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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유 가격가격 변화변화 추이추이 ((명목유가명목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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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ia.doe.gov/emeu/cabs/AOMC/Overview.html

Source: EIA

* 명목유가는실질유가에미국소비자물가를고려한가격임.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역사적으로 유가 상승은 불안한 중동의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음.
• 최근의 유가 상승: OPEC의 감산정책, 이란 핵개발 강행, 이라크 치안불안, 나이지리아 석유시설 테러위협 등.
• 그러나, 최근의 고유가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증가와 공급여력 감소, 즉 자원량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 중장기적
으로 지속될 전망임으로 지속될 전망임. 



석유석유 생산량생산량 및및 피크피크 전망전망

출처: DOE/EIA 06.6

현재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 이전의 세계 석유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 이전의, 세계 석유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
기가 위기 시점 → 생산 피크
• 석유 피크 시점 : 실제 자원량의한계성



석유석유 피크피크 추정추정

전문가 석유피크 시점 비고 추정에 포함된 석유

바크티아리(*ASPO) 2006-2007 캠벨의 자료 일부 사용

콜린 캠벨(*ASPO) 2007 국가별 분석

올 리퀴드

궁극매장량콜린 캠벨( ASPO) 2007 국가별 분석 궁극매장량

2조5000억 배럴

장 라에레르(*ASPO) 2015 유전별 분석
올 리퀴드

궁극매장량 3조 배럴궁극매장량 3조 배럴

피에르 르네 보키

(*ASPO)
2020 올 리퀴드

토탈 2025 명시하지 않음

IEA 언급하지 않음

석유 수요에 근거한

경제학적 접근

재래식 석유

궁극매장량

2023년까지 감소 없음 2조 6260억 배럴

피터 R.오델 2060

올 리퀴드

궁극매장량 6조 배럴 이

상

*ASPO: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and Gas
출처: 장뤽벵제르, 에너지전쟁, 청년사(도) 2007년



심각한심각한 기후변화기후변화 위기위기

지구온난화의영향

생태계-생태계
: 전체중약 20% 이상의종이멸종 (1.5-2.5 oC 상승 )
: 생태계구조및기능의이상변화

-해안지역및저고도지역의위험
: 해수면상승에의한위험증가
: 열대폭풍, 해안침강현상증가
: 관련지역거주민들의생존위협: 관련지역거주민들의생존위협

-질병
: 영양실조및불균형증가 –어린이성장관련질병
: 혹서  홍수  태풍  가뭄등에의한질병과사망증가: 혹서, 홍수, 태풍, 가뭄등에의한질병과사망증가
: 지표면오존농도상승에의한심폐장애
: 전염성병원체에의한질병증가

출처: Climate change 2007
: The Physical Science Basis

• 온도상승
• 해수면 상승
• 적설량 감소• 적설량 감소
: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 직면



기후변화의기후변화의 원인원인 –– CO2 CO2 배출배출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 Radiative Forcing Components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 Radiative Forcing Components

출처: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 RF value: a measure of the importance of the factor 
as a potential climate change mechanism

• 시나리오에 따른 온도상승 변화
• 청정 자원 도입을 통해서만 온도 상승 최소화 가능

as a potential climate change mechanism
• RF > 0 : warming
RF < 0 : cooling

•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요인 – CO2
: 1.1~2.9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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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발생의 가장 큰 원인 – 화석연료 사용



에너지위기와에너지위기와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발전발전에너지위기와에너지위기와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발전발전

에너지 위기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는 석유위기와 에너지 전쟁을 야기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라는 생태위기를 초래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라는 생태위기를 초래
원자력 발전은 위험한 핵폐기물 배출

지속가능한 발전 –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체제 구축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의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
2005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조
2007년 하일리겐담 G8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2007년 하일리겐담 G8 정상회의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강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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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지방정부의 지속가능지속가능 발전발전 전략전략지방정부의지방정부의 지속가능지속가능 발전발전 전략전략

지방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기후보호도시’

ICLEI 기후보호도시 캠페인ICLEI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1993년부터 기후보호도시(the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CP)' 캠페인
시작
기후보호도시 단계별 틀(milestone framework)기후보호도시 단계별 틀(milestone framework)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초 목록 및 배출 예상치 작성

•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배출하지 않기 위한 목표 설정

•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행동계획 개발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행동계획 개발

• 지방행동계획 실천

• 실천사항 모니터링 및 추진과정 검증

온실가스 10% 배출하는 530여 개의 지자체 참여온실가스 10% 배출하는 530여 개의 지자체 참여

일본, 독일 등은 정부의 권고나 자치의 자발성에 따라 기후행동계획 수립

서울, 광주 등 국내 지자체도 친환경 에너지 전략 수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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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사례사례 독일독일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사례사례 –– 독일독일

F ib : 인구 20만3천 독일의 환경수도라 불림 1997년 ‘프라이부르Freiburg : 인구 20만3천. 독일의 환경수도라 불림. 1997년 ‘프라이부르
크 기후행동’을 수립, 발표
목표 : 1995년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2년 기준 25% 감축목표 : 1995년,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2년 기준 25% 감축
개요

에너지공급, 교통, 쓰레기 처리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목록 작성
온실가스감축 잠재량을 경제적 잠재력 19%, 기술적 잠재력 59%로 평가하고 경제
적 잠재력을 능가하는 감축목표를 설정
• 대중교통수단 개선 7%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14% 열병합발전설비의 보급• 대중교통수단 개선 7%,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14%, 열병합발전설비의 보급

을 통해 28%, 나머지 51%는 에너지절약

실행 계획
• 에너지부문 : 건물에서 난방과 전기에너지 절약 방안,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열병합발전 확산, 분산형 열병합발전, 태양열과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 교통부문 : 걷기 확대, 자전거 이용, 대중 교통 확대, 통합적 도시계획을 통한

교통 통제, 자가용 이용 제한 등이 포함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구축 방안 수립
솔라투어 홍보를 통해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에너지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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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투어 홍보를 통해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에너지시설을 이용



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사례사례 영국영국 레스터레스터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사례사례 –– 영국영국 레스터레스터

Leicester : 인구 28만 ‘영국 최초의 환경도시’ 선언Leicester  인구 28만. 영국 최초의 환경도시 선언

목표 : 2025년까지 CO2를 1990년 수준의 50%까지 삭감
개요

1980년대 에너지부 레스터시를 지역난방과 결합된 열병합발전 주도 도시1980년대 에너지부 : 레스터시를 지역난방과 결합된 열병합발전 주도 도시
로 선정
애쉬톤 그린개발 프로젝트애쉬톤 그린개발 프로젝트
•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공급

태양 에너지
• 2025년까지 현재 에너지 소비량 50%감축, 2020년까지 20%의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너 량 축, 너
에너지원으로 대체 계획

에코 하우스
• 주택 내부에 환경친화적 시설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독특한 구조

생태 관리와 감사 기구
• 환경기준 모니터, 유지, 향상

자전거 정책

10
• 교통혼잡 완화, 오염물질배출 감소, 건강증진



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사례사례 덴마크덴마크 코펜하겐코펜하겐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사례사례 –– 덴마크덴마크 코펜하겐코펜하겐

Copenhagen : 인구 49만 3천명Copenhagen : 인구 49만 3천명. 
목표 : 2005년까지 1990년 대비 CO2 배출 30%감축
개요 :개요 :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공급해
전체 시스템 효율을 최고 90%까지 향상, 83만 톤의 CO2(16%) 감축
주민대상 ‘에너지 자문센터’를 운영해 연간 29만 톤(6%)의 CO2 감축
폐기물처리와 재활용관리를 통해 CO2배출 40만 톤(8%) 감축
옛주거지역의 재건축을 통해 연간 2500톤 감축 기대
이상 시도들을 통해서 CO2배출 30%까지 감축추산, 1988-2005년까지
147만 7천 톤의 CO2 감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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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해외해외 사례사례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해외해외 사례사례

에너지 절약 수단 적용 시 정책적 우선순위(energy hierarchy)를

설정

ⅰ) 절약과 효율 향상을 통해 더 적은 에너지 사용

영국

런던
ⅰ) 절약과 효율 향상을 통해 더 적은 에너지 사용
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ⅲ)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연료 빈곤(fuel poverty)을 없애 취약 계층에 적절한 에너지 공급
영국

( p y) 없애 취약 계층에 적 에너지 급
제로-카본 주거단지의 조성

구상(디자인)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에든

버러

‘지속가능 디자인 가이드’(sustainable design guide)를 발표

사무실 공기조절 방법에 따른 최적 에너지 소모 기준을 제시
실제 이용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자동차 클럽 제도실제 이용 시에 비용을 지불하 자동차 클럽 제

베를

시 전체가 모범적인 에너지 사용,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사례의 박물

관과 같음
독일

베를

린

관과 같음

에너지 공급 관련 기술․비용 등의 선택 및 적용을 돕는
베를린에너지공급표준(B.E.ST)을 운영
Ufa-Fabrik : 첨단 에너지를 활용한 대안 문화 단지Ufa Fabrik : 첨단 에너지를 활용한 대안 문화 단지



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해외해외 사례사례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해외해외 사례사례

시카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개선

대체 연료와 대체 연료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대체 연 와 대체 연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

호수 펌프 저장 발전소를 계속 개선하고 용량을 향상. 에너

지 수요가 낮은 밤 동안에 펌프이용 저장된 물을 낮 시간 동

미

LA
지 수요가 낮은 밤 동안에 펌프이용 저장된 물을 낮 시간 동

안 방출하며 발전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의 신뢰도 유지에 중점
미국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의 신뢰도 유지에 중점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B20) 2007년

시애틀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B20) 2007년

40%까지 (B40) 증가

택시 회사들과 함께 지역 간 빈차 회송을 줄일 방안을 협의
‘Drive Smart' 프로그램 : 지역 주민과 회사들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해외해외 사례사례지방정부지방정부 기후보호행동기후보호행동 해외해외 사례사례

도쿄

주거 건물에 대해 건물의 환경등급 표기를 의무화. 환경등

급은 에너지 사용, 자원 사용, 자원의 보존, 열섬 현상 완화

부분에 대해 3등급으로 나누어 표시

일본

도쿄 부분에 대해 3등급으로 나누어 표시

열섬 현상 방지 프로그램을 수행 (건물 옥상과 벽면 녹화, 
운동장 잔디 등)

일본

교토

2005년 일본 도시 중 최초로 기후변화 방지 조례 시행

폐식용유 수거하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프로젝트교토 프로젝트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 환경경영 표준 마련 : 교토
환경경영 시스템 표준 (KES) 

호주 멜버른

2020년 Zero Net Emissions 도시를 계획

미국 도시들의 배출가스 거래제도인
시카고기후협약(CCX)에 가입

호주 멜버른
시카고기후협약(CCX)에 가입
유칼리나무를 이용한 잔류 온실가스 포획
그린빌딩 교육 허브 설립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해외에 전파되는 것을 장려해외에 전파되는 것을 장려



지방정부지방정부 사례의사례의 공통점공통점지방정부지방정부 사례의사례의 공통점공통점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책의 공통점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정부의 목표와 같거나 높게
모든 부문의 (가정, 산업, 상업, 수송)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건물의 신축 재건축 시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노력건물의 신축, 재건축 시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노력
열병합발전과 지역냉난방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공급 효율을 향상
교통정책을 승용차 중심에서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교통정책을 승용차 중심에서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등 미래 기술에 투자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를 실시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를 실시
에너지 정책이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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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친환경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선언선언(4.2)(4.2)서울시서울시 친환경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선언선언(4.2)(4.2)

온실가스 2000년 기준 2020년까지 25%저감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이용률 2020년 10% 확대

- 에너지 제로하우스 공공기관-공원 등에 태양광 발전에너지 제로하우스, 공공기관 공원 등에 태양광 발전
- 청사 재생에너지 적용, 4개 물재생센터 하수열 활용 검토, 민간부문 재생에너

지투자촉진
2020년까지 에너지 15% 저감 - 가정과 상업 부문(57 8%)2020년까지 에너지 15% 저감 - 가정과 상업 부문(57.8%)

-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시책 강력 추진
2020년까지 에너지 15% 저감 - 교통부문(28.3%)

- 교통수요관리 : 승용차 요일제,대중교통 개선,자전거 활성화
- 친환경 연료대책 : 바이오디젤확대,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에너지 대규모 사용자와 자발적 협약 확대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태양광 발전용 부지 제공
뉴타운과 신규 택지에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우리나라 지자체 수준에서 매우 선도적이고 야심찬 기후대응 대책으로
평가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선언의 한계와 보완점서울시 친환경에너지 선언의 한계와 보완점

하향식 정책 수립 발표하향식 정책 수립, 발표
- 기후보호도시 ‘기후행동’ 전략 수립 과정과 달리 이해당사자 참여 부족
- 현황 분석과 부문별, 정책별 잠재력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과 통합 필요현황 분석과 부문별, 정책별 잠재력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과 통합 필요

체계화와 구체성 보완 필요
- 에너지 저감,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한 로드맵 필요
- 부문별, 정책 수단 별 예산과 인력 계획 수립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에너지 정책 목표, 에너지 정책 수단 등을 에너지 조례에 반영
- 예산과 인력 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의 검토와 인준 필요

교통수요관리 대책 미흡교통수요관리 대책 미흡
- 현상 유지 수준의 교통수요관리에 머물고 있음
-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주차면수 축소 등 강력한 대책 필요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주차면수 축소 등 강력한 대책 필요

뉴타운,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택지 에너지 대책 미비
- 집단에너지 권장 외에 구체성 결여



교통수요관리교통수요관리 강화강화교통수요관리교통수요관리 강화강화교통수요관리교통수요관리 강화강화교통수요관리교통수요관리 강화강화

- 정책추진 방향
·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승용차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
·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교통시설공급과 관리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차량 소통기능 확보
·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교통계획/정책 추진

- 교통환경부담금 징수와 혼잡통행료 징수
통환경부담금 징수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과한 노후 경유차량· 교통환경부담금 징수제도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량

·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 서울시 전역, 도심 경계 구분, 한강 교량/ 대중교통, 긴
급차량 무저공해 차량 등 면제차량을 제외한 차량급차량, 무저공해 차량 등 면제차량을 제외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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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뉴타운 친환경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정책정책 방향방향뉴타운뉴타운 친환경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정책정책 방향방향

뉴타운 에너지 목표와 계획 수립뉴타운 에너지 목표와 계획 수립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뉴타운 에너지 목표와 계획 수
립

에너지 효율 향상
집단에너지 활용 : 개발난방이나 중앙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산자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교부와 환경부) 강
력히 적용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고 자발성에 의존하는 제도에 강제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고 자발성에 의존하는 제도에 강제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

여 조례로 제정할 필요 있음

패시브 하우스 건축설계의 도입 추진

재생에너지 이용
고층아파트 태양열 이용시스템 활용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 도입 및 확대
바이오매스 (목질계, 음식쓰레기, 바이오디젤) 보일러와 발전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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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뉴타운 집단에너지집단에너지 적용시적용시 효과효과
가. 뉴타운에 집단에너지 적용시 에너지 절감량가. 뉴타운에 집단에너지 적용시 에너지 절감량

구 분 중앙난방 개별난방 집단에너지

뉴타운뉴타운 집단에너지집단에너지 적용시적용시 효과효과

구 분 중앙난방 개별난방 집단에너지
전 력 928,510 928,510 715,087
LNG 660,981 594,883 306,669

(단위 : TOE)

연 계 열 - - 15,919
신재생(HP) - - 120,010

합 계 1,589,491 (100%) 1,523,393 (95.80%) 1,157,685 (72.80%)
★ 중앙난방대비 27.2% 절감

나 환경개선효과나 환경개선효과나. 환경개선효과나. 환경개선효과

구 분 중앙난방 개별난방 집단에너지

SO 15 14 14 51 11 03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ton)

SOx 15.14 14.51 11.03

NOx 7,670.31 7,437.40 6,099.22

Dust 45.41 43.53 33.08

합계 7,730.86 (100%) 7,495.43 (97%) 6,143.32 (80%)

온실가스(CO2) (단위: TCO2) 3,374,939 (100%) 3,220,556 (95.40%) 2,400,348 (71.10%)

★ 중앙난방대비온실가스배출 29% 저감

★ 중앙난방대비대기오염물질배출 20% 저감



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 효율효율 향상향상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 효율효율 향상향상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2001.8부터 건축물도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 정도를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18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1~3등급의 인증을 부여
에너지 절감율이 표준아파트에 비해 40%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은 2등
급, 20%이상은 3등급
설계도 등을 통해 평가한 예비인증과 현장 평가를 통한 본인증으로 구분설계도 등을 통해 평가한 예비인증과 현장 평가를 통한 본인증으로 구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 최고 300억원 지원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 실적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에 본인증 1등급 획득
등촌동 주공아파트 2등급 본인증 획득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인증 획득 건물이 별로 없음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 활성화
건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뉴타운에 조기 의무화건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뉴타운에 조기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용적률,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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