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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도시 특성



1. 일반현황 및 도시 특성

일반현황 산업∙경제현황 기후현황

- 면적 : 501.20km2

- 인구 : 149만명

- GRDP : 32.5조원

- 수출액 : 165억$(2015)

- 연평균기온 : 15.0℃

- 연강수량 : 1,482mm

「민주 · 인권 · 평화도시」

✓ 1980. 5. 18 광주민주화 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민주인권기록유산으로 등재(2011.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폴리 등(5조 3천억원)

「첨단과학산업도시」

✓ R&D특구, 기초과학비즈니스 캠퍼스, 광산업 집적지

✓ 글로벌기업(삼성, 기아,  LG이노텍 등) 입지

「녹색행복도시」

✓ 대한민국정부 지정, 친환경선도ㆍ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 도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확정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2-1.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 2015년 8,276천톤CO2eq.로 2000년 5,871천톤CO2eq 대비 약 40.95% 증가, 2010년 대비 약

2.27% 증가 (전년도인 ’14년 대비 약 2.6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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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주광역시 용도별 배출량

❖ 광주광역시는 2015년 기준 에너지부문이 전체 배출량에서 약 94.09%로 대부분을 차지함

❖ 에너지부문 용도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송이 26.96%로 가장 높고, 상업, 산업, 가정 순

❖ 2000년에 비해서는 가정용과 산업용, 공공용이 증가하고, 상업용은 줄어들었음

2000년 온실가스 배출비중 2015년 온실가스 배출비중



2-4. 광주광역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15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59톤CO2eq.로 2000년 대비 29.76% 증가하였으며, 2014년

대비 -2.5%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국가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13.5톤CO2eq.)

❖ GRDP 증감률(’15년 3.9%)에 비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15년 -2.5%)이 낮아 광주광역

시는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배출량은 그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2-5.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2030년)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산정결과 2030년 배출량은 총 11,585천톤CO2eq로 전망되었음

❖ 기간 중 201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9,000천톤CO2eq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2년

도에는 10,000천톤CO2eq, 그리고 2026년에는 11,000천톤CO2eq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2000~2014년 과거배출량 매칭 결과 98% 이상 매칭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우 우수한 수준의 산정식이 도출되었다고 판단



3. 기후변화대응 추진경과



3-1.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추진경과 (1)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시 협약 체결(환경부)

➢ 추진 기획단/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 기본계획 수립

➢ 탄소은행 제도 시행

➢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전남대 지정

➢ 광주그린액션 사업 시행

➢ 광주광역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출범

➢ 국제기후환경산업전

➢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저탄소녹색아파트 사업

➢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 저탄소녹색성장조례

➢ 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타당성 분석

➢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개최

➢ 지구환경전망(GEO-5)

세계정부간 회의 개최

➢ 녹색성장포럼 운영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

(보급촉진지원조례 제정)

➢ 제1차 기후변화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쟤)광주광역시 기후변

화 대응센터 설립

➢ UEA사무국 설치

➢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수립

➢ 2013 UEA 샌안토니오 정상회

의 개최(미국)

➢ 광주기후탄소지도 제작

➢ 탄소중립도시조성특별법 제안

➢ 기후변화대응전국협의체 협약

및 발족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3-1.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추진경과 (2)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기후변화 그랜드 어

워드,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자체상 수상

➢ 기후변화대응센터와

UEA사무국 통합

➢ 탄소은행제도 시설부

문 추가 확대 추진

➢ 시범도시 감축 목표 달성

➢ 2015 UEA 일로일로 정

상회의 개최(필리핀)

➢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 제2차 기후변화종합계획

➢ 인벤토리 보고서 발간

➢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

확대 추진

➢ 음식물배출지도 구축

➢ 2017 UEA 멜라카 정상회

의(말레이시아) 개최

➢ 광주온도1도 낮추기 프로

젝트 계획 수립, 본격 추진

➢ 기후행동계획 수립

➢ 도시 열환경 분석 및 지도

➢ 저탄소녹색아파트 확대 2030년
세계적인 저탄소
모범도시 구축

2050년
탄소중립도시 진입



4. 온실가스 감축현황 및 목표



4-1. 기후변화 비전과 목표

비전 :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목표 : BAU 대비 ’20년 30%, ’30년 40%

- 2030년 세계적인 저탄소 모범도시 구축

- 2050년 탄소중립도시 진입

사업 : 총 74개 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사업 : 탄소은행제, 집단에너지 공급 등 49개

- 온실가스 상쇄사업 : 환경기초시설 활용 에너지 자원화 사업 등 12개

- 기후변화 적응사업 : 산림분야 취약성 검토, 질병정보 모니터링 등 6개

- 녹색생활 실천사업 : 저탄소 녹색아파트, 교육 활성화 등 7개

’16년 사업비 : 1,294억 원

- 감축 525억 원, 상쇄 : 541억 원, 적응 : 206억 원, 실천 : 22억 원

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4-2.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 도 2010 2020 2030 2050

2010년 대비
감축목표

- 13.3 13.9 탄소중립

배출전망치(BAU) 8,071 9,998 11,586 11,586

목표배출량 - 6,999 6,952 -

BAU대비
감축목표량

- 2,999 4,634 11,586

BAU대비
감축율(%)

- 30% 40% 100%

[단위: 천tCO2eq.]



4-2. 온실가스 감축 현황

❖ 2008년부터 감축 목표 설정 이후 지속적인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오고 있음

❖ 2015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감축량은 697천톤CO2eq.이며, 계획상 2020년 목표

감축량은 665천톤CO2eq.로 배출전망치 기준 6.65%에 해당함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목표 달성
(2015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감축)



4-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목표량 (1)

❖ 누적감축량은 3,695천톤CO2eq.로 자원순환 45.9%, 건물 33.6%, 수송 9.6%, 공원녹지 7.7%, 신

재생에너지 1.8%, 농축산 1.3% 순으로 나타남

❖ 2008~2015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462천톤CO2eq.로 2010년 배출량의 5.7%에 해당

❖ 누적목표량은 3,212천톤CO2eq.로 건물부문의 감축 비중이 50.5%(기존 비중 대비 +16.9%)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자원순환 부문 30.6%(기존 대비 -15.3%)로 대폭 감소하며, 수송부문 4.6%(기

존 대비 -5%)로 감소하며, 신재생에너지, 농축산, 공원녹지 부문의 감축 비중도가 다소 높아짐

(2016~2020년까지 연평균 감축목표량은 2010년 배출량의 8.0%에 해당되는 감축량)

누적 감축목표량(2016~2020년)누적 감축량(2008~2015년)



4-4.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목표감축량 (2)

❖ 2020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123개 추진사업으로, 이중 감축 목표량을 설정한 사업은 66개 사업

이며, 감축목표량은 총 665천톤 CO2eq.로, 이중 건물 부문은 52%로 가장 높고, 자원순환 27%, 공

원녹지 9%, 수송부문 5%, 신재생에너지 4%, 농축산 3% 순으로 목표량 비중을 설정함



5. 도시탄소관리 정책 사례



5-1.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시스템 구축 (1)

• 도시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분류체계(건축, 교통, 녹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능

• 연도별, 월별,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알 수 있음
• 관내 주요도로, 건축물, 근린시설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니터링 가능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활동 가능

• 건축물, 교통, 녹지 등 도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 도시탄소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특징 및 주요기능

목적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 지역 맞춤형 실천사업 발굴
- 우리동네 온실가스 정보센터



5-1.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시스템 구축 (2)

목적시스템의 특징(차별성)



5-1.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시스템 활용 (1)

목적분석자료 예시 <2015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5-1.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시스템 활용 (2)

목적분석자료 예시 <2014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5-1.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시스템 활용 (3)

목적분석자료 예시 <2014년 대비 2015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증가지역>



5-1. 전국 최초 도시탄소관리시스템 활용 (4)

목적분석자료 예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이상 증가지역>



6.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