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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ecodemo@snu.ac.kr)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기후재난 소식이 들려온다. 이번 여름 들어서만도 열돔 현
상으로 북미 북서부에서 50℃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염에 이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다. 독일과 벨기에 등지에서는 천 년 만의 기록
적 폭우로 사상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사상 최초의 폭염주의보
가 발령되기도 하였다. 중국 허난성에서는 천 년 만의 대홍수로 지하철 승객 수십 명
이 사망하고 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3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또한, 인도는 40년 만의 최악 몬
순(우기)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홍수와 폭우, 빙하 붕괴, 폭풍, 폭염 등 다양
한 기상재해로 고통받고 있다. 대륙을 넘나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기후재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 손실과 약 20만 명의 이재민 발생, 약 12조 원
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는 등 갈수록 기상재해에 따른 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
후위기는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이미 현실이 되었다. 현재 지표면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2℃가 상승한 상태로, 현세대는 기후위기 피해를 겪는 첫 세대이자 극심
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의 전 세계적 해법으로 ‘2050 탄소중립(Net-Zero)’이
란 목표가 제시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
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으
로 유지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가 아니
라 1.5℃로 목표를 변경한 이유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에 기인한다. IPCC는 2℃와 1.5℃가 여러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1.5℃ 상승 시 여름철 북극 해빙이 100년에 한 번 정도 사라지지만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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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면 10년에 한 번 사라진다거나, 1.5℃ 상승에서는 산호의 70~90%가 소멸되지만 2℃
상승에서는 99% 이상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폭염 노출인구나 식물과 척추동물의 멸
절률, 수산물 어획량이나 밀의 수확량 등에서도 두 배 이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따
라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2℃’가 아니라 ‘1.5℃’로 묶어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50
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과학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정치적 의지
와 실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IPCC의 1.5℃ 목표 권고 이전인 2017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
고 법제화하였다. 이어 IPCC 1.5℃ 목표 권고 이후 2019년 영국이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였으며, 2021년 8월 현재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
였다.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수리남과 부탄
은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하였고 독일, 스웨덴, EU,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덴마
크, 뉴질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앞서 언급한 스웨
덴과 함께 독일은 2045년을, (아직 정책 문서에만 언급된 정도지만) 핀란드는 2035년을,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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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와 아이슬란드는 2040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IPCC의 주장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아니, 이제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 2050년까지 반드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 또 기후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세상의 많은 다른 생명이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인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12월 초에는 정부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5월
29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거버넌스 기구인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출범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2050 탄소
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탄중위가 출범하였고, 현
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IPCC의 주장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아니,
이제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 2050년까지 반드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
리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 또 기후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세상의 많은 다른
생명이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제껏 우리는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기후위기
는 이제껏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대기 중 누적해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한꺼번에 치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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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가라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탄소중
립이 정말 가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묻고 답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는 산림과 같은 흡수원을 통해 흡수하거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또는 탄소포집이
용(CCU) 기술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
국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에너지부문 온실
가스 배출이 총 배출의 86.9%였다. 이는 세계 평균인 73.2%(2016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치다. 특히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총 배출의 37%, 에너지부문 배출의 45.4%를 차지하
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전환이 탄소중립에 핵심적이다. 에너지소비를 통한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배출 자체를 0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CCS, CCU 같은 제거기술이 중요해지는데, 기술적 접근이 갖는 불확실성이나 경제성을 감안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출 감축노력이다.

우리 삶을 담아내고 삶이 이루어지는 국토와 도시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개별 도시가 모두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 도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번 「국토」 9월호의 특집 주제는 탄소중립도시와 국토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다. 우리 삶
을 담아내고 삶이 이루어지는 국토와 도시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개별 도시가 모두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 도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도시의 에너지수요를 줄이면서 에너지 생산능력을 높여야 하
고, 도시숲을 확장해서 탄소흡수 역량을 늘리며, 기상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건물 또한 제로에너지 빌딩, 나아가 플러스에너지 빌딩을 지향해야 한다. 도시 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거나 이동에 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도시 간 연결에 소요되는 에너지소비나 탄소배출을 줄이고, 여객
이나 화물의 이동거리를 줄이거나 이동에 따른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
토공간에서 도시의 배치와 연결, 도시 내 건물과 건물의 연결 및 배치를 에너지와 탄소배출의
맥락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도시와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상쇄활동 또한 가능해야 한다.
목표는 정해졌다. 2050년 탄소중립,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가
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있다. 목표가 분명해진 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탄소 녹색전환이라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과정은 고통스럽기
도 하겠지만, 기후위기로 표출된 자연의 경고에 따라 우리를 바꿈으로써 자연과 상생할 수 있
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오늘의 변화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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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그린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등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
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탄소중
립도시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 emissions)라는 정량적 목표를 도시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흡수원부문은 제한된 공간에 유
기적으로 배치되면서 상호 보완하거나 경합할 수 있다. 주차장과 도로 등의 교통시설
을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간으로 복합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와 수송부문이 상호 보완하
는 예이다. 반면에 하나의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녹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에너지와 탄소흡수원 부문이 경합하는 예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는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합으로 인한 손실은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시공간의
최적화이자 경제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부문별 접근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
제는 각 부문별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면서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한 부
문 간 통합적 접근 역시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담아보았다.

특집기획: 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jspark@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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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jspark@krihs.re.kr)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anyehyun@krihs.re.kr)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yoonej@krihs.re.kr)
홍나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nehong@krihs.re.kr)

탄소중립의 시대

지금은 탄소중립의 시대이다. 유럽과 미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2
월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대홍수, 북
미지역과 우리나라의 폭염 같은 기상이변이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다 공식적으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
의 평균 온도를 2℃보다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 혹은 제거함으로써 순탄소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
이다. 한 국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서로 상쇄
되어 그 합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어 탄소배출을 최소
화하거나 산림을 풍성하게 조성하여 탄소를 흡수하면 된다.
한 국가의 탄소중립정책은 건물,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로 수립되지만 실행은 국토, 지
역, 도시, 마을 등의 세부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도시가 지닌 역할을 정리하고, 향후 국토정책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탄소중립도시의
정의 및 역할

탄소중립도시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개념적으로는 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고, 우리의
경제 · 사회 · 여가활동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
여 결과적으로 탄소 순배출이 제로인 도시로 정의되곤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탄소중립도시는 친환경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
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에너지를 자족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도시 내 그린인프
라가 풍부하여 탄소를 충분히 흡수하는 도시, 보행이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화석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재사용하고, 수리, 재활용하는 순환경제가 실현되는 도시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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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립도시라 할 수 있다. 결국 탄소중립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업화 시대의 전원도시(garden city), 1970년대의 생태도시, 2000년 초반의 저탄소 녹색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1> 국토·도시공간 중심 접근개념

공간 중심 접근

사람

공간 단위에서 분야 간 연계
건물,
교통

→ 상호 보완,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산업부문

마을
수송부문

흡수원(생태)부문

도시
전역

에너지부문
건설부문

농촌
도시

국토

치를 설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도시공간에서는 에너지, 건물, 수송,
농 · 축산, 흡수원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 중심의 통합적 접근방법은 한 분야의 한계점을
다른 분야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림 1> 참조).
그 단적인 예를 건물과 수송, 흡수원 분야 간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건물에서의 시민활동(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취
사 등)으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감
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기축 건물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조성하여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이슈가 발생한다. 우선 경제성이다.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이
나 지열 냉 · 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큰 경제적 혜택을 가
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잉여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 판매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며, 집단화된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 설비를 갖추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즉, 개별 건물 단위보
다는 마을 단위에서 개별 건물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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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 중 약 77%를 차지하는데, 안전
성과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장점도 많지만 탄소감축에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공동주택 내부 부지에는 물리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공간과 탄
소를 흡수하는 수목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하다. 즉, 개별 건물 단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
도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부문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은 개별 건물을 넘어서 마을 그리고 도시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여도 공간적인 맥락을 염두에 둔 정책과 사업
시행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며, 2050년까지 주행거리 대비 약 20%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다. 주요 감축수단에
는 친환경차와 청정에너지 연료의 보급, 연비규제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도시는 생활권별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등 직주근접을 실현해야 한다. 구도시인 경우는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최근의 GTX, BRT 보급, 차량 공유서비
스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
는 도시민 이동 패턴과 관련되고, 이는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탄소 저배출형 도시공간 구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시 내 흡수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공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 전체에서 산림
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약 7.4% 흡수한다. 그러나 도시 내부 녹지의 기여
도는 아직 연구 중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공간 단위에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녹지의 규모에 대한 연구 역시 초기 단계이다. 도시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능 공간과 녹지 조성에 적합한 공간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 단순
히 탄소배출량 감축만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유리
하지만,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에는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도시계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주제가 이미 예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도시의 쾌적성과 경쟁력, 삶의
질, 비용 대비 효과, 나아가 국토 혹은 도시의 균형발전까지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정책

국내 · 외에서는 압축도시, 분산화된 집중화, 저탄소 도시공간 구조 등 탄소감축을 위한 다
양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공간전략이 모두 과학적으
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증거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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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책을 결정 및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감축과 흡수에 최적화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격자 단위에서 탄소 현황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 혹은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과
도하게 배출하는 핫스폿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집중되어야 할 공간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이나 산업단지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 교통량과 탄소흡
수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도시별 탄소발생 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스마트기술을 이용한다면 주기적으로, 더 나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탄소 현황지도
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참조). 이는 국토 ·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신규 개발사업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신규 개발사업의 승인 여부 또는 계획내용을 수정하
는 데 반영되는 등, 일종의 공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국토의 탄소 현황지도가 마련된 후에는 국토 및 지역별 탄소중립 구상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구조로 개편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고려
하여 지역별로 완결된 탄소중립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 국토 및 지역별 탄소중

(단위: kg/년)

0-63671
63671-324488
324488-1067285
1067285-2386840
2386840-7984314

자료: 최영국, 정진규, 심우배 외 200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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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기사용에 의한 CO₂ 배출 분포(예시)

<그림 3> 국토의 탄소중립 구상도(예시)

태백 강원권

한강 수도권

Net Negative Region

Low Carbon Region
•탄소배출 관리지역
•건물(가정·상업 등) 에너지효율화
•건물형 태양광

백두대간

•탄소 ‘저감량 〉 발생량’ 권역
•탄소흡수원 확충·관리
•육상 풍력단지 조성

에너지자립 거점
수소경제 거점

Self-sufficient Energy City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Hydrogen City
•안산
   노후 산업단지 조력발전
   연계 그린수소 생산
•울산
   부생수소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
•완주·전주(상생협력모델)
   수소생산 공급도시&이용도시
•삼척
   수소E 관련 국산기술개발계획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세종시: 에너지자립 생활권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

역세권개발 거점
흡수원 확충

KTX TOD Center
•오송역: 철도 사용 확대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 등

소수력발전

한라 제주권
서해안권

Active Renewable Energy Region

Offshore Renewable Energy Region
•초대형/부유식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권역
•육·해상풍력 발전지구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립 구상방안을 마련하여 하위계획(시 · 도계획-광역도시계획-시 · 군 · 구계획)에서 탄소중
립 공간구조가 실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토공간 구조를 도출하고, 지역 특성 및 기존 계획을 반영한 지역별 탄소중립 발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 연료전지 확대와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해야 한다. 충청권은 태양광
발전단지, 호남권에서는 태양광 · 해상풍력단지, 영남권에서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도
시, 강원 · 제주권은 수소도시, 풍력단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지난 2018년부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 · 도시계
획과 환경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정책에 있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환경계획 담당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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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 담당 부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거나 온실
가스 흡수원의 적정 면적을 계획해야 한다. 담당 부서 간 의견 수렴, 상호 협의, 검토 반영
등 일련의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된다면 계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취약
한 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공간계획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국토계획
평가제도’는 주어진 계획이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의 개념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상 · 하위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공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저탄소형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세부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탄소흡수 ·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
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정책으로 ① 탄소 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기초자
료 확보, ② 국토 및 지역별 탄소중립 구상방안 마련, ③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통
한 계획내용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④ 공간계획 내에 탄소중립의 요소 반영 여부를 평가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제도화되거나 실행되어 2050년
제479호 2021 September

탄소중립 국토와 도시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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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수단
김유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ymkim@kict.re.kr)

머리말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등을 거치며 온실가스, 기후위기, 탄소배출 등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해졌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온실가스 감축은
먼 미래의 일, 혹은 나와는 크게 상관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 및 이행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탄소중립 추진전
략을 발표하였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
국에 제출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감
축목표는 2017년 대비 24.4%이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세 가지
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기존 2030년의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가 아닌 2017년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가상의 수치를 기준
으로 감축률이 산정되던 기존 방식보다 감축량과 감축률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감축이 강화되어 국민 실생활과 더욱 밀접한 부문에서 감축이 진행되어
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감축목표의 상향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는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으로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
기 · 수소의 활용 확대, ② 에너지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③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
화, ④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⑤ 탄소 흡수 수단 강화를 설정하였으며
국가 전반에서 정책, 사회, 기술혁신을 통한 녹색 전환을 제시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3천만t이며, 이 중 건물부문은
약 24.6%인 1억 8천만t(직 · 간접 포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그 비중이 큰 부문이므로 건물부문을 제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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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한 건물부문의 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문으로 각 정책수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 현황
2019년 기준 전국의 건축물은 약 724만 동으로, 총 연면적은 38억 6천㎡이다. 전년 대비
5만 동(약 0.7%) 증가하였으며, 면적 기준으로 약 1억㎡(2.8%)가 증가하였다. 건축물 동수
에 비하여 면적의 증가량이 큰 것에서 기존 건축물 대비 신축 건축물이 대형화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주거용 건물이 약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
상의 노후건축물이 274만 동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여, 향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서는 노후 소형 건물의 성능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부문 에너지 구성

공공부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가정과 상업 · 공공의 2개 부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양으로 산정한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석탄류, 석유류, 도시가스 등과 같이 건물 내부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직접 배출량과 전력, 열에너지(지역난방) 등과 같이 건물에서 쉽게 사용할

<그림 1>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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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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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체계에서 건물부문은 가정, 상업, 공공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에너지사용량(1천toe)

건물부문 현황

수 있는 에너지의 생산에 의한 간접 배출량으로

<그림 2>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나뉜다. 2000년 이전 20~30% 수준이었던 간접

200000

온실가스 배출량(1천tCO2eq)

180000

배출량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현재 50%를 넘기고

160000
140000

있다. 가정부문의 경우 난방, 급탕, 취사에 사용

120000
100000

되는 도시가스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45%가량

80000
60000

을 차지하여 직접에너지의 비중이 60%를 넘기는

40000
20000

반면 상업 및 공공부문에서는 전력이 전체 에너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가정(직접)    

상업공공(직접)   

가정(간접)   

지사용량 중 60%를 넘고 있어, 향후 탄소중립을

상업공공(간접)

위한 전략구축 시 부문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자료: https://www.gihoo.or.kr/portal/kr/community/data_view.do?groupid=8&i
       dx=22401 (2021년 8월 26일 검색).

생각된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기준으로 건물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이
며, 직접 배출량으로 한정할 경우 7%를 차지한다. 전력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 배
출량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력은 석유류 및 도시가스 등에 비하여 단위 에너지당 온실
가스 배출계수가 높아 전체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정책 및 사업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여 인
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고,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7등급)으로 인증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
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과 1차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하
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인증한다.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인 에너지자립률을 통하여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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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주거용 건물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물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90 미만

80 이상~140 미만

자료: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building_01.asp (2021년 8월 5일 검색).

<표 2>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100 미만

3등급

60 이상~80 미만

4등급

40 이상~60 미만

5등급

20 이상~40 미만

자료: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building_01.asp (2021년 8월 5일 검색).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에 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한다. 일정 규모(연면
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며,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성능개선을 위
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CO₂ 등
의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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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그림 3> 이자지원사업 절차

2 사업신청서
제출

건축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3 사업승인
결과 통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금융기관

7

국토교통부

이자지원금 지급

5 대출 실행
4 대출 신청

6 대출금 상환

자료: https://www.greenremodeling.or.kr/support/sup1000.asp (2021년 8월 5일 검색).

정책의 개선 및 확대방향
■대상 건축물의 범위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부분 건물주나 건물의 사용자가 비용을 부
담해야 하므로, 정부는 시장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은 공공부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의 약 90%1) 를 차지하는 민간부문과 1000~500㎡ 이하의 소형 건축물로 정
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 에너지의 용도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취사, 가전 및 사무기기, 동력, 급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분야로, 흔히 ‘5대 에너지’로 지칭한다. 기존의 정책
은 외피성능 강화와 보일러 및 에어컨 효율화 등을 통한 냉난방 성능 강화, LED 보급을 통
한 조명에너지 저감 등 5대 에너지 저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삶의 질
향상, 다양한 가전 및 사무기기의 보급, 디지털화 등으로 5대 에너지 이외의 에너지사용량
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장애요소

■거주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국내 건물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임차율이 40%를 넘는 등 건물의 거주자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
물의 리모델링 추진 시에도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에너
1)     에너지 통계연보 기준, 공공부문의 정의에 따라 편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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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용량의 감소에 따른 기대수익에 비하여 에너지성능 향상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비용 투자를 할 이유가 적고, 임대인은 성능개선을 통한 직접적
인 자산가치와 임대료, 임대율의 상승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를 꺼리게 된다.

■에너지성능에 대한 가치평가
자가건축물의 경우에도 에너지성능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체계와 정보는 많지만, 건축물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 용
도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성능에 대한 정보는 체계화되어 있
지 않다. 또한 에너지성능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압도적인 상
황에서 에너지성능의 가치는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주택의 에너지효율
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단열시공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
원해주는 ‘Green Deal’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건물소유자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2년
6개월 만에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기 사용

왔으나, 기기의 종류와 사용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사용자의 필요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용자의 영향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더라도 에너지사용량은 반등효과(rebound effect) 때문에 그
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100의 에너지를 사용하던 가정에서 건
축물의 난방성능을 향상시켜 80의 에너지만으로 기존과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더
라도, 건물사용자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위해 90 혹은
10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가정은 에너지비용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상
한선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상된 성능만큼의 에너지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리모델링 비용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에 비
하여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어렵다. 사용 중인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중 재실자가 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창호
및 벽체의 열성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자재를 철거하는 비용이 수반되기도 하며, 단열
및 기밀성능이 강화된 광폭 프레임 창호는 노후 아파트의 얇은 벽체에는 설치가 불가하여
벽체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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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와 사무기기 등 건축물 안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지속적으로 그 효율이 향상되어

2050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주로 외벽의 단열 강화, 고성능 창호를 활용한
열 및 기밀성능 강화로 실내 온열환경 유지를 위한 난방 · 냉방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감축수
단을 말한다. 건축물의 외피성능 강화는 지난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비하여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의 에너
지가 저감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량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기존 노후건물
의 성능 강화를 통하여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

<표 3> 감축수단별 전망
감축수단

감축효과

기술성숙

감축비용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유리

유리

불리

고효율기기 보급

보통

유리

보통

스마트 에너지관리

불리

보통

보통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활용 열 활용

유리

보통

불리

전력화

-*

-*

-*

*전력생산방안에 따른 전망 필요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

■고효율기기 보급
건축물 내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기 및 각종 가전기기와 사무기기의 고효율화를 통한 에너
지사용량을 감축하는 수단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는 지속적으로 보급이 진행되어
왔으며, 주요 기기는 에너지효율등급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효율기준이 강화
되어 왔다. 가전 및 사무기기의 다양화에 따라 향후 건물부문 에너지 감축수단으로서의 역
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에너지관리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각종 설비기기를 통합관리 및 제어하는 수단과 IoT,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에너지정보를 실시간 혹은 일정 기간 단위로 분석하
여 최적의 에너지운영을 도출하는 수단 등이 있다. 또한 에너지사용정보를 이용하여 건
축물 사용자의 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은 에너지감축 잠재량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홈에
너지관리시스템(H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통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스마트 미터(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 빅데이터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및 행태 개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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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활용 열 활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의 탄소를 제로화하는 수단과 발전배열, 폐열, 소각폐열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열에
너지를 건물부문에서 활용하는 수단으로 구성된다.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될수록 건축
부지 내에서 충분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은 어렵기 때문에, 부지 외에서의 에너지생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단위뿐 아니라 지구, 지역, 도시 단위의 에너지 그리드 운영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활용 열에너지는 열이 생산되는 지역과 이 에너지를
활용할 건축물과의 매칭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화
석탄, 석유, 도시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발생을 최소화한
전력으로 교체하는 수단이다. 전력화 수단은 사용되는 전력의 온실가스 발생이 없거나 최
소화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건물부문 외 발전 및 전환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맺음말

건물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러 종류의 에너지를 냉 · 난방, 취사, 기기사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에
너지양은 용도, 위치,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전국 700만의 건축물을 표준
화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자는 국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며, 이 모든 사용자 역
시 각자의 에너지사용 특성을 갖고 있다.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사용은 700만 이상의 건물
과 4천만 이상 사용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고 완벽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더욱 세부적인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사용자의 환경을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량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용자의 인식개선이 기술이나 정책 이외의 필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전 국
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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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색).
기후변화 홍보포털.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https://www.gihoo.or.kr/portal/kr/community/data_
view.do?groupid=8&idx=22401 (2021년 8월 25일 검색).
대한민국 정부. 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에너지통계연보.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
building_01.asp (2021년 8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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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물은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등 여

교통수요 관리와 친환경
공공교통수단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이규진 아주대학교 TOD 기반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transjin2970@gmail.com)

머리말

탄소중립은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
면서 미래의 지속가능성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탄소중립은 단순히 그동안의 탄
소 감축정책을 답습하는 포어캐스팅(forecasting) 방식이 아닌, 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
임’에서 사람 중심의 ‘탄소중립 패러다임’이라는 전환을 기조로 기술도약 · 경제성장 · 삶의
질 개선의 통합적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 교통은 사람의 통행이나 상품 이동의 물리적 거리에 대한 극복수단으로, 교통수단
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발달과 사람들의 공간적 활동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수단은 현재 자동차 시대에 도달해 있는데, 즉 자동
차에 의한 도시분화 및 탄소배출 문제는 곧 교통발달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회경제활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교통은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 연료 전
환과 같은 단편적인 탄소중립 목적성 지향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및 도시성장 등
으로 변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송 탄소중립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탄소중립, 처방적
규제(prescriptive regulation)1)와 시장 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2)의 조화, 저탄소
기술혁신 및 공공교통 기반의 저탄소 경제활동 유도라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술한 정책 철학에 기반하여 수송 탄소중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담아보고자 한다.

수송부문 탄소배출 2018년 기준 수송 탄소배출량(9810만t)은 국가 전체의 13.5%를 차지하며, 연평균
현황 및 목표
3.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송 탄소배출량의 94.3%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배출량
은 수송부문보다 더 높은 연평균 증가율(4.1%)을 나타내고 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2021).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1) 도심 주차료 인상 등 가격정책,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 규제정책.
2)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

20

특집 | 탄소중립도시 및 국토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표 1>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t,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도로

30.9

58.5

64.5

76.9

81.1

90.1

94.6

94.3

94.7

4.1

철도

0.9

0.9

1.0

0.8

0.6

0.3

0.3

0.3

0.3

-3.9

항공

0.8

1.3

1.4

1.0

1.1

1.5

1.7

1.7

1.6

2.4

해운

2.4

3.6

2.8

2.8

2.3

1.6

1.4

1.3

1.0

-3.1

기타

0.4

0.3

0.3

0.3

0.4

0.6

0.8

0.8

0.5

0.3

합계

35.5

64.7

69.9

81.8

85.4

94.2

98.8

98.3

98.1

3.7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2021.

차 보급 확대 등의 감축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로부문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
세에 있다.
정부의 2020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관계부처 합동 2014)는 6540만t이었으며,
2018년 배출량(9470만t)에서 2년간 2930만t이 감축되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2030 수송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2020년 BAU는 9400만t으로 설정하였고, 2030년까지 1960
만t 감축한 7440만t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해당 로드맵에서의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100 → 300만 대), 평균연비

<그림 1>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간 비교(2020년 vs 2030년)

(단위: 백만t, CO2eq)

110.0
105.0
100.0
95.0
90.0
85.0

95.0
89.8

96.0

98.8 98.3

98.2

99.6

96.4

98.8

94.8
94.0
91.0

88.7

86.0

80.0
75.0

104.2 105.2

101.4

80.0

81.6

74.4

70.0
65.0

65.4

60.0
55.0
5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0 BAU    

2020 목표치    

2030 BAU    

2030 목표치   

실적치

자료: 에너지전환포럼 2020에서 재인용.

정부의 교통부문
2050 비전 및 전략
소개(대한민국
정부 2020)

2020년 정부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대한민국 정부 2020)을 수립하였으며,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
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을 기본원칙으로 우리나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 비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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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 전기버스 상용화, 대중교통 운영 확대, 승용차 운영 억제 등으로 계획하였다.

시하였다. 수송부문 비전 및 전략을 살펴보면, 기존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
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청정에너지로의
공급체계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미래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저탄소 운송연료 사용을 위한 정책 및 연비규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
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와 차세대 지능형 교
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소비 감축정책,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 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modal shift)들도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구축, 모빌리티 기술혁신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유지하며, 추
가적인 감축을 위해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교통수
단에 지속적인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부문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입각한 본질적인 원칙 설정
실효성 제고방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계획한 감축목표를 매년 달성하지 못해 여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패
러다임 전환에 입각한 본질적인 원칙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사람 중심의 탄소중립전략 설계, 처방적 규제와 시장 기반 정책의 조화, 저탄소 기술혁
신 및 공공교통 기반의 저탄소 경제활동 유도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의 이
행평가체계 또한 지속적 성장과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통합연계 추진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송 탄소중립 평가체계는 탄소 감축량에만 매몰되기보다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환경 편익의 공평한 분배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정
의, 수요 관리 및 합리적 도시구조 등을 지향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7D Index3) 지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송 탄소중립은 자동차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편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수요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계획
등으로 확장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송 탄소중립정책에는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성, 지역 및 계층 형평성 등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
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공공교통 활성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3)     Density, Diversity, Design, Destinations, Distance, Demographics and Dem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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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비수도권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형평성 제고, 경 · 소형 자동차
비중 확대를 통한 계층 형평성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이른바 TOD를 승용차 위주의 도시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도시성장으로 유도가능한 대안적 도시체계로서 꾸
준히 논의되고 있다. 생태도시로도 일컬어지는 브라질의 쿠리치바를 필두로 보고타, 싱가포
르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가 증명되고 있다. 즉, TOD란 기존 도시와 다르게 역
(또는 정류장)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개
발방식을 말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고 승
<그림 2> 수도권 탄소배출 분포도

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친환경적 도시체계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도심 간선축의 교통수
요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교통수단, 대중

고밀도 복합 토지이용, 보행, 자전거 등과 같이 비
동력(non-motorized) 교통수단에 의한 대중교통
접근성 극대화 등이 해당한다.
MUCT LINK

Cluster
Group1 (Nonideal, OverEmissions)
Group2 (Underdevelopment)
Group3 (UT- CO2 Decoupling)
Group4 (UT- CO2 Coupling)

수도권의 도시교통 특성과 수송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량이 적은 도시는 고밀지

Stations/Land area

역이지만 대중교통 및 비동력 교통수단 분담률이

5    2.5  1.25

높고, 교통약자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아주대학교 2020, UTEAS(2014 raw data 분석결과).

<표 2> 수도권의 도시교통 특성과 수송 탄소배출량 비교
구분

군집분석
기준

도시교통
특성

1그룹(가칭 부조화도시)

3그룹(가칭 조화도시)

CO2 배출량(t/㎢)

77,649

39,321

인구밀도(인/㎢)

39,110

50,108

직주자밀도(인/㎢)

52,960

65,198

도시철도 역수

1.16

1.23

대중교통 분담률(%)

18.73

19.73

비동력 분담률(%)

18.73

19.73

보행량(통행/㎢)

23,293

29,611

자전거 통행량(통행/㎢)

1.18

1.97

교통약자 비중(인/100)

89,911

113,288

자료: 아주대학교 2020, UTEAS(2014 raw data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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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거장(역 또는 환승센터)을 중심으로 하는

이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고밀 복합개발 및 도심 공공주택 정책이 수송 탄소중립의
실현 요소임을 실증한다. 직주근접 도시개발 등을 통해 승용차의 통행을 억제할 수 있는
데다가 교통약자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조성은 비동력 분담률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계층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은 수송 탄소중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토공간의 효
율적 이용 및 계층 간의 조화로운 공존, 비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에 따른 삶의 질 제고에도
효과적이다. 사람 · 도시 · 교통의 조화로운 체계 마련이 수송 탄소중립 전략 설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공교통 활성화
전기 · 수소 승용차의 보급은 교통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는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연료 전환정책 추진 시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비배기가스 배출, 배터리 위해성, 연료비 감소에 따른 주행
거리 증가라는 리바운드 현상, 보조금 역진성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은 개인의 교통수단이므로 여전히 도로건설에 따른 도시 양분, 주차장 문제,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불편익을 가중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long-term sustainability) 측면에서 개인교통보다는 공
공교통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 평균 보유 기간이 약 8년 내외인 반
면, 보행 · 자전거도로 인프라, 특히 철도 인프라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최소 40년 이상 지
속된다. 개인의 근본적인 통행행태 개선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BRT · 트램 등의 체
계적 추진,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 서비스로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확산 등과 같이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승용차 중심에서 공공교통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3050과 더불어 과감한 로드 다이어트(road diet)
를 추진하되, 보행 · PM(Personal Mobility) 도로의 엄격한 분리를 통한 단거리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영국 런던에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LEBS(Low
Emission Bus Zone)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걷기 좋은 도시이면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걷기
와 행복의 가치 추구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보행 · 자전거 등을 통
한 통행이 활발한 도시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며, 활력이 넘치는 도시에서 지역 경제
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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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형평성, 비수도권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 등의 불형평성으로 지역별 대중교통 분담
률에서 상당한 차이(서울 43.7%, 전북 82.9%, 경북 83.6% 등)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도시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지방세 수입 및 재정자립도도 감소케 하여 교통
인프라 부족까지 야기시키는데, 지방을 더욱 고립시켜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
들고 있다. 선제적으로 지방 도시에 교통 인프라를 공급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수송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간 탄소중립의 형평성 제고는 처방적 규제와 시장 기반 정책의 조화로 접근할 수
있다. 수도권 교통 혼잡지역의 혼잡통행료 강화, 주차료 인상 및 탄소세 도입 등을 적극 추
진해야 하는데, 수단 간 수요 전환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보조금정책과 더불어 처방적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업 간 탄소배
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도시 간 수송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
부세 등의 조정만으로는 지방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파리협정에
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4)이라는

방권의 기후대응 기금 조성과 연계 및 공공교통 투자에 활용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내연기관차 감소 및 전기 · 수소차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편은 불가
피할 것인데, 재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비수
도권의 도시개발 및 교통체계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원 재설계 방안과 함께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3> 전국 시도별 승용차 수단 분담률(2018년 통행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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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주대학교 2020, UTEAS(원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활용하여 저자 분석).

4)     교통부문에 적용한다면, 지자체 혹은 자동차별 교통배출 수준에 따라 책임 부여(교통혼잡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원인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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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기반하여 수도권 등 도심지역은 수송 탄소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

계층 형평성, 경·소형 자동차 비중 확대
전기 · 수소 승용차 보급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비교적 소득이 높
은 운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역진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친환경차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층에게는 비용
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층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송 탄소중립
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은 경 · 소형차를 중심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이는 비단 친환경
차에 국한되지 않고, 내연기관 경 · 소형차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수송 탄소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요인에서 확인되지만, 특히
중 · 대형 승용차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당 자동차 등
록대수의 비중 역시 크게 증가(2000년 0.17 → 2020년 0.47대/인)하였지만, 대형 승용차
비중의 증가 폭이 더 큰 것(2000년 0.05 → 2020년 0.25대/가구)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경 · 소형차 비중이 증가하고 중 · 대형차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과
상반되는 양상이다.
경 · 소형차의 비중 확대는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도 최소화 방향일 뿐 아니라 자동차 제
작 및 도로건설 · 유지 단계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차 문
제 및 교통혼잡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경 · 소형차의 생산 및 판

<표 3> 사회경제지표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행정구역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대/인

0.17

0.23

0.27

0.32

0.47

대/가구

0.56

0.70

0.79

0.87

1.05

경차/인

0.05

0.05

0.07

0.09

0.09

경차/1인가구

0.30

0.25

0.27

0.33

0.26

대형 승용차/가구

0.05

0.14

0.19

0.23

0.25

자료: 아주대학교 2020, UTEAS(원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활용하여 저자 분석).

<표 4>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승용차 등록 추이
구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SMALL

52.2

62.2

37.1

12.9

LOVER MEDIUM

27.7

19.0

25.0

24.7

UPPER MEDIUM

13.1

12.3

21.9

35.7

EXECUTIVE

6.9

6.5

15.9

26.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에너지전환포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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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보다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가령 차기(2021~2030년)는
경차 1대당 1.2대 판매실적을 인정하고 경차 비율이 30~40% 시 5g/km의 온실가스 배출
을 차감하는 계획(환경부 2020)에 있으나, 이에 대한 경 · 소형차의 실적 인정을 대폭 상향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맺음말

수송 탄소배출은 유무형의 생산활동을 위한 인간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며, 탄소배출 및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불편익 비용은 교통행위의 효용보다 낮은 구조에
서 교통과 도시개발의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송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및 친환경 공공교통수단 활성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
로 교통행위에 따른 사회적 불편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대중교통 기반의 직주근
접형 도시개발, 공공교통 인프라의 과감한 확충 등은 교통행위의 사회적 불편익을 최소화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활동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은 인간 행태에 따른 것이므로 행태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접
근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송 탄소중립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중

다. 앞으로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 이행 및 관리체계의 틀도 함께 마련된다면
‘2050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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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다룬 전략 설정뿐 아니라 이행과 관리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탄소흡수원의 활용
강영은 국립경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yekang@gnu.ac.kr)

도시 내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부문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기후변화
확충 중요성의 부각 대응정책은 2020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와 EU,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
인 국제적 협의를 발판 삼은 ‘탄소중립정책’의 기조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
한 탄소중립정책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의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의 설정으로, 국가 단위
계획, 규제, 지원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정책의 큰 방향으로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년 12월)
에서는 탄소 저감 중심의 기술적, 제도적 방안뿐만 아니라 산림, 갯벌 등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탄
소 배출을 ‘0’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배
출된 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UN
Habitat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배출하는 탄소의 약 72~76%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 탄소흡수원 확보정책 · 사업1)은 대규모 산림지역에 의존해왔다. 즉,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탄소흡수원 발굴 및 관리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신 국토
구조의 다핵화, 압축적 토지이용,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 · 효율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탄소저감 차원 정책이 우선시되어 왔다. 기존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흡수원 확보
정책은 크게 신규 흡수원 확보를 위한 토지용도 변환과 산림경영 지원으로 추진해 왔기 때
문에, 이를 다시 도시공간에 대입하면 도시 내 유휴공간,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의 영
역에서 녹지를 추가확보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확보전략
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를 위한 토지이용 밀도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양 국가에서는 단독주택 등 도시 내 주거지역에서 탄소흡수원의 기능 검증 및 전략
을 확장하는 시도(Nowak, Greenfield and Hoehn et al. 2013; Velasco, Roth and

1)    산림청,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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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ford et al. 2016; Ariluomaa, Ottelin and Hautamäki et al. 2021)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도시 내에서 탄소흡수원 확보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함께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도시 범위에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
역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제, 인구가 집중되
는 곳에 주거안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개발 압력 등으로 추가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는 점
점 어려워지고 있다. 탄소흡수원의 유지 ·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법 제정과 지자체
의 의지도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탄소흡수원의 유형, 혹은 영역별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흡
수 역량을 정확히 산정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산정의 흐름 및 한계
산정의 국내외
흐름 및 검토사항 일반적인 자연 탄소흡수원은 숲, 바다, 토양, 농지, 습지 등이며, 도시의 자연 탄소흡수원
은 주로 도시숲, 토양, 수계 및 도시녹지공간을 포함하는 범위이다(Li, Shi and Bing et
al. 2021). 도시의 녹지공간 중에서도 특히 나무는 대기 중 탄소를 격리(sequestration)

(Sharma, Pradhan and Kumari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그간 ‘산림’을 대상으로
한 탄소흡수 역량에 대한 기준 설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산
림의 탄소흡수 역량이 탁월한 이유도 있지만, 토지를 포함하는 영역 단위의 탄소흡수
역량은 이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식 부재와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
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산림을 대상으로 한 탄소저장, 흡수량 산정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산정식을 토
대로 RS/GIS 기법 등을 활용해 광역적 범위를 다루거나(<그림 1> 참조), 흉고직경, 근원
직경, 수고 등을 파악한 상대생장식을 활용해 미시적 범위에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구분된
다(한미경, 김경진, 양금철 2014; 김성훈, 김일권, 전배석 외 2018). 최근에는 산림에 대한
탄소흡수 능력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탄소흡수 서비스의 비용 및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하려는 시도(Chu, Zhan and Li et al. 2019)도 주목할 만하다.
산림의 탄소배출 · 격리량을 광역적 단위에서 표현하는 격자망 탄소흡수 · 저장지도는 미
시적인 공간 범위를 다루기 이전에 국가, 지역 단위에서 탄소배출 · 격리량을 환산하고 공
간 · 시간 단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에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광역적 단위에서 탄
소흡수 · 저장지도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제공하는 목재 기본밀
도(D),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뿌리 함량비(R), 탄소 전환계수(CF) 등을 활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즉, 해당 지표들은 산림 등 흡수원에서 부피 단위를 중량 단위(바이오매스)
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손영모, 김래현, 이경학 외 2014), 지표에 의한 탄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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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저장(storage)하는 주요 흡수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림 1> 탄소흡수공간 매핑 예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Carbon Sequestration
(Mg C/ha)
7841     9581
   7861     14200

자료: Chu, Zhan and Li et al. 2019, 386.

<표 1>  수목 유형별 바이오매스 전환계수
수목 종류

침엽수

낙엽수

혼합림

목재 기본밀도(D: basic wood Density)

0.46

0.68

0.57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Biomass Expansion Factor)

1.43

1.51

1.47

뿌리 함량비(R: Root-shoot ratio)

0.27

0.36

0.32

전환 인수

탄소 전환계수(CF: Carbon Fraction)

0.5

이산화탄소 전환계수(Carbon Dioxide Fraction)

44/12

자료: 김성훈, 김일권, 전배석 외 2018, 127.

출원 산정식은 IPCC 등 국제표준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적 단위
에서 격자망 탄소배출원 및 흡수원 지도는 그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들
이 많다. 우선 각 수종의 탄소흡수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종별 역량을 산정
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목의 영급에 따른 흡수 · 저장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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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토양과 기후의 영향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Gregg, Elias and Alonso
et al. 2021), 산정식 내 다양한 변수 혹은 가중치 고려 및 공간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해
상도 상향 등의 방법으로 탄소배출 · 흡수지도의 불확실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
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 탄소흡수원 산정 및 발굴을 위한 새로운 접근
도시 내에서의 탄소흡수원 확보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구가 밀집되어 주거,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산림’ 자원 확보 외에도 도시기능을 유
지하면서 탄소흡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실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Li, Shi and Bing et al(2021)이 발표한 ‘콘크리트 건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명’한
논문은 도시 내 탄소흡수원 발굴 및 유지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국 선양시를 대상으로 인공건물의 ‘탄소흡수’ 능력이 산림과 같은 자연적 탄소흡수원
의 하나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건축물의 탄소흡수량은 약
170만 1600t으로 토양 및 식생과 같은 동일한 규모의 자연 탄소흡수원 기능보다 출중했

도시건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흥미로운 원리는 건물 재료의 알칼리성 산화물과 공기 중
의 H2O 및 CO2가 탄산화되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것으로 소개된
다(Pacheco-Torgal, Shi and Sanchez et al. 2018).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인공건물이 총 주기적 관점(생산, 철거 2차 사용 등)에서 목재건물보다 탄
소격리 효과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향후 다양한 실험 및 검증 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전략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상기의 방안이 전략적일 수 있는 이유는 기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탄소흡
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흡수 역량의 ‘수직’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간 자연 탄소흡수원을 확장하는 방안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토지의 용도를 전
환하는 ‘수평’적 방안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술’ 발달의 부재도 이 한계에 영향을 주었겠으
나, 다양한 시도 및 국가적 지원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 도시 내에서 탄소흡수원을 확보
하기 위한 ‘수직적’인 방법으로서 버티컬 가든, 즉 수직 정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직 정원은 도시 내에서 공간 한계의 극복을 넘어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적 요인으로서 보행 만족도 증
진이나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아가 수직적인 탄소흡수원
확보에 ‘기술’이 더해지면 고도의 역량 증진도 가능하다.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 중 하나
인 ‘City Solutions’는 수직 정원인 ‘City Tree’를 개발하여 이끼 등 식물을 활용해 도심
속 중요한 탄소흡수기능 및 미세먼지 정화기능을 수행하며, AI 등 IoT 탑재로 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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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연간 도시배출량의 4.3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City Tree 이미지

관리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주목
받았다. 자연 탄소흡수원인 수목
의 대체 자원으로 주목받았던 이
유는 이러한 관리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나
탄소흡수 능력에서 기존의 수목보
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검증받았
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자연 탄소흡수원 이
외에 다양한 탄소흡수원의 소개
는 ‘인공’으로 구성된 대체물의 효
용 가치가 모두 높다는 것을 피력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래

자료: https://greencitysolutions.de/en/products/citytree/

의 도시기능을 유지 · 축소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체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장하는 것도 다양한 가치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요긴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 내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탄소를 격리시키고 저장시키는 능력을 산정하는 과학적 접근 이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까? 바로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결과일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도시 내 풍부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수목 경영
이나 민간공원 · 정원 등과 연계한 민간 인센티브,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R&D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홍보 및 모델 발굴 등이 될 것이다.

그린인프라 기본계획 마련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국토계획적 차원에서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
재 그린인프라 사업은 도시녹화사업 성격의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를 보이고 있다. 그린인프라는 기존 생태 네트워크를 확장한 개념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린인프라의 효용 가치
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린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지역(hub)’과 ‘연결지역(link)’
들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그린인프라를 유지 · 관리
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지만,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및 지자체 단위 계획으로 그린인프라를 확보 · 유지 ·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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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역부족2)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기존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을 질적 향상방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편하거나, 새로이 그린인프라 기본계
획을 제정하여 국가 단위에서 거점 탄소흡수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려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그린인프라 기본계획의 제정은 공간 중복성이 높은 기존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차
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도시공원녹지 양적 확충과 공원
녹지 수요공급 조사가 주가 된다면, 그린인프라 계획은 현상 분석을 위한 지역별 탄소흡수
량 측정, 공원녹지의 질적 확충(접근성 높은 생활권 녹지 확보), 그린인프라 간 연계성 확
보 측면(개발제한구역 등 거점 녹지 연계 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 관리지침 마련 및 지원
도시 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지침 마련 및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앞
서 검토한 것처럼 자연 혹은 인공 탄소흡수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적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입을 통해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지침은 민간의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 흡수 인벤토리 등과 연계하여 탄
소흡수원의 역량 강화와 추가 탄소흡수원의 확보, 세제지원 차등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여지가 크다.

국토도시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및 재정 지원
산림 등을 활용한 탄소흡수 역량 산정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결과는 우리
가 배출하는 탄소에 비해 자연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를 상쇄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확충사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산림 등 기존 우수 탄소흡수원의 수평 · 수직적 확충이 해
당되고, 둘째는 전통적 탄소흡수원 외 대체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이
해당된다. 기존 국가 단위의 탄소흡수원 확보는 공공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 탄소흡수원 추가 확보방안에서는 민간부지에 ‘수목’을 유지 · 확장함으로써 지
급하는 재정지원금을 확보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의 산림

2)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실행계획 단위에서 지자체별 공원을 다루므로 지자체 간 거점 녹지 연계를 고려하기 어렵고, 10만㎡
이하 공원 조성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와 같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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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탄소흡수원 관리지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기준, 도시수목 경영정책 등의 도

경영지원, 공원 임차제도와 같은 방향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동반할 수 있는 주요 유인
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탄소흡수능력이 탁월한 기술개발, ‘압력 변동 흡착’, ‘기체 분리막’,
‘수산화물을 활용한 공기 내 직접 포집’ 기술 등을 국가 R&D, 창업, 국책연구기관의 과제
로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도시공간 내에서 탄소흡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
로 시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훈, 김일권, 전배석, 권혁수. 2018. 산림의 CO2 흡수량 평가를 위한 통계 및 공간자료의 활용성 검토: 안산시를 대상으
로. 환경영향평가 제27권 제2호: 124-138.
손영모, 김래현, 이경학, 표정기, 김소원, 황정순, 이선정, 박현. 2014. 한국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상대
생장식.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한미경, 김경진, 양금철. 2014. 도시공원 식재 유형별 탄소저장량, 연간 탄소흡수량 및 토양호흡량 비교: 천안시 두정공원
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28권 제2호: 142-149.
Ariluomaa, M., Ottelin, J., Hautamäki, R., Tuhkanen, E. and Mänttäri, M. 2021. Carbon sequestration and storage potential
of urban green in residential yards: A case study from Helsinki.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57, 126939.
Chu, X., Zhan, J., Li, Z., Zhang, F., and Qi, W. 2019. Assessment on forest carbon sequestration in the Three-North
Shelterbelt Program regio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15: 382-389.
City Solutions. https://greencitysolutions.de/en/products/citytree (2021년 8월 5일 검색).
Gregg, R., Elias, J., Alonso, I., Crosher, I., Muto, P. and Morecoft, M. 2021.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by habitat:
A review of the evidence (second edition). Natural England Research Report NERR094. Natural England, York.
Li, P., Shi, T., Bing, L., Wang, Z. and Xi, F. 2021. Calculation method and model of carbon sequestration by urban
building: An example from Shenyang.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17, 128450.
Nowak, D. J., Greenfield, E. J., Hoehn, R. E. and Lapoint E. 2013. Carbon sequestration and storage by trees in
urban and community areas of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ollution 178: 229-236.
Pacheco-Torgal, F., Shi, C. and Sanchez, A. P. 2018.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in Cementitious Construction
Materials. Woodhead Publishing: Cambridge, MA.
Sharma, R., Pradhan, L., Kumari, M., and Bhattacharya, P. 2021. Assessment of carbon sequestration potential of
tree species in Amity University Campus Noida. Environmental Sciences Proceedings 3, no.1: 52.
Velasco, E. Roth, M., Norford, L. and Molina, L. T. 2016. Does urban vegetation enhance carbon sequestr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48: 99-107.

34

특집 |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
박지식 한국스마트에너지협회장 (jsp0858@kosea4u.org)

머리말

탄소중립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유엔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오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었다.1) 탄소중립(carbon net-zero)
이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소위 ‘에너지 전환’을 뜻하는 것으
로, 탄소 발생이 제로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하는 에너지사용
절대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formation, energie-wende)이란 용어는 독일의 생태응용연
구소(Öko-Institut)가 1980년에 발간한 책 「에너지 전환-석유와 우라늄이 없는 성장과 번
영」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에너지공급의 근본적인 변화, 특히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뜻하
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
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해 ‘3+1’
전략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는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 고탄소산업 구조 혁신, ③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④ 도시 · 국
토 저탄소화, ⑤ 신유망산업 육성, ⑥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⑦ 순환경제 활성화, ⑧ 취
약 산업 · 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⑩ 탄
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이어 2020년 12월 30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1)      2019년 12월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중국(2020년 9월 22일), 일본(2020년 10월 26일), 한국(2020년 10월 28일) 등이 탄소
중립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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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불가피하게 발생한 양에 대해서는 산림 조성, 탄소포집 등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이산화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
하고 있으며,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으로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 수소의
활용 확대,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③ 탈(脫)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④ 순환경제(원료 · 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⑤ 산
림, 갯벌, 습지 등 자연 ·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 수소의 활용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에너지를 연계하여, 대규모 청정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
보 ·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청정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
별 변화의 모습을 그려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화석에너지가 청정 전기 · 수소에너지
로 대체되며, 수송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이 친환경차로 바뀌고, 건물 분야에 사용되는 도시
가스도 전기화에 따른 청정에너지로의 변화를 연상할 수 있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작
업반에서 준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기반으로 검토한 후, 2021년 8월 5일 ‘2050 탄
소중립 시나리오(안)’을 공개하였다. 공개 시나리오(안)에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 ·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
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
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시나리오(안)이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 발전 유무, 전기 · 수소차 비율, 건물에너지 관리,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
라 1안 2540만t, 2안 1870만t,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관련 일반 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지자체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의견을 종합하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
쳐 10월 말에 심의 · 의결될 예정이다.
<표 1>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 수준(2018년 기준)과 3개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도 예
상배출량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
년 총 2억 696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안별 82.9~100% 감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을 살펴보면, 1안은 4620만t, 2안은 3120만t, 3안의 경우 0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 여기서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을 가정하였고,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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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나리오(안)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백만t, CO2eq)

시나리오 1안

2050년 배출량
시나리오 2안

시나리오 3안

727.6(686.3)

25.4

18.7

Net-Zero

전환

269.6

46.2

31.2

0.0

산업

260.5

53.1

53.1

53.1

수송

98.1

11.2(-9.4)

11.2(-9.4)

2.8

건물

52.1

7.1

7.1

6.2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탈루 등

5.6

1.2

1.2

0.7

흡수원

-41.3

-24.1

-24.1

-24.7

포집·저장·활용기술
(CCUS)

-

-95.0

-85.0

-57.9

수소

-

13.6

13.6

0.0

구분

2018년

합계(순배출량)*

<표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별 각 에너지원의 발전량(안)  

(단위: TWh)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부생
가스

합계

배출량
(백만t)

1안

89.9(7.2%)

19.1(1.5%)

101.1(8.0%)

710.7(56.6%)

121.4(9.7%)

33.1(2.6%)

177.2(14.1%)

3.9(0.3%)

1,256.4(100%)

46.2

2안

86.9(7.2%)

0.0(0.0%)

92.2(7.6%)

710.6(58.8%)

121.4(10.1%)

33.1(2.7%)

159.6(13.2%)

3.9(0.3%)

1,207.7(100%)

31.2

3안

76.9(6.1%)

0.0(0.0%)

0.0(0.0%)

891.5(70.8%)

17.1(1.4%)

0.0(0.0%)

270.0(21.4%)

3.9(0.3%)

1,259.4(100%)

0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발전 전량을 중단2)하는 방안을 가정하였다.
<표 2>는 205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량 구성 비율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20년 기준 5.6%에서 대안별 70.7~92.4%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자세
히 설명하고 있는데,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 산소 등
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
열(地熱) · 강수(降水)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구분한다.

2)      석탄, LNG 감축은 수소, 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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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흡수원 제외 총배출량 7억 2760만t,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6억 8630만t,
   (2050년)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시나리오 1안과 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이 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에너지 전환 관점
에서 우리의 현 위치와 수준을 이해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생산 및 활용 현황과 잠재
량 분포 등을 국토 차원의 생산 · 공간 관점에서 조명해 본 뒤 향후 2050년 탄소중립을 대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을 에너지통계핸드북(한국에너지공단 2020b) 자료를 참조
하여 살펴보자. 2015~2018년의 1차 에너지공급은 1.4%/년 증가하였고, 소비 총량은 1.8%/
년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8.3%/년 증가하여 1차 에너지공급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2015년)에서 5.8%(2018년)로 1.3% 증가하였고,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3.5%(2015년)에서 3.9%(2018년)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단위: 1천toe)

<표 3>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구성 비율
연도
1차
에너지
공급
최종
에너지소비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공급 합계

286,921

293,778

302,066

307,557

303,092

1.4 %

신재생 및 기타*

12,839(4.5%)

13,575(4.6%)

15,848(5.2%)

17,119(5.6%)

17,688(5.8%)

8.3 %

소비 합계

215,389

221,936

230,594

233,368

231,353

1.8 %

신재생 및 기타*

7,595(3.5%)

7,173(3.2%)

8,638(3.7%)

9,110(3.9%)

8,910(3.9%)

4.1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그림 2>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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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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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IGCC                         

자료: http://www.kesis.net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igcc

자료: http://www.kesis.net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열량 기준으로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 바이
오, 태양광, 수력 순서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그림 2>와 같이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 수력, 풍력, 연료전지 순서로 발전량이 풍부하다. 한편, 지역에너지통계
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20)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열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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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생산량이 많다.

국토공간상
신재생에너지의
공간적 분포 및
생산 잠재력 분석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potential)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신재생에너지 자원량의
총량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백서(한국에너지공단 2020a)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자료 및 산정 결과를 인용하였다.

태양광
태양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13만 7347TWh/년, 설비용량 10만 2455GW로 산정되었으
며, 태양광, 태양열 모두 동등한 이론적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
재량은 설비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 등 지리적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되었고, 태양광의 경우 기술적 잠재량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973GW, 1314TWh/년 규모
로 도출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토지형(지상형)과 건물 지붕형으로 구분하고, 입지별

규제요인을 반영하여 369GW, 495TWh/년으로 산정되었는데,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국
내 총 발전량(2018년, 57만 647GWh)의 86.7%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광역지자체별
로는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남한 육 · 해상의 이론적 풍력자원 잠재량은 총 2266TWh/년(설비용량 961GW)이다. 기술
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의 86%(육상 81%, 해상 91%)에 해당하는 총 1957TWh/년(설
비용량 739GW)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총발
<그림 3> 해상풍력 시장 잠재량 분포지도

전량의 3.3배에 해당한다. 시장 잠재량은 현시점의
전력가격 및 정책 환경에서 대규모(utility-scale)
풍력의 상업운전을 했을 때 최소한의 경제성이 확
보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 171TWh/년(설비용량
65GW)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국내 총발전량의 29%
에 해당한다.
육상풍력 잠재량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전라남
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0a.

났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풍력 잠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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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연산하였다. 태양광 시장 잠재량 산정 결과는

면적 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잠재량은 전라남도가 가장 크고, 제주
도, 인천 · 경기 순으로 이어졌다.

<그림 4> 조력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Gwh) 분포지도

조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각각
13GW, 111TWh/년이며, 기술적 잠재량의 설비용량 및 발
전량은 각각 11GW, 46TWh/년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차
가 가장 큰 인천 · 경기의 잠재량이 가장 많았고, 섬이 많
아 조차 면적이 가장 넓은 전라남도가 두 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지역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순이었다.
조력에너지의 잠재량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신재생에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0a.

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 현행 조건에서는 조력
발전의 시장 잠재량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향
후 REC 가중치가 3.0으로 상향 조정되면 시장 잠재량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각각 28GW, 246TWh/년, 기술적 잠재
량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각각 12GW, 41TWh/년 규모로 산정되었다. 시장 잠재량의 설
비용량과 발전량은 각각 8.9TWh/년(설비용량 2.5GW)으로 산정되었으며, 시장 잠재량에
대한 광역지자체별 분석결과는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수력발전은 시설용량 1만kW 이하의 수력발전을 말하는데, 2016년 소수력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각각 20만 3431kW, 68만 7127MWh를 기록해 총 설비용량(10만
9789MW)의 0.2%, 총발전량(56만 985GWh)의 0.12%를
<그림 5> 천부지열에너지 시장 잠재량(GWh) 분포지도

차지했다. 수력에서 소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설비용량
(6485MW)의 3.14%, 발전량(6634MWh)의 10.4%로, 설
비용량 대비 발전량 비중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이석호 2018).

지열에너지
지표면으로부터 약 300m 깊이 내에 저장된 지열에너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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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부지열은 냉 · 난방용으로 활용된다. 이론적 잠재량

은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지하 300m 지층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냉 · 난방용 채열량(H)의
연간 총 열에너지로 정의하였다. 천부지열에너지의 잠재량은 지하 150m 깊이의 수직밀폐
형 지중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36㎡ 기준 면적에서 생산되는 채열량으로 산출한다. 입지
제약이 있는 대상지를 제외하고 기술적 제약요인(국내 냉 · 난방 적용 가능 시간)을 반영하
면 기술적 잠재량의 설비용량 및 연간 발전환산량은 1256GW, 932TWh/년이다. 시장 잠
재량은 2008년부터 시행된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화 설치를 고려하여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 모든 건물에서의 잠재량이 산정되었다. 시장 잠재량에 대한 설
비용량 및 연간 발전환산량은 334GW, 29TWh/년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대비한
신 재생에너지
이용방안 고찰

2020년 기준 발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는 2050 탄
소중립 시니리오(안)에 따라 대안별로 최소 70.6 %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술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 현황, 잠재량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
용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확보와 확대·보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큰 과제이다. 고속도로 비탈면, 나들목,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 유휴국유지 활용을 확대하
고, 바다 및 호수, 저수지 등에 다양한 형태의 수상 태양광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종합적 유
인책이 요구된다.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플랜트 기술, 해저 송
전케이블 기술 등은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에 유리하다.
재생에너지는 출력의 간헐성과 변동성 때문에 시간대별 출력 특성이 다른 다양한 신재
생에너지 자원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변
<그림 6> 남사배수지의 소수력 발전시스템 계통도

동성 완화의 효과를 얻고, 에너지원과 근거
리 생활권에 공급하여 지역 단위 공동체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잠재량이 적고 분산된 재
생에너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건물 또는 마
을 단위로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활용하는
등 맞춤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물 등을 활용한 추가 재생에너지 자
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상수도의 수도관, 양어장 순환수, 하수처리

자료: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홍보자료.

장의 방류수 및 공장의 공업용수 등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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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량이 크게 산정된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광은 시설을 설치할 부지부족 문제 해결이

변동이 적으며, 발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용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
상수도의 수도관, 하천수 등의 수열을 활용한 냉 · 난방 시스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림 6>은 남사배수지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시설로, 용인정수장에서 나온 송수관이
140m 높이 서리재 고개를 넘어 115m 남사배수지로 이어질 때의 25m 낙차와 유량을 이용
해 발전하는 시스템 계통도이다. 용인시가 2억 1600만 원을 들여 2020년 5월 상수도 배관
(지름 60cm) 안에 수차형 발전설비(30kW) 2대를 설치한 것으로, 연 25만kWh의 전기 생
산이 가능하다고 한다(연합뉴스 2020).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에너지망의 견고성 · 유연성 · 회복성 확보는 필수이다
에너지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력은 발
전전력과 소비전력이 실시간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전력품질(전압, 주파수)을 유지할 수 있
는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질 때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 견고성과 유연성, 균형이 무너
져서 정전 후 원상으로 회복하는 특성인 회복성의 강화가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대부
분 무관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에너지 등 유연자원과 결
합하여 <그림 7>처럼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유연자원의 확보, 에너지망을
통한 정교한 모니터링과 제어 관련 대책 등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는 분산에너지 특성이 있어서 보급이 확대될수록 중앙집중식 단일에너
지 공급이 중앙공급과 지방(분산)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계층적 공급구조로 서서히 진화될

<그림 7> 풍력과 ESS 결합을 통한 출력 전압 안정화

출력
심야

낮

방전

충전

방전

충전

시간
풍력발전

자료: (사)한국스마트에너지협회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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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 ESS

것이다. 에너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토에 넓게 산재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건물 단위 또는 마을 단위의 마이크로 그리드로 전기를 생산 · 공급하
여 에너지수요를 일정 부분을 담당하며, ESS와 결합한 마이크로 그리드는 망 회복력 강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논의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지
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이 필수적
으로 수반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
야 한다. 일상생활 및 습관, 산업 생태계, 사회 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쉬운 탄소중립 달성방법이 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한 R&D가 요구된다

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상당 부분을 향후 수행되는 R&D 결과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에너지 분야에 주어진 과업 전체(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에너지원 관련 기술개발, 망관리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등 관련 핵심기술 연구 · 개발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스템적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가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재
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서는 실증 및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표준 및 시험인증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의 확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율
적인 참여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선순환 구조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교한 에너지수급 관리,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적 효율 향상, 수요 반응(DR)의 유연자
원화, 잉여 에너지의 P2P 거래 등 많은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인
공지능), I(사물인터넷), C(클라우드), B(빅데이터), M(이동성), S(보안)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단, 반드시 시스템적 접근으로 상호 운용성 측면을 고려하
여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3

제479호 2021 September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현재 가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기술 수준의 연장으로는 달성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통한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의 문제점들은 초창기 준비 부족으
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귀찮음에 기인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본인과 관계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본인들의 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존의 익숙한 화석에너지 환경에서 깨끗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청정에너지 환경으로
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여행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수 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봉착하는 갈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불편
함과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 고통 분담 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다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함께 공감하며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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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ubyu@chungbuk.ac.kr)

머리말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피해가 커지고 있
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을 선언하며 동참하고 있다(장우석, 정민, 박용정 외 2021).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체결한 후,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는 신기후체제를
수립하였으나, 기상재해가 지속되고 그 피해가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부 2021).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석탄과 석유화학, 제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게다가 IC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에
너지 전 주기에 걸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소비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시급성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
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도시(이하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
소중립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함
께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도시를 이
해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로 신속한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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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

디지털 기반 탄소
중립도시의 정의

탄소중립도시 관련 이론
1970년대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친환경
도시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생태계의 지탱 가능한 용량인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경제 · 사회 ·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인간의 생활을 향상하는 데 목
적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가 있다. 이후 지속가능성을 자연환경과 도시 및 건축환경 등의
공간에 적용한 생태도시가 등장했다. 생태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로서 다양
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을 강조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생태도시 패러다임은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

<표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도시별 특징
구분
목적

주요 관심사

도시 패러다임

친환경 관련 도시(1970년대)
자연보전
•자연자원보전
•공원녹지(여가)

탄소중립도시(2000년대)

생물다양성
•생태 네트워크
•비오톱 복원 창출
•지역 문화 다양성

자원순환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생태주거단지

기후안정
•자연재난 예방
•기후생태계획
•친환경산업 구조

도시 메타볼리즘, 기후변화 대응 도시,
무배출도시(zero emission city)

에코시티,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자료: 왕광익, 이범현, 유선철 외 2009. 저자 재구성.

<그림 1> 도시 메타볼리즘의 폐쇄형 순환 구조

Urban Metabolic Actors

Environment

Manufacturing
Industry

Domestic
Sector

Reuse and
recycling
Industry

Waste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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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Resource Metabolism

로서, 탄소배출량 저감과 배출된 탄소를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는 흡수하여 실질적인 순탄소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탄소중립도시 패러다임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의 순배출을 없애고, 기후변화로 발생한 상황에 적응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완
화 · 적응 분야로 구성된다.
한편, 도시 신진대사로 일컫는 메타볼리즘(metabolism)은 도시생태학적 체계에서 자원
과 에너지가 행위자로서 공급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연생태 시스템 혹은 유기체
로서 도시는 자원과 생산물을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투입물들은 변환과정을
거치고, 최종산출물로서 생산물과 폐기물 등을 일컫는 부산물로 변화한다. 투입과 산출과
정 중 자원과 폐기물들은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하고 생산품으로 변환되기도 하는데, 직접
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1> 참조).
이상과 같이 탄소중립도시는 단순히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
한 생산 · 소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 자원효율화로 경제를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체계로서 이산화탄소배출 저감,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및 적응하는 개념을 담고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도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가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시
티는 실현해야 할 이상적인 목적이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제품설
계, 제조공정, 제품서비스 및 사업 모델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IoT, 빅데이터, AI
등의 혁신기술로 제품 · 공정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원료의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러한 디지털 기
술에 기반을 두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는 디지털 기반의 도시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계획 · 전략
을 통합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
술 접목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탄소배출 데이터 및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며, IoT, ICT 기술을 통한 데이터 수집 · 실시간 관리를 통해 기존 도시보다 효
율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건물 단위, 마을 단위, 지자체 단위,
국가 단위의 기술 및 정책과 연결하여 탄소중립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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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개념도

이 글에서는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를 ‘빅데이터, AI, IoT를 활용하여 부문별 주체들
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제로화하면서,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
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성, 운영, 관리되는 도시’로 정의한다(<그림 2> 참조).

디지털 기반 탄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중립도시 조성방안
기후변화 대응은 완화와 적응으로 나뉜다. 완화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
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적응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한 대응
에 중점을 두고 있다(오덕성, 박천보, 김정곤 외 2013). 이때 완화와 적응을 실행할 수 있
는 도시의 비물리적 기반(사회적 합의, 가치 공유, 신뢰 구축)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반영
운, 김유미, 윤중석 외 2015).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완화방안은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거나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산
업, 농업, 교통,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 및 차단하여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은 폭염, 폭
우, 가뭄 등과 같은 이상기후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폭염에 취약한 지
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안, 폭우에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가뭄으로 인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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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후(micro climate)에 대한 방안 등이 있다(오덕성, 박천보, 김정곤 외 2013). 마지막으
로 기후변화 문제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미래 적응성에 대한 선택
권의 상실 없이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고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aaverdra and budd 200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의 조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완화의 경우, ICT 기기 개
발 및 보급 확대에 따른 ICT 기기 · 인프라 효율화를 위한 저감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한 기존 인프라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에너지중립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도시의 공간 · 환경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탄소중

<표 2> 기후변화 완화부문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구분

기술목표
최적화

효율화

•ICT 기기 및 인프라 효율화
•건물에너지 효율화
•xEMS, ECO-CE3 등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운영

•탄소중립도시 디지털화 기반 인프라 구축
•시간별(시각, 일별), 공간유형별(교통, 가구 등)
   탄소배출량 추정기술
•도시 부문별 ETS 기반 탄소배출 감축 최적화
   지원을 통한 지능형 탄소중립 관리

탄소
흡착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CCUS)을
   통한 친환경 물질전환 기술
•탄소중립 예측 모델 개발 및 관리지역 선정을
   통한 수준별 탄소흡착 우선관리구역 도출
•그린인프라의 계획적인 설계를 통한 조성관리

•시간별(계절별, 연차별), 공간유형별 탄소흡착량
   추정기술
•탄소중립도시 분산자원 에너지 클라우드
•ICT·웨어러블 센싱, 디지털 가상도시 등을
   활용한 디지털 그린인프라 관리

기후
변화   
완화

•지역 차원에서 도시의 공간·
   환경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예측 모델 개발
•시간·공간별 다(多)부문 탄소
   배출량 추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정밀 데이터를 활용한 가구 및
   교통부문의 탄소배출·흡착
   모니터링 기술

<표 3> 기후변화 적응부문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구분

기후
변화   
적응

효율화

기술목표
최적화

물
관
리

•AMI 네트워크, 스마트 미터링 등 첨단 ICT 
   기술의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기술
•IoT와 AI 기술접목을 통한 도심 내 수자원
   이용의 디지털화

•스마트 물관리기술 적용
•유역 기반의 도시 통합 물관리 실현

열섬
관리

•스마트 IoT 클린쿨링 시스템 등 센싱 IoT 기술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도심 내 온·습도관리

•3D 공간정보 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매핑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지형, 바람길, 온도 등) 가공

통합화

•자연상태의 물 수지(water
   balance)를 회복하기 위해
   도시공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열섬 조절, 수·재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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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통합화

립 예측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표 2> 참조).
기후변화 적응은 물관리와 열섬관리에 집중하여야 한다. 물관리에서는 IoT와 AI 기술
접목을 통한 물관리의 디지털화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고, 열섬관리에서는 공간정보 매
핑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지형, 바람길, 온도 등) 가공, 수집,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부문(물관리, 열섬관리)은 도시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표 3> 참조).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운영과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거버넌스 운영은 제도적 장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탄소중립도시의 기술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
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응과 완화부문의 디지털 기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
록 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성
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참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의견
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표 4> 참조).

<표 4> 기후변화 거버넌스부문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구분

기후
변화
거버
넌스

효율화

기술목표
최적화

운영
방식

•탄소중립도시 상호 운용성 기술 및 검증·인증
   센터 구축
•디지털 탄소중립도시 사업관리 거버넌스 및
   KPI 평가기술

•탄소경제 기반 탄소 최적도시 인프라 설계 및
   운영
•탄소중립 프레임워크 전략을 통한 탄소배출,
   에너지, 교통 등 모든 분야의 세부목표 달성
   계획 수립

네트
워크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발전시키는 탄소
   배출 중립도시 협치 플랫폼(정보 허브, 정보 포털)

•디지털 도시자원 순환망과 지능형 처리기술을
   접목한 탄소중립 커뮤니티 조성

정책 추진방안

통합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
   그리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시민참여방안으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여 스마트 탄소
   중립도시 조성

Bottom-up 방식에 기반한 정책 추진
이전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등의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
되었기 때문에, 시민참여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혁신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김상민, 임태경 2020). 따라서 <표 4>에서처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의
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어려움 등을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 기술공간 조성(living lab)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은 국가 단위의 공통기술과 도시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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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위의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지역 단위의 기술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되어야 하는데,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 목표는 같지만 인구, 건물, 토지이용 등에 따
라 지역의 발전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
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술적 실험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
다. 이러한 해결방안 중의 하나인 리빙랩은,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용자 주도로 여러 이해관계자와 PPP(Public-Private-Partnership) 형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이재혁, 이정훈, 조경환
2019). 리빙랩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민 · 관 · 산 · 학 · 연)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여
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시문제 관련 정책들은 각 부처에 따라 이분화 또
는 다분화되어, 같은 정책적 목적임에도 칸막이 정책 추진으로 인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야 할 일은 범부처 협업체계를 ‘협력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다. 먼저 협력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협력적인 운영방식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명확화를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협력을 위해 예산, 개별적 사업,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앞선 언급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중심
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먼저,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적 · 제도적 여
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기술개발 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
록 이를 지원하는 특화된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서로 협력하는 열린 거버넌스 구조가
실현되고 활성화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도시를 정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
시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전
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탄소중립도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제
시된 디지털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경제 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
으로 유도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술의 성장 동
력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
반의 탄소중립도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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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적이 있다(김상민, 임태경 2020).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 기획을 통해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및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탄소중
립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이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인증사업 등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및 탄소중립도시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
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디지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인재는 물론 탄소중립도시 관련 인재들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적으
로 교육 · 육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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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
: 코펜하겐, 파리, 도쿄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lade290@kei.re.kr)

개요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 · 제거되는 탄소량을 같이 해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
게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노력이 본격화되
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자 감축의 실행 주체인 도시가 탄소중립에 앞장
서야 한다. 전 세계 22개 도시들은 탄소중립 도시동맹(Carbon neutral city alliance)을
결성하였고, 7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들은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18개 도시에서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하였으며, 59개 도시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
이다(고재경 2021).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로 코펜하겐과 파리, 도쿄의 3개 도시를 살펴보았다.
코펜하겐은 ‘2025년 탄소중립도시’를 최초로 선언한 도시이고,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강화하였으며, 도쿄는 현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 중이다. 이들 3개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과 우리나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코펜하겐: 2025년과 코펜하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320만tCO2eq 이상에서 2000년 250만tCO2eq으로 줄
탄소중립도시
어들었지만 2010년까지 250만tCO2eq 내외를 유지하였다. 2009년 IPCC 회의에서 코펜하
겐은 전 세계 최초로 2025년에 탄소중립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코펜하겐의 탄소
중립도시 선언에는 덴마크의 에너지정책과 코펜하겐의 고유한 도시 특성 및 여건이 상당
한 영향을 주었다. 덴마크는 오일쇼크를 경험한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
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와 높은 분
산에너지 생산율을 보였다(Damsø, Kjær and Christensen 2017). 풍력, 태양광 등 신재
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에너지효율은 높은 사회경제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
코펜하겐은 전체 가구의 98%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지역난방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냉 · 난방 등 열로 인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60년 된 이른바 ‘핑거플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구조는 대중교통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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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스톡홀름 등 25개 도시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였고,

전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도시환경을 우선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전
통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핑거플랜(finger plan)은 손바닥 형태로 도시가 성장하고 손
가락 사이는 공원녹지로 이루어진 도시 모습을 말한다.
코펜하겐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목표 지향적 계획 수립과 확고한 이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코펜하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계획(climate plan)을 모두 3번에 걸쳐 마련하였는데, 2002년 마련한 최초
의 기후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35%를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
였다. 2009년 제2차 기후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2012년 수립한 제3차 기후계획에서 2025년 탄소중립을 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상의 특징을 살펴보면(Damsø, Kjær and
Christensen 2017), 초기에는 기준연도에 따른 감축목표(base-year emission goals)체계
였으나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단계별,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고정목표(fixed-level target)
체계로 바꾸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로드맵에 반영하고 이행
성능(implementation performance)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2012년 수립한 제3차 기
후계획에서는 1단계(2013~2016년), 2단계(2017~2020년), 3단계(2021~2025년)의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단계별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로드맵을 마련하
였으며, 이행성능 평가를 위해 행동기반 평가방식(activity-related evaluation metrics)
을 적용하였다.
둘째,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선택하고 집중하였다. 코펜하겐은 신재생에너지
로 전환하고 에너지사용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상쇄할 만큼의 충
분한 녹색전력을 생산하여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범위의 기
준을 Scope 1, 2로 설정하고1), 에너지정책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센티브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유지하였다(Damsø, Kjær and Christensen 2017). 그래서 코펜하겐의 탄
소중립도시는 실현가능하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2)
코펜하겐의 에너지체계는 태양광 및 풍력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냉 · 난방 등을 위해
바이오매스, 폐기물, 바이오가스, 지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까
지 풍력으로 460MW를 공급하고 도시 전체 전기소비량 이상을 풍력 및 바이오매스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난방의 경우 지역난방 확대와 더불어 물을 활용하는 저온 난방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피크 부하(peak load)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여나가게 된다. 지열발전소 건설도 계속 추진 중이다. 2020년 수립된 3단계 기후계획(City

1)     Scope 1은 해당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의미하고, Scope 2는 전력 그리드와 같이 해당 도시 내에서 발생하
는 간접 배출을, Scope 3은 외부에서 생산되지만 해당 도시에서 소비되는 제품·서비스 등의 관리대상 배출원을 의미함
(환경부 2017).
2)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컨설팅회사인 Ramboll은 「Copenhagen carbon neutral 2025」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내렸음(https://ramboll.com/projects/rdk/copenhagencarbon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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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펜하겐의 기후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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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펜하겐의 에너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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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msø, Kjær and Christensen 2017.

자료: https://carbonneutralcities.org/cities/copenhagen

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20만t을 감축하여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만들고 선도사업을 통한 주민의 지지와 공감을 중시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CopenHill을 들 수 있다. CopenHill은 2025년 기후계획의 일
환으로,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난방열로 전환하는 시설이다(강영은
2021). 코펜하겐 내 3만 가구에 전기를, 7만 2천 가구에 난방을 각각 공급하고, 이외에도
물, 도로 바닥재, 금속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벽면과 지붕 등에 스키 슬로프와 산책
로, 하이킹, 암벽등반시설을 갖추어 주민과 관광객 30
<그림 3> CopenHill의 모습

여만 명이 방문하는 여가공간이자 지역 명소가 되었다.
CopenHill은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 기반시설이 지역 명소가 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
는 모델이 되었다. 또한 코펜하겐은 탄소배출량을 줄였
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례로 평
가받고 있다. 2018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량은 42%가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22% 증가
하여 62만 명에 이르고 경제는 24% 성장하였다.

자료: https://emag.directindustry.com/copenhill-a-waste-to-energyplant-with-a-ski-slope/

코펜하겐 전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살아 있는 실험실
(living lab)3)이며, 앞으로는 탄소중립도시를 넘어서는

3)     https://www.fastcompany.com/90392020/how-copenhagen-plans-to-reach-carbon-neutral-status-in-just-six-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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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penhagen 2020)에서는 에너지 소비 · 생산, 교통, 도시정책으로 구분하고 2021년부

<그림 4>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경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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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carbonneutralcities.org/cities/copenhagen/

새로운 도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도 남아 있는 43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 혹은 ‘기후중립도시(climate neutral city)’로 발전하
고자 한다(City of Copenhagen 2020). 이를 위해 건물과 교통수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
지 않고, 자원통합관리를 도입하여 폐기물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며, 풍력, 태양광 등 에너
지 생산을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기반의 지역난방을 줄이면서 풍력을 활용한 탄소포집기술
을 도입할 계획이다.

파리: 탄소중립과
15분 도시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많은 경제적 손실과 7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 방안으로 보고 이를
추진해왔다. 파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6MtCO2eq에서 2018년 22.7MtCO2eq로 감
소하였다.
파리는 기후변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8년 ‘2050 탄소중립계획(Paris, An
air of change toward carbon neutrality in 205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50년 탄소
중립도시 파리는 기후변화에 강한 주택과 자원순환 시설이 광장 근처에 있어 주민들이 편
하게 이용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다니지 않으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
여 풍부하고 다양한 녹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탄소중립도시 파리의 추진방향을 보여주는 특징을 계획적 측면과 공간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계획적 측면으로 파리가 지닌 도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탄
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파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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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50년 탄소중립도시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 http://paris2050.elioth.com/en/#portfolioModal4

도 파리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Scope 1, 2, 3을 모두 포함하
였다. 특히 유럽의 관문이자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에 의한 온실가스 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탄소배출을 이해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탄소
중립계획에 통합하였다. 이는 도시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이익
과 영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설계단계부터 사회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중립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
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복지 및 심리적 건강, 물리적 건강, 시민참여를 살
펴보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형평성과 사회적 유대,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는 일자리, 파리의 경제성장, 파리로 인한 경제성장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수용성, 균
형발전, 매력도를 고려하였다.
파리의 2050 탄소중립계획은 인구증가(20%)에도 불구하고 탄소발자국은 70%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흡수원을 통해 상쇄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4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4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전반적인 에너지소비는 줄일 방침이다.
2050년에는 100%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한다.
둘째, 공간관리적 측면에서 파리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15분 도시
(15-minute city)를 제시하였다. 15분 도시는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실, 탁아소, 병원, 도서관,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도시
(city of proximities)를 만드는 것이다. 15분 도시에서 도로는 자동차를 줄이고 그린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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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을 중요하게 분석하였고, 소비 기반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산정하여

<그림 6>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라를 갖춘, 노인과 어린이 등 시민이 걷는 공간
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탄소
제로 교통전환(유정민 2021)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을 파리 미니메스 지
구(Minimes Barracks)에 적용하였는데, 기존
건물을 공영주택과 보육원, 식당, 사무실, 클리
닉 등으로 재건축하고 주차장은 공원으로 리모
델링하였다.4) 5분 거리에 있는 바스티유 광장
등은 교통 중심지에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자전거 고속도로(coronapiste)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은 C40에서
도시계획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미국, 캐나

자료: https://ideesencommun.org/wp-content/uploads/2020/01/Dossier       de-presse-Le-Paris-du-quart-dheure.pdf (2021년 8월 18일 검색).

도쿄: 탄소중립
도시와 2030년

다, 영국, 중국 등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적용
하고 있다.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63.9MtCO2eq으로 2000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2019
년 5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탄소중립계획(Tokyo 2019)을 발표하였다. 여기
에서 도쿄의 2050년 탄소중립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물과 공공시설, 상가 등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생산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는 배출되지 않는 순환사회를 그리고 있다.
도쿄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특징으로 사회구조적 혁신, 탄소중립계획의 수립과 이
행전략, 2030 목표 강화와 정책수단 확대의 3가지 계획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2030년의 모습이 2050년의 사회를 규정하기 때문에 탈(脫)탄소화를 위해서는
2030년 사회 기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2000년 대비 50% 탄소 감축
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30 사회변혁 비전5)과 혁
신내용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계획 등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소, 빌딩, 주택,
생활, 수송, 자원의 7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기업과 연계한 태양
광 발전 설치와 소비 확대, 도쿄 지역 이외에서의 전력 혹은 탈탄소 열의 이용 고려, 수소
사회 구현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4)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0-11-12/paris-s-15-minute-city-could-be-coming-to-an-urbanarea-near-you
5)     2030 사회변혁 비전은 2030년 탄소감축 50%를 강조하여 ‘2030 탄소 50% 감축사회(2030 carbon half style)’로 제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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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50년 탄소중립도시 도쿄의 모습

자료: https://www.kankyo.metro.tokyo.lg.jp/en/about_us/zero_emission_tokyo/strategy.files/Full-ver.ZE-strategy0311.pdf (2021년 8월 18일 검색).

행 중심의 계획체계를 구축하였다. 2050 탄소중립계획은 ①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 ② 자원관리를 탄소중립과 통합하여 도쿄 이외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6) 구체적으로 에너지, 건물, 수송, 자원 · 산업, 적응, 공감 · 협력의 6개 분야 14개
전략으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탄소중립계획에 기초하여 집중적인 추진
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플라스틱, 제로배출자동차 2개
내용에 대해, 2020년에는 음식폐기물, 적응, 도쿄도청 행동계획의 3개 내용에 대한 상세
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중간경로인 2030년의 탄소배출 목표를 조정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탄소 관련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사용 목표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탈탄소
화를 제시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94개의 정책수단을 추가하였다.
도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기반 보조정책 강화, 일몰-일출방식의 정책 추
진, 디지털과 금융의 대담한 활용, 건물, 복지, 건강, 교통, 마을 만들기, 방재, 산업 등 모
든 정책 · 사업과의 협동 등을 강조하였다. 인센티브 기반 보조정책은 제품 등의 탈탄소 수
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고, 일몰-일출방식은 신속한 정책의 정착이나 바

6)    https://www.kankyo.metro.tokyo.lg.jp/en/about_us/zero_emission_tokyo/strate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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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쿄는 2050 탄소중립계획과 주요 분야별 이행력을 위해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실

<표 1> 도쿄의 2050 탄소중립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분야

상세계획(수립년도)

①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에너지화
② 수소에너지의 보급 확대

도시 인프라 분야(건물)

③ 배출제로건물(ZEH) 확대

도시 인프라 분야(수송)

④ 제로배출자동차(ZEV) 보급 촉진

ZEV 프로그램(2019년)

⑤
⑥
⑦
⑧

플라스틱 제로화 프로그램
(2019년)
음식폐기물 제로화 추진
계획(2020년)

자원·산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 분야

공감·협력 분야
: 참여와 포용

3R 추진
플라스틱
음식폐기물
프레온

⑨ 적응 강화(2020년)

기후변화 적응계획(2020년)

⑩
⑪
⑫
⑬
⑭

제로에미션(zero-emission)
도청행동계획(2020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사회구조 변혁
기초지자체(구·시정촌)와의 연계강화
도쿄도청 이니셔티브(2020년)
세계 여러 도시 등과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 금융 추진

자료: https://www.kankyo.metro.tokyo.lg.jp/en/about_us/zero_emission_tokyo/strategy_2020update.html (2021년 8월
18일 검색).

<표 2> 도쿄의 2030년 탄소배출 관련 목표
구분

2030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2000년 대비)

30% ⇒ 50% 감소

에너지소비량(2000년 대비)

38% ⇒ 50% 감소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사용 비율
승용차 신차 판매

비고

목표 상향조정

30% ⇒ 50% 수준 증가
100% 비내연기관화
신규 목표 도입

오토바이 신차 판매

100% 비내연기관화(2035년까지)

자료: https://www.kankyo.metro.tokyo.lg.jp/en/about_us/zero_emission_tokyo/strategy_2020update.html (2021년 8월
18일 검색).

람직한 모습을 미리 제시하고 사회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상당한 우대를 하
는 방안이다. 또한 PDCA(plan-do-check-act)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실천
성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경로를 관리한다.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226개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도 10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탄소중립도시가 기후환경정책과 도시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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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의 주요 특징
구분

목표연도

주요 특징

코펜하겐

2025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확고한 이행체계
•도시 특성을 고려 에너지 전환의 선택 및 집중 추진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굴과 이를 통한 주민공감 중시

파리

2050

•도시 특성을 고려 항공교통을 중시하고 소비 기반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계획수립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
•공간구조 혁신을 위해 15분 도시 개념을 마련하고 적용

도쿄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과 분야별 상세계획을 마련하는 실행중심 계획체계 구축
•2030년 사회구조 혁신을 강조하고 2030 탄소배출 목표의 상향조정과 관련 정책
  수단을 추가 발굴

코펜하겐과 파리, 도쿄의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특징은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각 도시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목표와 구
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되, 목표지향적 계획수립과 확고한 이행, 선택과 집중, 탄소중립
선도사업, 주민의 참여와 공감, 공간구조 개편, 사회경제적 혁신과 영향 분석, 2030년 탄
제479호 2021 September

소 감축목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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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는 도시의 공간구조, 교통체계,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구성해 탄소배출은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순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는 도
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국가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대 과제 중 하
나로 도시와 국토의 저탄소화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 내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흡수 확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도시 내 탄소배출
량 저감방법으로는 압축적 공간구조, 교통체계와 건물에너지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분
산형 에너지 시스템, 바람길 적용,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흡수는 도시
내 공원녹지 확대의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그림 1>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진 런던시청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실천
하는 도시로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덴마크 코펜
하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
표로 하는 미국 뉴욕시, 영국 런
던시 등이 있다. 그밖에 탄소중
립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
크로 97개의 도시가 운영하는
C40, 탄소중립 도시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CNCA) 등
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정유선 국토연구원 연구원 (ysjung@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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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스마트 그린시티란,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기술을 적용하
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ICT 기반의 운영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융·복
합형 도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감지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이 증대되었
고,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마련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스마트 그린시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탄소배출 저감, 도
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말레이시아의 Forest City가 있다. 수직 녹지를 조성한 점이 가장 큰 특
징이며, 차량이 공원 아래로 통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차량, 대중교통 및 도보, 녹지공간이 분리
되도록 다층 구조의 설계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사용하여 도시운영체제 및
자원 네트워크를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오염정보를 집계하고 예측·관리하여 탄소저감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그린시티의 도입 논의가 제시되어 대상지 25곳을
선정하였고,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 중심의 4대 분야를 토대로 추진 중이다. 도입 전략으
로는 IoT 기반 환경통합 플랫폼 구축, 옥상·벽면 녹화시설 등 그린인프라 설치, 스마트 물관리
및 대기관리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폐기물 재이용 순환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이처럼 환
경오염을 예측하고 관리함으로써 연간 2만 7천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하정민 국토연구원 연구원 (jmhah@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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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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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토론 김정곤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IUbs) 연구소장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만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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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배출과 흡수를 상쇄시키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습부터 변해야 한다.
그것이 ‘탄소중립도시’라는 개념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이다. 하지만 탄소중립도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과거부터 도시공간에서의 탄
소 저감과 스마트화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두 연구자와 함께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윤은주(이하 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월간 국토 특집의 주제가 ‘탄소중립도시’입니
다. 탄소중립도시가 생소한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두 분께 탄소중립도시의 주요 개념과
지향하는 바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석(이하 박) 도시는 육지의 2% 면적에 불과하지만 GDP의 80%, 온실가스 배
윤은주

주요 개념과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탄소중립도시란 사람들이 생산, 거주, 문화여가 관련 활동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배출되는 것은 흡수 및 제거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이하 김) 기존 저탄소도시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요소기술 중심이었다
면, 탄소중립도시는 도시공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온실가스는 흡
수 · 제거하여 ‘제로’를 만드는 개념인 동시에, ‘기후중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
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했던 지구 평균 기온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한 추가 증가분만 0이
된 것이죠. 원래 기후로 돌아가는 기후중립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최종 지향점이라
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만석(이하 조) 탄소중립도시에서 탄소중립 키워드의 중요성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도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보
여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와 같은 환경에 중점
을 둔 도시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탄소중립도시가 이러한 도시개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 개념들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연대하며 발전해 온
개념입니다. 초기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할 때에는 오염정화에 중점을 두는 환경관리
도시가 중요했고, 이후에는 지속가능도시, 생태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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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의

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온도 상승 폭(평균온도 상승) 1.5℃ 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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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떠오르면서 저탄소도시 개념이 등장했고,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도
시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의 주요한 차별성은 구체적인 목표와 비
전이 제시되었다는 점, 다양한 분야 간 균형과 기후 탄력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새로운 도시개념은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특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등장해
김정곤

탄소중립도시는
도시공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온실가스는

왔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감’은 기존의 여러 도시개념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
소였지만, 교토의정서(1997년)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이 도시분야에 고려되기 시
작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는 기존의 저탄소도시와 그 맥락은 비슷하지만, 탄소배출
제로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목표달성도는 글로벌 기후정책 측
면에서 도시나 국가 경쟁력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흡수·제거하여
‘제로’를 만드는
개념인 동시에,
‘기후중립’의 의미까지

윤 탄소중립도시는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기점으로 대두되었는데요, 탄소중립도시가 국가 탄소중립 실현 과점에서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우리나라와 같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 1970년대부터 ‘석유제로’를
선언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건설을 해왔던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과 같은 국가
와 도시들은 이미 준비된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도시와 산업이 준비를 시작한 우리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
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분야가 화석에너지 소비형
도시가 탈화석에너지 저감형 도시로 전환이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높은 에너지소비
와 교통 이동 등으로 국가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탄소중립도시는 결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탄소중립수단을 발굴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 지역의 역
할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양식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탄소중
립수단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 단위 탄소중립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도시공간으로 확대한다면 흡수원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면서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 말씀을 들어보니 탄소중립도시라는 것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데 가능한 개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국외에서 탄소중립도시에 가장 근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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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하시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 60만 명의 중소도시인데, 3회
에 걸쳐 ‘기후계획’(climate plan)이라는 액션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조만석

그동안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처럼
환경에 중점을 둔
도시개념이 많았는데,
탄소중립도시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감축에 대해 일관성 있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및 이행했고, 적절한 평가지표와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도시마다 그 규모와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시가 고유의 잠재력을 파악하
여 활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원
래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6500W/인이었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감
축 목표 2000W/인(1인당 탄소 1t 배출)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탄소배출정보를 실
시간 제공함으로써 행동양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와 시민참여를 토
대로 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최초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꿈꾸는
코펜하겐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원과 교통기반 이동성 변

스톡홀름 2040년, 밴쿠버, 토론토, 워싱턴 등 많은 도시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탄소배출의 정량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 해외 사례를 비추어볼 때 미리 준비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50년까지 남은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행동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앞서 말한 것처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첫째, 과학적 근거
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범사
업을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이를 통해 선언적인 ‘해야 한다’에서 경험에 기초한 ‘할 수
있다’로 인식을 전환하고, 일상생활 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유사한 맥락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지 알아야만 적절한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기후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하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 기업, 공무원이 상호 협력하는 성공 모델을 만
들고,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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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중심으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헬싱키 2035년, 글라스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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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소중립도시가 실현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시 형태와 시스템, 도시생활
전반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많은 우려와 장애요소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도전적인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창석

탄소중립도시의
주요한 차별성은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었다는 점,
다양한 분야 간
균형과 기후 탄력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네덜란드 국가처럼 경
제 구조와 도시 시스템을 순환경제 기반 순환도시로 전환하려는 혁신적 변화와 노
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그
리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도시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준비가 되
어 있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도
시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스웨덴처럼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면 경제가 더 성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나 도시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잠재력에서 출발하고, 더 나아
가 실현가능성을 위한 단기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도시의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분야가 가장 도전적인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720만여 개에 이르는 건물에 대해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등
종류별 온실가스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공업
과 농업용 건물이 소외되어 있고, 그린리모델링 우선 대상인 공공건물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때 소유자와 임대자,
건축가와 시공자 등의 복잡한 관계 역시 큰 장애 요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기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 기술, 수소관련 기술
을 도시차원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와 이러
한 기술 간 관계 혹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스마트 기술은 목표가 아닌 수단입니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의사결정의 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태양광, 단열 등의 기술을 탄소중립도시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스마트 기술과 접목하여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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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는 분야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에너지 저장기술들이 활성화된다면 재생가능에너지도 도시 내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스마트 기술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
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향상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가보다는 공간적 맥락, 주민의 요구와 수용성에 중점을 둘 필
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스마트 기술이 수송, 건물 분야에 비해 기후환경 분야에
접목된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추가로 탄소중립 도시 관점에서 스마트 기술 자체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의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부 연구에 의하면 2030년 도시에너지의 30%를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적용이 탄소중

조 좌담회의 마지막 의제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또는 국토교통부의 역
할과 기대사항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박 도시공간은 탄소중립 부문별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좋은 수단
입니다. 30년 뒤의 유토피아 모습을 담은 이상적 도시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을 정립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김 국토교통부는 물리적인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보다
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를 개발 대
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녹지의 기능적인 배치를 고민해야 합니
다. 어느 부처 소관인지와는 관계없이 전 국토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 관련 잠재력을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충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사례처럼 광역 단위의 탄
소중립센터를 신설하고 조사, 컨설팅, 정책 지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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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방향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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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이 실어온

보령의 이야기
이미란 마송고등학교 교사 (mlan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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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찍어보세요.
대천역의 다양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보령역이 아닌 대천역으로
차령산맥이 서해안과 만나는 곳에는 태안반도의 끝자락을 마주 보며 보령이 위치해 있
다. 기차를 타고 보령으로 가려면 보령역이 아닌 대천역으로 가야 하는데, 보령시에는 현
재 장항선 노선 중 청소역, 주포역, 대천역, 웅천역의 4개 역이 존재한다. 이 중 주포역은
여객이나 화물을 취급하지 않는 신호장역이다. 주포역은 1929년 개통 당시에는 보령역이
었으나 1933년 주포역으로 역명을 변경했다. 보령역은 말하자면 현재 신호장역으로 존재
하는 주포역의 과거 명칭이다.
현재 보령의 중심지는 대천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대천(大川)은 순우리말로 한내(큰 하
천)라고도 하며, 보령시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천천 하류지역을 의미한다. 대천지
역이 보령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이후이다. 1914년에는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대적인 부, 군, 면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데, 당시 보령지역에 있던 3개의 군(보령군, 오천군, 남포군)이 보령군으로 통합되었고,

사하게 통합되었고, 대천이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주포역이 위치한 주포면은 1914년 행정구역 통합 이전의 보령군 중심지로서, 당
시 주포면 신성리에는 옛 보령군청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이후 보령군청이 대
천면 대천리로 이전하게 되었고 1929년 장항선의 개통으로 대천역이 들어서면서 대천의
중심성이 더욱 확고해진다.
보령시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오천군은 충청도 일대의 방어를 책임지는 충청수영이 있
던 곳이다. 충청수영성의 영보정은 다산 정약용
<그림 1> 보령시 지도

이 “세상에서 호수, 바위, 정자, 누각의 뛰어난
경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보정을 으뜸으
로 꼽는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는데, 최근에 복원
된 영보정의 경관은 정약용의 안목을 찬탄할 정
도로 빼어나다.
통합 이전의 보령군과 남포군은 대천천을 경계
로 북남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역이었는데, 삼국
시대부터 1914년까지 현(縣) 또는 군(郡)으로 존
재하였던 전통적인 지방 중심지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 중심지와 마찬가지로 읍성으로

자료: 네이버.

둘러싸인 전통마을 내부에는 성문을 비롯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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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보령군의 군청이 대천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부터 보령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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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시설과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 임금의 위패를 모시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머
물렀던 객사, 교육기관인 향교 등이 분포하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현재 주포면과 남포면의 면 단위 지역으로 존재하며, 옛 마을의
흔적은 보령읍성, 남포읍성, 보령향교, 남포향교라는 이름의 사적지로 남아 이곳이 옛
중심지였음을 눈 밝은 방문객에게 상기시켜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답사팀이
찾았던 늦가을, 남포읍성의 단풍과 감나무 그리고 인적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민들
레 홀씨들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빼곡했던 남포현 관아 안의 뜰이 보여준 고요한 정취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에서는 보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청라동의 20여 리는 오서산록의 일부인데. 포구의 물이 마을까지 들어온다. 조수를 따
라 조개와 전어 기타 해산물이 들어오면 부녀자와 아이들은 이를 채취한다. 이러한 까
닭으로 해물과 소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이곳은 가히 은거지(隱居地)를 이룬다. 청
라동의 바깥에는 논밭이 많이 있다. 연료도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어
염(魚鹽)으로 쉽게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어염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따라서 생리
(生理, 사람이 생활해 가는 원리)가 넉넉하다.”

<그림 2> 남포읍성

자료: 보령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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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포현 관아 옥산아문

역에 철도가 놓이기 전에는 포구를 중심으로 한 수운교통이 도시의 성장과 발달에 주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장항선이 통과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중심
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직선으로 빠르게 달리는 철도는 이 지역의 석탄을 외
부로 실어 나르고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외지인들을 끌어들였다. 철도는 수준 높고 청
결한 근대적 생활양식과 삶의 규준으로 낡고 열등한 것들을 몰아내는 문명화된 근대 산
업사회의 첨병이 된다.

요 지팽이 앞으루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현재의 대천역은 대천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다소 비켜난 대천천 이남의 해안가 쪽에 있
다. 2007년 장항선 직선화 공사로 인해 현재의 대천 시내에 해당하는 대천동에서 다소
외곽에 해당하는 내항동으로 이전한 것이다. 새롭게 지어진 역사(驛舍)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돛단배 모양을 형상화하였다고 한다.
대천지역은 한내(大川)가에 있었으므로 한내 또는 대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통폐합에 따라 갈두리(葛頭里), 신평리(新坪里), 쌍암리(雙岩里), 관촌을 병합한 곳이
다. 일제강점기 이전 대천천 하구에 위치한 쇗개포구는 이 지역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포구 인근에 위치한 한내 돌다리는 남포현과 보령현을 연결하는 도로가 통과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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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외연도, 삽시도, 원산도 등의 섬을 비롯하여, 바다와 접하고 있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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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쇗개포구

방향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그 북쪽지역에 정기 시장이 열리고 가옥이 밀집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쇗개포구에는 장날이면 외연도, 삽시도, 원산도 쪽에서 장배가 들어와 해산물을
공급하고 생활필수품을 가져갔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는 정기연락선이 군산-인천항을
통하여 현미를 반출해 가고 생활필수품인 광목, 설탕, 시멘트, 성냥 등을 들여왔다고 한
다. 쇠를 반출하여 쇗개포구 또는 금포(金浦)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곳에, 최
근 보령시에서는 돛 모양의 인도교를 만들어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
였다. 그러나 전통경관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전통과 역사성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물로
보여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피
<그림 5> 보령 문화의 전당 내 구(舊) 대천역 모형

해서, 포구에서 보다 상류에 위치한 지역에 터
를 잡았다. 일본인들의 거주지역에는 격자망의
도로가 놓이고 공공기관이 입지함으로써 조선
인의 거주지역인 쇗개포구 일대와 차별화되었
다. 당시에 이 지역을 신시라고 부르고 조선인
의 거주지역을 구시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시지
역은 1929년 장항선 대천역사가 신시지역에 설
치되면서 쇠퇴하였고 장날 사람들로 북적였던
과거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현재에도 거
리와 행정구역 명칭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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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답사하는 동안 구시의 흔적과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지명 외의
다른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또한 이 시기에 일제는 쇗개포구보다 해안에 가까운 신흑동 일대에 새로운 어항인 군
두리 어항을 개발하고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하여 개발하였는데, 이로 인해 쇗개포구 또한
쇠퇴하여 결국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철도는 포구를 낀 수운 중심의 전통촌
락을 해체하고 내륙에 새로운 육상교통망과 시가지를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구조와 기능
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가 식민지배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일제
에 의한 전통사회와 전통공간의 의도적인 파괴와 재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작가 이문구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전적 소설인 「관촌수필」에서 대천의 일부였던 관
촌의 전통사회가 철도의 등장으로 인해 해체되는 모습을 풍요로운 향토어를 구사하며 실
감 나게 묘사하였다. 관촌수필은 8개의 단편소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이야
기인 ‘일락서산’편에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주인공이 고향 마을인 갈머리 부락에
돌아와 400여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왕소나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어린 시절 그의 할아
버지가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대목이 등장한다.

게란다. 그쩍에 그 할아버지 말씜은, 요 지팽이 앞으루 철마가 지나거들랑 우리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게여…… 그 말씜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큼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지두 모르는 것을……”

<그림 6> 관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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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야, 이 왕솔은 토정 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시던 지팽이를 꽂아놓셨는디 이냥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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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머리 마을은 봉황산 남쪽 산기슭 마을이며, 관촌(冠村)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현재 대
천여자중학교 동쪽에 위치한 아랫갈머리 마을에 해당한다. 소설 속 토정 이지함(土亭 李之
菡) 선생의 예언처럼 철마가 지나면서 관촌을 비롯한 옛 조선인 거주지는 근대화와 제국주
의적 수탈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었다.
소설 속에서 화암서원의 도유사(都有司)이며 보령향교의 직원이었던 주인공의 할아버지
는 삼강오륜과 장유유서를 실천하는 사대부가의 후예로 주인공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주인공은 옛 모습이 사라져 버린 마을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옛 집터를 바라보며
서산마루의 지는 해처럼 사라져 버린 할아버지의 넋을 느낀다. 실제로 이문구는 토정비결
로 잘 알려진 토정 이지함 선생의 후손이며, 토정의 묘는 현재 보령시 주교면에 있다.

철마가 실어 온 것들
관촌수필의 세 번째 이야기인 ‘행운유수’편에는 미군을 실어 나르는 장항선 철도와 군두
리에 만들어진 대천해수욕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철도는 동네 아이들이 엽전, 못, 쇠붙
이 등을 철길 위에 놓고 지나가는 열차가 납작하게 만들면 두들겨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며 노는 놀이터였다. 또 철도는 동네 사람들에게 먹다 남긴 빵, 껌, 버터, 초콜릿 등을 던
져주는 미군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 그들은 군두리에 새로 생긴 해수욕장에 별장 등
을 짓고 살며 한국인을 더럽다고 무시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미군들이 한국인을 더럽다고 무시하는 대목을 접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무시되
거나 그늘에 숨게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보다 고상하
고 수준 높은 것일수록 그 반대의 것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노르베르트 엘리아
스(Norbert Elias)는 근대화의 과정을 수치심의 확산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열차는 문
명화된 인종과 문물을 실어 나르면서 보다 고상
<그림 7> 대천해수욕장

한 잣대로 자신과 세상을 평가하는 외적, 내적
감시자를 키우고 그로 인해 평가절하된 것들의
수치심은 사회 혹은 개인의 삶에서 버려지거나
억압되거나 감추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장항선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미군들을 실
어 날랐고 1960년대 이후에는 서해안 최고의 해
수욕장으로 유명해진 대천해수욕장으로 부지런
히 관광객을 실어 날랐다. 실제로 1969년부터

자료: 보령시 홈페이지.

76

2009년까지 장항선의 여객 승하차 인원이 가장

<그림 8> 1964년 남포선 기공식

많은 역은 대천역인데, 특히 여름철 승하차 인
원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면 대천해수욕장의 역
할이 지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부터 개최되고 있는 머드축제는 이 지역을 세계
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장항선은 이렇게 미군이나 관광객 같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인 석탄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역
할을 하기도 하였다. 보령지역에서는 1950년대

자료: e영상역사관.

이후 동쪽 성주산 일대를 중심으로 70여 개의
광구(鑛口)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를 성주탄전(충남탄전)이라고 불렀다. 1950년대
말까지 성주탄전에서 생산된 무연탄은 당인리 발전소로 보내져 서울 일대의 전력 공급에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성주리의 석탄을 서쪽 해안 쪽에 위치한 대천역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트럭

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성주리와 대천을 가르는 산지를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고 터널 입구에 옥마 저탄장과 옥마역을 만들어 대천역 바로 남쪽 역인 장항
선 남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4.3km의 석탄수송 전용 산업철도인 남포선(옥마선)을 건
설하였다. 이에 따라 성주탄은 옥마역에서 화차에 실려 남포선을 통해 장항선에 연결되
고 장항선을 통해 서울로 수송되었다. 현재 보령박물관에는 1964년 남포선 기공식 장면

<그림 9> 옥마역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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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바래기재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고갯길이 험난하여 차량 전복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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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석탄박물관

자료: 보령시 홈페이지.

을 담은 흑백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무슨 기관에서 단체로 참석한 것 같은 많은 사람들
외에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에워싸면서 남포식 기공식 행사
에 열중하고 있는 사진 속 모습에서 당시 남포선의 개통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성주탄전 석탄의 60% 이상을 소비하였던 서천화력발전소와의 연결을 위해 1983
년 서천화력선을 개통하였다. 이 노선은 장항선 간치역에서 분기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
하여 옥마역, 춘장대역, 동백정역 등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석탄산업 합
리화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성주탄전이 폐광되었고 그 자리에 보령석탄박물관이 들어섰
다. 당연히 석탄을 운반하던 남포선과 서천화력선의 역, 선로는 대부분 철거되거나 폐역
되었고 일부는 관광지로 변신했다.
보령시 최초의 대중 골프장인 대천 웨스토피아(현재는 보령 베이스리조트)와 레일바이
크가 들어선 자리도 성주탄전의 석탄을 운반하던 옥마역이 있던 곳이다. 현재 이곳의 레
일바이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와 동일하게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2016년 대
천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건립된 스카이바이크는 성업 중이다. 또한 이 스카이바이크 이
용요금은 보령시민과 더불어 폐광지역 6개 시 · 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
시, 화순군)민에게도 동일하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보령에서 석탄의 위력은 사라진 것일까? 보령의 구시인 관촌마을 인근
에는 한눈에 보아도 보령에서 가장 높고 가장 세련된 건물이 시선을 끈다. 이 건물은 ‘한
국중부발전’의 본사 건물인데, 보령시에는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비롯하여 국내 최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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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화력발전단지인 보령발전본부와 그 홍보관인 보령 에너지월드가 입지하고 있다. 비
록 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고 점차 친환경 에너지자원으
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보령의 에너지생산처로서의 기능은 계속될 것
으로 보인다.

기차를 타고 바다로?
대천역은 2007년 장항선 직선화 공사에 의해 기존의 대천동 340-4번지에서 보다 서쪽
에 해당하는 외곽지대인 내항동으로 이전하였다. 역과 함께 보령 공영종합터미널도 이전
하여 관광객들은 대천해수욕장으로 이동이 쉬워졌고, 이는 머드축제를 활성화시킨 역 이
전(移轉)의 모범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구 대천역이 있던 장소에는 ‘구 대천역사 문화관
광지구 조성사업’에 의해 2013년 ‘보령 문화의 전당’이 개관하게 되었다. 대천역이 외곽
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의 관문은 대천IC, 보령 종합버스터미널, 대천역으로 분산되
었으며, 시가지의 외연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제 고속화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대천항 앞의 섬 원산도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
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가 2019년 개통되었고, 2021년 말에는 이 원산도에서 대천항
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길이(6927m) 해저터널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육
지로 돌아갈 경우 1시간 30분 걸렸던 길이 10분으로 단축되고 인근 도서지역도 이 터널
로 연결된다고 한다. 과거 장항선 철도의 개통으로 쇠퇴한 수운교통이 해저터널을 통해
고속화된 육상교통으로 다시 포섭된다고 보아야 할까?
고속화된 철도, 서해안 고속국도, 해저터널 등으로 보령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높
아지게 될 것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지역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곳이 더 힘 있고 고상한 것들에 의해 흡
수되고 억압되는 작은 것들의 운명이 아닌 동등한 매력을 갖춘 당당하고 개성 있는 것들
의 천국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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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의 직선적인 이동으로 근대사회를 주도하고 공간구조를 개편해 온 철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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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 이바구캠프에서는
마을과 청년이 함께 자랍니다
김현정 이바구캠프 대표 (ibagucamp@gmail.com)

“당신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16년 4월 열린 마을 스터디는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모임
이었다. 누구는 ‘가까이 살면 이웃이고 공동체다’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누구는 물리적으
로 가까이 사는 것보다는 취향을 이야기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더욱 공
동체에 가까울 것이라 이야기했다. 비슷한 또래지만 다들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
랐고,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살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취방
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눈에 띄는 이정표가 있었다. 초량 이바구길 시작점. 사실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골목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그러기
를 몇 차례, 집으로 돌아와 초량 이바구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고, 블로그에 소개된 마
을 스터디 모집글을 보게 되었다. 모집 기간은 지났지만 한 번 찔러나 볼까 하는 생각에 전
화를 걸었는데 흔쾌히 참여해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렇게 처음 들어선 ‘계단 아래’ 사
무실. 말 그대로 계단 아래, 지하 1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청
년들과 모여 생각을 나누고 넓혀가며 이바구캠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초량에 이런 동네가?
부산 하면 바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부산은 산이 정말 많은 도시이다. 그리고
그 산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는 부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만큼 이색적인 곳이다. 필
자는 초량동에 살았지만 부산역 부근 큰길가에 살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산복도로를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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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복도로 야경

수 있을 만한 것은 전무했다. 건물 숲에 가려 산
복도로를 올려다볼 수도 없었고 그곳에 가볼 일
은 더더욱 없었다. 필자에게 뜬금없이 산복도로
에 대해 알려줄 이도 없었고, 모르기에 관심도 없
었다.
2016년 5~6월 즈음 마을 스터디를 계기로 이
바구캠프가 들어서게 될 마을에 모임이 있다기
에 참석하게 되었다. 같은 초량동이지만 위치를
모르니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계속 산쪽으로 올
라갔다. 알려준 버스 정류장에 내리니 반가운
얼굴이 보였고, 더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곳에 마을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산
복도로를 내려다보는, 산복도로 위에 마을이 있었다. 마을 입구부터 꽤 가팔라서 헉헉거
리며 한참을 올라가니 체감 70도 경사의 언덕이 필자를 맞이했다. 여길 올라가야 목적지
가 나온단다. 뭐 어쩌겠나,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올라간 곳에는 넓은 터가 있었다. 산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동네에 사는 주민들과 오늘 강의를 해주실 활동가 선생님
이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 어머니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산복도로를 담은 게스트하우스
부산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부산
의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초량동에는 피란의 역사를 담은 초량 이바구길이 조성되었다. 초량 이바구길
을 따라 걷다 보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거점시설들을 만나게 된다. 할머니들이 한과
를 만드는 작업장 겸 체험장부터 산복도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카페까지 다양한 시
설들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다. 하지만 정작 초량 이바구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산복도로
를 느끼며 묵을 만한 숙소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산복도로
의 숙박시설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
업의 주거지사업으로 현재의 이바구캠프가 만들어질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들은 공간 조성 이후 주민들에게 위탁되어 운영되
는 구조로, 초량 이바구길에 위치한 도시재생시설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
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현황을 보았을 때, 주민조직으로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
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바구캠프는 사업 초기 3~5년간 주민조직인 (주)이바구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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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진입로 앞에 꽤 넓은 지압공원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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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바구캠프 전경

와 청년조직인 (주)공유를위한창조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공유를위한창조
(이하 공유창조)는 부산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이던 도시재생 소셜 벤처기업으로, 기
획 단계부터 행정과 총괄기획가가 함께 공동체를 발굴하고 조직을 구성하며 기반을 다
져왔다. 필자가 참여했던 마을 스터디를 주최한 팀이 바로 공유창조였고, 이 모임 또한
이바구캠프 준비 단계 중 하나였다. 공유창조는 마을 안에 사무실을 두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공동체 형성을 마친 뒤였고,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법인설립도 끝낸 상태였다.
이미 공유창조 멤버들과 신뢰가 쌓인 주민들은 새로운 청년을 만나도 어색함 없이 받아
들여 주셨다.
2016년 7월 공간조성이 완료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예 마을에 들어와 살
기로 하고, 마을 셰어하우스 ‘춘택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기회가 닿아 행정안전부
에서 주최하는 크라우드 펀딩 대회에 참가하여 비용을 모을 수 있었고, 마을 주민이 비어
있던 집 1층을 선뜻 내주셔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 같이 살기로 한 것이
다. 산복도로의 삶에 동화되고, 그 일부가 되는 일. 주민과 청년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것. 삶을 공유하는 곳으로서의 이바구캠프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이바구캠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바구캠프입니다.’ 이바구캠프 개소 이후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
며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닌가 싶다. 물론 숙박예약 전화를 받을 때도 했던 멘트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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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이외에도 도시재생 선도사례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기 때
문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운영
할 경우 내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바구캠프는 내국인이 숙박 가능한 전
국 1호 도시민박업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 후발 주자들의 선진사례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
이 캠프를 찾아주셨다. 낮에는 초량 이바구길을 답사하고 저녁에는 산복도로를 내려다보
며 옥상 캠핑을 즐기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마을 어머니들의 건강한 밥상까지 맛볼 수 있는
데다, 이바구캠프의 운영사례까지 들어볼 수 있는 알찬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국에
산복도로를, 이바구캠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바구캠프가 문을 열며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소한 변화들이 생겼다. 몇몇 어머니들은
이바구캠프에서 일거리를 찾았고, 매월 주민협의회 회의가 열려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
다. 이바구캠프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잔치도 열어가며 복작복작한 공
간으로 변해갔다. 명절에는 오픈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만 방을 개방하기도 했
다. 산복도로의 집들은 개량을 했어도 여전히 좁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집들이 많았다. 명
절에 자식과 손자, 손녀가 오면 방을 쓸 수 있게 열어드렸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인기가
제479호 2021 September

많아져서 사용하기가 편한 방들은 경쟁이 붙을 정도로 금세 예약이 되어버리곤 했다.

<그림 3> 이바구캠프의 옥상 야경

<그림 4> 마을 스터디

<그림 5> 이바구캠프의 운영사례 발표 모습

<그림 6> 주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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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구캠프에 공유창조가 자리 잡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청년팀들이 이바구캠프를 경험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우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는 등 다양한 접점이 생기기도 했
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마을 스터디를 지속함으로써 마을 활동이나 공동체
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마을 스터디는 2기, 3기
로 계속 이어졌고, ‘하루캠프’라는 1박 2일 동안 마을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이바구캠프라는 완충지대가 생김으로써 청년이 느끼는 마을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마을 주민들도 거부감 없이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느새 마을 셰어하우스
에는 두 명의 청년이 살게 되었고, 함께 활동하는 멤버들이 늘어갔다.

홀로서기
이바구캠프는 어느새 운영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창조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의 기반을 잡았고, 마을 주민의 능력을 발굴하여 ‘이바구집밥’이라는 새
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기도 했으며, 옥상 캠핑이라는 콘셉트로 주목받기도 했다. 수익 창
출 아이템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 갔고, 공유창조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
했다. 공유창조와 이바구캠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1대 대표에 이어 필자가 이바구캠프의
2대 대표를 맡게 되었고, 기업의 데스밸리라 불리는 5년 차에 이바구캠프는 전환점을 맞
이하게 된다. 조용히 사라져 가느냐, 반등의 기회로 삼느냐의 갈림길에서 대표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꽤 큰 이벤트를 겪게 된 것이다. 연이어 2020년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
산으로 관광숙박업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 2021년 상반기까지 더없이 조용한 1년 반
을 보냈다.
하지만 그 1년 반의 시간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주어진 적절한 기간이기도 했다. ‘청년
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바구캠프.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

<그림 7> 이바구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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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옥상 글램핑

<그림 9> 이바구캠프 청년마을

현재진행형 이바구캠프
이바구캠프는 아직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일부나마 답

을 만들기 사업이다. 산복도로 이웃 회사 (주)공공플랜이 청년마을 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참가 청년들의 숙소와 교육 및 활동공간으로 이바구캠프를 활용하고 있다. 이바구캠프 이
외에도 여행특공대, 영초산방 등이 일부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모두 초량에 있고 산복
도로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회사들이다. 결국 6년간의 활동에서 남
은 것은 사람이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산복도로를, 산복도로에 사는 사
람들의 삶을 조금 더 괜찮아지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을 통해 그런 사람이 늘어나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 또한 이바구캠프에서 일하는 나와
같은 청년이, 마을 주민이, 이웃 회사들이,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이 해보고 싶은
무엇이든 펼칠 수 있는 공간이자 남녀노소, 다문화, 장애인, 성 소수자 누구에게나 열린 공
간으로서의 이바구캠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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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바구캠프에서 진행 중이다. 바로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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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화량이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hong8706@naver.com)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Paul Krugman: Pedding Prosperity
폴 크루그먼 지음
김이수, 오승훈 옮김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발표되었던 보고서나 책자를 읽어보면 일제히 “세계 경제가 앞
으로 상당 기간 침체되고 취약한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후,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28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는 6.0%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2021년 4월에 비하
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었다. 4월 보고서에서는 미
국이 2021년 6.4%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7월에는 7.0%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
된 것과 2020년 3월 전후해 경제정책이 효력을 발휘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잠시 2020년 3월을 상황을 복기해보면,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
는 한편, 정책금리를 제로로 인하해 대대적인 통화공급 확대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까지 강력한 상승세가 시작되었으며 경제전망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것이 왜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이 의문을
품은 이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 「경제학의 향연」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잠시
통화공급이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이유를 다룬 이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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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모임(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이 만든 ‘캐피톨 힐 베이비시팅 클럽’)이 탁아조합을 만든 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맞벌이 부부들은 나들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서로 돌보아 주기로 협정을 맺었
다. 먼저 1시간 동안 다른 집 아이를 돌보면 쿠폰 한 장이 발행된다. 그러므로 1시간 동
안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들이 외출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를 1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신이 언제 나들이를 갈지 정확하
게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들은 다른 사람의 아기를 최대한 더 돌봄으로써, 외출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쿠폰을 모으려 들 것이다. 즉, 불황이 발생한다. 소비는 하지 않고
저축만 하려 들기 때문에 유통되는 쿠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모두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고 결국 이 탁아조합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일하던 경제학자의 조언에 따라, 한

입하게 되었다. 유통량이 증가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부들이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탁아의 기회도 많아졌으며, 이로써 더욱더 자주 외출하
게 되었다.
문제는 통화량에 있었던 셈이다. 탁아조합의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이유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모두 저축하려 들 때 불황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앞
의 사례처럼 쿠폰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의무사용, 혹은 1년 이상된 쿠폰 폐기 등)을
사용해 쿠폰의 공급을 확대하는 순간 불황이 해소된다.”

핵심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유동성의 효과였던 셈이다. 물론 일각에서 “돈
을 풀어 봐야 자산시장만 호황을 누릴 뿐,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IMF의 세계 경제전망이 잘 보여주듯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는 중이다.
물론, 돈을 푼다고 해서 모든 불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의 일본처럼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왜 일본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위의 인용문에 잘 나와 있다.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 외출하
지 않으면 보유한 쿠폰의 가치는 사라진다’라는 규정을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물가는 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에서 물가 상승의 기대를 확산시키기는 쉽지 않다.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통화공급 확대정책(아베노믹스)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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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최소 2회 이상 외출하며, 보유하고 있는 쿠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새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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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만 발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
식 및 부동산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물가 하락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보
면,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
고, 이는 다시 수요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라고 책에 인용된 사례는 제한적으로만 진
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로 「경제학의 향연」에
대한 평가를 낮출 수는 없다. 1995년에 나
온 책이기에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 악순
환에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쓰여졌음을 감
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통화공급의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생산
성의 변화 및 무역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는 만큼, 입문자 수
준에서 벗어나 ‘논쟁적인’ 경제 서적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필자는 1993년 이후 28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고 19권의 책을 썼지만,
아직도 이 책에 담긴 크루그먼의 인사이트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 부디 많은 독자들
이 ‘캐피톨 힐 베이비시팅 클럽’의 쿠폰 발행이 일으킨 변화를 보며, 경제정책이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또 올바른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기를 바
란다.

연구자의 서가 41회 예고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음 호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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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내 사회적 부동산 사례와 향후 과제: 목포 건맥1897 협동조합’을 읽고
우연히 서점에 가서 월간 「국토」를 보다가 목포 건맥1897 협동조합 이야기를 알
게 되었다. 은퇴 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거듭하던 나에게 목포 건맥1897
사례는 그냥 읽고 넘기기엔 아까운 소중한 이야기였다. 나는 은퇴 후 작은 상가
를 매입하여 딸과 함께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그러다보니 작은 카
페를 기웃거리게 되고,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요즘
엔 중심이 되는 상권이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동하는 경향
이 있어, 전 재산을 털어 창업을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고민과 갈등을 거듭하
게 된다. 목포 건맥1897 사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목포 원도심의 건해산물상가 거리에서 건맥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을 맛
본 후 상인들과 목포시민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한다. 비어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오픈한 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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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니, 소자본 창업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는 생각이 든다.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고민하고 함께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도 유사한 협동조합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상수

‘연구자의 서가 | 테두리 밖에서 본 일상의 즐거움’을 읽고
월간 「국토」에 「부모로 산다는 것」이 소개되어 깜짝 놀랐다. 국토와 관련된 내용
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긴 연구자들도 연구자이기 이전에 부모이기도 하고, 또
는 자녀이기도 하니까, 국토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서가에 꽂아두고 볼
만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마 필자도 같은 생각으로 이 책을 ‘연구자의 서
가’ 코너에 소개한 것이 아닐까? 이 책은 표지만 봐서는 훌륭한 육아서로 짐작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부모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위로를 전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들과 함께 통제불가의 갱
년기를 보내는 나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절로 고개를 주억거리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때때로 신파가 되어버리는 나의 육아에 대
한 기억을, 객관적으로 이론화시켜준 이 책을 나도 주변 엄마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전은혜

알립니다
‘국토 옴부즈만’ 원고를 모집합니다. 월간 「국토」를 읽고 필자나 편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 원고 내용과 관련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yjhan@krihs.re.kr / 원고분량: 원고지 3~4매(A4 반페이지 분량) / 원고마감: 매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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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상상과 모험의 심연,
미시시피강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외

홍금수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kshong85@korea.ac.kr)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처 미시시피강
90

Then came the leadsman’s sepulchral cry: “D-e-e-p four!” Deep four in a bottomless crossing! The terror
of it took my breath away. “M-a-r-k three! ... M-a-r-k three ... Quarter less three! ... Half twain!” This was
frightful! I seized the bell-ropes and stopped the engines. “Quarter twain! Quarter twain! Mark twain!” I was
helpless. I did not know what in the world to do.
-  「미시시피강의 추억(Life on the Mississippi )」 중에서

(2fathom, 12ft, 3.7m)까지 낮아지는 순간 선원과 승객 모두 긴

직한 고동 소리와 검은 연기를 연신 뿜어대며 출항을 준비하

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과 한계선에 근접했다는 표시였기

던 장면이 낭만 스케치로 아로새겨진다. 그러나 따사로운 햇

때문이다. 측연수가 절박하게 외쳐대던 장대의 두 번째 눈금

살, 싱그러운 공기, 야생의 합주, 장엄한 풍광을 기대하던 승

‘mark twain’은 실제적 의미와는 별도로 어떤 이유인지 우리

객의 설렘은 이내 막연한 불안감으로 착잡해진다. 순조로울

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작가의 이름인

것 같던 운항은 난관과 시련에 봉착하고 난파의 공포는 여

까닭이다.  

정 내내 무의식에 잠재하였던 것이다.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Langhorne Clemens)라는 본명이

는 으레 장대로 깊이를 재며 조심조심 나아갔고, 수위가 두 길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문호 마크 트웨인(이하 마크 트웨인)은

뉴올리언스 부두의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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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많던 소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는 우리의 영웅이
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밍웨이도 마크 트웨인을 유머작가
로 소개하면서, 미국 현대문학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허
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출발한다고 치켜세운 바 있다. 과장
된 수사를 남발하고 세련된 문체를 강조하며 감상주의에 젖어
있던 유럽 문학 전통과의 결별을 선언한 데 대한 찬사일 것이
다.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의 경계인 미주리주에서 출생한
그는 변경지역의 소박한 삶을 통속적 언어, 농밀한 풍자, 해학
으로 녹여 시대정신을 표상하는 미국 문학의 지평을 열었다.
마크 트웨인은 세대와 무관하게 동심에 다가서고자 했으
며 그의 전략은 주효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상상의 세계
를 향한 모험을 꿈꾼다. 그는 거창한 설명보다는 단조로운 일
상으로부터의 일탈과 소소한 장난을 ‘모험’이라 부르며 자유를
향한 작은 영혼들의 도피행각을 위트로 윤색하여 재미와 웃음
을 선사하였다. 담장에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벌을 받고도 잔
꾀를 부려 따분한 노동을 고상한 예술 행위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친구들로부터 솔질의 ‘특혜’에 대한 대가로 맛난 것과
애장품을 갈취하는 익살스러움은 그의 환상세계에서나 가능
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상상, 모험, 판타지가 펼쳐지는 마크
트웨인 특유의 문학공간으로 미시시피강이 있다. 소년 감성을
자극한 대표작 「톰 소여의 모험」(1876년)과 「허클베리 핀의 모
험」(1884년) 또한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강을 누비는 긴박한 모
험을 대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마크 트웨인 문학의 연원인 미시시피강은 토착어 mshi,

misi i(big, great)와 ziibi, zipi, sipi (river, water)에서 유래한 대
하(Great River, Father of Waters), 즉 ‘한강’을 의미하며, 애팔
래치아에서 로키, 오대호에서 멕시코만 사이의 31개 주에 걸친

미시시피강변 주요 도시

310만㎢의 광활한 내륙 중앙부를 관류한다. 미네소타주 이타
스카호에서 발원하여 하구까지 3766㎞를 흐른다지만, 지류인
미주리강 최상류에서 멕시코만까지의 유로연장(river length)
이 나일, 아마존, 양쯔 다음으로 긴 5971㎞인 점을 감안하면
몬태나주의 브라워스프링이 실제 수원인 셈이다. 강은 초당 1만
7천㎥의 물을 쏟아내고 바다로 배출되는 토사의 양 또한 막
대하여 ‘살아 있는 지향사’로 불리는 7만 7700㎢ 규모의 거대
삼각주를 형성한다.
톰과 헉이 모험을 펼칠 미시시피강은 공교롭게도 유럽 원정대
의 탐험이 행해진 역사의 현장이다. 1541년 데 소토(H. de S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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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강 유역

가 스페인 탐험대를 이끌고 남부 연해지역을 지나 강변에 도

한 카이로~뉴올리언스 구간을 중심으로 목재, 곡물, 축산물,

착하였고, 1673~1674년에는 마케뜨(J. Marquette)와 졸리에(L.

석탄, 면화, 설탕 등의 화물과 승객의 수송을 주도하였다. 미시

Jolliet)의 프랑스 탐사대가 오대호 방면에서 아칸소강 합류점

시피강 유역의 관문이자 중심 터미널인 뉴올리언스는 내륙 수

까지 남부 깊숙이 내려왔다 복귀하였다. 하구를 지나서 멕시

로와 해로를 연계하며 환적 기능을 수행한 남부의 메트로폴리

코만까지 진입하는 종관여행은 1682년에 라살(S. de La Salle)

스로서, 북동부 지역은 물론 카리브해 연안국과의 국제교역까

이 완수하였다. 마크 트웨인은 아마도 프랑스 탐사대원이 거

지 중계한 항도였다.   

쳤을 강촌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마크 트웨인은 톰과 헉의 모험담과 더불어 미시시피강 3부
작으로 거론되는 「미시시피 강의 추억」(1883년)에서 세인트루

플로리다를 떠나 멀지 않은 미시시피강변 한니발(Hannibal)에

이스와 뉴올리언스 사이 1200마일을 왕복하던 시절의 조타

정착해 보낸 소년기의 진한 향수와 아련한 추억에서 비롯된

경험을 회고한다. 넓고 평온해 보이는 뱃길은 오가는 데 큰 어

다. 톰과 헉을 주인공으로 세운 두 편의 모험담에서 한니발은

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막상 타륜을 잡으면 미시시피강의 낭

세인트피터즈버그라는 무대로 각색되는데, 하늘, 태양, 강, 숲,

만, 황홀경, 시학은 사치일 뿐이다. 급류가 형성되는 여울목,

동산, 동굴, 달, 별, 새, 모래, 낙조, 녹음, 바람, 안개, 천둥, 번

위치·모양·크기가 수시로 바뀌는 모래톱, 암초, 난파선, 유

개 같은 야생의 대자연이 어우러진 목가적인 마을로서 어린이

목은 하나 같이 골칫거리였고, 원근과 형체의 구별이 어려운

의 낭만 천국이었다. 아담한 구릉지 사이의 넓은 평원에 민가

야간운항과 짙은 안개 및 사탕수수깡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자

가 들어서고, 강 위에는 기선과 뗏목이 한적하게 오가는 전형

욱한 연기를 헤치고 나아가는 일은 난해할 뿐더러 위험하였

적인 서부개척 시기의 고즈넉한 마을이었다. 모두가 가난했지

다.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대홍수에는 기선이 노선을 이탈

만 현실에 만족하면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회고한다.  

해 사탕수수밭 한가운데 표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다. 시계

미시시피강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애착은, 한편으론 1857년

(視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레 끼어드는 강선이

의 조타견습을 시작으로 1859년 수로안내 면허증을 취득한 뒤

나 뗏목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철판을 두드려 주의를 환기했

남북전쟁 직전까지 20여 척의 기선을 바꿔가며 세인트루이스

다. 낭만, 희열, 감동의 여행길은 실은 긴장과 공포가 함께 하

와 뉴올리언스를 오간 추억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미시

는 고난의 행로였던 것이다. 목적지까지 순항하기 위해 마크

시피강은 도로와 철도의 확충이 미진한 상황에서 19세기 미

트웨인 자신도 물길 굽이굽이 위험지점을 심상 지도의 좌표

국경제를 견인한 간선교통로였다. 1816년 미시시피강에 등장

에 정교하게 찍어 기억하고 숙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 기선은 지역 간 교류에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수심

고단했지만 ‘즐거웠던’ 선상생활은 남북전쟁으로 수로가 전장

(15~30m)과 하폭(1~2.4km)이 충분히 확보되고 흐름이 완만

으로 바뀌면서 중단된다. 네바다주로 이주해 ‘엔터프라이즈’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과거 셀러스(I. Sellers)
선장이 ‘뉴올리언스 데일리 피카윤’지에
단신으로 하천 상황을 기고할 때 썼던 필
명 ‘Mark Twain’(Original “Mark Twain”,
The Emporia Daily Gazette, 1935년 8월
16일, 3면)을 차용한 것은 소중했던 당시
의 진한 기억 때문이리라.  
개구쟁이 소년들의 활약상을 들여다
보자.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아동

마크 트웨인(1835-1910) 사진과 이미지
자료: Mark Twain Project Online.

문학의 걸작으로서, 서부개척 시기 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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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을 깨우는 사건을 토막글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그러

는 모험의 역동성을 상징하며, 앞으로 펼쳐질 일을 한 치도 예

나 살인마 인전(인디언) 조의 보물을 탈취하는 모험이나 흑인

상할 수 없기에 스릴 만점이다. 강 한가운데 자리한 크고 작은

노예 짐의 탈출작전 같은 서사로 책의 중심을 잡아간다. 예상

섬은 해적의 본거지로 안성맞춤이자 언덕, 숲, 샘을 갖춘 육지

대로 톰과 헉을 상대로 한 폴리 이모와 미스 왓슨의 개구쟁이

의 축소판이기에 낯설지 않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간섭을

길들이기라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으로부터의 짜릿한 도피

받지 않고 낚시를 드리워 먹거리를 챙기고, 카누를 타며 헤엄

가 모험의 일차적 맥락으로 전제된다. 거친 비속어를 내뱉거

을 치고 대자연이 연출하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 담배를 피우는 방식으로 현실을 조롱하고 어른들의 기대에

신선한 공기, 향긋한 내음, 새들의 합주곡과 적막은 덤으로 주

도전하지만, 종적을 감추고 야생의 자연에서 몰입하는 모험만

어진다. 그러나 강상의 생활이 이토록 편안하다면 그것을 모

큼 멋진 복수는 없다. 장난기가 발동한 천진난만한 소년들이

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작가는 그들의 유

즐기는 모험인 까닭에 비극적 결말은 있을 수 없고, 등장하는

토피아에 폭우, 급류, 질풍, 안개, 뱀을 투입해 혼돈의 현장으

악당은 하나같이 코믹하며 사기꾼의 행각은 어설프다. 잔인한

로 바꾸어 놓는다. 더욱이 강은 흉악범, 도적, 사기꾼 같은 밑

살인마조차 굶어 죽는 불쌍한 신세이다.

바닥 인생의 도피처이자 범죄를 모의하는 무법의 영역으로서,

두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 이야기에는 연속성이 확인되는

모험과정에 그들과의 조우는 필연적이다.  

데, 등장인물은 한니발에서 마크 트웨인과 동고동락한 가족,

「톰 소여의 모험」은 골목길 전쟁놀이에서 금화 가득한 궤짝

친구, 이웃을 추억하며 설정했다. 톰 소여는 학급 친구 세 명

이 등장하는 보물섬 플롯까지 선보인다. 풋사랑 친구 베키를

의 성격을 조합한 가상 인물이지만, 허클베리 핀은 술고래 아

대신해 매 맞는 용기, 어른들의 기피대상 헉과의 우정, 인전

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으나 자유분방하고 마음이 따뜻했

조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살인누명을 쓴 머프 씨를 위해

으며 훗날 벽촌의 치안판사가 된 친구 톰(T. Blankenship)을

증언하는 정의감, 석회동굴에 고립된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출

염두에 두었다. 조연인 짐은 마크 트웨인이 자주 찾았던 삼촌

구를 찾아내는 용기처럼 악동들의 익살스럽고 제멋대로인 세

의 농장에서 일했던 중년의 흑인 노예 다니엘(Dan’l Quarles)

상에 내재한 진한 감동도 엿볼 수 있다. 미시시피강은 톰이 학

의 대역으로서 총명하고 다정다감하며 가식이 없어 모두가

교수업을 거르고 헉과 조를 대동해 잭슨섬에 숨어들어 ‘해적

잘 따랐다. 동굴 모험을 함께 한 베키는 집 맞은편에 살았던
로라(L. Hawkins), 톰의 못된 짓을 고자질하는 의붓동생 시드
는 2살 아래 친동생 헨리(H. Clemens)를 떠올리게 하며, 톰의
후견인 폴리 이모는 모친 역할을 대신하였다. 정상가정의 부
모를 대신해 톰의 경우 이모, 헉은 술독에 빠진 아버지를 보
호자로 상정했던 것은 어느 정도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기제
로 작동한다.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은 창과 담장, 통로는 미
시시피강, 이동수단은 뗏목으로 잡았다. 버젓이 출입문을 놔
두고 창문과 담장을 넘나들며 감시의 시선을 교묘히 돌려세우
는 장면에서 동심은 환호하며 묘한 해방감을 공유한다. 천덕
꾸러기 모험가들은 잠시 ‘빌리거나’ 상류에서 떠내려온 뗏목
의 수상 낙원에 안전하게 몸을 싣는데, 이는 모험의 거점인 동
시에 편안한 집이다. 모험의 현장으로 공동묘지나 미로의 맥
두걸 동굴도 오싹하고 흥미진진하지만 미시시피강에는 미치
지 못한다. 흐르는 강물은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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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공장

면화농장

해피엔딩만을 남겨둔 여정은 부정확한 지역 정보와 안개

으로 알고 찾아 나선 마을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자

때문에 중간 기착지를 지나치고 뗏목까지 기선과 충돌함으로

신들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행방불명된

써 혼란에 빠진다. 이야기는 왕족과 공작의 후예를 자처하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그동안 박대한 것에 대한 회한과 자책

두 명의 난봉꾼에게 인질로 잡혀 사기행각과 유산 갈취 모의

에 빠져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괜히 우쭐해 한다. 교회에서 거

에 얽히는 모험으로 연장되며, 이 단계에서 작가는 의미심장

행된 장례식에 깜짝 등장하여 감동을 선사하는 것으로 모략은

하게 사기꾼들이 유산 일부인 노비 일가족을 팔아 생이별시키

훈훈하게 마무리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험의 엉뚱함이 고스

려 할 때 유족이 ‘검둥이들’의 목을 끌어 않고 애통해하는 감

란히 묻어난다.   

동적인 모습을 헉이 지켜보도록 한다. 이제 흑인 도망 노예 짐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는 헉과 탈주 노예 짐이 무대의

에 대한 작가의 마무리로 관심이 쏠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

중앙에 오르며 톰은 조연으로 깜짝 등장한다. 진저리나는 학

크 트웨인은 해학으로 남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고집

교, 위선적인 신앙생활, 잔소리에 더하여 폭력을 일삼고 자신

한다. 중간에 짐이 면화농장에 팔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찾아

이 가진 금화를 탈취하려 혈안인 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의 도

나선 헉 앞에 톰 소여가 우연을 가장해 당당히 등장하며 오두

피가 모험의 출발점이다. 감금당한 헉이 살해된 것으로 위장

막에 갇힌 짐을 상대로 다소 억지스러운 탈출극을 기획하도

하고 잭슨섬으로 탈출하며 그곳에서 팔려갈 운명의 짐을 만나

록 한 것이다. 작가는 동시에 인격체로서 짐의 정감 어린 배려

면서 외롭지 않은 둘만의 여행이 성사된다. 강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다음 카이로에서 뗏목을 팔아 기선을 타고 오하이오강
을 거슬러 자유의 땅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카이
로가 가까워질수록 낭만여행은 헉의 심리적 갈등으로 얼룩진
다. 도망 노예를 돕는 행동이 짐의 주인이자 자신을 뒷바라지
한 미스 왓슨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는 자책감과 영
혼마저 뒤흔들 격정적인 죄의식에 고뇌한 것이다. 자유를 얻
으면 돈을 모아 아내를 사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 두 아이까지
사겠다는 짐의 소원에 동요하지만, 헉은 신고하기로 결심하였
고 순간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그러나 고락을 함께 하며 다진
동료애는 극적 반전을 이뤄내는데, 마을로 가는 도중 만난 노
예사냥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 짐을 구한다.

도망 노예 짐과 남부의 노예제를 회상할 수 있는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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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하는 본거지로 세팅된다. 종적을 감춘 아이들이 익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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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한니발의
1869년 모습
(하얀색 동그라미는
마크 트웨인의 옛 집)
자료: Library of Congress.

와 희생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차별의 부조리와 모순을 고발하

한 추억이 마크 트웨인의 상상을 자극한 끝에 빛을 볼 수 있었

고 해체한다. 아내와 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던 명작인 것이다. 작가는 우정과 신뢰가 함께한 톰, 헉, 짐의

자신의 탈출을 돕다 총상을 입은 톰을 위해 다시 잡혀갈 위험

모험에 기대어 휴머니즘의 메시지까지 잊지 않는다. 동심에서

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곁을 지킨 흑인 노예의 존엄하고 숭고

우러난 고결한 인간애로 편견과 차별을 성찰하고 치유하고

한 처신에 대해 신분 해방의 보상을 부여하는 전개이다. 그러

자 한다. 톰 소여는 미시시피강의 모험을 통해 가족의 사랑

나 감동적이어야 할 모험의 결말은 일견 허탈하기까지 한데,

을 확인하였고, 허클베리 핀은 동료애와 도덕적 양심을 회복

두 달 전 미스 왓슨이 유언으로 짐을 해방시켰고 이 모든 사실

하였다. BLM(Black Lives Matter)의 외침과 미 국회의사당에

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톰이 모험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 탈주

내걸린 남부동맹 깃발의 기억이 생생한 지금, 통합과 치유의

를 모의했다고 넉살 좋게 해명한 때문이다. 무거운 주제를 희

큰 강 미시시피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지 궁금

화화하여 반인륜적 제도를 무장해제하는 마크 트웨인만의 기

할 따름이다.

발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지켜본 대로 개구쟁이 소년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은 비록
작품 안에서지만 미시시피강의 대자연과 일체가 되어 자유를
만끽한다. 천둥, 섬광, 폭우, 광풍처럼 자연이 위협하듯 과시하
는 막강한 힘의 향연에서 공포와 장엄미를 느끼며 진지하고
때론 우스꽝스러운 모험을 펼쳤다. 어찌 보면 「톰 소여의 모
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단순한 문학적 창안을 넘어 마
크 트웨인 본인의 소년기 모험에 대한 예찬이요, 마음의 고향
이자 놀이터였던 미시시피강변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의 정이
녹아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섬과 모래톱이 널려 있고 기
선과 뗏목이 바삐 오르내리던 거대한 강에 켜켜이 쌓인 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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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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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196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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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작성 배경

4.19 혁명을 계기로 수립된 장면 정부는 경제개발과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1961년 봄부터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이하 「실행요강」)1)은 국토건설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실행요령을 제시한 문건이다.
195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원조경제로 경공업은 비교
적 활기를 띠었으나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생산시설 유휴와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새 헌법에 의한 총선거(7월 29일)가 실시되
었다. 그 결과 대통령에 윤보선이 당선되고, 국무총리에 장면이 임명되었다. 윤보선은 8월
13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이 경제 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동아일보 1960). 장면 국무총
리 역시 신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경제 제일주의이며, 실업자 대책으로 공공사업과
1)     국토건설소위원회. 1960.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안).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번호 BA0085198(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40366&dsid=000000000108&gubu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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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을 위한 제반공사 예산을 활용하여 일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1990, 383-387).
민주당 정부는 대미원조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국무부 장관 대리였던 딜론은 소위 ‘딜론 각서’(한국의 경제개혁방
책에 관한 각서)로 알려진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국토건설사업은 이 딜론 각서에서 처음
언급된다. 국토건설사업은 발전소 건설, 도로확장, 토지개간, 수자원개발, 산림녹화 및
기타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기반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실업 대책이었
다. 여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이익이 되는 사업은 수혜민의 자발적
노동력을 통해 이룩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국토건설봉사단’(가칭)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딜론 각서에는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에서 실시한 것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잉여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잉여농산물의 처리와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
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림, 사방, 하천정리, 도로건설 등에 노동력을 동원하고,
노동을 한 자에게는 미공법480호(Public Law 480) 제2관에 의한 잉여농산물을 임금으
로 지급하여 국토보전과 개발을 이룩하고자 하는 대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주한미국
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 이하 유솜)와 협의하여 시범
적으로 원조액 2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한
국에서 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뉴딜정책과 같은 공공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1960년 가을에 이르러 정부에 의해 국토건설사업이 구체화된 것이다(임송자 2013a,
448-450).

2

주요 내용

장면 정부는 1960년 11월 29일 내각회의에서 「실행요강」을 구체화하였다. 「실행요강」은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이룩하도록 자발적인 국토건설운동을 전개하고 유휴노동력 및 조
직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수행할 사업의 계획 및 실행요령의 대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국토건설운동 전
개, ② 1961년 3월 1일부터 유휴노동력과 군 · 관 · 민 · 학생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토
건설사업에 동원, ③ 실업자와 절량농가에 최대한 취업의 기회제공 등이었다.
「실행요강」은 ‘운용원칙, 계획요령, 실행요령, 예산집행 및 현물지급의 절차, 자재 및
도구의 동원, 계획실행 예정’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운용원칙’은 “① 본 사업은 군, 관,
민과 학생을 망라한 전 국민 운동으로서 실행하는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무상동원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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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봉사의 공이 뚜렷한 자는 표창 또는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한다. ② 유상
동원자에 대해서는 국민개로(國民皆勞)의 봉사이념에 입각하여 그 보수는 실비 보상정도
로 하되, 양곡, 면포 등 현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4294년도의 본 사업실행에 있어서는
총 연인원 ○○명을 동원한다. ④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 제480호 제2관 확대
계획에 의한 미 잉여농산물과 기타 일반재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실행요강」이 의결된 후 1961년 1월 18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는 ‘실업자에게 일터를 주
고 춘궁기 절량농가에 노임을 주어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취지로 「국토건설사업실
행요강」 및 단기 4294년도(1961년) 「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을 수정 의결하였다.2) 「실행
요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토건설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안)과 자금계획, 유무상 참
가계획,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국무원은 이 운동의 계획 및 집행을 총괄하며, 국토
건설소위원회(소집책임자: 부흥부 기획국장)에서 관계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위원회와 시장, 군수 및 경찰서장 등으로 구
성되는 국토건설 시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 국토건설 시군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소재사업 추진을 위한 참가인원 동원기획 등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을 통하여 사업의 전모를 발표하였다. 그는 사업의 목적이 ① 실업자 구제와 절량농가
를 위한 노임 살포, ② 공업화의 기초 마련, ③ 국민의 자조자활 정신 앙양이라고 밝히고,
“국가흥망을 가리는 중대 사업”에 국민이 전적으로 호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치수
사업, 도로사업, 도시토목사업, 수리사업, 사방사업, 조림사업, 수리개발사업 등 총 400
억 환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인원 4500만 명이 동원되는 국토건설사업의 내용을 발표하였
다(동아일보 1961).
한편 「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은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의 규정에 따라 1961년도에 추
진할 국토건설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세칙
은 사업참가를 ‘유상참가’와 ‘무상참가’로 구분하여, 유상참가는 각 사업의 공사책임자가
국토건설 시군위원회의 조정 협력을 받아 사업계획 소재지에서 공고 및 기타 적당한 방
법을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하였고, 무상참가는 ‘일반 공무원, 중 · 고등학생,
대학생 및 교직원, 자발적 참가자’와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상참가는 실비보상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데, 주로 양곡과 면포 등의 현물로 반액을 지급하고 잔여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무상참가의 경우는 봉사의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무원
등용이나 사회진출에 편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칙은 ‘시장 또는 군수’, ‘토목관구

2)     경제4부장관. 1961.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 및 단기 4294년도 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수정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번호 BA0085201(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40369&dsid=00
0000000025&gubu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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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2월 25일 국토건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던 장면 국무총리는 중앙청 기자회견

국토아카이브 시리즈 • 2

사무소장’, ‘사방관리 사무소장’, ‘이동산림 계장’, ‘토지계량 계장’이 참가인원 계획, 조정
및 확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실행을 위한 행정체계로 국토건설본부는 국토건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
국토건설위원회는 지방 행정관서와 사업추진에 대한 조정 및 협조기능을 담당했다. 총괄
은 국무원과 국토건설본부가 담당하고, 농림부, 내무부 등의 역할과 지방 관서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3

파급효과 및 의의

국토건설사업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흥부 기획국장 이기홍은 국토건설사업이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전 예행연습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실업자
대책으로 추진하였음을 회고한 바 있다(이기홍 1999, 278-279). 그러나 국토건설사업은
이미 1960년 12월 중순에 열린 종합경제회의에서부터 개발순위, 고용상태 등에 대한 종
합적인 고려 없이 수립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경제4부 장관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들도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비판이 반영되어 1961년 3월 1일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더 나아가 4월 8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었다(임송자 2013a, 469-470).
1961년 집권한 군사정부는 민주당의 국토건설사업을 이어받았지만 그 성격은 크게 변
화하였다. 국토건설사업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 폭력배라는 이유 등으로 검거된 국민들
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추진되다가 1961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입법된 「국토건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 구성
1. 운용원칙
   - 군, 관, 민과 학생을 망라한 전 국민 운동으로 실행
   - 재원은 미공법480호 제2관 확대계획에 의한 미 잉여농산물과 기타 일반재원
2. 계획요령(計劃要領)
   - 적격사업의 선정: 조림, 사방, 소규모 하천, 하천정비, 발전소의 건설 및 기타 공공토목사업 등
   - 계획의 작성: 시, 군 단위로 소규모 수리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종합적 계획
3. 실행요령
   - 계획작성요령: 시, 군 단위로 종합적 계획을 작성함에 앞서 사업국은 전기계획요령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건설소위원회가 종합적인 계획으로 재편한 후 USOM과 조정하여 완결
   - 집행절차: 계획과 집행은 국무원이 총괄하며 계획의 작성과 조정에 관한 보조역할은
                   국토건설소위원회가 담당
4. 예산집행 및 현물지급의 절차
5. 자재 및 도구의 동원
6. 계획실행 예정
자료: 국토건설소위원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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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 구성
① 목적 ② 전제 ③ 사업계획 및 사업실천 기간 ④ 재원 ⑤ 예산정비 ⑥ 도입 농산물의 하역, 가공 및 조작
⑦ 사업참가요령 ⑧ 국토건설사업실행 행정계통 ⑨ 노임임금 절차 ⑩ 보고 ⑪ 현물의 사용
자료: 경제4부장관 1961.

국토건설사업 사업실행 행정계통 종합도
국무원

① 시·군 단위의 사업계획 작성, 자재공급계획 및
    참가인원에 대한 계획 작성

국토건설본부
관계부처

국토건설
소위원회

주한미국
경제협조처

② 종합계획에 대한 조정
③ 사업계획안 제출

서울특별시, 도, 지방건설국

국토건설서울
특별시도위원회

시, 군, 사방관리소, 토목관구사무소

국토건설
시군위원회

④ 사업내용 의결 및 실행의 시달
⑤ 사업실행의 시달
⑥ 사업실행 실적 및 성적 보고
⑦ 보고서 사본 송부

각 사업

⑧ 자문·조정

자료: 경제4부장관 1961.

도망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남강, 소양강, 춘천댐 이설 도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임송
자 2013b). 이후 국토건설단 내에서 소요사건이 발생하고 국토건설단에 대한 비난 여론
이 증가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자, 1962년 12월 17일 「국토건설단 설치법」 폐지
법률이 공포되면서 해체된다.
국토건설사업은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남긴 채 중단되었으나, 이후 보다 체계적인
국토계획의 전사(前史)로서 그 의미가 있다. 국토건설사업의 한계점들로 인해 국토개발
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
한 국토건설사업이 단순히 실업자 구제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에
국토계획 수립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경제4부장관. 1961.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 및 단기4294년도 국토건설사업실행세칙 수정에 관한 건.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284259 (2021년 8월 11일 검색).
국토건설소위원회. 1960.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 https://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isPop=Y
&flag=2&evntId=0049284249 (2021년 8월 11일 검색).
동아일보. 1960. 경제안정제일주의를 지향. 윤대통령 취임선서식서 연설. 8월 14일자.
______. 1961. 국토건설사업의 전모 발표. 2월 25일자.
이기홍. 1999. 경제 근대화의 숨은 이야기. 서울: 보이스사.
임송자. 2013a. 민주당 정권기 국토건설사업의 추진과정. 사림 제46권: 443-480.
______. 2013b.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900-942.
한국개발연구원. 1990. 한국재정40년사. 제1권.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01

제479호 2021 September

설단설치법」이 시행된 뒤에는 국토건설단에 의해 지속되었다. 국토건설단은 징집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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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탄소중립도시 동향

프랑스
라로셸 탄소제로도시 프로젝트
프랑스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라로셸(La Rochelle)은 정부의 ‘혁신 지역
(Territoires d’Innovation)’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라로셸 탄소제로도시(La Rochelle
Territoire Zéro carbon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라로셸시와 주변을 둘러싸
는 라로셸 도시권(La Rochelle Agglomération)을 범위로 하며, 생태 및 에너지전환 분야로
51만 7천 명의 주민 및 지역 주체가 연계되어 있다.
정부가 실시한 ‘혁신 지역’ 공모의 목적은 내일의 국토 및 지역을 만들어갈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다. 총 4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15년간 지원하며, 이 중 1억 5천만 유로
는 순수지원금, 3억 유로는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이다. 지원 분야는 생태 에너지전환, 지방
의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 농업 혁신, 지방 중심도시 및 산업의 재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하다.
2019년 9월 정부는 지역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48개 후보 프로젝트 중 24개의 프
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이 중 8개가 농촌과 식품전환, 7개가 에너지 및 생태전환, 보건, 이동성,
디지털 관련 프로젝트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의 경제개발 주체들이 협력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라로셸 탄소제로도시 프로젝트의 전략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탄소제로도시가 되기 위
해 지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흡수대(puits de carbone)를 최대한 개발
한다. 만일, 해양과 갯벌이 양호한 상태로 작동한다면 동일 면적 기준 산림의 40배에 해당하
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라로셸은 해안도시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해안 식생을 건강한 상태
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라로셸 도시권에 있는 기업
과 인근 도시 및 도시권 간의 새로운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500여 개의 경제활동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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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탄소제로도시 라로셸의 9개 우선투자지구

대한 진단평가가 실시되었다. 셋째, 건
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이
동성을 증대한다. 이 프로젝트로 라로
셸은 770만 유로의 지원금과 1720만 유
로의 투자를 받는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탄소제로를 위
해 기여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큰
9개의 우선지구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된다(<그림 1> 참조). 공공 및 민
간 분야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
구를 선정하였다. 먼저 도심(Centreville)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과 주택의
6%가 노후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les-Salines)으로, 사회주택이 모여 있
는 곳이다. 세 번째는 아트란테크 아 라
고르(Atlantech à Lagord)로, 주민생
활과 경제활동, 연구, 혁신이 어우러
진 저탄소지역 개념으로 설계된 곳이
다. 네 번째는 페리니 산업지대(Zone
industrielle de Périgny)로, 광역자치
자료: https://www.agglo-larochelle.fr/projet-de-territoire/territoire-zero        carbone?article=les-objectifs-et-les-zones-pilotes

단위인 레지옹(Région)의 경제활동거
점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는 라로셸 대
학과 스마트 캠퍼스(L’Université de La

Rochelle et Smart campus)지구로, 지속가능하고 똑똑한 해안도시 개발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여섯 번째는 라로셸 대서양 항구(Port Atlantique La
Rochelle)로,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항구도시이며,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곱 번째는 요트 정박항(Port de plaisance)으로 대서양 요트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그 밖에 셰드배 어항(Port de pêche de Chef-de-Baie)과 탄소흡수대로서 마레, 리토랄
(Marais&Littoral) 등이 있다.
라로셸은 탄소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실
현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 30% 절감, 도보 및 자전거를 사용하는 인구를 두 배로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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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빌뇌브레살린(V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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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함께 타기, 자율주행 교통수단 개발, 100만m²의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사용자가 부담
해야 할 에너지 비용과 주택보수비 절감 등이다. 또한 지역 내 습지를 재정비하여 탄소흡수대
(puits de carbone)를 24%까지 늘릴 전망이다. 이를 통해 25개의 기업에서 1600명의 직접고용,
3000명 간접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Banque des Territoires. https://www.banquedesterritoires.fr/territoires-dinnovation Bouygues Construction. 2020.
Les villes se donnent les moyens de la neutralité carbone, 9월 25일. https://www.bouygues-construction.com/blog/
fr/construire-durablement/villes-neutralite-carbone/ (2021년 8월 5일 검색).
Communauté d’Agglomération de La Rochelle. LA ROCHELLE TERRITOIRE ZÉRO CARBONE. https://www.agglolarochelle.fr/projet-de-territoire/territoire-zero-carbone?article=les-objectifs-et-les-zones-pilotes (2021년 8월 5일
검색).
La Rochelle Territoire Zéro carbone. https://www.larochelle-zerocarbone.fr/
Territoires D’innovation 24 projects lauréats.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jointe/2019/09/
dossier_de_presse_-_territoires_dinnovation_-_13.09.2019.pdf (2021년 8월 5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미국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행보
최근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이례적인 폭염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였고, 이상고온현상 속에서 강
행된 도쿄올림픽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
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BBC News 2021; Lampen 2021, <그림 1, 2> 참조). 이제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것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인류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지구의 위기상황 속에서 매우 적

<그림 1> 미국 서부의 폭염주의보 발령 현황(2021년 6월 28일 기준)

<그림 2>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경기 후 모습

자료: BBC News 코리아 2021.

자료: Lampen 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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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0년 미국 주별 클린에너지 정책 수행 현황
Action taken at:
State level
City/County level
No action taken

<그림 4> 미국 재생에너지 및 석탄 소비량 추세
(단위: Quadrillion 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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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icketts et al. 2020.

자료: Bae 2020.

극적으로 글로벌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데
이어,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및 저탄소 인프라에 약 2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2035년
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공격적인 목표까지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자립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
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약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저탄소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프로그램1)은 물론, 주별로 전체 공급량의 특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지속적
으로 운영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을 장려해 왔는데, 2020년 4월 기준 15개 주에서 100% 클린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
며, 24개 주에서는 시 또는 카운티 정부 단위의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Ricketts
et al. 2020, <그림 3> 참조). 이 중에서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로 전환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재생에너
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워싱턴주는 현재 전체 발전량 중 7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면
서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미국은 세계에서 가
장 많은 1억 4천만t(전년 대비 2.9%)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켰고, 130년 만에 처음으로 재생에
너지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을 추월하기 시작했다(Kim 2020; Bae 2020; Ricketts et al. 2020,
<그림 4> 참조).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러한 추세라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는 2019년
19%에서 2050년 3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했다(Kim 2020).

1)     
생산 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풍력발전 kWh당 2.3센트의 세금을 공제.
  투자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태양광 설비 보유자에게 전력생산 및 소비 후 남은 전력을 보전하게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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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고 있다.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더불어,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마케팅 수단으로 환경이슈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 제조, 제
품수명 등을 포함한 전체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억 달러 규모의 ‘복원기
금(restore fund)’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숲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이키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탄소배출을 30% 저감하겠다고 선
언했다.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인 마스터카드는 올해 4월 이용고객의 소비습관이 탄소 배출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탄소 계산기’를 출시하기도 했다(Kwon 2021, <그림 5> 참조).

<그림 5> 마스터카드의 탄소 계산기

자료: mastercard.us

<그림 6>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린리모델링 개요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
지하는 교통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9년 기준
총 43개 주에서 친환경 교통수단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
한 법안을 발효 및 실행하고 있고, LA, 뉴욕, 시애틀 등의
도시들은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전환
하기로 되어 있다(Addison 2019). 또, 인디애나주 교통국
(INDOT)은 최근 퍼듀대학교와 독일의 스타트업 Magment
와 함께 고속도로 주행 중에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대중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Pyzyk 2021). 건설 분야에서는
미국 실내건축가협회(ASID)와 그린빌딩협의회(USGBC)
가 주거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REGREE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뉴욕의 대표적 명물인

자료: CODA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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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009년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통

해 빌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38% 이상 절감하고 연간 440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
약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거듭났다(CODAA 2021, <그림 6> 참조).
이렇듯 미국은 정부, 기업, 민간이 한마음이 되어 자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바이든 정부 수립으로 회복한 친환경 리더십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공격적으로 나
서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에 온실가스 절감에 동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탄소조정세’ 도입 등
을 통해 탄소배출과 관련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의 탈(脫)탄소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공혜은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hqk5365@psu.edu)

일본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의 국토교통 녹색챌린지 프로젝트
2050년 탄소중립 국가를 향한 일본의 동향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한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2050년 카본 뉴트
럴’을 선언하고, 탈(脫)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
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탄소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 2050년까지 80% 감
축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2030년까지 화력을 2018년 기준 77%에서 56%로, 원
자력을 6%에서 20~22%, 신재생에너지를 17%에서 22~24%로 조정하는 에너지 믹스 계획
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제성장 전략의 방향성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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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코리아. 2021. 미국, 캐나다 폭염으로 수십 명 사망...갑작스러운 폭염, 왜?, 6월 30일. https://www.bbc.com/korean/
international-57661673 (2021년 8월 1일 검색).
CODAA. 2021. 국내외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방향과 사례, 4월 21일. https://blog.naver.com/codaaxyz/222317802577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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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 2020. 미국의 탈탄소사회 계획 및 전망, 12월 16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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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S. 2021. ‘탄소 제로’ 시대를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 5월 4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
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312 (2021년 7월 28일 검색).
Lampen, C. 2021. On Top of Everything Else, Tokyo Is Way Too Hot, 7월 28일. https://www.thecut.com/2021/07/2021tokyo-olympics-plagued-by-dangerous-heat-humidity.html (2021년 8월 1일 검색).
Ricketts, S., Clifton, R., Oduyeru, L. and Holland, B. 2020. States Are Laying a Road Map for Climate Leadership, 4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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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news/indiana-dot-purdue-developing-wireless-ev-charging-for-highways/603774/ (2021년 7월 29일 검색).]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그림 1> 2020년 10월 26일, 국회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스가 일본 총리

술 개발에 적극 투자 · 지원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8일), 산업구조 변화를 꾀
해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녹색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
다(2020년 12월 25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보
조를 같이하여 도쿄도와 교토시, 요코하
마시 등 226개 지자체에서 2050년 탄소

자료: https://www.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0/10
26shoshinhyomei.html

중립 실현을 선포하였으며, 올해 중반까
지 지역 내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

정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经團連)에서도 신성장전략을 공표(2020년 11월 17
일)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탈탄소 에너지의 공급,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 생산공정 확립,
운수 · 민생부문에서의 혁신적 제품과 건물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향해’라는 계획을 공개(2020년 12월 7일)하였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은 이러한 개
혁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술력을 조기 확보하고
자 이 계획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정리한 탄소중립사회 실현계획과
녹색성장전략은 올해 6월에 공개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 녹색 챌린지 프로젝트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완화대책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변동 리스
크를 고려하여 방재 · 감재 및 국토 리질리언스 강화나 국토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국토정책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특히 국토, 도시, 교통부문은 일본 내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들 분야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은 녹
색사회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기존의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환경 분야에서의 각종 시책
과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올해 7월 ‘국토교통 녹색챌린지’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토 · 도시 · 지
역공간에서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으로, 탈탄소사회와 기후변동 적응사회, 자연공생사
회, 순환형 사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6가지 프
로젝트 전략으로 정리된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성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원이 핵심이라 보
고,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 및 산학기관과 함께 주택건축, 물류, 인구유동, 토목 인프라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동차 · 선박 · 항공기산업을 포함한 14개의 중점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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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토교통 녹색챌린지 6가지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내용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라이프사이클 탄소 마이너스화(LCCM) 건축물 보급
•에너지절약형 건물로의 개보수 촉진

확대로 이어지는

•에너지절약 성능 인증·표시제도의 충실화 및 보급

스마트하고 강인한

•규제대책 강화

생활과 도시정비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연비 향상
•물류 서비스에서의 전기차 활용 추진
전기자동차에 대응하는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전기화에 의한 새로운 운송시스템과 녹색 슬로 모빌리티, 초소형 모빌리티 도입 촉진
•전기자동차 대응 인프라 전개를 위한 EV 충전기의 공공도로 설치 및 주행 중 충전시스템 기술
   연구개발 지원
•리질리언스 강화에 이바지하는 V2L(Vehicle to Load) 시스템 보급 촉진

•수소·연료 암모니아 등의 수입과 활용 확대를 꾀하는 탄소중립 항만형성 추진
항만·해상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제로형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도입 촉진과 일본 주도의 국제기준 정비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

탄소중립 실현 및

•블루카본 생태계 활용, 선박 분야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연구개발 추진

녹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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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해상교통 적응대책, 해양재생 및 보전, 자원순환 추진

•유역 치수 연계 녹색인프라를 활용한 빗물 저수 촉진

녹색인프라를

•도시녹화 추진, 생태계 네트워크의 보전·재생·활용, 건전한 물순환 확보

활용한 자연공생형

•그린본드 등 녹색금융 및 ESG 투자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 가치 향상

지역재생

•민·관연대 플랫폼 확대를 통한 녹색인프라의 전개 추진

•ETC 2.0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체증대책, 환상형 도로정비에 의한 교통흐름대책
디지털과 녹색에

•지역 대중교통계획과 연동한 LRT·BRT 등의 도입 촉진, MaaS 전개, 교통 간 접근성(modal connect)

의한 지속가능한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교통물류 서비스 전개

•물류 DX 추진,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 더블 트레일러트럭 보급, 전환교통(modal shift) 추진
•선박·철도·항공 분야에 차세대 녹색수송기관 보급

•지속성을 고려한 계획 책정, 인프라 장수명화를 통한 탄소 저감 추진
인프라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탄소중립과
순환형 사회 실현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활용 촉진 및 기술개발
•건설 시공 분야에서의 ICT 시공 추진, 혁신적 건설기계 도입 확대
•도로조명 LED 전환, 에너지절약형 철도설비, 공항시설 및 차량의 탄소 저감화, 댐·하수도 등 인프라
  서비스의 에너지절약형 전환
•질을 중시하는 건설 재활용 추진 등

실증시험, 도입 확대, 자립 상용화 등의 분야별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GIS 데이터를 교통과 도시정비에 적
용함으로써 물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거나, 민간자본과 ESG 투자를 통해 녹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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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야별 이노베이션 사업과제와 국토교통성의 주요 시책
분야
주택 및
건축산업

과제
고성능 주택/건축물
목조건축물
탄소중립 항만형성

스마트교통 도입
자전거이용 촉진

물류, 인구유동,
토목 인프라산업

녹색물류 추진
교통네트워크·거점·수송
효율화 및 저탄소화 추진

인프라, 도시공간의
탄소배출 제로화

국토교통성의 주요 시책
•LCCM 주택·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H, ZEB),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
•목조건축물 보급
•탄소중립 항만형성
•차세대 에너지자원 획득에 기여하는 해외 항만 투자 검토
•MaaS 도입을 위한 실증, 이동에 필요한 다양한 니즈에 대응 가능한 MaaS 보급
•지역 대중교통 확보 및 유지, 계획 수립 촉진
•전기화, 자동화에 의한 저탄소배출 수송시스템 도입
•자전거 통행공간 정비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창출
•전환교통 추진
•물류시설의 저탄소화 추진
•더블 트레일러트럭 등에 의한 물류 효율화
•연료전지 철도차량 개발 및 도입
•친환경 공항 추진, 항공교통 시스템 고도화
•드론 물류 실용화
•도로조명의 에너지절약화, 주행 중 급전기술 연구지원, EV 충전기 공도설치 검토
•하수열 이용
•녹색인프라 전개

건설 시공상의
탄소중립 실현

•시공 효율화 및 고도화
•디젤엔진을 기본으로 한 연비성능 향상
•혁신적 건설기계 도입 확대

카본프리 대체연료로의 전환

•연로전지 선박, EV 선박, 가스연료 선박

LNG 연료 선박 고효율화

•기술개발 및 도입, 풍력 추진과의 조합

선박산업
에너지절약 및 탄소
저감 배출 선박 도입과 보급을
촉진하는 국제기준 정비
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

연료 암모니아산업

암모니아 활용 확대

수소산업

•신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따른 사업자 공모, 기지항만 정비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해외 전개
•가스연로 선박, 암모니아 연료전지 선박
•연료 암모니아에 대응하는 해외선적항이나 국내항만에서의 환경 정비

이용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의 수소 활용 추진
   - 하수도에서의 수소 활용 추진

수송

•수소운반선
•수소에 대응하는 해외선적항이나 국내항만에서의 환경 정비

분야 횡단
자동차 및
축·전지산업

전기화 추진 및
차량사용법 변혁

식재료 및 농립수산업

흡수원 대책

항공기산업

항공 탈탄소화

카본 리사이클 산업

CCUS 기술 보급

자원순환 관련 산업

바이오매스 발전 보급

라이프스타일
관련 산업

ZEH, ZEB, EV·FCV,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조합한 토탈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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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박, 기존 선박에 대한 연비성능 규제

•항만 및 임해부, 공항 등에서의 수소 활용 실증
•전기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 및 도시 도로 인프라 전개
   - 차량 사용법의 변혁에 의한 탄소배출량 삭감과 이동 활성화 동시 실현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블루카본 생태계 활용
•환경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재 보급 촉진
•바이오 제트연료 등의 보급 촉진
•선상 탄소포집, 해상 탄소 수송, 선박에서의 메타네이션 연료 활용
•해조류 바이오 제트연료 등 보급 촉진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확대

•ZEH, ZEB, EV·FCV 등의 비용 저감

융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은 산업구조 개혁과 혁신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국민과 기업의 행동양식 개혁 촉진도 ‘녹색 챌린지’에 포함되는
데, 에너지절약 성능이나 탄소 저감에 대한 인증 평가제, 인센티브 도입 등은 이를 위한 것이다.
가령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이 제품을 구입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친환경적인 행
동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환경 의식 고취가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탄소중립 선행지역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최소 100가지 사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탄소중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산업의 활용을 통한 지역 공간형성이라는 지방 창생과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자료: 国土交通省. 2021a. グ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国土交通グリーンチャレンジ」. https://www.mlit.go.jp/report/press/
content/001412433.pdf (2021년 8월 9일 검색).
_____. 2021b. グ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国土交通分野における環境関連施策・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グリーン社会の実現
に向けた動向、検討の視点等）. https://www.mlit.go.jp/policy/shingikai/content/001389402.pdf (2021년 8월 9일 검색).
日本政府合同. 2021.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https://www.meti.go.jp/press/2021/06/20210618005/
20210618005-3.pdf (2021년 8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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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東京大学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박사과정 (lee@csis.u-tokyo.ac.jp)

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2021 공간정보 국제 컨퍼런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
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인공지능을 이
용한 공간정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디지
털트윈 기술은 미래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술로,
지역에 기여하고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로 영국 디지털 프레임워크 태스크그
룹 마크 엔저(Mark Enzer) 의장은 ‘영국의 국가 디지털트윈
(National Digital Twin in UK)’을 발표했다. 빠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트윈 기술의 활발
한 활용과 기술의 핵심이 될 데이터를 관리할 효과적인 가
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더불어, 데이터 통제와 시스템 개입
은 권력에 의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국토연구원 성혜
정 부연구위원의 ‘한국의 디지털트윈 정책방향’이었다. 코
리안 뉴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디지털트윈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며,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관련 지자체와의

국토연구원은 7월 22일(목)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인공지

프로젝트 협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능과 디지털트윈으로 여는 공간정보사회(Spatially Enabled

했다. 또한, 디지털트윈 국토의 실현은 모두 함께 할 때 가

Society with AI and Digital Twin)’라는 주제로 ‘2021 공간정

능하다며, 현재 디지털트윈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강

보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 ICGIS,

조했다. 이어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한중훈 교수의

이하 ICGIS)’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개회

‘AI를 이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전략’, 트림블 아시아-태평

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양사(社) 토리 리그비(Troy Rigby)의 ‘BIM과 공간정보를 이

대처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라며, “이번 ICGIS는 보

용한 스마트 건설’, 미국 뉴욕대학교 손건호 교수의 ‘인공지

다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3차원 공간정

능과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자율주행 기차’ 등의 주제발표

보를 위한 새로운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가 이어졌다.

고 말했다. 또한, 강현수 원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공간정

주제발표가 모두 끝난 후 부산대학교 이기준 교수의 주

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해외의 사례를 논의하는 귀한

재로 종합토론이 시작됐다. 이화여자대학교 강영옥 교수,

자리가 될 것이고, 국토연구원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데

국가공간정보센터 임헌량 센터장, 서울시 박희영 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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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담당관, 전자신문 문보경 기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주제는 ‘2040년 미래의 도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슬기

벌였다.

로운 나의 하루 일기쓰기’, ‘해시태그 따라 우리 마을·고
장 둘러보기’, ‘우리 동네 한 바퀴 둘러보기, 우리동네 자

제26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랑하기’ 등 총 6개의 주제가 선정됐다. 작품 형식은 생활
문(일기, 수필, 기행문 등)으로, 200자 원고지 5~10매 이
내 또는 줄글 1000~2000자 이내 손 글씨로 작성한 작품
이어야 한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1일(월) 예정이며, 추후 국토연구원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나뉘어 국토연구원장상, 국토교
통부장관상, 한국교육방송사장상 등이 수여되며, 부상으
로 상장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낸
지도교사 2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연구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함께 미래
우리 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
취하고자 ‘제26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전국 초등학생은 응모기간인 9월 14일(화)부터
약 한 달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올해 글짓기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13

제479호 2021 September

홈페이지와 EBS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KRIHS 보고서 서평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평 |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부교수 (yyounmo@snu.ac.kr)

조만석, 박태선, 한우석, 이상은,
안종욱, 서정섭, 신정우 지음
2020년 9월 발간

2020년 말, 내국인 인구가 벌써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별 · 광역시는 평균 약 797원/t인 반면, 군지역은 평균

소식이 들려왔다.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합계 출산율

약 2053원/t에 이른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 때문이며,

이 1명 이하로 내려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이것이 바로 인구감소 시대에 상수도를 주목해야 하는

있던 소식이기도 하다. 올해 6월 정부는 아예 ‘인구감

이유이다. 지방상수도는 어디든 물값보다 더 많은 비

소지역’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는데, 특

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군지역일수록 그

별 ·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 150여 개 되는 지자체

격차가 더 심하다. 그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지역의

중 80여 개나 지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듯 인구

상수도 공급비용은 어떻게 될까? 인구가 더욱 감소한

감소는 이미 시작된 문제이고, 앞으로 많은 의사결정

다면 그 지자체는 상수도 기반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보

까? 이 연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을 주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한 ‘상수도’ 연구는 무척이나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주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적인 의미는 크게 세

제이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상수도를 둘러싼

수돗물 가격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

큰 논쟁인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의 논쟁을 직접적으로

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의 품질은 엇비슷함에

드러내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

도 사는 지역에 따라 물값이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난

한 대로 지역마다 물값이 다른 이유는 공급비용이 다

다. 이 차이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데, 연구진이 지적

르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지대한 영향

하고 있듯이 대도시에서는 물값이 싸고 소도시에서는

을 미치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형평성만 강

물값이 비싸다. 특별 · 광역시 평균이 720원/t이고, 군

조하면 지역별 격차가 심한 물값과 물의 품질을 공평

지역 평균은 900원/t이다. 원가는 더 차이가 난다. 특

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효율성만 강조하면

114

상수도사업의 재정구조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데에 있으며, 상수도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다. 형평성 논리

정책 연구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가 가지는

는 자칫 지속가능성을 놓칠 수 있고, 효율성 논리는 자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본다.

칫 필수 공공사업으로서의 상수도사업 정체성을 훼손

본 연구의 진보성을 보여주는 세 번째는 상수도 관

할 수 있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목표이다. 연구진은 이

련 제반 법령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형태로 법 · 제도의

를 설명하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지방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가 거시정

분권시대에 맞는 국가와 광역,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책, 상수도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 요금 · 원가제도,

재설정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지방상수도라 할지라

주민참여방식, 위탁운영방식, 권역통합방식의 7가지

도 국가가 상수도 보급의 최종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하

측면에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관련 법 · 제

며, 현재 상수도 관련 국고사업 및 국가정책의 문제점

도의 개선방향도 상당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담론적

상수도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분

측면의 결론과 함께 보급, 국고사업, 요금설정, 원가산

권 및 지방직영기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괄

정, 주민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

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수도법」 , 「지방

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기업법」 등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 세부지침까지 구
체적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있는 점은 정책 활용성

통합과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유형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인구감소시대에 지방 사무로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차례 지역

의 상수도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간 상수도 통합의 논의는 있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

에서 제기된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의 조

었는데, 그 이유를 무리하고 획일적인 통합 추진에 있

속한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다고 보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시급한 지역을

그 외에도 지방상수도가 처한 다양한 여건 및 현황

우선 선별하여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를 제

제시, 해외사례 소개, 지방상수도 사업구조별 특징 분

안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이 필요한 곳에서도 자체 통

석 등 지방상수도를 정책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필요

합조직 구성이 적합한 곳과 도 단위 통합 또는 통합위

한 정보와 해석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탁을 수행할 곳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통합이

지방상수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계 공무원, 업계 종

어려운 곳은 국고보조사업이 시급한 곳과 위탁운영으

사자 등이 주요 독자가 되겠으며, 지방상수도 제도 개

로 해결 가능한 곳으로 나누고 있다. 실제 해당 지자체

선을 위한 고민 시 첫 번째로 참고할 만한 보고서라 할

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 또는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인

수 있겠다. 또한, 물에 대한 권리 및 각 주체들의 책임

지는 사전 분석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서 결정되어

을 다루는 부분은 정책 결정자 외에도 상수도에 관심

야 할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구조 개선방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상수

향을 제안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도는 도시의 중요 기반시설이기도 하므로, 수도 관련

평가한다. 유형화의 근본 목적은 지자체의 고유사무

연구자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가

인 지방상수도는 지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이기

능 도시를 위한 인프라 운영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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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9일 발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월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에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하였다. 탄소

는 전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기초 · 콘크리트 슬

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 내 ‘건물부문 전문위원회’가

래브 · 내력벽 · 외벽 마감재 등 건축자재의 탈탄소화를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은 에너지소비 절감 분야에서 건

중요한 감축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물 에너지 효율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건물부문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감축수단과 더불어

관리, 행태 개선 강화이고,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청

제로에너지 달성 여부이다. 신축 건물과 기존 건축물

정에너지 보급 및 저탄소 에너지 활용 그리고 전력화

에 부합하는 감축수단을 융 · 복합화하여 제로에너지

이다.

건축물 수준을 목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물

EU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수단을 발표

이 위치한 부지의 한계와 건물을 둘러싼 조건으로 인

하였다. 그들도 현행 준(準)제로에너지건물(Nearly

해 개별 건물 단위의 제로에너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ZEB) 정책만으로는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정

점을 인식하곤 한다. 이러한 개별 건물 단위의 제로에

도의 에너지만 감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5가지 추

너지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 단위를 넘어 도

가 감축수단을 제시(Rooijers 외 2020)하였다. 5가지

시 · 국토단위에서의 탄소중립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감축수단으로는 건물 외피의 에너지성능 향상(19%),

한다.

열에너지원의 전환(39%), 고효율 전기장치(11%), 신

이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 ‘건물부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11%), 건축자재의 탈탄소

전문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일 건물

화(19%) 등이다. EU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의 탄소중립 방안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물부문 2030

특징은 건축물 외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

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건물부문’의

고 열에너지 전환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전문위원회 명칭을 ‘건물 · 도시 · 국토부문’으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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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도시 · 국토 내 공간 범

정책 수단을 제안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위를 포함한 중장기 정책 제언 및 에너지 생산-저장-

off-site 제도의 현실화, 열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거래-흡수 등의 관점에서 감축수단을 지속적으로 제

인프라 개선, 도시 단위 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흡수

안하는 것이다.

까지 동시에 산정 · 관리 · 인증하기 위한 인증제도 및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토연구원의 「건물 분야 온실

평가 툴 마련,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작성된 에너지

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 · 토지공간 활용 전략」 보고서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로

는 매우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연구이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도시 및 탄소중립도시 실증 및 평가, 그리고 중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미 충분히 수행되었고

앙-지방정부 간의 지역 에너지 확대(신재생 및 에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건물

지효율)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의방안 마련 등

외부의 토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공간 단위에서 건물

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연구가 후속 과제로 진행되길

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연구

바란다.

내용 중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지

건물을 넘어 도시별 탄소중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 있는 도시와 국토 등의 공간 단위에서 온실가스를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WISH

감축하는 최적화 모델 구축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LIST’가 아닌 ‘TO-DO LIST’를 만들어야 한다.
제479호 2021 September

을 지원하는 분석도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제안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EU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별 건물 단위에서 벗
어나 건물군(stock) 집합개념1)으로 전환시키면서 도시
차원의 종합적 항목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
리하고 있고, 영국 베딩톤(Beddington)의 제로에너지
단지, 핀란드 에코비키(Eco-Viiki) 마을 등도 지구 단
위 차원으로 확장하면서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고 있다
(Rohde 외 2012).
국내에서도 넷제로(net zero) 1차 에너지 달성을 목
표로, 2012년 이후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지인 노원
이지하우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1)     https://ec.europa.eu/clima/sites/default/files/strategies/2050/docs/
housing_report_en.pdf

가 실증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선언하는
정책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도시 또는
탄소중립도시와 같은 새로운 대안에 대한 정의, 범주,

참고문헌

기준 그리고 도시에너지자립률(도시온실가스 총량제)
등과 같은 정책 수단과 그에 부합하는 실증사례를 찾
을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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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기본 20-27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특성의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		
		
8,000원
기본 20-28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29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
7,000원
기본 20-30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8,000원
기본 20-31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7,000원
기본 20-32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7,000원
기본 20-33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34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관리 제도 개선방안
8,000원
기본 20-35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7,000원
기본 20-3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8,000원
기본 20-37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연구
8,000원
기본 20-38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7,000원
기본 20-39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8,000원
기본 20-40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8,000원
기본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8,000원
기본 20-42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 방안
8,000원
기본 20-43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Ⅰ)
7,000원
기본 20-44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8,000원

2019년도 보고서
기본 19-01
기본 19-02
기본 19-03
기본 19-04
기본 19-05
기본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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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기본 19-08
기본 19-09
기본 19-10
기본 19-12
기본 19-13
기본 19-14
기본 19-15
기본 19-16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기본 19-17
기본 19-18
기본 19-19
기본 19-20
기본 19-21
기본 19-22
기본 19-23
기본 19-24
기본 19-25
기본 19-26
기본 19-27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7,000원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7,000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7,000원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7,000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8,000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8,000원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7,000원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7,000원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7,000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7,000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8,000원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5,000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7,000원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9,000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7,000원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8,000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8,000원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7,000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7,000원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7,000원

기본 19-28
기본 19-29
기본 19-30
기본 19-31
기본 19-32
기본 19-34
기본 19-35
기본 19-38
기본 19-39
기본 19-40

8,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8,000원
8,000원

2018년도 보고서
기본 18-01
기본 18-03
기본 18-05
기본 18-06
기본 18-07
기본 18-08
기본 18-09
기본 18-10
기본 18-11
기본 18-12
기본 18-15
기본 18-18
기본 18-19
기본 18-21
기본 18-22
기본 18-23
기본 18-25
기본 18-26
기본 18-28
기본 18-29
기본 18-30
기본 18-31
기본 18-32

기본 18-3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7,0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7,000원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7,000원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7,000원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7,000원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8,000원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7,000원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8,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방안 연구
7,000원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7,000원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7,000원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8,000원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7,000원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8,000원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방안
8,000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7,000원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8,000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 7,000원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9,000원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I)
8,000원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9,000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7,000원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원 지식관리팀과 전국 대도시 지정서점에서 직접 판매하며,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도 보고서 검색 및 구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문 및 우송(우송료는 구입자 부담)도 가능합니다.
※구입문의: 국토연구원 지식관리팀 (044)960-0424, 교보문고 (02)397-3500, 영광도서 (051)816-9500, 충장서림 (062)227-1932, 학원서림 (053)255-0336,
대훈서적 (042)254-7007, 처용서림 (052)265-1741, 동아서관 (033)742-3042, 성안길문고 (043)254-0203, 홍지서림 (063)231-4748

2017년도 보고서
기본 17-0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3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04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05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6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8,000원
기본 17-07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8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9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7,000원
기본 17-1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도로기능평가를 중심
으로
7,000원
기본 17-11 스마트 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12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13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7,000원
기본 17-14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9,000원
기본 17-15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7,000원
기본 17-16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7,000원
기본 17-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18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20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형성방안 연구( I )
7,000원
기본 17-21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22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 복원력도시 구현방안
본보고서
7,000원
기본 17-22-1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 복원력도시 구현방안
부록
7,000원
기본 17-23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II )

9,000원
기본 17-24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8,000원
기본 17-25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 II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 분석
을 중심으로
9,000원
기본 17-26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 II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8,000원

2016년도 보고서
기본 16-01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기본 16-02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기본 16-03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기본 16-04 호남 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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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민간 확산 앞당기려면…
양영경 헤럴드경제 기자 (y2k@heraldcorp.com)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

너지를 공급했다. 전력 소비량은 일반공장으로 설계됐을 때

후 실천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산업계에 부

보다 50% 이상 줄었고,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두 번째로

는 ‘친환경 바람’은 거의 신드롬 수준이 됐다. ‘친환경’이란 딱

높은 1++등급, 에너지자립률은 28.25%에 달했다.

지가 붙지 않으면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그린수소’ 사

민간기업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로에너지 공장을 지을 생

업에 뛰어들고, ‘그린본드(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용 채권)’를

각을 했을까. 알고 보니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발행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사용전력의 100%를

조언과 김정환 힘펠 대표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선언도 마치 버킷 챌린

이 교수가 “제로에너지건축의 핵심인 전열교환기 생산업체가

지를 하듯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 공장을 지어 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했고, 김

건설·건축업계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로 탄소

대표는 ‘공기에너지 기술로 인간 건강에 기여한다’라는 경영

중립 실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는 단열·기밀성능을 강

철학을 떠올리며 기존 공사비에 7억 원(정부지원 7670만 원)

화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을 더 들여 설계를 변경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직접 생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ZEB가 최근 새로 등장한 개

ZEB 구축이 결국에는 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념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14년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없다. 문제는 비용이다. 건강에 좋은 유기농 식품이 일반 식

수립하고 ZEB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ZEB가 지구와의 공

품보다 비싸듯,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 비용이 드는 건 어찌

존을 위해 건설·건축업계 등이 그간 추진해 온 결과물인 동

보면 당연한 일이다. 힘펠처럼 자발적인 투자로 실천하는 모

시에 앞으로도 계속 구현해 나가야 할 목표인 셈이다.

델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내리기

ZEB는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기 전부터 업계

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친환경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의 주요 이슈였다. 2019년 겨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환기가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재무적 수익은

전 제조기업 힘펠의 3공장을 찾은 적이 있다. 이곳은 국내 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의 제로에너지 공장이다. 밖은 살을 에는 듯 추웠지만, 공

따라서 민간영역에서의 ZEB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장 내부는 따뜻한 봄 날씨 같았다.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았는

인센티브와 연구개발(R&D)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 수준

데도 섭씨 24℃ 안팎의 실내 온도가 유지됐다. 당시 공장 관

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저리 융자지원

계자는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호를 에너지 절감형 삼중유리

등은 ZEB를 활성화할 동력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우세하

로 교체한 덕분”이라면서, “배기와 환기를 할 때 열을 교환하

다. 정부가 인센티브에 인색하면 탄소중립 실천이 자칫 ‘빈익

는 열회수형 환기장치도 실내 온도 유지에 한몫했다”라고 설

빈 부익부’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민간부문의 ZEB 의무화는

명했다. 공장 옥상에 깔린 365W 태양광 패널 98장과 건물 바

3년여 남은 상황이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ZEB 구

깥에 붙은 370W 태양광 패널 126장은 공장에 필요한 전기에

축에 사활을 걸 만한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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