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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불가능한 도시 에너지



1. 지구라는 도시



2. 한국이라는 도시, 포항



2. 도시의 전력 자립



3. 지속불가능한 도시



3. 지속불가능한 도시



• 온실가스 배출의 범위 구분

4. 무책임한 도시

- Scope1: 행정구역내 직접배출

- Scope2: 행정구역내 간접배출

- Scope3: 행정구역외 직간접배출 (충북 소재 서울시 수안보 연수원)



• 전력부문 온실가스 산정방식(Scope2)의 문제점

주 : 지식경제부(2009)의 지자체별 에너지 연소에 따른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정함

4. 무책임한 도시



4. 무책임한 도시



5. 착한 도시



5. 착한 도시



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의

의의와 한계



1-1. 문재인 정부와 에너지 정책



1-2. 문재인 정부의 논란



1-2. 문재인 정부의 논란

에너지 전환 ?



2-1.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배경·과정

- 1976년: 연성 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 美)

- 1982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獨)

• 과거 역사적 배경

- 2011년(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대선) , 2017년(대선5.9)

• 최근 본격적 배경(국내)

2012 
공약

2017 
공약

- 文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100대 국정 과제

(17.7·8)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 → 재생에

너지 3020 이행(17.12)

→ 전력수급계획(17.12)

→ 에너지기본계획(19.6)



2-2. “탈원전” 공약의 정립 및 변화

• 2012년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유지

- 변화: 없음(밀양분신2012.1, 부산고리2015.6, 경주지진2016.9)



2-3. “탈석탄” 공약의 형성 및 변화

• 2012년 대선 이후 급격한 변화(기후→미세먼지)
(2020)



2-3. “탈석탄” 공약의 형성 및 변화

• “탈석탄” 공약의 변화

(100대 국정 과제, 2017.8)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 / 현대연 2018)



2-4.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

- 긍정: 기후·청정(김종달 2017, 박진희 2017)

•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 부정: 용어(탈핵·석탄→전환), 성과(탈핵·석탄)

경로 고착(전환의 실패)



3-1. 경로의존성과 경로 고착

- “자동차 종류의 고착: 시장실패에서 경로의존성과 사회경제 레짐의 역할(Automotive 

modal lock-in: The role of path dependence and large socio-economic regimes in 

market failure)”, “경로의존 및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네트워

크의 개념적 설계에 대한 실질적 선택지 모색(Exploring for real options during CCS 

networks conceptual design to mitigate effects of path-dependency and lock-in)”, 

“제방 건설에서의 복잡한 제한적 합리성: 제일란트 삼각주 공간구조 출현에서의 경로의

존 및 고착(Complex bounded rationality in dyke construction: Path-dependency, 

lock-in in the emergence of the geometry of the Zeeland delta)”, “중국 도시 공간

재구조화에서 경로의존 및 고착의 효과(Effects of path dependencies and lock-ins 

on urban spatial restructuring in China)” 등 / Briggs et al., 2015; Melese, 2015; 

Gerrits and Marks, 2008; Yang et al., 2016

• 이론적 분석틀로서 경로의존성(고착과의 혼용)

• 이론적 분석틀로서 경로의존성(개요→사회과학 통설)

- 경로설정: ①결정적 국면, ②우연적 선택, ③역사적 관성

- 경로강화: ①기술적 고착, ②수확체증, ③제도변화

- 경로종결: ①위기상황, ②정권교체

논란
(이혁우, 2018)



3-2. 경로 고착

• 경로 고착(lock-in)

(1993)

- 기능적 고착
- 인식적 고착
- 정치적 고착

- 기술적 고착
- 조직적 고착
- 산업적 고착
- 사회적 고착
- 제도적 고착



3-3. 경로 고착의 요소

• 경로 고착의 요소

고착의 요소 예시 및 설명

외교적 고착 국제 및 국가간 협약에 의한 구속, 국제 질서에 의한 고착

제도적 고착 정부의 정책적 개입, 법률 체계, 행정 시스템에 의한 고착화

조직적 고착 조직내 부서의 세분화, 사무의 정례화, 고객·공급자 관계에 의한 고착화

정치적 고착 정치 시스템의 관성, 양당제 의회정치의 고착, 관료정치의 작동

산업적 고착 산업계의 고착화된 구조, 기술적 상호관련성, 기업간 공동 특화자산

사회적 고착 사회 체계의 사회화, 선호·기대의 적응 등의 고착화



4-1. 경로 고착의 정량적 현상 분석

• “탈원전” 정책의 고착

자료: “9차 전력수급계획”, 산업부 2020.12.28.



4-1. 경로 고착의 정량적 현상 분석

• “탈석탄” 정책의 고착

자료: “9차 전력수급계획”, 산업부 2020.12.28.



4-2.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외교적 고착
- UAE 의혹 ① 특전사 파병: 2009년 12월 수출 → 

2010년 12월 특전사 파병

- UAE 의혹 ② 자금 대출: 2011년 1월 역마진 논란

- UAE 의혹 ③ 방사능 폐기물: 2010년 4월 국회 → 
2011년 4월 신동아」 → 문재인 정부(2017.12)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제도적 고착

제정: 2009.1.30.

제정: 2007.8.3.

제정: 2010.1.13.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조직적 고착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조직적 고착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정치적 고착: 관료정치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정치적 고착: 관료정치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산업적 고착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산업적 고착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사회적 고착



4-3. 경로 고착의 정성적 원인 분석

• 사회적 고착



5-1. 한국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고착

• 경로화의 종류 및 유형

고착의 원인 분석 결과, 함의 및 방향

외교적 고착 국제적 약속의 불가피 → 기후변화 협약으로 전환

제도적 고착 녹색성장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공약 이행

조직적 고착 환경부 지속위 → 대통령 직속 지속위 및 탄소중립위원회 조정

정치적 고착 관료정치 → 시민참여 거버넌스 및 사회적 관리

산업적 고착 고탄소 산업구조 → 저탄소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고착 전기요금 저항 → 장기 요금개편 로드맵 및 국민적 합의

전반기(고착화) → 후반기(가능성?)



5-2.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5-2.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차기 정권(산업, 철학, 기후변화 의식)



Ⅲ. 한국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Ⅲ. 한국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 에너지정책의 구조



Ⅲ. 한국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 에너지계획의 체계



Ⅲ. 한국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 공급관리정책의 현실



Ⅲ. 한국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 수요관리정책의 현실



Ⅲ. 한국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 지방정부의 에너지 권한

· 업무·권한: 주유소 인허가, 도시가스(소매)

•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기본법」 中)
지역 년도 연구기관

서울특별시 2014 서울연구원

부산광역시 2018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광역시 2015 경북대학교

광주광역시 2009 광주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2008 울산발전연구원

경기도 2014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라북도 2008 전북발전연구원

경상남도 2009 경남발전연구원

→ 사문화된 계획



Ⅳ. ‘新중앙집권화’와
‘新지방분권화’



1. 에너지 정책의 ‘新중앙집권화’

• 에너지정책 중앙집중화의 심화 ①: 열에너지



1. 에너지 정책의 ‘新중앙집권화’

• 에너지정책 중앙집중화의 심화 ②: 에너지복지



1. 에너지 정책의 ‘新중앙집권화’

• 에너지정책 중앙집중화의 심화 ②: 에너지복지



1. 에너지 정책의 ‘新중앙집권화’

• 에너지정책 중앙집중화의 심화 ③: 지역에너지계획



2. 에너지 정책의 ‘新지방분권화’

•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 사고 등급: 4등급 → 7등급

- 사후 경과: 1년 뒤 냉온

정지 → 최종 원전폐로 40

년 예상



2. 에너지 정책의 ‘新지방분권화’

• 후쿠시마의 세계적 충격

• 한국에서 후쿠시마의 충격



2. 에너지 정책의 ‘新지방분권화’

• ‘광역자치단체’의 분권화 요구



2. 에너지 정책의 ‘新지방분권화’

• ‘광역자치단체’의 분권화 요구



2. 에너지 정책의 ‘新지방분권화’

• ‘광역자치단체’의 분권화 요구



2. 에너지 정책의 ‘新지방분권화’

• ‘기초자치단체’의 분권화 요구



Ⅴ. 지역의 에너지 자치·분권
사례



에너지 자치·분권: 분권 사례



에너지 자치·분권: 분권 사례



에너지 자치·분권: 분권 사례
구분 대상 기관 분권화의 방향

열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 → 광역 (고유) ex 상하수도,청소,초등 / 지방재

신재생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중앙 → 광역 (기관위임) ex 주민등록,경찰,소방

수요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중앙 → 광역 (기관위임)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단·재단 중앙 → 광역 (단체위임) ex 보건소,국도



에너지 자치·분권: 참여 사례



대구 4차 지역에너지 계획



포커스 그룹 인터뷰
•청년 : 8월17일, 12명

•여성 : 8월18일, 8명

•NGO : 8월25일, 9명

•교사 : 9월3일, 8명



공론조사
-일시 : 9월6일 일요일 오후2시
-장소 : 씨눈 미디어센터
-순서
시민참여단 사전인식조사
시나리오 소개
시나리오 기본투표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토론
시나리오 1차 투표
수송 분야 전문가 토론
시나리오 2차 투표
환경 분야 전문가 토론
시나리오 3차 투표
시민참여단 의견 및 질의응답
시나리오 최종 투표



지금의 미래
대구

대구
에너지 독립

메가솔라시티
대구

산업 80점 100점

사회 60점 40점

환경 20점 100점 70점

재정 80점 40점

총점 240점 260점 250점



경제·산업 분야
•커뮤니티와경제 박진영 팀장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박사

수송 분야
•영남대 도시공학과 윤대식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오병현 사무국장

환경 분야
•대구테크노파크 황철균 팀장

•몸과문화 정현수 이사







문재인 정부의 시민참여 계획

• 수립 배경

- 산업자원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년)

-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요구

• 내용

- “제4장 계획수립” 中 4절 수립 절차에 명시

- 시민 참여∙소통 및 여론 수렴 과정

- 숙의적 참여 권장: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 지역에너지계획

-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착수

- 최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다시 수립

- 형식적 계획, 예산 낭비, 또 다른 중앙집권화 문제



지역별 시민참여 방안
합의
회의

플래닝
셀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
배심원제

시민자문
위원회

공론조사
포커스
그룹

규제협상

서울 ○ ○ ●

인천 ○

광주 ● ○

경기 ○

강원 ○

경남 ● ○

제주 ○ ●

합계 1 3 5 2 1
주: 검정색 원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된 참여기법을 의미함



서울·경기 에너지계획의 시민참여



대구시민원탁회의

• 연혁 및 특징

- 1998년 미국 21세기 타운미팅으로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 설계

- 국내에서는 코리아스픽스가 시민원탁회의 모델 개발

- 특징: 이해관계자 참여, 퍼리실리테이터, 정보통신기술 활용

• 대구시민원탁회의

- 국내 최초로 정기적 원탁회의 개최

- 2014년 ‘안전한 대구 도시를 만들자’ 첫 개최

- 2015년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연 2회 개최, 의제 선정은 운영위 추천, 시민 300명 이상 연서

- 2017년 ‘언제까지 막 쓸 수 있을까요? 나도 청정에너지 생산자’,

2019년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잡아라 미세먼지, 숨쉬는 맑은 대구’



시민참여 설계
• 시민참여 방법

- 시나리오워크숍: 다수 참여자의 계획 방식

- 공론조사: 시민 의견 파악에 적절

- 에너지라는 생소한 주제 → 숙의적 논의 필요

- 두 차례 워크숍 숙의과정 + 시민원탁회의 결정

- 대경연, 경북대, 시민원탁회의 담당자의 협력

- 대구시·시민원탁회의 담당자는 소극적

• 참여자

- 모집: 100명, 홈페이지 공지, 봉사·상품권 제공

- 미래세대 참여를 높이는 방안 논의 → 무산

- 불참자 숙의 방식 → 강의 동영상 및 퀴즈 제공

- 신청 저조로 모집 기한 연장 → 최종 74명 참여



시민참여 과정
• 1차 워크숍

- 참여: 58명 (74명 中)

- 개회: 전체 일정 및 참가자 소개

- 발제1: 시민에너지기획단의 역할과 지역에너지계획(지속협 오용석)

- 발제2: 기후위기와 지역에너지전환(녹색성장위원회 이유진 위원)

-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별도의 토론은 미진행

• 평가

- 퍼실리테이터: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 등급에 따른 역량 차이 우려,

사전 교육 필요성 제기

- 청소년 참여: 청소년 참여 저조,

미래 세대 의견 반영 필요성 제기,

시간 및 역량 부족으로 미실행



시민참여 과정
• 2차 워크숍

- 참여: 61명 (74명 中)

- 개회: 1차 워크숍 정리

- 발제1: 중앙과 지방의 분권형 에너지 추진방향(박정연 사무처장)

- 발제2: 대구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설홍수 연구위원)

3가지 시나리오 제시(BAU, 1.5℃, 2℃ 시나리오) 

- 시나리오 지지발언 및 토론



시민참여 과정

• 시민원탁회의(3차)

- 참여: 46명 (74명 中)

- 1부: 발제1(워크숍 보충), 발제2(시나리오 보충),

사전투표, 토론, 최종투표, 실천방안

- 2부: 비전 토론 및 제시(모둠별), 전체 토론

• 토론

- 사전투표: 1.5℃ 44명, 2℃ 6명, BAU 4명

- 입론: 투표 이유 발표, 1인당 1분 30초~2분

- 상호토론: 모둠별, 의견제시, 상호 질의응답

- 전체토론: 주요 쟁점 토론, 1인당 1분

- 최종투표: 1.5℃ 46명, 2℃ 6명, BAU 3명



Ⅵ. 도시 에너지 전환의

방향



1. 지방자치와 에너지

• 민선 7기와 지방자치(자치분권위 2018~2022)



2. 현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 논의

•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 (제1

조 제3항)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중앙

과 지방의 소통 강화 (제55조 제3

항 및 제97조)



3. 지방자치와 에너지

• 문재인 정부와 에너지 분권



4. 제도 개선 방향

• 법률 개정안 및 방향

•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

술을 요하는 원자력개발 등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지자

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

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7. 지역의 에너지수급에 관한 사무: 가. 난

방 및 열에너지, 나. 신재생에너지, 다. 수

요관리, 라. 에너지복지



5. 도시 에너지 관리의 방향

• ① 순위: 구조 전환

• ② 순위: 효율 개선

• ③ 순위: 친환경 공급

- 도시 계획

- 교통 계획

- 건물

- 차량

- 가전

- 재생가능에너지

- 폐기물

- 미활용 에너지



5.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의 방향

• 두 도시 이야기: 마스다르(左) vs 프라이부르크(右)



6. 도시 에너지 전환의 미래



감사합니다

upperh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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