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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제1절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1. 전세계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월 9일

에는 하와이 마우아 로아 관측소의 일평균 이산화탄소농도가 400.03ppm으로 관측

되어 산업혁명이전 280ppm에서 이산화탄소를 최초로 관측한 1958년의 315ppm 이

래 최초로 400ppm을 초과하였다.

【그림 Ⅲ-1-1】

킬링(Keeling) 커브1)

※ 자료 :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1) 킬링 커브(Keeling Curve) : 1958년부터 측정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을 나타낸 그래프.1958년부

터 남극과 마우나로아에서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한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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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4차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지난

100년(1906~2005)간 전지구 기온은 약 0.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년

동안 0.2℃/10년 상승률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도

변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억제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까지는 2000

년 대비 50~85%까지 줄어들어야 하며 대기 중 CO₂농도가 400ppm을 넘지 않아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 국립해양기상청(NOAA)의 ‘2012년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1880년부터 2012년까

지 10년 평균 0.06℃씩 증가하던 지구 평균 온도 증가폭은 지난 1970년부터는 10년

평균 0.16℃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2년의 지구평균온도는

14.6℃로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0.8℃ 상승하였으며 관측사상 열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2012년 2월 북반구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대설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봄과 여름에는 이상고온 현상과 함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소우(小雨) 지

역은 한발과 가뭄이 다우(多雨) 지역에서는 호우와 홍수가 빈발하였다.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대표 농도경로 시나리오2)에서는 별다른 탄소 저감 노력없

이 현재의 추세대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RCP 8.5)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940ppm으로 증가하고 21세기 말(2071~2100년) 지구평균 기

온은 현재(1981~2010년) 기후 대비 4.6℃ 이상 상승하며 강수량은 5.9%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540ppm, 지구평균 기온은 2.5℃, 강수량은 4.1%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의 고도는 각각 70.6㎝(RCP 4.5), 88.5㎝(RCP 8.5) 상승이

2)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의 미래 기후

변화 전망을 위하여 개발한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 4개의 대표농도를 선정하여 농도에 따른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산출함. RCP2.6은 2100년 전에 복사강제력이 3W/㎡ 에 도달하고 이후 하강하는 최저

농도(이산화탄소 최고 농도 490ppm) 시나리오로서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

한 경우. RCP4.5는 복사강제력이 약 4.5W/㎡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되는 저농도

(이산화탄소 최고 농도 650ppm) 시나리오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6.0는

2100년까지 복사강제력이 6.0W/㎡가지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화되는 중간 농도(이산화탄소 최고 농도

850ppm) 시나리오로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8.5는 2100년에 복사강제

력이 8.5W/㎡을 초과하는 고농도(이산화탄소 최고 농도 1370ppm 이상) 시나리오로서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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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다. 현재 추세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뉴

욕, 상하이, 베네치아, 시드니,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되며 북극 해빙 면적은 21세기 말 31.0%로 줄어들고 태풍 또한 발생빈도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Ⅲ-1-1】

21세기 말 평균 기온, 강수량, 해수면 상승 전망

RCP 시나리오 RCP4.5(540ppm1) RCP8.5(940ppm)

지구평균

기온(℃) +2.5℃
2

+4.6℃

강수량(%) +4.1% +5.9%

해수면고도3 70.6㎝ 88.5㎝

한반도 평균
기온(℃) +3.0℃2 +5.7℃

강수량(%) +16.0% +17.6%
1

2100년 이산화탄소 농도
2 30년(1971~2000년) 기준기간 대비 30년(2071~2100) 값
3 해수면고도 변화 전망치로 열팽창과 육빙녹음 효과를 모두 포함

※ 자료 : 기상청(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12)

2.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한반도에서도 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년간(1981~2010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 상승(0.41℃/10년) 하였으며, 모든 계절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평균 강수량도 지난 30년간 78mm 내외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또한 과거 30년간의 경향이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기상청의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0.33℃/10년 수준으로 과거 30년

의 한반도 기온 상승 경향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의 온난화를 전망하여 21세기 후

반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3.0℃ 상승하고 강수량의 경우 16.0% 증가하는 것으로 예

상하였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는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0.6

3℃/10년의 기온 상승률을 전망하여 과거 30년간 기온상승률의 1.6배로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연평균 기온이 현재 11.0℃ 수준에서 21세기 후반 5.7℃ 상승하고 강수

량은 17.6%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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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반도 주변 해수면은 모든 해안에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 남해안과 서해안은 53㎝, 동해안은 74㎝ 상승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65㎝, 99㎝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한반도

남해안에 국한되는 아열대 기후구가 점차 북상하여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도와 경기 서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 지역과 황해도 서부가 아열대 기후구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폭염일수는 현재 연간 7.3일 수준에서 RCP 8.5 시나리

오의 경우 21세기 후반 30.2일 수준으로 증가하며 열대야 일수도 현재 2.8일 수준

에서 37.2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호우일수 또한 현재 2.0일 수준에서 21세

기 후반 2.8일 수준으로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21세기 한반도 아열대 기후구 변화 전망 : RCP 8.5

※ 자료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기상청

2012년 한반도에서도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2월에 기

록적인 한파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평균기온이 18.3℃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었다.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폭염과 열

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984명 발생하

여 14명이 사망하였고, 가축폐사, 적조, 정전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한 해 동

안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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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평균 증가율은 2.1ppm/년이며, 전세계

의 경우 2.0ppm/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2012년에 관

측사상 처음으로 400.2ppm으로 400ppm을 초과하였다.

【그림 Ⅲ-1-3】

한반도와 전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장기추세선

※ 자료 : 2012 지구대기감시 보고서, 기상청

3. 울산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최근 30년(1981~2010년) 울산의 연평균기온은 14.1℃, 연평균 강수량은 1,277.1㎜

여름철(6,7,8월) 평균 강수량은 649.4㎜이다. 또한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8.7일, 온난야일수는 10.1일, 일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65.1일이다.

최근 10년간(2001~2010년) 울산의 연평균기온은 13.4℃, 연평균강수량은 1447.8㎜,

열대야3)일수는 4.0일, 폭염일수4)는 11.8일로 나타났다.(부산ㆍ울산ㆍ경남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12, 기상청)

지난 38년간(1973~2010년) 울산의 연평균기온 상승률은 0.035℃/년이며, 최고기온

과 최저기온 또한 각각 0.029℃/년, 0.047℃/년으로 상승하였으며, 겨울철의 기온

상승률이 다른 계절보다 크게 나타났다. 1973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는데 1980년 12.7℃로 가장 낮았고, 2004년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열대야일수 :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4)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140  2013 환경백서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그림 Ⅲ-1-4】

울산 연평균기온 상승 및 집중호우 발생 현황

※ 자료 : 울산발전연구원(울산도시환경브리프 2012.4.6 제5호)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2071~2100년)에는 현재(2001~2010년 연평균)

보다 연평균 기온은 4.9℃ 상승하여 18.3℃, 연평균 강수량은 36.4% 증가한 1975.4

㎜, 여름일수5)는 100.7일에서 166일로, 열대야일수는 4.0일에서 58.6일로, 폭염일수

는 11.8일에서 55.4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사계절 중 봄, 여름, 가을

은 길어지고 겨울은 급격하게 짧아지는데 현재 110일 정도인 여름이 5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우일수6)의 경우 현재

2.3일에서 6.1일로 증가하고 여름철 불쾌지수7)는 기온과 강수량의 증가로 울산 전

지역이 82.7(매우 높음)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울산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에 의한 도시침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고온관련 질병, 감염성 질환 등 건강 분야의 취약성이 높으며 연근해 수산자원의

유형 및 유전적 구조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은 남

구, 수인성 매개질환과 산불은 북구, 벼 생산성과 생태계는 울주군과 북구, 해양/수

산업은 울주군, 홍수는 동구와 중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산ㆍ울산ㆍ

경남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기상청)

5) 여름일수 : 일 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6) 호우일수 : 일 강수량이 80㎜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7) 불쾌지수 : 체감기후를 나타내는 지수(온습도지수). 68미만은 낮음, 68~75는 보통, 75~80 높음, 80이

상은 매우 높음으로 분류. 불쾌지수가 80 이상인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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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상은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hannel on Climate Change)에서부

터 시작한다. 1994년 3월 정식 발효되었으며, 192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구속성을 가진 조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협상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과 감축목표 설정은 1997년 일본 교토

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화되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선진국 등 39개국에 대해서 1차 공약기간 동안 1990

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이행방법(kyoto

mechanism)으로 국제배출권거래제(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동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온

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을 합의하고, 2020년 이후부터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

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계를 설립하도록 하는 ‘더반플

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2020년간 선

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EU, 호

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2차 공약기간은 실효성 없는 상징

적인 체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국가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15%에 미치지 못하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였고 공약기간

또한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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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기후변화 대책

가. 국가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정부는 199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및

2001년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

책’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99~’01, 8개부

문 36개 과제), 제2차 종합대책(‘02~’04, 5개 부문 84개 과제), 제3차 종합대책

(‘05~’07, 3대 부문 91개 과제)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12, 3대 부문 11개 과제)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ㆍ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Ⅲ-1-5】

국가 기후변화대응계획 추진현황

※ 자료 :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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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포스트교토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로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동참, 저탄소사

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달성, 기

후친화산업 육성,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저탄소 생활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 등이 선정되었다.

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국가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고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2008년 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2009~2030)을 수립하

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4.14)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0년

10월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을 수립하였다. 적응대책에서는 건강, 재난/재

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적응산업,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또한 13개 관계부처 합동으

로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11~‘15)을 수립하여 효율적ㆍ효과적으로 기후변

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Ⅲ-1-6】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전략

※ 자료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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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 기후변화 대책

가.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우리시는 2010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비산업

부문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비산업부문에서 314.8만톤

CO2를 감축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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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토지이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

진할 사업의 감축 여력을 분석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사업, 에너지 절약형 녹색도시 기반 구축사업, 기후친

화적 녹색교통 구축사업, 자원순환형 저탄소 사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는 저에너지 녹색산업 구축을 목표로 생

태산업단지 조성, CDM 사업 추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온실가

스 감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보조를 맞추도

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Ⅲ-1-7】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 자료 :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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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

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2012년 2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

을 수립하였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 경향 및 분야별 피해 현황,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시민인식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중점

추진분야로 건강, 재난ㆍ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해양ㆍ수산업 등 6개 분야를 선

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안전도시 조성, 물순환 생태도시 조성, 기후적응 친화도시 구현을

전략으로 40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산업도시형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기후복지 시스템 구축, 에코워터 프로젝트(하ㆍ폐수 재이용

사업), 스마트 하수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산업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예측 평가체

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 발굴, 기후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Ⅲ-1-8】

울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전략

※ 자료 : 울산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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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온실가스 감축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및 감축목표 

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기 경향' 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136%로 중국 256%, 인도 179%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

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도 2008년 세계 9위에서

2009년 8위, 2010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약 330억톤으로 1990년 대비 4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는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한 중국으로 89.4억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

은 52.5억톤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89.4억톤은

미국(2위), 인도(3위), 러시아(4위), 일본(5위), 독일(6위)의 배출량을 합한 89.9억톤과

맞먹는 양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2010년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6880만톤 CO2 eq8)으로

2009년 6억900만톤 CO2 eq 보다 9.8% 증가하여 1993년 12.2% 이후 17년 만에 가

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

가하여 발전 등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3%인 5억7,070만톤이 발전분야에서 배출되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가 UNFCCC에 제출한 제3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7억 7610톤 CO2 eq(LULUCF9)을 제외하고 2009년 배출량

산정방식으로 재계산한 수치)으로 에너지 부분이 80.8%, 산업공정 15.0%, 농업

2.4%, 폐기물 부분 1.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총배출량은

2005년 5억 7030만톤 대비 33.5% 증가하고 분야별로는 에너지 33.5%, 산업공정

81.8%, 농업 -7.5%, 폐기물에서 -1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8) 이산화탄소 등가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

한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을 곱한 값

9)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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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가율

※ 자료 :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 전망치 8억1300만톤

CO2 eq 대비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및「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인 국내적

구속의무를 설정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산

업, 건물, 교통 등 25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다.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 4210만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 Ⅲ-1-2】

부문별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 %)

국가전체 산업 전환(발전)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30 18.2 26.7 34.3 26.9 5.2 12.3 25

※ 자료 : 환경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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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

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

울산시의 2006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5,427.4만톤CO2으로 전국 5억8801만톤

CO2 eq의 약 9.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분석하면 산업부문이 4,228만톤으로

77.9%를 차지하였으며, 수송 721.7만톤(13.3%), 상업 217.9만톤(4%), 가정 145.1만톤

(2.7%), 폐기물 54만톤(1%), 농업 11.3만톤(0.2%), 기타 49.4만톤(0.9%)으로 산정되었다.

【표 Ⅲ-1-3】
울산 온실가스 배출량 (2006년 기준)

(단위 : CO2, 만톤)

합 계
부문별 배출량 (CO2 , 만톤)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업 폐기물 기타

5,427.4 4,228 721.7 145.1 217.9 11.3 54 49.4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09

한편, 지식경제부의 지자체별 에너지 연소 및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2009년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배출기준10)의 울산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4,883.7

만톤(8.8%)으로 전국 5위, 소비기준11)으로는 5,349.2만톤(9.6%) 전국 4위를 차지하였다.

울산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8,953.7만톤CO2으로 2005년 대비 39%인

2,523.3만톤이 증가하고, 비산업부문의 경우 2005년 대비 12.5%가 증가한 898.9만톤

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4】
울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020년)

구 분 2005년 배출량(비중)
(만톤CO2)

2020년 배출전망(비중)
(만톤CO2)

증가량
(만톤CO2)

증가율(%)

산업 부문 5,631.8 (87.5%) 8,054.8 (90%) 2,423 43%

비산업 부문 798.6 (12.5%) 898.9 (10%) 100.3 12.5%

합 계 6,430.4 (100%) 8,953.7 (100%) 2,523.3 39%

※ 자료 :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10

10) 배출기준 : 전력 생산지역의 배출량(발전소의 전력 생산시 배출량) 집계

11) 소비기준 : 생산된 전력의 소비 시점 기준 배출량(전력소비시 배출량)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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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감축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여력을 분석한 결과, 비산업부문에

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5% 감축(2005년 대비 2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이는 2020년 비산업부문 배출전망치 898.9만톤 가운데 314.8만톤을 감축하여

584만톤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묶는 것을 의미한다.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국가 중기 온실가

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0% 저감)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60%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절약목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 본격 도입되었다. 2012년 목표관리 대상업체는 총458개소로 산업부문이 가

장 많은 366개소로 전체 업체 수의 80%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10】

목표관리 대상업체 현황

※ 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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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분
2011. 12. 31.기준 2012. 1. 1.부터 2014. 1. 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CO2 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
(TJ) 500 100 350 90 200 80

※ 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762개 정

부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

을 목표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

지역에는 울산시청을 비롯한 총 13개 기관, 138개 시설이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기준 배출량 45,274톤 CO2 대비 3,429톤을 감축

한 41,845톤을 배출하여 7.6%의 감축률을 기록하였다.

【표 Ⅲ-1-6】

울산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구분 계
광역지방
자치단체

기초지방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국․공립
대학

기관수 13 1 5 1 1 4 1

시설수 138 15 92 12 1 17 1

※ 자료：환경정책과

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

제로서 참여자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할당하고 거래를 허

용함으로써 참여자의 비용 효과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

는 2012년 5월「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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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환경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울산시는 6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배

출권 거래 경험을 축적하고 2,94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 목표관

리제를 통하여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제정하여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소비증

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에너지소비증명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관리를 효율

화하기 위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인증제를

통합한 녹색건축인증제(G-SEED)가 도입되었다. 울산 지역에는 2012년 현재 학교

13개소, 대학 1개소, 공동주택 2개소, 업무용건축물 1개소 등 17개 건축물이 녹색건

축물 인증을 받았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2013년부터 서울지역에 실시되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 전국

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확산되고

2017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의 매매ㆍ임대 시 적용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신축 건

물에만 적용되었으나 2013년부터 모든 용도의 신축ㆍ기존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10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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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2】

녹색건축 인증 마크

※ 자료 : 국토교통부

 라. 녹색교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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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684만톤(34.3%)을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

해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자전거ㆍ보행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

류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 물류발전기본계획

(‘11~’20)을 수립하였으며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KOTEMS)을 도입하여 교

통분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울산시는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6.5% 줄이는 것을 목표

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 승용차요일제, 버스ㆍ자전거이

용의 날(매월 22일) 운영, 에코마일리지카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가

2012년 수립한 교통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현행 17.1%에서 27.1%로 10% 증가시키고, 녹

색교통 수단 분담률은 28.7%에서 31.4%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보고서(국토교통부, 2011)의 시·도별 도로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울산시는 2009년 193만2천톤CO2을 배출하여 2008년 대

비 도로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4.4% 감축함으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울산시의 통근 시 자전거 이용률(2010년 기준)은

2.28%로 7대 대도시 중 가장 높으며, 인구 백만명당 자전거도로는 314.3㎞로 대전,

광주에 이어 자전거 이용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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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저탄소 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활습관을

말한다. 비산업부문은 산업부문에 비하여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율과 감축잠

재량이 높으며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우리시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스타트 운동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촉진하는 시민 실

천운동으로 2008년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울산시는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이후 에코폴리스 범시민 추진 종합대책의 실천과제

로 2007년부터 ‘Clean Green 10 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울산그린스타트 운

동으로 발전시켜 왔다. ‘Clean Green 10’ 운동은 울산 지역의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10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가정 생활용

수 절약 운동,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운동, 태화강 및 지천 살리기 운동, 공단 환

경정화수 심기 운동,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운동,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운동, 가

정생활 쓰레기 재활용 운동, 자전거 마일리지 참여운동 등 10개 분야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2008년부터 환경부 주최로

전국 그린스타트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울산에서 전국 대회가 개최

되어 울산 그린스타트 활동과 환경개선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0년부터 그린스타트 운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그린스타트 및 그린리더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시는 2010년도 네트워크

부문에서 은상, 2011년 지자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울산시 시설관리

공단은 2010년 참여단체 부문에서 동상, 2011년 기관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

다. 그린리더 경연대회에서는 2011년 그린리더 북구협의회에서 초급부문 우수상,

2012년 그린리더 울주군협의회에서 중급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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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3】

2012년 울산그린스타트대회

※ 자료：환경정책과

2.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

으며, 2012년말 현재 87,618세대가 가입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참여하

고 있다. 울산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4년간 44,458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

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7억 9,300만원의 인센티브12)를 제공하였다.

【표 Ⅲ-1-7】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

연 도 합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개 인

사업자

법 인

사업자

공공

기관

아파트 단지

단지 입주민수

2009년 48,131 1,696 1,691 47 10 176 97 44,511

2010년 70,800 1,983 2,466 56 19 183 146 66,093

2011년 78,042 2,097 3,550 89 26 189 157 72,091

2012년 87,618 4,292 9,469 98 28 193 158 73,538

※ 자료：환경정책과

1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가입일 이전 2년 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해당 월의 사용량과 비

교하여 5% 이상을 절약할 경우,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그린카드 포인

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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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카드제

그린카드제는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7

월 도입되었다. 그린카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 받는

탄소포인트, 녹색제품 구매 시 제품가액의 일정비율 적립, 공공시설 할인 및 일반

신용카드 서비스 등 총 4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시에는 2012년말 기

준 약 15만명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표 Ⅲ-1-8】

울산광역시 그린카드 공공부분 할인 혜택

시 설 명 혜 택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 할인

북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실내체육관 월 수강료 및

사용료 5% 할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월 수강료 및

사룡료 5% 할인

중산행복샘 목욕시설, 헬스장 월 정기사용료 5% 할인

농소,무룡,달천운동장
화봉,명촌,중산,가람,효문다목적구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상안풋살구장

축구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5% 할인

※ 자료：환경정책과

4. 기후학교 운영 및 그린리더 양성

우리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변

화교육을 실시하고자 2010년 4월 울산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2012년까

지 교육센터에서는 중급반 6기 204명, 고급반 1기 27명, 연수반 1기 32명 등 총

263명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수료자는 온실가스 감축 홍보와

기후학교 강사 활동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린리더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실천에 앞장서며 녹색생활을 전파하

는 활동가로 2009년부터 구․군의 기후학교 초급반을 포함하여 기후학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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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2012년 현재 우리시는 1,380명의 그린리더를 양

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협의회 및 구ㆍ군 협의회,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린리더들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리더의 주요 활동으로는 온실가스 진단,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나눔장터 운영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이 있다.

【그림 Ⅲ-1-14】

기후학교 교육 및 청소년 그린리더 발대식

※ 자료：환경정책과

5. 그린터치 보급

그린터치는 컴퓨터 대기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용에 따

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급되었다. 2012년 전국적으로 약 30만

대의 컴퓨터에 그린터치가 보급되었으며, 울산 지역에는 24,845대의 컴퓨터에 그린

터치가 설치되어 599,403kWh의 전력을 절감하고 254,147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

였으며 91,75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