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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개최!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197개국이 참여하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됩니다.
 이번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였던 ‘지구평균온도를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

고, 1.5℃ 상승억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의 실현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는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으로서,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

었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가장 중요한 총회로 평가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24의 주요일정 및 참가규모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개막일인 12월 2일을 시작으로 1주차에는 실무급 회의, 2주차에는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며 14일을 끝으로 폐

회됩니다. 이번 총회에 EU를 포함한 197개 당사국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언론 등 약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

라에서는 수석대표로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가하며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환경건전성그룹(EIG)’이라는 기후변화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

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 및 점검체계 등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선진국-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COP24의 주요의제

지난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던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을 2018년으로 합의하

였고,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한 비공식 문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

를 보였던 감축, 적응 등 다양한 의제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요의제로 손꼽히는 것은 감축, 적응, 재원, 탄소시장, 투명성 등이며,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

책을 모색하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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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결과는?

올해 8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17)이 마무리 되었습니

다. 처음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시기였던 만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었는데요, 과연 배출권거

래제 제1차 계획기간은 잘 운영되었을까요?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의 할당

우리나라는 2011년~2013년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

망한 업체 등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524개, 2016년에는 562개, 2017년에는 592개로 신규 진입이나 회사를 분사시킴

에 따라 매년 할당대상업체의 수는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 천톤)

구 분 ’15 ’16 ’17 계

사전할당량(①) 543,107 535,858 529,648 1,608,613

할당량
 변 동
 (②)

추가할당 9,091 16,105 26,326 51,492

할당취소 △13,351 △20,615 △10,620 △44,586

조기감축실적 - 29,412 21,980 51,392

할당계획변경 - - 18,643 18,643

최종할당량(①+②) 538,847 560,760 585,977 1,685,584

< 배출권 할당현황 >

위의 할당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제1차 계획기간에 사전할당된 배출권은 총 16억 861만 톤으로 매년 약 5억여 톤이 할당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전

할당량 대비 4.8%(7,697만 톤) 증가한 16억 8,558만 톤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 중

1,616만 톤(0.96%)이 여유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이었던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나머지

190개 업체는 부족한 배출권을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기관 운영결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했던 2014년 당시에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해서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1차 계획기간동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한 결과 정부에

서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의 양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고 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배출권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

았습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8.9) 계

거래량①(만톤) 573 1,190 2,626 4,126 8,515

거래금액①(억원) 631 2,007 5,447 9,035 17,120

평균가격②(원) 12,028 17,367 21,131 - -

3년 평균가격 20,374 - -

① 할당배출권(KAU) + 상쇄배출권(KCU) + 외부감축실적(KOC)의 장내ㆍ외 거래 합계
 ② 거래가격은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된 KAU 기준

< 연도별 배출권 거래현황 >

또한 배출권의 거래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제1차 계획

기간 중 장내·외 거래를 통해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 2016년 1만 7,367원, 그리고 2017년 2만 1,131원으로 점차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배출권 제출시점 직전에 배출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

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공급하고 이월 제한 조치를 함에 따라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한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특히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

너지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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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올해 9월 드디어 2018년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990

년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확정된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비롯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단위 : 백만톤CO2eq.)

연도 총배출량 순배출량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1990 292.9 254.7 241.5 19.8 21.3 -38.2 10.4

1991 316.2 282.2 259.5 23.5 21.6 -34.0 11.7

1992 343.1 310.0 279.3 29.1 22.0 -33.1 12.7

1993 378.8 347.5 309.5 33.4 22.4 -31.3 13.5

1994 403.8 370.5 328.6 38.0 22.9 -33.3 14.4

1995 437.3 406.0 354.4 44.1 23.2 -31.3 15.7

1996 471.1 436.3 386.2 44.7 23.7 -34.8 16.6

1997 500.8 461.2 410.6 49.3 23.7 -39.6 17.3

1998 430.2 381.9 350.7 40.2 23.4 -48.3 16.0

1999 468.3 412.1 381.5 47.8 22.2 -56.2 16.9

2000 501.4 442.2 410.8 50.2 21.6 -59.3 18.8

2001 514.6 455.9 424.9 49.0 21.0 -58.7 19.7

2002 536.0 479.6 443.6 52.9 20.9 -56.4 18.7

2003 546.3 490.6 451.2 55.7 20.6 -55.8 18.8

2004 555.2 498.2 458.9 57.9 20.7 -57.0 17.7

2005 559.1 504.3 466.9 54.7 20.8 -54.9 16.7

2006 564.5 508.4 473.2 53.3 20.9 -56.0 17.0

2007 579.5 522.9 492.1 50.6 21.2 -56.7 15.6

2008 592.7 535.2 505.6 50.4 21.2 -57.5 15.4

2009 597.6 540.5 512.9 47.6 21.7 -57.1 15.4

2010 657.4 603.0 565.8 54.4 22.2 -54.4 15.0

2011 682.9 628.7 594.2 52.1 21.2 -54.2 15.5

2012 687.1 638.0 596.9 53.0 21.5 -49.1 15.7

2013 696.7 652.0 606.2 53.3 21.4 -44.7 15.9

2014 690.9 648.3 598.8 56.0 20.8 -42.7 15.4

2015 692.9 650.1 602.4 53.3 20.9 -42.9 16.4

2016 694.1 649.6 604.8 51.5 21.2 -44.5 16.5

*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 총배출량 : LULUCF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배출량

 * 순배출량 : LULUCF 분야를 포함하여 합산한 배출량(흡수량 포함)

< 1990~2016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표 >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를 살펴보면 1990~1997년에는 연평균 8%가 증가했다가 1998년 IMF로 인해 전년 대비 14%가 급감했

으나 이후 1999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인 6억 9,670만 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억 9,090만 톤

으로 다시 줄었다가 2015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백만톤CO2eq.)

분야 ’90년 ’00년 ’10년 ’14년 ’15년 ’16년
’15년-’16년

 증감률
’90년-’16년

 증감률

총배출량
 (LULUCF제외)

292.9 501.4 657.4 690.9 692.9
694.1

 (100%)
0.2% 136.9%

순배출량
 (LULUCF포함)

254.7 442.2 603.0 648.3 650.1
649.6

 (93.6%)
-0.1% 155.1%

에너지 241.5 410.8 565.8 598.8 602.4
604.8

 (87.1%)
0.4% 150.5%

산업공정 19.8 50.2 54.4 56.0 53.3
51.5

 (7.4%)
-3.4% 160.2%

농업 21.3 21.6 22.2 20.8 20.9
21.2

 (3.1%)
1.6% -0.1%

LULUCF -38.2 -59.3 -54.4 -42.7 -42.9
-44.5

 (-6.4%)
3.7% 16.2%

폐기물 10.4 18.8 15.0 15.4 16.4
16.5

 (2.4%)
1.0% 58.8%

우리나라의 2016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9,410만 톤으로, 2015년에 비해 0.2%가 증가했고 1990년에 비해서는 136.9%가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는 에너지 87.1%, 산업공정 7.4%, 농업 3.1%, 폐기물이 2.4%를 차지하여 에너지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부

문은 역시 에너지 분야의 도로수송, 가정, 화학, 석유정제, 그리고 제조업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저유가 환경이 도래하면서 연료소비량이나

제품 생산이 늘어났고,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배출량이 줄어든 부문도 있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육불화황(SF6) 등 공정용 가스 사용이 줄어 전년 대비 32%(230만 톤)의 배출량이 줄었고, 철강업종

은 석탄 소비량이 줄어 전년 대비 7.7%(780만 톤)의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

나, 기록적인 폭염과 석탄 발전의 증가 등으로 2017년 이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의 표본, 독일 프라이부르크

최근 방송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에서 독일의 한 도시에 5명의 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한 ‘프라이부르크(Freiburg)’입니다. 매달 각 국에서 프라이부르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50여 명이

방문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사실 프라이부르크가 친환경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꽤나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프라이

부르크가 친환경도시로 거듭났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Freiburg),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의 바덴 베르텐베르크주에 위치하며 인구가 20만명 남짓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라는 이름이 ‘자유로운 교

역’에서 유래되었을 와인과 목재 거래의 중심지이자 관광과 각종 회의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독일의 환경 수도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작은 도시가 독일의 환경 수도이자 전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의 표본으로 탈바꿈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입니다.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에 위치한 비일(Wyhl)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운동이 녹색 운동의 신화가 되었는데요, 당시

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삼아 학생, 반핵운동단체, 보수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그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프

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이 구성원들은 이상주의자, 예술가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집단들

일 뿐이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터지면서 탈원전정책에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 후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 발전 없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자 1992년부터는 공공건물이나 시(市)가 대여 및 매각

하는 토지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은 저에너지 건축물만을 허가하고, 4년 후인 1996년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식 형광램프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가

정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본격적으로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모습

친환경도시로서의 프라이부르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프라이부르크 중심가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보봉(Vauban) 생태마을은 대부분의 주

택이 저에너지하우스 또는 패시브하우스, 에너지플러스 하우스로 건설되었습니다.

(출처 : The Sunny Side of Germany)

4명이 사는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연간 ㎡당 석유환산 에너지소비량이 14리터에 달하는데요, 저에너지주택은 에너지소비량이 7리터에 불과하고 패시

브하우스는 1.5리터로 에너지소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에너지플러스하우스는 패시브하우스로 지은 주택에 일반 지붕 대신 태양광지붕을 설치하여

태양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봉 생태마을의 에너지플러스하우스는 1년에 무려 7천KWh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이 양은 우리나라 4



인 가족이 쓰는 조명, 가전, 냉·난방용 에너지를 모두 전기로 환산했을 때 1년 조금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며 기존 주택보다 건축비는 3,5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만 매년 경제적으로도 3백만 원 이상의 냉·난방비가 절약돼 10년만 지나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출처 : Flickr)

또한 독일이나 유럽 어디를 가도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보편적인 교통수단인데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낮 시간에는 자전거가 차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구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되어 있으며, 외각에

서도 자전거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그 영역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가려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 이런 정책을 펼치다보니 자동차의 교통분담률은 29%로 떨어진 반면,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은 28%로 자동차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프라이부르크는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이 습관화 되어있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가면 자전거나 수영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우며, 길거리의 태양광 충전패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단순히 도시의 발전만을 위하기보다는 좀 더 푸른 미래를 위해 프라이부르크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도 성장해나가는 도시들이 많아졌으면 좋습니다.



심층 FOCUS

이제는 결혼식도 친환경으로, 에코웨딩의 시대가 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손꼽히는 결혼식!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식장 잡기, 청첩장 만들기, 웨딩드레스 준비하기 등등 정말 준비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이제는 친환경 결혼식이 뜨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앞으로 새로운 결혼 문화로 자리 잡을 ‘에코웨딩

(Eco Wedding)’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코웨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코웨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웨딩(Eco Wedding)이란?

에코웨딩은 신랑과 신부가 청첩장 준비부터 웨딩촬영, 웨딩드레스, 부케, 예식장, 웨딩카까지 결혼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적으로 진행하는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장, 한지나 쐐기풀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를 든 신부, 일회용 꽃장식 대신에 결혼식이 끝나고도 가져가 키울 수 있는 화분 장식 그리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웨딩카 등이 에코웨딩

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몰웨딩을 유행시킨 유명연예인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사실 에코웨딩을 실천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이효리씨는 옥수수 전분소재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식 후에는 수선을 통해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꽃 장식 대신 화분

장식을 사용하고 예물 역시 기존에 쓰던 커플링을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에코웨딩의 효과

그렇다면 이 에코웨딩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에코웨딩은 크게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로 따지자면 에코웨딩에 사용되는 드레스 제작비용은 일반적인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인 평균 180만원보다

60% 이상 저렴하며, 피로연 음식도 하객 인원수에 맞춰 인근 지역 음식점에서 장만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200명 기준 예식 평균비용

약 2,500만원과 비교했을 때 60~70% 수준으로 결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코웨딩 일반 결혼식

웨딩드레스

원재료 한지, 쐐기풀, 면 등 원재료 합성섬유

탄소배출량
 (1벌당)

10.22 kgCO2
탄소배출량

 (1벌당)
32.4 kgCO2

꽃장식

원재료 화분꽃장식 원재료 화분꽃장식(일회용)

탄소배출량
 (예식 1회당, 총 중량

49.6kg 기준)
5.3 kgCO2

탄소배출량
 (1회당)

23.3 kgCO2

부케

원재료 뿌리가 살아있는 꽃 원재료 일반 부케

탄소배출량
 (1개당)

0 kgCO2
탄소배출량

 (1개당)
0.2 kgCO2

< 에코웨딩과 일반 결혼식의 탄소배출량 비교(출처 : 환경부) >

우리 주변에서도 업사이클링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르크 마개나 컵홀더를 모아서 냄비 받침대 만들기, CD케이스에 사진을 넣어 액자로

쓰기, 버려진 전선 도나무를 책꽂이로 쓰기, 장화나 분유용기를 화분으로 쓰기, 헌옷으로 양말 또는 인형 만들기, 커피찌꺼기와 유기물로 퇴비 만들기

등등, 알뜰하고 효과적인 활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은 창의성이 중요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예술과 밀접한 부분이 있

어 패션업계가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진 자동차의 폐가죽을 활용해서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만드는 회사는 물론, 자신이 새롭게

만들고 싶은 옷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패션 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패션은 당장 매출 증

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착한 소비, 가치 있는 소비 등의 소비트렌드가 뜨고 있어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은?

이번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후변화홍보포털에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의 개최를 맞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

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저탄소 생활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벤

트가 진행된 14일 동안 총 8,211분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묻는 퀴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

은 분들이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답해주신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응답해주신 내용 중 기후변화 대응 노력 TOP10입니다. 매일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

통 이용을 가장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셨고, 최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영향 덕분인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셨다는 분

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보일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목도리를 두르거나 내복을 입는다는 답변도 있었고,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전자제

품을 구입하거나 조명을 일반 형광등에서 LED조명으로 바꾸는 등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의 미래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것에 있음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판사 : 나무야

지은이 : 윤신영

출간일 : 2018년 9월

쪽수 : 176쪽

이 책은 과학 전문기자로 활동 중인 저자가 청소년들이 기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과학 및 공학 전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무엇이며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황제펭귄, 북극여우, 아메

리칸마스토돈 등 다양한 동물들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최신 연구자료들을 통해 복잡한 기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구 기온 1.5도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며 기록적인 태풍과 대홍수, 숨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 남북극의 녹아내리는

빙하,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해들이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나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오늘날까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완

화정책과 적응정책, 기후공학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궁극의 에

너지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원자력발전의 딜레마를 시작으로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과 신재

생에너지의 미래를 조망해 봅니다.

출판사 : 지구와사람

지은이 : 존 B. 캅 주니어

출간일 : 2018년 10월

쪽수 : 276쪽

미국의 유명 신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B. 캅 주니어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쓴 책입니다.

1925년생인 저자는 이미 지난 5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환경운동에 헌신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는데, 그런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구 환경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

큼 악화되었으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지구를 파괴하는 걸 알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못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대 세계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 인류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막

을 수 없을 거라고 냉철히 판단하고, 앞으로 인류 문명이 얼마나 더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폐허에서 지속가능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철학, 신학,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농경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로지르는 저자의 의견을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 하

에 10개의 명제 <① 실재는 상호 연관된 사건들로 구성된다. ② 내제적 가치의 위계가 있다. ③ 하나

님은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④ 인간은 고유한 가치와 책임이 있다. ⑤ 교육은 지혜를 위한

것이다. ⑥ 경제는 생물권역의 번성을 향해야 한다. ⑦ 농업은 토양을 되살려야 한다. ⑧ 편안한 주

거는 자원을 최소한 사용해야 한다. ⑨ 대부분 제조업은 지역적이어야 한다. ⑩ 모든 공동체는 공동

체들의 공동체의 부분이어야 한다.>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후! Books & Books

1.5도의 미래 -기후변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기후 행사소식

2018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행사명 2018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일시 2018년 6월 14일 ~ 2018년 6월 16일

장소 일산 킨텍스

내용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탄소제로 산업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엑스포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행사명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

일시 2018년 7월 10일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내용 우리나라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해 한국과 유럽, 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

제9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행사명 제9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IGC)

일시 2018년 7월 11일

장소 서울 더플라자호텔

내용
파리협정 NDC 이행계획 수립동향 및 NDC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계획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발
표와 활발한 토론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행사명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2018)

일시 2018년 7월 11일 ~ 2018년 7월 13일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용 기후변화 대응산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실내오염물질 측정기술 등 환경 및 기후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

2018 세계기후환경포럼

행사명 2018 세계기후환경포럼

일시 2018년 8월 31일

장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용 인류 건강의 위협요소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법에 대해 논의

2018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행사명 2018 대한민국 친환경대전(ECO-EXPO KOREA 2018)

일시 2018년 9월 5일 ~ 2018년 9월 8일

장소 서울 코엑스

내용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국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전시회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

행사명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일시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0월 5일

장소 인천 컨벤시아

내용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SPM(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최종 검토 및 승인을 위한 회의

2018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행사명 기후 위크(Climate Week) 2018

일시 2018년 11월 14일 ~ 2018년 11월 15일

장소 서울 코엑스

내용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클린에너지 보급전략 모색 및 다양한 에너지 소비혁신 활동과 4차 산
업기술 비즈니스 모델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