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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2020년 4%감축으로 정해

졌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12월 4일)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과 파트

너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

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

기환경부분에서, 총량규제와 더불어 농도규제는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지

며 거기다 연료규제까지 시행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

배출 할당 총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발전된 환경기술을 근거로 석탄 등의 고체 연료

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환경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산업계의 움직임

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입장이 다양한 만큼, 산업계의 연료를

둘러싸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소통하며 전

망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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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친환경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4대강 사업,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환경규제 대폭 완화 등 反환경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주제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 입장이 크게 달

라 논란이 있습니다. 산업계는 석탄을 사용해도 대기질에 문제가 없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연

료규제는 과도하며, 석탄으로 인해 더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발전이나 조림사업 등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최근 연료정책 및 대기배출허용 규제의 완화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되

거나 온실가스가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

정하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규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가 향후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

부의 연료 및 대기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

스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주제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

사드리며 경인년 호랑이처럼 우렁차게 포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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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이제 산업계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의 가치는 생태계 보호 비용을 훨씬 능가하지만, 인간

은 자연의 재생능력보다 25% 이상을 소비해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15차 코펜하겐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기후문제를 글

로벌 의제로 형성하였고, 정치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

다.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 조세정책을 채택했거나 채택할 계획이고 수입국에도 환경규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든 감축참여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성장 한,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고 에너지 소비의 83%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와 산업공

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중심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체제로 사회경제구조의

체질을 급격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더욱 성

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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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이제 산업계가 나서야 한다!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권선택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와 개선 전망 합동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개최한 울산의 에너지 및 대기질 현주소와 미래전략 토론회는 울산지역의 고황유

공장 연료 사용 허가 움직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내 산업

전반의 연료문제를 대기환경 개선측면에서 심도있게 접근하는 자리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 줄여나가기로 감축

목표를 최종 확정하는 등 대기환경개선 노력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정책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내용은 목표하는 바와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는 규제개혁실과 파트너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

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기 배출 할

당 총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근거로 석탄 등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부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고황유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 일정

을 훨씬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부문입니다.

당장의 경제논리가 훗날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리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환경논리가 미래에 더 많은 안위와 행복을 전해준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적 논리가 되었든, 가치의 토론장이 되었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

고, 또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어 국내 대기환경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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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논리가 미래에 더 많은 안위와 행복을 
전해준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화석연료에 해당하지만, 석탄, 석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과정에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대신에

국내에서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LNG 대신에 석탄, 고황유 연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산업계의 연료전환을 둘러싼 현실을 진단하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참여하신 분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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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입니다.

저는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미 있는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는 지금의 석탄, 석유, 우라늄 등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이 단시일 내 급격하게 전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비전과 이를 구체화 할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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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필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12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규제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한다면서 고체연료 허가를 검토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투입 및 과정상의 규

제를 없애고 성과를 중심으로 배출량을 관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체연료인 석탄의 경우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연료이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연료입니다.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석탄연료를 허용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겠으며 산업도시의 대기질 개선

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경제적 득실만을 따진다면 요금이 비싼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

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말로만 저탄소로 정부정책을 포장해도 기업 이익의 편만 든다

면 기후변화 시대의 리더쉽이나 가치관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탄소 친화적 정부”일 뿐입니다. 

탄소 배출의 책임은 이제 협상 테이블을 떠나 각국, 각지자체, 각 산업부문과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과 역행하는 정부의 대기질 규제 완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탄소친화적 정부의 정책을 극복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가 이상 한파를 겪으면서 다시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 국민

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그 피해는 이론상 존재하거나 미래 예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생생

히 느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무책임한 모습에 다시금 실망하

기도 했지만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류의 공동노력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대기 정책이 탄소 소비형으로 퇴행하고 있

다는 지역사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울산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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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규제완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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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전체 및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의 200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9.5백만tCO2로 2005년 594.4백만tCO2 대비 5.1백

만tCO2, 0.9% 증가한 규모다. 선진국 의무감축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298.1백만tCO2)대비

101.1%(301.4백만tCO2)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감축 압

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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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후 유사 이래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왔다. 특히 석탄, 석

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결과,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기후변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에는 190여 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130

여 개국 정상들이 회의에 참석할 만큼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

정(2009.12.29) 공표(2010)하는 등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매

우 중요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차적 배출 부문에서 에너지(84%)와 산업공정(11%)에서 발생하는 양

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도시단위에서 또는 국가 단위에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기반으로 울산을 포함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및 산업

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울산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료 전환 문제를 정부의 저탄

소 녹색정책의 관점과 울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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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90 ‘00 ‘04 ‘05 ‘06 ‘90~’0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에너지 247.7 438.5 489.0 1.6 498.5 1.9 505.4 1.4 4.6

(83.1) (82.6) (82.8) (83.9) (84.3)

산업공정 19.9 58.3 68.5 0.4 64.8 -5.3 63.7 -1.8 7.5

(6.7) (11.0) (11.6) (10.9) (10.6)

농업 13.5 17.0 16.4 2.6 16.1 -1.9 15.1 -6.4 0.7

(4.5) (3.2) (2.8) (2.7) (2.5)

폐기물 17.0 17.2 16.5 -3.3 14.9 -9.5 15.4 2.9 -0.6

(5.7) (3.2) (2.8) (2.5) (2.6)

총배출량 298.1 531.0 590.4 1.4 594.4 0.7 599.5 0.9 4.5

(100.0) (178.1) (198.1) (199.4) (201.1)

토지이용 -23.7 -37.2 -31.5 -6.7 -32.0 1.5 -31.2 -2.5 1.7

/임업

순배출량 274.4 493.8 559.0 1.9 562.4 0.6 568.4 1.1 4.7

(100.0) (180.0) (203.7) (205.0) (207.2)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 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3. tCO2 : Tons of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톤).  

4. ’90-’06 증가율%는 연평균 증가율임

(단위 : 백만 tCO2, %)

1) 국가온실가스통계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2009.2.2.



같다.2)

16개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현황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발생과 관련하여 간단히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4,369만톤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분석 결과 5,162만톤으로 산출되어 그동안 18% 정도 축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경

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5.26톤으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데, 이는 산업시설

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2007.12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4년 기준

7,548만톤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는 9,694만톤(2005년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28%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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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총배출량의 84%을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의 증가(1.4%) 요인은 발전설비 증설(당진 50만kW, 남제

주 80만kW, 광양 99만kW),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증가(2.7%)* 등에 기인한다.

* 자동차 등록대수(1,540만대(‘05) → 1,590만대(’06), 3.2% 증가)

●폐기물부문의 증가(2.9%)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량 증대*와 IPCC 가이드 적용에 따른 신규 배출항

목 추가**에 따른 CO2배출량 증가 등에 기인한다.

* 폐기물 일평균 소각량(‘05 17,422톤 → ’06 18,927톤)

* 2006 IPCC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분야” 추가

●산업공정부문은 시멘트생산량 감소, 암모니아 및 아디핀산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화학 업종의 배출

량 감소(‘05년 대비 13.5% 감소) 및 CDM사업에 따른 배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2005년 대비 1.8%

감소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부문은 질소질 비료 시비량 감소와 벼 재배면적 감소로 2005년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UN에 보고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2005년도: 5억 9440만톤, 2006년: 5억

9950만톤)은 발표된 바 있지만, 지자체별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저

감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ISO 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인 BSI(영국표준협회)는 09년 8월 12일 국내 최초로 16개 광역시

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

라 진행하였으며, 산업부문의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14만여개 업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사용했으며, 광역 시도별로 아직 완벽한 통계가 없는 농업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국가 전체의 총량을 경지

면적과 한육우 및 젖소 사육통계와 생활계폐기물과 사업계폐기물 발생 비율에 따라 시도별로 나누어 할당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참고한 자료는 아래 각 주와 같으며, 광역시도별 배출량 산정 결과는 다음<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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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에너지연소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합계

(천명)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탈루

서울 9,820 2,800 12,139 31,153 2,266 580 1,449 9 1,227 51,623 5.26

부산 3,524 5,459 8,605 8,497 698 279 444 47 608 24,637 6.99 

대구 2,465 4,722 3,560 6,446 549 183 306 120 471 16,357 6.64 

인천 2,531 9,211 7,755 6,490 606 289 608 171 876 26,006 10.27 

광주 1,418 1,540 2,043 3,490 293 88 389 72 202 8,117 5.72 

대전 1,443 1,430 2,194 4,232 517 100 185 42 220 8,920 6.18 

울산 1,049 26,893 6,929 2,973 1,857 464 14,840 137 576 54,669 52.12 

경기 10,415 26,064 21,684 31,257 3,246 987 9,730 2,121 1,854 96,943 9.31 

강원 1,465 11,771 3,513 5,398 838 258 15,951 1,067 464 39,260 26.80 

충북 1,460 10,937 3,762 5,052 485 243 8,574 1,125 722 30,900 21.16 

충남 1,889 17,952 5,278 5,803 707 357 1,590 2,203 1,468 35,358 18.72 

전북 1,784 7,627 3,737 4,803 593 201 617 1,687 596 19,861 11.13 

전남 1,820 59,249 4,895 4,620 638 833 4,034 2,518 1,840 78,627 43.20 

경북 2,608 43,456 6,032 7,632 1,226 700 4,804 2,794 2,318 68,962 26.44 

경남 3,056 10,975 6,392 7,652 831 310 1,243 1,630 1,374 30,407 9.95 

제주 532 827 960 1,296 173 39 66 356 85 3,802 7.15 

전국 47,279 240,912 99,477 136,792 15,524 5,912 64,829 16,100 14,900 594,446 12.57

1인당
배출량
(tCO2/인)

2) ① 2006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통계, 지식경제부, 2009.2 ②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 에너지관리공단, 2009.7 ③

IPCC 가이드라인 2006 ④ 인구통계, 통계청, 2005 ⑤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2005 ⑥ 전국폐기물통계, 국립환경과학원, 2005 ⑦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2005~2008



●소비기준 에너지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16.7%), 전남(14.1%), 경북(11.8%), 서울

(9.8%) 4개 지역이 52.4%를 차지

- 경기 지역은 지자체중 인구(22%)가 가장 많고 전자, 섬유, 음식료 등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여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가정·상업(38.0%), 산업(31.7%), 수송 부문(26.4%) 순으로 많이 배출

- 전남과 경북 지역은 철강 및 석유화학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각각 총배출량의 85.4%, 74.5%를 산

업부문에서 배출

- 서울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가정·상업부

문(64.4%)과 수송부문(25.1%)에서 대부분 배출하고 산업부문은 5.8%에 불과

□배출기준 16개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및 산업공정부문*)은 충남(15.7%), 전남(12.7%),

경기(12.0%), 경남(11.3%) 순으로 많이 배출

* 총배출량 중 비중: 에너지(84.3%), 산업공정(10.6%), 농축산(2.5%), 폐기물(2.6%)

●한편,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16.5%), 전남(13.2%), 경남(11.3%), 울산(9.6%) 순으로

많이 배출

* 배출기준 : 전력 등 전환부문 생산지역의 배출량 집계

소비기준 : 전력 등 전환부문이 실제 소비되는 지역의 배출량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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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배출량에서 울산(52.12톤), 전남(43.20톤), 강원(26.80), 경북(26.44)이 높은 수치를 나타

내는 것은 산업 단지 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 가스를 대량 배

출하는 대표적 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울산지역 : SK, S-Oil, 한주, 현대자동차 등

- 전남지역 : 포스코 광양제철소, GS-Caltex, 여천NCC, 대림산업,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등

- 강원지역 :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 경북지역 : 포스코 포항제철소, 구미공단 업체 등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2020년까지 BAU 대비 21~30% 감축하기로 한 만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발생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발생원별로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MRV(측정-보고-검증)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3)

3)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지식경제부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제조업 14만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에너지연소 및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2005년 기준)4)

* 총배출량 중 비중: 에너지(84.3%), 산업공정(10.6%), 농축산(2.5%), 폐기물(2.6%)

* 국가온실가스통계는 ‘06년 통계 발표(’09.2월), 지자체통계는 ‘05년 통계가 최신

□분석결과에 따르면, 배출기준으로 볼 때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15.7%), 전남(12.7%),

경기(12.0%), 경남(11.3%) 지역 순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화력발전소 및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발전 및 산업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기인

□한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별 소비기준으로 배출량을 분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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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기준(천tCO2)                                     소비기준(천tCO2)
            에너지    산업공정     합계      비중     순위     에너지    산업공정     합계       비중      순위
  서울      28,564      1,449     30,013      5.4     9       48,358      1,449    49,807      8.9      5
  부산      18,646       444     19,090      3.4     11       23,258        444    23,702      4.3      11
  대구        9,091       306      9,396      1.7    13       15,276       306    15,582      2.8      13
  인천      34,860      608    35,468      6.4     7       24,062       608    24,670      4.4      10
  광주        4,261       389      4,650     0.8    15        7,365       389     7,754       1.4      15
  대전        5,016        185      5,201     0.9     14        8,373        185     8,558       1.5      14
  울산     33,997   14,840    48,837     8.8     5      38,652    14,840   53,492      9.6      4
  경기      57,224     9,730    66,954     12.0     3       82,250      9,730    91,980     16.5      1
  강원       18,131     15,951     34,081      6.1     8       21,520     15,951    37,471      6.7      6
  충북      13,000     8,574     21,573      3.9    10      20,237      8,574    28,810      5.2      8
  충남      85,759      1,590    87,349     15.7     1       29,740      1,590    31,330      5.6      7
  전북       9,968        617     10,585      1.9    12       16,760        617     17,377       3.1      12
  전남      66,922     4,034    70,956     12.7     2       69,402     4,034    73,436     13.2      2
  경북      42,489     4,804     47,293      8.5     6       58,345     4,804    63,149      11.3      3
  경남      61,604      1,243     62,847     11.3     4       25,850      1,243    27,093      4.9      9
  제주        3,172        66      3,238     0.6    16        3,256         66     3,322      0.6      16
  전국     492,704    64,829   557,533   100.0            492,704    64,829  557,533   100.0 

✽ 2005년 기준, 에너지부문 중 탈루성 배출은 제외

3) 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의 약자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원칙임.

4)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특성 분석결과, 지식경제부, 2009.7.31



제조업 설비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4) 특정 사례-울산의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울산시의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5년동안 울산의 에너지소비는 전국 보다 더 빠른 속도인 년평균 3.3%씩 증가

· 그 결과 전국에 대한 울산시의 에너지소비 점유율은 2002년 11.9%에서 2007년에는 12.4%로 상승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전국 평균 보다 울산시의 경우 5배를 초과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2002년의 경우 울산이 전국 평균 보다 5.41배 높았으나, 2007년의 경우는

5.58배로 더 확대

●에너지원별 소비현황을 보면, 석유 소비 점유율이 80%를 초과하여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그 뒤를 전력 , 도시가스, 석탄 등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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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온실가스 관련 통계 

제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제조업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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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화학제품   석유정제   시멘트    전자, 통신   음식료    섬유    종이,펄프   자동차    기타 
  합계    31.5      15.3       13.6       7.4         5.4         3.4      2.8        2.7        2.6      15.3
  서울     0.0       0.5        0.0       0.2         1.3         3.4      3.6       0.8        0.4      4.0
  부산     1.8       0.3        0.0       0.1         1.7         3.1      3.5       0.2        3.6      5.6
  대구     0.1       0.1         -        0.1         0.6        2.6      15.9       5.9         4.1      3.4 
  인천     2.9       1.6         7.6        0.3         2.2         9.0      0.8       0.5        7.5      7.1
  광주     0.0       0.0        0.0        0.1         0.8         1.0      1.5        0.1        3.6      2.5
  대전     0.0       0.2         -        0.0         0.3         1.6      1.0        5.5        0.5      1.9
  울산    0.3      26.4      54.4      0.5         1.6        3.7      7.0       5.1       19.4    10.5
  경기     0.3       4.6        0.0        1.2        43.6       20.9     25.1      23.2       21.0     21.0
  강원     0.0       0.2         -        61.5        0.0         4.7      0.1        0.3        1.8       1.1
  충북     0.1       1.2        0.0       29.5        10.1         7.1      2.8       13.8        2.2      4.3
  충남     2.9       18.1        12.8       1.3         18.8        10.6     3.2       15.8        13.1      6.5
  전북     1.2       2.9        0.0       0.4         0.5        11.5     10.8       12.7        6.5      4.2
  전남    45.2      38.1       25.1       3.4         0.2         4.9      0.6        4.1        0.2      2.1
  경북    43.1      5.2        0.0       0.9        16.7        5.8     20.6       3.2        6.5      11.1
  경남     2.1       0.6        0.0       0.6         1.7         9.7      3.7        8.7        9.8      14.4
  제주     0.0       0.0        0.0        0.1         0.0        0.6      0.0       0.2        0.0      0.1

             석탄류     석유류     도시가스      전력
   합계      31.4       28.4         5.3         34.9
   서울       0.0        0.1          1.2          2.6
   부산       0.3        0.6          6.2          3.6
   대구       0.0        0.7         3.0          3.0
   인천       0.3        4.3          8.7          6.2
   광주       0.0        0.4          1.7          1.2
   대전       0.0        0.4         0.7          1.3 
   울산       2.0       33.0        11.1         10.4
   경기       0.1        4.7         17.3         19.4
   강원       11.8        1.2          0.3          2.6
   충북       5.4        1.9          3.2          5.6
   충남       0.0       16.2         10.7         10.2
   전북       0.7        3.1          4.3          3.9
   전남      43.6       27.3         9.1          7.0
   경북      35.8       3.9         15.0         14.1
   경남       0.1        2.1          7.3          8.7
   제주        -         0.1           -           0.1

           보일러용   오븐용    동력용    공정용히터및건조기     기타 
  합계      15.2       19.6      27.2            24.2            13.7
  서울       0.4        0.3        1.7              1.2             3.9
  부산       2.1        1.9        2.7             3.2             2.5
  대구       2.1        0.4        3.1             1.8             1.7
  인천       4.5        5.1        4.6             6.3             3.7
  광주       1.2        0.3        1.2             0.7             0.9
  대전       0.9        0.2        1.2             0.8             0.8
  울산      32.4       7.3      12.4           20.5           31.6
  경기      10.8       4.0       18.9            12.9            11.4
  강원       0.9       27.0       3.9             0.6             1.7
  충북       4.1        12.2       5.8             3.6             3.5
  충남       8.7        8.0       11.0            12.0            18.2
  전북       7.4        3.6       3.7             2.4             2.1
  전남      15.4       17.0      10.5            17.4             5.3
  경북       5.0        9.8       9.8             12.5             7.2
  경남       4.0        2.9       9.5             4.1             5.4
  제주       0.1        0.0       0.1             0.0             0.1



3. 환경보전과 연료전환 정책 - 울산을 중심으로 

1)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관리 

●아황산가스는 B-C유 또는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특성을

보유

· 환경기준은 연간 0.02ppm이하, 24시간 0.05ppm이하, 1시간 0.15ppm이하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 1993년 연평균 0.035ppm까지 악화되었다가 1997년 0.019ppm에서 2007년에는0.008ppm

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0.019ppm/년) 이하를 유지

· IMF 이후 생산 가동률의 증가로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나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0.3%

저유황유 사용, 청정연료사용 및 환경개선 투자유도 등으로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2001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

· 다만, 2005년 이후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0.008ppm 수준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오염도가 더 악화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이 문제

울산의 년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 자료：환경통계연감

· 더구나, 최근 울산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산업도시인 인천과 동일한 0.008ppm으로 전국 도시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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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의 경우 년평균 소비증가율이 전체의 3.3% 보다 낮은 2.8%를 기록하여 소비점유율도 2002년

82%에서 2007년에는 80%대로 하락

· 반면, 전력, 석탄, 도시가스의 소비점유율은 모두 미세하게 증가

· 다시 말해서,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석유가 전력, 석탄, 도시가스 등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나타냄

· 특히, 석탄과 도시가스의 경우 비록 소비점유율은 각각 4%대로 낮지만 년평균 소비증가율은 6%대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울산시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부문별 에너지소비

- 부문별로 보면, 2007년 기준 에너지소비점유율이 85%를 초과할 정도로 산업부문이 울산시 에너

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동부문의 에너지소비는 년평균 소비증가율이 4.3%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소비점유율이 2002년 81.5%에서 2007년 85.6%로 상승

- 반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절대량 자체가 감소하여, 소비점유율도 2007년 기준 9.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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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5            2007

       02-07 
                                                                        연평균변화율
 
최종

     울산       19,163          20,838          22,525         3.3
 
소비

     전국       160,451         170,854         181,455         2.5
          전국대비     11.9%            12.2%           12.4%           -
 1인당      울산        17.90            19.03            20.86          3.1
 소비      전국        3.31             3.47             3.74           2.5
            석유    15,714(82.0)     16,819(80.7)     18,056(80.2)      2.8
            전력     1,619((8.4)       1,793(8.6)       1,956(8.7)        3.9
 원별      석탄      664(3.5)         792(3.8)         912(4.0)         6.6
 소비    도시가스    739(3.9)         886(4.3)         979(4.3)         5.8
            기타      427(2.2)         548(2.6)         623(2.8)         7.8
             계     19,163(100.0)   20,838(100.0)   22,525(100.0)      3.3

(단위: 천TOE, TOE/인, %)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09.2에서 재인용



연도별 오존 오염도

※ 자료：환경통계연감

연도별 일산화탄소 오염도

※ 자료：환경통계연감

3)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정책

(1) 저황연료유 사용 확대

- 1981년 7월 1일 울산화력발전과 영남화력발전에 황함량 2.5%와 4%연료를 사용한 이후 부터 1996

년 7월 1일 울산화력에 0.3%이하, 1997년 7월 1일부터 시 전역에 0.5%이하 1999년 1월 1일부

터 영남화력발전에 0.3%이하 B-C유를 사용토록 함

- 저황연료유의 사용 후, 아황산가스(SO₂) 농도가 모든 지역에서 대폭 개선

53

2007년 전국 7대 도시 아황산가스 오염도 비교

※ 자료：환경통계연감

2)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의 경우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 1994까지는 TSP오염도임

※ 자료：환경통계연감

연도별 이산화질소 오염도

※ 자료：환경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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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년)



- 아황산가스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업체에 LNG 등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

- 현재 820개의 대기배출업소 중 24.1%인 233개 기업체가 중유에서 환경친화적 연료로 전환

환경친화적 연료전환업체

(4)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와 면제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초과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본부과금제도는 현행 농도 규제방식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 등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

아 경제적 부담으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

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

<(연료전환의 인센티브 방안으로) 기본부과금 면제>

- 일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면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황산화물

∙발전시설 : 황함유량 0.3%이하

∙기타시설 : 황 함유량 0.5%이하

- 먼지·황산화물

∙LNG, LPG 가스 사용업소

∙배출농도가 면제점 미만인 시설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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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의 저황연료유 공급 전·후 아황산가스농도

(2)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 1998년 9월 1일부터 보일러 용량 0.5톤 이상, 1999년 9월 1일부터는 0.2톤 이상의 업무용 시설

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고시되어 현재 시행 중

업무용시설 연료사용규제 대상  (울산)

- 중앙 집중 난방식 또는 지역 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에 대해서도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25평 이상은 1998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 25평 미만 18평 이상은 1999년 9월 1일부터 경유 사용

· 신규 공동주택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중 12.1평 이상을 초과할 경우 완공

시점부터 청정연료 사용

(3) 기업체 청정연료 사용권고

- 울산시 관내 기업체의 경우 현재 황함유량 0.5%이하의 중유를 사용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황함유량 0.3%이하의 초저황유를 사용토록 규정

- 아황산가스의 경우 WHO 및 환경기준을 밑돌고는 있으나 아직도 서울 등 7대 도시에 비해 오염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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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공급내용                  공급전              공급후
            공급시기        대상        기준년도   오염도   기준년도   오염도
  서 울    1981. 7. 1   대형배출시설     1980     0.094     2004     0.005
  부 산    1984. 7. 1    전배출시설      1982     0.065     2004     0.007
  대 구    1984. 7. 1    전배출시설      1982     0.039     2004     0.006
  인 천    1982. 2. 1   인천·경인화력    1980     0.026     2004     0.007
  울 산    1981. 7. 1   울산·영남화력    1980     0.053     2004    0.010

자료：울산시 환경관리과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시행시기
    0.5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8. 9. 1
    0.2톤 이상              〃             1999. 9. 1

  합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온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233개사          152                  64              17

자료：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자료 : 환경백서에서 재인용

(단위：ppm)



는 지적이 많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제주도는 2012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하기로 했으며 과천

시와 광주광역시는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5%와 10%씩 줄이기로 환경부와

약속했다. 

창원시나 부산광역시 등 산업체들이 많은 지자체 역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2004년 대

비 35%와 2005년 대비 5%로 줄이겠다고 적극적인 저감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의 배출량 ̀현행유지' 목표 발표는 지난달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지자체가 발표한 저감 목표라는 점에서 이

후 다른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연합의 이유진 에너지ㆍ기후변화 팀장은 "지자체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밝히고 실행에 나서는 것

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이 없던 과거와 비교해서는 그나마 바람직한 것이지만 울산광역시의 ̀현행유지' 목

표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분위기에는 지나치게 뒤처지는 것이라서 실망스럽다"며 "특히 환경부가 ̀현행

유지'를 저감목표로 설정한 뒤에 나온 것이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와 환경부는 이 같은 저감목표 외에 ▲산업체 신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발굴 ▲친

환경 연료 전환 및 공정효율 개선 ▲수송체계 개선 ▲폐기물 자원화 추진 ▲공익형 탄소배출권펀드 조성 등

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18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체결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 환경부ㆍ울산시 협약.."온실가스 2005년 수준 감축" (2008.4.18)

환경부와 울산시가 최근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환경부와 울산시는 18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해 시가 2012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가 자율적인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적극 협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에 대응하는 협력모델을 만들겠

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6천95만3천t으로 전국 배출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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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대응 노력

- 우리나라 산업경제 분야를 선도하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환경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 친환경 생태산업도시 구현을 위한 에코폴리스의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반영

· 세부적인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채널도 강화

- 2007년도는 이러한 국제적인 대기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

기관리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대기정책의 기능을 보완하고, 행정분야의 기후변화협약 대책 실무추진

반을 우선적으로 구성

4. 연료전환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감 분석

1)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 

□ 환경부-지자체간 설정 감축량 중 `첫 현행유지' (2008.4.16)

환경부는 울산광역시가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는 내용의 ̀저감목표'

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광역시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4.1%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현행유지' 목표

가 실현되면 실제로는 2012년 예상배출량의 24.5%에 해당하는 1천979만8천t을 줄이는 셈이라고 환경

부는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6천95만t으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5억9천100만t)의

10.3%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유지'라는 울산광역시의 목표는 제주도나 창원시, 과천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그동안 ̀배출량을 현행 이하로 줄이겠다'며 저감목표를 공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56



<울산시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울산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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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 5년간의 전국 온실가스 평균 증가율 4.1%를 감안할 경우 2012년 울산지역 배출 예상량은 8천

75만1천t이다. 이를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사실상 24.5%인 1천979만8천t을 감축하게 되는 결과

를 낳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우선 지역에서 연간 2천t(석유환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145개 기업

체가 현재 자율적으로 에너지 3% 절감을 실천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만 연간 200만t 이상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체에서 UN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연간 250만t을

줄이고 기업체의 친환경 연료 전환과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서도 연간 5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 에너지, 수송, 폐기물 등 각 부분별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

굴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감축계획이 기업의 투자위축이나 연료비 부담 등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료절감 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각

되고 있는 CDM사업 진출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감축계획 발표는 지난달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지자체가 발표한 저감목표라는 점에서 이후 다른 지자체의 온실

가스 저감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나 창원시, 과천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그동안 배출량을 2005년 이하로 줄

이겠다고 저감목표를 내놓은 일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이 추진되고 있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 저감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jb@yna.co.kr]

2) 사례 - 울산시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및 대기 영향

울산시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및 대기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에서 나왔던 자료 중 중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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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5           2007

        02-07 
                                                                        연평균변화율
            석유     15,714(82.0)     16,819(80.7)    18,056(80.2)       2.8
            전력      1,619(8.4)        1,793(8.6)       1,956(8.7)         3.9
 원별      석탄       664(3.5)         792(3.8)        912(4.0)          6.6
 소비    도시가스    739(3.9)         886(4.3)        979(4.3)         5.8
            기타       427(2.2)         548(2.6)        623(2.8)          7.8
            합계        19,163          20,838         22,525          3.3

(단위: 천TOE, TOE/인, %)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09.2에서 재인용

         인구                     에너지연소                        산업    
농업   폐기물    합계

  1인당 배출량
          (천명)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탈루     공정                            (tCO2/인)

 서울   9,820    2,800  12,139    31,153      2,266    580    1,449      9    1,227    51,623        5.26 
 부산   3,524    5,459  8,605     8,497       698    279      444    47     608   24,637        6.99 
 대구   2,465    4,722  3,560     6,446        549     183      306   120      471    16,357        6.64 
 인천    2,531     9,211   7,755    6,490       606    289     608    171      876   26,006        10.27 
 광주    1,418    1,540  2,043    3,490        293     88      389     72     202      8,117         5.72 
 대전    1,443    1,430   2,194     4,232        517    100      185    42     220     8,920         6.18 
 울산    1,049  26,893  6,929     2,973      1,857    464   14,840    137      576   54,669        52.12  

(단위: 천tCO2eq. 2005년기준)

자료 : BSI (2009.8.12)



3) 석탄으로의 연료전환으로 약 3백만톤 온실가스 증가 예상

현재 LNG 또는 저유황유를 석탄이나 고유황유로 사용하게 될 경우,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나 증가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수의 기업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기존의 저탄소 에

너지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몇 몇 기업의 경우, 석탄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LNG

또는 저유황유 보일러를 석탄 보일러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 가격이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어서 가격 측면에서 앞으로

도 석탄이 지금처럼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정보서비스의 유연탄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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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대하여 

- 대표적인 온실 가스인 CO2의 배출 계수는 다음과 같다.5)

<연료별 CO2배출계수>

- 1TOE는 대략 1,070 리터의 B-C유를 연소시켰을 때와 1047m^3의 LNG를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

는 열량임.

●LNG에서 B-C유 전환 시 연간 사회적 비용

- 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구한 연료 전환의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대략적으로 B-C유가 LNG보다 70억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연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먼지에 대한 비용이 가장 강조된 EC100기준의 경우 먼지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집진설비 저감율

50% 가정 시 그 비용이 가장 크게 나옴

- 전술한 바와 같이 배출계수는 황 함유량에 따라 먼지 배출량이 다르다고 한 경우와 같다고 한 경우를

모두 제시하였음

- LNG대비 고황유와 저황유 사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이 값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가격이 미 포함된 값이며 황 농도에 따른 먼지농도의 차이가 없다

고 하였을 때의 결과임. 이는 아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근거하고 있음.

60

5)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연료정책 개선방안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8, 66p

                             TOE 당 CO2배출량
          LNG                     2.34
        B-C유                    3.21
      배출량 차이                  0.87
   사회적 비용 차이             27,092원

(에너지관리공단) (단위 : tCO2)



2) 지자체들의 문제점

지자체의 모든 계획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확정되고 추진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2020

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4% 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자신의 임기 중에 -4% 수준

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는 단체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10년 뒤의 목표치는 달성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는 내 임기 때에만 책임을 모면하면 되고, 후임자에게 그

리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위 그림에서 볼 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자기 임기 중에 최소한 온실가스 배

출량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동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즉 ➁의 방향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야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2020년 -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➄의 방법

을 통하여 서서히 2020년 -4%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자신의 후임자나 그 후임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기대하며 자신

은 아무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경우, 향후 2012~2017년을 전후로 하여 무리

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국민 생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지금의 자치단체장과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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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환경컨설팅사인 CE Delft가 2007년에 펴낸 보고서인 ‘The True Cost of Coal'(석탄의 진

짜 비용)의 내용을 보면, 전 지구적으로 매년 전체 CO2배출의 41%인 110억CO2톤이 석탄연료관련해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가면 2030년에는 전체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6)

석탄은 공장에서의 연소만이 아니라 채굴과 이송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

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의 영향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에의 영향 및 채굴과정 사고로 인한 생명 손

상 등의 피해는 총 3,600억유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석탄은 CO2배출로만 끝나지 않고 수은, 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과 NO2나 메탄 같은 다른 온실가스도 함께 배출한다고 보고했다. 

울산의 경우, 현재의 석탄연소로 인한 CO2배출량인 약 300만톤이 전세계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3%이므로 전체비용으로 치면 현재도 약 1,740억원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석탄으로 전환 시

업체 측의 계산에 따른 석탄만의 CO2배출량인 13,584천CO2톤(2005~2007 현재 약 3,000천CO2) 을

가정하면 배출량이 4.5배 늘어나므로 비용 또한 7,830억원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열량을 기초로 온

실가스 발생량을 상대 비교할 경우, LNG 또는 저유황유 사용 시 온실가스 발생 비율이 60~80% 수준임

을 감안하여 평균 70%로 가정할 경우, 약 300만톤의 온실가스가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유형  

1) 지자체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09.11.17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

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4%를 달성해야 도달할 수 있

는 목표다. 특히 16개 광역시도 및 232개 기초지자체는 가정, 상업, 산업, 공공분야가 비교적 고르게 분

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4%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자체 온실가스의 합이 곧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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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연료로서의 석탄에 대한 우리의 입장 中, 2008. 12.18



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말이나 글로 된 공약만으로 지자체 장을 선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자체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는지 잘 지켜

보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6. 향후 정책 제언 - 울산을 중심으로 

1) 울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맞추어 저탄소로 가야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2009.11.17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

4%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010년까지 2005년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 

울산의 경우 2005년 이후 매년 3.3%씩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005년 대비 15% 이상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 및 유지하겠다는 중

앙정부와의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미 2009.12.29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10.1.13일 이명

박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공표되었다. 울산시의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대응은 국가 차원

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9.12.2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0.1.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대통령 서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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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유형 분석

➀유형으로 2005년부터 미리 대비해 와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잘 대응하여 연착륙(Soft Land-

ing)하는 경우 

: 안타깝게도 이런 지자체는 없음. (자족기능을 갖춘 전원도시로서 산림 자원이 풍부한 가평군과 같

은 지자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➁유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금 당장부터 조치를 취하면서 대책을 하는 경우 

: 이런 유형의 지자체도 발견하기 어려움. (현실적으로는 ➁~➄사이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가장 모

범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➂유형으로 현재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배출하고 차기 단체장 임기 중에 급격히 온

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➂~➃유형을 취하고 있다.   

➃유형으로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어서 언젠가 미래에 닥치면 누군가 하겠

지 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경제 위기 및 국민 생활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➄유형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응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여 가장 잘 대응하는 경우

: 이 경우는 현재의 단체장이 최소한 에너지 증가 0% (증가율동결)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

이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 때 신뢰성을 가진다. 이 정도의 의지가 있을 때 2020년에 -4% 감축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4) 지자체 온실가스 대책 개선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아무 책임 지지 않는 ‘말로 하는’ 정책이 많다. 미래

의 위기에 대하여 말로만 걱정하고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지자체는 대부분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

는 최고 결정권자는 지자체장이다. 특히 2010년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에 우리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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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탄소포집저장) 기술은 고비용이자 비현실적 

석탄을 연료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CCS기술을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

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최근 CCS 기술과 관련한 사례는 캐나다에서 진흙이나 모래

나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오일샌드를 채굴할 때 CCS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다. 오일샌드(타

르샌드라고도 한다)는 캐나다가 오래 전부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을 해왔던 물질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 CFS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는 캐나다 알버타에 퇴적

되어 있는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8)

일반적으로 오일샌드를 생산하는 공정은 석유를 채굴할 때보다 이산화탄소를 3배나 많이 배출한다. 오

일샌드에서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증기를 주입해 석유성분을 녹여야 하는데, 증기를 만들어내

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나라다. 확인된 매장량만 1,730억 배럴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매장량에 이어 석유생산 잠재량으로 보면 세계 두 번째 규모에 해당

된다. 캐나다는 2008년 한 해에만 오일샌드로부터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하루 최대 45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일샌드 생산 공정에서 CCS의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을 실험한 결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30%, 2050년 30~50%밖에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최신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다. 오일샌드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5%가량 줄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석유와 비슷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CCS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오일샌드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줄여야 하는 캐나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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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 중지해야 

- 울산에서의 청정연료 사용 등 ‘연료규제정책’은 당초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도입 시행되었지만,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 현재 사용 중인 중유인 벙커시유(B-C유)는 1%이상인 고황유든 그 이하인 저황유든 간에 대표적인 화

석연료로서 오염극복의 한계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는 연료이다.

-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청정연료정책’이 그나마 대기질은 물론 지구온난화에도 덜 영향을 끼치므로, 이

정책은 확대 강화하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 주로 사용하는 연료 중,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계수가 제일 높은 것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석탄 > 중유

(B-C유) >LPG > LNG 이다. 

- 이는 국가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확정하고(2009.11.17) 이의 실현

수단 중의 하나로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를 감안할 때, 환경적인 부분 이외에도 경제

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 있고, 타당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연료들의 탄소배출계수와 배출량 및 추정 환경비용>

- 이런 맥락에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석탄이나 중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1톤당 5천원의 감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온실가

스를 증가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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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료전환(B-C유 => LNG) 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제 사례 →온실가스를 9,714톤 저감하여 4,850만원 상당의 감축실적을

보상받음.  

연료전환 전 운전 데이터 

- 사용연료 : B-C 유, 발열량 9,350 kcal/l - 연료사용량 : 10,940 kl/년

- 스팀생산량 : (2004~2006 평균) 150,000 톤/년 - 보일러 효율 : 88% 

연료전환 후 후 운전 데이터 

- 사용연료 : LNG, 발열량 9,550 kcal/Nm3 - 연료사용량 : 11,050 천Nm3/년

- 스팀생산량 : 160,000 톤/년 - 보일러 효율 : 91%
8) https://www.co-operative.coop/Corporate/PDFs/Tar%20Sands%20CCS.pdf

에너지원 종류  탄소배출계수  CO2 배출량   환경비용   상대 비율
  석탄 1TOE       1.059        3.883      92,415원     166%
B-C유 1TOE      0.875        3.208      76,350원     137%
 LNG 1TOE       0.637        2.335      55,573원     100%

1. CO2배출량 = TOE✱탄소배출계수✱44/12
2. 환경비용 : 탄소배출가격을 14유로(1유료=1,700원)로 계산.



화석연료 온실가스 제거 
신기술의 한계

안준관(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문1

CFS의 폴 모나험은 “작년에 캐나다의 오일샌드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10ppm이상 증가시켰다

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산업계는 CCS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

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CCS는 최적의 시나리오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일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WWF 영국 지부의 데이비드 노먼 캠페인국장은 “CCS 기술은 적용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

청난 비용이 든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확인되지 않은 CCS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오일샌드의 확장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

7. 글을 마치며 

지난 5년 동안 울산의 에너지소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인 년 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울산시의 에너지소비 점유율은 2002년 11.9%에서 2007년에는 12.4%로 상승하였

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전국 평균 보다 울산시의 경우 5배를 초과하고 있다. 물론 산업도시로서의 특

징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석탄과 도시가스의 경우 비록 소비점유율은 각각 4%대로 낮지만 년 평균 소비 증가율은 6%대 내

외를 기록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대비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적신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석탄으로의 연료전환 움직임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석탄 가격이 최근 급상승

하고 석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비용이 급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곧 비용이 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돈이

되는 시대에 과연 석탄으로의 연료 전환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 녹색으로 가겠다는 국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한 것이 불과 1년 전

인데,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것인지 더욱 면밀한 검토

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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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http://climateaction.tistory.com/246) 홈페이지 (2009.11.3)



2005년도에도 수소에너지가 크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소에너지가 새로운 대체에너지로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당시 미국의 부시행정부도 수소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노무현대통

령도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수소를 얻을 것인가 였다.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자동차를 만드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도 문제였지만, 수소의 확보가 가장 컸다. 수소는 대기 중에서 아주 적게 존재하고, 기존의 화석연료

인 천연가스 개질이나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밖에 없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 쓰는 방

식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고수하는 방식이라 결국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전기

분해하는 전기는 어디서 얻는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전기분해를 할 수 있다고 했

지만, 막대한 수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발전소가 해답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에너지로 둔갑해서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가

포기하는 원자력에너지가 수출효자역할도 하고 있고,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수소연료전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를 발굴하고, 원자력

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차악인 원자력을 선택하는 어리석

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두번째로 IGCC와 CCS 기술의 문제점을 말하면,

IGCC는 ‘석탄을 가스를 바꾼 후 정제한 가스연료(CO, H2)로 가스터빈 발전하고 가스화기 및 가스터빈

의 배가스열로 증기터빈 발전하는 복합발전’을 말한다. IGCC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훨씬 고효율

성을 갖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석탄을 가스로 바뀌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을 가스로 전환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CCS 즉, 이

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해야한다. 결국 IGCC기술은 CCS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모아두었다가

압축해서 지하나 바다 깊숙이 묻겠다는 방식이다. 결국 IGCC는 CCS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건설유지비

용만 높은 발전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IGCC는 최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비해서도 두 배 이

상의 생산비가 든다.

그렇다면 CCS의 기술적 발전가능성은 존재하는가?

현재 CCS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은 오일샌드 채굴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오일샌드를 생산하는 공

정은 석유를 채굴할 때보다 이산화탄소를 3배나 많이 배출한다. 오일샌드에서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증기를 주입해 석유성분을 녹여야 하는데, 증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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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현재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폭설, 폭염, 홍수, 가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만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통해 나타났듯이, 기후현상과는 달리 선진국들이 이에 대응하

는 방법은 너무나 느긋하고 여유롭다.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여기

에는 기술적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달을 통

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

소자동차로 대체한다거나,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고,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

bined Cycle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석탄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그린빌딩, LED조명기

술, CCS(탄소포집저장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존적인 방식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에너지절약,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에너지분야를 연구한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1/3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의 새로운 기술-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가 여기에 속한다-

에 대한 R&D 비용만 봐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와 확연히 구분된다.<표 1>

<표 1> 9대 그린에너지 기술 R&D 투자,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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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단위: 억 원) 정부 민간

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 3,600 2,000 1,600

풍력 2,900 1,800 1,100

신에너지 수소연료전지 3,400 2,000 1,400

IGCC 6,300 2,000 4,300

CCS 2,193 1,493 700



한국의 경우는 한가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설령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까지 성공했다고 하

더라도 저장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석유를 채굴했던 지하 깊숙한 곳에 다시

저장한다. 결국 포집하고 압축한 이산화탄소를 배로 해외에 수송하는 방법밖에 없다.

2007년 있었던 유조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많

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수송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압축저장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된다면 기름유출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많은 국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고집하려

는 석탄·석유 산업계의 영향 때문이다. 석유에서 오일샌드로, 석탄에서 가스화작업으로 화석연료간의 이

동만 있을 뿐, 화석연료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집단은 국가를 동원하여 에너지체제의 전환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CCS기술의 문제점을 △지하저장의 위험성 △고비용과 에너지 낭비 초래 △지속가능한 에

너지 발전 방해로 요약하고 있다.

신기술은 마치 미신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의식이 이러한 신기술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도 기술만능

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시민과 기업의 의식 속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기술로 해

결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주는 것이다.

지금 수소에너지, IGCC, CCS, 전기자동차 등 기후변화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많은 기술들 중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0년 전 에디슨은 이미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었고, 미래에는 전기자동차가 대세일거라 확신하고 있었

다. 100년 전 전기자동차 기술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도 오랜 충전시간이 가장 큰 문제였

다. 결국 에디슨의 전기자동차는 실패로 끝났고,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시대가 왔다. 바로 바로 주입

하면 달릴 수 있는 석유가 매력적인 수송연료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쉽게 구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이었다. 

또 다시 10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전기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에 수천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장 쓸 수 있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석탄과 석유

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고민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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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야 석유도 생산하고, 이로인한 이산화탄소도 제거해

야 실질적인 탄소감축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 CFS와 세계야생동물기금

(WWF)는 캐나다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일샌드 생산 공정에서 CCS의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을 실험한 결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10~30%, 2050년 30~50%밖에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최신 기

술을 사용했을 경우다. 오일샌드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5%가량 줄일 수 있어야 그 효과

가 석유와 비슷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CCS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오일샌드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줄여야 하는 캐나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다.<그림 1 참

조>

<그림 1> 캐나다의 2050년 CC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출처 :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 the Alberta oilsands- A dangerous myth, The co-operative bank

작년에 캐나다의 오일샌드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10ppm이상 증가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

이 있다. 산업계는 CCS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

면, CCS는 최적의 시나리오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일

러주고 있다. 또한, CCS 기술은 적용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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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에 맞는
저탄소 연료정책

김형근(울산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토론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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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분야>

○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등의 입지제한 관련 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국

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함

○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

여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여수)의 경우 일정규모(대기배출량 10톤 이상) 이상 시설의 입지를 제한(소규모의

다수 입지는 허용되는 불합리)하던 것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내 허가토록 개선 

○ 상시 배출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규제 시설의 관리의

무 및 시설과정상의 규제 적용을 배제 또는 개선하여

-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 Clean SYS : 전국 1~3종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

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NOx, SOx, PM10, HCI, HF, NH3, CO)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설치현황('09.10 기준) : 512개 사업장(1,330개 굴뚝)]

○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를 사용하는 규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현행 연료변경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같은 발열량을 가진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에 대

하여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도 최대 기본부과금 면제(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시)

만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시 돌려받는 역부과금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

도키로 하였다. 

* 배출허용기준의 70%(현재 부과금 0) 이상 저감 시 점수를 주고 이를 초과부과금 등의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 한편, 대기 총량관리제도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과거 5년간 중 최고 가동율을 반영하는 제도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허용총량을 할

당토록 하고,

- 지역별 특성을 반영, 발전소 등 초대형사업장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하여 별도 통합관리토

록 개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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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오염물질 관리성과에 따라 개별시설별로 입지제한 지역에 입지 허용

-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제한 개선 추진

-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新 인허가 체계 도입·충족 시 신·증설 허용

◇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오염물질 배출량 대폭 감축할 경우 역부과금 지급

- 지역별 획일적 총량관리 : 지자체간 교환 촉진 등

◇ 사업장 자체 점검, 기록·관리 등 과정상의 규제 배제 또는 개선

□ 환경부(규제부처)와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

으로 전환한다고 2009.12.4(금)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밝혔다.

○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 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현행의 규제방식에서

○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

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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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환경관리에 있어 총량규제 도입과 배출규제의 정착에 따라 투입 및 과정상의 중복규제를 정

비하고, 성과에 따른 관리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합리화

※ 환경부(규제부처)와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이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하여 규제를 합리화

Ⅰ. 검토배경

■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 정비 및 성과에 따른 관리방식으로의 환경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 불필요한 과정상 규제 준수로 인한 기업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기업·협

회 등이 지속 요구

○ 매체별 총량 관리 및 최종 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제도 정착으로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의 규제체제

로 전환 필요

■ 녹색성장 등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삭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발달 유도 등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증대

○ 환경기술 발전으로 각종 오염물질 처리기술 및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보다 발전된 신기술 개발 유

도 등의 필요성 증대

* 미국 플로리다, 폴크(Polk) 발전소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석탄 기

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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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사용 총량의 20%만 이전 가능한 거래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제

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수질 분야>

○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 국토부와 협의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변경·개축을 허용

하고,

-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수질오염총량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간 개발허용량을 조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배출권 교환을 촉진하고,

-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산악 등)은 총량계획 수립 시 삭감 여력을 사전에 감

안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 목표수질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폐수 재이용업 등록 이외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 수질오염물질이 일체형 공정에서 순환하는 경우 순환량(용량X순환횟수)이 아니라 저장시설의 용량

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를 자발적 협약 체결과 이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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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 경제적 혜택 부여 등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이 궁극적

으로 환경개선에 도움

Ⅱ.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체계

■ 용도지역 등의 입지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지제한

○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사업장 규모) 기준으로 시설 입지를 제한

-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은 소규모 공장만 입지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원천적으로 입지 불가 지역

상존

· 사업장 규모가 큰 시설(대기 10톤 이상, 수질 50톤 이상)의 경우 입지 불가

※ 폐수의 경우 배출량에 따른 규제로 인해 폐수를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처리하여도 입

지 제한

-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 등 제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입지제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및 여수 산단)의 경우 일정배출량 이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입지제한

-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소규모 시설(10톤 이하)은 입지를 허용하는 등 획일적으로 규제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

- 필지가 분할된 시점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6개월 현지거주 요건 등 오염원의 추가 입

지를 엄격하게 관리

※ ‘97.10.1 이후 분할된 필지는 단독주택만 허용되므로, 기존 음식점을 사무실 등 오수배출량이 감소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불허

⇒ 오염물질 규모에 따른 사전 입지제한으로 인해 배출저감 기술발달을 통한 입지기회 축소

■ 총량규제에 따른 중복 규제 및 관리

◆대기 총량관리

○ 대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일부 배출시설에 대하여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

른 시설은 일반 배출농도기준 적용

-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 병행 적용으로 이중규제 논란

○ 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기 총량 할당 및 지역별/오염물질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총량제 실시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오염물질(NOx, SOx, PM10)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총량관리사업장)은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신·증설 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 대상지역(시행령 별표1)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 시)

● 대상사업장: NOx(4톤초과), SOx(4톤초과), PM10(0.2톤초과), 약 353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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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규제 >                                  < 투입·과정상 규제 >                                 < 배출 규제 >

● 총량규제와 중복규제 논란 ● 배출규제와 중복규제
● 원격감시시설과 시설운영

방법의 중복관리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논란

입지제한

‘종’규모에 따
른 입지제한

등

사업장 및
배출시설

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등

➡

➡ ➡

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

방지시설 설
치 의무 등

원격감시시설

시설운영
(대기는 연료제한)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

➡

총량/개별
허용기준

-SOx·NOx,
가스(18종)

·입자(8종) 등
-BOD,COD,
SS 등(30여종)

총량/배출
부과금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

상시측정관리



* 부과금 

< 대기 분야 >

● 기본부과금(SOx, PM10): 기준이내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농도별 부과계수

● 초과부과금(9종):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수질 분야 >

● 기본부과금(유기물질, 부유물질): 기준이내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사업장별부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부과금(19종):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대기 총량관리사업자가 감축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년도 이전 가능한도 제한으로 자발적 저감노

력 및 배출량 거래제도 제한

○ 폐수 재이용·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미흡

- 폐수 재이용업 등록으로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으나 배출업소간의 자율적인 폐수의

재이용은 저조

- 공정 내 순환하는 물의 양을 모두 폐수발생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배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공정개선 유인효과 미흡

- 특정수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이외에 배출량 저감의무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자의 자발

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한계

⇒ 기업의 자발적 폐수배출 저감 노력 저해

95

◆수질 총량관리

○ 당초 설정한 목표수질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

○ 지자체의 수질개선 노력으로 개발할당량이 남는 경우 이를 다른 지자체에 이전할 수 있으나 관련 제

도 미흡

- 지자체간 이전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 성공사례 홍보 등이 미흡하여 지자체 간 배출권 교

환 사례 저조

⇒ 총량규제와 개별농도규제의 중복 및 지역의 자율적 관리 저해

■ 배출(농도)규제와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

○ 대기총량 및 배출농도 규제가 있음에도 별도 연료사용 제한

-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비용증가 및 허용범위 내 연료처리 기술발달 가

능성을 저해

○ 원격감시시설(Clean SYS, TMS)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시간 배출량·농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에

도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 불필요한 과정상 규제준수로 인한 기술발달·자율준수의지 저하

■ 배출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 미흡

○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을 유인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과금* 제도 운영

- 대기의 경우 면제기준이 너무 낮아(70% 이상)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면제외의 다른 인센

티브가 없음

- 수질의 경우 미 부과기간(6월~3년), 폐수재이용율 등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

으나 실시간 감시되는 TMS 부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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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기존사업장의 인수합병, 증설 등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시설별 입지 허용

* 인수합병의 경우 : 각 사업장 허용발생량의 총량 이내인 경우 허용

* 증설의 경우 : 발생량은 증가해도 증설 이전 배출량과 동일한 범위 내인 경우 허용

▲ 단기적 : 인수합병, 증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화 (수질분야

포함)

* 한시적 규제유예('11.7.8까지)로 가능한 건폐율 40% 증설 범위내

▲ 장기적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

별시설별 입지제한을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관법 개정을 검토·추진

1-2. 수질 분야

○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 오염발생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면서, 수계 등에 영향

이 없거나 부하량이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도 입지를 제한

⇒ (개선)폐수배출시설에 대한 新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신·증설 사

업장에 대한 입지를 허용

* 부하량근거 배출기준 또는 처리기술근거 배출기준을 적용하거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된 배출기준 등

을 도입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新 인·허가 체계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소관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

토·추진

■ 특별대책지역 내 규모에 따른 일률적 사업장 입지 제한

1-3.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현행)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및 여수 산단)에서 총량  관리 대상물질(NOx, SOx 및 PM10)

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설치 제한

- 개별 배출규모에 따른 10톤 이상은 제한하고, 소규모 배출시설은 허용하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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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 개선방안

■ 성과에 따른 입지규제 체계로 전환 및 총량관리제의 탄력적 운영

○ 규모별 오염시설 입지제한 → 배출총량 범위내 입지관리 

○ 경제적 여건 변화, 지역별 요인 등을 고려한 총량제도 개선

○ 지역별 획일적 총량관리 → 지자체간 교환 촉진 등 탄력적 운영

■ 배출(농도)규제와 투입·과정상 중복규제 적용 배제

○ 점검, 기록 등 관리상 규제 → 적용배제 또는 개선

○ 연료사용(고체) 제한 → 저감기술 개발 적용 시 허용

■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 허용기준 준수 위주의 부과금 제도 → 저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역부과금 제도 도입

- 감축실적에 대한 이전한도 확대 및 시장 거래제도 활성화

○ 폐수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기본 방향

1. 개별 입지규제 및 총량관리 개선

■ 용도지역별 사업장 규모기준의 입지제한

1-1. 대기 분야

○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10톤 이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 등을 제한

* 다만, ‘11.7.8까지 한시적 규제유예로 건폐율 40%까지만 증설 허용

** ‘종’산정 기준을 국토부는 부지단위로 하고, 환경부는 사업장단위로 하고 있어 해석상의 문제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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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총량제 실시

- 인천의 경우, '02년부터 총량제 실시('07.7.1) 이전까지 신설 또는 증설된 시설(인천화력 7~8호

기 등)에 대한 배출량 미반영으로 지역 할당량 부족

⇒ (개선) 초대형사업장(발전소 등 27개소)을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하는 등의 별도 통합관리방안

마련(‘10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 개정 ('12년)

1-6. 수질 총량제도의 탄력적 운영

○ (현행) 개발허용량이 남는 지자체가 부족한 지자체에 이전하고, 이를 통해 오염삭감 비용을 절감하

는 것이 현행 법령에서도 가능하나 이와 같은 모범 사례 저조

* 사례 : ‘07년 청도군의 개발허용량을 경주시에 제공하고, 경주시는 2단계 총량제에서 개발용량 반환을

약속

⇒ (개선) 지자체 사이의 개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

를 통해 배출권 교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자치단체 간 개발허용량 조정을 위한 지침 제정 (‘10년)

○ (현행)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산악지역 등도 삭감 대상 지역으로 지정

⇒ (개선) 오염총량계획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삭감 여력 등을 감안하여 부하

량을 할당

※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2조 개정 (‘10년)

○ (현행) 목표수질 결정 이후에는 악화금지원칙(Anti-degradation)*,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정하지 않음

* 목표수질 설정 시 현재 수질 보다 같거나 더 강화된 수치를 적용

⇒ (개선) 용수 이용 목적의 중대한 변화, 유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외적으로 목표수질을 사후에 수

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마련

※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8조 개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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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사업장 총량제 시행 시 배출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폐지 및 허가권자가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입지여부 결정

-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허용총량 범위 등 사업장 총량제 시행에 합의하고, 개별 입지제한

규제를 배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 개정 (‘10년)

1-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현행)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필지분할 시점, 6개월 거주 등 신설에 준하여 엄격하게 고시 규정을

적용

⇒ (개선) 신규 입지가 아니며 수질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개축 등을 허용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에 따른 오수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오염부하량 판단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 제9조 개정 (‘10년)

■ 총량관리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1-5. 대기 지역배출허용 총량제도의 개선

○ (현행) ‘07년 대기총량 할당 시(1단계) 과거 기준 자료만으로 산정되어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의 사

업장 현재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과거 5년간(‘01~’05년) 중 최고 가동율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인 연도의 활동도 등 반영

⇒ (개선) 2005년 1월 이전에 가동 개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현재 여건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치를 동

시에 고려하여 배출량 할당(대상: 약 112개소)

* '94년 시행(‘89~’92 반영)된 미국 RECLAIM의 경우,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87, '88, '93년에 보고된

배출량이 할당량 보다 클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부여(거래불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개정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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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체연료 사용 제한 및 사용시설 설치 제한

○ (현행)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체연료 제조·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별도 사용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료변경이 가능토록 하고는 있으나, 지침·기준이 없음

*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11개시) 지역에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및 가연성 폐기

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 시 굴뚝높이(100m 이상) 등의 설치기준

을 준수하여 승인받아야 함

⇒ (개선) 기술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적은 경우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단기적 : 지자체에서 현행 연료변경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시달

▲ 장기적 : 발열량 기준으로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지 여

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 마련 추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43조 개정 (‘10년)

3.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3-1 배출부과금(기본/초과 부과금) 제도

○ (현행) 대기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 시에도 부과하며, 면제(0)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70%이상 삭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최대한 저감해도 면제외의 별도 인센티브가 없음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부과계수): 30%미만(0), 30~40%미만(0.15), 40~50%미만(0.25),

50~60%미만(0.35)

-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일부 면제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감안한 차등 감면 등을 실시

중이나 TMS 부착시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족

* 부과 :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 면제 : 5종사업장,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

* 감면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별 폐수재이용율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금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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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농도)규제와 투입·과정상 중복규제 합리화(대기)

2-1.  Clean SYS 시설 설치의 경우 과정상 중복규제 개선

○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 (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매 30분 평균치를 적용하여 단발성 상승도 기준 초과가 가능

하여 기업부담 가중

⇒ (개선) 기업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1시간 평균치로 개선

* 행정처분 대상 건수 약 47%(약 3,000건) 감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5조 등 개정 (‘09년)

○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 (현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일 기록하고 1년간 보존

⇒ (개선) Clean SYS 설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Clean SYS 미설치 배출구에 대해서 기록 주기

개선 (예: 매일→2회/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개정 (‘10년)

○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의무

- (현행) 배출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

록·보존하여야 함

⇒ (개선) Clean SYS 설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Clean SYS 미설치 배출구에 대해서 자가측정

횟수 개선 (예: 1회/주→1회/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개정 (‘10년)

○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와 Clean SYS 부착을 각각 신고

- (현행)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Clean

SYS 부착 후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 (개선) 가동개시 신고와 Clean SYS 부착신고를 통합하여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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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질 분야 재이용·순환이용 촉진

○ (현행)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이용 하려면 폐수 재이용업 등록을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개선) 폐수재이용업 등록 이외에도 시·도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하는 등 재이

용 가능범위를 확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개정 (‘10년)

○ (현행) 수용성 절삭유 같이 공정 내에서 순환하는 양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

⇒ (개선) 유출 우려가 없는 일체형 공정에서 순환하는 경우 순환량(용량x순환횟수)이 아닌 해당 기계·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나목 개정 (‘10년)

○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 환

경부는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

⇒ (개선) 환경청·지자체와 사업자 간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

※ 낙동강수계법 제19조, 금강수계법 제18조, 영산강수계법 제18조 개정 (‘10년)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기대효과

○ ‘성과기준 방식’의 합리적 규제 확산

- 환경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오염물질 총량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성과기준 방식으로 선

진화 유도

○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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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대기의 경우 실시간 저감여부 확인이 가능한 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기본부과금을 면

제하고, 기준의 70% 이상 삭감 시 인센티브(역부과금) 도입으로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유도

* 예시 : 포인트(point)로 지급하고, 초과부과금 발생 시 활용(대납)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별표8 개정 (‘10년)

- 수질의 경우 실시간 측정되는 TMS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역부과금) 도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개정(‘10년)

3-2. 대기 분야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전 가능 배출한도 확대 

○ (현행)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에 미사용 총량의 20%만 이전가능

* 이전 가능 배출허용총량 : 1차 연도(20%), 2~3차 연도(30%), 4~5차 연도(50%)

⇒ (개선) 배출량 저감 우수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배출저감 유도 및 배출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4~5차년도 이전한도를 확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정 (‘10년)

3-3. 대기 분야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시설 확대

○ (현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해서 일부 시설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나, 다른 시설

은 일반 배출농도기준 적용

⇒ (개선) 총량규제 적용사업장 내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토록 확대

* 농도규제는 오염물질의 일시적·국지적 과다 배출시의 지역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최소 범위

내에서 총량규제와 병행 필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등 개정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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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70% 미만 저감 부과계수에 따른 부과금 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70% 저감 부과금 없음 기본부과금 면제

70% 초과 저감 부과금 없음 70% 초과 저감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역부과금*) 지급



시설 운영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준(공기 섞어 배출 금지 등) 7년·1억이하
▪시설 운영기록 작성·보존(매일) 200만 과태료
▪측정자료 관제센터 상시전송 등 200만 과태료
▪자가측정(최고 매주1회) 및 기록·보존 200만 과태료
▪환경기술인 임명 및 자격제한 300만 벌금
▪환경기술인 개임신고, 교육의무 300만 벌금
▪각종 보고 및 점검

연료 제한 ▪저황유 판매·사용 지역제한 5년·3천만이하
▪고체연료 금지·승인(땔나무,석탄 등) 300만 벌금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높이 등) 조업정지 등
▪청정연료 사용제한 300만 벌금

총량/배출 허용기준 ▪가스(18종)·입자(8종)물질, 시설별 기준
▪(수도권) 배출 총량제한 및 할당 

총량/배출 부과금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
- 부과금 감면·면제방법 제한(연료의 사용, 특정시설 여부로 감면)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참고 2. 사업장 관련 수질분야 주요 규제

주요규제 내용 위반시 처벌
입지 제한 ▪(설치제한지역)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가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200톤/일 미만 등
▪(수도권) 권역별로 업종 및 건축면적 제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특정수질 0.01톤/일 이상, 기타 0.1톤/일 이상 7년·5천이하
▪폐수무방류시설은 외부로 유출·배출 금지 7년·5천이하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5년·3천이하
측정기기 설치 ▪수질자동측정기 설치(1~3종, 폐수·하수종말처리설) 5년·3천이하

▪가동개시 신고 의무 1년·1천이하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설치 1백만이하

시설 운영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준(희석 배출 금지 등) 5년·3천이하
▪시설 운영기록 작성·보존(매일) 3백만 과태료
▪수질자동측정기기 적정 관리·운영 5년·3천이하
▪환경기술인 임명 및 신고 1천만 과태료
▪환경기술인 교육 1백만 과태료
▪각종 보고 및 점검 1백만 과태료

총량/배출 허용기준 ▪47종의 수질오염물질 중 34종에 대한 배출기준 설정
▪3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BOD, TP) 

총량/배출 부과금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
- 부과금 감면·면제방법 제한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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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된 환경기술을 도입할 경우 입지규제를 배제하거나 특정기술 적용의 제한을 해제하여 신기술

발달의 여건 조성

- 오염물질 삭감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확대로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유도

○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 법적인 시설·장비의 설치, 관리 의무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 투입, 과정상의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 부담 면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시행 : '09. 12~ ‘10. 12

- 고시·지침 개정 : ‘10. 3월까지

- 법령개정 사항 : 법 개정 ‘10.12월까지, 하위법령 ’11. 6월까지

※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제도는 ‘10년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년부터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까지 개정 추진

참고 1. 사업장 관련 대기분야 주요 규제

주요규제 내용 위반시 처벌
입지 제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가

▪(특별대책지역)먼지 등 10톤 이상 배출시
▪(수도권) 총량범위 초과 시

사업장 및 배출시설  ▪시설 설치허가- 종류별 1㎥이상 7년·1억이하
▪시설·연료·조업시간변경허가 7년·1억이하
▪(수도권)사업장 설치·변경허가 7년·2억이하 

방지 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14종+ 인정된 시설) 7년·1억이하
측정기기 설치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7년·2억이하

▪자가시설 설치제한(등록자 설치의무) 가동불가
(30/100미만 증설시만 자가설비 1회허용)

▪가동개시 신고의무 1년·5백만이하
▪굴뚝자동측정기 설치(1~3종) 5년·3천만이하
▪적산전력계 설치
▪(수도권)배출량측정기기 설치유지 3년·5천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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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ID ‘손영윤’씨는 “기업경쟁력 강화 및 환경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기업도 살고 환경도 사

는 즉, 기업과 환경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고체연료로의 전환은 시급하다”고 찬성표에 던졌다.

‘정일진’씨도 “국내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단순히 연료종에 대한 편견으로 반대하는 것은 지

역·국가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영시민’은 “울산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선진국 처럼 석탄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봉

수’씨는 “환경오염배출 저감기술의 발달로 석탄을 사용해도 지금보다 훨씬 낳은 청정울산 만들기가 가능하

다”고 답했다.

‘생각해봅시다’씨는 “불과 수년전까지 혐오하던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건설 열풍에 접어들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대

ID가 ‘달팽이’인 시민은 “석탄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대체연료 개발에 힘써야 할 때에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반대했다. ‘4대강은 살리고’씨는 “고체연료의 사용승인에 앞

서 대기오염을 막을수 있는 충분한 대기환경개선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사용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답

했다. 

‘이동익’씨는 “환경과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박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애경’씨는 “고체연료는 LNG보다 온실가스를 66% 더 배출하고 신기술은 상용화되지 못하며 설사 상

용화되어도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들어간다. 기후변화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같은 논의가 있

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다.

‘울산지킴이’씨는 “고체연료 승인은 씻지 못할 울산의 대기질 악화와 시민을 담보로 한 정책이다”고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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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해도시 회귀 우려’ 

2009년 12월 24일 (목) 

경상일보가 지난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울산 고체연료 사용승인 공방’에 대한 온라인 찬반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5명의 응답자 가운데 65%(1429명)가 ‘공해도시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며 반

대했다. ‘위기의 기업경영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35%(786명)에 그쳤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설문결과는 

고체연료 사용승인

울산 시민의 65%가 울산시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이 ‘공해도시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65(1429)

찬성
35(786)

참고자료2 [석탄사용에 대한 온라인 설문결과]-경상일보



2008년 말

울산시 ‘실무위원회 검토 개선방안’ 발표

액체 연료-저황유만 허용 → 고황유+최적 방지시설 설치

고체연료-승인제(전면 불허) → 승인제 유지(선별허용)

* 선별허용 조건 

(1)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증가가 없어야 함.

- 자율환경관리협약에 따른 기존 배출농도 고려 등

(2) 기타 오염물질(중금속, 유해성 물질 등) 해소대책 방안수용

(3) 도시환경 및 미관관리유지에 문제 없어야 함

- 석탄부두시설 현대화, 수송관정 오염물질 배출억제 등

(4) 시민,환경단체 포함의 전문위원회(고체연료검토위원회)주도적 검토 

2009년 1월 22일

강길부의원실(한나라당)주최, 울산발전 연구원주관, ‘저탄소 녹색성장과 울산지역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

책 토론회’ 개최.

주요내용 :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 전략 

고체연료사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양립발전 방안

2009년 3월 12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포함 20개의 시민단체들 ‘저탄소 연료정책을 강화하라’ 요지의 기자회견. 

주요내용 : 연료정책이 바뀌면 현재 청정연료사용 업체들도 결국은 고황유로 바꾸게 되어 온실가스의 총량

은 오히려 늘어나게 됨. 

2009년 4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에서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 규제완

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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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연료전환 관련 

경과 일지

2007년 말

고유가 국면을 맞음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료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울산시에 기업대표자들이 ‘시정업무협의회’에 건의.

2008년 초

기업체들 ‘울산지역 에너지정책 협의회’ 구성.

2008년 3월 6일 

울산상공회의소 주최, ‘에너지 자원난시대 연료, 환경정책 대토론회’개최

주요 주제발표 : ‘저황유보다 고황유가 훨씬 대기 질을 좋게 한다.’ ‘석탄사용도 큰 문제없음’ 

2008년 7월~12월 

울산시 ‘연료정책검토협의회’와 ‘연료정책검토실무협의회’구성 운영.

지자체, 학계, 기업,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였으나, 전문가추천을 두고 일부 조직에서 시민단체

추천 자에 대한 비토권 행사로 시민단체는 탈퇴한 채로 운영되다가, 시민단체들의 ‘석탄반대 기자회견’을 고

비로 2009년에 새로운 형태로 논의하기로 하고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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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2009년 12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① 총리실과 파트너 방식으로, 기존의 ‘투입과 과정상의 규제 방식을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 

② 신기술 발달 유도 등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증대로, 기술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적은 경우, 연

료사용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고체 연료 허용 지침 마련

③ 산업가동률과 향후 전망치까지 고려한 배출 허용 총량의 설정

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배출총량 : 발전소 등 초대형 사업장은 지역 배출 허용 총량에서 제외

2009년 12월 4일 이후

환경부 보도자료 나오자 마자 울산지역 언론 집중 보도

울산 기업체 석탄 사용하게 될 듯’ 등으로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 벌써 ‘신울산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

하여 예정되어 있던 ‘LNG발전보일러’를 석탄을 사용하는 ‘IGCC(석탄가스복합발전)발전설비’로 바꾸겠다‘고

하는 등으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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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울산시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2010년 1월까지를 시한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연

료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

이 용역에 다시 자문위원 형태로 언론 2, 시민단체 추천 2, 학계 1명이 공동 참여 하는 중.

2009년 8월 중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고체연료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조직, 전국적 여론 작업 및 이

론 작업

2009년 국정감사 중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환경부 질의 일부 화학업체들이 오염물질 저감기술을 들먹이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은?

2009년 11월 12일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기자회견 중, 자신들이 맡긴 용역 결과도 나오

기 전에 ‘0.3%의 저황유가 오히려 대기질 악화’라고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급조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추진’ 전문가 회의를 개

최하면서, 온실가스 얘기는 없고 오로지 연료전환 얘기만 무성하다 ‘기초자료의 부실’이란 문제제기에 직면

하여 차기 회의로 넘김.     

2009년 11월 23일 

3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울산환경운동연합 주관, ‘지구온난화시대 울산의

대기 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 ① 같은 정유업계의 다른 모습 드러남

→ SK : ‘석탄이나 고황유를 연료로 써야’를 2년 넘게 줄기찬 주장.

Vs  GS칼텍스 : 현재 연료(저황유+LNG), LNG로 전면 전환 준비중.  

② 온실가스 감축이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20여 년 전의 논쟁(황성분 관련)을 지금도 하고 있는 작태의

한심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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