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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더불어 연간

1만2162톤 CO2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연간 2억1800만원을 절약하고, 향후 10년간 총 21억8900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기관, 학교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총 297개(2009년 기준, 

가정집 제외) 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연간 약 522만9812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한 것으로 어린 소나무로

환산하면 약 188만2732 그루를 심는 환경효과가 있다. 본지는 서울시 녹색서울 시민위원회와 에너지나눔과

평화에서 지난 2007년부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신재생에너지여행
< 자료제공 : 서울시 녹색서울 시민위원회·에너지나눔과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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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

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8개

분야, 신에너지3개분야로구분된다.

신재생에너지는석유및석탄과같이사용하면없어

지는 고갈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가능에너지로, 화석

연료를통해발생하는온실가스발생이 거의없어지속

가능한경제발전과 에너지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

한다.

지구는지난 1만년동안 1도이상의변화가없었는데

최근 100년간(1906~2005)은 무려 0.74도나 상승했

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인 1.5도가 상

승했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2000년대비 7.4도가상승하게되고수억명이사망하

게된다는견해가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

하지않고지속적으로재생하여사용할수있는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부각되고있다.

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따라 2020년까

지온실가스30% 감축(배출전망대비)을목표로설정하

고신재생에너지의확대보급을위해여러제도를운영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시민들 누

구나신재생에너지를자신의집에설치할수있다.

서울시신재생에너지여행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

오, 해양, 폐기물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 수소에너지

지구평균기온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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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설비융자지원제도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생산자를대상으로장기저리의융자지원을통해초

기투자비를경감, 경제성을확보하여신재생에너지설

비설치및관련산업을육성하는제도

2) 보급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

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

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찰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

고자하는사업이다.

*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

화된 일반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50%이내지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설

비 : 소요시설비용의50%이내지원

-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30% 이내

*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

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

비의최대80%이내지원

3)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

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

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최대 50%이내, 단

연료전지는80%이내)를무상으로지원하는사업

4)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

5) 신재생에너지기반조성사업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

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이 지

식경제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

가격과전력거래와의차액(발전차액)을 15년이나 20년

간지원해주는제도

○ 태양광시장창출계획(BPS시범사업)

태양광 시장의 확대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개발

공급협약(RPA)기관(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

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을 대상으로 3개년

(2009~2011)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공급또는판매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

공공기관건축연면적3천㎡이상의신축·증축·개

축건물에대하여총건축공사비5%이상을신·재생에

너지설치에투자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 증·개축하는 건물(’09.3.15 건축허가분부터 시행)

이슈&이슈

▲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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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태양광이 153곳, 태양열은 106곳, 풍력

은 1곳, 지열은 10곳, 바이오에너지는 4곳, 연료전지는

3곳, 폐기물에너지는 4곳 등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

너지보급사업을지속적으로 추진시켜현재공공부문

을중심으로설치되는신재생에너지 시설을민간건물

이나가정집에도확대할예정이다.

서울시신재생에너지여행

*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청정·무제한 이용 가능

*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

*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가 가능

* 설비의 수명이 20년 이상

*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날씨별 일사량에 따라

다름

*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

* 설치장소가 한정적, 시스템 비용이 고가

장점

단점

태양광에너지
태양광발전은태양광을직접전기에너지로변

환시키는기술

▲강동자원종합순환센터의주차장지붕공간을활용한태양광발전

▼서울시학교및공공기관에설치된태양광에너지시설

강남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30 16,713 6,018 

강남 대청초등학교 14.4 8,022 2,889 

강동 현대제이드아파트 49.4 27,521 9,910 

강동 강동자원종합순환센터 30 16,713 6,018 

강동 성일초등학교 14.4 8,022 2,889 

강북 미아뉴타운아파트 74.4 41,448 14,925 

강북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20 11,142 4,012 

강북 미양고등학교 5 2,786 1,003 

강북 미양중학교 5 2,786 1,003 

강북 수유2동어린이집 5 2,786 1,003 

강서 9호선김포차량기지 70 38,997 14,042 

강서 공항고등학교 21.6 12,033 4,333 

강서 원불교(시민발전) 3 1,671 602 

관악 관악구민체육센터 50 27,855 10,030 

관악 서울과학전시관 50 27,855 10,030 

관악 동명노인복지센터 40 22,284 8,024 

관악 구암중학교 30 16,713 6,018 

관악 선봉어린이집 30 16,713 6,018 

관악 대한성공회살림터 14.96 8,334 3,001 

광진 건국대학교 50 27,855 10,030 

광진 광진초등학교 30 16,713 6,018 

광진 중곡1동어린이집 5 2,786 1,003 

광진 중곡종합사회복지관 5 2,786 1,003 

광진 중앙어린이집 5 2,786 1,003 

광진 중곡1동제2경로당 3 1,671 602 

광진 중랑천변공중화장싱 1 557 201 

구로 고척근린공원 100 55,710 20,060 

구로 구로화원종합사회복지관 50 27,855 10,030 

구로 구로고등학교 30 16,713 6,018 

구로 구로구청 30 16,713 6,018 

구로 고척2동주민센터 20 11,142 4,012 

구로 구일어린이집 20 11,142 4,012 

금천 서울디지털드림타운 40 22,284 8,024 

금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30 16,713 6,018 

금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10 5,571 2,006 

금천 독산빗물펌프장 10 5,571 2,006 

금천 옥계어린이집 10 5,571 2,006 

금천 가산어린이집 5 2,786 1,003 

지역 기관명
태양광설치 온실가스 나무심기

용량(kW) 저감량(kgCO2)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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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개미어린이집 5 2,786 1,003 

금천 새길어린이집 5 2,786 1,003 

금천 세일중학교 5 2,786 1,003 

노원 광운대학교 50 27,855 10,030 

노원 한전중앙교육원 50 27,855 10,030 

노원 공릉2동주민센터 20 11,142 4,012 

노원 하계어린이집 20 11,142 4,012 

노원 마들공원 15 8,357 3,009 

노원 공릉어린이집 10 5,571 2,006 

도봉 도봉고등학교 50 27,855 10,030 

도봉 방학중학교 21.6 12,033 4,333 

도봉 신화초등학교 20.5 11,421 4,112 

도봉 문화고등학교 20 11,142 4,012 

도봉 도봉산공중화장실 12 6,685 2,407 

동대문 휘경1동주민센터 20 11,142 4,012 

동작 동작문화복지센터 30 16,713 6,018 

동작 서울여성프라자 30 16,713 6,018 

동작 동작구의회 10 5,571 2,006 

동작 숭실대학교 10 5,571 2,006 

동작 은하어린이집 10 5,571 2,006 

마포 망원유수지체육공원 100 55,710 20,060 

마포 서부도로교통사업소 70 38,997 14,042 

서대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60 33,426 12,036 

서대문 연세대학교 50 27,855 10,030 

서대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0 16,713 6,018 

서대문 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20 11,142 4,012 

서대문 이화여자대학교 20 11,142 4,012 

서대문 홍은초등학교 14.4 8,022 2,889 

서대문 남가좌2동주민센터 10 5,571 2,006 

서대문 명지전문대학교 10 5,571 2,006 

서대문 서대문구의회 10 5,571 2,006 

서대문 서대문보건소 10 5,571 2,006 

서대문 홍제천안산가압장 10 5,571 2,006 

서대문 두바퀴쉼터 5 2,786 1,003 

서대문 연희실버타운 5 2,786 1,003 

서대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5 2,786 1,003 

서초 서울인재개발원 115 64,067 23,069 

서초 농업기술센터 45 25,070 9,027 

서초 양재초등학교 19.2 10,696 3,852 

서초 방배중학교 14.4 8,022 2,889 

지역 기관명
태양광설치 온실가스 나무심기

용량(kW) 저감량(kgCO2) (그루)

서초 서초보건소 10 5,571 2,006 

성동 서울숲뚝도정수장 300 167,130 60,180 

성동 한양대학교 50 27,855 10,030 

성동 서울숲곤충식물관 10 5,571 2,006 

성북 길음뉴타운아파트 125.5 69,916 25,175 

성북 성신여자고등학교 50 27,855 10,030 

성북 성북구민체육센터 20 11,142 4,012 

성북 석관고등학교 16.7 9,304 3,350 

성북 상락원 15 8,357 3,009 

성북 승가원 15 8,357 3,009 

성북 ㈜장위가스 15 8,357 3,009 

성북 석관초등학교 14.4 8,022 2,889 

성북 성북청소년수련관 10 5,571 2,006 

성북 아리랑시네센터 10 5,571 2,006 

성북 정릉종합사회복지관 5 2,786 1,003 

성북 녹색연합 3 1,671 602 

성북 성북근린공원 3 1,671 602 

송파 송파가든파이브 599 333,703 120,159 

송파 잠실실내체육관 40 22,284 8,024 

송파 잠실3동자치회관2관 3 1,671 602 

송파 잠일초등학교 3 1,671 602 

송파 장지중학교 2.45 1,365 491 

양천 동촌동성당 30 16,713 6,018 

영등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300 167,130 60,180 

영등포 영등포구청 40 22,284 8,024 

영등포 국회도서관 30 16,713 6,018 

영등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30 16,713 6,018 

영등포 영등포구민체육센터 30 16,713 6,018 

영등포 당산서중학교 14.4 8,022 2,889 

영등포 영등포노인케어센터 10 5,571 2,006 

영등포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0 5,571 2,006 

영등포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10 5,571 2,006 

영등포 영등포취업정보센터 3 1,671 602 

용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30 16,713 6,018 

용산 청파동주민센터 20 11,142 4,012 

용산 후암초등학교 9.6 5,348 1,926 

은평 서북병원 50 27,855 10,030 

은평 세명컴퓨터고등학교 50 27,855 10,030 

은평 녹번초등학교 14.4 8,022 2,889 

은평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10 5,571 2,006 

지역 기관명
태양광설치 온실가스 나무심기

용량(kW) 저감량(kgCO2)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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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은평구청 10 5,571 2,006 

은평 갈현2동주민센터 9.6 5,348 1,926 

은평 신사1동주민센터 9.6 5,348 1,926 

종로 동성고등학교 50 27,855 10,030 

종로 (재)한국대학생선교회 41.6 23,175 8,345 

종로 경신고등학교 27 15,042 5,416 

종로 청와대여민관 15 8,357 3,009 

종로 환경운동연합 15 8,357 3,009 

종로 무약어린이집 10 5,571 2,006 

종로 삼청동주민센터 10 5,571 2,006 

종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0 5,571 2,006 

종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10 5,571 2,006 

종로 명륜어린이집 5 2,786 1,003 

종로 청운어린이집 5 2,786 1,003 

중구 한국자산관리공사 42 23,398 8,425 

중구 서울시청서소문청사 40 22,284 8,024 

중구 독일문화원 15 8,357 3,009 

중구 흥인초등학교 14.4 8,022 2,889 

중구 한전산업개발㈜ 3 1,671 602 

중랑 중랑물재생센터 200 111,420 40,120 

중랑 송곡여자고등학교 50 27,855 10,030 

중랑 신내노인종합복지관 20 11,142 4,012 

한강 한강공원선유도안내센터 35 19,499 7,021 

한강 한강공원뚝섬안내센터 20 11,142 4,012 

한강 한강공원망원안내센터 15 8,357 3,009 

한강 한강공원잠원안내센터 15 8,357 3,009 

한강 한강공원양화안내센터 15 8,357 3,009 

한강 한강공원이촌안내센터 10 5,571 2,006 

한강 한강공원잠실안내센터 10 5,571 2,006 

한강 한강공원광나루안내센터 10 5,571 2,006 

한강 한강공원반포안내센터 5 2,786 1,003 

지역 기관명
태양광설치 온실가스 나무심기

용량(kW) 저감량(kgCO2) (그루)

▼서울시학교및공공기관에설치된태양열에너지시설

중랑 중화중학교 40 880 317

중랑 중화고등학교 28 616 222

중구 충현경로당 128 2,816 1,014

중구 장충초등학교 20 440 158

중구 청구초등학교 20 440 158

종로 서울국제고등학교 204.6 4,501 1,620

종로 명신초등학교 20 440 158

종로 재동초등학교 15 330 119

은평 인덕원 282.75 6,221 2,239 

은평 하나고등학교 232 5,104 1,837

은평 불광중학교 45 990 356

은평 북한산초등학교 40 880 317

은평 연서중학교 38.88 855 308

은평 갈현초등학교 20 440 158

지역 기관명
태양열 온실가스 나무심기

집열면적(㎡) 저감량(kgCO2) (그루)

태양열에너지
태양광선의파동성질을이용하는태양에너지

광열학적이용분야로, 태양열의흡수·저장·

열변환등을통하여건물의냉난방및급탕

등에활용하는기술

*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적 편중이 없음

* 다양하게 적용, 이용할 수 있음

*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함

* 해가 날 때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절별, 시

간별 변화가 있음

*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햇빛에 따른 편차가 심하

기 때문에 수용에 맞는 용량 선택이 필요

* 초기설치비용이 비쌈

장점

단점

▲경기고등학교옥상에설치된태양열급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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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상신중학교 20 440 158

용산 영락보란원 95 2,112 760

용산 이웅진근린생활시설 72 1,584 570 

용산 중경고등학교 28 616 222

용산 삼광초등학교 20 440 158 

영등포 대영고등학교 20 440 158

양천 양천노인종합복지관 100 2,200 792

양천 목동어린이집 81.8 1,800 648

양천 꿈나래어린이집 78 1,716 618

양천 둥지어린이집 75.02 1,650 594 

양천 신목고등학교 20 440 158

양천 신월4동 주민센터 6 132 48

송파 체육고등학교 277 6,094 2,194 

송파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120 2,640 950

송파 개롱초등학교 114 2,508 902

송파 잠신고등학교 38.88 855 308

송파 가락고등학교 28 616 222

송파 가락중학교 20 440 158

송파 가원중학교 20 440 158

송파 가원초등학교 20 440 158

송파 남천초등학교 20 440 158

송파 문정중학교 20 440 158

송파 삼전초등학교 20 440 158

송파 신가초등학교 20 440 158

송파 아주초등학교 20 440 158

송파 풍납중학교 20 440 158

성북 서울북공업고등학교 28 616 222

성북 돈암초등학교 20 440 158

성북 숭인초등학교 20 440 158

성동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43.75 5,363 1,931

성동 경수초등학교 20 440 158

서초 한국외교협회 71.5 1,573 566

서초 반포고등학교 20 440 158

서초 언남고등학교 20 440 158

서대문 신연중학교 20 440 158

마포 마포아트센터 456 10,032 3,612

마포 상지초등학교 45 990 356

마포 성서초등학교 45 990 356

마포 성원초등학교 45 990 356

마포 동교초등학교 20 440 158 

지역 기관명
태양열 온실가스 나무심기

집열면적(㎡) 저감량(kgCO2) (그루)

마포 상암고등학교 20 440 158

동작 동작초등학교 20 440 158

동작 문창중학교 20 440 158

동작 행림초등학교 20 440 158

동대문 120다산콜센터 198 4,356 1,568

동대문 국립산림과학원 59.4 1,307 470

동대문 예나어린이집 29.25 644 232

동대문 푸른하늘어린이집 19.5 429 154

동대문 태양어린이집 16.25 358 129

노원 롯데백화점노원점 157.04 3,455 1,244

노원 원광초등학교 60 1,320 475

노원 상경초등학교 48 1,056 380

노원 중계초등학교 48 1,056 380

노원 노원고등학교 38 836 301

금천 해명복지원 85 1,874 675

금천 시흥5동어린이집 50 1,100 396

금천 홍일초등학교 20 440 158

구로 세종과학고등학교 245 5,390 1,940

구로 개봉초등학교 38 839 301

구로 구일고등학교 20 440 158

구로 구일초등학교 20 440 158 

구로 그린빌라 20 440 158 

광진 광양고등학교 28 616 222

광진 광남중학교 20 440 158 

광진 동의초등학교 20 440 158

광진 신양중학교 20 440 158

광진 용마초등학교 20 440 158

광진 건국고시원 15 330 119 

관악 성보중학교 324 7,128 2,566

관악 난곡초등학교 20 440 158 

관악 남서울중학교 20 440 158

관악 봉천초등학교 20 440 158

관악 삼성고등학교 20 440 158

강서 기쁜우리체육센터 466.9 10,272 3,698 

강서 메이필드호텔 364 8,008 2,883 

강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91 2,002 721

강서 교남소망의집 78 1,716 618

강북 번동초등학교 21 462 166

강북 오현초등학교 20 440 158

강북 우이초등학교 20 440 158 

지역 기관명
태양열 온실가스 나무심기

집열면적(㎡) 저감량(kgCO2) (그루)



2011 January 43

서울시신재생에너지여행

강동 천호어린이집 48 1,056 380 

강동 한산초등학교 40 880 317

강동 강덕초등학교 20 440 158 

강동 대명초등학교 20 440 158

강동 묘곡초등학교 20 440 158 

강동 신암중학교 20 440 158

지역 기관명
태양열 온실가스 나무심기

집열면적(㎡) 저감량(kgCO2) (그루)

강남 충현교회 102 2,244 808

강남 경기여자고등학교 43.2 951 342

강남 경기고등학교 40 880 317 

강남 압구정고등학교 40 880 317

강남 개포고등학교 38 836 301

강남 청담고등학교 20 440 158 

지역 기관명
태양열 온실가스 나무심기

집열면적(㎡) 저감량(kgCO2) (그루)

▲난방/급탕용축열조분리된시스템

‘태양광발전’과‘태양열발전’의차이

▲난방/급탕용축열조가함께있는시스템

태양광발전은태양빛에서바로전기를만들수있도

록되어있기때문에주택내에서 가전제품의전기로사

용할수있게하는시스템이고태양열주택은태양의복

사열을이용냉·난방용으로사용하는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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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바람을발전기를이용하여기계

적에너지로변환해전기를생산하는기술

발전용량이 10와트밖에 안 되는 마이크로급에서부

터 2메가와트에 이르는 대형 발전기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있어서, 고층 건물 등에도 문제없이

설치될수있다. 주로대형풍력발전기는많은양의전

기를생산해주위의주택들에전기를공급할목적으로

세워지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형 풍력발전기들이 한

곳에수십개이상들어서있는풍력발전단지를드물지

않게찾아볼수있다.

* 공해물질배출이없어서청정성, 환경친화적특성

을지님

* 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함

* 깨끗하고 고갈 염려가 없으며 설치 단가가 경제

적임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리한 발전

모델임

*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할

수 없음

* 지속적발전이곤란하므로저장장치의설치가필

수적임

* 발전시소음이발생하나기술발전으로상당수준

극복됨

장점

단점

▲상암동 하늘공원에는 바람에 의해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5기가
설치되어있다.

지역 기관명 발전용량

서울 서울상암동하늘공원내 20㎾ 급 5기

▼서울시학교및공공기관에설치된풍력에너지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되

며, 이렇게태양열을흡수한땅속의온도는지형에따

라다르지만, 지표면에가까운땅속의온도는대략 10°

C ~ 20°C 정도유지하고있어, 이를 열펌프를사용해

냉난방시스템에이용할수있다.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심부(지중 1~2km) 지중온도

는80°C 정도로서직접냉난방에이용이가능하다.

지열에너지
지열에너지는물이나지하수및지열등의온도차를이용하여냉·난방에활용하는기술

* 친환경적인 청정 클린에너지

* 높은 경제성

* 반영구적이며 안정적으로 구동 가능

* 초기설치비용이 비쌈

* 지형상 시공이 어려운 장소가 있을 수 있음

* 한 번 설치하면 재설치가 불가능함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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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신청사에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5,289㎡(약 1,600평)
에 이르는청사내부의냉난방을관리한다.

▼서울시학교및공공기관에설치된지열에너지

용산 강원종합사회복지관 250 99,123 35,683

관악 광악구청신청사 160 63,436 22,837

구로 구로구의회 29.8 11,801 4,248

서대문 구립이진아도서관 60 23,796 85,566

서초 다니엘복지원 945 347,220 134,719

광진 서울시민교회 210 83,160 29,937

용산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62 24,552 8,839

영등포 천주교살레시오회 102 40,392 14,541

광진 한국소아마비협회 440 174,240 62,726

마포 한국예수회 678 268,488 96,656

지역 기관명
지열용량 온실가스 나무심기

(RT) 저감량(kgCO2) (그루)

▲지열에너지는땅속에구멍을뚫어파이프를통해전달되는열에너지를직접이용하는방식이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태양광을이용하여광합성되

는유기물및동유기물을소비하여생성되는

모든생물유기체의에너지를말함

* 풍부한 자원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 생성에너지 형태가 다양하여 연료, 천연화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

* 다양한 자원에 따른 이용기술의 다양성과 개발

의 어려움이 있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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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의 발전원리는 연료 중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적접 발전하여 최종적으

로전기, 물, 열이발생토록한것이다.

▲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건물용 연료전지는 4가구가 한 달 동안 사
용가능한양의에너지가생산할수있다.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은 생물유기체를 각종 가스,

액체 혹은 고형원료로 변환하거나 이를 연소하여 열,

증기혹은전기등을생산하는데응용되는화학, 생물,

연소공학이다.

연료전지
연료전지란연료의산화에의해생기는화학에

너지를직접전기에너지로변화시키는전지임

* 발전효율이 40%~60%이며, 열병합발전시

80% 이상 가능

*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가스 등 다양한 연료 사

용 가능

* 환경공해 감소 : 배기가스 중 NOx, SOx 및 분

진이 거의 없으며, CO2 발생량도 화력발전에

비해 20%~40% 적음

* 회전부위가 없어 소음이 없으며, 기존 화력발전

과 같은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없음. 또한 도심

부근에 설치가 가능하여 송·배전시 설비 및 전

력손실이 적음

* 부하변동에 따라 신속히 반응하며, 설치형태에

따라 현지 설치용, 분산설치용, 중앙집중형 등

의 다양한 용도 사용이 가능

*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재료 사용으로 현제는 경

제성이 떨어짐

* 내구성과 신뢰성의 문제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가 존재함

* 연료전지에 공급할 원료의 대량생산과 저장, 운

송, 공급 등의 기술적 해결이 시급함. 연료전지

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특징

▲ 난지물재생센터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가온보일러 및 발전기를
가동시켜 약 4,300 가구에서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
산해낸다.

지역 기관명 바이오가스용량

경기 난지물재생센터
가온보일러 14.5t/h

발전기 2,160kW

강서 서남물재생센터
가온보일러 31.45t/h

발전기 3,200kW

성동 중랑물재생센터
가온보일러 36.8t/h

발전기 7,738kW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가온보일러 14.4t/h

발전기 1,160kW

▼서울시학교및공공기관에설치된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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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있는연료전지시설

폐기물에너지
폐기물에너지란각종생활·산업폐기물등을

변환시켜연료등의에너지를생산하는기술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해 32평 가정집 24만
세대가한달을생활할수있는난방에너지를얻고있다.

기관명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추정)
용량

숭실
1.2kW

전기 2.4가구/달 사용가능양

대학교 열 1세대/달 사용가능양

노원연료
2,400kW

전기 3,200가구/년 사용가능양

전지발전소 열 1,000세대/연 사용가능양

서울대학교 2kW
전기 4가구/달 사용가능양

열 2세대/달 사용가능양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성형고체 연료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및소각에의한열회수기술등을통해고체·

액체·가스 연료 및 폐열 등을 생산하고, 이를 산업활

동에필요한에너지로이용될수있도록재생에너지를

생산할수있다.

▼폐기물신재생에너지의종류

종이, 나무, 플라스틱등의가연성폐기물을

파쇄, 분리, 건조, 성형 등의공정을거쳐제

조된고체연료

자동차폐윤활유등의폐유를이온정제법, 열

분해정제법, 감압증류법등의공정을통해정

제유를생산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등의고분자

폐기물을열분해하여생산되는청정연료유

가연성폐기물소각열회수에의해스팀생산

및발전, 시멘트킬른및철광석소성로등의

열원으로이용

성형고체연료

(RDF)

폐유 정제유

플라스틱

열분해연료유

폐기물소각열

* 연료의 가격이 낮거나 도리어 처리비를 받을 수

있어 에너지 회수의 경제성이 높음

* 쓰레기 매립지의 문제가 심각한 요즘 쓰레기를

에너지화 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음

*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고도의 기술과 연구개발이 요구됨

* 폐기물 에너지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문화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많은 처리기술

이 필요함

특징

기관명 설치종류 설치용량(kW)

강남구자원회수시설 900t/일 (300t/일 3대)

노원구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 800t/일 (400t/일 2대)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소각열회수] 750t/일 (250t/일 3대)

양천구자원회수시설 400t/일 (200t/일 2대)

▼서울시학교및공공기관에설치된폐기물에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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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재생에너지를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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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실천

사용하지않는가전제품의플러그뽑기

전력사용량의10% 이상을절약할수있다.

실내적정온도지키기

여름에는노타이, 노자켓으로체온 2도낮출수있고, 겨울에내복을

입으면난방온도3도상승효과가있다.

- 여름철 : 26~28도 - 겨울철 : 18~20도

1회용품사용자제및쓰레기줄이기

가정쓰레기분리수거만잘해도연188kg의CO2가감소된다.

대중교통과자전거이용하기

승용차이용을일주일에하루만줄여도연44Kg의CO2가감소된다.

에너지소비효율높은제품이용하기

친환경상품사용으로가구당연350Kg의CO2가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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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보급에참여하려면?

◈나눔발전소란?

* 시민의기부또는출자로만들어지는‘희망과평화의발전소’이다.

* 석유나원자력이아닌햇살과바람의힘으로에너지를생산하는‘재생에너지발전소’이다.

* 전력판매로얻은수익금으로에너지빈곤층과가난한제3세계국가를지원하는세계최초의‘공익발전소’이다.

◈나눔발전소설치및운영

◈기부출자의가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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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운영중인나눔발전소

◈나눔발전소참여방법

송파나눔발전소 1호 송파나눔발전소 2호

* 태양광발전소 : 200kW

* 위치 : 전남고흥

* 에너지빈곤층 : 6,000가구(약6억원) 지원

* 온실가스 : 2,720톤저감

* 어린소나무97만9천그루심는효과

* 태양광발전소 : 1MW

* 위치 : 경북의성

* 에너지빈곤층 : 22,000가구(약22억원) 지원

* 온실가스 : 11,860톤저감

* 어린소나무426만9천그루심는효과

온라인 오프라인

* www.ep.or.kr

* 정보입력및약정

* 약정금액송금

* 에너지나눔과평화에전화확인

☎문의 : 02-735-1771

* 사랑의나눔발전소약정서에서명

* 에너지나눔과평화에제출(우편및팩스)

* 약정금액송금

* 에너지나눔과평화에전화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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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자!

사랑의 나눔발전소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