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eju.go.kr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 봅시다
에너지 부부 이야기
Ⅰ. 기후변화의 이해
1.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2.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4.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5.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부부 이야기

“에너지 절약은 우리 주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 부부의 하루 일과를 통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 봅시다

알뜰살뜰

김여사의 하루
나의 하루 일과는 남편과 아들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족은 아침 7시에 모두 일어나 각자 세면을 하고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일어나 씻는 동안 저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에서의 절약 생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준비
매일 준비하는 식사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1) 온 가족 식사하기
우리가족이 매일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할 경우 월 전기 사용량 절감은 3kWh
(조명 1.5%절감), 월 절감 가스량은 1㎥(5%절감)절감되어 월간 3,590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2) 압력밥솥 사용하기
밥을 준비할 때 압력밥솥을 이용해 보세요. 조리시간이 단축되어
가스량이 1/3 절약(80㎥)되어 월간 1,299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
다.

▶

절약 Tip 3) 알맞은 조리기구 사용 & 가스 불 줄이기
음식을 조리할 때 되도록 밑바닥이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가
스 불을 한 단계만 줄여보세요. 가스사용량의 10%가 절감되어 월
간 976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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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준비를 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월 5,865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온 가족 식사하기

3,590원

점

원

압력밥솥 사용하기

1,299원

점

원

976원

점

원

5,865원

점

원

알맞은 조리기구 사용
& 가스 불 줄이기
합계

집안청소 및 세탁
아침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하고 아들은 학교에 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안일이 시작 됩니다.

▶

절약 Tip 1) 물 받아서 설거지 하기
아침식사 후 맨 처음 설거지부터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틀
어놓은 채 하지 말고 물을 받아서 사용합시다. 월간 약 2톤의 물을
절감하여 614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2)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청소를 하기 전 집안에 있는 전등은 모두 소등하고 가전제품 플러그
를 모두 뽑아서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전기를 절약합시다. 특히 컴퓨
터, TV 등은 사용시 이외에 항상 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월간 약
2,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3) 조명기기 및 반사판 청소하기
청소를 할 때 조명기구는 높이 있어 손이 잘 닿지 않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램프나 형광등기구의 반사판을 청소하면 조도의 저
하를 방지할 수 있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아울러 조명에 고조도 반
사갓을 달 경우 조건에 따라 30%정도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월간
약 5,4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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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Tip 4) 세탁과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세탁과 다림질을 할 때는 옷감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습관을 가
지세요. 세탁기를 10분 이상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때가 빠지지 않
고 옷감이 손상됩니다. 다림질의 경우 옷감이 두꺼운 것부터 얇은
순서로 하시면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세탁과 다림질을 할 때도
월간 약 1,2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물 받아서 설거지 하기

614원

점

원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2,800원

점

원

조명기기 및 반사판
청소하기

5,400원

점

원

세탁과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1,200원

점

원

합계

10,014원

점

원

장보기
오전 식사와 청소, 빨래가 끝나면 휴식 후 점심을 먹고 우리가족이 먹을 음식물과 아이들 간식
거리 등을 사러 시장에 갈 준비를 합니다.
▶

절약 Tip 1) 계획적인 장보기
장보기 전에는 항상 미리 살 물건을 적어보세요. 먼저 냉장고에서
부족한 음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새로 구입할 물건이 들어갈 공
간이 있는지 확인 하세요. 냉장고의 음식물은 가득 채우지 말고
60%도만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울러 냉장고 문을 1회 열고 닫는
데 전력소모가 0.35% 증가 된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장보기를 통해
월 25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2) 외출하기 전 전등 소등 하기
외출하기 전에 집안에 모든 전등은 소등합시다. 또한 사용하지 않
는 가전 제품은 플러그를 모두 뽑고 특히, 냉난방기는 꺼져있는지
가스 밸브는 잠겨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런 작은 습관으로 월
2,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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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Tip 3)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보러 갈 때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의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합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월
9,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4) 장바구니 사용하기
장보기를 할 때는 항상 장바구니를 준비하세요. 장바구니는 환
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업소에서 제공하는 포장비용을 줄일 수
있어 월간 2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250원

점

원

외출하기 전 전등소등 하기

2,800원

점

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9,600원

점

원

장바구니 사용하기

200원

점

원

12,850원

점

원

계획적인 장보기

합계

저녁준비
장보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학교에 갔던 똘똘이가 하교할 시간입니다. 저녁식사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똘똘이에게 간식을 주고 학교공부를 같이 하고 TV시청을 합니다.

▶

절약 Tip 1) 겨울철 실내온도 18~20 ℃ 유지하기
가정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 ℃ 입니다. 난방
을 하는 겨울철은 10월~12월과 1월~3월 약 6개월간 입니다. 난방
온도를 1℃ 낮추게 되면 약 7%의 광열비가 절감되어 월간 5,130원
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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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Tip 2) 목욕물 아껴쓰기
학교에서 돌아온 똘똘이는 맨 먼저 목욕을 합니다. 이때 욕조에 물
을 받아 목욕하기 보다는 가급적 샤워를 하는 것이 절약의 지름길
입니다. 샤워를 할 때도 물살을 너무 세게 하면 낭비의 요인이 많습
니다. 이렇게 온수를 10%만 절감 한다면 월간 1,9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3) 올바른 TV 시청하기
똘똘이는 TV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TV시청은 계획 있게 해
야 합니다. 꼭 필요한 TV프로그램은 아이와 함께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시청할 수 있게 합니다. TV시청을 하루 2시간만 줄이
더라도 월간 48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겨울철 실내온도 1℃
줄이기

5,130원

점

원

목욕물 아껴쓰기

1,940원

점

원

480원

점

원

7,550원

점

원

올바른 TV시청하기
합계

취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간단한 휴식과 운동, TV시청을 하고 나면 우리가
족은 내일을 위해 취침을 합니다. 취침 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1) 여름철 선풍기 사용하기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소모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선풍기
를 사용하고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에어컨 세기를 약으로 틀어놓고 선
풍기를 사용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미풍으
로 사용하고 2시간 이상 사용 하지 않으면 월간 5,82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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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Tip 2)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저녁에 사용했던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의 경우 꺼
져있다고 해서 전기를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전제품에
는 동작하지 않아도 전기를 소비하는 대기전력이 있습니다. 취침 전
저녁에 사용했던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서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 만으로도 월간 2,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3) 취침 전 전등 소등하기
일부 가정에서는 취침 시 거실이나 실내에 전등을 켜 놓고 취침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습관을 위해서 취침 시 집안의 모든
전등은 소등하고 취침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전등을 소등하는 습관
만으로도 월간 2,800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여름철 선풍기 사용하기

5,820원

점

원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2,800원

점

원

취침전 전등 소등하기

2,800원

점

원

합계

11,420원

점

원

“에너지 절약은 우리 주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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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김여사 체크리스트(1)

항

목

평소 점수
(10점 만점)

식 사 준 비
온 가족 식사하기

점

압력밥솥 사용하기

점

알맞은 조리기구 사용 & 가스 불 줄이기

점

집 안 청 소 및 세 탁
물 받아서 설거지 하기

점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점

조명기기 및 반사판 청소하기

점

세탁과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점

계획적인 장보기

점

외출하기 전 전등 소등하기

점

대중교통 이용하기

점

장바구니 사용하기

점

겨울철 실내온도 1℃ 줄이기

점

목욕물 아껴쓰기

점

올바른 TV시청하기

점

여름철 선풍기 사용하기

점

사용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점

취침전 전등 소등하기

점

장 보 기

저 녁 준 비

취 침

합

10

계

점

나의 절약 실천점수 (10점 만점)
1월

2월

3월

제주특별자치도

나의 절약 실천점수 (10점 만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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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김여사 체크리스트(2)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해 봅시다.
에너지 절약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항

목

단 위

전력 사용량
사용량

kWh

금액

원

사용량

㎥

금액

원

사용량

㎥

금액

원

사용량

개

금액

원

가스 사용량

물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12

실제사용량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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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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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랑

박과장의 하루
나의 하루는 아침 7시 기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주방에서는 사랑
하는 김여사가 아침준비에 한창입니다. 저는 출근을 위해 세면을
하고 가족과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하루 저의 절약 생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근준비
아침 출근준비는 항상 바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모르고 지나칩니다.

▶

절약 Tip 1) 출근시간 TV 켜지 않기
우리 집은 알람시계를 이용해 기상합니다. TV자동 켜짐으로 알람시
계를 대용하거나 출근준비를 하면서 TV를 키지 맙시다. 기상에서
출근시간까지 1시간 TV 시청을 줄이면 약 24kW를 절감하여 월간 약
2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2) 양치, 세면할 때 물 받아서 하기
출근시간처럼 바쁜 경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치를 하거나, 세면
을 합니다. 바쁘더라도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월
간 788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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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출근시간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에너지 사용습관을 가진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출근시간 TV 켜지 않기

240원

점

원

양치, 세면할 때
물 받아서 하기

788원

점

원

1,028원

점

원

합계

출근하기
아침식사가 끝나면 이제 회사로 출근합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지만 오늘은
외부에 업무가 있어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합니다. 평소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시는 분들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1)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출퇴근 시 일주일에 한번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연료비절
감 이외에 운행차량이 줄어들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대기 환경오
염도 감소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에 참여하시면 월간 약 11,167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출퇴
근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월간 약
9,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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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11,167원

점

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9,600원

점

원

원

점

원

원

점

원

20,767원

점

원

합계

업무시간 ~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제 자리는 창가측 입니다. 굳이 조명을 키지 않아도 업무를 보는데 아
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사무실의 냉난방기는 점심시간,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전원을 끄고 컴퓨
터 및 사무용기기는 퇴근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퇴근해 보십시오.

▶

절약 Tip 1) 창가의 조명등 끄기
창가측의 자연광을 이용합시다. 조명등이 아니더라도 자연광으로도
업무를 보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
도 월 9,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2) 점심시간, 퇴근시간 1시간 전 냉난방기 끄기
냉난방기는 점심시간, 퇴근시간 1시간 전에 끄더라도 온기나 냉기가
남아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퇴실 1시간 전 냉난방기를 끄는 것
만으도 한달에 약 370,000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
이 모여 큰 에너지 절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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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Tip 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원 끄기
점심시간에는 보통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를 사용중인 채 나가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실 때에는 전원을 완전히 끄
는 것 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 합니다. 월간 약 2,130원이 절
약 됩니다.

절감금액
(월간)
창가의 조명등 끄기
점심시간, 퇴근시간 1시간
전 냉난방기 끄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원 끄기

합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9,600원

점

원

370,000원

점

원

2,130원

점

원

원

점

원

381,730원

점

원

올바른 승용차 이용하기
오늘은 멀리 있는 외부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전습관은 바꾸기 힘들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1) 차계부 쓰기
연비는 곧 돈입니다. 차계부를 기록하면 절약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량, 주행거리, 운행상태 등을 기록하여 연비(km/ℓ)를 점검하
는 습관은 돈 버는 지름길 입니다. 차계부를 쓰시면 월간 약 2,820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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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Tip 2) 출발전 행선지 미리 파악하기
출발전에 미리 운행로를 정해서 출발합시다. 가급적 최단코스로 행로
를 정하고 교통방송에 귀를 기울여 정체지역을 피합시다. 월간 약
1,7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3)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하기
교통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서서히 출발하고 정차합시다. 급출발 10
회에는 100cc, 급가속 10회에는 50cc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급정차의
경우 주행탄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급가속, 급출발을 1일 5회 줄이면 월간 약 2,500원을 절약 할 수 있
습니다.

▶

절약 Tip 4) 경제속도 준수하기
승용차는 60~80km/h로 달릴 때 연료소비가 가장 적습니다. 평
균속도를 70km/h 에서 100km/h로 올리면 연료는 20~30%정도
더 소비됩니다. 2시간 거리를 평균속도 70km/h로 간다면
100km/h로 갈 때보다 시간은 25분 늦지만 연료소비는 20~30%
절약이 됩니다. 월간 약 85,000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절약 Tip 5) 엔진 공회전 하지 않기
자동차가 주유 중이거나 3분 이상 정차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끕시
다. 10분 동안 공회전을 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200cc의 연료가
낭비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월간 약 3,300원을 절
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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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Tip 6)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절히 유지하기

▶

공기압이 과다하면 타이어의 이상마모, 진동 시 무게중심의 악화 등
을 초래하므로 1주일에 한번 정도 점검합시다. 공기압이 20~30%
정도 부족하면 연료는 약 4% 정도 더 소비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교환해 주면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좋은 연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정공기압을 유지하면 월간 약 6.800원을 절
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 Tip 7)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기

▶

자동차의 중량은 연비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차량중량
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물건을 싣고 다니지 맙시다. 2kg을 1년간
쓸데없이 싣고 다니면 연간 8,500원이 낭비됩니다.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 것 만으로도 월간 약 7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감금액
(월간)

나의 실천점수
(10점 만점)

나의 예상 절감금액
(월간)

차계부 쓰기

2,820원

점

원

출발전 행선지 미리
파악하기

1,700원

점

원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하기

2,500원

점

원

경제속도 준수하기

85,000원

점

원

엔진 공회전 하지 않기

3,300원

점

원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절히 유지하기

6,800원

점

원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기

700원

점

원

102,820원

점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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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랑 박과장의 체크리스트(1)

항

평소 점수
(10점 만점)

목

출 근 준 비
출근시간 TV 켜지 않기

점

양치, 세면할 때 물 받아서 하기

점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점

대중교통 이용하기

점

창가의 조명등 끄기

점

점심시간, 퇴근시간 1시간 전 냉난방기 끄기

점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원 끄기

점

출 근 하 기

업 무 시 간

올바른 승용차 이용하기
차계부 쓰기

점

출발전 행선지 미리 파악하기

점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하기

점

경제속도 준수하기

점

엔진 공회전 하지 않기

점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절히 유지하기

점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않기

점

합

20

계

점

나의 절약 실천점수 (10점 만점)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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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절약 실천점수 (10점 만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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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랑 박과장의 체크리스트(2)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해 봅시다.
“나부터”
라는 생각이 에너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항

목

단 위

전력 사용량
사용량

kWh

금액

원

사용량

㎥

금액

원

주행거리

km

연료비

원

물 사용량

승용차 연료 사용량

22

실제사용량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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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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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변화의 이해
1.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
○ 자연적 요인
- 내적요인 : 지구의 공기 환경, 바다의 해양 환경, 육지 환경 그리고 동식물
등에 의해 변하는 요인
- 외적요인 : 화산폭발로 인한 에어로졸의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
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관계 등으로 생겨나는 요인

○ 인위적 요인
- 대기조성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
스 등)연소, 토지개발 등과 같은 인간 활동
현재 지구에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넓은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
는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엘리뇨와 라니냐와 같은 강한 태풍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저/고온,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상이
변이 일어나고 있다.

슈퍼태풍과 허리케인
발생횟수가 지난 50년
사이에 약 2배 늘어남

최소 279종의 동식물이
높아진 기후 때문에 극지방
가까이로 이동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해발 2000m이상 되는
지역에서도 발생

그린랜드 빙하로부터
발생된 유동 얼음의 양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4일동안 50명이 사망, 인
도에서는 폭염으로
1,200여명 사망

몽골의 사막화 지역이
지난 10년간 약 5.4배
증가

[ 그림 1.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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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변화의 이해
1.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며 이로 인해 지구상의 기후가 변화
된다.
1.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이 지구를 통과
2. 이중 일부는 반사되어 외계로 방출되고, 일부분
은 대기에 흡수되어 약 50% 정도만 지표에 도달
3. 지표에 흡수된 태양에너지는 열에너지나 적외선
으로바뀌어 다시 바깥으로 방출
4. 방출되는 적외선 중에서 절반 정도는 구름이나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에 의해 흡수
되어 지표에 도달
5.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구는 적절한 온도유지
(온실효과) 그러나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로 흡수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지구 대기
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를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라고 함.

[ 그림 2. 온실효과 및 지구온난화 ]

○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를 의미하며 이 가운데 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4%이상을 차지함.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를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로 표시함. GWP는 CO2 1을 기준으로
각 온실가스의 기여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임.
- 이산화탄소 (CO2): 에너지 연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
- 메탄 (CH4): 농업 및 축산, 폐기물에서 발생
- 아산화질소 (N2O): 산업공정 및 비료사용으로 인해 발생
- 수소불화탄소 (HFCs) :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제품의 분사제로부터 발생
- 과불화탄소 (PFCs): 반도체 세정용으로부터 발생
- 육불화황 (SF6): 전기절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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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N2O
CH4

CO2

CO2
이산화탄소
CH4
메탄
N2O
아산화질소
HFCs
수소불화탄소
PFCs
과불화탄소
SF6
육불화황

온난화지수
1
21
310
140 ~ 11,700
6,500 ~ 9,200
23,900

○ 왜 이산화탄소인가?
아래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곡선과 평균기온의 상승곡선의 추이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평균기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3.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기온의 상승곡선 추이 ]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지수가 가장 낮고 실제 이산화탄소가
기여하는 온실효과 정도는 전체 대기의 약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다른 온실가스 보다 훨씬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들은 대기중에
양이 적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에 이산화탄소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업
의 발달과 함께 인위적인 영향으로 대기 중 함유량이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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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의 영향 ]
○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온도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1990년까
지 이미 0.3∼0.6℃상승했으며 위성 관측 결과 지표면의 눈은 1960년대 이
래로 약 10%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이 10∼25㎝ 정도 상승
- 이러한 추세라면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대기온도는 평균 2℃ 상승하
고 해수면은 평균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기구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안 해수면이 34년간 7.8Cm 상승하였으며 제주도의
경우 지난 43년간 21.9Cm 상승하였음. 즉, 연간 0.5Cm 씩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음.

[ 그림 4. 평균 기온 대비 평균 해수면의 높이, 출처: IP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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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섬, 투발루
투발루는 남태평양 호주의 북동부에 있는
9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
입니다.

인구
이고
거나
않는

1만2천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섬 대부분 지역이 해수면과 높이가 같
가장 높은 땅이 해발 5m 밖에 되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999년에 섬
하나가 사라지고 나머지 8개의 섬도 역시
2-3년 사이에 1m씩 해안선이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 그림 5.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지는 섬 투발루 ]

○ 이상 기후 증가
- 태풍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태풍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5년 나비 태풍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의 크기는 점점 커져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게릴라성 호우 : 게릴라성 호우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 지역에 내리는
것을 뜻함. 과거에는 장마철에 홍수가 많이 났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집중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열파와 한파 : 최근 50년간의 기상관측 자료에 따르면 열파와 한파의 경향 역
시 변화하였는데 한파와 서리의 빈도는 감소한 반면, 열파와 열대야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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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후 영향
농업, 임업의 영향: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의 기후대가 중위도 지역에서
양극방향으로 150∼550km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작 가능한
농작물 및 수목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기온 상승은 농작물의
광합성과 성장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다줌.
특히 열대지역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기아와 빈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산림지역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산림이 황폐화
되고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이 상실되는 것임.
- 수산업의 영향 : 지구온난화로 해류의 흐름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태평양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아열대권의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아한대권의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음.

차례 상이 바뀐다!!
2007년 2월15일 서울 명동에서 에너지 시민
연대회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 뒤 열대과일로 차례를 지내는 퍼포먼
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파인애플과 바나나 등 열대 과일
과 마른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으로 차례를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 그림 6. 이상 기후 영향의 예 ]

- 건강/보건의 영향 : 대기온도가 상승하면 심폐기관의 질병 유발이 높아
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생태계의 영향으로 천연자원에의 접근이 어려
워져 기아, 천식, 알레르기 등 질병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기온상
승은 곤충의 서식지 및 서식기간을 증가시켜 말라리아, 황열병 등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이 늘어날 것이며 콜레라와 같은 질병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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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도가
1℃ 높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2℃ 높아지면?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산사태와 홍수 발생
30만명 이상이 말라리아, 영양부족, 설사 등의 질병으로 사망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아 5,000만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함
생물종의 10% 멸종
그린랜드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남극이 녹기 시작
유럽에서는 폭염발생 수십만명 사망
아프리카에서는 4,000~6,000만명이 말라리아에 감염
해안지역주민 1,000만명이 홍수 피해
북극곰 등 생물종 15~40% 멸종

지구의 온도가
3℃ 높아지면?

해양 대순환이 정지
1억5000만~5억 5000만명이 기아로 고통을 당함
남부 유럽은 10년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림
아마존 열대 우림이 붕괴
강력한 허리케인이 덮쳐 수억~수십억명의 환경난민 발생
생물종 20~50% 멸종

지구의 온도가
4℃ 높아지면?

툰드라 지역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구상의 모든 빙상이 사라짐
툰드라 지역에 갇혀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로 빠져나와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됨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이 사막으로 변하고 해수면 상승
으로 인해 7000만~3억명이 홍수피해

지구의 온도가
5℃ 높아지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져 중국 인구의 1/4과 인도의 수억명이
물부족 사태를 겪음
바다 속에 갇혀 있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방출되어 온실 효과가 가중됨
대규모 지진과 해일 발생

지구의 온도가
6℃ 높아지면?

지구는 2억 5000만년 전 지질 시대로 다시 돌아감
생물종 95% 이상 멸종
[ 표 1.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지구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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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 협약 ]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
으로 이 협약은 증가 추세에 있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
정화시켜서 일정 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원칙
- 기후변화협약은 형평성의 원칙 (제3조)에 따라‘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을 기반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특별의무’
와 모든 참여국을 대상으로하는‘일반
의무’
로 나눠짐. 여기서 특별 의무 대상국(부속서 I 국가)은 2012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대해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음.

○ 목표
-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즉,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게 개도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조직에 대한 내용이 기후변화협약에 담겨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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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항

목적

2조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3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 배려
예방조치 실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권리 및 의무
개방적인 국제 경제 시스템의 증진

원칙

약속

주요기구

주 요 내 용

선진국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도입 및 시행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수단 강구
개도국으로의 자금 및 기술 지원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목록 작성

모든
당사국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목록을 포함한 국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 채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존 및 확층
연구·조사·관측 등의 국제협력

4조

7~10조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Parties) :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결기구로, 당사국의 의무 및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과학기술자문보고기구(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이행보조기구(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표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

[ 교토의정서 ]
○ 온실가스
- 교토의정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외한
CO2, CH4, N2O, HFCs, PFCs, SF6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정함.

○ 목표
-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와 감축량 수준,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일본과 미국, EU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열띤 토의와 각축 끝에 마침내 완성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참가국
들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990년의 수준과 비교
하여 5.2%까지 감소시키기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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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의정서의 특징은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시장기능을 부가하는 것으로서 교토메
커니즘이라 불리는 3가지 제도 즉, 선진국간의 공동이행제도(JI),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청정개발체제(CDM), 그리고 의무국 간의 배출권거래제(ET)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교토메카니즘

정

의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부속서 I 국가 간에 온실가스 저감 사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업을 수행하여 발생된 저감분 (ERUs: Emission Reduction
Units)을 공동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현재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 같이 아직 기술 발전이 미진한
시장경제 전환국을 주요 대상으로 함

선진국(부속서 I 국가)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행하여 발생한 저감분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선진국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CDM을 통하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
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게 됨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선진국,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부여받은 부속서 I 국가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국가와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이 제도는 국가의 의무감축량 달성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기대됨.
[ 표 3. 교토 메카니즘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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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이후 각국의 동향
대상 국가

감축률 및 각국의 노력의 예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목표를 가짐.

EU,
스위스,
벨기에,
불가리아
외 23개국

- 영국 : 2000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 (UK Climate Change
Program)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만 달러를 투자함.
- 프랑스 : 총리실 산하“온실가스 대응 범정부 위원회”
를 설치하여 2000
년 1월에“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
을 발표함. 또한 제조업체들이 새
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최
대 탄소세액을 500프랑(US$ 76)/TC로 결정함.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목표를 가짐.

호 주

- 호주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기관인 the Australian Greenhouse Office(AGO)를 설립함.
1998년 설립 이후 호주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이끌어왔으며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총 1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교토의정서
방식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세계경제는 퇴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며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다가 최근 다시 가입함.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0% 감축목표를 가짐.

러시아

- 러시아는 1990년까지만 해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
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나라임. 그러나 소련이 무너진
이후 공장 등 산업시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대한 숲이 있기 때문
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고도 다른 나라에 배출권을 판매할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감축목표를 가짐.

일 본

- 일본은 내각에‘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
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
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함. 일본의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준 시
나리오에 따르면 1990년에 비해 약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1990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의 국내·외 감축목표량을 따로 설정하고, 청정개발체제/공동이
행제도 등을 통하여 국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7% 감축목표를 가짐.

미 국

- 미국은‘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는 동참하되 교토의정서 방식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함. 현실적으로 수소 연료 등의 청정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맞출 방법은 생산을 줄이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가 퇴보한다는
주장임.
- 온실가스 감축 의무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온실가스 배출량/GDP)를 18%까지 감축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동북부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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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 연료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1 백만 ton CO2 이며 1990년 ~ 2005년간 온실가스 증가율은 연평균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임.
○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협약상 개발도상국
으로 분류되어 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국제사회는 2012년 이후 다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시작할 것으
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동참 압력이 국제적으로
가중될 전망임.
○ 2007년 12월에 개최된 발리회의에서 발표된 발리로드맵에 의하면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온실가스를 줄여야함.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90~05년
증가율
(%)

항목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onCO₂

297.5

451.8

528.5

569.0

582.2

587.3

591.1

4.7

GDP

10억
(2000년)

320,696

467,099

578,665

642,748

662,655

693,424

723,127

5.7

온실가스 배출
/GD

PtonCO₂/
백만 원,
2000년

0.93

0.97

0.91

0.89

0.879

0.850

0.820

-0.8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onCO₂/인

6.94

10.02

11.95

11.95

12.21

2.21

12.24

3.9

[ 표 6.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주요 지표,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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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2005년을 기준으로 에너지부문(전기, 유류, 가스,
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배출량의 약 85%에 해당되며 산업, 농업/축산,
폐기물 순으로 배출됨.
○ 여러 연구기관에서‘만약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경우, 평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률은 0.5%~3.2% 정도가 낮아져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 ]
○ 환경적 영향
-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상승하였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
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최근 10년(
‘94~
‘05)간 폭염으로
인해 2,127명이 사망하였고,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
07년 22,227명으로 증가함.
- 또한,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2천
500억원의 재산피해, 1999년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 호우로 64명의 인명피
해와 2만5천여명의 이재민 발생,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비가 내려 일 최대강수량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명 피해 246명,
농경지 3만여ha 침수 등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 2003년 태풍 매미로 전국
에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0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2007년
태풍 나리로 제주지역에 인명피해 14명(사망13, 부상1), 재산피해 1307억46
백만원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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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해안에서의
명태 어획량이 예전에 비해 1/10로 감소함. 또한 제주도 근해에서는 원양에
서만 잡히던 참치가 몰려와 참치를 잡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음.
- 대구는 사과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대구 보다 북쪽 지역인 울진 등에
서 사과가 재배되면서 점차 북쪽 지역으로 산지가 이동하고 있음.

○ 사회적 영향
- 우리나라는 원래 온대지역이었으나, 점차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음.
- 여름에는 열대야가 계속 늘고 있으며, 열대지방의 병인 말라리아의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가 늘어나고 서
식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평균 최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아래 그림
은 서울의 가장 더운 달인 7~8월 평균 최고기온과 사망자 수를 나타낸 그래
프로‘91~00’
년간 서울시의 7-8월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사망자수 추이가
대체로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즉, 지구의 온도가 우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7. 최고기온과 사망자수 변화추이, 통계청(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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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영향
-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
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온실
가스 감축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한 예로, EU는 EU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1km 주행시 평균
140g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 기준을 120g/km로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 이
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함.
- 또한 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캘리포니아주
의 경우 2009년부터 차량의 CO2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즉,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게 되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체제 이후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임.
- 또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방식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단하
기는 어려우나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교토체제 이후
의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가정할 경우) 5% 줄인다고 가정하는 경우 실질
GNP 성장률이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
며,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우 국민
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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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후변화협약 대책 ]
1993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부합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
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8·15 경축사)
-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08.
(
8. 15)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제시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 그림 8.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요 ]

1.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현재 2% ‘30년 11%이상 ‘50년 20%이상
2. 녹색기술 R&D 투자 2배 이상 확대, LED, 무공해 석탄 등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3.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 추진
4. 하이브리드 등 그린카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진입

[ 출처 : 국무조정실 ]

39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 봅시다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 비전 :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
회 구현 (Low Carbon, Green Growth)
- 목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현재 선진국의 60%수준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80%선
까지 끌어올리고,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도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세계 4대 그린
카 생산국에 진입 함은 물론 철도, 경전철 등의 친환경 대중교통망 확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함.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 교통체증 완화, 녹색 생활환경 창출 및 사회체질 개선과 저탄소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 2008년을 저탄소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언하고,‘09년 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시장기반의 기후협상
체제를 추진하기로 함.
: 새로운‘60년 국가버전인‘저탄소 녹색성장’
과‘성숙한 세계 국가’
국정
지표 구현

[ 그림 9. 국가 기후변화 종합대책 ]

40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테마 사업

제주도
‘07.07)
(

기후변화
영향예측평가 적응
프로그램 마련

주요 협력사업
- 공용차량에 대한 친환경 연료(바이오 디젤) 전환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 Asia 교육센터 조성
-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

과천시
‘07.08)
(

개인 배출권
할당제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 자전거 친화적 도시기반 구축사업
- 빗물 저류 시스템 도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스템 도입

창원시
‘07.11)
(

녹색교통
중심도시 조성

(자전거 이용 확인시스템 도입)
- Eco-town 조성
- 소각폐열 에너지 생산 및 쓰레기 감량 촉진 등
-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부산시
‘08.01)
(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 탄소 흡수 원 확대
- 소형선박 연료전환(BD20) 등 친환경교통정책
※ 수송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48%
- 태양광 시범도시 적극 추진

광주시
‘08.04)
(

탄소 은행 제

울산시
‘08.04)
(

공익 형 탄소펀드
조성 및 CDM
사업 발굴

여수시
‘08.05)
(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조성

- CO2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등 시민참여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
- 배출권(CERs) 확보를 위한 CDM 사업 발굴
- 물, 에너지 자원절약 등 배출권(CERs) 확보를 위한
효율화 사업 추진
- 탄소 포인트제도 실시
- 여수 산단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 여수 산단내 기업체간 배출권거래제 시행
- 여수세계박람회장내 CO2 무배출 건물 건립
- 해양 수산 분야의 적응모델 개발

[ 표 7. 지자체별 주요 테마 및 협력사업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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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 우리도의 최근 5년간 인구는 각각 2002년에 552,310명, 2007년 591,695명으로
연평균 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도내 사업체수는 총 43,609개소가 있으며,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총
176,64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연
료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에너지 사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 사용량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우리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저감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
됨에 따라 2005년 도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의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5년간(2001년~2005년) 평균 6.6ton CO2/
인/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제주의 기후변화 경향 ]
○ 기온 변화
- 봄철 : 꾸준한 상승, 1930년대 대비 약 2.0℃ 상승
- 여름철 : 도시화가 가속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약 1.0℃ 상승하여 정체곡선
유지
- 가을철 : 가을철 역시 60년대에 급상승하여 그 후 완만한 상승세, 1990년대에
는 30년대 대비 약 1.5℃ 상승
- 겨울철 : 전반적으로 기온상승 추세, 1990년대에는 30년대 대비 약 1.8℃ 상승

○ 강수패턴의 변화
- 연평균 강수량
전국 : 연평균강수량 약 1,160㎜(1920년대) → 1,300㎜에 육박하고(1990년대)
제주 : 연평균강수량 약 1,360㎜(1930년대) → 1,500㎜를 넘어서고 있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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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일수, 강수강도
강수일수(PD)는 최근 20년이 가장 적었으며, 연강수량(TP)과 강수강도(PI)는
같은 기간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면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
강수일수 감소 : 1930년대 141.3day → 1990년대 123.3day
강수강도 증가 : 1930년대 10.0㎜/day → 1990년대 11.8㎜/day

○ 자연계절의 변화
- 평균기온에 따른 계절 구분 : 겨울(T<5℃), 여름(T>20℃), 봄?가을(5℃≤T≤20℃)
- 제주의 겨울은 1930년대(53일)에 비해 1990년대(17일)에 36일, 가을은 4일 짧아진다.
- 반면에 봄은 10일, 여름은 30일 증가하였다.

○ 생활기온지수의 변화
- 겨울철 혹한과 관련된 지수의 발생빈도는 감소하고, 여름철 혹서와 관련된 지수는
증가
감소(서리일, 난방일), 증가(냉방일, 열대야)

○기상현상일수의 변화
- 황사일수의 증가 : 제주도 평년황사일수는 3.8일/년
1990년대는 4.4일/년으로 평년보다 +0.6일 증가, 최근 6년(2001~2006)은
9.8일/년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열대야일수의 증가 : 제주도 평년값 열대야일수 16.2일/년
2000년대 들어 증가 가속화 : 서귀포 29.3일/년, 제주 22.5일/년
- 강설 및 적설일수의 감소
강설일수는 관측소에서 눈 현상이 관측된 일수이고, 적설일수는 적설량이 0.1
㎝이상 일수
제주와 서귀포는 기온상승으로 강설일수와 적설일수 모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아열대기후의 확장
- 월평균기온 10℃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고, 1년중 가장 추운달 월평균기온이 18℃
이하인 경우이다(18℃ 이상인 경우는 열대기후로 분류).
- 위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는 일부 산간지역과 한라산을 제외하면, 이미 아열대기후대이다.
제주기상청 AWS 지점 중 월평균기온 10℃ 이상인 달이 8개월이 안되는 지점 : 5소
오등(7월, 513m), 성판악(7월, 750m), 어리목(6월, 970m), 진달래밭(5월, 1500m),
윗세오름 (5월, 1700m)
출처 :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 AWS 상세기후특성집(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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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노력 ]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협약 체결‘07.
(
7. 11. 환경부)
-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을 맺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포럼 창립식 및 저탄소 녹색 생활문화(Green Start)
실천 선언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운동 전개

○ 기후변화 교육 센터 조성
- 제주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확산및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기후변화교육센터”
를 조성 운영
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 웹사이트 구축, 강사 등 인적자원 확보,
각종 교육기자재를 갖추어 도민 및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할 예정임.
- 앞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 분만 아니라, 국제기
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권의 기후변화교육 센터로 조성할 계획임.

○ 전 도민 환경교육 실시
-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환경부 및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환경교육시범도 조성 협약을 체결함.
- 또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6개 민간·환경단체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등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일반도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4,000여명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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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 부록 1: 환경마크 ]
환경마크

이 마크는 동일한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시
되어 있다.
모든 제품은 생산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
실가스도 배출하게 된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하거나 폐기할 때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게 만드는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온실가
스를 줄이는데 큰 힘이 된다.

에너지절약마크
이 마크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에너지 절약형 제품입니
다’
를 뜻하고 사업장에 사용되었을 때는‘에너지 절약에 노력하는
사업장입니다’
를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일
반제품에 비해 30∼50%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

환경·탄소
성적 표지제도

재료 및 제품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재료 및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단계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www.edp.or.kr 홈페이지에서 인증제품현황>인증제품 환경성적보
고서를 클릭하면 제품의 환경성을 살펴보실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에서는 제품의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정보를
공개한 제품이다.

[ 탄소성적표지 ]

- 자원소모 : 제품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동안 소모된 천연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정도
- 지구온난화 : 과잉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
가는 현상에 대한 기여도
- 오존층영향 :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
물을 보호해주는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산성화 : 대기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 산성으로 변하여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

[ 환경성적표지 ]

- 부영양화 : 하천과 호수에 영양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썩은 물이
되어가는 정도
-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이나 가시 광선
과 반응하여 2차 오염물질로 변하게 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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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분리수거, 제대로 알고 하자! ]
○ 종이
- 종이류는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30㎝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로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음

우유팩, 음료수 팩,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축하여
봉투에 넣어 다른 팩에 5∼6개씩 넣어 펴서 말린
후 배출

상자류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
(과자, 포장상자,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기타 골판지 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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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분리수거, 제대로 알고 하자! ]
○ 플라스틱

PET, PVC, PP,
PS, PE,
재질의 용기, 포
장재
스티로폴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하여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
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 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유리병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 제거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물로 헹구어 되도록 무색, 청·녹·갈색으로 분리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병, 소주병, 청량 음료 병은 슈퍼에 되돌려주고 빈 용기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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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철캔, 알루미늄캔
(음. 식용류)

- 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 캔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탄가스,살충제용기)

○ 고철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플라스틱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로 배출
하면 안 됨.

○ 가전제품·가구
- 신제품 구입으로 버리는 사용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하거나 가까운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등 중고 물품 교환매장에 보냄
- 고장 난 제품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하여 사용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
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내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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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구성 비율 (1대 분해시 전체무게 대비)
PC

플라스틱 20~25%, 구리 30%, 철 20%, 금 4~5g

TV

플라스틱 20%, 유리 20%, 구리 등 귀금속 15~20%

냉장고

플라스틱 10%, 철 60%, 구리 20%

○ 의류
- 입을 만한 옷들은 깨끗이 빨아 알뜰매장 등에서 서로 교환하여 입거나 불우
이웃과 나누어 입는다.
- 카펫, 가죽 백, 구두, 기저귀 커버 등과 같이 복합소재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쓸 만한 단추나 지퍼 등은 따로 떼내어 보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30㎝ 높이로 묶은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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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관련자료 ]
○ 웹사이트
환경부 http://www.me.go.kr
기후변화 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에너지 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에너지 관리공단 온실가스 검증원 http://www.kemcocdm.or.kr
국립 산림과학원 http://www.kfri.go.kr
기후변화 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한국에너지 기술원 http://www.kier.re.kr
눈높이 환경교실 http://edu.me.go.kr
어린이 ECO http://www.eco.gwangju.go.kr
어린이 기후이야기 http://co2.kemco.or.kr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http://nature.jeju.go.kr
UNFCCC http://www.unfccc.int
IPCC http://www.ipcc.ch
일본 에너지절약 센터 http://www.eccj.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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