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기후환경과(031-5189-6712)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개선배경
정부 발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1. 17.)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 연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화성시는 수소차 보급에 앞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민간의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여러 이유 등으로 민간의 사업참여가 전무한 실정임
<수소충전소 구축상 한계점>
- 각종 법령상 규제로 인한 입지상 제한
- 수소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업 경쟁력이 있는 도심 지역 설치의 어려움
-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 부족
○ 이에 화성시는 선도적으로 현대 하이넷과 협약을 통하여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법상 공공청사 내에 설치가 불가능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화성시청)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
※ 관련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개선내용
개선전
- 공공청사에는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

개선후
- 공공청사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수소연료공급
시설 포함

•추진과정
○ 2019.03.14. : 네거티브 전환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 2019.04.26.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건의
○ 2019.04.~05.: 관련부서 협의 및 규제개혁안 보고
○ 2019.05.21. : 규제개혁신문고 중장기 검토 답변
○ 2019.06.~07.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과 1차, 2차면담(국토부 협의·조정)
○ 2019.07.31. : 네거티브 건의과제 결과 회신(국토부 중장기 검토 의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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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중앙부처(국토부) 법개정 필요성 지속 건의
○ 2019.10.18.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화성시 → 경기도)
(질의내용) 규칙 개정 이전에 공공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 2019.10.2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한 : ~12.02.까지, ※ 법제처 개정 3~6개월 소요)
○ 2019.11.07.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통보(경기도→화성시)
(회신내용) 규제의 면제 불가능,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시설 규칙」일부 개정령안이 확정·시행되어 효력이
발행한 이후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 2019.11.25. : 중앙부처(산업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산업부 화성시 방문)
○ 2019.12.06.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법개정 지원 협조 요청
○ 2019.12.19. : 중앙부처(환경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
○ 2020.01.0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개선효과
○ 수소충전시설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시설은 안전하다는 인식 제고
○ 전국 공공청사 약 4,500개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그린뉴딜정책에 최적화 된 사례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가솔린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질소산화물
감축효과 발생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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