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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와 C40정상회의

1.1. C40정상회의 연혁과 목적

       C40정상회의는 전 세계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으로 구성한 것으로 2005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전 런던 시장 Ken Livingston의 제안으로 18개 대도시 대표

들의 1차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회의를 통해 C40 대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Climate Leadership 

Group)의 토대가 형성되었고, 2006년 8월 전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이끄는 클린턴기후구상(Clinton 

Climate Initiative 이하 "CCI")과 C40 기후리더십그룹간에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

결하고 협력관계를 맺으며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7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는 세계 51개 대도시 대표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대한 정보교류 합의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실질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뉴욕회의

에서 서울은 도쿄와 경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3차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3차 서울 C40 

세계 도시 기후 정상회의(이하 “제3차 정상회의”)는 2009년 5월 18일에서 21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

되며 회원도시 뿐만 아니라 친환경분야의 세계적인 우수도시가 초청되어 규모도 확대되고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될 예정이다(표 1). 

        C40의 구성목적은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행동과 협조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과 성공사례 경험공유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제3차 정상회의 기간 중 서울(코엑스)에서 기후변

화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의 참여도시 주요의제

제1차 정상회의 

(2005년, 런던) 
18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 간 협력 체제구축 합의

-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및 상업화 진흥전략 추진(저탄소 배출 실행 

전략)

제2차 정상회의 

(2007년, 뉴욕)
51개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Initiative) 추진 

- 세계 주요 대도시 간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경험 상호교환

-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 및 사업계획 채택

제3차 정상회의 

(2009년, 서울)

80개

(예상)

- 저탄소도시 -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기후변화와 경제, 기후변화 적응 등

- 온실가스 감축방향과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

표 1. C40정상회의 개최와 주요의제 

      현재 C40 기후리더십그룹의 정회원 도시는 서울을 비롯하여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등 40개의 

대도시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 후 C40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를 희망해 온 도시 중에서 C40 취

지에 맞는 도시들이 추가로 선정되어, 최근에 가입한 바젤, 창원 등을 포함 16개 협력도시가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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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I(Clinton Climate Initiative, 클린턴기후구상)

        클린턴기후구상(CCI)은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토록 지원

하는 클린턴재단의 단체이다. CCI는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감축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C40 대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 회원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들면, 도시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CCI는 개별 도시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도시들의 구매력을 모으기 위한 구매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성공적이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정보를 도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회원 도시

아시아(12) 델리, 다카, 도쿄, 뭄바이, 방콕, 베이징, 상하이, 서울, 자카르타, 카라치, 하노이, 홍콩

남․북아메리카
(13)

뉴욕, 로스엔젤레스, 리마,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시티,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

울로, 시카고, 카라카스, 토론토, 필라델피아, 휴스턴

유럽(9) 런던, 로마, 마드리드,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 아테네, 이스탄불, 파리

아프리카(4) 라고스, 아디스아바바, 요하네스버그, 카이로

오세아니아(2) 멜버른, 시드니

협력도시

아시아(2) 창원, 요코하마

남․북아메리카(7) 오스틴, 쿠리치바, 뉴올리언스, 포틀랜드, 솔트레이크시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유럽(7)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코펜하겐, 하이델베르크, 로테르담, 스톡홀름, 바젤

표 2. 대륙별 C40 정회원 도시와 협력도시

1.2. 제3차 정상회의 서울 개최의 의의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지구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지역에서 배출됨에 따라 도

시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대응 성공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며 제3차 정상회의가 국제적 주

목을 받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인 UNFCCC를 통한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국가별 이

해관계에 따라 쉽사리 진행되지 못하는 반면 도시들의 자발적 감축노력은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되

고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도시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C40 기후 리더십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65%인 29개주(‘05.09기준)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수립하여 정책과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환경부, 2008).

       국가들이 의견이 상충되어 추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친환경 우수 도시들은 훨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도시들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런던시에서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60%를 줄인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런던 중심에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하여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막고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고자 기존 전구를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교환 해주는 

Light Bulb Amnesty를 열었고, 런던 녹색가정 정보센터를 통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2020년까지 차량 운행량을 40%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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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2007년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벨리브(Velib)'운영을 시작하여 1,451개 대여소에 총 20,600대

의 자전거를 비치한 결과, 10만 명에 이르는 벨리브(Velib)이용 자전거 사용자가 약 30만km의 거리를 이

용함으로써 연간 32,33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열병

합발전소, 페기물소각장 등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난방을 하는 지역난방시스템을 구축하

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코펜하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가 열과 전기의 소비로 인한 

것인데 지역난방 시스템의 공급결과, 1995년 코펜하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346만 톤 대비 2000년에는 252

만 톤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기후변화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환경현안으로 전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

류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대응책이 시급하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6대도시 평

균기온은 지난 100년(1908-2007)간 2.0℃ 상승했으며 서울은 지난 100년(1908-2007)간 2.5℃상승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2090년대 서울의 겨울은 1920년대와 비교해 36일 짧아지고 여름은 20일 늘어날 것이라고 전

망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권영아, 2007b).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2007년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 

15% 절약 (200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1990년 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SOS(Save Our Seoul)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기후변화대응조례는 지난 2007년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발표한 것을 명문화 한 것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조례는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

보다는 서울시 스스로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후변화기

금은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 500억원과 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배당금(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연300억원)

등으로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폐기물, 공원녹지, 건축, 교통 등 통

합적 도시환경정책으로서의 기후보호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친환경교통수요관리, 

공원과 녹지공간 확충 등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총력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동네트워크 ‘서울기후행동(CAP: Climate Action Partnership)’구성․운영,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추진,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서울시 기후에너지지도 제작, 도시기후관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을 계획․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 세계 도

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친환경도시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

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필두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고

도성장을 이루어 내는 서울형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확대, 수

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노원, 목동 집단에너지 사업장부지), 월드컵 공원내 에너지자립형 건물 ‘에너지 제로하우

스’ 건립,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운행을 위한 ‘수소스테이션’, ‘태양광발전시설’ 완공 등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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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서울형 녹색성장모델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식량문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대의 수몰위기 등 심각한 환경문

제를 야기하며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며 이번 제3차 정상회의 개최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기후변화의 개념

       지구온난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환경 현안이다. 현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누구

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상태가 변화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방안에 관한 주제가 자주 선정되며 200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전 미국 부통령인 Al Gore와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가 이와 같이 기후변화

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수질과 대기오염이 비교적 국지적 규모의 문제인 것에 반해 기후변화는 전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2.1. 기후와 기후변화

2.1.1. 기후의 정의

       기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서 매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상

태”이다(이승호, 2007).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역 내 혹은 권역 간 복 잡한 물리과정이 서로 얽혀 현재의 기상상태 또는 기후를 유지한다(그림 1).

       기후는 지리적 장소(위도, 해발고도 등)와 시간(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한다. 인류를 포함한 생

태계는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 그 지역의 기후시스템에 적응되어 왔으나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

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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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후시스템의 구성요소(http://www.climate.go.kr) 

2.1.2.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과 자연적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로 정의된다. 기후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진행속도가 역사상 전례가 없던 것이기 때문이다(최영은·권원태, 2009).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 특히 인간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

명이 시작된 18세기부터이고 20세기 후반에 그 영향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의 예로는 태양 활동의 변화로 인한 태양복사에너지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위치변화(공전궤도의 변화)로 인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의 변화, 기후시스템 구

성요소(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엘니뇨, 라니냐 등), 화산분화에 의한 성

층권의 에어로솔 증가 등이 포함된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의 예로는 화석연료 과다사용에 따른 이산

화탄소의 농도증가 등 대기조성의 변화(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 토지이용이나 토지피복의 변화(농경지

의 확대, 도시화, 열대우림의 훼손 등), 인위적인 에어로솔에 의한 태양복사의 반사와 구름의 광학적 성질의 

변화(산란효과에 의한 지구냉각화)등이 포함된다.

2.1.3. 온실효과

지구상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으로부터 유입된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중 약 30%는 반사

되어 우주로 나가고 70%는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된다. 지표면에 도달된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이 열을 흡수하여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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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준다. 온실가스가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그림 2). 

       지구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약 0.03% 정도 존재하여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온실효과가 강화된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그림 3).

그림 2.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의 메커니즘(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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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기 중 1750년 이전과 2003년 온실가스량 (*사염화탄소(CCl4): 드라이클리

닝에 사용되는 용매제로 할로겐탄소 화합물의 한 종류)(최영은·권원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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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였다. 온실가

스는 그 특성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수치를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라 한다(표 3). 이산화탄소는 지구온

난화지수는 낮지만 전체 온실가스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온실가스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으며 우려되는 점은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최대치에 도달한 

후에는 빙하기 같은 커다란 기후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메탄(CH4) 23 폐기물/농업/축산

아산화질소(N2O) 296 산업공정/비료사용

수소불화탄소(HFCs) 120-12,000 반도체 제조

과불화탄소(PFCs) 5,700-11,9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사용

육불화황(SF6) 22,200 자동차 생산공정

표 3. 주요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와 그 배출원(최영은․권원태, 2009)

2.2. 온실가스 배출현황

         주요 온실가스의 과거 2000년 동안의 대기농도를 살펴보면 1750년 이후의 농도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화석연료의 사용과 농업생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그림4).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부 개도국 및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의 배출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정확히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4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살펴보면 전체 배출량 27,245백만CO2톤 중 우리나라가 1.7%를 배출하여 

세계 9위 배출국에 해당된다(그림 5).

       서울시는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590.6백만CO2톤)의 5.0%인 29.7백만CO2톤을 배출

하였다. 서울에서는 가정·상업·공공 및 수송 분야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주 배출원이지만, 전국의 경우 

가정·상업·공공 및 수송 분야는 합하여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에너지산업과 제조·건설업의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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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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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4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상위 10개국(미국 이산화탄소 

정보분석센터(http://cdiac.ornl.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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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좌) 2004년 서울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 2003년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http://www.seoul.go.kr/)

 

2.3. 기후변화의 경향

IPCC의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세기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약 0.74℃ 상승하였다. 상승경향은 

20세기 후반에 오면 더욱 커진다(그림 7).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지구기온의 상승이 아니고 기후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빙하의 규모가 축소되고 시베리아의 일부 영구동토가 해빙되었다. 또한 호우, 폭풍 등 극한 강수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였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도 10~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전구 지표면 평균온도(IPCC, 2007) 

이러한 기후변화 추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상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세기에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였다. 또한 서리일, 결빙일 등 추위와 관련된 지수는 감소하고, 냉방도일, 열대야 등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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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서울의 연평균기온, 연평균최저기온, 연평균최고기온의 변화(1910~2008년)

와 관련된 지수는 증가추세에 있다(Choi et al., 2004). 기온상승으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과 봄은 길어지는 계

절길이 변화(그림 8)가 발생하고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식물의 서식지와 해양 생물종의 변화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의 열섬현상 등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

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치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강수일수는 

줄어들었지만 강수량은 약간 증가하여 강수강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9,10,11,12). 

      

그림 8. 20세기 한반도 계절길이 변화(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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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의 연강수량(1910~2008년) 

그림 10. 서울의 10년별 평균기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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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의 10년별 (a)강수일수, (b)강수량, (c)강수강도, (d)호

우일수(일 강수량 80mm 이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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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관측값(1971~2000년)과 모델예측값(2071~2100년)

에 근거한 향후 100년 후 아열대 기후구의 변화(권영아 등, 

2007a)

국립기상연구소서는 이와 같은 온난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 21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아열대기후 

지역의 분포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현재 남해안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아열대기후 지역이 강화도 이남의 

서해안과 일부 산간지대를 제외한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림 13). 2100년에는 서울도 

1년에 8개월이 월평균기온 10℃ 이상의 아열대 기후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서울의 경우 1920년대에는 여름이 6월 3일에 시작했지만, 1990년에는 5월 24일에 시작되어 9일 

정도 빨라졌다. 1920년대에 9월 21이면 끝나던 여름은 9월 27일까지 지속되어 70년 사이에 여름이 16일 정도 

길어졌다. 반대로 겨울은 늦게 시작되어 늦게 끝나면서 짧아지고 있다. 미래 자료를 보면 여름은 더 길어지고, 

겨울은 지속적으로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1920년대 여름과 겨울의 길이는 110∼120일로 유사

했지만 최근에 오면서 겨울은 줄어들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다. 2090년대에 서울에서 겨울은 60일 이하로 감소

하고 여름은 160일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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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울의 계절 시작일과 계절 지속기간 변화와 전망(권영아 등, 2007b)

그림 15. 서울의 10년별 여름과 겨울 지속기간의 변화와 전망(권영아 등,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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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구평균기온, 평균해수면, 북반구 적설면적의 변화(IPCC, 

2007) 

3. 기후변화의 영향 및 위험성

지구온난화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2005년과 1998년은 1850년 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12년 동안 1996년을 제외한 11년은 1850년 이래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는 빙하의 감소와 해수면상승, 홍수와 폭풍의 증가, 가뭄과 

사막화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빙하의 감소와 해수면의 상승

지구온난화는 해양을 팽창시키며 빙하를 녹여서 물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20세기 동안 북극의 온도는 

약 5℃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의 5배에 이른다. 이러한 극지방의 온도상승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구자건 등, 2008), 특히 안데스와 같은 산지의 빙하 및 대륙의 빙하가 녹아 해수로 

유입되면서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그림 16,17,18). 20세기 동안 평균 해수면은 약 15cm 상승하였고 

21세기에는 20~9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영은․권원태, 2009).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킨

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하는 해양의 영향으로 수세기 동안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그림 19). 

세계인구의 약 40%가 해안으로부터 100km이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그림 20), 

인구 1천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해수면 상승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 16 -

그림 17. 북반구 해빙면적의 변화(IPCC, 2007) 

그림 18. 주요 빙하의 후퇴(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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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해안지역의 취약성 전망, 2050년(IPCC, 2007) 

그림 19. 해수면 상승 추이 및 전망(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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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우리나라 기상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 현황, 1981-2005(소방방재청)

3.2. 홍수와 태풍의 증가

지구온난화는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와 다른 기후양상을 보이게 된다. 빈번한 호우로 

인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EM-DAT(Emergency Events Database-세계재해정보센터) 기준의 

홍수 및 태풍 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21)(* EM-DAT 보고 조건: 1. 1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2.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3. 국가비상상태가 선포되었을때, 

4. 피해국이 국제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앞의 4가지 중 하나이상에 해당될 때). 우리나라도 최근에 

홍수를 포함한 기상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그림 22).

그림 21. 세계 홍수 및 폭풍 재해의 발생빈도(1961~2008)

출처: 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http://www.emda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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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북대서양의 허리케인 발생빈도(IPCC, 2007)

해수온도의 상승은 열대성저기압이 발달할 조건을 만들고, 태풍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발생경로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수많은 인명손실과 수조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하였다. 북대서양의 해수온도 상승은 허리케인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있고(그림 23),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열대성저기압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알려졌던 남대서양에서 2004년에 최초로 관측된 허리케인이 브라질을 강타하였다.

3.3. 가뭄과 사막화

홍수와 더불어 가뭄도 주요한 기후변화의 영향중에 하나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막화란 자연적인 기후변동이나 인간의 간섭에 의해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20세기에 

들어 급속히 늘어난 인구를 지탱하고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과도한 경작과 산림훼손은 토양을 황폐하게 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의 지대로 변하게 하는 사막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그림 24). 현재 지구면적의 19%인 

3천만 km2가 사막화되어 가고 1억 5천만 명이 사막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2006년 중국은 북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생산량이 12%정도 감소했으며 남부는 1천 8백만 인구가 

고통을 당했다. 2006년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에서는 1천 7백만 이상의 인구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0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도시지역의 급수를 제한하였다. 2006년 

브라질은 가뭄으로 콩의 생산량이 10% 감소하였고, 2005년은 스페인에서 가장 건조한 겨울로 기록되었다

(최영은·권원태, 2009). 

3.4. 생태계 변화

온난화로 인하여 조기개화, 새들의 조기산란,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와 함께 거대한 식물 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100만종 

이상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놓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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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 세계적 강수감소 지역(붉은색으로 표시 된 지역)과 

가뭄지수변화(IPCC, 2007)

중앙아메리카의 삼림은 포유동물, 양서류, 조류 및 17,000종에 달하는 식물의 서식지이고, 많은 철새

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감소로 인해 풍부하고 독특한 서식지가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온의 상승으로 많은 지역이 생물의 서식지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와 집약적인 경작에 의해 식물의 이주 능력이 크게 제한되었다(IPCC, 2007). 

       지구온난화는 중앙아시아의 산악지역인 티엔샨(Tien Shan)과 파미르(Pamir) 산지의 건조지역에도 

장기간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고도의 경사면 위에서 빙하 녹음의 불안정성은 많은 고유종의 

개체 수를 감소 또는 멸종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사바나(초지) 지역이 브라질 국토의 20% 이상을 차지했었다. 

현재는 그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00종의 식물들이 기후적 부적합한 지역에 위치하여 파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지구평균기온이 3℃ 상승한다는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을 때 기온상승의 영향은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극 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극지역에서는 툰드라 식생이 사라지고 저위도 생태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5). 고위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할 수 있는 육지가 없어지고 생태계의 파괴를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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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현재와 미래 2100년 북반구 생태계 분포(IPCC, 2007) 

3.5. 도시의 취약성

도시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유는 인구와 건물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작은 기후변화도 많은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사람과 상품이 이동하는 

교통체계, 통신체계, 물 및 에너지 분배, 하수 및 폐기물 배출시스템과 같은 도시 기반시설에 매우 의존적이다. 

인구와 부의 도시집중, 그리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의 의존성은 도심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도시의 인위적 지표면은 태양의 복사열을 흡수해 도시에 열섬현상을 야기

하고 도시의 야간기온을 상승시킨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은 도시의 열적 

집적도를 상승시켜서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력생산과 배급망에 부하를 준다. 또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인위적 지표면은 지표유출을 증가시켜서 돌발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되어 하수가 역류하고 범람하게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면 도시는 홍수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그림 26).



- 22 -

그림 26. 100년 재현주기 호우 발생 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Carins 주변의 범람지역(현재보다 2050년에 범람지역이 넒어

짐)(IPCC, 2007) 

4. 기후변화대응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완화

(mitigation)정책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정도로 지금부터 배

출량을 감축한다 해도 향후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adaptation)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완화(mitigation)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용, 온실가스의 포집 및 저장 등 

기후변화를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정책이다. 이에 반하여 기후변화의 적응

(Adaptation)방안을 위해서는 부문별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별 통합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적응하기 위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기반시설 설계기준의 강화와 새로운 해충 및 전염병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된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4.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4.1.1.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유엔의 결의에 따라 전 세계 130개국 2천여 

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IPCC를 설치하였다. IPCC는 1990년 제1차 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

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인간의 간섭에 의한 기후변화가 식량생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수립, 2)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작성, 발표, 정책 및 조치의 이행, 3)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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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결정(당사국 총회), 4)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그림 27). 

그림 27.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진행경과(http://www.seoul.go.kr/)

4.1.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지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의무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을 규정하는 국제규약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2005년 5월 현재 

150개국 비준)하였으며 현재 비부속 국가로 분류되어 제1차 공약기간 동안은 감축의무가 없으나 2012년 이후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서의 저감 노력만으로는 

배출저감 목표달성에 막대한 비용과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감축의무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등 소위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표 4).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
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개발도상국 독자적으
로 달성한 감축 수행실적으로 선진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의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표 4. 교토메커니즘의 종류(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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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발리로드맵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논의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있었다. 이 회의에서 2013년부터 새로운 

국제협의가 수립될 때까지의 일정을 정한 소위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으며 이 로드맵에 따라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9년 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릴 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 국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이다.

       발리로드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도록 하여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책 논의 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탄소세부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 25%씩 기금조성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발리로드맵은 향후 경제체

제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COP15에서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9월 자치단체 최초로 기후변화

업무를 전담하는 지구환경팀을 신설하고 2007년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하여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온실가스 저감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참여 유도 등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에 기후변화종합대

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기후변화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방안 마련 및 일반시민의 기후변화 대응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서울시의 지역별 기후현황 

및 에너지사용량을 지도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폐기물, 공원녹지, 건축, 교통 등 통합적 도시환경정책으로서의 기후보호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친환경교통수요관리, 공원과 녹지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기후변화 문제해결 노력의 중요성

지구온난화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평균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빙하와 빙붕의 

붕괴와 융해, 식물과 동물 종의 변화, 인간 삶의 변화 등이 그 예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핑계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기후시스템은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행동을 취

해도 긍정적인 반응은 수십 년이 소요된다. 현재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더라도 기후와 생태계를 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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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릴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면 최악의 상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5.1. 개인별 실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의 탄소사용을 기본으로 한 경제구조와 비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열, 태양, 풍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탄소배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장기적

으로 보면 가계지출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먼저 에어컨의 온도를 

1.5℃ 높이면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를 사용하년 1년에 

0.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 창문, 문, 콘센트의 절연, 단열재의 추가를 추가하는 것도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과일이나 식품을 사용하는 것도 수송거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생산단가를 낮추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최영은·권원태, 2009).

       수송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걷기, 자전거타기, 자동차 함께 타기 및 대중교통의 이

용도 권장되고,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 자동차의 정기점검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루 16km의 거리를 출퇴근을 하는 개인이 자동차를 사용하면 1년에 

0.75톤, 전철은 0.6톤, 버스는 0.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자전거나 걷기를 이용하면 배출량은 0이 된다

(그림 28).

그림 28. 여행수단별 배출량 비교(최영은․권원태, 2009)



- 26 -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쓰레기 1kg을 매립지에 버리면 2kg의 메탄이  

방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불필요한 포장이 없는 물건을 구매하고, 종이, 유리, 

알루미늄, 철 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종이를 양면으로 사용하면 종이 1kg당 2.5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5. 2. 공공의 노력

배출량의 60~80% 정도의 감축은 대규모의 투자, 정책개발 및 이행이 필요하고 이것은 개인보다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인 바이엘그룹은 201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1990년의 53%로 감축)을 2004년에 초과달성하여 수억 달러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이스트먼 코닥, 존슨엔 존슨, 카탈리스트제지 등도 배출량 감축을 통하여 재정절감 효과를 보았다(최영은·권원태, 

2009).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도시기후보호(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1993년 시작된 이 켐페인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에 의해 세계 67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기구나 조직이 의미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회의

나 워크숍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인 도시들이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도

시들이 2005년에 발족한 C40기후변화리더십그룹은 인류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즉각적인 공동적인 행동이 요

청된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주기적인 워크숍과 국제회의 개최 등 빈번한 의견교환과 정보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여건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C40 제3차정상회의는 우리시

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승용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려는 마음 자세의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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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이는 기후변화 용어

1 AAU (Assigned Amount Unit) 배출할당량

2 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AIJ) pilot projects 공동이행시범사업

3 adaptation  적응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

4 Adaptation fund 적응 기금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에 재정

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

5 aerosol 에어로졸 기체상에 부유하는 미세입자

6 affordable housing 서민주택

7 anaerobic digestion 혐시성 소화

8 Annex I/ AnnexII/ non-Annex Parties
부속서 I/ 부속서 II/ 
비부속서 국가

한국은 비부속서 국가에 포함

9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인위적인 기후변화

10 best practice 모범사례

11 black carbon 불랙카본/검댕

12 C40 member cities/ affiliate cities C40 회원도시/협력도시

13 CAI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통합 대기환경지수

14 carbon credit 탄소 배출관

15 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탄소
의 양이 발자국처럼 남는다고 해서 
'탄소 발자국'이라 부름.

16 carbon sinks 탄소흡수원

17 cavity wall insulation 이중벽 단열

18 CCI (Clinton Climate Initiative) 클린턴 기후구상

19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해당 선진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20 Certified Em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검증된 탄소 감축량/ 획득한 탄소 
배출권/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배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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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GI (Clinton Global Initiative) 클린턴글로벌이니셔티브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목표 설정 등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클린턴 재단
의 모임 중 하나

22 chlorofluorocarbon (CFC) 프레온 가스

23 CO2 equivalent 이산화탄소환산량

24 cogeneration 열병합 발전

25 Combined Cooling Heat and Power 삼중체계

26 COP (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결기구, 협약 
이행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1995년 
이후 매년 개최

27
COP/MOP(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Meeting of the Parties)

교통의정사 당사국총회

28 delta 삼각주
i.e. China's Yangtze Delta, 
Vietnam's Mekong Delta

29 density bonus 용적률 추가제공

30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영국 환경식품 농촌부

31 Economies in Transition (EIT) 시장경제전환국가
중부,동유럽 국가들, 구 소비에트연방 
소속국가들로 이루어짐.

32 Emission Trading (ET)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
출한도를 부여한 후 국가간의 배출권 
거래 허용하는 제도

33
energy efficiency building retrofit 
project

에너지효율화건물개조 사업

34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s)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5 ENSO (El Nino-Souther Oscillation) 엘리뇨-남방진동

36
European Union Emssions Trading 
Scheme(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37 extra-tropical storm 온대폭풍/온대성폭풍
열대성폭풍이 소멸하는 과정의 폭풍
으로 위력이 열대성에 비해 약함.

38 floodplain 범람원

39 fossil fuel 화석연료

40 greenhouse gas (GHG) 온실가스

41 gross floor area ratio 용적률

42 Heat Island Effect 열섬현상

43 hot water storage tank 온수저장탱크

44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공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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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hydrochlorofluorocarbon (H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

46 hydrofluorocarbons (HFCs) 수소불화탄소

47
ICLEI's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CP) campaign

ICLEI의 도시기후보호 
캠페인

48 IMO MARPOL Annex VI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협약

49 infrared radiation 적외복사

50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정부간협상위원회

51 inventory of GHG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 조사

52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53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A선진국이 B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A국의 배출저
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54 JUSSCANNZ
Japan, US, Swiss, 
Canada, Norway, 
New Zealand

OECD국가 중 EU가 아닌 국가들의 
협의체, 기후변화 협약에 공동의 입장 
취함

55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최빈개도국

56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

에너지환경디자인리더십
USGBC의 그린빌딩등급제도. 건물의 
그린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눔.

57 London Climate Change Agency 런던기후변화청

58 Marrakech Accords 마라케쉬 합의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대한 규정집

59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MBT) 폐기물 전처리시설

60 Mechanisms of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61 microgeneration 자가전력

62 mitigation 완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활동

63 mixed use building 복합용도건물/주상복합건물

64 multitenant housing 다가구 주택

65 net area 전용면적

66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뉴욕주택당국

67 nitrogen dioxide (NO2) 이산회질소

68 nitrous oxide 아산화질소

69 organic carbon 유기탄소

70 organic waste 유기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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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Ozone Depleting Substances (ODS) 오존파괴물질

72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PM10: particulates of 10 
micrometers or less

73 perfluorocarbon (PFC) 과불화탄소

74 permafrost layer 영구동토층

75 public housing 공공주택

76 purchasing consortium 구매 컨소시엄

77 Request for Proposal (RFP) 제안의뢰서

78 residual waste stream 잔류 폐수

79 salt water intrusion/seawater intrusion 염수 침입/해수침투

80 sea level rise 해수면 상승

81 service area 공용면적

82 solar radiation 태양복사

83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

84 storm window 이중창

85 stratosphere 성층권 대류권과 중간층 사이의 대기의 층

86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이행부속기구

87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88 sub-tropical regions 아열대 지방

89 sulfur dioxide (SO2) 이산화황

90 sulfur hexafluoride (SF6) 육불화황

91 sulphate 황산염

92 synthesis gas (syngas) 합성가스

93 temperate regions 온대지방

94 thermal expansion 열팽창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바닷물이 대기 중 
열을 흡수해 팽창하는 현상. 해수면 
상승 야기.

95 tropical regions 열대지방

96 tropopause 권계면
권계면은 주로 대류권계면 의미. 대류
권과 상층권 사이의 경계면으로 대류권
의 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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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troposphere 대류권 대기권의 제일 아래층

98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99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100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미국그린건물위원회
비영리단체. 친환경적 건축을 도모하
기 위해 다양한 단체가 모인 모임체.

101 vector-borne disease 매개체 감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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