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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절약 Tip
전 가족 식사하기
저녁식사는 요일을 정해 온 식구가 같이 하는 계획세우기
일주일의 메뉴를 미리 짜서 온 가족에게 알리기

조리시가스불조절하기
가스조리기는 불꽃조절이 정밀한 것을 선택하자.
불꽃의 크기는 조리기에 따라 알맞은 크기로 조절하자.
불꽃과 조리기 사이에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자.

밑바닥이 넓은 조리기 사용하기
조리기의 밑부분이 넓어야 열의 흡수가 잘된다.

수돗물 아껴 쓰기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음식이나 그릇을 씻지 않도록 하자.
세차는 호스를 사용 하지 말고 물을 받아서 사용하자.
화장실 물탱크에 벽돌을 넣자.

가전제품플러그빼기
잠자기전 TV 가전제품 등은 반드시 플러그를 뺀다.
T V는 자주 껐다 켰다 반복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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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을 때 식혀서 넣기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을 때 반드시 식혀서 넣는다.
음식물을 넣을 때는 한꺼번에 넣는다.
음식물은 60% 정도만 채웁시다.

세탁시간은 1회 10분 이내로 사용하기
세탁기 사용은 10분 이내로 하자 10분 이상 세탁 시 때는 더 빠지지
않고 옷감이 손상된다.
세탁물은 섬유의 종류, 유색물과 흰색 등으로 분류한 후, 세제로 세탁
후 한 번 탈수하고 헹구면, 탈수하지 않고 헹구는 경우보다 시간이 약3
분 단축되고, 물과 전기가 절약된다.

에어컨 실내온도는 26℃ ∼ 28℃ 유지하자
에어컨 실내온도는 26℃ ∼ 28℃를 유지하자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사용하면 강에 놓은 것과 같이 시원하며
전기료도 훨씬 절약된다.
에어컨 필터를 한 번 청소하면 3∼5%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보통 10∼20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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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
록 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1등급 제품은 5
등급 제품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냉장고 - 1대당 연간 에너지절감액
3등급 냉장고

1등급 냉장고

절감량

절감율

연간 가계비절감액

732kWh

564kWh

168kWh

23%

16,800원

세탁기 - 1대당 연간 에너지절감액
3등급 세탁기

1등급 세탁기

절감량

절감율

연간 가계비절감액

48kWh

34kWh

14kWh

29%

1,400원

텔레비전 - 1대당 연간 에너지절감액
3등급 텔레비전

1등급 텔레비전

절감량

절감율

연간 가계비절감액

320kWh

294kWh

26kWh

8%

2,600원

형광램프 - 1대당 연간 에너지절감액
3등급 형광램프

1등급 형광램프

절감량

절감율

연간 가계비절감액

43kWh

36kWh

7kWh

16%

700원

절감량

절감율

연간 가계비절감액

2kWh

7%

200원

안정기 내장형램프 - 1대당 연간 에너지절감액
3등급 안정기 내장형램프 1등급 안정기 내장형램프
28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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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절약 상식
올바른 전기절약 사용법
대기전력이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소비되는 전력으로서 리모컨
대기시간, 타이머 또는 모니터 표시 등과 같이 기기 본래의 기능
과 무관하게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기흡혈기
(Power Vampire)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TV, VTR,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전원에 꽂아 놓아둔 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기전력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약11%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절약할 경우 각 가정에서 연간 3만3천원, 전국적으로 약 5천억
원이 절약되어 원자력발전소 1기의 건설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전기기 및 사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제로 번거롭고 불편하여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절전탭이나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대상품목 ]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휴대전화충전기, 도어폰, 전화기 등

멀티탭(절전제어장치)
절전제어장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TV등에 연결 또는
장착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으로 오프 시키거나,
대기전력을 자동차단하는 장치로 멀티탭, 플러그 등이 있다.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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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컴퓨터는 일정 대기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10W 이하의 절전모드
로 변환됩니다.

[ 대기전력 절약효과 ]

실천하기
절전모드는 다음순서로 클릭하면 설정 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설정

70W

작동시 소비전력

제어판

일반기기 대기선택

50W

전원옵션

80%
절감

마크제품 대기전력 10W
에너지 절약

모니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모니터는 일정한 대
기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4W 이하의 절전모드
로 변환됩니다.

[ 대기전력 절약효과 ]

실천하기

스크린세이버는 절전모드가 아니며, 통상의 동작
시 소비전력과 같은 정도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스크린세이버

자리를 뜰 경우 모니터 전원끄기

마크제품 대기전력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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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세이버를 설정해 놓으면 절전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4W

80W
9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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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텔레비전은 일정 대기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3W 이하의 절전모드로 변
환됩니다.

[ 대기전력 절약효과 ]

실천하기

작동시 소비전력

TV리모컨으로 꺼도 원격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정량의 전력이 항상 소비되고 있습니다.

일반기기 대기선택

120W

7W

텔레비전 전원코드 뽑기
마크제품 대기전력

57%
절감

3W

에너지 절약

전자레인지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모니터는 일정한 대
기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2W 이하의 절전모드
로 변환됩니다.

[ 대기전력 절약효과 ]

실천하기

1100W

작동시 소비전력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는 하루
사용시간이 평균 18분 정도로 하루 대부
분을 대기전력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일반기기 대기선택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 뽑기

마크제품 대기전력 2W

5W
60%
절감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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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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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절약 상식
에코 드라이브
에코드라이브(Eco Drive)란? 친환경성, 경제성, 편리성, 에너지 절약 등을 지향하는
운전을 뜻하는 말로 경제속도를 유지하며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하지 않고 정속주
행을 하여 연비를 향상 시키는 운전습관을 말합니다.
에코드라이브는 배출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기
름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제속도는 환경속도이자 절약속도 입니다.
연료가 가장 적게 소모되는 경제속도는 시속 70km 입니다.
시속 100km/h로 달리면 22%, 130km/h로 달리면 50%가량 휘발유가 더 듭니다.

‘3급’
이라 불리는 급출발, 급가속, 급정
지를 하지 않으면 연료소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죠. 급가속을 20차례 하면 약
100㏄의 연료가 더 소모되고, 급출발을
10차례 하면 100㏄가 더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자동차. 이 자동
차의 기름은 얼마나 들까?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 것도 기름값을 줄
이는 방법입니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필요 없는 짐을 비
웁니다.
20㎏의 짐을 싣고 100㎞를 주행할 경우
160㏄의 연료가 더 듭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주유도 기름탱크의
절반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에코에너지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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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벼운 액셀‘e-스타트’
“여유 있는 출발에 유념합시다”
보통 출발습관 보다 조금 천천히 출발합니다 (출발 후 5초 동안 시속 20킬로가 목표입
니다 = 가벼운 액셀 e-스타트만으로 11%정도 연비(연료 소비율)(km/L)가 개선됩니다.
가벼운 액셀 조작은 안전운전에도 연결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기분으
로 운전합시다.

「가벼운 액셀 e-스타트」
란
연비(연료 소비율)를 향상시키는「여유있는 출발」
의 명칭입니다. e-스타
트의 목표는 출발 후 5초간 시속 20킬로에 달할 정도의 가속이 목표
입니다.

출발 방법과 연료소비량의 비율
차가 정지상태에서 200m의 직선을 40km/h로 주행할 때 출발 방법을 바꾸어
본 결과 약 9% 연료의 절약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급출발
조금 급출발
일반 출발
가벼운 액셀

기준

약 9% 개선

Slow 발진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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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변화가 적은‘정속주행’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정속주행을 합시다”
앞차와 차간거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간거리를 좁히거나 속도를 높이는 운전을
하면 속도변화의 기회가 많아져서 시가지에서 2%, 교외에서 6%정도 연비(연료 소비
율)(km/L)가 악화됩니다. 또 같은 속도이면 높은 쪽의 기어로 주행해야 연비(연료 소비
율)가 좋아집니다. 교통 상황을 따르고 될 수 있는 한 속도변화가 적은 안전한 운전을
합시다.

속도변화가 많은 운전을 하면 연비(연료 소비율)가 악화됩니다.
속도의 변동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를 비교하는 실험을 행하였을 때 속도변동이 적은
만큼 연료소비(cc/km)가 적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소량(cc / km)

변동없음

1분간 3.3회 변동

1분간 5회 변동

주)시속80km+,-5km/h속도 변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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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금 빨리 액셀떼기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2%정도 연비(연료 소비율)(km/L)가 개선됩니다. 정지
위치를 알면, 액셀로부터 발을 떼어 놓고 엔진 브레이크에서 감속합시다. 또 감속하거나
언덕길을 내려갈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합시다.

「연료 컷트」
라는 무엇인가?
액셀-OFF로 주행 중 엔진의 회전수가 높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이 정지됩니다 (엔진의 회전수가 높으면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엔
진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링(idling) 분의 연료도 포함시켜서 모
든 연료공급이 중지됨). 그 후 엔진 회전수가 낮아지면 (1200rpm전
후)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아이들링(idling)에 필요한 정도의 연료가
공급됩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것보다 제동거리가 훨씬 짧아지고,
풋 브레이크의 사용빈도를 줄여 브레이크 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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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한의 에어컨 사용
“적정 온도를 유지합시다”
최대한 기상조건을 따르고 창문개폐를 이용하여 온도·바람의 양을 조절합시다. 특히
여름 철에 지나치게 온도를 낮추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외부기온이 25도 일 때
에어컨(air conditioner)을 사용하면 12%정도 연비(연료 소비율)(km/L)가 악화됩니다.
에어컨(air conditioner)의 사용방법은 연비(연료 소비율)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컴프
레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엔진에 부하가 걸립니다. 예를 들면 외부 기온 25도 때 에어컨
(air conditioner)을 24도에 설정했을 경우, 온도차이는 작아도 동작하는 것만으로
연료소비량이 14%정도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자동차 에어컨을 지나치게 강하게
켜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 바람량에 따라 조정하도록 합시다.

[그림] 에어컨 사용과 연소와의 관계
연소량
(cc / km)

에어컨
OFF

25。
C
내부공기
(AUTO)

35。
C
내부공기
(AUTO)

35。
C
외부공기
(AUTO)

35。
C
외부공기
(MAX)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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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회전은 STOP
“쓸데없는 공회전은 그만둡시다”
10분간 공회전시 약 130cc정도의 연료를 낭비 합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을 기다릴때,
잠시 물건을 살 때,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공회전을 멈춥
시다.

6) 출발시 워밍업은 적당히
“시동을 걸면 바로 출발합시다”
현재 판매되어 있는 가솔린 승용차는 워밍업은 불필요합니다. 추운 곳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달리면서 따뜻하게 하는 워밍업 주행으로 충분합니다.
워밍업에 의해 주행시의 연비(연료 소비율)는 개선되지만, 5분간 워밍업을 하면
160cc정도의 연료(cc/km)를 낭비하므로 전체의 연료소비량은 증가합니다.
매우 추운 때나 며칠 동안 차를 주차한 채 두었을 경우는 엔진 내부에 오일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시동 후 몇 십 초 정도 기다리고 나서 출발하도록 합시다.
엔진을 건 후 공회전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보다 바로 주행 하는 것이 빠르게
워밍업 되어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 난방기 동작 시간과 연소량의 악화 상황
연소량
(cc / km)

난방기상태

시동후
바로출발

시동 2분후
출발

시동 10분후
출발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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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상시 타이어 기압 체크
“타이어의 기압을 적정하게 유지 합시다”
타이어의 기압이 적정 값보다 50kPa(0.5kg /c㎡)부족했을 경우, 시내에서 2% 교외
에서 4%정도 연비(연료 소비율)(km/L)가 악화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의 점검이 효과적이다”
자전거도 타이어의 공기가 빠지면 폐달을 밟는 것이 무거워져 발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는 엔진이 작용해 주기 때문에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도
운전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타이어의 기압 체크는 주유소나, 정비소
등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져서 자연히 기압이 내려갑니다.
겨울용 타이어 교체 때는 여름철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이의 기압 변화에 주의하
고 타이어 교환 시에는 기압 체크를 꼭 합시다.

[그림] 기압 부족에 따른 연소 악화 비율

연
소
악
화
비
율

기압 50kpa 부족의 경우
차량 : 2,000cc 승용차

시내주행

시외주행

고속도로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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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필요한 짐은 싣고 다니지 않기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도록 합시다”
100kg의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달리면 3%정도 연비(연료 소비율)(km/L)가 악화됩니다.
차의 연비(연료 소비율)는 짐의 무게에 민감합니다. 필요가 없는 짐은 차에서 내립시다.

[그림] 적재중량 증가에 따른 연소 악화 비율
적재량
적재량 증가시
연
소
악
화
비
율

정체도로

시내

시외

고속도로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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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교통 정보의 활용
“주행전 정체구간이나 도로장애 등의 정보를 체크합시다”
1시간 운전시 길을 잘 몰라 10분을 더 주행하면 14%정도의 연비(연료 소비율)
(km/L)가 소모됩니다. 주행시 지도나 카 네비게이션(car navigation) 등을 이용하고
방향 및 주행 루트를 미리 알아봅시다. 또 도로교통 정보를 체크해서 정체 구간을 피
하면 연료와 시간이 절약 됩니다. 네비게이션(car navigation)이나 라디오 등으로
도로교통 정보를 체크해서 활용합시다.

10)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
“정체 등을 초래하는 위법주차는 그만둡시다”
교통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의 주차는 교통 정체를 초래해 여분인 배출 가스를 발생
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평균 시속 40km에서 시속 20km로 줄어들면, 31%정도
의 연비(연료 소비율)(km/L)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출처] 일본자동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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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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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절약 Tip
중식 및 퇴근 1시간 전에 냉방기 끄기
연속냉방의 경우, 중식시간과 퇴근 1시간 정도는 연속적인 냉방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자.

건물 내에 에너지절약 전담요원 두기
전담요원은 건물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지침을 작성하자.
전담요원은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자.
전담요원은 월별, 일별 에너지사용량을 기록하고 변화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건의하자.

건물의 컴퓨터 제어방식 도입하기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에너지사용은 최소로 하고 쾌적성은 최대로 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방식을 채택하자.
(Building Management System, Building Automation System)

각종 설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사 하기
냉방설비, 보일러, 조명상태 등 에너지사용설비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개선하자.
각종설비의 에너지소비에 대하여 과부하 여부를 기록표로 작성하여 관리 하자.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기록 분석 하기
냉·난방, 조명 등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열량계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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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이나 심야에는 광고용 조명기기 소등하기
네온싸인 광고용 전광판 등은 광고효과가 없는 시간까지 점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타이머를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자동 소등한다든가 수동으로
꺼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고효율 형광등기구 사용하기
32W 고효율 형광등은 40W 형광등기구에 비해 20~35%의 절전효과가 있다.
(단, 반드시 별도의 32W전용 안정기를 채택해야 함)

외곽등을 효율 높은 등으로 교체하기
외곽등은 에너지소비가 많은 수은등 보다 더밝고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고압나트륨등이나 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자.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기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65∼70%의 절전이 가능하고, 8배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 또한 작은 램프 여러개 보다 큰 것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명기기 및 반사판 자주 닦기
한달에 한번쯤 전구 주위를 깨끗이 닦아주면 밝기를 훨씬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조명에 고(高)조도 반사갓을 달 경우 조건에 따라서 25∼35% 정도 절전
효과가 있다. 반사갓도 한달에 한 번씩 닦아주면 지속적인 밝기를 유지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_

039

IV. 기후변화의 이해
1. 세계의 기후변화 현상
2. 국내의 기후변화 현상
3. 제주도의 기후변화 현상
4.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5. 기후변화 협약
6. 교토 의정서
7. 국내 기후변화 대응사례
8. 해외 기후변화 대응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

기후변화의 이해

1. 세계의 기후변화 현상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주원
인은 인류의 문명발전과 더불어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의 사용 증가도 대기 중의 이산
화탄소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차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상승
★

알아둡시다!
100연간 지구의
기온은 0.74C
상승 하였습니다.

[ 그림 ] 지구의 기온기록

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1906~2005) 0.74±0.18℃ 상승하였습니다.
1998년 인도폭염으로 2,300명 사망
2003년 유럽폭염으로 15,000명 사망
이러한 기온 상승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른 온도 상승을 나타냅니다.(IPCC,2007) 이와 같은 지구
온도 상승유형 관측결과 지난 100연간 유래 없는 높은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
연간이 20세기 동안 가장 더웠던 시기로 지난 100연간 가장 더웠던 해는 모두 1983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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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 내리는 빙하

“55년 뒤 사라지게 될 북극”
1978년부터 인공위성으로 북극의 빙하지
역을 관측해 온 연구진은 이날 보고서에서
21일 현재 북극해의 얼음분포지역은 531
만km²
로 1978∼2000년의 평균인 700
만 km²
에 비해 24%나 줄어들었고 줄어
든 면적만도 한반도의 7.5배에 이른다.
- 동아일보 -

해수면의 상승

“사라지는 섬”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10~50년
사이에 바다에 잠기게 딜 지도 모르는 섬
들이 있다.
▲ 몰디브

◀ 키리바시 공화국
◀ 투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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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의 사막화
사막화란 사막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과도한 경작 및 방목, 거대한 관개,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맞물려 토
양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뜻한다.
극심한 가뭄 같은 자연적 요인도 이를 부추긴다.

홍수 / 가뭄

【

08년 6월 중국 남부 주강

】

【

미국 미시시피강의 범람

】

【

아마존강 지류의 극심한 가뭄

】

【

상파울로 페드로 베이트 저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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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상이변들

- 2008년에 나타난 자연현상들

【

영

국

】

해변에서 산책하던 남자가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 ‘08.
(
3. 10)

【

중

국

】

광동성의 한 트럭 운전자가 얼음에 뒤덮힌
운전석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08.
(
2. 2)

【

중

국

】

쓰촨성에 불어 닥친 황사 얼마 지나지 않아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했다. ‘08.
(
2. 17)

【

미

국

】

위스콘신 주의 상공에 나타난 토네이도의
모습이다. ‘08.
(
6. 8)

【

미

국

】

캘리포니아 상공에 버섯모양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08.
(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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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기후변화 현상
한국의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세기 동안 평균기온이 1.5℃ 상승(지구평균의 2배)하여 태
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1960년대에는 매년 1천억 원, 1990년
대에는 6천억 원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2조7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 : +0.76℃
한국의 평균 온도상승 : +1.5℃

[ 그림 ] 지구의 평균온도

○ 20세기 기온 1.5℃, 평균기온은 지구평균의
2배 상승
○ 한반도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 심각
- 제주도, 남해안의 경우 0.5cm씩 상승,
세기말 50cm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
33년 322명,
’
51년 640명으로 사망자수 증가
- 태풍, 집중호우 등 경제적 피해규모가 ’
00
년 이후 2조 7천억 원으로 확대
- 연간 황사 발생일수 3배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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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영향

부문(분야)

영

향

작물재배 가능기간 연장, 작물재배 가능지역 북상 및 확대
재배작목이 다양화되고 작목선택의 폭이 커짐
벼의 품질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맥류의 안전재배지대 북상 및 수량 증가, 가뭄 및 동해 발생

농업/축산

채소류는 종류에 따라 생산량 증가 또는 감소
난지과수(감귤, 유자, 참다래 등) 재배확대가 일반화, 현재 주 작물인 온대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재배 어려움 발생
병해충 및 잡초 발생 증가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열 스트레스 증가

대기질

기후변화와 에어러솔의 피드백으로 구름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체상-입자상
변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줌
중국 사막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발원지로부터 황사의 장거리 수송에 의한
피해 예상
남부 해안지역의 동백나무가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지역까지 생육 가능

원예ㆍ임업
(산림)

한라산 정상 부근의 고산식물 8종(눈향나무, 돌매화나무, 시로미, 들쭉나무, 구름송이
풀, 구름체꽃, 구름떡꽃, 솜다리)이 멸종 가능성
기온 2℃ 상승시 난대 기후대가 중부지방까지 확대, 4℃ 상승시 남한 지역 대부분이
난대 기후,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기후대로 변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해수면상승이 두드러짐(제주도 연간 0.4~0.6cm정도의
상승추이를 보임)

해양보전 및
수산업

기온상승은 비브리오균 등 미생물의 증식을 일으키고 해수나 해산물을 통한 질병발생
가능성 증대
한류성 어종 사라지고 열대성 어류 증가

산업부문
총괄

기온 상승에 의해 건강악화와 다양한 질병의 발병 증가로 의료 및 의약 산업, 발전 시
설, 가스와 석유 생산 산업, 보험, 부동산, 건물과 건축 산업에 영향
기후변화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 기회 및 고객 요구의 변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여름에 냉각을 위한 물 공급 문제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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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영향

부문(분야)

영

향

여름철 고온 일 수 증가로 사망자 수 증가

보 건

오존 100 ppb 증가 때 마다 사망자 3 - 10 % 증가
오존과 일산화탄소는 폐암 발생율을 각각 2.04, 1.46 배 높임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암, 심혈관계, 생식기계 질환 유발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함에 따라 남한 저지대의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 북
위 40도까지 북상하고, 남해안과 서해안 식생이 아열대로 변화

생태계

서해에서는 냉수성 어종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측
쌀 수확량이 남부와 중부에서 3~4% 감소하는 반면, 북부지역에서는 증가
한라산 정상 부근의 고산식물(8종) 멸종 가능

관광/레저

적설일수와 적설량의 감소로 인하여 눈 관련 산업 (스키 관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
기온 상승에 따른 에너지(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관광비용의 증가

전반적으로 한강 유역이 위치해 있는 북쪽 유역들에서는 유출량이 증가하고, 남쪽에
위치한 낙동강 등에 위치한 유역들에서는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전망

수자원

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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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권역별 월별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가을(9월-11월)과 겨울철(12월
-2월)은 유출량이 증가하고, 봄철(3월-5월)과 여름철 (6월-8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금강유역에 대한 홍수피해액 예측결과 1970-2000년을 기준으로 2011-2040년에는
최고 169.1%, 2051-2080년에는 최고 291.5% 증가 예상
해수면 상승으로 범람 가능면적 약 2,643㎢ (전체면적의 1.2%), 취약 지역 거주인구
125만 명 정도 피해 예상

제주특별자치도

3. 제주도의 기후변화 현상
제주도 기온변화
제주도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1.5C 상승, 특히 겨울철과 봄철
최저기온 상승이 두드러지며 여름철은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 그림 ] 제주의 연평균기온 변화

■ 계절별

기온변화

봄 철 : 꾸준한 상승, 1930년 대비 약 2.0。
C 상승
여름철 : 도시화가 가속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약 1.0。
C 상승하여 현재 정체곡선 유지
가을철 : 가을철 역시 60년대 급상승하여 그 후 완만한 상승세, 1990년대에는 1930년대
대비 약 1.5。
C 상승
겨울철 : 전반적으로 기온상승 추세, 1990년대에는 1930년 대비 약 1.8。
C 상승
[출처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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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금
1) 자연환경의 변화
제주도의 겨울은 1930년대의 53일에 비해 1990년대에 36일로 17일, 가을은
4일 짧아졌으나 봄은 10일, 여름은 30일이 증가.
겨울철 강설일수와 적설일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기후학자 트레와다(Trewartha)의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는 일부 산간
지역과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이미 아열대기후로 접어 들었다고 함.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해수면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표 ] 지역별 연간 해수면 상승
서해안

(단위 : cm/년)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안흥

0.16

완도

0.23

포항

0.22

제주

0.50

군산

0.03

여수

0.15

울릉도

0.20

서귀포

0.60

목포

0.12

부산

0.23

속초

0.22

거문도

0.59

평균

0.10

평균

0.34

평균

0.14

평균

0.56

한라산의 경우 해발 600m까지는 난대 상록활엽수림대, 해발 600~1,400m는
온대 낙엽활엽수림대, 해발 1,400m 이상은 아한대 또는 아고산 식물대이나,
만일 기온이 4도 상승한다면 현재 1,400m 이상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 등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영향은 제주도 삶의 터전에 큰 위협이 될
것임
[출처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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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의 변화
-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는 온주밀감 재배북한계선에서 재배지로 전환되었음.
- 파인애플, 망고, 용과, 구아바 등과 같은 열대 및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
하였음.
- 제주도의 온도상승이 계속된다면, 2060년도에는 현재 온주밀감 재배 주산지
에서 온주밀감의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바다에서는 아열대성 대형 해파리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류성 어
종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어획종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들은 제주도 농업과 어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출처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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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산화질소, HFCs 등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 복사열의 흡수가 과다하게 일어나 지구의 에너
지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 에너지 중에서 약 34%는 구름이나 먼지 등에 의해
반사되고, 지표면에는 약 44% 정도만 도달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이 에너지를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방출하는데 이산
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적외선 파장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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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온실가스」
라고 하며, 이산화탄소(CO2) 이외에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로는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와 육불화황(SF6))이 있
습니다. 이중 이산화탄소(CO2)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높습니다.
★

알아둡시다!
[온실가스의 종류 :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나무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가 탈 때, 탄소가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깁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메탄(CH4)
메탄(CH4)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며,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할 때와 소나 닭과 같은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합니다. 메탄의 발생량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메탄 1분자가 일으키는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약20배 이상으로 지구
전체 온실효과의 15∼20%이상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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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N2O)
아산화질소(N2O)는 주로 석탄을 채광할 때 그리고 연료가 고온으로 타면서 발생
합니다.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취급이 용이하며, 화학적으로 안전
하여 냉장고 및 에어콘의 냉매로 사용됩니다.
과불화탄소(PFCs)
과불화탄소(PFCs)는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전자제품,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
용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반도체 제조공정(플라즈마 에칭 및
chamber cleaning)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불화황(SF6)
육불화황(SF6)은 주로 전기제품이나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온난화 지수

주요 발생원 / 사용처

CO2 (이산화탄소)

1

에너지 사용

CH4 (메탄)

21

폐기물, 농업, 축산

N2O (아산화질소)

310

산업공정, 비료사용

HFCs (수소불화탄소)

140 ~ 11,700

에어컨냉매, 스프레이 제품 분사제

PFCs (과불화탄소)

6,500 ~ 9,200

반도체 세정용

SF6 (육불화황)

223,900

전기 절연용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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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협약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
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증가 추세에 있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서 일정 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
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접근방식
기후변화협약의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
(adaptation)’
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증가시켜 기후변화
현상을‘완화’
시키고, 식생 변화, 이상 기후, 건강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적응’
하는 것
이 이 협약의 초점임.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기 쉬운 국가는 주로
개도국이므로, 적응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문제로 귀결됨.

원 칙
기후변화협약은 형평성의 원칙(제3조)에 따라‘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을 기반
으로 함. 이에 따라 각국에 부여한 의무사항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1인
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특별의무’
와 모든 참여국을
대상으로 하는‘일반의무’
로 나뉘어짐. 여기서 특별의무대상국(
‘부속서Ⅰ’국가군)에게
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으며, 모든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그외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
치시행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목 표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와 적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방법은 에너지 사용 억제이며 이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됨.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
에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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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에는 이러한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 지원, 기술이전 및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50번째 국가의 비준 90일 후인 1994년 3월 21일 정식 발효되었고, 192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음.

[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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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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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이행상황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
회(COP, Conference of Parties)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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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토 의정서
온실가스
교토의정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외한 CO2 (이산화탄
소), CH4 (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의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함.

감축목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미국 8%, 일본 6%, EU 8% 등 평균 5.2%
감축 목표를 부여함.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감축율

국

- 8%

EU, 스위스, 벨기에, 불가리아 외 23개국

- 7%

미국

-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5%

크로아티아

0%

가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1%

노르웨이

+ 8%

호주

+ 10%

아이슬란드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음.

[출처 : 환경부]

EU는 EU국가간에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하기로 하는‘EU 버블(Bubble)’
을 채택
하고 국가간 목표를 재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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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교토의정서의 큰 특징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배출권거래(IET), 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 제도 (JI)라는 세 가지 교토 메커니즘을 허용했다는 점임. 허용 범위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흡수원의 경우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 변
동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구분

조항

목표년도

3조

감축 대상 가스 3조
및 기준년도 부속서A

주 요 내 용
2008 ~ 2012년
CO2, CH4, N2O : 1990년 기준
HFCs, PFCs, SF6 : 1990년 또는 1995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부속서B

흡수원

3조

1990년 이후의 식목, 재식목, 벌채에 의한 흡수원의 변화인정

공동 달성

4조

복수의 국가가 감축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는 것을 허용
(EU는 이 방법을 선택 = EU 버블)

공동 이행

6조

국가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배출 감축분을 서로 이전
또는 획득할 수 있게 함

청정개발
체제

12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배출 감축
분을 이전 또는 획득할 수 있게 함

배출권거래

17조

국가간에 감축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① 55개국 이상 비준
발효 조건

25조

② 비준국들이 1990년도 부속서Ⅰ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의 55%
이상을 차지
③ 비준이 끝난 시점에서 90일 이후 발효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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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기후변화 대응
한국의 현재는?

“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

“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OECD 국가 중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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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 1993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후변화협약 가입 및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 비준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non-AnnexⅠ) 지위 확보로 1차 공약기간
‘08
(
~
‘12년)중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음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부합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
종합대책 수립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국무총리)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협약 제1차 종합대책(
‘99 ~’
01년)을 수립·추진
※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 메커니즘 활용 등 36개
과제로 구성
국무총리훈령(제422호)에 근거,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2차 종합대책(
‘02 ~’
04년)을 수립·추진
※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교토 메커니즘 및 통
계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협력유도 등 5대 부문 84개 과제로 구성
국회「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01. 3월), 에너지 다소비 8개 업종에 대한 업종
별 대책단(
‘04. 11월) 등 관련 조직 구성
’
04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환경부를 비롯한 총 19개 부처와 환경관리공단, 에너
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3대 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종합
대책(
‘05 ~’
07년)을 수립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으로 UNFCCC 및 IPCC 등의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감축, 적응, 연구개발 등 3대
핵심부문 중점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종합대책(
‘08 ~’
12년)을 수립
■’
99년부터 4차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新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는 평가로 신정부에서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포괄하
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5개년,‘08년 ~’
12년)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종합대책 평가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산업계 및 국민에게 불확실성 미해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한 소극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미흡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동참 노력 부족 등
■’
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수립 (5개년‘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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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Low Carbon, Green Growth)

목 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 새로운 ’
60년 국가비전인“저탄소 녹색성장”
과“성숙한 세계 국가”국정지표 구현

추진 전략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경제·사회 각 부문별“탄소집약도(CI: Carbon
Intensity)”
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경제·사회 각 부문별“환경경제효율성(EE :
Eco-Efficiency)”
을 제고
※ CI 및 EE는 경제활동의 청정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 탄소집약도(CI)는 에너지의 효율과 청정성 개선이 목표
- 환경경제효율성(EE)은 에너지를 포함한 물, 공기, 토지 등 모든 생태자원 사용의
효율과 청정성 향상이 목표
탄소집약도와 환경경제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국가정책을 재점검하고, 향후 국가 정책
수립시에도 이를 적용
전력, 수송, 산업, 가정/상업 등 경제·사회 부문별로 탄소집약도와 환경경제 효율성 목
표치를 설정하고 개선 추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전파
우리의 대외원조(ODA) 기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반영
- 개도국들의 새천년 개발목표 (MDGs : Millennium Develiopment Goals) 달성 등 기
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국제 리더십 제고
피동적·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화 도모
목표별로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파급효과의 가시적 성과 도
출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
※ 단기 과제 : ’
12년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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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정책수단
금융·재원 배분 정책 지원 및 R&D 투자 확대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을 위한 점진적 가격 구조 조정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탄소집약도와 환경경제효율성 개선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목표별 추진과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①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장단기)
②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장단기)
③ 기후친화산업의 육성·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장단기)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①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장단기)
② 녹색생활환경 창출 및 사회체질 개선 (단기)
③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안전사회 구축 (단기)
④ 저탄소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 (단기)
⑤ 기후변화 감시 예측 능력 고도화 (장단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선도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단기)
② 적극적·능동적 협상 전략 추진 (단기)
③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장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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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대응동향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선언(’
07.4)’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저감(1990년 대비)

○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하여 09년 1월 시행

CNG 시내버스

○ 경유차 저공해화
- 시내버스 7,748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2010)
- 시내버스 충전소 확충 : 42개소→51개소(고정식 47, 이동식
4)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 차 저공해화 추진

DPF (매연여과장치)

○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대응
- 중앙버스전용 차로 확대 실시 : 7개 노선 67.9㎞(
‘06) → 12
개노선 117.6㎞(
‘10)
-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확대(2010) : 전자태그(RFID) 125
만대 부착

DOC(디젤산화촉매장치)

- 저공해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도입 검토
○ 생활녹지 330만 ㎡ 조성
- 선형녹지의 녹음량을 확충하여 Green - Way 조성
- 학교공원화 :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298개교
- 옥상공원화(174,543㎡),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99개소)
- 가로변 녹지량 확충 : 녹지조성 94천㎡, 수목식재 760천주
- 서울 식물 생태원 조성(2009) : 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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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
08.1)’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2005년 대비)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07)
○ 기후변화대응 TF팀 구성운영(
‘08.5)
○ 탄소포인트제 시행(
‘08.10)
○ 공공부문에너지-5%절약 추진
-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부서 지정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사용 의무화
- 시 에너지관리 진단결과에 의한 고효율 기자재로의 시설 교체
-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주차대 확대 설치
○ 에너지절약 모범APT 에너지인증제도 추진
- 인증서 교부 및 모범사업장 입간판 설치
○ 저 에너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ESCO투자사업 지원
- 에너지투자사업은 에너지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시설 투자하고, 에너지절감 액으로 투자비를
회수.
○ 중소제조업체 무료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 대상업체의 에너지사용 현황 및 사용설비 실태조사
- 공정 및 설비상의 에너지손실 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투자경제성 분석 및 신기술지도, 절약 정보의 제공
○ 기타사업
- CNG 차량 등 저공해차 보급
- 생곡매립장 LFG 발전사업
-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제도 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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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2005년 대비)

○ 태양에너지 전시관 설치ㆍ운영
- 태양에너지 시스템 : pv 9.5kw, 태양광 가로등 13기
○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 조성ㆍ운영
- 실증시험장(태양열 8개, 태양광 7개 업체, 실증시험 중)
○ Green village 조성
- 약111세대(단독11, 3층 이하 원룸 1동35, 4층 이하 연립주택 65)
-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 : pv 150kw, 태양열 15,000ℓ
○ 태양에너지이용 시범주택(조선대 기숙사) 건설
- 태양에너지등 규모 : pv 53kw, 태양열 약122만㎉, 심야전력 2,280kw
- 에너지절약요소 (건축, 고효율 기자재, 조명 차별화 등) 도입
○ 신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관 건립
- 교육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영상홍보관, 실습실
- 사업규모
건 물 : 6,281㎡
태양광 : 60kw(bipv형 시스템)
태양열 : 135만㎉(진공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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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과 함께 하는 CO2 배출 제로화 사업’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 감축(2005년 대비)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온실가스 감축 MOU 체결 : 350개소
- 지구온난화 대책 환경확보조례 제정 : 2009. 10월
○ 친환경 도시건설
- 도시생태환경 GIS구축 : 2008 ~ 2010. 1월
- ICLEI생태발자국 지수 감축활동 전개
○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 추진
- 저공해 자동차 보급 : 150대(버스 70, 화물차 80대)
- 운행 경유자동차 저공해 추진 : 10,000대
○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대책
- 공사장 비산먼지시설 관리 : 481개소
-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업소 관리 : 157개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1,266개소
○ 녹색공간확충
- 어린이 공원 조성
- 주민 휴식공간 확충
- 테마거리 조성
- 특색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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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설립’
기후보호도시 추진 및 에버그린 환경 인증제

○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설립
- 환경인증제와 그린에너지 기술보급 확대, 시민환경교육, 환경시설운영’
등 안산시의
‘환경분야 전반의 사업을 시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추진’
○ 에버그린 환경 인증제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의 환경보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진단하여 등급별로 환경인증 및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 탄소사냥대회 개최
- 감축한 이산화탄소량 만큼 탄소 Point로 환산하여 친환경상품 또는 문화상품권 제
공
- 181Ton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5천300만원 경제적 효과
○‘걸음아 나 살려라’환경사랑 걷기대회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건강걷기 대회
-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여 안산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한 후 상쇄량 만큼의 나무를
식재
○ 공동주택 탄소배출고지 계약(전국최초)
- 가정에서 전력, 수도, 도시가스, 집단 열공급 등의 사용에 따른‘탄소배출량 고지서’
를 발행
- 국내최초로 발행되는 탄소배출량 고지서는 각 가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직접 눈
으로 보고 절약을 통한 저탄소형 생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 세대 당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배출량의 5%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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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체결’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축(2004년 대비)

○ 온실가스 감축 기반구축
- 온실가스 저감 추진 자문단 구성 운영
학계,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
- 창원시 기후보호 조례 제정
- 지역 기후변화 실태 분석을 위한 기상 관측소 설치
- 창원시 기후지도 제작
도시공간 전체 토지이용, 지형분석, 수질, 대기, 생태
○ 녹색교통 중심도시 조성
- 자전거타기 편리한 도로망 확충
도로 68개노선 214.28km, 거치대 20,000개, 보도턱 1,555개소
-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 구축
- 자전거 교통공원 조성:자전거 백화점, 실.내외 교육장
- 학교, 기업체, 기관등 자전거타기 시범기관 지정 육성
- 버스전용 차로제 도입 운영
- 버스도착 정보시스템 및 교통종합 상황실 구축 운영
- 공단 근로자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 경유사용 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로 교체
○ 에코타운(ECO-TOWN) 조성
-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생태가이드라인 설정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물 순환체계를 고려한 도시공간,
교통시설, 주거단지 등 조성을 위한 생태 가이드라인 설정
- 신규개발 및 도시 재정비 지구 생태가이드라인 적용
- 신도시 개발지구 에코타운 조성
- 주남저수지 주변 환경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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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 감축(2005년 대비)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 과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지정
○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 시행
-’
08년 1월 개인의 에너지사용량 절약에 의한 온실저감 위해‘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
시범·운영
- 각 가구의 2005˜2006년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279kw이고 가구별 할당량은
249kw
○ 신생에너지 태양열온수기 보급.
- 태양열온수기 1대당 사업비 총액의 45%대 지원
○ 신생에너지 기술로 개발된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
-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연간 30% 정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높은 에너
지 이용률 등 장점
-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로 발생된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 이산화탄소를 연간
876kg 정도 줄이고 전기료 절감, 온수 급탕사용에 따른 온수비를 연간 30%에서
최고 45%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운영
- 연간 2,000toe 이상 사용업체 2,050개소
- 에너지효율기자재 등 설치확대 추진
-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소비절약 유도
○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확대
- 안정기 내장형램프(전구식 형광램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기후변화 홈페이지 구축
○ 탄소흡수원(도심녹지)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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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 기후변화 대응사례
1) 관련특별법 제정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영국, 일본 등)
영국의
‘Climate Change Bill’
(’
07)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부처특성에 따른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여 달성을 의무화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 배출량 공표 의무 등을 규정
2) 탄소세 도입 등 별도의 재원대책 마련(독일, 영국 등)
유럽 각국은 에너지 소비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또는 기후 변화부
담금 도입
※ 독일은 ’
99년에「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도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세 (EcoTax : 석유세, 전기세) 도입
※ 영국은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도입하고, 감축목표를 달성
한 기업에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
3) 대중교통 이용 및 녹색교통 활성화(프랑스 등 EU)
네덜란드, 프랑스(Velib) 등 북구유럽은 자전거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력한 리
더십 등을 통해 녹색교통정책을 지속 추진
프랑스는 CO2 배출 할인·할증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
차 선호를 적극유도
4) 탄소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등 청정기술개발 보다 비
용이 저렴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적펀드 운영
5) 민간의 자발적 CO2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일본)
일본은 CO2 삭감은행, 친환경대출(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
발적 CO2 감축노력 유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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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레스터
‘영국 최초 환경도시’선언
2025년까지 CO2를 1990년 수준의 50%까지 감축목표

○ 1980년대 에너지 부
: 레스터시를 지역난방과 결합된 열병합 발전 주도 도시로 선정
○ 애쉬톤 그린 빌리지
-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주거지 공급
○ 태양 에너지
- 2025년까지 현재 에너지 소비량 50%감축, 2020년까지 20%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대체
○ 에코 하우스
- 주택 내부에 환경친화적 시설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
○ 생태 관리와 감사 기구
- 환경기준 모니터, 유지, 향상
○ 자전거 정책
- 교통혼잡 완화, 오염물질배출 감소, 건강증진

▼ 에코 하우스

▲ 에너지효율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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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파리
‘에너지 사용 진단 시스템’설치
2020년까지 40%의 운행차량 감소 목표

○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벨리브(Velib)”
- 파리시에서 2020년까지 차량 운행량 40% 감소를 목표로
2007년 7월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벨리브(Velib)”
○ 에너지 사용 진단 시스템의 설치
- 프랑스의 파리는 2006년 11월부터 실시해오던‘에너지
사용 진단(Diagnostic de performance
energetique)
´
´
시스템’
의 설치를 2007년 7월부터 파리 시내 및 인접도
시 내 주택에 의무화
○ 에너지-탄소 라벨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
▲ www.velib.paris.fr

- 프랑스에서는 2006년 5월 10일부터 모든 자동차 영업
소에 에너지-탄소 라벨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
- 이 라벨은 자동차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소비자 선택을 돕고 향후 자동차 생산업체의
공급방식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실시
○ 시민 1인 한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 200만 시민이 2000만㎡에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
- 카메룬, 아이티 등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국제적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국제산림협회에 CO2 배
출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함

▲ 탄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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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베를린
‘녹색조명 프로젝트’
(GreenLight Program)
2010년까지 1992년 대비 25%까지 CO2 감축 목표

○ 건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10연간 100만 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 효율적인 온수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 석탄 난로의 교체, 지역 난방이나 태양
열 집열기 이용
○ 1990-2010년 지방정부 시설에 대한 CO2 배출량 190만 톤 절감 목표
○ 베를린 연방의회 건물 등 지방정부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연방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장려
○ 에너지 절감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실행
○ Tempo-30 속도규정 표지판 설치
- 2005년 하반기부터 베를린 시내의 주요 도로망 (16구역)에서 자동차 주행속도
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도록 속도규정 표지판 설치
○ 녹색조명 프로젝트(GreenLight Program)
- EU는 각 회원국들이 CO2 배출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절약형 조명을
사용하는‘녹색조명 프로젝트’
(GreenLight Program)를 시행할 것을 권고
함
- 베를린시는 공공기관, 사업체, 개인 등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 인 LED(발광 다이오드)로 전환하는 녹색조명 프로젝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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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바로셀로나
‘바이싱 : 자전거 네트워크 프로그램’

○ 바이싱 : 자전거 네트워크 프로그램
- 바르셀로나 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네트워크인
바이싱 이라는 자전거 운영 계획은 9만 여건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6
개월 동안 96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했음.
- 바이싱은 비운전자의 확대를 장려했고, 관광 촉진과 공공
교통 시설의 혼잡을 경감시켜줌.
- 자가용 사용 축소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도시의
대기 질 향상 등 긍정적 결과를 얻음.

미국 - 시애틀
‘도시 녹색 건물 프로그램 ’

○ 1999년에 녹색 건물 연합(Green Building Team)이 처
음으로 설립된 후, 시애틀은 2005년 도시 녹색 건물
(City Green Building)이라는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 건물 전문가들을 재편성하였음
○ 부서간 자원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주
거, 상업, 기관, 시 사업에 있어 녹색 건물 전문가들을 통
해 인력을 공급 받음
○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LEED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해 녹색건물을 권장
- LEEP 은증건물 : 건물당 연평균 1.067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43,000달러 비용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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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동경
지구온난화 대책 6가지
2009년도까지 2004년도 대비 10% 감축 목표 수립

○ 지구온난화 대책 - 특화실행게획 수립·진행
- 2002년 2월‘지구온난화방지! 동경작전’
- 2004년 11월‘도시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본방침’발표
- 2005년 4월‘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 시행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6가지)
- 사무실 등 대규모 사업소의 CO2 배출량 삭감 의무화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
- 에너지 절약정보 전달체제를 구축
-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대책 강화
- 신 재생에너지로의 이용전환을 촉진
- 도시 만들기와 일체화된 열섬현상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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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교통운동 (Eco-Driving)
친환경 운전 10계명

1

경제속도 준수!

2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3

출발은 천천히!

4

공회전은 이제 그만!

5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경제속도 (60 ~ 80 ㎞/h)를 준수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합니다.
속도변화가 큰 운전의경우, 연료가 최대 6%가지 더 소비된다.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연료차단기능(Fuelcu)'을 적극활용하는
등 '관성운전'을 생활화한다.

출발시 처음 5초간 시속 20㎞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한다.
급출발을 10번만 하면 100cc정도의 연료가 낭비된다.

대기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 할 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5분 공회잔 할 경우, 1㎞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

한달에 1번이상 장거리 주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타이어 공기압이 30%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50㎞마다 300원씩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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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

7

'정보운전'의 생활화

8

트렁크를 비우자!

9

'친환경자동차'를 선택!

10

최소한 1달에 한번 에어클리너를 점검하고 엔진오일, 배출가스 관련 부품등
은 교환주기를 준수한다.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 1
대당 연간 90kg의 CO2가 더 배출된다.

출발 전 도로 및 가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경로 확인 등 계획적으로
운전한다.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는다.
불필요한 짐 10kg을 싣고 50㎞를 주행하면 80cc의연료가 낭비된다.

경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수동 변속기 차량을 선택한다.
눈높이를 한 단계 낱출 경우 평생 약 3천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한다.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유사연료, 정부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불량 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량에 무리를 주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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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생활운동 (Eco-Living)
심각한 기후변화에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함께 지켜갑니다.

1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2가 줄어듭니다.
▶
▶
▶
▶

2

26 ~ 28。
C로 합니다.
20。
C 이하로 합니다.
복장을 합니다.
입습니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B), 지하철(W), 걷기(W)로 내 몸과 지구에 건강을 선물합니다.
▶
▶
▶
▶
▶

3

여름철 실내온도를
겨울철 난방온도를
여름철에는 간편한
겨울철에는 내복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갑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합니다.
카풀에 참여합니다.
경차를 탑니다.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녹색소비는 지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입니다.
▶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씁니다.
▶ 재활용 제품을 애용합니다.

4

물을 아껴습니다.
샤유시간을 1분줄이면 CO2도 7kg줄어듭니다.
▶ 샤워기와 양변기는 절수형으로 설치합니다.
▶ 양치질과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씁니다.
▶ 세탁은 한번에 모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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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일회용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
▶
▶

6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급출발·급가속 할때마다 40원씩 낭비됩니다.
▶
▶
▶
▶
▶
▶

7

출발전에 행선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합니다.
경제속도로 운전합니다.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합니다.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플러그를 뽑으면 한달 전기료는 공짜입니다.
▶
▶
▶
▶
▶
▶
▶
▶

8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장바구니 이용을 생활화합니다.
리필제품을 구입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때는 끕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끕니다.
냉장공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에어컨보다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끕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는 플러그를 뽑아둡니다.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2를 흡수합니다
▶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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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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