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환경정책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389

분      야 사   업   명 교육인원

청소년․어린이

환경의식 제고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9개 프로그램)

∘ ESD창의 인성교실

∘ 찾아가는 환경교실, 찾아가는 대기환경교실

∘ 어린이 청소년 기후캠프 운영

∘ 태화강 철새생태학교

∘ 찾아가는 녹색성장 교육

231회

22,244명

시민환경교육

∘ 태화강 시민생태교실

∘ 자전거 교실

∘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 녹색성장 시민 환경교육

∘ 숲자연학교 숲체험 등

∘ 시민 걷기프로그램, 생태투어프로그램

190회

19,190명

제1절 환경정책
1. 환경행정

가. 환경교육 및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1) 시민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민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

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

우리 시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환경보전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의 날, 물의 날,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을 중심으로 한 환경체

험․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

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문가 양성도 병행하여 환경교육 시민단체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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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사   업   명 교육인원

학교 환경교육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3개교)

∘ 찾아가는 녹색성장 교육 (84개교)
87개교

전문가 양성과정

∘ 그린리더 양성 교육

∘ 태화강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 대학생 녹색생활실천 지도자 학교

∘ 숲 해설가 양성교육

∘ 환경기술 마케팅 인력 양성교육

∘ 한․중 환경기술 교류인력 양성교육

∘ 환경교육 및 환경전문인 직무연수

∘ 환경 미술가 전문강사 양성과정

∘ 사회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32회

1,170명

   2)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1998년 환경부,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가 공동 출자하여 환경부로부터 ‘울산지

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고 전국 1호로 환경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1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개칭하

였다.

2013년에는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의 증진, 환경현

안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산학협력과제 등의 연구과제 14건을 수행하였으며,

환경 애로사항이 발생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총 106회 환경

기술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기술 지원사업으로는 울산지역 2개 업체를 대

상으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처리효율 증대와 오염물

질 배출저감 등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울산지역의 전문 환경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557명),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일반교육(녹색성장 학부모환경교육, 여름백로학교 등 2,177명), 세미

나 및 워크숍(초청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대회 등 1,902명) 등을 실시하고,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재활용 작품 전시회 등)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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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및 예산지원 현황 〉 (단위：백만원, 건, 회)
구    분 계 1999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 업 비
12,761

(4,521)

8,080

(2,475)

982

(420)

912

(420)

892

(380)

933

(413)

962

(413)

연구과제(건) 183 118 12 13 12 14 14

기술지원(회) 1,078 661 86 90 118 117 106

주) ( )는 시 지원금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소

비․유통분야의 시설물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오염원

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발

생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징수된 수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며, 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시와 구․군에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29,680 15,797 323,830 16,278 332,763 16,678 315,238 16,698 301,896 16,746

시설물 27,497 2,821 28,278 2,894 28,977 2,987 29,615 2,810 30,343 2,914

자동차 302,183 12,976 295,552 13,384 303,786 13,691 285,623 13,888 271,553 13,832



제4장 환경 ․ 녹지

392 • 2014 시정백서

다. 국제 환경협력 강화
국제행사 개최와 참석으로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면서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위상 제고와 울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또한 OEAED(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

회) 등의 기구와 연계하여 환경도시간 국제 공조체제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환경 행사와 네트워크를 통해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에 기여하면

서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도 동참하고 있다.

〈 국제환경협력 사업 현황 〉
사     업     명 개최시기

UNESCAP 도시인프라개발 전문가 회의 참석(태국) 2009. 2. 10. ~ 2. 12.

빗물재이용 선진사례 벤치마킹(독일) 2009. 7. 15. ~ 7. 24.

제5회 OEAED 환경부회 및 세계물포럼 참석(인천) 2009. 8. 20. ~ 8. 21.

울산 국제환경정책연수(9개국/9명) 2009. 9. 22. ~ 9. 29.

Green-City 조성 국제심포지엄(3개국) 2009. 9. 28.

아시아-태평양 시장포럼 개최(UNESCAP, 13개국 23개 도시) 2009. 10. 27. ~ 10. 29.

제5회 키타큐슈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참석(일본) 2010. 2. 9. ~ 2. 12.

울산 - 다롄시간 녹색성장 산업협력을 위한 실무단 회의(중국) 2010. 7. 12. ~ 7. 14.

우호도시 중국 무석시 환경프로젝트 연수 교류(중국) 2010. 8. 9. ~ 8. 13.

제6회 OEAED 환경부회 참석(일본) 2010. 10. 12. ~ 10. 16.

유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멕시코) 2010. 12. 4. ~ 12. 12.

유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2011. 11. 28. ~ 12. 11.

한중녹색파트너쉽 포럼 참석(중국) 2011. 12. 7. ~ 12. 9.

중국 무석시 환경연수단 울산방문 2011. 12. 6. ~ 12. 23.

구마모토시 환경국장일행 울산방문 2012. 1. 11. ~ 1. 13.

구마모토시 환경국폐어 울산홍보부스 운영(일본) 2012. 5. 16. ~ 5. 19.

제7회 OEAED 환경부회 참석(중국) 2012. 6. 7. ~ 6. 10.

대련시 발전과 개혁위원회 일행 울산방문 2012. 6. 13.

울산-니가타시 환경단체 교류 방문(일본) 2012. 7. 26. ~ 7. 29.

울산-니카타시 환경단체 교류 방문(울산) 2013. 5. 23. ~ 5. 26.

2013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참석 사례발표(순천) 2013. 7. 25.

제8회 OEAED 환경부회 참석(중국) 2013. 8. 5. ~ 8. 7.

국제철새탐조대회 참가(대만) 2013. 10. 16. ~ 10. 21.

창원 환경국제심포지엄 참석 사례발표(창원) 2013. 11. 4.

2013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울산)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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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정책
가. 대기오염도 현황
우리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

의 기업체를 가진 산업도시로서 아황산가스(SO2),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일산

화탄소(CO)는 환경기준 이하이며, 미세먼지(PM-10)는 2008년까지 환경기준을 초과

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환경기준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는 적은 강수량과 유례없는 폭염, 그리고 장거리이동오염물질(중국발 스

모그)의 영향까지 겹쳐 2012년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대기오염도 현황 〉
항 목 환경

기준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SO2

0.02
ppm/년 0.010 0.008 0.007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PM-10
50

㎍/㎥·년 50 50 52 53 54 49 48 49 46 47

O3
0.06

ppm/8hr 0.022 0.022 0.021 0.021 0.023 0.024 0.023 0.025 0.026 0.028

NO2
0.03

ppm/년 0.022 0.024 0.022 0.023 0.024 0.022 0.023 0.023 0.023 0.024

CO 9
ppm/8hr 0.5 0.5 0.4 0.4 0.5 0.5 0.5 0.5 0.5 0.5

나.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2020년까지 대기질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ㆍ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4개국 11개과가 참여하여 12개 전략, 50개 세부시행계획을 2011년 3월부터 차질없

이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기업체의 환경개선 투자(1조 4,480억 원)를 포함하여 총 2조 4,777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서 12개 전략은 ①저탄소 녹색 성장형 산업단지 조성, ②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 ③중소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④대기소통을

감안한 건축, ⑤대기정화를 위한 녹지조성, ⑥대기측정망 운영, ⑦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⑧교통환경 개선, ⑨친환경자동차 보급, ⑩폐열ㆍ폐자원 등

재활용, ⑪환경기술 R&D, ⑫시민 녹색생활 실천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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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아황산가스는 0.008ppm에서 0.005ppm으로, 미세먼

지는 54㎍/㎥,에서 40㎍/㎥으로, 오존은 0.023ppm에서 0.022ppm으로, 이산화질소

는 0.024ppm에서 0.020ppm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 대기환경 조성
   1)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2013년 말까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고,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총 950대의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

고(2013년 82대), 2014년에는 총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천연가스버스 전기자동차 흙운동장 먼지 억제사업

   2)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운행중인 노후된 경유자동차 2,423대(2013년 497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DPF, p-DPF, DOC)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차령 7년 이상 차량 조기폐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480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3) 재비산 먼지 제거사업
도로변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진공 노면청소 차량 11대를

운행하여 왔고, 차량 4대에는 저감필터를 부착하여 먼지제거 효율성을 높였다.

2014년에는 최신형 차량 4대를 추가하여 총 15대를 운행하고, 차량 3대에 저감필

터를 추가로 부착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시 날림먼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에 초등학

교 5개소를 대상으로 흙운동장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였고, 2014년에는 10개교를 대

상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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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중소기업, 상가 등 사업장의 일반보일러에 대해 2013년 까지 432대(‘13년 39대)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였고, 2014년에는 40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 저녹스버너 〉
연소시 화염온도 및 산소(O2) 농도를 조절하여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연소

효율을 증대시킨 고성능 버너

라.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운영
2011년 10월부터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http://air.ulsan.go.kr)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부와 북부권역으

로 구분하여 1일 2회(전일 18:00시와 당일

09:00시) 예보하고 있으며, 예보등급별 시

민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

며, 발령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알려준다.

환경부는 2014년 2월 6일부터 미세먼지 본예보를 광역권별(수도권, 충청권, 강원

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예보등급 및 등급별 행동요령 〉
환경지수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먼지농도

(㎍/㎥·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행동

요령

노

약

자

- -

장시간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요청

(특히 호흡기, 심질환자,

노약자)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일반 - - - 장시간 무리한 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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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악취관리지역 지정 운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규제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

여 2005년 3월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 9월에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367-21 일원(하잠리 1476-1번지

등, 9,718m2)을 지정하였고, 2014년 2월에는 울주군 삼동면 암리2길 98 일원(조일리

1056-2번지 등, 20,742m2)을 지정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의무화되고 악취방지계획을 수

립하여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개선명

령과 사용중지명령 등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는다.

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실태

를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15개소(도시대기 14, 도로변 1)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

치․운영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노후된 측정소(도시대기) 1개소를 전면 교체하였고, 향후 환경부

의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2011년~2015년)』에 의거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교

체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
구  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5개소 1개소 7개소 1개소 2개소 4개소

측정소명 성남
야음, 신정, 삼산, 여천, 부곡,

무거, 신정(도로변)
대송 농소, 효문 덕신, 상남, 화산, 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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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정책
가.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추진
태화강은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울산의 젖줄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던 태화강에 2002년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생명의 숨결

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것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이다.

시민과 기업, 행정이 온 힘을 모아 태화강이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되면서

연어와 황어, 은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였

으며, 삼호대숲은 여름철새인 백로와 겨울철새인 떼까마귀의 도심 최대 도래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0년 생태하천으로 복원에 성공한 태화강을 세계적인 도심 하천으로 완성하고

그 경험을 살려 동천, 외황강, 회야강도 구․군과 기업, 환경단체, 지역민의 힘을 모

아 생태복원과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2018년을 목표로 울산 4대강에 수질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61개의 단

위사업에 9,5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게 된다. 현재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2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4년에는 농소하수처리장 건설 등 1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
하천명 태화강 동천 외황강 회야강

사업구간
48km

(가지산~울산항)
14km

(경주~태화강)
4km

(청량천~하구)
28km

(양산~강양항)

주요사업
태화강 철새공원
선바위공원 조성

(26개 사업)

농소하수처리장
하천정비사업
(10개 사업)

하수관거정비
수중수변정화
(10개 사업)

체계적 수질개선
테마산책로
(15개 사업)

사업기간 2010~2014 2011~2018 2011~2018 2011~2018

사 업 비 4,377억원 2,307억원 1,988억원 881억원

마스터플랜 수립 2010. 2월 2010. 1월 2009. 3월 2008. 2월



제4장 환경 ․ 녹지

398 • 2014 시정백서

나. 수질관리 강화
시민의 건강과 휴식,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우리시 주요하천과 공단배수

로, 도시관류 소하천, 회야 댐 등의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44개 지점

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 수질측정망 현황 〉
                                                                                 (단위：개소)

계 하     천     수 공단배수 호소수(댐) 도시관류
소하천태화강 동 천 회야강

44 16 4 3 9 8 4

수질측정은 하천의 경우 생활환경기준 및 하천보호에 필요한 BOD등 38개 항목

이고, 이중 19개 일반항목은 연 12회, 중금속등 19개 특정항목은 연 4회 정기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호소는 호소생활환경기준 및 호소수질변화 상태 파악에

필요한 38개 항목, 산단하천은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한 39

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하고 있다.

〈 하천별 수질오염도 현황 〉
       (단위：㎎/ℓ)

구   분 측정
항목

하천별 수질오염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태

화

강

상류 BOD 1.6 1.3 1.0 0.8 0.8 0.8 0.7 0.6 0.7 1.0 0.8 0.8

하류 BOD 4.5 2.7 3.2 2.7 3.2 1.7 2.0 2.0 2.0 1.9 1.9 1.9

회 야 강 BOD 3.4 2.4 3.6 3.7 4.2 2.7 2.9 2.8 2.4 2.7 2.2 2.6

동 천 BOD 3.3 1.8 2.6 3.1 3.4 1.8 1.4 1.5 1.4 1.7 1.5 0.9

4. 기후변화 대응
가. 기후변화 대응 국제동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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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동 협약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

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

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의무감축기간(2008~2012) 동안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1997, 일본 도쿄)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비준하였으

나 의무감축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회의인 당사국총회는 1995년부

터 2013년까지 19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1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존의 합

의를 재확인하고, 2014년 말까지 GCF(녹색기후기금) 초기 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산림 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체계

(REDD)를 마련하였다.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각국의 사회․경

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는 입장이지만,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의

감축 노력 동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8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에 이어

2001년 9월「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999년부

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종합대책(3개년)을 수립․추진하고, 산업계 자발적 협약

등 부문별 감축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을 2007년 12월에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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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에는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

소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존의 개발 성장 위주 발전 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

획」을 수립ㆍ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13개 부처 공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

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10개 분야별 적응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6월

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 7월에는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2020년까

지 2억 4,39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공

표하였다.

   1)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자 2009년 울산광역시, 2010년 동구, 울주

군, 2011년 중구, 북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남

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울산은 대규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석유,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산재되어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06년 IPCC 가이드

라인을 근간으로 작성한 한국환경공단의『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분

야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은 2000년 43,608천톤CO2eq에서 2011년 38,677천톤

CO2eq로 2011년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약 12% 감소하였으며, 전력, 열, 수도 소비

와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은 2000년 11,716천톤CO2eq에서 2011년

16,011천톤CO2eq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간접배출량 기여율은 전력 소비, 열

소비, 폐기물 발생순이다.

   2) 우리시의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 배출전

망치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 세부실천사업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기후

변화대응 종합계획을 2010년 수립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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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

화의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 조치를 마련하였다.

2009년 전국 최초로 공익형탄소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기금

은 정부 출연금, 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익금과 기업체 기탁금 등으로 조성되

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데 사용된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실천사업으로 2009년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그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는 2013년 12월말 93,452세대가 참여하

여 온실가스 59,971톤을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9억 23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

급되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1년부터 5년

간 공공부문에서 2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

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청사를 비롯한 15개 소

속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기준배출량 대비 6.6%(487톤),

2012년에는 11.9%(902톤), 2013년에는 14.1%(1,06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2014년에는 16%(1,219톤) 감축목표를 설정, 추진 중에 있다.

다.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 확산
2008년 10월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기존의 에코폴리스울산 범

시민 추진위원회는 울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재편되어 저탄소 생활양식의 정착

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진화하였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

동은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는 활동가로 그린리더를 모집,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구군별로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왔으며, 현재 1,500여명의 그린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그린리더에 대하여는 초급, 중급, 과정별로 기후학교 과정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군별로 그린리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탄소생활 실천 활동을

공유하고 그린리더 간의 연대감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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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산그린스타트 대회>

에너지 절약 범시민 홍보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하여 2009년부터 울산그린

스타트 대회를 자체적으로 실

시해오고 있으며, 학생, 시민,

기업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생

활 실천에 필요한 다양한 정

보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5. 자연환경
가.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

   1) 야생동물 구조센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자연복귀가 점차 어려

워지는 현실에서 우리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희귀식물의 보전 복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고나 밀렵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연복귀를 위해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건립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

〈 야생동물구조센터 현황 〉

위  치 규모 및 장비 구조센터 전경

울산대공원

어린이 동물농원내

․건물연면적 470㎡

(방목장 2,521㎡)

․구조차량, X-ray, 혈구분석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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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 ․ 치료 현황
2013년 치료 야생동물의 분포를 볼 때 조류, 포유류, 파충류 순으로 총 521마리

를 구조하였으며, 조류는 황조롱이 17마리, 솔부엉이 8마리, 직박구리 12마리, 큰오

색딱따구리 8마리, 왜가리 4마리 등으로 많았으며, 포유류는 고라니 85마리, 족제

비 2마리, 너구리 26마리, 노루 6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경우도 10종 20마리에 이르며, 멸종위기종 1급

1마리(매 3), 멸종위기종 2급 7종 15마리(수리부엉이 2, 새매 5, 올빼미 1, 독수리 1,

참매 2, 붉은배새매 1, 조롱이 3), 천연기념물 2종 2마리를 구조 치료하였다.

   3)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 보전 복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전․복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들꽃학습원 내 반

딧불이 생태체험관은 지역 내 초, 중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반딧불이 날리기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자연환경보전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5차년도에 걸쳐 추진해 오던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을 성공하여, 태화강

대공원, 울산대공원, 들꽃학습원 일원에서 꼬리명주나비의 우아한 날개짓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 야생 동 ․ 식물 보전 복원사업 〉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647

반딧불이 생태

체 험관 운영
들꽃학습원내

2006년

～2013년
192

반딧불이 생태관 및

배양실 설치

반딧불이 날리기

체험행사실시

꼬리명주나비

보전․복원사업

태화강대공원

등 6개지역

2005년

～2013년
455

자연생태에서 꼬리명

주나비 증식, 복원

꼬리명주나비

식초 식물식재

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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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

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종전의 환경정책기본

법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개

편하여 시행하고 있고, 2013년 우리시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실적은 다음

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실적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4 65 53 66 55 54 40

사전환경성검토 74 56 43 58 44 21

전략환경영향평가 - - - - - 16 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 - - - 4 10

환경영향평가 10 9 10 8 11 13 7

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목적이 있다.

2013년 부과․징수한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해남부선 덕하차량

기지 설치사업 등 8개 사업 937백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된 자연생태계

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현황 〉                                                                           (단위：건,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2,374 9 1,424 21 3,403 19 3,371 9 653 17 1,000 8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