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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기후위기,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지 500일이 넘어서고 있

으나, 모두의 희생, 백신, 치료제 등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

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보다 더 큰 위협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기후위

기’로 인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5ppm으로 최근 10년간 2.37ppm/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1)

- 코로나19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대기중 

이산화탄소 체류시간(약 100~300년)을 고려할 때 농도저감 효과는 미

미할 것으로 전망됨1)

- 최근 제트기류 약화로 인한 열돔현상으로 북미대륙은 폭염과 산불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예측 어려운 기상이

1)   Greenhouse Gas Bulletin No. 

16, WMO, 2020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기인한 ‘기후위기’는 코로나19 보다 더 큰 위협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출간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기온 1.5℃ 상승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탄소중립’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였고, 국내에

서는 지자체가 먼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

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야별 전략 수

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 체계에서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전라북도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선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

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상쇄, 도약, 포용의 3대 전략과 전략별 주요과제)을 

모색하였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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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음

- 2020년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이후 1월 역대 최고기온, 역대 최장

(54일) 장마철 기록, 7월 보다 6월 평균기온 높은 현상 첫 발생 등 매년 

기록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2)

▣ 탄소중립의 배경

 2015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는 지구 기

온상승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1.5℃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파리협정 제2조), 2020년까지 각 국가의 2030년 온실

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제출을 요청하였

음(파리협정 제4조)

- 전 지구 평균기온이 2℃이상 상승할 경우 기존 안정적인 기후로 복구가 

불가능함

 2018년 IPCC*가 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세기

말(2100년)까지 지구기온 1.5℃ 상승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

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45%감축,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넷제로(net-zero) 달성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간 협의체로 전문가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

에 기여

 이후 세계 각 국가는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제출 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였음

<그림> 탄소중립의 개념

2)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 관계

부처 합동, 2021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탄 소 중 립

출처 : https://about.att.com/story/2020/att_carbon_neutral.html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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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준비사항

 국내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탄

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구성되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

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함(20. 7.)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먼저 선언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자

체 역할이 강조됨

 이후 여야 합의로 탄소중립 결의안이 의결되고(20. 9.), 대통령

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과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수립됨(20. 12.)

 정부는 탄소중립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

정(21. 10.예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분야별 전략 수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

책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2.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

▣  기존 배출량 산정 체계 및 감축 목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2017까지 한국환

경공단에서 일괄 산정하였으나, 2018년 배출량부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2017년 기준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

는 감축 인벤토리 기준(산업 분야 제외) 13,747 천톤CO2eq.으로 

2005년 대비 약 31% 증가한 수준임

 현재 전라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전망치(2030년 

BAU) 대비 27.8%로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량은 약 4,000 천톤

CO2eq.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절대량 방식의 목표변

경(국가목표 2017년 대비 24.4% 감축) 및 목표 상향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 CO2eq.(CO2 환산량)

  : 주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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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 백만톤CO2eq.로 

1990년 대비 149.0% 증가하였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5,881 천톤CO2eq.로 1990년 대비 92.5% 증가하였음

- 배출량은 1990년 중반까지 증가, IMF이후 감소 및 회복 안정화, 2010년 

초 증가 후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전체배출량 대비 2018

년 전라북도 배출량 비중은 3.6%임

- 토지이용 및 산림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2018년 기준 23,008 천톤

CO2eq.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량 감소 및 흡수원 증

대를 통한 순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이 요구됨

 2018년 기준 분야별 배출량 비중은 제조업 및 건설업 29.3%, 수

송 18.0%, 상업공공 12.3%, 가정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에

너지 분야가 전체 80.3% 비중을 차지하였음

- 비에너지 부문은 폐기물 7.3%, 농업(경종) 6.6%, 농업(축산) 4.4% 비중

을 보였음

- 1990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폐기물, 상업공공, 농업(축산), 수송 부문에

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업(경종), 가정, 흡수원(토지이용 및 산림)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전라북도 부문별 배출 특성을 고

려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표>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구  분 1990 2000 2010 2015 2018

부문

비중

(%)

1990년 

대비

증감률(%)

에

너

지

에너지산업 792.2 455.0 494.1 1,402.3 1,507.4 5.8 90.3 

제조업 및 건설업 4,061.0 6,241.9 7,355.3 7,211.8 7,590.4 29.3 86.9 

수송 1,646.0 3,220.9 3,629.8 4,356.6 4,671.3 18.0 183.8 

상업/공공 828.2 1,374.5 3,020.7 2,846.8 3,181.3 12.3 284.1 

가정 2,861.0 2,840.8 2,666.9 2,506.6 2,705.3 10.5 -5.4 

농업/임업/어업 423.9 1,035.9 1,074.3 838.8 890.9 3.4 110.1 

미분류 0.4 2.4 171.2 153.2 141.3 0.5 -* 

탈루 3.6 25.5 75.8 93.5 118.7 0.5 -* 

산업공정 29.2 64.1 170.8 184.9 344.9 1.3 -* 

(단위: 천톤CO
2
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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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

▣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 설정

 높은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배출정점의 지연 등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은 매우 도

전적인 과제임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 체계에서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

<그림>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자료 :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2020,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 재가공

농

업

축산 377.9 695.5 1,004.6 1,024.4 1,126.6 4.4 198.1 

경종 1,929.9 1,883.3 1,823.2 1,709.0 1,703.9 6.6 -11.7 

토지이용 및 산림

(LULUCF)
-4,252.8 -2,692.2 -1,272.2 -2,329.1 -2,793.1 -10.8 -34.3 

폐기물 490.0 1,442.2 1,260.4 1,545.6 1,899.2 7.3 287.6 

순배출량

 (LULUCF 포함)
9,190.5 16,589.8 21,474.7 21,544.5 23,088.1 89.2 151.2 

총배출량 

(LULUCF 제외)
13,443.3 19,282.0 22,746.9 23,873.6 25,881.3 100.0 92.5 

구  분 1990 2000 2010 2015 2018

부문

비중

(%)

1990년 

대비

증감률(%)

※ 초기값(1990년)이 낮아 증가율 산정을 생략함
    자료.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2020,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 재가공

<표>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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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탄소중립 이행주체로써 기후위기 현장에 있는 지자체 역할

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전라북도 역량을 고려한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선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가 아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기술수준을 고려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현 시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세부 전략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과 전북형 뉴딜(21.1)

과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전라북도가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 중점

을 두어야 할 3대 전략 및 9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전략1_상쇄)  사회·경제 전반의 탈탄소·생태적 전환3)을 통한 지자체 탄

소중립 선도

- (전략2_도약)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전략3_포용)  다양한 이해당사자 소통을 통해 공정한 탄소중립 거버넌

스 체계 구축

<그림>  전라북도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과제

<표>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안)

3)   생태적 전환 : 사람과 자연, 기술

이 공존하면서 회복력 높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라

북도의 미래가치 패러다임

3대 전략 9대 과제 주요내용

(상쇄)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집중형,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
율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 (수송) 산업전환, 보급확대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전환

스마트 농생명 선점
(농업) 스마트농장,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저탄소 농생명 
기반구축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건물)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에너지 제로화

(폐기물) 폐기물 기반시설, 감량문화 조성을 통한 배출량 저감

(산림, 토지이용) 산림인프라, 농림·해양, 생태백신 등 흡수원 
확충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➊ 에너지 전환 가속화
➋ 미래 모빌리티 선도
➌ 스마트 농생명 선점
➍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➎ 신산업 육성
➏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➐ 순환경제 활성화

➑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➒ 공정한 전환 지원

상쇄

도약 포용

3대 정책전략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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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1_상쇄》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  [과제1]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

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산업클러스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집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풍력) 서남권, 군산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산업핵심역량 강화

를 통한 탄소중립 선도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를 통해 발전량 기준 전라북도 신재생에너

지 발전비중 100% 조기 달성에 기여함

- (참여·자립) 발전사업 도민직접 참여와 운영을 통한 수익환원 및 에너

지 자립 달성

- (공생·소통) 도민참여 분산형 에너지사업 지원 및 소통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사업장, 수송, 건물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별 목표를 달성함

▣ [과제2] 미래 모빌리티 선도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지능화·경량화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으로 체계를 전환함

- (전주기 거점)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전환 기반구축 및 사업화

- (핵심부품)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

 그린 모빌리티 전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창

의적 대중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함

(도약)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기후산업 등 2050 신유망 산업 선점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그린산단 조성, 밸류체인 변화를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별 자원순환 사회 구축

(포용)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행정/실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탄소중립 교육·홍보

공정한 전환 지원 산업별 전환 지원(사업재편), 재취업 지원, 고용영향평가

3대 전략 9대 과제 주요내용

주.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확정 이후 분
야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표>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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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확대) 친환경자동차 전면 전환을 통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미

래차 시장 선점 기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신규 모빌리티 도입

▣ [과제3] 스마트 농생명 선점

 스마트 농장 전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기후변화 

적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함

- (혁신밸리) ICT기반 기술혁신으로 청년창업 및 기후변화 적응형 농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및 운영

- (융복합 시설) 원예, 축산, 수산업 시설의 ICT융복합 기술도입

 전통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 및 표준화 가공

생산 시스템 기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함

- (육종) 작물의 외적·내적 특성을 유전정보로 미리 알 수 있는 디지털 육

종기술 도입

- (식품) 식품가공 생산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 [과제4]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개별 건물단위가 아닌 생활공간의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해 

지역 전체 건물에너지 효율을 개선함

- (스마트시티) ICT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에너지 효율·안전

망 강화 및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 (그린리모델링)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폐자원 에너지화, 재활용 활성화 및 감량 문화 조성을 통해 폐기

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

- (기반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에너지화 및 재활용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폐기물 처리 지원체계 구축

- (감량문화) 폐기물 감량문화 조성을 통한 실질순환률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신규 흡수원 조성 및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대함

- (산림인프라) 산림인프라 확대 및 탄소중립 산림경영을 통한 흡수원 확보

- (농림·해양) 농림·해양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 강화

- (생태백신) 생태축 복원, 치유공간 그린인프라 확대를 통한 상생공간 조성

2) 《전략2_도약》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 [과제5] 신산업 육성

 CO2 배출 수소경제에서 CO2-Free(배출없는) 그린수소산업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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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조성함

- (그린수소 생산) 새만금 재생에너지,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유통, 산업육성 기반 구축 등

 전북의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레드·그린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함

- (레드·그린바이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식품, 케나프 생산과 생분

해 플라스틱 소재·제품 개발, 천연자원 의약소재·화장품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혁신소재·장비·실증으로 미래 기후산업을 선점함

- (탄소소재) 탄소소재 기반 친환경 소재개발 활성화, 탄소중립 데이터센

터산업 육성, 저탄소·친환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 [과제6]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침체·노후산단을 혁신 거점 스마트 저탄소 산업공간으로 재편함

- (스마트 산단) 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탄소중립 제조혁신 공간조성

- (친환경 인프라) 산업단지 친환경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 기반 구축

- (RE100) 기업의 생산활동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 그린 산업

단지 조성

 기존 경제성 중심의 활동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밸류체인 전반의 

기후영향 최소화 방안을 모색함

- (연료-공정-제품-순환) 탈탄소 원료대체, 지능형 설비·공정 전환, 친환

경 유망품목 생산,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과제7] 순환경제 활성화

 기존 선형 경제구조에서 자원순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순환경

제를 구축함

- (생산) 효율적 자원관리 및 원천저감을 통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감축

- (공정) 제조공정 부산물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 및 재활용 친화적 생산 유도

 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산업 지원을 강화함

- (관리) 발생한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및 안전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재생)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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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3_포용》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 [과제8]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행정 및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과 실천 기반 탄소중립

체계를 확립함

- (실천체계) 행정과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와 도민 참여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의 전문·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지속적인 탄소중립 인식전환을 통한 행동패턴 변화를 유도함

-  (교육·홍보) 탄소중립 학교 교육 및 연령별 일반인 교육을 확대하고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홍보 강화

- (소통) 분야별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과제9] 공정한 전환지원

탄소중립 전환 피해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함

- (사업전환)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산업의 사업전환 적극 지원

- (취약산업)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공정개선에 따른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을 지원함

- (친환경 일자리) 기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친환경 일자리 창출

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재취업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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