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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제1절

1. 기후변화 개요

  가. 기후변화와 원인

  ‘기후’는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을 말하며,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기후변화’라 한다. 기후변화는 외적으로 야기된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시스템 요소

의 변화와 요소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외적 요소에 의한 기후변화의 대표

적인 예로는 화산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

의 천문학적인 상대위치 변화 등이 있다. 외적 요인 없이도 기후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시스템의 5가지 주요 구성요소,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

물권 각 요소들이 각기 상호 작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인간 활동이 대규모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

세기 중엽부터로 197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나 증가 하였

다(IPCC, 2007). 인간 활동, 특히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와 생물체의 연소 

등은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을 생산하여 온실가스를 증가

시키고 대기 중 에어로졸에 의해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와 구름의 광학적 성질변화(산

란효과에 의한 지구 냉각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CFCs 및 기타 불소 화합물, 브롬 합성물 등의 방출은 복사강제력에 영향을 주

고 성층권의 오존층도 감소시킨다. 도시화와 무리한 토지개발이나 산림채취 등으로 인

한 토지 이용의 변화는 지구 표면의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나.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

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므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실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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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시스템에서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 

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온

도 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림 3-4-1> 지구의 온실효과

(출처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2005))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로는 교토의정서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

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의 6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온실

가스들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활동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

출되고 있다.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를 기준으로 각 가스별 기여정도를 명시한 것을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s)라 하고,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

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CO₂톤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표 3-4-1>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온 실 가 스 지구온난화지수(GWP)

이산화탄소( CO₂) 1

메탄(CH4) 21

아산화질소(N2O) 310

수소불화탄소(HFCs) 150~11,700

과불화탄소(PFCs) 6,500~9,200

육불화황(SF6) 23,900

(출처 : IPCC 제2차 평가보고서(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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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

  가.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중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온이 지난 133년간(1880 ~ 2012년) 

평균 0.85℃(0.65 ~ 1.06℃)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은 110년 간(1901 ~ 2010년) 평균 19cm 

(17 ~ 21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강도, 지속기간, 공간분포가 변화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곡물가격 상

승, 주요 인프라 기능 마비,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세계 평균 0.74℃ 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인 1.5℃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율 

역시 세계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계절 변

화에서도 탐지되고 있는데,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 19일 정도 짧아 졌

으며, 여름과 봄은 기간이 길어졌고,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것도 관측되고 있다. 

  수원은 지난 37년간(1973 ~ 2010년) 연평균 0.057℃씩 기온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 0.0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수, 호우일수, 강수강도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기후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기후변화 전망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2100년 CO2 농도 936ppm), 21세기 

말(2081 ~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986 ~ 2005년에 비해 3.7℃ 증가하고 해수

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반면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CO2 농도가 2100년 538ppm에 도달할 경우 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47cm 정도

로 상승폭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1년 기상청은 새로운 국제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RCP 시나리오)에 따라, 2100년

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경우(RCP 8.5), 

21세기말(2070 ~ 2099년)에 한반도 평균기온은 6.0℃ 상승, 강수량은 20.4% 증가가 예

상되고 어느 정도 저감 노력이 실현된다면(RCP 4.5), 3.4℃기온 상승과 17.3% 강수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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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동향

  가. 국제사회 동향

  세계 과학자들은 이러한 세계적 기후변화의 원인을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온

실가스로 지목하였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국제사회에 제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상의 진전 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데 이어, 1997년 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규정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

국 이 모두 참여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Post-2012 협상 로드맵

이 마련되었다.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7)에서는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2년 COP18 에서는 교통의정

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신기후체제 협상을 위한 포괄적인 작업 계획에 합의하고, 

2013년 COP19에서 모든 당사국이 2020년 이후 감축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COP21 개최(2015년말) 전에 제출토록 요청하였다. 

  나. 국내 동향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1국가에 포함되어 2012 

년까지 감축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세분화된 실

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11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비의무감축 국

가로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

적이고 단독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공식 발표하였고, 이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2012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축규제 

를 본격 시행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더욱 적극적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를 도입 시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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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제2절

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전 세계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래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를 기후 

변화대응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 배출된 온실가스와 향후 계속적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로 인한 인간, 동·식물, 생태계 

등 지구 전체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체를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려는 “완화”와 현재 진행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총괄한다.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의

미하며,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흡수원 확충, 에

너지 절약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에 속한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변화 결과에 대한 자연계와 인간계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대책을 의미한다. 즉, 현재 배

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2.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2010, 2012년), 경기도(2012)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하였으며,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하였다. 수원시는 

2012년 ~ 2013년에 걸쳐 35개 기초지자체(전체의 15%)를 대상으로 하는 적응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으로 

2013년 4월  연구 용역을 시행, 2014년 2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우리시의 기후변화 현황 분석과 예측, 취

약성 평가, 적응정책 발굴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서부터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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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마련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가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적응이 필요한 중점분야를 선정․수립하여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배양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립 시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도구인 CCGIS를 동 단위로 확장한 LCCGIS를 활용하여 

광역지자체와 동일한 절차로 수립하였다.

  ※ LCCGIS(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CCGIS를 읍․면․동 단위로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기후  변화 적응 7개 분야와 세부항목에 대해 시․  
     군․구별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고 도식화할 수 있도록 설계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범위 및 내용

    ○ 계획기간 : 5년(2014년 ~ 2018년)

    ○ 공간적 범위 : 수원시(4개 구, 40개 동)

      ※ 취약성 평가는 광교동을 제외한 39개 동 대상

    ○ 내용적 범위 : 6개 부문(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 농업, 생태계)  

      ∙ 수원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다.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전략

   취약성 평가 항목별 적응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하여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의한 지역별 적응

능력 대용변수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고, ‘공원녹지면적’,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의

료기관 수’, ‘재산세 부과액’등을 적응능력 지표로 대체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 단위 취약성 평가를 종합해 본 결과, 권선구가 취약성이 높은 항목이 많고, 팔달

구와 장안구가 다음으로 취약성이 높으며 영통구는‘오존농도 상승에 의한 건강취약

성’만 높았다. 권선구와 팔달구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은 민감도가 높고 

적응능력이 낮은 지표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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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수원시 구 단위 취약성

   

  라. 부문별 적응 대책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 회복력이 강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기후친화형 도시 인프라 구축,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향상,  도시 생태계 건강

성 및 회복력 증진, 환경수도 시민 적응능력 배양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적응전

략 및 부문별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수원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모두 4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신규대책이 22개, 기존정책을 보완한 대책이 24개이다. 분야별로는 건강분야 대책

이 1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해 11개, 물관리와 생태‧녹지가 각각 7개 순이다.

구  분 대  책

반드시

해야 하는

정  책

재해재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 자율방재단 전문화 교육 및 지원 방안 마련

∙ UN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가입 및 추진

물관리

∙ 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활용 방안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및 오염방지대책 추진

∙ 조류발생 영양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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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책

반드시

해야 하는

정 책

건  강

∙ 기후-대기변화 통합감시 시스템 운영

∙ 모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식품 매개질환 감시체계 구축

∙ 실효성 있는 무더위쉼터 운영

∙ 기후 취약계층 에너지진단 및 주거환경 개선

∙ 노인의 폭염 및 한파 적응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강화

∙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악화 방지

산림/농업
∙ 한국농업의 산실=서수원 이미지 계승

∙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

생태/녹지

∙ 녹지의 물순환 기능 제고를 위한 띠녹지 및 빗물가든 확대

∙ 도심 오아시스 조성 및 관리

∙ 수원시 깃대종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적응기반

∙ 수원시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 및 자발적 소모임 지원

∙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연계한 주변 지역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기상자료 활용 및 피해사례 D/B 구축

∙ 수원시 기후변화 교육 인증제도 도입 및 인력 양성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  책

재해재난

∙ 저영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단위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사면, 토사재해 위험지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도입

∙ 도로의 다목적 활용 방안 검토

∙ 재해관리권역 설정

∙ 도시공원 및 공공시설 내 방재기능 도입

∙ 시민참여형 재해안전마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수원 화성 기후변화 적응 가이드라인 및 대책 수립

물관리

∙ 하천범람 방지를 위한 유역관리

∙ 지하수위 및 하천수위 관측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물관리 일원화 요구

건강

∙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자 건강 영향 모니터링

∙ 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기반 조성

∙ 곤충 및 설치류 등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 재래시장 폭염 적응대책

산림/농업 ∙ 산지의 녹색서비스 강화

생태/녹지

∙ 극한 기후조건에 대비한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관리

∙ 제설제와 살충제 사용량 모니터링 및 최적 관리

∙ 수원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  책

건강 ∙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 등 질환 관리

산림/농업 ∙ 물줄기-공원녹지 간의 연계

생태계/
녹   지 ∙ 잔존 논습지 보전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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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향후 적응대책 추진

  정책 추진은 기후변화 적응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인식 향상과 공감대 형성, ‘후

회 없는’전략에 의해 적응과 공통 편익이 발생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불확실성

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수단과 대안 선택이 

신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응적 계획(Adaptive Planning)을 실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4-3>  기후변화 적응의 장애요인과 적응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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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제3절

1. 온실가스 배출현황

  가.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조사

  수원시는 2010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0 ~ 2008년에 대한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2000 ~ 2010년의 총배출량 자료를 확보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작성한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지침 개정에 따라 배출량 산정

결과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으나 변화 추이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최신 산정년도는 2010년으로 기준년도(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2>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단위 : 만톤CO2eq)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0)
527 552 569 594 600 603 591 600 580 　- -　

온실가스  

산정보고서(2012)
498  535 563 576 600 612 596 608 575 575 605 

(출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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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2년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수

원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04.8만톤으로 총 배출량의 91.6%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

되었고, 폐기물 5.1%, 산업공정 2.9%, AFOLU 0.4% 순으로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다. 에

너지 분야의 산업을 제외한 비산업부문(수송, 상업, 공공,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산업비중이 약하고 인구가 집중된 도

시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송과 상업, 가정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는 감축정책 추진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표 3-4-3>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만톤CO2eq)

분  야 계
에 너 지

산업공정 AFOLU 폐기물
산 업 수 송 상 업 공 공 가 정

배출량 604.8 72.5 162.7 147.9 32.8 138.1 17.6 2.3 30.8

비율 100% 12.0% 26.9% 24.5% 5.4% 22.8% 2.9% 0.4% 5.1%

(출처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한국환경공단, 2012))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대책

  가.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원은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6일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를 추진해 가

고 있다. 

  수원은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을 위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를 작성하였다.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운미팅 방식을 

통한 “수원시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CO2 저감 목

표를 국가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인 2005년 대비 2030년 40%로 설정하였다. 수원은 기

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 수원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대

내외에 공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ICLEI의 기후변화등록(cCCR)프로그램 및 탄소정보 공

개 프로그램(CDP)에 가입하여 CO2발생량, 저감행동, 결과 등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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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수원시민 공동회의 cCCR 프로그램 가입

<그림 3-4-5>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비전



2014 수원환경백서   181

<표 3-4-4>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및 감축목표량

(단위 : 만톤CO2eq)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2012 2013 2014 2015 2020 2030

감축목표 
*기준년도 : 2005년

 5%↑ 2%↑ 0% 5%↓ 20%↓ 40%↓

배출목표량   - ①
*2005년 배출량 : 603.3

631.4 616.9 601.7 573.2 482.7 362.0

배출전망치(BAU)  - ② 654.6 666.3 678.1 689.8 753.3 879.7

배출전망치
(BAU) 대비

감축량
(③ = ② - ①)

23.2 49.4 76.4 116.6 270.6 517.7

감축율(%)

(= ③ / ② × 

100)

4%↓ 7%↓ 11%↓ 17%↓ 36%↓ 59%↓

(출처 : 2005년 배출량 및 배출전망치(BAU) 자료,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10)

  나.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원시는 2010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환경수도(저탄소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원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2012년 2월 기후 변

화대응과가 신설되어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수원

은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감

축을 위한 주요 사업 분야를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으로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분석해보면, 

주요 4개 카테고리 중 에너지 부분이 총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비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의 총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의 온실가스-에너지 통합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실이며, 시민의 자발적 참

여와 실천 확산이 주요 정책과제로 도출돼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기대되는 감축량 산정결과

(2013년 기준)의 70%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전제되는 실천적 사업에 따른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시는「온실가스 110만톤 줄이기 

시민운동」(수원시민 1인 1톤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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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제4절

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가. 개  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위기를 의식하면서 가정⋅교통⋅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이 그린스

타트 네트워크가 구심점이 되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도 민⋅관 협치(거

버넌스) 그린스타트 운동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는 시민양성과 수원시 전역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스타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나. 그린리더 양성현황

  ‘그린리더’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며, 저탄소생활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

행한다. 올해 그린리더의 교육과정을 단계별(초급, 중급, 중급심화, 고급)로 세분화 및 

체계화하였으며, 교육대상은 일반지역주민에서 학생까지 폭넓게 확대시켰다. 총 8회 실

시한 그린리더 수준별 교육에서 총 120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였으며, 일반 시민대상 

기후학교 교육은 2013년 총 223명이 수료하였다.

<그림 3-4-6> 수원시 그린리더 활동사진

그린리더 9기 수료식 그린리더(고급과정) 양성교육



2014 수원환경백서   183

<표 3-4-5> 연도별 수원시 그린리더 양성 수 현황

구  분 2010년(명) 2011년(명) 2012년(명) 2013년(명) 총  계(명)

연도별
양성 수

102 95 130 120 447

총 누적 수 102 197 327 447 447

(출처 : 2013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결과 보고서)

  다. 그린리더 활동현황

  양성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그린리더가 

주체가 되어 저탄소 친환경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녹색 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CO2 클리닉 서비스 사업은 그린리더 중급교육 과정을 수료한 정식 에너지 진단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수행하

는 사업이다. 수원전역에 2013년 총 654세대를 진단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에너지절약 

생활수칙을 적극 전파하였다.

<표 3-4-6> 수원시 권역별 에너지 진단세대 수

구 권 선 구 영 통 구 장 안 구 팔 달 구 총  계

세대 수 3 94 175 382 654

(출처 : 2013 CO2 클리닉 서비스 사업결과 보고서)

<표 3-4-7> 진단세대 일반현황 및 월별 에너지사용 실태, CO2 저감 효과

   (진단기간 : 2013. 7월 ~ 12월)

구  분 구성인원 면  적 소비전력량 대기전력량
소비전력

탄소발자국
대기전력

탄소발자국

단위 명 ㎥ kWh kWh kg kg

654세대 계 1794 51883.5 71436.0 4576.7 30983.7 1327.0

1가구 
월 평균 3.5 92.5 109.9 7.0 47.6 2.0

구  분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가스사용량 절감효과(원) CO2저감량

단  위 kWh ㎥ ㎥ 원 kg

654세대 계 187033.9 13791.5 13985.9 1224951.9 2986.7

1가구 월
평균 291.3 22.2 23.3 1881.6 4.6

(출처 : 2013 CO2 클리닉 서비스 사업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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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전력량, 대기전력량 및 탄소발자국 수치는 신청가정이 측정을 허용하는 가전제품의 전력과 사  

     용패턴을 조사하여 얻은 수치이며, 한 가구에서 소비되는 전기 총 사용량이 아님

  또한, 수원시 그린리더 주체로‘후손에게 당당한 집’(매산로 테마거리 상가대상 다회

용컵 사용하기 캠페인), ‘개인컵은 외출 필수품’, ‘내복 입고 겨울나기’등 수원시 특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캠페인을 116회 실시하였으며, 총 26,646명의 시민이 동참하였

다. 이 밖에도 벼룩시장, 친환경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거버넌스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해온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실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11월 15일 환경부에서 주관하

는 2013 그린스타트 전국대회「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

였다.

<그림 3-4-7> 수원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 사진

CO2 클리닉 서비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우수상 수상

  수원시는 시민의 자발적 녹색생활리더 조직인 그린리더의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양성 및 운영 관리기반 강화를 위하여 동 단위 그린리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지원하

고, 수원시 전역에 자발적 시민참여형 저탄소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2. 탄소포인트제

  수원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가정과 상업부문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실천을 통해 5%이상 온실

가스 감축 시 연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시

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2009년 6월까지는 전기, 수도 부문에 대해 2,824세대가 376톤의 온

실가스를 감축시켰으며, 2010년 7월 이후부터 도시가스를 확대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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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의 point제도를 활용한“그린카드제”와 연계 운영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린카드 이용자들에게 수원박물관․수원 화성박물관 무료입

장, 장안구민회관 시설이용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녹색생활 참여

를 유도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2013년 11월말 기준 26,662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약

10,29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소나무 141만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

축 효과를 거두었다.

3. 온실가스 110만톤 줄이기 시민운동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단기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전망치(BAU)대비 감축목표량인 110

만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하고자 추진한 온실가스 110만톤 줄이기 시민운동 사업을 전개하였다.

  수원 YMCA를 통한 캠페인활동 6회 1,680명 참여와 리플렛 10,000부와 소책자 2,200

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교, 주민 센터 등 120개소에 홍보활동을 하였다.

  수원시민 1인 1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법 및 실천을 돕는 유익한 제도를 소개하

고, 시민홍보단 운영을 통한 실천 매뉴얼 배포 및 문화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전개 등

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일반시민

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생활실천 방법을 홍보하

여 의식전환의 기회로 삼고 자발적으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기후변화대응 정책과제 발굴

  수원시는 1차 온실가스 감축목표년도인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5% 감축목표 달

성을 위해 연차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환경수도 기본 계

획, 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종합하여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을 발굴 3대 목표 9개 분

야의 58개 단위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수원시는 58개 단위사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를 위해 각 단위사업에 대한 감축지표를 설정하고 감축량 산정방법을 결정하여 연차

별, 분기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목표달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총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 및 분석하여 배출량 추이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2013년도 단위사업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35만4,763톤으로 산정되었고, 

누적 감축효과는 52만 6033톤으로 조사되었다. 누적량 기준 총 감축효과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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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민실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고, 다음으로 탄소 흡수원, 폐기물 분야에서 높은 감

축 효과를 나타냈다. 

<표 3-4-8>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정책팀)

<표 3-4-9> 2013년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환경수도 3대 목표 온실가스 감축 9대 분야 2013년도 비율% 누적량 비율%

합  계 합  계 354,763 100.0% 526,033 100.0%

 1.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1. 탄소흡수원 확충 25,427 7.2% 88,672 16.9%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2. 신재생에너지 설치 1,448  0.4% 3,239 0.6%

 3. 고효율기기 교체 1,102  0.3% 4,207 0.8%

 4. 물절약 시설 1,433  0.4% 2,634 0.5%

 5. 친환경교통수단 도입 5,049  1.4% 14,848 2.8%

 6. 폐기물 62,026  17.5% 62,026 11.8%

 7. 녹색건축 19,212 5.4% 39,912 7.6%

 3.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

 8. 시민참여 215,098 60.6% 279,392 53.1%

 9. 온실가스 저감의무제도 23,968 6.8% 31,103 5.9%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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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 이러한 선도적인 기후변화 정책시스템을 인정받아 2013년 2월 국회 기후 

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2013년 11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한 「2013 CDP 

컨퍼런스」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3-4-8> 2013년 기후변화 정책사업 결과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2013 CDP컨퍼런스 우수 지차체상 수상

  수원시는 기후변화대책 조례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15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차기 목표연도인 2020년

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전략과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5.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운영

   ○ 위    치 : 권선구 호매실로 46-38(탑동, 권선구 행정타운 내)

    ○ 사업기간 : 2010.12월 ~ 2014. 2월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규    모 : 대지 3,331㎡, 연면적 3,477.74㎡ / 지하1층, 지상2층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원시 시대의 동굴처럼 열과 물 등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패시브 하우스’를 목표로 건립된 에너지자립 건축물이며 친환경 에너지 순환형 

건축물이다.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층고를 줄였으며 과도한 입면 요소인 에코

케노피를 삭제했다. 또한 건축물의 57%를 지하에 위치시켜 에너지를 소비를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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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건축용법으로 벽면녹화(34.69㎡), 슈퍼단열(120㎜, 압

출법보온판 1호), 슈퍼윈도우(단열프레임 적용된 3중 로이유리, 열 관류율 1.7W/㎡K), 

전열교환기(열 회수율 60% 이상) 등이 사용되었으며, 1차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그림 3-4-9>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에너지 절감 항목

<표 3-4-10>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시설물 설치 현황

종  류 생산에너지종류 설치용량 투입예산
(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h/㎡ ․y r)

지  열 연료 및 열 223.07 250 319,322

태양열 연료 및 열 20.30 25 23,230

태양광고정식 전 력 52.00 250 292,350

총  계 525 634,902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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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추진제5절

1.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가. 개  요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국고보조금)하는 제도로 기반구축사업과 

시설 보조 사업으로 구분한다.

  나. 내  용

   1) 구  분
     
    ○ 기반구축사업 ： 지역 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 시설보조사업 ： 지역 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  

       사업(LED교통신호등, 폐열회수설비 등)

   2) 사업대상
  
    ○ 지자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 지자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사업

    ○ 지자체의 에너지관련 정책개발사업 및 에너지통계 조사사업

    ○ 지역주민의 에너지 분야 이해증진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개체

    ○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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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금 지원

구  분 대 상 자 지 원 조 건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의 50%이내 

Matching Fund 형태

   4) 추진 절차

 <그림 3-4-10>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절차

  다. 사업추진 결과

<표 3-4-11> 2013년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소 요 사 업 비

시행기관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445 178 267

세류동 주변지역 LED 

조명 교체공사

정조사거리 ~ 세류사거리

세류 2,3동 주민센터
445 178 267

기후변화

대응과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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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효율 향상 사업

  가. 개  요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

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전력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여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

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국고보조금)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구분한다.

  나. 내  용

   1)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 사회복지시설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2) 자금 지원

구  분 대 상 자 지 원 조 건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의 70%이내 Matching 

Fund 형태

   3) 지원 대상 제품

    - 산업부 고시에 의거 고효율기자재 LED 조명으로 인증 받은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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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 절차

<그림 3-4-11>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 절차

지원기준 
설정(7월)

→
사업신청

(8월)
→

사업계획서 
검토(9월)

→
예산반영
(6~9월)

→
지원예산(안) 
통보(10월)

(산업부) (지자체) (에관공) (산업부) (산업부)

지원계획
마련

광역별 취합 
신청

지원계획안
마련

지자체 부담분 
예산 편성

→
지원사업
최종 통보

→
사업비 교부

(차년도)
→

사업비 집행
(차년도)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12월)

(산업부) (전력기반센터) (지자체) (에관공)

국회 예산 심의 
완료

산업부 교부 결정 사업총괄관리  

  다. 사업추진 결과

<표 3-4-12> 2013년 전력효율 향상 사업 신청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치
소 요 사 업 비

시행기관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895,000 626,500 268,500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영통종합사회복지관 155,000 108,500 46,5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68,000 47,600 20,4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별
46,000 32,200 13,800

기후변화

대응과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공사
기초수급권자 295세대 175,000 122,500 52,5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4개소
51,000 35,700 15,3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서호 노인복지관 126,000 88,200 37,8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버드내 노인복지관 153,000 107,100 45,9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수봉재활원 45,000 31,500 13,500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 76,000 53,200 22,800

기후변화

대응과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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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 조명 보급사업

  가. 개  요

LED(Light-Emitting Diode)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다이오드다. 백열등은 전력의 

5%, 형광등은 40% 정도만 빛으로 바꾸지만 LED는 전력의 최대 90%까지 빛으로 바

꾸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적다. LED 전구의 수명은 5만 시간으로 기존 전구의 3000 ~ 

7000시간 보다 길고, 다양한 색상변화에 따라 빛이 깜박이는 속도가 기존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빨라 눈의 피로감도 적으며 수은 같은 중금속을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다. 

  LED는 풀칼라 표시판이나 교통신호등, 휴대전화 표시부의 백라이트 그리고 각종 조

명기구 등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백열전구나 할로겐전구를 대체할 뿐

만 아니라, 형광등을 비롯한 형광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일반 조명용 광원으로 대체 사

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5월에 LED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하겠다고 밝히고 2020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전국 60%수준, 공공기관은 100% 달

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LED 조명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공공조명 

60%를 LED 조명으로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수원시 LED 조명 정책

   1) 수원시 LED조명 보급 목표

  【2015년까지 LED조명 60% 보급 목표】

    ○ 공공조명 80만개 보급, 민간조명 700만개 보급

      ∙ 청사(시⋅구) 조명 60% 및 가로등·터널등·보안등 50% LED 보급

   2) 수원시 LED조명 사업 추진근거

    ○ ‘LED조명 20/60 보급 프로젝트’ 수립(산업통상자원부)

      ∙ 2015년까지 공공조명 60%, 20년까지 공공조명 1000%를 LED로 교체

    ○ 수원시 LED조명 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과)

      ∙ 공공기관 2015년까지 공공부문 60%이상 LED 제품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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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 사업목표 : 2016년까지 BAU대비 7%의 에너지 감축 목표

    ○ 교체대상 : 일반조명(35W) → 주차장용 LED 18W ~ 20W

    ○ 경제성평가 : 회수기간 3.5년(시설별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소비자혜택 : 회수기간 이후 전기요금 절감(LED조명 : 24시간 사용 시 약 5.7년)

    ※ 절감 예시 내역

전기요금

단    가

(원/kwh)

교체수량

(개)

설 치 현 황 절  감

전력량

(kwh/년)

절감금액

(천원)

회수기간

(년)설치종류
투자금액

(천원)

110원 1,000 주차장용 57,200 148,920 16,381 3.5

[ 타 시군 절감사례 ]

○ 아파트 현황 :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1,998세대, 25개동(16 ~ 25층)

○ 에너지절감 활동 :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주도로 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참여 유도와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로 전기요금 대폭 절감

·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운동 유도

→ 에너지절감 팜프렛 배포, 전기절약 교육(참여자 1만원 상품권 배부), 절약가구선정(20만원 지급)

· 지하주차장 조명 디밍방식(조명밝기 자동조절센서)적용하여 LED설치

→ 형광등 40W → LED 램프 20W, 지하주차장 6개소 1,450개 교체

○ 에너지절감 효과

· 전기소비량 45,000kW/월 절감(온실가스 21tCO2 감축)

· 1억 4천만원 투자(‘12.2월 공사)→매월 천여만원 절감(회수기간 14개월)

· 33평 세대당 월 공동요금 : 평균6,500원→1,200원 부과(절감액 82%)

< 예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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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 현황

  【 LED 조명 보급 타당성 용역 실시】

    ○ 용역 개요 : 전문기관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방안 발굴과 단기간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진단 용역을 통한 사업방안 수립

    ○ 용역 일시 : 2013. 02. 25 ~ 04. 25(60일간)

    ○ 용역 대상 : 수원시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공원등, 청사 조명)

    ○ 용역 기관 : (재)한국조명연구원

    ○ 용역 내용

      ∙ 수원시 공공부문 조명실태 및 현황 조사

      ∙ 용도별 최적의 조명등 선정안 마련  

      ∙ LED 조명등의 특성 및 기술적 적용성, 경제성 분석

      ∙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 및 「빛공해 방지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최적의      

         조명 설계방안 제시

  【수원시 LED 조명 기본 계획 수립】

    ○ 기본 개요 : 수원시에 적합한 LED조명 도입을 위한 『LED조명 보급방안 타당성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 LED조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정책 방향

      ∙ LED조명 2060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선도하여 LED조명 보급

      ∙ 보안등, 터널등, 공원등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으로 연차적 도입 확대

      ∙ 실용성이 검증된 실내조명의 경우 사용빈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교체 사업 추진 

      ∙ 가로등은 기술적, 경제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지역       

         사업 실시

    ○ 추진 목표

      ∙ 실외 조명 : 2015년 50% 보급 달성 목표

      ∙ 실내 조명 : 2015년 60% 보급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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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가. 개  요

  수원시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마을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전개하고 에너

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에너지절약 녹색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을별 특성에 맞게 1단계는 최대한 

아끼는 ‘절약실천활동’, 2단계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3단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2013년도에 화서동 

영광아파트와 정자동 한라비발디아파트를 선정,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항

   1) 화서동 영광아파트 추진

    ○ 녹색에너지마을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절약활동    

       전개를 위한 회의 및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 에너지사용량 진단 및 절약목표 10% 설정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소식지를 발간  

       하였다.

    ○ 에너지절약아파트 만들기 설문조사 등 주민 모니터활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  

       가입운동을 전개하여 92세대가 가입하였다.

    ○ 에너지절약선진 사례지인 서울 성대골 마을을 견학하였고, 에너지절약 소등행사를  

       통해 소등참여율 92%의 성과를 거두었고, 에너지절약 의지를 확인 하였다.

    ○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로 에너지효율개선을 하였으며,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지정 후 절약활동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약 5% 전기절감을 하였다.

   2) 정자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추진

    ○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를 통해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

    ○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하고, 소등행사에  

       81%가 참여함. 에너지절약활동으로 전기 5% 절감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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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2>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절약선진지(성대골마을)견학 에너지절약 주민회의, 활동 에너지절약 소등행사

  다. 향후 추진방향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활동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산하고 단독주택 거주자의 에

너지절약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절약활동 전개,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한다.

5. 에너지 소비 줄이기 지킴이봉사단 운영

  가. 개  요

  에너지 절약의 파급효과가 큰 가정·학교의 시민, 학생이 주도하는 에너지 소비 절감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감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자 에너지소비 줄이기 지킴이봉사단을 운영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항

    ○ 에너지소비줄이기 가족봉사단 22가족, 학생 90명 참여하였으며, 시민200여명,  

       청소년 36명이 참여하여 에너지소비줄이기 실천활동 홍보를 하였다.

    ○ 청명고, 태장고교생 등 청소년 112명에게 생활속 에너지소비에 대한 사례 나   

       누기,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통한 재생에너지 교육을 전개하였다.

    ○ 수원역 주변 및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에서 에너지소비줄이기 거리홍보활동 및   

       에너지절약 실천서약활동을 전개하였다.

    ○ 시민, 청소년 170여명이 안산 누에섬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를 견학하고 광덕  

       산 생태교육활동 등 에코투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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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3> 에너지 소비 줄이기 지킴이봉사단 운영

에너지봉사단 발대식 청소년 에너지교육활동 에코투어

  다. 향후 추진방향

  그린리더협의체 활동가 및 시니어봉사단 등 시민조직과 연계하여 동·하절기 주요 상

가지역에 대한 에너지절약 홍보 활동 등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절

약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6. 도시가스(LNG) 공급

  가. 개  요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로써, 천연가스에 함유되어 있

는 탄산가스와 황화수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메탄(CH4)이 주성분이고, 에탄, 

프로판 등을 일부 함유한다. 이를 -162℃로 냉각시켜 그 부피를 1/600로 압축시킨 후 

무색·투명액체를 기화시켜 배관을 통하여 각 사용가로 공급한다.

 <그림 3-4-14> 도시가스(LNG) 공급 과정

LNG 수송뱅커 ➡ 평택인수기지 ➡ LNG 주배관 ➡
인천인수기지

수 원 지 역

순 환 배 관
➡ 도시가스회사 ➡ 본       관 ➡

지역 정압기 ➡ 공   급   관 ➡ 수  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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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가스 보급 현황

   1)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업체 : ㈜삼천리

   2) ㈜삼천리 공급권역 :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3) 연도별 보급률 추이
    - 1985년 : 3% → 2000년 : 64% → 2003년 : 83% → 2006년 : 92%  

   

   4) 구별 보급률
<표 3-4-13> 도시가스(LNG) 보급현황

(기준 : 2014. 6. 30, 단위 : %, 가구)

구  분 계 장 안 구 권 선 구 팔 달 구 영 통 구

보급률(%) 94.4 92.6 95.6 94.0 95.3

보급가구수 411,467 104,174 121,550 82,061 103,682

전체가구수 435,672 112,490 127,112 87,271 108,799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

  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 요금 승인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매요금), 경기도지사(소매공급비용)

   3) 요금 체계

    평균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원료비) + 소매공급비용(가스회사)

    ○ 원료비는 도매가격(한국가스공사 공급가액)

    ○ 평균소매공급비용 = 적정원가 + 투자보수 + 투자재원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 투자보수 = 투자자본 × 투자수익률

      ∙ 투자재원 = 천연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배관투자재원

    

   4) 2013. 8. 14 기준 평균 소비자요금 : 20.7771 원/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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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 개  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는 약칭하여 LP가스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보

통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석유 유분 중 탄소수가 1 ~ 

4개인 가벼운 탄화수소는 상온 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액화시키기 쉬운 

C3H8(프로판)과 C4H10(부탄)에 적정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는데 이를 액화석유가스라

고 한다.

  이처럼 액화시키는 이유는 기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약 1/240 ~ 2/280로 줄어들어 

저장⋅수송⋅취급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LPG는 용기 속에 프로판이 액체 상태

로 들어 있다가 용기에 부착된 압력조정기(Regulator)를 통과하여 상압인 대기로 나올 

때 기체화된다. 마찬가지로 가스충전소에서 자동차 연료탱크로 액체상태의 부탄이 충

전된 후 그것을 감압시키는 가스조정기(Vaporizer)를 통과하면서 기체화된다. 그리고 

소형 가스버너(등산용 등)에 착탈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부탄이 액체 상태로 작은 통속

에 들어있다.

  공급체계는 가정용 프로판, 부탄가스의 경우는 수입회사, 정유사 → 용기충전소 → 

판매소 → 사용자에 공급되고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경우는 수입회사, 정유사 → 자동

차충전소 → 자동차에 공급된다.

  LPG관리는 수입회사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충전소는 시에서 판매소 및 사용시설

의 경우는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는 한

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다.

  나. 현  황

<표 3-4-14>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현황

(기준 : 2013. 12. 31, 단위 : 개소)

구  분 계
액 화 석 유 가 스 고 압 가 스

비  고
충  전 판  매 제  조 저  장

개소 83 29 25 2 20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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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짜석유 제로시티

  가. 개  요

  석유(Petroleum 또는 Oil)란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동식물유

와 구별하여 광유라고 부르기로 한다. 석유를 천연적으로 산출된 것과 이를 정제한 것

으로 구별하는 경우, 전자를 원유(Crude Oil)라 하고, 후자를 석유제품이라고 부른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등유를 석유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등유가 석유제품의 주종을 이

루던 시대의 명칭으로서 등유는 어디까지나 석유제품의 일부이다.

  석유는 지하에서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를 성분으로 하

고 미량성분으로서 황, 질소, 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는 불순물로 수분, 가스 분

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수출 또는 정유공장으로의 이송에 앞서 간단한 처리를 

거쳐 수분, 가스 분을 제거하는데 이 단계까지의 것을 원유라고 부른다. 이 원유를 이

용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석유제품이라고 한다.

  나. 추진내용

  수원시는 ‘가짜석유 제로시티’ 달성을 위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낼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코자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청 직원 소유 차량이 주입한 석유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시로 점검하여 가짜석유 

여부를 판단하고 가짜석유로 의심될 경우 그 차량이 이용한 주유소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원시내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청 직원 소유 차량 270대를 

시료 제공차량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정비 사업조합은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림 3-4-15> 가짜석유 제로시티 만들기 추진

가짜석유 제로시티 만들기 업무협약 가짜석유 판매 관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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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제6절

1. 신⋅재생에너지 개념

  가. 신에너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

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신에너지에 해당된다.

  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그 밖의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에 해당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로는 태양열 설비와 태양광 설비가 있으며, 태양열 설비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이며, 태양광 설

비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바이오 에너지 

설비라고 하며,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 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풍력 설비,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수력 설비라고 한다.

  또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연료

전지 설비라고 하며,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 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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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양에너지 설비는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

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이며, 폐기물에너지 설비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

를 생산하는 설비이며, 지열에너지 설비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

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이며, 수소에너지 설비는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

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현황

  가. 공공부문 보급실적

  수원시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에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에는 원천동 주민센터(20kW), 화서1동 주민센터(12kW), 사회복지시설 에

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으로 장안경로당(3kW), 기로경로당(3kW), 군들경로당(5kW),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10kW)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총 39개소 공공청사

에 태양광, 지열 등 2,096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가동 중에 있다.

  나. 민간부문 보급실적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3년까지 22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

재생 에너지 3,566kW를 보급하였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따라 

2005년부터 개인주택에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보급하여 2013년에는 89

가구에 태양광발전, 지열에너지를 보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200가구에 926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 하였다. 매년 정부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 2012년부터는 그

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수원시 자체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신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3년까지 기업체, 학

교, 종교단체 건물 14개소에 740kW 규모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너지를 설치하였으

며, 민간자체 발전 사업을 통해 11개소 1,900kW 태양광발전사업이 허가되어 가동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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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수원시는 도심지의 생태환경 및 입지조건에 따라 적용성이 우수한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264개소에 전력환산량으로 5,662kW 규모의 

화석에너지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가 가동되어 연간 약 3,600tCO₂감축효과를 창출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의 RPS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발전회사와 협력하여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및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하는 「마을단위사업」등 기존의 공

공주도에서 민간부문 확대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환경수도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표 3-4-15>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설치개소 별)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연료전지 소수력 폐기물

계 264 229 13 19 1 - 1 1

공공부문 39 27 5 5 - - 1 1

민간부문 225 202 8 14 1 - - -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팀)

<표 3-4-16>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용량 별)  

(단위 : ㎾)

구  분 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연료전지 소수력 폐기물

계 5,662 3,234 628 1,734 29 - 15 22

공공부문 2,096 492 250 1,317 - - 15 22

민간부문 3,566 2,742 378 417 29 - - -

(자료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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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가. 수원형 그림홈, 그린빌리지 보급

  수원시는 지역별․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아파트 등 마을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한 녹색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또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의 연계로 민간 참여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 민간 부담 경감하여 일반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한 온

실가스 발생량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사업자로 결정된 자(세대)에게 시에서 보조금 3㎾ 기준으

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보조금을 3㎾ 기준으로 282만원을 지원하여 최대 43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90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

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가 해당된다.

<그림 3-4-16> 수원형 그린홈, 그린빌리지 보급

그린홈 태양광설비 모습 그린빌리지 태양광설비 모습

  나.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적 특성 및 홍보효과가 큰 대상지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신⋅

재생에너지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교육장 활용 및 환경수도 이미지 제고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건물 및 시설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

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무화사업 으로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개

축하는 건물(연면적 1천㎡ 이상)에 의무적으로 총 에너지 소요량의 11% 이상(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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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원시는 의무화 사업으로 영통구 보

건소에 지영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지방 보급 사업으로 화서1동 주민센터, 원천동 주

민센터에 2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32㎾용량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기

로경로당, 군들경로당, 장안경로당, 수원시립 노인요양전문병원 등 4개소에 태양광발전

설비 총 21㎾를 설치하였다.

  지역지원 사업의 추진절차는 광역지자체(도)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기초지자

체의 사업계획서 종합) 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서면, 공개, 

총괄)를 거쳐 심의․조정 후 지원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그림 3-4-17>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진

권선구 청사 태양광 설비 모습 태장마루도서관 태양광 설비(BIPV) 모습

4. 태양광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가. 태양광 발전사업(RPS) 추진

  수원시는 공공시설물 유휴지 등에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민간자본(대규모발전사)

으로 대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원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장 내 포기조에 한국동서발전(주)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총사업비 3,454백만원의 투자

를 유치하여 1.5MW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방식으로 수

원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며, 발전사업자는 시설비 및 유지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부지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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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소(RPS) 위치도

  기대효과로는 태양광 발전량을 연간 2,036 MW 생산하여 온실가스를 연간 1,120 

tCO2(온실가스 배출권 시 소유) 감축하며, 화석연료 연간 429 TOE(환산계수 : 0.000211 

TOE/kWh)를 대체하며, 또한 부지 임대료로 연간 34,500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등 

환경수도 수원의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림 3-4-19>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설비사진

환경사업소내 태양광발전 설비 모습 환경사업소내 태양광발전 설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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