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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제1 절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기후란, 수개월에서 수천년 는 수백만 년의 시간 범 를 가지는 기간 동안 온

도, 강수량, 바람과 같은 기상의 평균 인 상으로, 기후변화는 이러한 장기간의 

기상 상의 변화를 말한다.

  지구온도의 평균 인 증가 상인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오늘날 기후변

화(Climate Change)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따뜻해진 지구는 

강수 형태의 변화, 해수면 수  상승을 래하여, 동물․식물 등 생태계와 인류에 

범 한 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 의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 지를 가

두어 둠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온실가

스의 증가는 복사에 지가 기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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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기후변화 모식도

※ 자료：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2.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현상

  지구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1906～2005년)간 0.74℃(0.56℃～0.92℃) 상승하 으며,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1년간 평균온도는 1850년 이래 가장 많이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동부 아메리카, 북유럽, 아시아 북구와 부지

역은 증가한 반면, 사하라 지역, 지 해, 남부 아 리카, 아시아 남부 지역은 강우

량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강우패턴이 다르게 변화하 다. 

  한, 지구평균 해수면은 1961년 이래 평균 1.8mm/년(1.3mm/년~2.3mm/년)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1993년 이래 평균 3.1mm/년(2.4mm/년～3.8mm/년)의 속

도로 상승하 다. 

  빙하면 은 1978년 이후 북극의 경우 매년 평균 2.7%/10년(2.1%/10년~3.3%/10년)

이 감소하 으며, 여름철 빙하 면 은 7.4%/10년(5.0%/10년~9.8%/10년)의 속도로 

감소 하 다. 그리고 1970년 이후 북 서양지역 열  사이클론의 빈도는 증가하

으며, 부분의 내륙지역에서의 열  상과 호우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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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기후변화 현상

  한반도에서도 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1912~2008) 6

개 측지 (서울, 인천, 부산, 구, 목포, 강릉)의 평균기온 상승률은 1.7℃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에 비해 두 배가 높다. 1990년  겨울은 1920년 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짧아진 반면 과 여름은 길어져 개나리와 벚꽃 같은 꽃의 개화시기가 빨라

졌다. 제주도 고산지 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1년 357.8ppm에서 2000년 363.6ppm

으로 증가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 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한반도

의 21세기 말(2071~2100) 평균기온은 20세기 말(1971~2000)을 기 으로 4℃ 상승할 

것으로 망된다고 한다. 이 게 되면 이상고온 상과 더불어, 집 호우 일수는 

증가하고 가뭄도 더욱 심해진다. 겨울철의 강설은 강우로 변하고, 여름철의 길이가 

확연하게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2070년 가 되면 서

울, 부산, 인천, , 천안과 같은 남한의 도시가 거의 아열  기후 에 속할 것

으로 측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조석, 태풍해일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를 고려해 작성한 시나리오가 있다.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면 한

반도 최  범람 가능 면 은 약 2,643㎢로서 한반도 체 면 의 약 1.2퍼센트이며, 

취약지 에 거주하는 인구는 체 인구의 약 2.6퍼센트(1,255,000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지리 으로는 서해안이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하여 훨씬 더 취약하며, 서해안

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라는 지리  공간에서 

남과 북은 기후변화에 있어 공동의 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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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국제적 대응 노력

1. 국제적 협상의 진전

  기후변화에 한 국제 인 상은 1992년 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 약(UNFCCC: UN Framework channel on climate change)에서부터 

시작한다. 1994년 3월 정식 발효되었으며 192개국이 이 약에 비  함으로써 구속

성을 가진 조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 인 상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 약에서는 과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 즉, 역사  책임이 있는 

국가와 그 지 않은 국가에 해 감축 의무를 차등 우함을 원칙(commom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lities)으로, ANNEX Ⅰ․Ⅱ, NON ANNEX 국가로 구분한다. 

  유엔 기후변화 약을 실행하기 한 방법과 감축목표 설정은 1997년 일본 교토

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화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1차 공약기간 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 평균 5.2%의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이행방법(kyoto mechanism)으로   국제배출권거래제(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 한 국제  합의를 도출하 다. 

  국, 인도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개도국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2001년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참여하며 2005년에 공식 발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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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기후변화협약 논의경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감축의무를 둘러싼 립은 2005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의 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도국의 온실가

스 감축은 ‘국가 으로 한 감축 활동’을 자발 으로 수행하고, 선진국은 개도국

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큰 틀의 범 에서 합의하 다. 

  2001년 교토 의정서 불참을 선언한 미국은, UNFCCC의 의무감축국(ANNEXⅠ)으

로서 의무를 회피했다는 에서 많은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기후변화 응

에 미온 이던 부시 행정부는 유엔 로세스가 아닌, 세계 주요국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미국, EU, 국, 인도, 멕시코, 라질 등)가 참여하는 세계 주요국 회의

MEM(major ecconomies meeting)를 제안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MEM의 명칭을 MEF(major economic forum)로 변경하며, 유엔 기후변화 약체제

를 진하는 주요국의 솔직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2009 

G8 확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에서 MEF의 주요 역할을 “ 탄소 기후친화  환

기술 력을 한 로벌 트 쉽 확립(technology action plans of the global 

partnership)"임을 밝혔으며,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함께 스마트 그리

드를 선도 기술로 개발  상용화의 선도 국가로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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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
회의명(개최지) 주요내용 상국가

기후변화 약
(1992.6. 리우)

- 2000년까지 1990년 수 으로 온실가스 감축
- 개도국은 감축의무 부담 없음

157개국
(의무부담 35개국)

제1차 당사국총회
(1995.3. 베를린)

- 베를린 임사항(Berlin Mandate) 채택
- 2000년 이후 감축목표에 한 부속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제2차 당사국총회
(1996.7. 제네바)

-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공식 인증 등

제3차 당사국총회
(1997.12. 교토)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2010년까지 1990년 수 의 평균 5.2% 감축 등

40개국
(의무부담)

제4차 당사국총회
(1998.11. 

부에노스아이 스)

- 부에노스아이 스 실천계획 채택
- 2000년 제6차 당사국 총회까지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

방안 확정키로 함
제5차 당사국총회

(1999.10. 본)
- 주요 의제에 한 각국의 입장 확인
- 우리나라 : 2018년부터 자발  감축참여 발표

제6차 당사국총회
(2000.11. 헤이그)

- 상결렬(2001. 7월 독일 본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우리나라 : 2002년 교토의정서 비 정 발표

제7차 당사국총회
(2001.10. 마라 시)

- 교토메카니즘, 의무 수수체계, 흡수원(산림원) 등 3개 
의제에 한 합의

165개국
(43개국 비 )

제8차 당사국총회
(2002.10. 뉴델리)

- 델리선언 채택, 교토의정서 운 규정 등 의제 합의
- 산유국 입장  청정에 지 수출에 한 인정 요구

165개국
(97개국 비 )

제9차 당사국총회
(2003.12. 라노)

- 약비부속서Ⅰ 국가보고서 내용검토  제출시기 결정
- 개도국에 한 기술․재정 지원
- CDM 메카니즘하에서의 조림  재조림 사업을 한 

정방식과 차 등 합의

171개국
(120개국 비 )

제10차 당사국총회
(2004.12. 

부에노스아이 스)

- ‘ 응  응조치에 한 부에노스아이 스 활동계획’ 채택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의무부담방식 논의

180개국
(128개국 비 )

제11차 당사국총회
(2005.12. 몬트리올)

- 교토의정서 발효 : 2005.2.16
- 2013년 이후 체제 논의를 한 의체 구성에 합의
- 교토의정서 이행세부지침(마라 시 합의문) 공식 채택

189개국
(128개국 비 )

제12차 당사국총회
(2006.11. 나이로비)

- 1차 감축의무기간(2008~2012)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 논의
- 교토의정서의 주기  검토

190개국
(129개국 비 )

제13차 당사국총회
(2007.12. 발리)

- 모든 선진국  개도국의 참여방안 논의
- Post-2012 기후변화 응체제 논의
- 발리로드맵 채택

192개국
(129개국 비 )

제14차 당사국총회
(2008.12. 포츠난)

- 선진․개도국간 장기 력방안 논의
- 2012년 이후 2차 의무감축국  목표 설정에 한 논의 189개국

제15차 당사국총회
(2009.12. 코펜하겐)

- 2012년 이후 선진국 추가감축, 개도국 감축 참여, 선진국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논의

- 코펜하겐 합의문 승인
193개국

제16차 당사국총회
(2010.12. 칸쿤)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 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녹색기후기 (Green Climate Fund) 조성

- 칸쿤 합의문 채택

194개국
(193개국 찬성)

제17차 당사국총회
(2011.11. 더반)

- 더반 결과물(Durban Outcome) 채택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020년 이후 모든 당사

국에 용가능한 단일 의정서 는 법  문건 채택을 
한 상 개시, 칸쿤합의 이행, 녹색기후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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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가. EU

  EU는 2005년 1월부터 유럽연합이 역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세계 최

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2007년 3월 EU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장기 응정책 방향｣(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을 채택하며, 1990년 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최소 20%

(여타 선진국․선발개도국 동참시 30%), ‘50년까지 60~80% 감축목표를 발표하 다.

나. 미국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구속  의무감축 방식보다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

 감축을 주장하면서 주요국회의(MEF)를 주도하고 있다.  2007년 1월 미국은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석유 소비량을 20% 감축하고, 재생에 지 비 을 3%에서 

15%로 확 할 것을 발표하 다. 교토의정서 비 은 거부하 으나, 2003년부터 시카

고기후거래소(CCX)를 통해 자발  배출권거래를 실시 이다. 

다. 일본

  교토의정서 약 체결 당시, 1990년 비 6% 감축의무가 있으나 재 배출량은 

오히려 6.5% 증가하여, 감축의무 달성을 해,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 도입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책 추진본부｣를 심으로, 全지구

으로 2050년까지 재 수  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선언한 ｢Cool Earth 50 

이니셔티 ｣를 발표('07.5.24)하고, 지구온난화 책 추진에 한 법률을 제정(’98)․

개정(‘06)하는 등 다방면의 기후변화 응을 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국

가들의 동참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 

라. 중국

  국은 ｢국가 기후변화 로그램(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을 발표 

(‘07.6.4)하여, 2005년 비 GDP당 에 지 소비량을 2010년까지 20%, 2020년까지 

30% 감축하고, 신재생에 지 보 율을 10%로 확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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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및 감축목표

가.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는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5.94억톤CO2으로, 세계 16 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분야별로는 에 지 83.9%, 산업공정 10.9%, 농업 2.7%, 폐기물 2.5%

의 비 으로 배출되며, 체 배출량은 2000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증가율 추이(%) : (‘99)9.7 → (’00)6.4 → (‘02)3.8 → (’04)1.3 → (‘05) 0.7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020년 배출 망치 8.13억톤CO2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 으며, 이듬해 2010년 4월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

를 둠으로써 자발 인 국내  구속의무를 두었다.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의 의미

 「교토의정서」체결 당시(‘97)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상 38개 의무감축국에서 제

외되어 비감축국인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으나, 2009년 선발 개도국으로서 감축목표

를 자발 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 “국가 정 감축행동 

(NAMA*)”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로벌 리더쉽을 발휘하 다.

  온실가스 감축은 과거 지구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  책임에 따라 의무부담

이 있기 때문에, 1990년 이후부터 경제성장을 이 온 우리나라는 상 인 책임이 

다.

   하지만, 발리로드맵을 채택하면서, 기후변화 체제의 의무를 의무감축국(ANNEX 

1)과 비의무감축국(Non-Annex1)의 구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게 됨에 

*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Registry): 개도국의 자발  감축활동을 유엔기후변화 약 

사무국에 설치되는 등록부에 올리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재안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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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 가입 국가로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조정이 정착되었으나, 우리의 경우 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력산업이 에 지 다소비 

업종(제조업)이며, 무엇보다도 재 지구온난화에 한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한 

책임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에서, 선진국과는 감축목표설정에 차별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더욱 강화될 기후체제에 비하고, 지구  문제를 공동 분담

한다는 측면에서 IPCC가 권장한 개도국 감축 목표수 에서 가장 높은 30% 감축목

표를 설정함으로써 선진국 방식의 의무압력을 해소하고, 자율 인 감축방식을 확보

하게 되었다.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가.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망치 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 다.  신규 건축물의 

에 지성능 기 을 강화하여, 주택은 ‘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감하도록 하고 

’17년부터는 패시 하우스(Passive House) 수 (에 지성능 60%이상 개선), ‘25년부

터는 제로에 지하우스 수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 지가 없는 수 )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건물도 ‘25년부터 제로에 지 빌딩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 지 목표 리제를 통하여 2011년부터는 에 지를 많이 쓰는 형 

건축물을 상시 으로 리하도록 하며,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제정 고 

되어 있어 건축물 매매·임 시 에 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정이다.

나. 녹색교통 추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20년

까지 배출 망치 비 33~37%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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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 혼잡통행료를 확 하여 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

(Car-Sharing) 도입, 경제  운 습 (Eco-Drive) 정착 유도 등이 추진하며, 내년부터 

’녹색교통 책지역‘을 지정하여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 리할 정이다.

  철도ㆍ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 로 제고하고, 철도ㆍ연안해운 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ㆍ자 거이용 활성화, 

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해, 온실가스 다배출, 에 지 다소비 사업

장에 해 ‘온실가스․에 지 목표 리제’를 본격 도입한다. 2012년 리업체 586개를 

지정하여, 온실가스  에 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 을 검증받으며,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 비 을 ’30년까지 41%로 확 하고 ‘12년에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 지 보 을 확 한다. 녹색성장의 핵심 인

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하여 핵심 기술 개발,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 유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라. 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정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하여 ‘고용 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트 십 형성 지원, ‘녹색사회 기업’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일자리가 약 20만개 늘어날 망(’08년 비)이다.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 ’를 통해 수요가 증하는 신재생에 지,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을 확 하고, 자동차․철강ㆍ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환 

훈련체제를 구축하며,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등)도 신설

하기로 하 다. 특히, ’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 를 통해 녹색

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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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1.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수립

  울산시는 2009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도시 구 ,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코폴리스 울산을 통한 녹

색사회 조성의 3  략과 그에 따른 10  정책방향을 수립하 다. 10  정책방향

별 1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극 인 추진을 통해 탄소 녹색강국을 선도하는 

에코폴리스 울산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림 Ⅲ-1-3】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 자료：울산 역시 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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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가. 온실가스 배출량

  울산시의 2005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4,304천톤CO2*으로, 국 5.94억톤CO2

의 약 10.8%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산업부문에서 56,318

천톤CO2로 약 87.5%, 비산업부문 7,986천톤CO2으로 12.5%의 비 을 차지한다.

【표 Ⅲ-1-2】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기준)

비산업 산업

합계
가정 상업공공 수송 폐기물 농.임업 

기타토지이용
산업부분
(에 지)

산업공정

2,121 2,698 4,158 681 -1,672 39,264 17,054 64,304

※ 자료：환경정책과

  나. 에너지 소비현황

  최종에 지 소비량은 2009년 19,803천toe로서 우리나라 체에 지 소비량의 

10.9%에 달한다. 이는 남(18.9%), 경기(13.0%), 충남(11.3%)에 이어 국 에 지소

비량 4  수 이다. 

【표 Ⅲ-1-3】

최근 에너지 사용량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 사용량(천toe) 163,995 166,009 170,854 173,584 181,455 182,576 182,066 193,832

울산
사용량(천toe) 20,094 20,725 20,838 21,968 22,525 20,892 19,803 20,744

유율(%) 12.3 12.5 12.2 12.6 12.4 11.4 10.9 10.7

※ 자료：경제정책과

* 배출량 산정방식 : 국가 산정방식 (국립환경과학원, IPCC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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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에 지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85.9%로 가장 높고, 수송(8.6%), 

가정․상업(4.2%), 공공･기타(1.3%)의 순으로 에 지가 사용되고 있다.

【표 Ⅲ-1-4】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구    분 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국
사용량(천toe) 182,066 106,119 35,930 35,722 4,295

구성비(%) (100%) (58.3) (19.7) (19.6) (2.4)

울산
사용량(천toe) 19,803 17,005 1,711 831 256

구성비(%) (100%) (85.9%) (8.6%) (4.2%) (1.3%)

※ 자료：경제정책과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울산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망치는 89,537천톤CO2으로, 2005 비 39%, 25,233

천톤이 증가하고, 비산업부문의 경우 2005년 비 12.5%가 증가한 8,989천톤CO
2
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5】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구  분
2005년 배출량(비 )

(천톤CO2)
2020년 배출 망(비 )

(천톤CO2)
증가량

(천톤CO2)
증가율(%)

산업 부문 56,318 (87.5%) 80,548 (90%) 24,230 43%

비산업 부문 7,986 (12.5%) 8,989 (10%) 1,003 12.5%

합  계 64,304 (100) 89,537 (100) 25,233 39%

※ 자료：환경정책과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본 으로 정부의 감축목표와 방향을 반 하여 

수립하 다. 국가는 2020년 배출 망치 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산업과 

경제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해, 우선 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비산업부문을 높은 

비 으로 감축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 표 인 이행제도로 온실가스․에 지 

목표 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여, 국의 기업체  사업장을 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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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감축목표  감축방향을 반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여력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비산업분야의 2020년 배출 망치 비 35%를 감축(2005년 비 27% 

감축)할 계획이다. 

4.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 가정, 상업․공공, 수송, 폐기물, 농업․임업 

기타 토지이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재 추진 인 사업과 향후 추

진할 사업의 감축여력을 분석한 이행계획을 수립하 다.

  4개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3,148천톤CO2를 감축할 계획이며,  폐기

물 에 지화, 건물 에 지 효율 향상, 교통 수송 분담율 제고 등의 사업을 

으로 추진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산업부문은 정부(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지 목표 리제*의 

시행에 따라 감축 목표에서 제외되었으나, 울산시 리지정 업체의 교육 등 필요한 

경우 극 지원할 정이다. 한, 기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에 지 자발  약, 

기후변화 약 응 기업지원 사업( 소기업 지원) 등도 계속 으로 추진할 것이다. 

【표 Ⅲ-1-6】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분야 주요 사업내용 
감축량

(천톤CO2)

에 지

가정 녹색생활실천, 도시가스보 , 건물에 지효율향상등 756

상업‧공공 배출권거래제,고효율공조기도입,사무실녹색생활 등 57

수송 그린카 보 , 에코드라이빙, 경차 보  등 722

신재생에 지 신재생에 지 보 사업 720

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축, 폐기물 에 지화 등 732

농‧임업 도시숲 조성, 바다 숲 조성, 비료사용 이기 등 161

※ 자료：환경정책과

*『온실가스․에 지 목표 리제』: 국가 온실가스 기감축 목표(2020 배출 망치 비 30%) 달성을 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지 소비량이 높은 업체를 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 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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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자원의 에너지화

  성암소각장의 소각여열을 인근 (주)효성 용연공장에  스 (23톤/시간)을 공 (‘11

년)함으로써, 기존 연료사용량을 감하면서 40,538톤CO2/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하고 있다. 

  성암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성암소각장과 호석유화학에 4,388천Nm3/

년 가스 매('11년)함으로써, 온실가스 5,793톤CO2/년 감축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용연하수처리장의 음식물쓰 기와 하수슬러지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일일 15,600Nm3 포집하여, 인근 기업(SKC)에 에 지원으로 정제하여 공

하고 있어 온실가스 12,528톤CO2/년 감축효과가 있다. 

나. 자발적 에너지협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자발  약(VA:Voluntary Agreement)은, 기업과 정부가 에 지 약  온실가스 

감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공동으로 리하는 비규제  제도이다. 1999년

부터 연간 에 지사용량 2,000toe 이상 다소비사업자를 상으로 실시한 결과, 108개 

업체와 추가 약까지 포함하여 총 158건의 약 체결 성과를 거두었고, 2010년에도 

5개업체와 추가 약을 체결 함으로써 총 163개 업체와 약을 체결하 다.

  참여업체에는 에 지 시설 투자 자  융자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등의 정책  인센티 를 부여하며, 2009년에는 약을 체결한 101개사에서 

288천toe(1,479억원)를 감하 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 약 규제 등에 따라 신재생에 지의 요성이 부각

되면서, 태양열, 태양 , LED 등 신재생에 지 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방어진 등학교, 상안 등학교 등 4개 등학교와 2개 고등학교, 남목 3동, 병  2동 

주민센터  구보건소, 구보훈회  등 11개소에 태양  발 시설 등을 설치하 고, 

신재생에 지 보 율을 2007년 2.6%에서 2030년에는 11%까지 높일 것이다.

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생태산업단지란, 기업 간 력으로 순환  자원이용 구조를 형성하여, 경제  성과

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경  향을 감소시키는 산업단지로서, 2003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 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국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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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지역(울산, 부산, 구, 경기, 경북, 남, 북, 충북)으로 선정 시행 에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한 1단계 사업은 국가산단 2곳(울산미포, 온산)을 상으로 실시

하여, 2010년 5월 완료되었다. 2단계 사업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상은 지역국가  일반사업단지 6개소(울산․미포  온산, 매곡, 길천, 신, 

하이테므밸리)로 2단계 3차년도인 2012년까지의 사업성과는 56개의 연구과제를 지원

하여 43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43개 과제에서 22건이 사업화 되었고, 사업

화된 22개 과제로부터 경제  효과 844.0억원/년, CO2 330,970.2톤/년, 폐수 

79,007.0㎥/년, 부산물 36,684.0톤/년 감을 달성하 다.

【표 Ⅲ-1-7】

생태산업단지 사업성과

세부사업명

경제  효과(억원/년) 환경  효과(ton/년, toe/년) 네트워크 황

비용

감

신규

매출
계

폐

부산물
용폐수 에 지

기배출물
공 

간

처리
수 요

SOx등 CO2

Butanediol 공정의 
유기부산물 자원 재순환 

시스템 구축
19.9 19.9 6,132 SK에 지

엔바이론
소 트

부산녹산
하수처리장

소각로 폐열 매  
부산물 재활용 극 화 

기술개발
38.5 38.5 3,893 135 12,491 (주)유성 한국제지

울산-석유화학 단지 내의 
활성슬러지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1.2 1.2 200 SK에 지 SGR tech

한유화
이수화학

울산 역시 소각시설 
스 네트워크 타당성 

검토
73.8 73.8 18,850 177 60,476

울산 역시
성암소각장

효성
용연2공장

산업폐수 내 고농도 
암모니아 회수  재이용 

네트워크 구축
36.9 36.9 30,000 선경워텍 태 산업

(주)효성

용연공단 내 유틸리티 
재구성을 통한 기업간 
스  네트워크 구축

40.0 40.0 10,880 314 34,907
KP 미칼
한솔EME

코리아
PTG

SKC

공업  소각시설 
스 네트워크 타당성 

검토
32.0 32.0 6,024 0.3 10,188 공업

자동차

하이스코

동제련  공정 발생 폐기물 
감을 통한 가치 향상 

네트워킹 사업
11.5 11.5 29,000 포스코 일신폴리텍 LS-Nikko

동제련

울산 주조업체 발생 
알루미늄 부산물의 
재자원화 네트워크 

33.0 33.0 1,250 1,325
동남정
한주 속

아진 속

제지  제련  기업 간 
CO2  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66.0 66.0 26,849 1,692 63,643 고려아연 한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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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경제  효과(억원/년) 환경  효과(ton/년, toe/년) 네트워크 황

비용

감

신규

매출
계

폐

부산물
용폐수 에 지

기배출물
공 

간

처리
수 요

SOx등 CO2

유화공정개발을  통한 
폐유의 재활용 극 화 

 네트워크 구축
16.7 16.7 300 900 12,120

㈜풍산

신흥에 텍
신흥유업 태원물산

부산물  아연분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Flake 아연분말 생산
54.3 54.3 1,178 316

풍산

GB메탈

TNC

TNC

시그마삼성

건설화학

공업

무스 탈산  제조공정 
반응열을 활용한 

스 네트워크
24.0 24.0 8,881 30,094 애경유화 한주

에보닉헤드

워터스

TPA공정 폐기물을 
이용한 친 환경성 

콘크리트용 감수제 생산
5.88 6.04 11.92 1,200

SK유화

삼남석유화학
동신 미칼

씨앤티

한솔 미칼

정유탈황공정 
부생가스의 

비철제련공정 내 
환원제로의 활용

5.5 54.2 59.7 2,800 이수화학
㈜엔코아

네트웍스

고려아연

LS-Nikko

동제련

산업폐기물 소각열원을 
이용한 스  네트워크 

구축
12.5 42.3 54.8 8,278 25,084 범우 한유화

ABS공정 슬러지로부터 
ABS Powder  PB 

Latex 회수 
7.6  5.2  12.8   556.0 　 　 　 　

한국스티롤루션㈜, 

호석유화학㈜
 KMT 

 신화 , 

원테크 

폐무기열매유를 
이용한 속 표면 

열처리용 염욕제 생산 
 0.4  3.6    4.0 

   

200.0 
　 　 　 　 용산화학  보명  코리녹스 

화학섬유제조업의 
유기성슬러지  

유기폐액 기소화 
 4.7 0.5  5.2 36,500.0   146.0 　 　 효성울산공장 　

 효성울산공장 

황함유 폐가성소다액의 
하수처리시설 독립 양 
탈질약품으로 재이용

 5.5 1.0  6.5 　 5,475.0 　 　 949.0 ㈜S-Oil
 

㈜수엔지니어링 

 방어진

하수처리장

울산미포국가산단
(매암지역) 내 

스 스왑을 통한 
에 지네트워크 

 30.0 62.0 92.0 
 

16,716.0
50,396.0 태 석유1공장  SK에 지 효성울산공장 

울산성암소각장  
고압스 공 사업 

보일러 열정산 검토
 64.0 83.0 147.0 18,960.0 　 39,427.0 

울산 역시(성

암소각장)

효성용연2공장, 

코리아PTG 

효성용연1공장, 

SKC 

총 계 441.8 402.3 844.1 36,684 79,007 131,597 4,052 330,970 27개사 14개사 29개사

※ 자료：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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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 지를 명하고 친환경 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게 하고, 탄소 녹색사회를 구 하고자 하는 생활습 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한 사회 반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 

실천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생활 속 에 지 약습 의 정착을 유도하는 탄소

포인트제가 재 활발히 운  이다. 가정(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 이 

참여하여, 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인 만큼 인센티 를 지 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1년말 재 78,042세 가 가입하 으며, 2015년

까지 10만 세 가 동참하여 생활 속 에 지 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표 Ⅲ-1-8】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구 분
총

세 수
(세 )

최 종
가 입
목 표
(세 )

2011 
목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황
2011 
목표

비합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개 인
사업자

법 인
사업자

공공
기

아 트 단지

단지 입주민수

계 412,561 100,000 80,000 78,042 2,097 3,550 89 26 189 157 72,091 97.6%

※ 자료：환경정책과

나.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스타트 운동이란,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 사회구 을 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진하는 시민 실천운동으로서, 모든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35개의 기 ․단체가 참여한 민․  트 십을 구축하여 효율 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보다 구체 인 시민 실천운동 10개분야를 선정하여, “Clean Green 10

운동”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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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온실가스 이기 녹색생활실천 운동의 확산을 하여 2009년부터 지 까지 

4회에 걸쳐 그린스타트 회를 개최하여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

고 있다.

【표 Ⅲ-1-9】

2011년 그린스타트 범시민운동 시민실천과제

시민실천 과제명 주  단체

식당음식물 쓰 기 이기 한국음식업 앙회 울산지회 외2

에 지 약 녹색에 지 진시민포럼 외3

가정생활용수 약 울산아 트입주자 표회의연합회 외3

교통 이용률 높이기 울산YWCA 외5

태화강  지천살리기 운동 태화강보 회 외5

공단환경 정화수 심기 울산지역환경보 의회 외6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제고 온산공단환경 리 회 외2

우리동네 공원가꾸기 울산생명의 숲 외6

생활쓰 기 재활용 제고 국주부교실 울산 역시지부 외2

자 거 마일리지 자 거 사단 외3

※ 자료：환경정책과

다. 홍보 ․ 교육

   1) 기후변화 홍보

  울산 공원 에 지․환경  내 78.25㎡의 면 에,  지구 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 감 

운동을 다양한 시 형태와 알기 쉬운 설명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후변화 홍보

을 건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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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그림 Ⅲ-1-4】

  기후변화 홍보관

   2) 기후변화교육센터 개소  기후학교 운

  체계 이고 내실있는 기후변화교육을 한 교육거  역할 수행을 목 으로 2010년 

4월 울산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푸른울산21환경 원회내에 설치하 으며 이로서 

시민의 기후변화 응능력 향상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

학교 운 이 연  가능하게 되었다.  

  지 까지 기후학교 운  실 으로는 2011년도에 그린리더 과정을 개설하여 

3기 102명이 교육수료하 다.  

   3) 기후변화 주간 행사

  매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기후변화에 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해 

국 으로 기후변화 주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2011년에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동안  ‘Me First! 내가 먼 , 

교통 이용“이라는 주제로 그린리더 발 식  교육, 소등행사, 캠페인 등을 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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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구, 군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내 등학교를 

상으로 기후변화 응홍보 순회교육을 실시,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개하 다. 

6. 공익형 탄소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해,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의 수익 과 CDM 사업지원 , 기탁 , 출연  등을 재원

으로 2009년 10월 기  설치하 으며, 2011년말 5.5억원정도를 조성하 으며, 조성된 

기 으로 온산하수처리장내에 설치 인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유엔 

온실가스 감축사업(P-CDM) 등록 추진 에 있으며, 소기업을 상으로 국내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