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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연대기
➢ 검은 연기 시대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
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 공업센터 건립기념탑, 1962)
cf. 태화강의 귀환과 국가정원
➢ 흰 연기 시대
페놀 낙동강 오염사건, 국책사업 추진 갈등, 쓰레기 종량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 연기 없는 시대
RE100(기업, 도시, 국가), 순환경제, 제로 폐기물, 탄소중립

대한민국 에너지 현황
에너지 안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에너지산업 및 시장 혁신

온실가스 감축

•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
• 전력시장 개혁 필요성

• CO2

배출 세계 7위 (2019년)

주요국 1인당 GDP 및 탄소배출량 추이(1980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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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NDC 및 탄소중립 목표
국가명

NDC(2030년)

탄소중립

EU

55% 감축(90년 대비)

2050년(19.12월)

미국

50~52% 감축(05년 대비)

2050년(21.1월)

중국*

60~65% 감축(05년 대비)

2060년(20.9월)

일본

46% 감축(13년 대비)

2050년(20.10월)

한국

40% 감축(18년 대비)

2050년(20.12월)

* 중국은 집약도(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기준 감축 목표

2020년대 탈탄소 무역규범의 정착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기업경쟁력
cf. Scope 3와 무역리스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금융경쟁력

cf. 그린워싱(anti-woke movement)과 EU 택소노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산업경쟁력

cf. Fit for 55(carbon leakage 방지)와 EU의회 내 논의
IRA와 Slobalization/Deglobalization

Global Energy
Perspective 2022
E xecutive S ummary
April 2022

Analysis conducted before th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Renewables are projected to account for 80—90% of power
generation globally by 2050
Share of renewables in the power mix is projected to double in the next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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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ll scenarios, renewables are projected
to lead the power generation mix, reaching
80—90% in 2050. In the Further Acceleration
scenario, R E S share is expected to double in the
next 15 years, from 29% to 60 %
Most of the growth in R E S is expected to come
from solar and onshore wind, due to declining c
osts, and they are projected to make up 4 3 % a
nd 2 6 % of generation respectively in 2050 und
er the Further Acceleration scenario. Off- shore
wind is projected to remain limited to less than
7 % of global generation due to permitting const
raints and policy hurdles, with potential to grow
further if constraints on onshore wind such as la
nd use persist
Thermal generation is still expected to play a
n important role as a flexibility provider, with
gas providing substantial shares of base-load
generation up to 2040 in regions with favorable
fuel costs
Nuclear generation is still expected to require e
conomic support from policies, which is not yet p
resent in many regions as public acceptance co
ntinues to prove challenging

Includes solar, wind, hydro, biomass, B ECCS , geothermal, and marine and hydrogen-fired gas turbines
Other includes bioenergy (with and without CCUS), geothermal, marine, and oil
Includes gas and coal plants with CCU S
CT refers to the Current Trajectory scenario; AC refers to the Achieved Commitments scenario

Source: McKinsey Energy Insights Global Energy Perspective 2022; McKinsey Power Model
Global Energy Perspect ive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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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energyindustryreview.com/tech/enbw-and-dlr-using-drones-to-service-offshore-wind-farms/

서울시 주요 건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9년)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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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학제 간 연구: AR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Working

The most up-to-date physical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system and climate

Group 1

change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Working

02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looking at ecosystems, biodiversity, and human
communities at global and regional levels

Group 2
03

Vulnerabilities and the capacities and limits of the natural world and human
societies to adapt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3

04

Global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gress and pledges

Developments in emission reduction and mitigation efforts, assessing the impact of
national climate pledges in relation to long-term emissions goals

탄소중립과 대학의 사명
•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 장기 대규모 융합 연구

• 교양/전공 과목 다양화

• 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

• 친환경행동 실천

• 산관학 협력 연구

교육

• 사회적/환경적 약자 지향
• 지역/현장 전문지식 제공/협력
• 개도국 지역사회 공헌

사회
참여

연구

탄소중립

대학

• 건물부문 주요 에너지 소비원 및
온실가스 배출원 인식
• 캠퍼스 차원 온실가스 감축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