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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년 10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은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대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한국형 그린뉴딜의 상징인 수소차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울산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나 추진 전략이 부재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통한 울산시의 탄소중립 의지를
시민사회에 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울산시
여건을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형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신
울산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울산연구원장

임 진 혁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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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9년 10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있음. 특히, ‘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후행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수소차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혁신을 준비 중인
울산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상징으로서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심축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이에 울산시 의회와 교육청은 지난 6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선포하였으나, 소규모의 선언적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울산형 탄소중립 선언을 추진하여 울산시의 탄소중립
의지를 시민사회에 표명하고자 함
○ 또한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탄소중립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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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 국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비상선언 사례 조사
- 서울, 인천, 충남, 경남 등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 (관련계획)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 기후변화 적응대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소산업 육성계획, 부유식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 지역에너지계획 등
- (주요사업) 그린 모빌리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태양광
보급 사업 등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및 설문조사
- (시민참여단 운영) 일반시민, 청소년, 기업, 대학, 정당,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
- (설문조사) 울산시민 300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 직접면접 조사, 성·연령·거주지 할당표집
실시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설정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 주요 전략별 추진 과제 제시

정책제언
○ 울산시 여건 분석, 국내 사례 조사,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울산’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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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비전

저탄소 생태산업도시 울산

시민·기업·행정의 상생협력을 통한

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

5대 정책방향

17대 도전과제

에너지 대전환

 해양발전소 조성  수소발전소 조성
 내집발전소 조성(태양광 발전)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주력산업 저탄소화  이산화탄소 자원화(CCUS)
 울산형 RE100 지원

저탄소 도시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제로웨이스트 울산 실현  산업단지 스마트화

탄소 흡수원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정원도시 울산 조성

탄소중립 기반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 구축

3대
특수 시책

울산형 RE100 추진
(시민+기업+행정)

‘울산 탄소중립 센터’
설립 추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가입

○ 5대 정책방향별 17대 도전과제를 살펴보면, ‘에너지 대전환’ 부문에서는 해양발전소 조성, 수소
발전소 조성, 내집발전소 조성,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과제를 제안함

- 해양발전소 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종합지원 콤플렉스 구축
- 수소발전소 조성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 내집발전소 조성 : 1가정·1사·1기관 1발전소 구축
-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 이익공유형 친환경에너지 발전소 설치
○ ‘저탄소 산업’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저탄소화, 이산화탄소 자원화, 울산형 RE100 지원 등의
과제를 제안함

- 주력산업 저탄소화 :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내연기관차 → 수소·전기차), 화학 산업구조 개편
(석유화학 → 바이오화학), 조선·해양 산업구조 개편(조선업 → 부유식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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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자원화 :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반 구축
- 울산형 RE100 지원 : 민관산학 울산형 RE100 추진
○ ‘저탄소 도시’ 부문의 경우,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제로 웨이
스트 울산 실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함

-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 내연기관 분담률 제로화, 시민실천사업 확대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 녹색건축 보급 확산,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시민실천사업 확대
- 제로 웨이스트 울산 실현 : 공공 주도의 순환자원 가치 극대화, 제로 웨이스트 사회기반 조성,
폐자원의 순환이용률 제고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 친환경 스마트 제조공간 조성
○ ‘탄소흡수원’ 부문에서는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정원도시 울산 조성 과제를 제안함
-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 울산형 산림뉴딜을 통한 생태백신 강화
- 정원도시 울산 조성 : 태화강 국가정원 중심의 정원도시 조성
○ ‘탄소중립 기반’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 구축 과제 등을 제안함

-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 탄소중립 교육 확대, 탄소중립 홍보 강화
-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 시민소통 거버넌스 구성, 정책결정 지원
기관 설립

-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 구축 : 시민소통 공간 마련
○ 그밖에 울산형 RE100 추진, 울산 탄소중립 센터 설립 추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GCoM) 가입·활동 등을 제안함

정책활용 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울산’ 선언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가칭)울산광역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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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19년 10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있음. 특히, ‘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후행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수소차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혁신을 준비 중인 울산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상징으로서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심축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이에 울산시 의회와 교육청은 지난 6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선포하였으나,
소규모의 선언적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울산형 탄소중립 선언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 국내 사례 조사와 울산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를 통해 울산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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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민인식 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울산형 ‘2050 탄소중립’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3. 연구의 내용
○ 국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비상선언 사례 조사
- 서울, 인천, 충남, 경남 등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 (관련계획)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 기후변화 적응
대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소산업 육성계획, 부유식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 지역에너지
계획 등
- (주요사업) 그린 모빌리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태양광 보급 사업 등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및 설문조사
- (시민참여단 운영) 일반시민, 청소년, 기업, 대학, 정당,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
- (설문조사) 울산시민 300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 직접면접 조사, 성·연령·거주지 할당
표집 실시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설정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 주요 전략별 추진 과제 제시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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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50 탄소중립 여건 분석

1. 국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비상선언 사례
1)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 선언
(1) 선언의 배경1)
○ 산업화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전 세계는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됨
○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어 유럽집행위원회도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제로를 촉구함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에너지 전환과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7년 기준 5.6%의
온실가스 감축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 이에 서울시는 도시 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함

1) 「여인규, “박원순 시장, ‘2050 탄소배출 제로’ 선언”, <kharn>, 2020.06.07.」의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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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6월 「CAC(Cities Against COVID-19)2) 글로벌 서밋 2020」에서
그린뉴딜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서울을 ‘넷 제로(Net Zero)3) 도시’로 전환하겠다
고 선엄함
[그림 2-1]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서밋 2020 박원순 서울시장 탄소중립 선포 전경

자료: 여인규, “박원순 시장, ‘2050 탄소배출 제로’ 선언”, <kharn>, 2020.06.07

(2) 선언의 주요내용4)
○ 서울시는 지구온도를 ‘인류생존 레드라인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
정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넷 제로 도시’로 전환하고, 착한 일
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할 것을 선언함

2)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함
3)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는 다양한 감축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은 숲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말함
4) 서울시(2020.6.3.),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 ”그린뉴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 만든다“ 선언의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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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이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세계 도시 표준모델을 만들어
세계 도시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함
○ 도시 표준모델을 위해 서울시는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 그리고 도시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을 통한 통섭의 그린뉴딜 사업으로는 도시 건축물의 그린빌딩 전환,
보행친화적인 그린 모빌리티 확대, 공원 역할 강화 그리고 그린 생태 리사이클 등이 제안됨
○ 이는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건축물, 교통·수송, 공원, 생태순환 4개 분야의 정책을
의미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2-1] 생각의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사업
생각의 전환(서울시 그린뉴딜 부문)

도시 건축물 그린빌딩 전환
(건축물)

그린 모빌리티 확대
(교통·수송)

공원 역할 강화
(공원)

그린 생태 리사이클 실현
(생태순환)

사 업 내 용
•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
•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전격 도입
•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 노후주택 집수리(가꿈주택사업) 추진
• 발전용량 확대(2022년까지 태양관 1GW, 연료전지 300MW)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보행자 공간 확대
• 공공자전거 ‘따릉이’ 2022년까지 4만대 보급
• 자전거 간선도로망(CRT) 네트워크 조기 구축
• 스마트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
• 2025년 공공기관 전 차종 전기차, 수소차 의무화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5분 거리 충전 가능)
• 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방지
•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 하천 생태 복원 추진
• 강남과 강북 각 1개소 바람길 조성
•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 상·하수도 그린 인프라 조성
• 한강의 자연성 회복

○ 두 번째는 행동의 전환을 유도하는 시민 참여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입안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숙의 예산을 2022년까지 1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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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제안함

(3) 선포 방식
○ 서울시는 세계 도시들의 요청으로 서울의 S방역 정책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영문 온라인 플랫폼
CAC를 4월 9일 오픈함
○ ‘CAC 글로벌 서밋 2020’는 온라인 플랫폰 CAC에 가입한 도시들을 위한 국제행사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 도시 시장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함
○ 서울시장은 5일 간 개최되는 ‘CAC 글로벌 서밋 2020’를 활용해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
그 이후 사회 대전환 고찰’이란 주제로 기후환경 세션을 편성함
○ 1, 2부로 구성된 기후환경 세션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새뮤얼 보울수 교수,
최재천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장은 1부의
마지막에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란 주제로 발표함
[표 2-2]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 세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부 [발표]
① 참석자 소개(사회자) (6분)

09:30
~

(50’)

10:20

(10’)

② 인사말씀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4분)

비

고

‧진행자(스튜디오)
‧대담자(화상연결)

③ 발표 1 : 전염병, 기후위기 그리고 도덕경제 (15분)

‧새뮤얼 보울스(화상)

④ 발표 2 : 코로나19 이후 생태전환(15분)

‧최재천 교수

⑤ 발표 3 :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 (10분)

‧서울시장 발표

휴식

‧동영상

2부 [토론]
10:30
~
11:10

(40’)

패널토론(37분) : 좌장 - 최재천 교수
- 토론 : 서울시장, 새뮤얼 보울스 교수, 이유진 연구원, 사이먼

‧서울시장 패널 토론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기후환경 분야 세션 마무리 (3분)

‧최재천 교수 정리

자료: 서울시(2020.6.3.),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 ”그린뉴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 만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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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 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생중계를 위해 CAC 글로벌 서밋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 영문) 그리고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을 활용함
[그림 2-2] ‘CAC 글로벌 서밋 2020’ 온라인 생중계 채널

CAC2020 공식 웹사이트

서울시 공식 유튜브(영문)

자료: 서울시(2020.6.3.),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 ”그린뉴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 만든다“ 선언

2) 인천광역시,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
(1) 선언의 배경
○ ‘20년 2월 인천시의 46개의 민간단체와 개인 5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을 출범식을 열고 인천시에 기후위기 비상 사태 선포를 촉구함. 인천비상행동은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에 기후 위기 인정과 기후 비상사태 선포, 2035년까지 석탄 배출 전면
폐쇄 계획 수립, 탄소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 위기 예산·조례 마련, 기후 위기 관련 교육·홍보
등을 요구함
○ 이후 인천시는 ’20년 4월 지구의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표명함. 또한 인천비상행동의
요청대로 화석연료 사용억제를 통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기후 관련 예산의 확충,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확대 등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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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천시 기후 비상사태 선언 전경

자료: 김민재, “지구인류, 하나의 운명... 미래 판단해야”, <경인일보>, 2020.04.23

○ ‘기후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인천기후비상행동은 화석연료 사용억제를 위해 2030년까지 영흥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탈석탄 동맹에 가입할 것을 촉구함
○ 이에 인천시는 ‘20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고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을 개최함
- 탈석탄 동맹은 석탄 에너지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 세계 국가, 지방, 단체들의 연맹으로
‘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됨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를
수립함
- 현재 111개 국가 및 지방정부, 기업·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충남·서울·경기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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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언의 주요내용
○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월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인천시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을 하고
“오늘이 탈석탄과 탄소중립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탈석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약속함
○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
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LNG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함
○ 또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나
세계 도시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다양한 관련 회의를 통해 탈석탄 정책과 사례의 공유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함

(3) 선포 방식
○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했던 인천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달리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은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됨
○ 선언식에는 ‘탈석탄 동맹’ 주도국 자격을 갖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함
[그림 2-4] 인천시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 전경

자료: 윤인섭, “인천시, 탈석탄 동맹에 가입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한국복지일보>,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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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남도, ‘충남형 그린뉴딜’ 선언
(1) 선언의 배경
○ 충남도는 ‘19년 10월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시의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배출 0)를 선언함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선포식을 통해 충남 지역은 2015년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2%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2050년까지 충남 지역
석탄발전량을 제로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202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고 건축물 신축 시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며, 탄소흡수원의 지속 확충과 노후차량 운행 단속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림 2-5]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선포식 전경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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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충남도는 넷제로 실현을 구체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함
○ ‘충남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이란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을 목표로 설
정함
○ ‘충남형 그린뉴딜’ 선언 이후 실천과제가 구체화되면서, ‘20년 9월,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개최함
- 탈석탄 금고 선언식은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
- 울산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도와 11개 시·도 교육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음

(2) 선언의 주요내용
○ 충남도는 ‘충남형 그린뉴딜’ 선언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자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5만 6,424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4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녹색제도와 생활환경, 그린 SOC, 거버
넌스형 일자리 등임
○ 분야별 과제를 살펴보면 1분야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2분야인 녹색제도와 생활환경에는 ‘녹색 제도’와
‘생활환경’ 과제, 그리고 3분야인 그린 SOC에는 ‘생태복원, 미세먼지대응’, ‘환경 및 교육 인
프라 확충’, ‘그린산업’ 과제, 마지막으로 4분야인 거버넌스형 일자리에는 ‘환경전문가
양성’과 ‘환경지킴이 운영’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충남도는 총 50개 사업을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재원에 따라 자체 사업와 보조금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도청 내 6개국 9개 부서로 구성된 그린뉴딜TF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위원회’라는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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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충청남도 그린뉴딜’ 4대 분야, 10개 과제
분 야

기후위기 대응과

과 제
기후위기 대응

- 공공·민간 부문 온실가스 감축
- 산림·해양(블루카본) 탄소흡수원 조성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 기후변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탈석탄 정책 추진
- 농업·산업 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 에너지전환 전략과제 중점 추진
-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 연구

녹색 제도

- 탄소중립 실천 연대 확대
- 녹색금융 전국 확산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7개

생활환경

- 친환경차 보급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6개

생태복원

- 서천 브라운필드 ‘국가생태습지공원’ 조성
- 부남호 하구 복원(역간척)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5개

미세먼지대응

- 항만 정박 선박 육상전력 공급 등 3개

환경 및 교육 인프라

-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 탑정호 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6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녹색제도와
생활환경

그린 SOC

확충
그린산업

-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 중부권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화 센터 구축 등 4개

환경전문가 양성

- 환경교육 리더 및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 등 4개

환경지킴이 운영

- 청년 환경감시단 운영
- 우리마을 기후변화 취약지역 조사
- 충남 실버 환경정화 도우미 사업 등 7개

거버넌스형
일자리

세 부 사 업

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2020.06.05.), “충남형 그린뉴딜 50개 사업 2조 6400억 투입” 내용을 재 정리함

(3) 선포 방식
○ ‘충남형 그린뉴딜’ 성언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그린(Green)으로 그린 충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겸하여 개최됨
○ 지역 내 50여 명의 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전체 식순은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 기념사, 전문가 발표, 도의 ‘충남 환경분야 그린뉴딜 사업(충남형 그린
뉴딜)’ 제안,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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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충청남도 ‘충남형 그린뉴딜’ 선언 전경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1) 선언의 배경
○ 경남도청은 ‘20년 5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남형 뉴딜정책’의 방향을 디지털(스마트),
그린, 사회적 뉴딜로 규정함
○ 김경수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교육특
별도 인재양성, 일종의 휴먼 뉴딜, 사회적 뉴딜을 결합해야 한다고 밝힘
○ 이후 ‘20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경남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함
○ 경남도의 기후위기 선언은 광역 지방정부 중 인천과 충남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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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경상남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전경

자료: 경상남도 홈페이지

(2) 선언의 주요내용
○ 김 도지사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삶의 질 문제”라고 밝히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함
○ 비상선언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공감대 확산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교육’,
‘비상상화에 대응한 에너지와 기후위기 관련 예산 확충, 협력체계 구축’,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생활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하지 않음. 세부 선언문은 다음과 같음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기 닥쳐 왔음을 주변에 알려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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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일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비상 상황에 대응한 에너지와 기후위기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좌우함을 잘 알고 있고, 실천의 중요함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면 생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던 정책을 기후위기에 대응
하는 정책으로 강화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 기후위기가 닥쳐왔음을 선언하고 절대 후퇴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 세부적인 그린뉴딜 구상 사업으로는 아래 두 가지를 제안함
-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확산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제안함.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시스템
부품 특화, 수소 경제권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 방식 전력공급을 탈피한
분산형 전원보급 확대를 약속함.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디지털 기반 에너지 선순환 선도 산단으로 조성한다고 밝힘
- 두 번째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등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조성하며, 산림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함
○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후, 환경을 우선하는 시민 인식의 전환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3) 선포 방식
○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추진되었으며, ‘도민과 함께
만드는 그린뉴딜 경남’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선언식, 도지사가 말하는 경남의 그린뉴딜
특강, 분야별 도민 아이디어 발표와 라이브토론 ‘응답하라 사람책’ 순으로 진행되었음
○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김 도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변지민 거제상문고 학생이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진행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포식은 참석자 수를 제한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행사로도 동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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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후위기 비상 선언문 발표 전경

자료: 경상남도 홈페이지

2. 울산시 관련계획 및 사업조사

1) 관련계획
(1) 기후변화
①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 울산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마련을 위해 2010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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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 세부실천사업을 포함
○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추진과 참여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울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감축사업은 크게 가정, 상업·공공, 수송, 폐기물, 농·임업, 기타 토지이용 등의 비산
업부문와 에너지부문의 산업부문 및 산업공정부문의 산업분야로 구분하여 5대 추진전략
33개 사업을 제시하였음
- 비산업분야 4개 전략·26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비산업분야에서 314.8만톤
CO2를 감축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음
[그림 2-9]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비전체계

자료 : 울산광역시 (2010),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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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업분야는 가정, 상업·공공, 수송, 폐기물, 농업·임업, 기타 토지이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할 사업의 감축 여력을 분석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하였음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사업, 에너지 절약형 녹색도시 기반 구축
사업, 기후친화적 녹색교통 구축사업, 자원순환형 저탄소 사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분야는 저에너지 녹색산업 구축을 목표로 생태산업단지 조성, CDM 사업 추진,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보조를 맞추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2-4]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분야

전 략
저탄소
생활 문화 확산

에너지 절약형
비산업

녹색도시 기반 구축

기후 친화적
녹색 교통 구축
자원순환형 저탄소
사회구축

산업

저에너지
녹색산업 구축

주 요 내 용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인지와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녹색생활 실천 사업과 교육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정과 상업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노력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 설치 지원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친환경적인 삼림, 해양 이용 관리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기반구축
• 저탄소 사회 지향하기 위한 녹색 교통 정책 추진
• 친환경 그린카 보급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심 교통 정책 추진
•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저탄소 도시 구조 조성
• 에너지 절약형 운전 장치 및 습관 홍보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에서 자원 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고
•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순환 시설 확대
• 기업체의 자발적인 저소비․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 구축
• 사업체간의 에너지 네트워크화 지원
•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및 교육
• 녹색경제에 맞는 녹색산업의 신성장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자료 : 울산광역시 (2010),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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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전략별 세부사업
분야

전 략

추진 사업
녹색생활실천

저탄소

녹색사무실 운동 활성화

생활 문화
확산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도
초‧중‧고등학교 에너지
절감사업(그린스쿨)
울산대 에너지 절감사업
(에코캠퍼스)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세부사업
• 녹색생활실천 홍보, 캠페인 및 지원체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유도
• 녹색사무실운동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
•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공공기관 참여 기관 연차별 확대 및 민간으로 확대
• 초·중·고등학교와 그린스쿨 사업 추진
• 울산대학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목표 설정, 이행계획 수립
• 캠퍼스 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시설 설치
• (기존건물)
- 공공시설, 주택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지원
- 저소득층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 노후 상업시설, 업무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신규건물)
- 울산시 자체 건축물 에너지 기준 마련 및 조례 지정
- 신축 건물 대상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 확대 적용(~2020년)

비산업

에너지

도심 녹지 조성사업

절약형
녹색도시
기반 구축

도시가스 보급

• 도시가스 소외지역 조사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사용자 시설설치비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도시가스 이용 유도

백열전구 교체

• 공공기관 백열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전환 및 실적 점검
• 울산시 내 조명 이용 실태조사 및 백열전구 이용 현황 파악
• 민간 대상 백열전구 퇴출 캠페인 전개

고효율 공조기 도입

• 건축물 고효율 공조기 설치 의무화 및 유도

비료 사용량 줄이기

• 친환경 농업 홍보 및 온실가스 감축 농업 가이드라인 마련
•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 수요 창출 지원

상업‧공공 조명 고효율
LED 보급
바다숲 조성사업

36

●

• (650만본 식재사업)
- 가로수 식재 및 도시 숲 조성
- 유휴토지에 탄소제로 숲 조성
• (조림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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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 략

추진 사업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제고

자전거 수송 분담율 제고

기후
친화적
녹색 교통
구축

그린카 보급확대
공회전 방지 장치 부착
승용차 요일제 추진
에코드라이빙 문화 확산

비산업

저탄소

•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 확대 구축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유도
• 지능형교통체계(ITS) 선진화를 통한 교통 효율화 증대
• 기업체 수요관리 프로그램
•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 자전거 관련 행사 활성화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 시민 공영자전거제 도입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계 강화
• 자전거 인프라 확충·개선
• 하이브리드 택시 보급
• 그린카 개발 및 보급 인프라 구축 사업
• 울산시 차량의 26%(117,400대) 공회전 방지장치 부착(~2020)
• 관용차량에 대한 ‘능동형 공회전 방지시스템’ 도입
• 승용차 요일제 시민 홍보 캠페인과 인센티브로 참여유도
• 승용차 요일제 통합시스템 구축
• 운전자 대상 에코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자매체를 통한 대중 홍보활동 강화

CNG 버스 보급

• 디젤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2020년) 및 CNG 버스 지속 신규도입

경차 보급률 확대

• 경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 그린홈 100만호 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사업
• 울산혁신도시를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조성
• 솔라캐노피 사업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울산폐기물종합대책 3개 분야 19개 사업 체계적 추진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

• 생활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정기적인 나눔장터 개장
• 재활용 제품 상설 매장 설립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세부사업

산업단지 하폐수
재 이용 사업

유수율 제고 및 물절약

• 용연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 온산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 공업폐수 재이용 사업
• 유수율 86.0%(~2013년), 93.5%(~2020년)로 확대 달성
• 절수기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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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 략

추진 사업

세부사업

CDM 사업

• 울산시 내 CDM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기업 대상 교육, 정보 제공
• 공익형탄소기금을 통한 울산시 관내 CDM 사업 타당성 조사 및
UNFCCC 등록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생태산업단지

산업

저에너지 녹색
산업 구축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 활성화
2.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3. 에너지 경영 시스템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참여
• 산업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
• 에너지소비량 1,000TOE/년 이상인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자발적
협약 체결 수요 조사 및 추진
• 협약업체간 기술교류 및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사업 추진
•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ESCO 사업 홍보
• 적용 대상사업장의 발굴 및 사업 참여 유도
•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기업지원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진단 비용, 감축실적 등록비용 지원
• 지역에코혁신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홍보 및 인증 참여 유도 추진

② 제2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2년
제1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음
○ 2016년 1차 계획의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제2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계획 평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인식조사, 전략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으로 안전하고 생명 넘치는 기회의 도시 울산 실현” 비전아래 시민을 생각
하는 기후안전 도시, 기후변화에 강한 물과 생명의 도시, 기후변화를 활용한 지속 성장 도시
등 3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 3대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개 중점과제를 포함해 총 43개 적응과제를 마련하고, 적응
과제는 적응시스템, 적응인프라, 적응 교육·홍보로 구성하여 제안함
- (전략 1) 중점과제 3건, 적응과제 11건 (적응 시스템 6, 적응 인프라 3, 적응·교육·홍보 2)
- (전략 2) 중점과제 3건, 적응과제 11건 (적응 시스템 4, 적응 인프라 6, 적응·교육·홍보 1)
- (전략 3) 중점과제 3건, 적응과제 12건 (적응 시스템 6, 적응 인프라 4건, 적응·교육·홍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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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울산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전략 및 과제

자료 : 울산광역시 (2016), 제2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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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울산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략별 세부사업
전략

과제명

세부사업

집중호우 대응기반 조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기반 강화

산업도시형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안전관리 기반구축
기후적응형 도시계획 추진
대기오염피해저감
관리체계 강화
적응 시스템
시민을

감염병 예방 및 진단체계
강화

생각하는
기후안전

환경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도시

기후적응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폭염저감 도시생태인프라
적응 인프라

강화

기후재해 취약지역 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기후변화 적응 이해도
적응·교육·
홍보

제고 사업
기후적응 건강 매뉴얼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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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시설 설치확대 사업UNFCCC 등록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업
•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 울산광역시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연계·협력 체계구축
• 풍수해 피해 저감 사업
• 재난대비 역량 강화 사업
• 기후적응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사업
• 사전 예방적 대기관리시스템 강화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
•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조사 사업
• 환경성질환관리체계강화
• 아토피·천식예방사업
• 수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매립장 방제체계 강화
• 도시숲, 도시공원, 가로수조성·관리사업
• 도시미기후 및 열섬현상 조절 사업
•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 조성·관리사업
• 기후재해 위험지역 정비
•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타당성 연구
• 폭염 안심마을 조성 사업
•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사업

• 기후적응 건강 매뉴얼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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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과제명

세부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중점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
홍수피해 저감 체계 강화
빗물이용 재이용 체계 강화
기후
변화에

적응
시스템

강한

수환경 감시 및 조사체계
강화

물과
생명의

산림피해 저감 체계구축

도시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강화

적응
인프라

• 울산 바이오블리츠
• 생물다양성 조례 제정
•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사업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 울산수목원 조성 사업
• 침수흔적도 작성
• 예·경보시스템 구축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사업
•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 태화강 수중, 수변 정화사업
•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
• 태화강 생물자원 모니터링 사업
• 산불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고도화 사업
•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맑은 물 공급기반 강화

• 깨끗한 수돗물 만들기 사업
• 안정적 물공급 기반 강화 사업

물이용 효율화 기반조성

• 유수율 제고 사업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 지선관로 부설공사

기후적응형 산림생태계 조성

적응·교육·
홍보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 물순환 체계 개선 사업

• 조림사업
• 숲가꾸기 사업
• 사방사업

Eco-water project 추진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 공업용수 활성화 사업

대시민 물절약 인식확산 추진

• 물절약 교육·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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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과제명

중점

세부사업

귀농·귀촌 연계 도시농업 육성

•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 도시농업 지원 사업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기후적응 관련 전략산업
육성기반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해양·
수산업 영향분석
농산물 피해 예방체계 강화

수산업 피해 예방체계 강화

•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 예방사업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유해성 적조피해 예방
• 유해생물구제지원사업

국제 환경협력 강화
기후변화적응 신산업 조사
발굴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인프라

홍보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 친환경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발굴
• 민간 및 공공기관 에너지관리 사업
•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수산자원 확보기반 강화

• 바다숲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사업
• 인공어초시설 조성 사업
• 어항기반시설 정비 사업

기후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형 영농신기술 현장 보급
• 과학영농시설 운영
• 기후변화 대응 과수 재배기술 보급

농업분야 적응기술
적응·교육·

• 농작물재해방제 지원 사업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지원
• 가축방역 및 가축질병 예방사업
• 가축전염병 관리 사업

적응

적응

• 벼 및 과수의 기후영향 분석 사업
• 연안 자연·생태 기후영향 연구 사업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시스템
기후
변화를
활용한
지속
성장
도시

• 녹색화기술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

지원시스템 강화
친환경 농어업 홍보기반 확충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전문가 양성
• 농촌지역 체험형 관광 활성화 사업
• 어촌지역 체험형 관광 활성화 사업

자료 : 울산광역시 (2016), 제2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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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7)
○ 2012년 2월에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서는 녹색
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운영, 연구,
개발, 지원 및 관리, 시범사업,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초적
이고 종합적인 대책임(울산광역시, 2017)
○ 울산광역시는 2017년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7)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울산광역시, 2017)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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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실천전략 및 세부내용
전략

실천과제

실천전략
울산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작성

울산시
울산형
녹색건축
물 설계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설계프로그램
개발

조성 지원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준
마련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감리제도 시행

녹색건축물
시범단지조성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노후건축물 기준 및 범위 설정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 에너지절약설계 감리보고서 지침 마련
• 에너지절약설계 대상건물 감리(공사단계)
• 에너지절약설계 대상건물 감리(사용승인단계)

• 제로에너지건축물 홍보관 계획

녹색건축물 인증건물에 대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용지 조사(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의 적극 참여 및 시민홍보
•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 홍보방안

유지관리

활성화

• 친환경셜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작성(열관류율 평가, 일조평가)
• 에너지소비총량제 울산시 기반마련을 위한 ECO2 활용 교육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계획

시스템 구축

그린

• 울산시 녹색건축물 조례제정(2016.12월 제정)
•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작성
•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건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녹색건축물

세부내용

노후건축물 개선사업

노후 건축물

• 울산시 건축물 및 에너지소비량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녹색건축물 관리를 위한 녹색관련 지표설정(건축물, 에너지, 관리
범위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에너지효율건축물 인증대상 실태조사 및
매뉴얼 작성
• 인증건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녹색건축 인증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 노후화 단계별 기준 및 범위 설정
• 노후건물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 노후건축물 개선사업 지원(단열보강, 창호교체 사업 등)
• 노후건축물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 노후건물 개선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에너지
절감 추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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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천과제

실천전략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조직 구성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그린

활성화 방안 마련

리모델링
사업 시스템
구축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산업단지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가이드라

녹색건축물

인 작성

가이드라인
설정

산업단지 녹색기금 조성

자원
순환형
녹색 산업
도시 구현

산업단지
자원순환으로

공유인프라 구축

녹색도시
조성

녹색건축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산업단지와 도시의 에너지

폐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리모델링 사업 전담팀 구성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년차별 예산 수립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기준설정 및 진단시스템 구축
• 리모델링 사업 지원
• 리모델링 사업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원
•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 평가 서비스 제공
• 리모델링 사업자 확대 방안
• 정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행정지원, 비용일부지원 등)
• 리모델링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한 세부내용(설비기기 개선, 단열창호개선 등)
•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선 실시
•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관리범위 설정
•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설정
•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온실가스 목표설정
•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녹색기금 조성방안 마련
• 녹색기금 활용방안 마련
•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실태파악
• 미활용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 미활용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단계별 계획
•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실태파악
• 폐기물 자원화 시스템 구축 도심에너지원 공급
• 자원순화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방안
보급 활성화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기준 설정
•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리방안 구축
•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전무기업 육성

녹색건축
관련 교육 및
홍보

• 건축분야 전문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너지평가사,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 일반시민들을 위한 녹색건축물 홍보
• 녹색건축물 관련 홍보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방안
마련
녹색건축 지원센터 및 운영

녹색건축
센터 조직

센터 구축
녹색건축센터 재원마련

• 리모델링 전문기업 활성화 방안마련
• 녹색건축 관련기업 실태조사
• 녹색건축관련 전무기업 지원방안 마련
• 녹색건축 관련기업 울산시 등록시스템 구축(에너지공단 기업등록
방법 활용)
• 녹색건축 관련 총괄기관 구축
• 운영방안 및 전담조직 구성
• 녹색건축센터 재원조달방안
• 녹색건축센터 사업비 집행기준 작성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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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8)
○ 울산광역시의 물순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물순환 목표량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시 물순환 환경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는 2018년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음(울산광역시, 2018)
○ 각 지표 순위결과를 분석하여 지역구분별(시가화, 비시가화, 산업단지 지역) 1순위에 해당
하는 법정동을 물순환 관리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공통 지표) 불투수면적률, 증발산면적 및 쾌적도, 침수위험도
- (시가화지역 지표) 건물노후도
- (비시가화지역 지표) 개발예정계획면적
- (산업단지지역 지표) 개발예정계획면적, 화학물질취급량
○ 선정된 지역구분별 대표지역은 아래와 같음
- 시가화지역 : 중구 학산동(옥교배수구역)
- 산업단지지역 : 온산읍(대정천 유역)
- 비시가화지역 : 중구 다운동(입하천 유역)

8)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울산광역시, 2018)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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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대표지역 LID 적용 계획
대표 지역

학산동
(옥교배수구역)

온산읍
(대정천 유역)

다운동
(입하천 유역)

LID 적용 계획
• 간선도로 및 교차로를 대상으로 유출량 저감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침투, 여과기능을 가진
도로형 LID 시설(생태화단, 생태수로, 나무여과상자,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의 설치 검토
• LID 기술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한 공공시설용지 내 우수의 저류, 침투 및 지체 기능을 가지는 LID
시설(빗물정원, 옥상녹화, 식생화단,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의 설치 검토
• 대상지역내에 위치한 교육시설용지(예, 학교)에는 학생들의 보행안정성 향상 및 교육·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LID 시설(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생태화단, 빗물통 등)의 설치 검토
• 산업단지내 주변지역은 산업단지에 비해 유출율이 높지 않고 장기모의 결과 유출량의 증가량이 크지
않아 산업단지내 LID 시설 설치를 통해 유역 전체의 유출저감목표량을 달성하도록 계획
• 우선적으로 도로시설용지내 차도를 대상으로 유출량 저감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침투, 여과기능
을 가진 도로형 LID 시설(식생화단, 빗물정원, 나무여과상자, 투수성 포장 등)의 설치와 간선도로를 중
심으로 보행자도로변 자전거도로의 확충 검토
• 철로변을 대상으로 식생수로의 설치 검토
• 공업시설용지 내 옥상녹화 및 식생화단의 설치 검토
• 유출저감목표량 달성을 위해 대상지역내 오픈스페이스에 위치한 저류지를 침투저류지로 전환하여 유
출량을 저감하는 방안 검토
• 예정지구를 관류하는 하천의 보호를 위해 하천주변의 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식생수로, 천변 여과대
등 유출저감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LID 시설의 설치 검토
• 주거시설용지 불투수면적 저감을 위해 옥상녹화형 LID 시설 설치 검토
• 주민 안전성 및 편의성을 위해 도로용지내 식생화단, 투수성 포장 등의 도로형 LID 시설 설치 검토
• 배후산지로부터 발생하는 유출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공원·녹지용지내 침투저류 지형 LID 시설
의 설치 검토

자료 : 울산광역시(2018),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 한편, 태화강 하류에 위치하고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으며 우수에 의한 표면 유출량이 많은
삼호동을 울산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음(울산광역시, 2018)
○ 대상지역을 4개의 구역(1구역, 2-1구역, 2-2구역, 2-3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의 토지이
용현황에 따라 LID 시설 계획을 수립함(울산광역시, 2018)
- 1구역 : 소규모 가용지 활용(가로수보호틀, 띠녹지 공간 활용)
- 2-1구역 : 학교, 공원을 이용한 복합형 공간 조성, 교육/홍보공간
- 2-2구역 : 소규모 가용지 활용(가로수보호틀, 띠녹지 공간 활용), 저류상자를 이용한 빗물이용
- 2-3구역 : 공원 외부로의 빗물유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도입, 굴곡진 공원 조성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

47

정책20-11_레이아웃 1 21. 12. 30. 오전 9:43 페이지 48

[표 2-9]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시범사업지역 구역별 LID 시설계획
구역

1 구역

LID 시설물 종류
투수성포장

투수성포장 주차장 + 보도 투수성포장, 횡단보도 투수블록 포장(불투수면 단절효과)

식생체류지

태화강변 보도에 식생체류지 조성, 남산로 빗물 연계, 식생수로를 통해 식생체류지 연결 모색 권장

나무여과상자

가시나무공원 주차장 하단에 식생수로를 설치하여 빗물관리형 주차장 조성, 트렌치 등을
연결해 인접지역의 빗물 유입 및 비점오염저감

(민간)
빗물통+옥상녹화

기존 건축물 인센티브, 빗물저금통, 옥상녹화 등

빗물통
투수성포장

구역

가로수 하부 나무여과상자, 삼호로 빗물 수용

식생수로
(빗물관리 주차장)

빗물정원+건축물 연계

2-1

상세내용

식생수로
(빗물관리 주차장)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공원 건축물과 연계한 빗물정원(텃밭활용), LID 교육 홍보 시설(안내판)
학교 옥상녹화(제안), 옥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빗물통 설치, 화단에 저류된 빗물이용
도로 전면 투수블록 포장, 교통정온화 효과, 교육/홍보를 위한 경관 개선
와와공원 주차장 주변 식생수로, 트렌치 등을 연결해 식생수로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나무여과상자
가로수 하부 나무여과상자, 삼호로 빗물 수용
태화강변 보도에 식생체류지 조성, 남산로 빗물 연계, 식생수로를 통해 식생체류지 연결 모색 권장

식생여과대(VFS)

산으로부터의 토사유출 저감, 빗물 유출속도 저감

(민간)빗물통+옥상녹화

기존 건축물 인센티브, 빗물저금통, 옥상녹화 등

투수블록+빗물저류상자

도로하부에 소규모 빗물저류상자 조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가로수에 관수시스템 구축

식생체류지

태화강변 보도에 식생체류지 조성, 남산로 빗물 연계, 식생수로를 통해 식생체류지 연결 모색 권장

2-2

투수성포장

주차장 투수성포장, 횡단보도 투수블록 포장(불투수면 단절효과)

구역

나무여과상자

가로수 하부 나무여과상자, 삼호로 빗물 수용

식생여과대(VFS)

산으로부터의 토사유출 저감, 빗물 유출속도 저감

(민간) 빗물통+옥상녹화

기존 건축물 인센티브, 빗물저금통, 옥상녹화 등

빗물정원+식생체류지

교차로 교통섬에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조성, 주변 도로보다 낮게 조성하여 도로 빗물 유입

빗물정원+투수블록

정광공원 빗물 침투, 외부(도로)에서의 빗물 유입을 통해 빗물관리

2-3

식생체류지

태화강변 보도에 식생체류지 조성, 남산로 빗물 연계, 식생수로를 통해 식생체류지 연결 모색 권장

구역

투수성포장

보도 투수성포장, 보행환경 개선

식생여과대(VFS)

산으로부터의 토사유출 저감, 빗물 유출속도 저감

(민간) 빗물통+옥상녹화

기존 건축물 인센티브, 빗물저금통, 옥상녹화 등

자료 : 울산광역시(2018),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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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시범사업지역 구역별 LID 적용계획 방향

자료 : 울산광역시(2018),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⑤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9)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확정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필요성에서 수립되었음
(울산광역시, 2018)
○ 2030년 울산광역시의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및 로드맵과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산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 감축 인벤토리의 부문별 간접배출이 포함된 2030년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7,691천톤CO2-eq.임
-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 온실가스 배출전망 ⇨ 감축 시나리오 적용 ⇨ 감축목표 설정

9)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울산광역시, 2018)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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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인벤토리 기준)
구분(천톤CO2eq,)

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합계

2015

1,342

1,991

480

2,321

120

951

7,205

2030

1,638

2,158

525

2,174

113

1,083

7,691

자료 : 울산광역시(2018),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 한편, 산정된 울산광역시의 2030년 감축목표는 BAU 대비 30.4%임
- (부문별 감축률) 상업(32.7%), 가정(30.3%), 수송(29.3%), 폐기물(28.9%), 공공·기타(23.2%),
농축산(7.9%)
[표 2-1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천톤CO2eq )

구 분

BAU

2030 감축목표

국가 감축목표

2015

2030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가정

1,342

1,638

496

1,141

30.3%

상업

1,991

2,158

705

1,454

32.7%

(소계)

3,334

3,796

1,201

2,595

31.6%

건물

감축률
32.7%

공공·기타

480

525

122

403

23.2%

25.3%

수송(도로)

2,321

2,174

695

1,480

31.9%

29.3%

농축산

120

113

9

104

7.9%

8.2%

폐기물

951

1,083

313

770

28.9%

28.9%

총계

7,205

7,691

2,340

5,351

30.4%

-

자료 : 울산광역시(2018),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사업을 정량사업과 정성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감축량 원단위 존재여부, 모니터링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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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세부시행사업
부문

구분

전략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 량

건물
부문

기타

• 울산형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가정)
•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가정)
• 그린빌리지 주택지원사업 (가정)
•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가정)
• 에너지복지마을 지원사업 (가정)
•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가정)
• 태양광 대여 지원사업 (가정)
• 종교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상업)
•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상업)
• 에너지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상업)
• 제2수소타운 조성 및 확대사업 (가정)
• 건축물 태양광+ESS 연계 보급사업 (가정, 상업)

건물 에너지 다이어트

자원 공생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정, 상업)

기반 구축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공

• 건물형 열병합발전 보급사업 (가정, 상업)
• 가정용 열병합발전 보일러 보급사업 (가정)

• 기존 노후 건축물 에너지 절감사업 (가정)
• 민간부분 LED 조명 설치 확대사업 (가정, 상업)
•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상업)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가정)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가정)

건물 에너지 다이어트

정성

세부시행사업

정량

부문

• 기존 노후 건축물 에너지 절감사업 (상업)
•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사업 (상업)
• 에너지 자립형 건물 구축사업 (상업)
• 주민주도형 효율개선 지원사업 (상업)
• 울산 Solar Map 구축사업 (가정, 상업)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구축사업 (가정, 상업)
• 고효율 전자기기 구매 유도 및 촉진사업 (가정)
•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가정, 상업)
• 네가와트 시장 진출 지원사업 (상업)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 (가정)
• 녹색시민 양성 환경교육 확대사업 (가정, 상업)
• Clean Green 10 시민실천운동 추진사업 (가정, 상업)
• 유휴시설 및 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사업
• 학교 태양광 설치사업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 건축물 태양광+ESS 연계 보급사업
• 제2수소타운 조성 및 확대사업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단지 조성사업

건물 에너지 다이어트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온실가스 직접관리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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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구분

전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다이어트
공공
기타

정성

부문

기술개발

• 미래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원 공생

• 발전온배수 활용 열에너지 공급사업
• 동해안 해수열 이용 발전사업
• 석유화학공정 미활용 열택배 시범사업
• 지역난방 보급 시범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 활성화
저공해 자동차 전환

(도로)
부문

운전행태

정성

●

• 친환경차 보급사업
•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사업
•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
•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사업
• 신교통수단 도입사업
•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 공용자전거 도입사업
• 보행인프라 개선사업
•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사업
•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추진사업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 자동차 공회전 규제사업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저공해 자동차 전환

• 농업·건설기계·공항, 항만, 공장내부 운행장비 저공해화 추진사업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운전행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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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사업
• 에너지 자립형 건물 구축 시범사업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공공기관 의무설치와 연계한 ESS보급 확대사업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 가상발전소 도입사업
•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사업
• 인력양성 지원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수송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사업

기반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량

세부시행사업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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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인프라 확충 및 효율성 강화사업
•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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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농축산

구분

전략

세부시행사업

정량

흡수원 마련

•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 도시숲 조성사업
• 건물옥상 및 주변 녹화사업
• 도시공원 조성사업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해중림(바다숲) 조성사업

정성

농업환경개선

• 환경진화형 영농신기술 보급사업

부문

정량
폐기물
부문

정성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

•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하수, 폐수, 분뇨 발생 감축

• 하수, 폐수, 분뇨 발생 감축사업

사업장폐기물 발생감축 및
재활용 확대

• 사업장폐기물 발생감축 및 재활용 확대사업

자원재활용

• 생활폐기물 스팀에너지화 확대사업

자원재활용

• 용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사업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사업
•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자료 : 울산광역시(2018),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구축사업

⑥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10)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19년 4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시·도지사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여야 함(울산광역시, 2019)
○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기간(2014~2018년)이 만료되어 ‘제3차 울산 녹색
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년)’의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2019년 말 이를
수립하였음
○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저탄소 녹색 포용도시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2대 정책방향, 27개 과제, 42개 사업을 제시함

10)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울산광역시, 2019)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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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본 체계도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표 2-13]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전략별 세부사업
전략

정책방향

과 제
2030 울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마련

온실가스 감축
평가 검증 강화
적극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지속 추진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구축

중앙/지방 정부간 녹색협력 추진

• 녹색성장 협력 방안 교류 (중앙정부, 부·울·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교류)

가정,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에너지목표관리제)
•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탄소포인트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 중소ㆍ중견기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탄소흡수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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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서 거버넌스 구축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점검

실효적인 기
후변화 대응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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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책방향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적극적이고

대응

장기 저탄소 감축 목표 설정
기후 적응력 및 국토 안정성 강화

실효적인
기후변화

과 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 사회 취약계층 복지확대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울산형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세부사업
• 2050년 울산 온실가스 감축 대응종합 계획
• 미래 세대와 함께 하는 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기후변화포럼 운영)
•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기반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
• 폭염ㆍ무더위 쉼터 조성
• 기후변화 대비 취약계층 홍보
•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태양광 보급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보급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 테크노일반산단 P2G기반 MG 실증사업

깨끗하고

수소연료전지 보급

안전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 울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부유식해상풍력 발전단지

• 5㎿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실증
•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거버넌스 구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
녹색산업
활성화
녹색 R&D 기술
지원 확대
조화로운
선진형

친환경 전지사업 인프라 구축
자원 재생 사업
녹색 기술 거버넌스 구축

녹색산업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녹색전문인력 양성

녹색도시
조성

에너지 빈곤층 복지 강화

녹색교통 체계
확충

녹색생활 환경
강화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 사업
• 울산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운영
• 해수전지자원화기술 고도화 사업
•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선별장) 확충
• 산업배열 활용 슬러지 에너지화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반조성사업 (조선
해양 하이테크타운 건립)
•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역에코혁신사업)
• 녹색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 확대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 버스ㆍ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 자전거도로 설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강화 및 이동오염원 저감사업 확대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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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11)
○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50 탄소중립이 신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대두
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10월)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12월)가
있었음
-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음
- (부처합동) 3+1 전략 추진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너지 전화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차세대전지 등 육성, 순환경제활성화)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취약계층 보호)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기후대응기금 조성, 녹색금융, R&D 지원)
○ 국내에서는 서울, 인천, 충남, 경남 등 타 시도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언을 하였음
- (서울) 2050 넷제로(Net Zero) 선언(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세션, 20.6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화 등
- (인천) 탈석탄 및 탄소중립 사회 선언(‘탈석탄 동맹(PPCA)’ 가입 선언식, 20. 11월)
 영흥화력발전 조기폐쇄, LNG 전환추진
- (충남) 기후 비상상황 선포(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19.10월)
 금융기관 탈석탄 동참 촉구, 에너지 전환(석탄→재생)
- (경남) 기후위기 선언,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노력(환경의날 기념식, 20.6월)
 산업·도로·항만·주택 저탄소 지향, 재생에너지 확대
○ 울산시 또한 다양한 기후행동을 2020년 추진하였으며, 2021년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
하였음
- 울산시·울산시의회·울산교육청 기후위기 극복 공동선언(2020. 6. 5.)
-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참여(2020. 6. 5.)
- 환경부-지방정부 탄소중립 공동선언 참여(2020. 7. 7.)
- 탈석탄 금고 공동 선언 참여(2020. 9. 8.)
- 울산 기후위기 대응조례 제정(2020. 12. 29. 공포)

11)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울산광역시, 2021)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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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목표와 전략

목 표

추 진
전 략

2021 : 탄소중립 대장정 추진기반 마련

탄소중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장기 탄소중립 계획 수립>
1.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
2.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 울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1. 울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2. 탄소중립 실무추진단 구성

세부

3. 탄소중립 정보센터 마련

추진

4.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업

5.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울산’ 선언

(GCoM) 가입

6. 탄소중립 중앙.정부 협력

<저탄소생활 실천 정착>
4. 취약계층 지원 및 친환경생활
실천
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6. 주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7. 공공부문 배출권 거래 플랫폼
<탄소중립 산학연 협력 확산>
8. 울산 탄소업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 운영
9. 수요 맞춤형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화 실증
10. 산업계 탄소중립 자율협약
체결
11. 기후변화 연구기관 등 설립

온실가스 감축 울산
선도사업 추진

1. 세계 수소 선도도시 도약
2. 부유식 해상풍력 환태평양
허브 조성

3. 스마트 하수인프라 구축
4.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
5.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추진
6.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 에코 그린 모빌리티 보급
9. 자원순환 대전환 사업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친환경 연료 정책 추진

자료 : 울산광역시(2021),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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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부문별 장기전략
부문
에너지
(전기·열)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10대 목표
화석연료 중심
↓
재생에너지+그린수소
+CCUS

미래 신기술,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내연기관 중심
↓
친환경교통수단+지능화+
녹색물류

에너지절감(녹색건축) +
에너지생산(태양광·지열)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폐기물 발생 감축,
고부가가치 재활용 및
친환경적 처리

장기전략
화석연료 발전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 체계 전환

수소 활용

•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체계 구축

미래기술

• 철강 코크스(→수소환원제철) 및 석유화학 납사(→혁신원료) 대체
기술

녹색전환

•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공정 녹색화 추진

순환경제

• 지속가능한 제품생산 및 자원선순환 제고로 원료사용 최소화

불소계온실가스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대체 촉진
• 냉매의 재활용 및 전자공정의 플라즈마 기술 등 감축 수단 강화

전환지원

• 저탄소·친환경 제품 등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및 좌초자산(화석연료 기반) 교체 지원

친환경차

• 친환경차 전면적 대중화 및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연료전환

• 친환경차 보급 제한 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지능화

농축수산

탄소
흡수원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능력 제고

•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화물 운송체계 전환

녹색물류

•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가속화 및 신규건축물의 제로
에너지건물 시스템 전면 적용으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극대화

효율개선

•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 LED 조명 전면 보급 및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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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로(가스렌지 대체) 및 전기·수소히터(가스히터 대체) 확산

• 전 과정에서 자원절감 및 폐기물 감축
폐기물 발생 감축 • 폐기물 다량배출 업종 대상 폐기물 감량 목표관리 확대, 다회용
포장재 이용 촉진, 플라스틱 1회용품 단계적 생산 금지
고부가가치
재활용

스마트농업
저탄소농업기술
친환경에너지
조림

• 생산단계부터 페트병 무색의무화, 선별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및 재사용·재활용 체계 마련
• 가연성폐기물 단계적 직매립 금지, 소각 에너지 지역난방
• 수소 생산·활용시설 연계,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사 확대
•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 가축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히트펌프 등
• 유휴토지 등 신규조림 확대 및 식생복구 등 재조림 강화

산림경영

• 숲 가꾸기, 수종갱신 등을 통한 영급구조(산림연령↓) 개선

목재공급

• 목재제품 활용으로 탄소저장 확대 및 지속적인 갱신수요 확보

자료 : 울산광역시(2021),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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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교통시스템 최적화 및 자율주행차 대중화 가속화

녹색물류

친환경적 처리

친환경 농수산업 경영 및
저탄소 유통 추진

• 기존 LNG 발전의 CCUS와 연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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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2021 중점과제
추진전략
탄소중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 울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 탄소중립실무추진단 구성
• 탄소제로 정보센터 운영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울산’ 선언
• 글로벌 기후ㆍ에너지 시장 협약 (GCoM) 가입
• 탄소중립 중앙ㆍ지방정부 협력
•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U-LEDS) 수립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울산 대기환경 시행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비고

• 취약계층 지원 및 친환경생활 실천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 저탄소생활 시민실천운동(CG-10)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주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 〔특화〕장례식장 1회용품ㆍ음식물 줄이기
‒ 탄소포인트제 운영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공공부문 배출권거래 플랫폼
• 울산 탄소업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운영
• 수요 맞춤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실증
• 산업계 탄소중립 자율협약 체결
• 기후변화 연구기관 설립
• (가칭) 기업 온실가스 저감 대응센터 설치

기 탄소중립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생활
실천 정착

탄소중립 산학연
협력·확산

• 세계 수소 선도도시 도약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 부유식 해상풍력 환태평양 허브 조성
‒ 정부주도 국산화 기술개발
‒ 민간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클러스터(집적화 산업단지 등) 조성
• 스마트 하수인프라 구축
‒ 회야하수처리장 ICT지능화시스템 구축
‒ 하수관망 블록화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확대
•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
‒ 도시 바람길 숲 조성
‒ 생활권 도시숲 조성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미세먼지저감 조림 및 숲가꾸기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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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과제

비고

•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추진
‒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온실가스
감축 울산
선도사업
추진

•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 (수소로 이어지는 울산) 태화강역 역명 개정, 수소상징물 설치, 수소공원 조성 및 역광장 개선사업, 수소
길 조성, 에너지 지원시설 건립
‒ (수소로 생활하다) 태화강역 역사 수소에너지 건물, 수소타운 조성, 수소 시범도시, 수소배관, 수소충전소
구축
‒ (수소로 움직이다) 수소트램 실증, 태화강역 신축 환승센터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수소버스
도입, 신 교통수단 도입
‒ (수소로 즐기다) 수소 관광유람선 도입, 수소트롤리 버스, 수소 트램 관광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
• 에코 그린 모빌리티 보급
‒ 전기차 보급 확대
‒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 자원순환 대전환 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발생량 획기적 감축
‒ 분리배출 수거 지원확대 : 압축차량 교체, 수거 보상금 확대 등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방송 및 SNS 연계한 홍보채널 활성화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재활용 시설(공공선별장) 확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친환경 연료 정책추진
‒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업소에 대하여 친환경 연료 사용 권고

자료 : 울산광역시(2021), 2021 기후위기 대응 계획

(2) 에너지
① 울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 신재생 확대 추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과
비전을 수립하여 발표할 필요에 의해, 울산광역시는 2017년 12월 ‘울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였음(울산연구원,
2019)
○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18~22년)을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60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정책20-11_레이아웃 1 21. 12. 30. 오전 9:43 페이지 61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비전 : 친환경 에너지허브도시 울산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 울산시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2030년, 204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15년(630GWh) 대비 각각 2배, 4배, 7배로
확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1.14기 대체함
- 산단 에너지 효율화, 미활용 열원(공장 폐열, 발전온배수) 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3기분(27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포함 시 4.14기를 대체함
[표 2-16] ‘울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 10대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
전략

에너지
생산·공급

10대 핵심과제
태양광발전 대대적
보급

•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확충(142㎿)
• 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12㎿)
• 산단 내 유휴부지(옥상, 주차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63㎿)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

• 부생수소 또는 천연가스 활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확대(30㎿)
•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5㎿)

친환경차(수소차,
전기차) 보급 확대

• 수소차 보급 (수소차 10,000대) 및 인프라 구축(수소충전소 20개소)
• 전기차 보급 (전기차 4,500대) 및 인프라 구축(공용급속충전시설 250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실증화 및 단지 조성
산업단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

주요사업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 개발 및 실증(750㎾, 5·10㎿)
• 고정식과 부유식을 믹스한 해상풍력단지 단계별 조성
• 중소·중견기업 효율개선, 산단 내 미활용 열원 활용
• 수요관리사업 참여 확대

건물 에너지 다이어트

• 에너지 자립형 건물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주민주도형 효율개선, LED 조명 교체 민간부문 확대
• 홈 IoT 융합 모니터링 기술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SS 보급 확대

•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과 ESS 연계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의무설치와 연계한 ESS 보급 확대

미래에너지 기술 개발

• 이차전지 기술개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 및 실증
•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ICT기반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신규 산업단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연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추진체계 강화

• 혁신도시 이전 에너지공공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 울산형 「지역 신재생에너지 총괄 전담기관」 설립 추진
• 주민참여형 에너지생산 및 효율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울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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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12)
○ 울산지역 내에 잠재된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의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울산지역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울산 내 산업자원조사 및 신사업플랜구축을 목적으로 수립하였음
-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온배수열 등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플랜을 도출
하였음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향후 지역산업지원사업 대상 산업 개편에
활용하고자함
[표 2-17]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
산 업

비즈니스 모델

태양광 에너지산업

• 주차장 차광 기능성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전력 생산 및 녹조 완화를 위한 수상 태양광 시스템 구축
• 울산 공업단지 옥상형 BIPV 건설을 통한 CO2 감소 및 전력 생산
• 울산 인근 해역을 활용한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 쓰레기 매립지 이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 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수소 연료전지산업

• 수소연료전지 시내버스 실증화 사업
• 친환경차 복합충전(수소+전기) 인프라 확충
• 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드론
• 선박용 연료전지 전원 공급 장치
•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이용한 V2G 시스템
• 하이퍼루프의 연료전지 전원공급 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바이오화학 및 폐기물에너지
산업

소수력 에너지 산업

• 선박용(이동체)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 에너지 자립형 유리 온실용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 제로에너지 빌딩 주택단지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 공영주차장 활용, EV·ESS 연계 인프라 확장구축
• 스마트그리드+ESS+DR사업의 융복합사업
• ESS 통합관리 시스템
• 발전소 온배수, CO2 활용 해양 바이오매스 대량생산 및 고부가 산물 생산
• C1 가스 유래 개미산 활용 연료전지 및 화학물질 생산
• 리그닌 기반 자동차 경량화 소재 개발
•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
•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고품질 고형연료제품 생산
• 울산시 하천 수자원과 소수력산업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화
• 울산시 수처리시설과 소수력 산업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화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12)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울산광역시, 2017)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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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13)
○ 2019년 울산광역시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울산 세계 최고 수소
도시 육성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30 세계최고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비전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67,000대, 수소충전소 60기, 수소배관망 200㎞,
수소연료전지 250㎞ 보급 및 수소차 50만대 제조를 목표로 제시하였음
○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로 ①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②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③ 수소 전문기업 및 소재 부품산업 육성, ④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⑤ 수소 제조·저장
능력 확대, ⑥ 수소 공급망 및 충전인프라 구축, ⑦ 수소전문가 양성, ⑧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 ⑨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 ⑩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산업 등을 제시하였음(울산연구원,
2020)

13)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 (울산광역시, 2019)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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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 비전, 목표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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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 10대 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

사업기간

사업비

• 수소경제 연구개발 및 설비 확대
• 수소전기차 생산라인 단계적 확대
• 수소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기업 투자 확대

‵19~
‵30

76,000억원

• 수소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
• 수소산업 종합연구지원단지 조성

‵19~
‵30

6,200억원

• 발전용 연료전지 규모 1.5㎿ 설치 및 실증 추진
• 산업단지내 발전용 연료전지 250㎿ 규모 설치
• 수소전기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 공용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19~
‵30
발굴
• 제2수소타운 공용주택 연료전지 0.5㎾×300대 보급 및 태양광 설치

13,600억원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 수소전기차(승용차) : 67,000대
• 수소버스 : 300대 (등록버스의 40%를 대체)

‵19~
‵30

32,235억원

수소 제조·저장 능력 확대

• 부유식 풍력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사업
• 수소 생산공장 증설
• 수소 비축기지 건설

‵19~
‵28

1,000억원

수소 공급망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수소충전소 53개소 추가 구축
• 수소배관망 63㎞ 구축

‵19~
‵30

2,220억원

• 수소전문학과 설립
• 수소연료전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9~
‵23

80억원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 및
활성화

•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 한국수소산업협회 활동 강화

‵19~
‵24

400억원

수소 종합안전성 지원체계
구축

• 수소 종합안전성 지원센터 기획 및 구축
• 수소부품 폭발 재현 및 안전성 평가 체계구축
• 초고압에 의한 수소 부품 안전성 평가 시험기반 및 체계구축
• 수소 자동차의 사고재현 및 안전성 평가 시험기반 및 체계 구축
• 수소 선박의 사고 대응 안전성 확보를 시스템 구축
• 국제인증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 IoT기반 방식전위 측정시스템 설치

‵19~
‵23

450억원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사업
추진

• 울산 수소산업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 매년 2월26일
• 수소로드 지정 : 전국최초 수소버스 노선운행(124번 버스 등)
• 글로벌 TOP 수소도시 추진진단 운영 (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
• 수소시티 홍보사업 추진 (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
• 수소도시 기념 조형물 제작 (도시관문 주요지점)
• 광역 수소 하이웨이 운영 (울산 ~ 경주 ~ 포항)
• 수소전문가 커뮤니티 운영(1,000여명)
• 수소도시 CI 제작

‵19~계속

-

신성장동력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소전문기업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

수소 경제선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내용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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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14)
○ 2019년 10월 정부는 도시 내 에너지 시스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의 필요성에
따라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 2022년까지 시범도시 조성기로 수소 시범도시 3개를 조성할 목표를 제시하였음
- (주거) 연료전지 9.9㎿, (교통) 수소차 670대, 수소버스 30대, (기술) 메가스테이션 계획 확정
○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2019년 12월 최종
선정되어,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
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임(울산연구원, 2020)
- 울산 수소시범도시는 수소배관을 통한 부생수소를 건물과 충전소에 공급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친환경 글로벌 선도형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함(울산연구원, 2020)
- 공급되는 수소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고 ㈜덕양에서 정제된 99.999% 순도의 고품질
청정 부생수소를 수소전용배관을 통하여 공급함(울산연구원, 2020)
- 수소 시범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수소시범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함(울산연구원, 2020)
[그림 2-15]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 비전, 목표, 추진전략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전략

14)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 (울산광역시, 2019)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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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 시범도시 조성 추진방안
구 분
수소인프라
수소배관 공사

건물
(주거상업공공포함)

사업추진 주요내용
• 구간 : 남구 여천오거리에서 현대자동차 5공장 (10㎞)
• 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수소배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 율동공공주택지구 국민공동임대주택 등을 대상
• 비비요양병원, 현대차 문화회관, 양정동행정복지센터 등
• 상업공공시설은 2021년 4월 착공 / 9월 운영
• 국민임대주택은 2022년 3월 착공 / 6월 운영
• 수소시내버스(10대) 2022년 하반기

교통

• 수소시티투어버스(1대) 2022년 하반기
• 카셰어링(10대) 등 확대 추진

수소인프라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인프라 관리
통합운영센터·안전관리센터
수소시범도시 홍보교육체험관

• 수소버스 충전소 2022년 하반기 완공·운영
• 수소전기차 충전소 2022년 하반기 완공·운영
• 2021년 하반기부터 시청에서 운영
• 2022년 하반기 별도센터(홍보교육체첨험관내) 태화강역 구축
※ 울산광역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와 병행운영
• 2022년 하반기 준공 운영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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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 전체 구상(안)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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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수소 공급

수소배관설치

• 구간 : 수소배관 10㎞ (남구 여천오거리~현대자동차 5공장)

연료전지 설치

• 율동공공주택지구, 국민공동임대주택 등 공동주택 440㎾×2기
• 비비요양병원, 현대차 문화회관 등 상업·업무 100㎾×3기
• 양정동행정복지센터,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마이스터고 등 공공부문 2㎾
×2기, 5㎾×1기

수소 활용
수소전기차

수소 인프라

사업추진 주요내용

• 수소시내버스 10대
• 수소시티투어버스 1대
• 승용차 카셰어링 10대

수소충전소 구축

• 버스충전소 1기
• 승용차 충전소 4기
• 수소차 생산용 충전소(현대자동차)

통합운영센터
안전관리센터
홍보교육체험관

•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 스마트시티통합 운영센터와 병행
• 홍보관 신축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울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

⑤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15)
○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의 자연·사회·경제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계획임(울산광역시, 2019)
○ 에너지기본법 제7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2018~2022)’을 2017년에 수립하였으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완료에 맞춰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하여, 2019년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을
수립하였음
○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은‵실행력이 담보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허브 도시 기반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3,4030GWh 생산, 에너지
소비 178만TOE 절감, 분산형 전원 4,898GWh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울산연구원,
2019)
15)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울산광역시, 2019)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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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장기비전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표 2-21]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상세사업
세부사업

과제

단위세부사업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로드맵

분산형 발전
전원 공급

열병합발전시설
보급사업

•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 시민가상발전소 보급
• 시민참여 태양광 보급
• 학교 태양광 보급
• 유휴시설 및 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

• 시민참여형 수소연료전지 발전
• 민간 수소연료전지 발전
• 소규모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용 대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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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과제

단위세부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 민간주도 부유식 발전단지 조성(1GW)

풍력 발전시설 보급사업

• 육상풍력발전시설 보급

보급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 5㎿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실증
•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실증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수소 소재부품 국산화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후속지원
• 수소전문가 커뮤니티 운영
• 수소경제 선도 전문인력 양성

보급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 차세대 수소융합기슬연구소 설립 추진
• 울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 수소 시범도시
•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소기반 안정성 인프라 구축
•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설립 추진
•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사업 추진
•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 그린수소생산기지 구축
• 수소공급망 구축

보급 관련 홍보사업

• 글로벌 에너지 포럼 개최
•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
• 세계최고 수소도시 홍보
• 관문지역 수소산업 전시 홍보
• 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 건립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보 및 유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수소충전소 구축
•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 수소버스 보급
•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
• 수소지게차 보급

수송부문 수요관리사업

• 공유자전거 확대
• 에코드라이빙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차세대 C-ITS 지자체 실증
• 전기자동차 보급
• 전기충전소 구축

건물부문 수요관리사업

• 에너지 절약실천 시민협력 공모
• 공공기관 및 민간 ESS 보급
•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 스마트 조명 보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스마트조명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
• 마을단위 에너지리빌딩 도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상세사업

감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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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과제

단위세부사업

산업부문 수요관리사업

• 중소·중견기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 기술자문 네트워크 구축
• 환경기초시설 등 고효율기자재 교체
• 산업단지 LED 보급
• 다소비 사업장 원단위 절감 자발적 협약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구축
• RE100 이행기반 마련 지원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사업

• 국민DR시장 참여
• 스마트미터(AMI) 보급

에너지 절감
기반 구축

절감 관련 홍보 및
인력양성사업

•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유도
• 에너지절감 대회
•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 ICT 연계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역난방 보급

지역난방 보급사업

• 지역난방 보급 추진

미활용에너지원의 미활용 열원
개발사용 대책
활용

에너지 복지

기타 지역
에너지
대책
기타

미활용 열원 활용사업

에너지 복지사업

• 에너지 복지 대상 기준 수립
•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 탄소포인트 기부
• 복지형 태양광 보급
• 도시가스 소외지역 연료전지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사업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
• 국립체험형 미래과학관 건립

에너지 인식제고
교육사업

• 공공기관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에너지 학교 운영
• 청소년 에너지포럼 운영
• 융합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 이전공공기관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 산학연관민 에너지 협의체 구성
• 울산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광역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계획(안)

●

• 석유화학공정 저온폐열 발전
•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연계 냉방열원 보급

•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운영
• 동남권 원전해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 원전해체산업 기반 분석 및 해외진출 방안 연구
•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지원
•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에너지 관련 안전관리
강화사업

72

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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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16)
○ 공공·민간투자 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울산광역시는 2020년 4월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음
- 트램, 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등 도시인프라 투자와 산업, 경제, 행정 등 사회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한 「울산형 뉴딜」 추진
○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계획’의 추진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
하였음
[그림 2-18]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전
략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형 공공 민투사업 조기 착수
◇ 지역기업 참여 보장과 지역민 우선 고용
◇ 도시공간, 산업인프라 전반의 스마트 . 디지털 체계 선제적 전환
◇ 국 . 시비 확보, 적극적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의 실행력 확보
추진분야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휴먼 뉴딜

 도시공간을 재창조 하는

스마트 뉴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그린 뉴딜

추 진 과 제
➀ 먹는 물 관리 선진화
➁ 생활 SOC 확충
➂ 공공의료 기반 강화
➃ 디지털 경제 플랫폼 구축
➄ 울산형 사회혁신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➀ 스마트시티 조정
➁ 트램, 외곽순환도로 연계 교통체계 대혁신
➂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➃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및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➄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 활성화
➀ 수소경제 등 친환경 4대 에너지 브릿지 사업 추진
➁ 그린ICT 융합 제조 혁신
➂ 문화 . 관광자원의 경쟁력 제고
➃ 태화강 대개조 프로젝트
➄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자료 : 울산광역시(2020),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

16)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 (울산광역시, 2020)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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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계획’ 추진분야별 추진방향
추진분야

추진방향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휴먼 뉴딜

• 시민생활의 편의성, 체감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 추진
• 신속한 재정투입,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경기 부양효과 극대화 도모

도시공간을 재창조 하는
스마트 뉴딜

• 사람이 찾아오는 살고싶은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의 탈바꿈
•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대한 확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그린 뉴딜

•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
• 울산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선제적 대응

자료 : 울산광역시(2020),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

[표 2-23]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계획’ 추진과제별 주요사업
추진분야

추진과제
먹는물 관리 선진화

생활 SOC 확충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휴먼
뉴딜

도시공간을
재창조 하는
스마트 뉴딜

●

• 울산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추진
•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설치로 공공의료 강화

디지털 경제 플랫폼
구축

• 울산페이 확대 발행
•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플랫폼 구축 검토

울산형 사회혁신
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열린시민대학 활성화
• 청년･시민사회 중심의 사회혁신 추진
• 청년일자리 ‘잡(Job) 잇기’, 청년 공유공간 ‘맵 브릿지’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 송정 택지개발지구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조성

트램, 외곽순환도로
연계 교통체계 대혁신

• 경전철, 울산~양산간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 신속 추진
• 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간 도로 등 조기 착공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 구 울주군 청사 복합개발
• 도심형 공공주택 건설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및 특화산업
단지 활성화

74

주 요 사 업

•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 신산업･에너지 중심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단지 르네상스
• 지하배관 통합파이프랙 구축으로 석유화학단지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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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분야

추진과제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 활성화

• 국내기업 : 22개 기업
• 외국기업 : 5개사

수소경제 등 친환경
4대 에너지 브릿지
사업 추진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 2025년까지 1GW급 발전단지 조성
• 수소경제 :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구현
•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 2026년까지 오일･LNG 저장시설 구축
• 원전해체산업 : 원전해체연구소를 거점으로 세계 원전해체시장 선점

그린ICT 융합
제조 혁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그린 뉴딜

주 요 사 업

문화･관광자원의
경쟁력 제고
태화강 대개조
프로젝트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 ICT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혁신
•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 대응
•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및 맑은물 공급방안 구체화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MICE 산업 육성
•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 태화강 국가정원의 세계적 정원화
• 태화강 백리대숲 명품길 조성
• 태화강을 활용한 축제 등 관광자원 개발
• 미세먼지 차단, 도심 열섬화 방지 도심숲 조성
•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산림 조성

자료 : 울산광역시(2020),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계획

⑦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17)
○ 부유식 해상풍력 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유휴 기술 인력과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필요(부산연구원 외, 2021)
- 3020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울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추진 사업 발굴 필요(부산연구원 외, 2021)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 방향은 다음과 같음(부산연구원 외, 2021)
- 울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우리나라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
- (단기) 동해가스전과 인근 지역을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테스트베드화 및 부유식 해
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17)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울산광역시, 수립중)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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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동해가스전과 인근 지역을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테스트베드화
- (장기) 일본, 대만, 베트남, 러시아, 북한 등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술 수출
- 울산은 사업개발, 연구개발, 부유식 풍력 핵심기자재 공급망 구축, 설치선 건조 등 고부가가
치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육성(부산연구원 외, 2021)
- 단지 조성 지역은 물류, 설치, O&M
[그림 2-19]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방향

자료 : 울산광역시(2019),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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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중점 추진 전략

1. 해상발전 자원과 단지 특성
2. 풍력 발전 기술 개발

기반조성

3. 공급망, 제조, 물류
4. 풍력 발전 성능, 신뢰성, 안전

연구개발

5. 풍력 전기 배전 및 통합
6. 풍력 단지와 인가

기업육성

7. 협업, 교육 및 정보 전달
8. 인력 개발

인력양성

9. 분석
※ 본 자료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간한 ‘Wind Vision Detailed Roadmap Actions’를 참고하였음
자료 : 울산광역시(수립중),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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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중점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중점추진 전략

세부과제

기반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연구센터 건립
• 부유식 해상풍력 O&M 관제 실증 센터 구축
•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부품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
• 풍력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 풍력기자재
• 인증센터 구축
• 해상풍력 안전훈련센터 구축
• 해상풍력 터미널 조성
• 배후 항만 조성
• 기자재 보관 창고
• 조립 지역 조성
• 해상변전소 구축
• 계통연계망 구축
•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기상관측, 이용률,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 등)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 유지보수 자율 로봇 개발 및 테스트 센터 구축
• 부유식 해상풍력 비즈니스 센터(회의실, 홍보관, 인큐베이팅, 컨퍼런스홀, 전문사무실, 비즈니스 지원, 금융 등)

연구개발

• 국가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 대형 풍동 실험센터
• 풍력발전기 SCADA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12MW급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실증
• 120m급 블레이드 테스트 시설
• 20MW급 너셀, 기어 제너레이터 테스트 시설
• W2H2 실증 프로젝트 추진
• 풍력으로 생산한 수소 운반선 실증 제작
• 육상 베터리시스템 구축 실증(Hywind)
• 부유식 인공섬 조성(네덜란드TenneT)
• AI 기술을 활용한 부유식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
• 기술 검증용 실증단지 조성(영국 ‘Offshore Renewable Energy Catapult Center)
• 무인자율운항 해상풍력 지원선 실증 건조
• 해상풍력단지 해상 항공 교통망 조성(CTV, HeliService)
• 부유식 해상풍력 ESS저장시설 구축 실증

기업육성

•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기업지원센터
•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업체 육성(Wind Op Zee)
• 배후 산업단지 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컨트롤타워
• 부유식 해상풍력 해석/설계/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인력양성

•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 인력양성
• 부유식 해상풍력 특성화 대학 설립

네트워킹

재생에너지(부유식해상풍력) 홍보관 구축
에너지 신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자료 : 울산광역시(수립중),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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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요 계획
○ 기타 주요 계획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① 울산비전 204018)
○ 울산비전 2040은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 내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확보한 종합계획으로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의 지침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울산광역시, 2017)
- (미래 비전계획) 울산광역시 승격 20년 시점에서 국내외 여건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며, 신성장산업을 통한 울산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 비전계획임(울산광역시,
2017)
- (시민참여형 종합계획) 시민, 전문가 등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공유하는 종합계획으로 단기
목표나 성과도출의 목적이 아닌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형 계획
임(울산광역시, 2017)
[그림 2-21] ‘울산비전 2040’ 배경 및 목적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울산비전 2040

18) 울산비전 2040 (울산광역시, 2017)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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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비전 2040의 그랜드 비전은‵글로벌 창조융합도시 울산′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주
화를 통해 5개 분야로 도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이미지화하기 위해 도시모
델을 제시함(울산광역시, 2017)
- 경제·산업분야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창조경제 도시′목표 설정
- 환경·안전분야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이‵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목표 설정
- 문화·관광·사회복지·교육분야을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 여유가 있는‵품격있는 도시′목표 설정
- 도시공간·교통분야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대해 나가는‵창의혁신 도시′목표 설정
- 지역연계·국제화분야를 연계하여‵동해안 중심도시와 글로벌 선도도시′목표 설정
[그림 2-22] ‘울산비전 2040’ 비전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울산비전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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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울산비전 2040’ 기후위기 관련 세부사업
핵심 프로젝트

미션프로젝트

세 부 사 업
• 미래형 자동차 생산역량·부품 경쟁력 강화
‒ 자동차 글로벌기술경쟁력 강화사업

파워시티
프로젝트

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 글로벌 첨단화학 선도도시 조성
‒ 석유화학산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CCU 설립
• 조선해양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녹색선박기술 R&D 지원사업
• 에너지산업 글로벌허브 조성
‒ 수소기반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사업
‒ 저탄소 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육성사업
• 클린 앤 쿨(Clean and Cool) 울산 추진
‒ 동남권 대기환경 관리기관 유치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울산 구축
‒ 스마트 ZEV(Zero Emission Vehicle) 활성화 및 고도화

휴먼시티

지속가능
발전도시
울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 기후적응 물순환 선도도시 울산 추진
‒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조성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재이용 기반 조성
• 미래·복합재난 프리(free) 울산 추진
‒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 산업단지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재난대비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자연재난에 강한 울산 추진
‒ 자연재난 ICT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내수침수 대비 인프라 구축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

콤팩트시티
프로젝트

그린 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

• 에코 네트워크 (Eco-Network) 구축
‒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통한 녹지서비스 제고 추진
• 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조성
‒ 생태산업단지(EIP·Eco Industrial Park) 실증화 단지 조성
•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보행 우선공간 확충
‒ 보행자 우선 도로시설물 확대 및 보행안내시스템 구축
‒ 자전거 간선망 구축 및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
‒ 생활권 중심 공공자전거 운영
•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중심 연계서비스 개선
‒ 울산과 주변지역간 연계 철도노선망 구축
‒ 지역 내 생활권역간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노선 구축
‒ 환승센터 구축(울산역, 태화강역, 송정역, 신복로터리)

자료 : 울산광역시(2017), 울산비전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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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19)
○ 시장이 취임한 후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울산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은 7대 분야
31개 공약(9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표 2-26] 민선7기 공약 구성현황
연번

분

야

공 약

세부사업

1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2

4

2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18

3

백년대계 건강 울산

8

27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2

10

5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4

16

6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5

16

7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6

6

자료: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표 2-27]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기후위기 관련 공약 및 세부사업
분야

공 약

신성장 동력 발굴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울산 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시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천혜의 자연·문화유산
보존과 명품관광 조성

시민의 삶을 책임
지는 복지 울산

에너지 복지 & 자원순환

세 부 사 업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사업 추진
•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3030’에너지 자립도시)
• 경전철(트램) 도입
• 자율주행 지능형도로(스마트로드) 건설
• 전기차 확대
• 수소차 확대
• 울산기상대 승격
• 지진 등 대비 선제적 재난 통합 감시·관리 체계 구축·운영
• 서부소방서 건립
•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 물 확보
•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에너지 브릿지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에너지 공급
• 산업배열 활용 슬러지 에너지화 사업 추진

자료 : 울산광역시(2018),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19)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울산광역시, 2018)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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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울산 9 BRIDGES
○ 2019년 6월, 민선7기는 지난 1년간의 주력산업 보완 및 산업 체질 개선과 울산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세븐 브릿지(Seven Bridges)’라고 불리는 7가지 성장다리,
즉 7가지 미래먹거리를 발굴·제시하였음(울산연구원, 2020)
- 7개 성장다리'는 민선7기 들어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7개 사업
으로, 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원전해체산업 등 ‘4대 에너지
Bridges’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첨단 의료산업기반 조성,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등
‘3대 행복 Bridges’로 구성됨(울산연구원, 2020)
○ 이후 울산재도약의 기틀 확립을 위해 2개의 성장다리를 추가하여 미래 울산을 약속하는
9 BRIDGES를 정립하였음
-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5대 특구 단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
[그림 2-23] 울산 9 BRIDGES

자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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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울산 9 BRIDGES’ 5대 에너지 BRIDGES
BRIDGES

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울산경제자유
구역 및 5대
특구·단지

목

표

추 진 사 업

• 2030 세계 수소경제 선도도시 도약 비전
가장 많은 수소차가 달리고
- 수소전기차(67,000대), 수소충전소(60개소), 수소배관망(200㎞), 수
절반이상의 수소를 생산하는
소차제조(500,000대)
울산, 수소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 수소연료전지 : 3.5㎿('18)→50㎿('22)→250㎿('30)
2030년 까지 세계 TOP
• 200개 이상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수소도시 조성
•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
국산화 기술개발과 경험있는
민간기업 투자유치로 2025년
까지 1G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성공 구축

• 국가·울산시 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국산화 기술개발
- 5㎿급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설계기술 개발
- 5㎿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1단계 개발
• 민간주도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오일브에 LNG 저장과 발전,
벙커링을 더해, 울산항을 북방
경제협력 중심기지로 울산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

• 울산항 684천m²부지에 오일 및 LNG 저장시설 구축
• 러시아와 울산 간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 동북아 에너지거래 시장(RUS-SAN 마켓) 개설

원전해체연구소를 거점으로
산학연 역량을 한데모아
원전해체 블루오션을 선점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혁신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5대 특구･단지를
거점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

•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 기간/위치 : '20년 ~ '24년 / 울주군 서생면 부산 접경지역
- 해체기술 실증·고도화, 해체산업지원(R&D 등)
•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 조성 기간 : '20.~'30.
• 울산경제자유구역
- 비전 :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
- 유치업종 :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실증, 수소시티)
- 개발기간 : 2020. ~ 2030.(11년)
• 5대 특구·단지

자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③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20)
○ 2021년 울산광역시는 ‘지속가능한 그린 경제 중심도시 도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민선 7기 시정비전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실현을 위해 시정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음(울산광역시, 2021)
20) 2021년 주요업무계획 (울산광역시, 2021)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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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운영 방향으로 ‘디지털경제 전환과 광역권 중심도시 도약’, ‘기후위기 대응강화로 그린
뉴딜 선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임(울산광역시, 2021)
○ 이를 위해 ①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의 가속화, ② 기후행동계획 실천 및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 ③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리는 복지·건강도시 실현, ④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⑤ 더 좋은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재도약, ⑥ 사람 중심의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전환, ⑦ 생동감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도약, ⑧ 글로벌 위상 제고와 광역권 발전 주도,
⑨ 참여와 혁신으로 시민중심의 시정 실현 등 9대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울산
광역시, 2021)
[그림 2-24]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시정운영 방향

자료 : 울산광역시(2021),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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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2021년 주요업무계획’ 기후위기 관련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분야

추진과제

추진계획
•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시범도시 확대 추진
-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의

글로벌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도약

가속화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글로벌 그린에너지 선도
- 정부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장비(기술) 국산화 연구
- 민간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그린에너지 자립도시 도약 추진
- 테크노산단 P2G 기반 한전MG 실증사업
-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스마트화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건화

•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 구축
- 미래차 산업 선도 및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 녹색전환 탄소제로 도시 본격 추진
- 「기후위기 대응, 탄소제로 도시 울산」 선언
- 에코 그린 모빌리티 사업 확대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시행

탄소제로 도시 울산
기후행동계획 실천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 탄소제로 도시 기후행동계획 수립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시설물·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지속가능 발전 도모 및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울산권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및 물순환 회복

기후행동계획
실천 및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

지속가능 발전
대기·수질·자원 정책 추진
자연을 품은 큰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울산 도약

그린뉴딜 선도 스마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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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 및 시민의식 제고
- 생활·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및 매립장 부족대책 강구
•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정원 조성
- 국가정원 침수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침수관리 사업 추진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시설피해 최소화
•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
- 기후변화 대응 생활권 도시숲 확충
-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ICT 기반 깨끗한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확립
-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 그린뉴딜 선도 하수 인프라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회야하수처리장 ICT 지능화시스템 구축
- 하수관망 블록화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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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과제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리는
복지·건강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도시 실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더 좋은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재도약

사람 중심의
미래형

기후변화 대응 지능형
방재기반 구축 및 고도화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어촌 만들기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신교통수단 도입 및
광역권 교통체계 구축

시정 실현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재난관리로 피해 최소화
-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풍수해 대응 도시 침수모니터링 실시
- 방재능력 향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활기가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
-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육성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첨단 교통체계 도입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
- 차세대 스마트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발전 주도

시민 중심의

•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보행우선 교통문화 및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제고와 광역권

참여와 혁신으로

•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확산 및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 품격있는 건축공간 환경 조성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글로벌도시 역량 강화

글로벌 위상

• 예방중심 감염병 안전 관리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확충
- 내실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주거복지정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실현

도시·교통
체계 전환

추진계획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및
시민체감 성과 도출

•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 구축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기반 확립
• 대중교통 취약지역 운행여건 제고
-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지원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영
- 지선·마을버스 노선 전기버스 도입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및 성장기반 강화
-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
• 광역권 역량 결집 거버넌스 논의 주도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도약 추진
•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울산 유치
-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 시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교통체계 구축
- 울산 도시철도 건설
- 수소유람선, PAV, UAM, 위그선 등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 도로·하천 인프라 혁신으로 도시공간 재창조 견인
-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방하천 관리
• 울산형 뉴딜사업 실행력 강화
-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정부지원 건의 및 추진상황 점검
-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속 발굴 및 실행력 강화
• 선제적 정책대응으로 시장성과 창출 지원
- 9성장다리(9 BRIDGES) 성과 창출 행정력 집중

자료 : 울산광역시(2021),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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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울산재도약의 기틀 확립 9BRIDGES

 수소경제
•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구현
• 수소차 50만대 생산기반 구축, 수소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 2025년까지 1GW급, 2030년까지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상
• 정부주도 국산화 기술개발과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 투트랙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가는
5대 에너지
BRIDGES

 동북아 오일 . 가스 허브
• 2030년까지 울산항 684천㎡ 부지에 오일 및 LNG 등 에너지 저장시설 구축
• 정부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RUS-SAN 마켓 개설 등 협력

 원전해체 산업
• 유치에 성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거점으로 세계 원전해체시장 선정
•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해 연관기업 육성, 국산화 기술개발 등 추진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5대 특구 . 단지

• 경제자유구역 중심 혁신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 태화강을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및 2020년까지 40km 대숲 조성
•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
더 살기좋은
도시로 가는
4대 행복
BRIDGES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자원화 추진

 울산 첨단 의료산업기반 조성
• 2025년 시민 모두를 위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개원
• 지역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게놈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 외곽순환도로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 신교통수단(트램) 건설, 울산권 광역철도 건설
자료 : 울산광역시(2021),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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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1) 환경국
① 환경생태과
[표 2-30] 기후위기 관련 환경생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세 부 사 업
• 「기후위기 대응, 탄소제로 도시 울산」 선언
- 우리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비전·전략, 추진의지 천명

녹색전환
‘탄소제로 도시’

-

본격 추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2050 울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울산시 전역 / 2021년~2050년)
- 기간 : 2021. 3월~2022. 2월(12개월)
- 사업비 : 180백만원(국 90, 시 90)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분석·전망 및 감축 중·단기 계획수립 등
• 「울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 구성 : 시민대표, 산업계, 학계, 관련 기관 등 30명 내외
- 탄소중립 관련 전략 및 주요시책·계획 등 심의·의결

울산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활성화

물순환 회복 및 하천
수질관리

•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 구성 : 50명(회장 1, 부회장 1, 감사 2, 위원 46)
- 주요기능 : 지속가능발전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사업 추진 등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내용 : 4개 분야 16개 사업
▨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 사업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에 저영향개발 시범사업 시행으로 빗물유출량, 비점
오염원 저감 등 물순환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위치/총사업비 : 남구 삼호동 일원 / 7,239백만원(국 3,811, 시 3,428)
추진계획 : 저영향개발사업 준공(‘21. 4월)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물의 재이용 활성화
- 사업규모/사업비 : 빗물이용시설 8개소 설치 / 40백만원(시 40)

도시 물순환

• 울산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치/기간 : 남구 성암동 64-12 일원 / 2017년 ~ 2021년(5년)
- 사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37,000㎥

회복과 건강한
물환경 조성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사업

•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치/기간 :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원 / 2019년 ~ 2023년(5년)
- 사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22,300㎥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치/기간 : 남구 여천동 미포국가산단 일원 / 2020년 ~ 2024년(5년)
- 사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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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사 업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세 부 사 업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간 : 2021. 3월~12월(10개월)
- 사업비 : 50백만원(시 50)
- 주요내용 (울산시 전역 / 2022년~2026년)
• 어린이 놀이시설 쿨페이브먼트(차열도료 도색) 시공
- 사업기간/대상 : 2021. 1월~4월 / 어린이공원 3개소
- 총사업비 : 36백만원(국 18, 시 9, 구 9)
- 사업내용 : 그늘막이 없는 놀이터에 열차단 도료 도포
• 어르신시설 그린커튼 조성
- 사업기간/대상 : 2021. 1월~6월 / 어르신시설(경로당) 4개소
- 총사업비 : 38백만원(국 19, 시 9.5, 구 9.5)
- 사업내용 : 건물 외벽에 녹색넝쿨 식재
• 기후친화형 어린이 시설 시범 조성
- 사업기간/대상 : 2021. 1월 ~ 3월 / 어린이집 1개소
- 총사업비 : 66백만원(국 33, 시 16.5, 구 16.5)
- 사업내용 : 옥상·외벽 쿨루프 시공, 이중창 설치, 야외놀이터 차양설치
• 시설물·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대상 : 개별세대, 아파트단지/자동차(12인승이하 승용‧승합)
- 운영방법 : 전기, 운행거리 등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사업비 : 274백만원(국 137, 시 137) ※ 시설물 256, 자동차 18
- 시설물 : 참여자 증가율 8%(기준: 최근 3년 평균가입자, 지자체 평가지표)
- 자동차 : 400대(매년 공개 모집)

기후변화

• 저탄소생활 범시민 실천운동(C·G-10)
- 대상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 10개 분야 실천사업
- 추진사항 : 13개단체 17개사업(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업사이클링 등)
- 사업비 : 150백만원(시 150)

대응 및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참여 : 시, 구·군,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
- 사업비 : 260백만원(국 130, 시 130)
- 주요내용 : 가정, 상가,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분석 감축방안 제시 및
저탄소 생활 홍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컨설턴트 양성)
• 기후학교 운영
- 대상 : 어린이, 어르신, 초급과정을 이수한 그린리더
- 사업비 : 80백만원(국 40, 시 40)
- 주요내용 : 그린리더 중급·고급·심화과정(강사양성), 찿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어린이반, 어르신반)
• 청소년 기후변화포럼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대상 기후변화 맞춤형 교육·홍보
▨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기후교실, NIE일기쓰기, 청소년
기후변화 온라인 토크콘서트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리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 대상 : 시, 구·군 소속 공공건물 및 차량(95개 소속기관)
- 감축목표 : ‘21년 32% (매년 2% 상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 대상시설 : 환경기초시설 22개 사업장(폐기물4, 하수처리8, 상수도 8, 폐수2)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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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보전과
[표 2-31] 기후위기 관련 환경보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환경 조성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추진

세 부 사 업
•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삭기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 보급대수/사업비 : 1,085대, 30,175백만원
- 전기자동차(680대), 전기이륜차(400대), 전기굴삭기(5대)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추진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 지원사업 :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000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724대)
▨ 건설기계 매연저감·엔진교체 지원(90대)
▨ LPG 1톤트럭 신차구입 지원(200대)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③ 하수관리과
[표 2-32] 기후위기 관련 하수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회야하수처리장
ICT지능화시스템 구축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
하수관망 블록화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스마트화

-

세 부 사 업
• 회야하수처리장 ICT지능화시스템 구축
- 위치 :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회야하수처리장)
- 기간 : 2021년 ~ 2022년
- 내용 : ICT·AI기반 하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 사업비 : 4,000백만원(국 2,000, 시 2,000)
• 하수관망 블록화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 위치 : 8개 하수처리구역
- 기간 : 2021년 ~ 2026년
- 내용 : 소구역 117개소 하수관망 블록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비 : 35,400백만원(국 17,700, 시 17,700)
•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
- 위치 : 남구 처용로 524
- 기간 : 2016년 ~ 2022. 1월
- 규모 : 증설 200톤/일(300톤/일→500톤/일)
- 사업비 : 54,000백만원(국 29,438, 시 2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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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사 업

세 부 사 업
•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 기간 : 2021. 1월 ~ 2024. 6월
- 규모 : 관로 이설 L=4.6km, 펌프장 1개소
•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 기간 : 2021년 ~ 2024년
- 규모 : 정비 L=7.1km
•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및 정비
- 기간 : 2021. 1월 ~ 12월
- 규모 : 도로개설구간 하수관 부설 및 정비 L=1.2km

노후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

•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2공구)
- 기간 : 2020. 1월 ~ 2023. 12월
- 규모 : 정비 L=11.0km
• 노후하수관로 정비(1차)
- 위치/기간 : 울산시 전역(울주군 제외) / 2016. 8월 ~ 2021. 5월
- 규모 : 정비 L=81.9km
• 노후하수관로 정비(4차)
- 위치/기간 : 울산시 전역 / 2020. 1월 ~ 2023. 12월
- 규모 : 정비 L=43.4km
•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1공구)
- 기간 : 2018. 1월 ~ 2021. 12월
- 규모 : 관로 정비 L=11.3km, 부분보수 1,681개소
•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2차)
- 기간 : 2017. 8월 ~ 2021. 10월
- 규모 : 정비 L=6.4km

도심 확장지역
하수관로 신설

하수･폐수처리시설
현대화･효율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 기간 : 2020년 ~ 2023년
- 규모 : 하수관로 L=9.3km, 중계펌프장 20,000㎥/일
• 농소(창평,중산) 지선관로 부설
- 기간 : 2017년 ~ 2022년
- 규모 : 하수관로 L=17.2km, 배수설비 664개소
•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 위치/기간 : 남구 부곡동 산 2번지 일원 / 2020년 ~ 2022년
- 규모 : 85천톤/일(여과수 61, 순수 24)
- 사업비 : 1,729억(민자)
- 수요처 : ㈜한화케미칼 등 8개사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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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원순환과
[표 2-33] 기후위기 관련 자원순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사 업

세 부 사 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

• 자원순환 성과 관리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발생폐기물(3년 평균 1천톤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에 대한 이행실적 달성 관리
- 성과목표
▨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48.1%, 최종처분율 15.76%
▨ (사업장폐기물) 순환이용률 15.0%, 최종처분율 24.0%
• 자원순환시책 추진 평가
- 주요내용 : 전 구·군(자원순환부서) 대상으로 폐기물감량, 자원재활용 추진
등 자원순환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표창 및 시책 공유
•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 개선
- 대상 : 투명 페트병 및 유리병류(빈병보증금제 비적용 대상)
- 배출체계
▨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 ⇒ 전용수거함 별도 배출
▨ (유리병류) 기타 재활용품 혼합 배출 ⇒ 병류 따로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 및
시민의식 제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선순환적 체계 관리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 1회용품 사용감축 방송 홍보
- 사업내용 : 1회용품 사용감축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홍보
- 사업비 : 100백만원
• 분리배출 생활화로 폐기물 발생 억제
- 사업내용 : 자원순환사회(Zero-Waste) 구축을 위한 폐기물 발생억제 지도
점검 및 시민 자율참여 유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용기 확충 및 재활용 장려금 지원
▨ 폐전지·종이팩 교환사업 추진
▨ 집중수거기간 운영 : 폐전지 및 폐형광등, 영농폐기물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홍보강화
▨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점검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발생억제 지도점검
▨ 다량배출 사업장(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지도점검
- 사업비 : 687백만원(국 10, 시 339, 구·군 338)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사업 추진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 보급수량 : 335대(1대/70세대, 구·군 설치사업)
- 사업비 : 520백만원(구·군 520)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및 용연SBK의 안정적 운영
-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해 스팀 생산 후 인근 기업 판매
• 소각장 스팀에너지 공급사업
- 시설용량 : 100톤/hr(중압 58톤/hr, 고압 42톤/hr)
- 공급업체 : 효성화학㈜, 하수슬러지 소각장, ㈜바커케미칼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 기간 : 2021. 1월 ~ 2025. 10월(5년간)
- 사업량 : 500톤/일(250톤/일×2기)
- 건립방법 : 기존 소각장내 여유부지 활용 신규 설치
- 사업비 : 1,905억원(국 611, 시 917, 기금 377)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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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정원국
① 녹지공원과
[표 2-34] 기후위기 관련 녹지공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세 부 사 업
• 생활권 도시숲 지속 확충
- 기간/사업비 : ‘21. 1. ~ 12. / 2,29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환경숲 5개소, 가로수 조성 6개소, 명상숲 3개소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

기후변화 대응 생활권
도시숲 확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
- 기간/사업비 : ‘20. ~ ’22. / 20,000백만원
- 사업내용 : 20ha(공단주변 보완숲, 완충녹지 강화숲, 생활권 주변 차단숲)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기간/사업비 : ’21. 1. ~ 12.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띠녹지 조성(0.52ha, 1.16km)

사람중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천만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천만그루 나무심기 (‘19~’28년)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 사업대상 : 생육 불량 가로수 환경 개선 250본
- 사업내용 : 뿌리돋움 개선, 식수대 거름주기, 보도정비 등

일상 속 여유를 누리는
도시공원 조성

• 2035년 울산 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
- 일몰제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공원·녹지 체계적 계획 수립

시민중심 공원서비스 도심 생태축 연속성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제공 및 생태축
연속성 확보
조성

• 도심 생태축 연속성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 사업기간 : 2003년 ~ 2024년
- 위치 : 남구 상개동 ~ 북구 연암동(동해남부선 철도변)
- 면적 : 1,000천㎡[조성완료 708천㎡(71%), 향후계획 292천㎡]

사람중심의 산림순환
경제로 일자리 창출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 기간 : 2015. ~ 2024.(10년)
- 사업내용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신설
• 산림재해 대응 일자리
- 산림재해 대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사방사업
-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로
모두가 안전한 산림

건강하고 가치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예방‧진화체계 구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피해고사목제거, 나무주사 등)
- 일반병해충 방제 (참나무시들음병,솔껍질깍지벌레,생활권 수목진단 등)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우려지역 직접 현장방문 조사
•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사업
- 위치 :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3년)
- 사업규모 : 산불피해 복구 조림(240ha)
• 건강한 숲 조성
- 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녹지정원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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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화강국가정원과
[표 2-35] 기후위기 관련 태화강국가정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재해에 안전한 태화강
국가정원

세 부 사 업
• 침수저감 기본계획 수립
- 실개천 하부 제방 및 수문 설치, 현황측량 등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녹지정원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3) 혁신산업국
① 미래산업과
[표 2-36] 기후위기 관련 미래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사 업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세 부 사 업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 기간/사업비 : '21년~'23년(3년) / 70,710백만원 (국 47,747, 시 22,963)
- 사업내용 :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울산시 주력산업 : ① 친환경자동차부품, ② 조선해양, ③ 첨단화학신소재, ④
친환경에너지
•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 기간/사업비 : '19년~'21년(3년) / 1,000백만원(국 700, 시 300)
- 사업내용 : 신규 특구사업 발굴, 성과‧과제관리,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
- 추진상황 : 수소그린모빌리티('19. 11.), 게놈서비스산업('20. 7.) 특구 지정
• 산업단지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사업
- 기간/사업비 : '18년~'22년 / 2,340백만원(국 1,870, 시 470)
- 사업내용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과학기술 진흥 및
기술역량 강화

생태산업 선도
환경기술개발
지원 확대

•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화 기술개발 지원
- 기간/사업비 : '18. 12.~'23. 12. / 2,000백만원(국 1,000, 시 1,000)
- 사업내용 : CO2 포집기술·촉매·활용기술개발, 수요기업 기술지원 등
•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지역에코혁신사업)
- 기간/사업비 : '08년 ~ 매년 / 225백만원(국 165, 시 60)
- 사업내용 : 친환경 공정개선 진단 등 중소기업 환경역량 강화 지원

ICT융합 산업도시
구현

ICT융합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기간/사업비 : '21. 5.~'22. 4.(1년) / 124억원(국 116, 시 8)
- 사업내용 :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장비 등 구입 지원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혁신산업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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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산업과
[표 2-37] 기후위기 관련 에너지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글로벌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사 업

세 부 사 업

정부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장비(기술)
국산화 연구추진

• 국산화 연구추진
- 주요내용 : ㎿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20. 5.~'25. 4/290억원/울산대)
- 해상풍력 최적 운송 및 설치기술 개발('20. 5.~'23. 4/40억원/CGO)
- 70㎸급 다이내믹 케이블 시스템 기술개발('20. 5.~'24. 4/50억원/㈜LS전선)

부유식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 O&M
기술연구

• 디지털트윈 기술기반 부유식 시스템의 예지적 유지보수
- 기간/정부출연금 : '20. 10.~'21. 12. / 50억원
- 주요내용 : 부유식 해상풍력 상황감시 개념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고장예측 및 원격감시 기술개발, 위험예측 모델 개발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연구, 개발, 테스트) 지원센터 구축
- 기간/사업비 : '21. 1.~'24. 12. /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150)
콤플렉스 지원센터 구축
- 주요내용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 센터 및 장비 구축
민간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기간/위치/규모 : '18년∼'25년 / 동해가스전 인근 / 1GW급 이상
- 참여기업 : GIG, Equinor, KFWind, ShellCoensHexicon, SK E&S+CIP,
한국석유공사 등
- 주요내용 : 산업부(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및 각종 규제개혁 행정지원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 개최('21. 10.예정 / UEXCO)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등 • 세계 에너지 도시 협의체(WECP) 회의 참석('21. 하반기 / 미정)
부유식 해상풍력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96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
- 위치/면적 : 울주군 온산읍 강양·우봉리 일원 / 386천㎡정도
- 기간 : '21년~'25년(5년간)
- 주요내용 : 부유식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및 연구(지원) 시설 건립 등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 기간/사업비 : '22년~'26년(5년) / 1,773억원(국 1,419, 시 354)
- 주요내용 : 수소배관 13㎞ 설치(효문사거리∼이화일반산업단지), 수소 자동차
부품 성능인증(수소 건설·산업기계 기술) 지원센터 및 장비 구축
•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 기간/사업비 : '20년~'22년(3년) / 290억원(국 145, 시 145)
주요내용
▨ 면적 : 5.87㎢(태화강역 및 북구 양정동 일원)
▨ 수소배관 : 10.0㎞(여천오거리→태화강역→효문사거리→현대자동차)
▨ 주거/건물 : 북구 율동지구 등 연료전지 발전 1,189㎾(전기, 열 공급)
▨ 교통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수소충전소 5기(시범사업 3기), 수소버스
11대(시내버스 10대, 시티투어버스 1대) 등
•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 위치/면적 : 울산테크노산단 일원(거점) 및 실증·특례 16개 지역 / 1,546천㎡
- 기간/기업 : '19. 12. 6.~'21. 12. 5.(2년간) / 24개(19개 기업체, 5개 기관)
- 총사업비 : 283억원(국비 162, 시 82, 민자 39)
- 주요내용 : 실증특례 6건,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ICT기반 수소공급 배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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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사 업

수소산업 기술강화
R&D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세 부 사 업
•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 기간/사업비 : '21년~'23년(3년간) / 386억원(국 289.5, 시 및 민자 96.5)
- 사업내용 : 수소트램 R&D, 수소충전소, 차량기지, 전기, 신호, 통신시스템
설치 등
•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 기간/사업비 : '20년~'22년(3년간) / 70억원(국 47, 시 21, 민 2)
- 사업내용 : 수소산업 기반구축 장비확충,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실증사업
- 기간/사업비 : '19년~'25년(7년간) / 132억원(국 122, 시 10)
- 사업내용 : 온사이트 태양광 수소생산시스템 개발 및 수소충전소 공급 실증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 기간/사업비 : '21. 1.~12. / 138.4억원(국 112.5, 시 25.9)
- 보급규모 : 500대
- 차량가격/보조금 : 72.2백만원(1대), 34백만원(국 22.5, 시 11.5)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확대로
수소 도시 선점

• 수소 충전소 구축 확대
- 기간/개소 : '21. 1. ~ 12. / 7개소
- 사업내용 :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4개소(태화강역 3, 현대자동차
1) 및 환경부 사업 3개소(동구 1, 북구 1, 울주 1) 추진
•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사업 확대 추진
- 기간/차량대수 : '20. 7. ~ / 10대
- 이용대상/사업비 : 울산시 직원, 취약계층 시민 등 / 운영비 2억원
- 사업내용 : 업무용, 의전, 취약계층 등에 수소전기차 공유
• 수소 시내버스 운영 확대
- 기간/차량대수 : '20. 5. ~ / 3대(707번 노선, 울산여객)
- 사업내용 : 수소전기버스 3대 추가 구입 ※ ‘21년 : 3대 → 총 9대

테크노산단 P2G
기반 한전MG
실증사업 추진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그린에너지
자립도시
도약 실천

• 테크노산단 P2G 기반 한전MG 실증사업
- 위치 :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부지(울산테크노산단 내)
- 사업기간 : '19.~'22. 4.
- 주요사업 : P2G기반 그리드 연계형 다중 MG 기술개발 및 실증
- 총사업비 : 19,270백만원(시 1,630, 한전 12,860, 민 4,780)
•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ㆍ복합지원)사업(국가공모)
- 사업대상 : 중구 학성동, 성안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동
- 사업규모 : 태양광 261개소(982㎾), 태양열 27개소(162㎡)
- 총사업비 : 2,202백만원(국 1,073, 시 754, 민 375)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사업

•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사업
- 기간/위치 : '19. 7.~'22. 6.
※ 총 3단계 추진 : 태양광 60㎿ (단계별 용량 20㎿), 일반산업단지 8개 산단
- 사업대상 : 울산자유무역지역ㆍ신일반산업단지
- 사업비 : 300억원(태양광 300) ※ 사업비 : 동서발전 전액
- 설비용량 : 태양광 20㎿

신재생에너지
대대적 보급 확산

•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1월 / 1.3억원(시비)
사업규모 : 130가구(가구당 100만원 지원)
※ 가구당 설치비 단독 3㎾(502만원), 공동 30㎾(6,600만원)의 20% 정도 지
원 ('20년 기준)
- 사업내용 : 단독 태양광(3㎾), 태양열, 지열 설치
▨ 단독 태양광 390㎾ (3㎾×130가구), 공동주택 태양광 240㎾(30㎾×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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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사 업

세 부 사 업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기간/사업비 : '21. 2.~11월 / 3억원(시 3)
- 사업규모 : 단독주택 119가구
- 사업내용 : 단독주택 태양광(3㎾w)

신재생에너지
대대적 보급 확산

•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 기간/사업비 : '21. 3.~11월 / 1억원(시비)
- 사업대상 : 에너지 빈곤층에 태양광 12개소(단독주택 11, 공공임대아파트 1)
- 사업내용 : 에너지 빈곤계층, 저소득층에 태양광 등 무료설치(2.4㎾, 50㎾)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1월 / 4.78억원(국 2.15, 시 1.43, 구‧군 1.20)
- 사업규모 : 태양광 3개소(253㎾)
•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지원
- 기간/사업비 : '21. 1.~12월 / 630백만원(시비 330, 민자 300)
- 사업규모 : 중소기업 20개사
- 사업내용 : 공정 전문가에 의한 에너지 효율분석 도출 및 시설개선
•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2월 / 1,042백만원(시 500, 생기원 242, 민자 300)
- 사업규모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중소기업 6개사
- 사업내용 : 에너지다소비 공정의 최적화 접근을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중소중견기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2월 / 450백만원(시 200, 생기원 150, 민자 100)
- 사업규모 : 중소중견기업 2~3개사
- 사업내용 : 4차산업혁명 대응 위한 체감형 AI기반의 실시간 공정최적화 기술
적용,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도모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 취약계층 가스안전관리 강화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2월 / 13.7억원(국 1.5, 시 3.6, 구군 7.9, 민 0.7)
- 사업대상 : LP가스 사용의 취약계층 가구
- 사업내용 : 타이머-콕 보급 2,700가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4개 마을
• 취약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1월 / 1.34억원(국 0.67, 시 0.335, 구군 0.335)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8개소
- 사업내용 : LED 조명등 교체(남구 2, 울주군 6)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1월 / 1.90억원(국 0.76, 구군 1.14)
- 사업대상 : 공공시설 5개소
- 사업내용
▨ 중구청 노후 수배전반 설비 교체 4면(LBS, MOF, PT, VCB)
▨ 울주군민체육관 등 4개소 노후 변압기 4대 (250㎸A 1대, 300㎸A 3대)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혁신산업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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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차조선산업과
[표 2-38] 기후위기 관련 자동차조선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 구축

UAM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래차 산업

수소전기차
복합관리센터 구축

자율주행 실증으로
미래 스마트 도시 구현

미래선박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신기술 도전

바다 위의 새로운
바람
–
조선해양산업
미래시장 선점

세 부 사 업
• UAM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 기간/사업비 : ’21년 ~ ’23년(3년) / 142억원(국 100, 시 42)
- 사업내용 : AI 기반의 자율 운항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등
• 수소전기차 복합관리센터 구축
- 사업기간/위치 : '21년~'22년(2년간) / 울산 북구(이화산단)
- 사업규모 : 3개 섹터
SECTOR 1

SECTOR 2

SECTOR 3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

수소전기차
정비소

수소 충전소

• 자율주행 기반 소형 수소버스 시제품 개발
- 기간/위치 : '17. 4.~'22. 5.(5년) / 울산 중구 이예로 일원
- 총사업비 : 41.4억원(시 17.4, 민 24)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신규사업)
- 기간/사업비 : '21년~'25년(5년) / 110억원(국 60, 시 30, 민 20)
- 사업내용 : LNG-암모니아 혼소기관 개발 사업 연계 시험시설 구축
• 친환경선박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신규사업)
- 기간/사업비 : '21년~'24년(4년) / 243억원(국 160, 시 83)
- 사업내용 :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시험시설 구축
• 친환경 선박 핵심부품 AI응용 첨단화 지원(신규사업)
- 기간/사업비 : '21. 1.~12월(1년) / 8억원(시 4, 민 4)
- 사업내용 : 친환경 선박 핵심부품 첨단화로 기술기업 육성

ICT 융합
실증사업으로
신 성장 동력 확보

•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
- 기간/사업비 : ’19년 ~ ’22년(4년) / 450억원(국 235, 시 215)
•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기간/사업비 : '19년~'23년(5년) / 193억원(국 92, 시 100, 민 1)
- 사업내용 :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상용화, SW 융합생태계 구축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혁신산업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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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학소재산업과
[표 2-39] 기후위기 관련 화학소재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이차전지 밸리조성

화학소재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화학소재
기술개발 지원

세 부 사 업
• 이차전지 밸리조성
- 기간/장소 : ‘20. ~ ’25. / 하이테크밸리 및 테크노산단 內
- (지원기반) 울산테크노산단 內 이차전지 종합지원 실증화센터 구축
- (기업지원)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유치, 전차 사용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
• 시-화연 기술협력 사업
- 기간/사업비 : '06년~매년 / 13억원(국 3, 시 10)
- 사업내용 : 촉매, 고분자,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등 기술개발
•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
- 기간/총사업비 : '15년~'24년 / 245억원(국 200, 시 20, 민 25)
- 사업내용 : 친환경 외장소재 및 고감성 내장소재 기술개발
•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
- 기간/사업비 : '18년~'22년/170억원(국 100, 시 60, 민10)
- 사업내용
▨ 바이오화학제품 공인인증관련 분석 장비ㆍ설비 구축, 제품생산기술 지원
▨ 분석/인증 기술 및 장비활용지원 전문인력 확보

게놈 및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융합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 지원
- 기간/사업비 : '20년~'24년/178억원(국비)
- 사업내용
▨ (기술) 생분해 속도조절 기술 개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필름 제조
▨ (생산) 바이오플라스틱 원재료 대량 생산, 시제품 15종 개발 및 실증
▨ (평가) 생분해 평가 기술 개발, 바이오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DB 구축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 지원
- 기간/사업비 : '20년~'24년/178억원(국비)
- 사업내용
▨ (기술) 생분해 속도조절 기술 개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필름 제조
▨ (생산) 바이오플라스틱 원재료 대량 생산, 시제품 15종 개발 및 실증
▨ (평가) 생분해 평가 기술 개발, 바이오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DB 구축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혁신산업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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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성장기반국
① 산업입지과
[표 2-40] 기후위기 관련 산업입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화학소재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추진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체계적인
산단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강화

첨단ㆍ융복합ㆍ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녹지경관 개선

세 부 사 업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추진
- 우리시 최근 산업정책동향에 따른 체계적인 산업입지 수급방안 마련
-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의 스마트산업단지 적용 방안 등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 사업면적 : 153만㎡(46만평)
- 기간/사업비 : ‘19년 ~ ’25년(7년) / 9,013억원(추정)
- 유치업종 : 특화산업(R&D, 미래자동차, BT, 에너지 등)
•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기간/사업비 : ‘15년 ~ ‘25년/1,467억원(공사 639, 보상 828)
- 유치업종 : 자동차ㆍ조선관련 첨단산업,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관산업
(에너지) 등
• 그린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기간/사업비 : ‘19년 ~ ’24년(6년)/893억원(추정)
- 유치업종 : 연구개발(R&D) 및 관련업종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대상 : 26개소 (완충녹지21, 경관녹지4, 공원1 / A=1,011천㎡)
- 수목식재·관리, 녹지정비공사, 작업단운영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미래성장기반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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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개발과
[표 2-41] 기후위기 관련 지역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전략 구상

사 업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집적화
단지 조성 추진

세 부 사 업
• 부유식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 조성(40,992㎡)
- 수소선박 전문기업 단지(49,587㎡)
- 풍력전문 기업단지(209,086㎡)
- 풍력+수소 전문기업 단지(48,761㎡)
- 공용부지(11,752㎡)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스마트서비스 발굴

ICT 기반의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25명 이내(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정보통신 전문가, 시민 등)
- 협의내용 : 스마트도시 실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관리 등

스마트시티 조성 및
센터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도시․택지개발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 대상 : 송정지구, 다운2지구, KTX복합특화단지 등
- 주요내용 : 교통, 환경, 안전, 생활 등 스마트시티서비스 발굴 및 구축
• 스마트시티 센터 및 통합플랫폼 안정적 운영
- 대상 : 스마트시티센터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주요내용 : 정기점검, 신속한 장애복구로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미래성장기반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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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건설국
① 교통기획과
[표 2-42] 기후위기 관련 교통기획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보행우선, 교통약자를
배려한 선진
교통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선진 교통환경
조성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첨단 교통체계 도입

세 부 사 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5개소), 디지털 음향신호기 설치
• 차세대 스마트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 자율협력주행 연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 AI기술을 활용한 교통정체 예보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버스정보단말기 지속적 추가 및 노후단
말기 교체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 노선체계 개편 및 개별노선제 전환 반영
•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기반 확충
- 제4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 AI기반의 시내버스 배차 및 운행관리
- 시내버스 전용차로 설치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 구축

• 대중교통 취약지역 운행여건 제고
-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지원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영
- 지선・마을버스 노선 전기버스 도입
• 대중교통 맞춤형 이용편의 증진
- 대중교통 이용수요 분산 추진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울산권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 시내버스 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
- 버스정류소 표지판 등 관련 시설 정비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교통건설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

103

정책20-11_레이아웃 1 21. 12. 30. 오전 9:43 페이지 104

② 버스택시과
[표 2-43] 기후위기 관련 버스택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전략 구상

세 부 사 업
• 도로현장 비대면 기술 확산 및 자전거 문화 확산
- 공유자전거 운영 활성화, 자전거 이용 붐 조성 등
• 지방하천 체계적 관리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방하천 관리

• 지방하천 정비
- 척과천 정비(‘19.~’24. L=6.0㎞)
- 회야강 정비(‘18.~’24. L=6.6㎞)
- 곡천천 등 8개소(‘17.~’25.)
•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 배수시설 작동을 자동·원격·현장제어 기능으로 교체

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마련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교통체계 구축

• 도시철도 건설
- 도시철도 구축계획(안)
- 도시철도 예타 대응 연구용역 추진
- 도시철도 건설 시민소통 강화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교통건설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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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자리경제국
① 농축산과
[표 2-44] 기후위기 관련 농축산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젊은 농촌·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 지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가축질병 근절 및
동물방역체계 구축

사 업

젊은 농촌․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 지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가축질병 근절 및
동물방역체계 구축

세 부 사 업
•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장 및 학교농장 조성
- 도시민 텃밭상자 보급
-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텃밭보유, 도시농업 공동체등록)
•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유도
-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인증장려금
-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 축산업 역량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재해대비 축사시설 개선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환경개선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구제역·AI·ASF 특별방역상황실 운영(의심축 신고 접수, 발생동향 파악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소규모 농가, 취약지역 공동방제단 동원 소독)
- 농가 점검 및 지도, 긴급방역 등(구제역, AI 및 브루셀라 등 질병 방역 소독약
품, 방역물품 구입)
- 구제역 예방사업(구제역 예방백신, 백신접종완화제,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 가축질병 예방접종 지원
- 예방접종, 기생충구제(소 탄저, 돼지열병 등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송아지, 돼지, 산양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약품 구입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사육기반조성
- 축산차량(GPS) 등록제, 양계·양돈 면역증강제
- 장비지원(소 채혈 보정용 고정대, 축사 자동 소독시설)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추진

• 현장·기술중심 스마트 농업 기반기술 보급 확대
-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으로 지속가능 농업유지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 돌발·외래 병해충에 대한 사전방제로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공동주택 텃밭을 활용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시범
- 육묘·종자, 관·배수시설 등 텃밭 기반 조성, 텃밭 관리를 위한 도구(보관함
포함) 및 농자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눔 행사 등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일자리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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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진흥과
[표 2-45] 기후위기 관련 수산진흥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
과 제

사 업

세 부 사 업
•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조성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효과적인
자원관리

수산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대응 추진

•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어업피해 예방
- 고수온 대응 지원(고수온 대응장비)
- 적조방제사업 지원 및 유해성 해파리 구제
- 어업 재해예방 임차료(크레인, 지게차 등) 지원
- 어선 및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절감시설 사업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2식

미래 수산전문
인력 육성 및 내수면
자원 관리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육상수조식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 어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기관, 장비 등)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일자리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3) 분야별 주요 사업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울산광역시 정책 및 주요사업을 기후변화 완화사업과
적응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 기후변화 완화사업
① 온실가스 감축 분야
○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크게 배출저감, 흡수/저장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배출저감은
에너지생산, 에너지절감, 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등으로 구분하였음
○ 배출저감
- 에너지생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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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분야(배출저감-에너지생산)
구

분

사

업

명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민참여 태양광 보급
건물 보급

학교 태양광 보급
복지형 태양광 보급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대여 지원사업 (가정)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솔라캐노피 사업
유휴시설 및 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태양광

주차장 차광 기능성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력 생산 및 녹조 완화를 위한 수상 태양광 시스템 구축
유후부지

울산 인근 해역을 활용한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쓰레기 매립지 이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울산 구축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

산업단지 보급

산업단지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울산 공업단지 옥상형 BIPV 건설을 통한 CO2 감소 및 전력 생산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과 ESS 연계 보급 확대

마을
ESS연계

그린빌리지 주택지원사업
에너지복지마을 지원사업
건축물 태양광+ESS 연계 보급사업
공공기관 의무설치와 연계한 ESS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연료전지 보급
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소규모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보급
도시가스 소외지역 연료전지 보급

수소도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경제 :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구현
제2수소타운 조성 및 확대사업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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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풍력

분

수산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대응 추진

사

업

명

민간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육상풍력발전시설 보급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종교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에너지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단지 조성사업

융복합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사업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3030’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홍보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선 실시
울산시 하천 수자원과 소수력 산업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화
울산시 수처리시설과 소수력 산업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사업
울산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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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감 분야
[표 2-47]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분야(배출저감-에너지절감)
구

분

사

업

명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지원
중소중견기업 4차 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산업단지 LED 보급
에너지 효율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기업체수요관리프로그램

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구축
기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지역에코혁신사업)
산단 내 미활용 열원 활용
회야하수처리장 ICT지능화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취약시설(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공공기관 의무설치와 연계한 ESS보급 확대사업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스마트 조명 보급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건물

에너지효율화

환경기초시설 등 고효율기자재 교체
스마트미터(AMI) 보급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고효율 전자기기 구매 유도 및 촉진사업
캠퍼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한 세부내용(설비기기 개선, 단열창호개선 등)
에너지 자립형 유리 온실용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홈 IoT 융합 모니터링 기술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민간 및 공공기관 에너지관리 사업
공공시설, 주택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 지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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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에너지 자립형 건물 구축사업
스마트조명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
공영주차장 활용, EV·ESS 연계 인프라 확장구축
복합

스마트그리드+ESS+DR사업의 융복합사업
마을단위 에너지리빌딩 도입
울산대학교 에코 캠퍼스 사업
초중고등학교 그린스쿨 사업
저탄소생활 시민실천운동(CG-10)
탄소포인트제 운영

시민실천

에너지 절약실천 시민협력 공모
에너지절감 대회

건물

주민주도형 효율개선 지원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관리 및 배출권

공공부문 배출권거래 플랫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수요관리

시민가상발전소 보급
국민DR시장 참여
건물형 열병합발전 보급사업
가정용 열병합발전 보일러 보급사업

기타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고효율 공조기 도입
CDM사업추진
전기차 보급 확대
에코 그린 모빌리티 사업 확대
지선·마을버스 노선 전기버스 도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사업 확대 추진

교통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소 시내버스 운영 확대
수소지게차 보급
수소시티투어버스 운영
수소로드 지정 : 전국최초 수소버스 노선운행(124번 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스마트 ZEV(Zero Emission Vehicle) 활성화 및 고도화
하이브리드택시보급
그린카 개발 및 보급 인프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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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CNG 버스 보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에코 드라이빙 활성화사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친환경 운전

에코 드라이빙 활성화사업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사업
자동차 공회전 규제사업
공회전방지장치 117,400대 부착(~2020년)
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드론

수소 모빌리티 도입

선박용 연료전지 전원 공급 장치
하이퍼루프의 연료전지 전원공급 시스템
선박용(이동체)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울산 도시철도 건설

교통

신교통수단 보급

수소유람선, PAV, UAM, 위그선 등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신교통수단 도입사업
지역 내 생활권역간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노선 구축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지원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영
대중교통 취약지역 운행여건 제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노후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농업·건설기계·공항, 항만, 공장내부 운행장비 저공해화 추진사업
도로현장 비대면 기술 확산 및 자전거 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률 제고

공유자전거 도입 및 확대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시민공영자전거제 도입

보행률 제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기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이용한 V2G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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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표 2-48]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분야(배출저감-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구

분

사

업

명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유도
환경진화형 영농신기술 보급사업
농업

친환경 농업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후변화 대응 과수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 농업 전환
〔특화〕장례식장 1회용품·음식물 줄이기
생활폐기물 발생량 획기적 감축
생활·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및 매립장 부족대책 강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사업 추진

폐기물 발생 저감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사업장폐기물 발생감축 및 재활용 확대사업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재활용 시설(공공선별장) 확충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 및 시민의식 제고
재활용률 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 개선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선별장) 확충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기타

하수, 폐수, 분뇨 발생 감축사업
용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사업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사업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폐기물 자원화 시스템 구축 도심에너지원 공급

폐기물 재활용

발전소 온배수, CO2 활용 해양 바이오매스 대량생산 및 고부가 산물 생산
C1가스 유래 개미산 활용 연료전지 및 화학물질 생산
리그닌 기반 자동차 경량화 소재 개발

자원 순환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고품질 고형연료제품 생산
폐기물 에너지화
소각장 스팀에너지 공급사업

미활용 열원 재활용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에너지 브릿지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에너지 공급
석유화학공정 저온폐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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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연계 냉방열원 보급
산업배열 활용 슬러지 에너지화
미활용 열원 재활용

발전 온배수 활용 열에너지 공급사업
동해안 해수열 이용 발전사업
석유화학공정 미활용 열택배 시범사업
미활용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빗물재이용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사업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자원 순환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확대
하수방류수 재이용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재이용 기반 조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산업단지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사업

생태산업개발

생태산업단지(EIP·Eco Industrial Park) 실증화 단지 조성
생태산업단지조성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사업 추진

기타

공업용수 활성화 사업
공업폐수 재이용 사업
중수도 이용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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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저장
[표 2-49]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분야(흡수/저장)
구

분

사

업

명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생활권 도시숲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미세먼지저감 조림 및 숲가꾸기(건강한 숲 조성)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천만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도심 생태축 연속성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흡수원 조성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흡수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건물옥상 및 주변 녹화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통한 녹지서비스 제고 추진
도시숲, 도시공원,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650만본 식재사업
조림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해양 흡수원 조성

해중림 조성 및 수산종자방류사업
해중림 (바다숲) 조성사업

탄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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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반 구축 분야
○ 기반 구축 분야는 크게 기후위기대응, 배출저감, 흡수/저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배
출저감은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동일하게 에너지생산, 에너지절감, 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등
으로 구분하였음
○ 기후위기대응
[표 2-50]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반 구축분야(기후위기대응)
구

분

사

업

명

울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실무추진단 구성
탄소제로 정보센터 운영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울산’ 선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GCoM) 가입
탄소중립 중앙·지방정부 협력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U-LEDS) 수립
기후변화 연구기관 설립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시행
기후위기대응

탄소제로 도시 기후행동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도약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정부지원 건의 및 추진상황 점검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속 발굴 및 실행력 강화
9성장다리(9 BRIDGES) 성과 창출 행정력 집중
2050 울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울산시 전역 / 2021년~205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서 거버넌스 구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구축
2050년 울산 온실가스 감축 대응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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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저감
- 에너지생산 분야
[표 2-51]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반 구축분야(배출저감-에너지생산)
구

분

사

업

명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200개 이상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
신산업･에너지중심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수소전문가 커뮤니티 운영
수소경제 선도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수소융합기슬연구소 설립 추진
울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수소기반 안정성 인프라 구축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설립 추진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사업 추진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그린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공급망 구축
수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
세계최고 수소도시 홍보
관문지역 수소산업 전시 홍보
통합운영센터
안전관리센터
홍보교육체험관
수소경제 연구개발 및 설비 확대
수소전기차 생산라인 단계적 확대
수소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기업 투자 확대
수소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
수소산업 종합연구지원단지 조성
수소전기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 공용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수소 생산공장 증설
수소 비축기지 건설
수소전문학과 설립
수소연료전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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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한국수소산업협회 활동 강화
수소 종합안전성 지원센터 기획 및 구축
수소부품 폭발 재현 및 안전성 평가 체계구축
초고압에 의한 수소 부품 안전성 평가 시험기반 및 체계구축
국제인증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IoT기반 방식전위 측정시스템 설치
울산 수소산업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 매년 2월26일
글로벌 TOP 수소도시 추진진단 운영 (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
수소시티 홍보사업 추진 (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
수소도시 기념 조형물 제작 (도시관문 주요지점)
수소전문가 커뮤니티 운영(1,000여명)
수소도시CI제작
수소기반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사업
글로벌 에너지 포럼 개최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보 및 유도
울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울산 Solar Map 구축사업 (가정, 상업)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사업
신재생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용지 조사(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기준 설정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리방안 구축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육성
신규 산업단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연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울산형 「지역 신재생에너지 총괄 전담기관」 설립 추진
해상풍력 클러스터(집적화 산업단지 등) 조성

풍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연구, 개발, 테스트) 지원센터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 개최
세계 에너지 도시 협의체(WECP)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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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감 분야
[표 2-52]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반 구축분야(배출저감-에너지절감)
구

분

사

업

명

산업계 탄소중립 자율협약 체결
(가칭) 기업 온실가스 저감 대응센터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친환경 연료 정책추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추진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린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술자문 네트워크 구축

산업

다소비 사업장 원단위 절감 자발적 협약
RE100 이행기반 마련 지원
석유화학산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친환경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발굴
에너지 절약 자발적협약(VA) 사업체 확대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울산시 녹색건축물 조례제정(2016.12월 제정)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작성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친환경셜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작성(열관류율 평가, 일조평가)
에너지소비총량제 울산시 기반마련을 위한 ECO2 활용 교육
에너지절약설계 감리보고서 지침 마련
에너지절약설계 대상건물 감리(공사단계)
건물

에너지절약설계 대상건물 감리(사용승인단계)

녹색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홍보관 계획
울산시 건축물 및 에너지소비량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녹색건축물 관리를 위한 녹색관련 지표설정(건축물, 에너지, 관리범위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데이터 기반 건물부문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에너지효율건축물 인증대상 실태조사 및 매뉴얼 작성
인증건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녹색건축 인증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노후화 단계별 기준 및 범위 설정
노후건물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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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노후건축물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개선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도시재생지역 권역별 노후건물 개선범위 파악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물 개선 지원 및 기준 마련
재생사업 추진 시 에너지 절감 건축물과 연계방안 마련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리모델링 사업 전담팀 구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년차별 예산 수립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기준설정 및 진단시스템 구축
리모델링 사업 지원
리모델링 사업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 평가 서비스 제공
리모델링 사업자 확대 방안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행정지원, 비용일부지원 등)
리모델링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관리범위 설정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설정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온실가스 목표설정
산업단지 녹색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녹색기금 조성방안 마련
녹색기금 활용방안 마련
건축분야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너지평가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시민 대상 녹색건축물 홍보
녹색건축물 관련 홍보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리모델링 전문기업 활성화 방안마련
녹색건축 관련기업 실태조사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업 지원방안 마련
녹색건축 전문기업 등록시스템 구축(에너지공단 기업등록 방법 활용)
녹색건축 관련 총괄기관 구축
운영방안 및 전담조직 구성
녹색건축센터 재원조달방안
녹색건축센터 사업비 집행기준 작성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교류

청소년 기후변화포럼 운영
청소년 에너지포럼 운영
이전공공기관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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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산학연관민 에너지 협의체 구성
교류

녹색성장 협력 방안 교류
혁신도시 이전 에너지공공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주민참여형 에너지생산 및 효율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기후학교 운영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후속지원
ICT 연계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에너지 학교 운영
융합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녹색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 확대
녹색시민 양성 환경교육 확대사업
인력양성 지원사업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

기관설립

국립체험형 미래과학관 건립
울산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동남권 대기환경 관리기관 유치

절약
데이터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유도
물절약 교육·홍보 사업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구축사업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

기타

울산 차세대 전지연구개발센터 운영
울산시 자체 건축물에너지 기준 마련 및 조례 지정
신축건물 대상 건물에너지 효율기준 확대 적용(~2020년)
수소 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전기차 복합관리센터 구축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
전기충전소 구축

교통

충전소

버스충전소 1기
수소차 생산용 충전소(현대자동차)
수소 자동차의 사고재현 및 안전성 평가 시험기반 및 체계구축
광역 수소 하이웨이 운영 (울산 ~ 경주 ~ 포항)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친환경차 복합충전(수소+전기) 인프라 확충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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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기반 확립
대중교통 맞춤형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 확대 구축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유도
환승센터 구축(울산역, 태화강역, 송정역, 신복로터리)
교통인프라 확충 및 효율성 강화사업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 실시사업

인프라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교통혼잡 및 외곽지역 교통여건 개선사업
울산과 주변지역간 연계 철도노선망 구축
자율주행 지능형도로(스마트로드) 건설
친환경선박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조선선박

ICT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혁신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반조성사업
수소 선박의 사고 대응 안전성 확보를 시스템 구축

교통

자전거도로 설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 간선망 구축 및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
자전거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자전거 관련 행사 활성화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협의체계 강화
미래차 산업 선도 및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자동차

UAM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 대응
자동차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

지능형

차세대 스마트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보행인프라 개선사업

보행

보행 우선공간 확충
보행자 우선 도로시설물 확대 및 보행안내시스템 구축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기타

이차전지 밸리조성
5대 특구·단지
관용차량 대상 ‘능동형 공회전 방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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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표 2-53]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반 구축분야(배출저감-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구

분

사

업

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

분리배출 수거 지원확대 : 압축차량 교체, 수거 보상금 확대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원순환 성과 관리
자원순환시책 추진 평가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홍보
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로 폐기물 발생 억제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실태파악
생활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시행
정기적인 나눔장터 개장
재활용 제품 상설 매장 설립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실태파악

자원순환

미활용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단계별 계획

- 흡수/저장사업
[표 2-54]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반 구축사업(흡수/저장)
구

분

사

업

명

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흡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설립
저탄소 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육성사업

③ 기술개발 분야
○ 기술개발 분야는 에너지생산, 에너지절감, 농업, 폐기물 등 배출저감으로 구성됨
○ 배출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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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생산 분야
[표 2-55]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술개발 분야(배출저감-에너지생산)
구

분

사

업

명

정부주도 해상풍력 국산화 기술개발
정부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장비(기술) 국산화 연구
㎿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해상풍력 최적 운송 및 설치기술 개발
70㎸급 다이내믹 케이블 시스템 기술개발
디지털트윈 기술기반 부유식 시스템의 예지적 유지보수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실증사업
국가·울산시 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국산화 기술개발

에너지 생산

5㎿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실증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실증
일본 수출규제 대응 수소 소재부품 국산화
부유식 풍력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사업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 개발 및 실증(750㎾, 5·10㎿)
이차전지 기술개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 및 실증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ICT기반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

- 에너지절감 분야
[표 2-56]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술개발 분야(배출저감-에너지절감)
구

분

사

업

명

테크노산단 P2G 기반 한전MG 실증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산업

시-화연 기술협력 사업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
미래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건물

해수전지자원화기술 고도화 사업
녹색화기술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자율주행 기반 소형 수소버스 시제품 개발

교통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친환경 선박 핵심부품 AI응용 첨단화 지원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
녹색선박기술 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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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표 2-57] 기후변화 완화사업 중 기술개발 분야(배출저감-농업, 폐기물)
구

분

사

흡수

업

명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지원
수요 맞춤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실증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사업 지원

폐기물

폐플라스틱 새활용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2) 기후변화 적응사업
○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재난, 농업·어업·축산업, 취약계층, 하수도, 의료, 물순환·상수, 계획수
립, 하천, 생물다양성, 스마트시티, 저류시설, 거버넌스, 협력, 교육홍보, 기타 등 기후변화적
응과 관련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재난 분야
[표 2-58]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재난 분야
구

분

사

업

명

침수관리 사업 추진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시설피해 최소화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풍수해 대응 도시 침수모니터링 실시
산림재해 대응 일자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침수저감 기본계획 수립

재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기반 구축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진 등 대비 선제적 재난 통합 감시·관리 체계 구축·운영
서부소방서 건립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 산업단지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네트워크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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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자연재난 ICT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내수침수 대비 인프라 구축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풍수해 피해 저감 사업
재난대비 역량 강화 사업
침수흔적도 작성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고도화 사업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기후재해 위험지역 정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생활폐기물매립장 방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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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어업·축산업 분야
[표 2-59]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농업·어업·축산업 분야
구

분

사

업

명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육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축산업 역량강화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질병 예방접종 지원
현장·기술중심 스마트 농업 기반기술 보급 확대
공동주택 텃밭을 활용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시범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어업피해 예방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사육기반조성
벼 및 과수의 기후영향 분석 사업
연안 자연·생태 기후영향 연구 사업
농업·어업·축산업

농작물재해방제 지원 사업
가축방역 및 가축질병 예방사업
가축전염병 관리 사업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 예방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유해성 적조피해 예방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인공어초시설 조성 사업
어항기반시설 정비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전문가 양성
농촌지역 체험형 관광 활성화 사업
어촌지역 체험형 관광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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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분야
[표 2-60]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취약계층 분야
구

분

사

업

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쿨페이브먼트(차열도료 도색) 시공
어르신시설 그린커튼 조성
기후친화형 어린이 시설 시범 조성
취약계층 가스안전관리 강화사업
에너지 복지 대상 기준 수립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취약계층

탄소포인트 기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
폭염ㆍ무더위 쉼터 조성
기후변화 대비 취약계층 홍보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업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타당성 연구
폭염 안심마을 조성 사업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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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분야
[표 2-61]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하수도 분야
구

분

사

업

명

하수관망 블록화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하수관망 블록화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및 정비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2공구)

하수도

노후하수관로 정비(1차)
노후하수관로 정비(4차)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1공구)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2차)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농소(창평,중산) 지선관로 부설
유수율 제고 사업
지선관로 부설공사

- 의료 분야
[표 2-62]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의료 분야
구

분

사

업

명

포스트 코로나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확충
내실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조사 사업

의료

환경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아토피·천식예방사업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설치로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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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상수 분야
[표 2-63]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물순환·상수 분야
구

분

사

업

명

울산권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및 물순환 회복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 물 확보
물순환·상수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체계 개선 사업
깨끗한 수돗물 만들기 사업
안정적 물공급 기반 강화 사업

- 계획수립 분야
[표 2-64 ]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계획수립 분야
구

분

사

업

명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국가정원 침수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재능력 향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물순환·상수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울산광역시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기후적응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수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 하천 분야
[표 2-65]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하천 분야
구

분

사

업

명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방하천 관리
지방하천 체계적 관리
하천

지방하천 정비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태화강 수중, 수변 정화사업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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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분야
[표 2-66]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생물다양성 분야
구

분

사

업

명

울산 바이오블리츠
생물다양성 조례 제정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생물다양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태화강 생물자원 모니터링 사업
유해생물구제지원사업

- 스마트시티 분야
[표 2-67]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스마트시티 분야
구

분

사

업

명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도시ㆍ택지개발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센터 및 통합플랫폼 안정적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송정 택지개발지구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조성

- 저류시설 분야
[표 2-68]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저류시설 분야
구

분

사

업

명

울산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저류시설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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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협력/교육홍보 분야
[표 2-69]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조직/협력/교육홍보 분야
구

분

조직
협력
교육홍보

사

업

명

울산기상대 승격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연계·협력 체계구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사업
기후적응 건강 매뉴얼 교육·홍보

- 기타 분야
[표 2-70]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 기타 분야
구

분

사

업

명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기타

울산수목원 조성 사업
도시미기후 및 열섬현상 조절 사업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 조성·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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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중립 선언

○ 2021년 2월 울산광역시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선언하고, 거시적인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였음(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 이를 통해 올해를 ‘2050 탄소중립 울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립해 나가기로 하였음(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2050 탄소중립 울산 선언>
• (슬로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서의 방향성 제시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울산! 기후위기 백신-울산입니다
• (일시/장소) 2021.2.4.(목) 14:00~15:00 / 시청 의회 1층 시민홀
• (진행방식 : 유튜브 생중계)
탄소중립 선언(10분) → 토론 참여자 착석 및 소개(3분) → 토크쇼(30분) → 질의응답(10분)
• (참석자) 6명〔시장님, 시민단체산업계학계 관계자(4), 사회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여건 등 고려, 토론 참여자 외 외부인원 제한
• (주최/주관)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그림 2-26]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선언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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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내용은 △울산형 에너지 대전환 △혁신적인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탈탄소 체계
로의 도시운영 전환 △자연 탄소흡수원 확대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 울산형 에너지 대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비전으로, 수소산업 육성과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개념임(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 혁신적인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
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으로 친환경 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해 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정책이며, 지역 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울산형 RE100를 달성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함(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 탈탄소 체계로의 도시운영 전환은 수소·전기차 보급과 전국 최초 수소트램도입 등으로 교통
수송분야 저탄소화를 선도하고,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과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 운영체계 전반을 탈탄소 체계로 바꿔나가는 개념임(울산광역시 보도
자료, 2021)
○ 자연 탄소흡수원(생태백신) 확대는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 도심 곳곳에 생태녹지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도시에서 배출
되는 탄소를 자연이 재흡수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 자체의 면역력을 높인
다는 계획임(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해 나가며,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도 확대함(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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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선언

자료 : 유튜브 ‘울산 고래 TV’(2021.02.04.)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울산! (탄소중립 울산 선언 및 토크)”
연합뉴스 기사(2021.06.04.), “울산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가입…탄소중립 실현 다짐”

[그림 2-28]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선언 관련 기사

자료 : 울산저널i 기사(2021.02.04.),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선언”
한겨레 기사(2021.02.04.). “울산시, ‘2050 탄소중립 도시’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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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민이 바라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

1. 시민참여단

2. 시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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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민이 바라본 탄소중립
대응 과제

1. 시민참여단

○ ‘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현안과 이슈 등을 알아보고,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도시 울산을 위한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울산’ 계획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1) 개요
(1) 모집 현황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민 누구나
○ 신청기간 : 2021.3.8.~2021.3.31.
○ 모집인원 : 55명(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개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선정방법 : 거주지, 연령, 성별, 직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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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사전 설명회(2회) : 2021.4.12.(월) 14:00, 19:00 / 온라인 개최
- 시민토론회 : 2021.4.16.(금) 14:00~18:00 / 온라인 개최
○ 주요활동 : 탄소중립을 위한 울산의 비전 설정, 분야별 현안 발굴 및 해법 제안
○ 주요분야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 저탄소 산업 : 저탄소 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 저탄소 도시 : 교통, 건축물 등 도시 운영시스템의 탈탄소 체계 전환
- 탄소흡수원 : 도시숲, 정원 등 녹색공간 확충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 탄소중립기반 : 탄소중립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소통 기반 강화
○ 홍보방법 : 온라인 배너, 현수막 등
[그림 3-1] 시민참여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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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설명회
○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후 2시와 7시에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함
○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서는 탄소중립의 정의,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울산시의 탄소중립
대응을 주요 5개 분야(에너지, 저탄소 산업, 저탄소 도시, 탄소흡수원, 거버넌스)에 대한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함
[그림 3-2] 온라인 사전 설명회 모습

(3) 시민참여단 특성과 운영
○ 시민참여단의 최종 참석자는 55명으로 남성이 21명, 여성이 34으로 구성됨
○ 연령별로는 50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10명, 40대
9명씩, 30대 7명, 20대 6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은 남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구 12명, 울주군 11명, 동구 7명,
북구 4명 순으로 조사됨
[그림 3-3] 시민참여단 특성

성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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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고, 분야별 토의는 개별 화상
회의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전체 의견 수렴 시 분야별 토론방을 통합하여 운영

[그림 3-4] 온라인 시민참여단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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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단 운영 결과
(1) 울산의 부문별 주요 이슈와 분야별 우선 과제
□ 에너지 부문
○ 주요 이슈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방향(어업 생존권 보장, 어업인 상생 방안 등)
-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울산 기반 산업화
- 에너지 대전환 교육·홍보 및 인식 전환
- 가정용 소형발전기 개발 및 상용화
○ 우선 과제 :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 저탄소 산업 부문
○ 주요 이슈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지원
- 미세먼지 감사단 구성 및 운영
- 탄소배출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제
- 저탄소 산업에 대한 교육·홍보 및 인식 전환
- 친환경 녹색기업 우선 지원 방안
○ 우선 과제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 저탄소 도시 부문
○ 주요 이슈
- 수소 인프라 구축
- 수소에너지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발전(수소자동차, 수소버스, 수소트램 등)
- 자전거 이용률 제고 기반 마련(자전거도로, 자전거 공유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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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에너지 보급률 제고
- 가정 및 기업의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및 에너지 효율 제고(가정용 태양광, 지열 등)
- 그린커튼 대중화
- 탄소포인트제, 플라스틱 포인트 적립제 등 활성화
○ 우선 과제 : 미래 모빌리티 발전

□ 탄소흡수원 부문
○ 주요 이슈
- 국가정원, 마을정원, 민간정원 활성화 및 관광 상품화
-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 십리대숲 상품 활성화
- 기존의 숲 잘 지키기
- 공원 내 탄소흡수량 높은 나무 조성
- 그린밸트 해지와 개발에 대한 고민
- 환경 홍보관 설립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학교 의무화
- 반려식물 활성화
○ 우선 과제 : 국가정원과 민간정원 활성화

□ 탄소중립기반 부문
○ 주요 이슈
- 거버넌스 형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창구 필요
- 시민사회의 실천과 주민 협의 강화
- 탄소중립으로 인한 쇠퇴산업 보호
-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 시민사회 교육·홍보 및 인식 전환
○ 우선 과제 : 시민 교육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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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우선과제의 해결방안
□ 에너지 부문
○ 우선 과제 :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 해결 방안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립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 해상풍력 발전수익을 활용한 주민 복지사업 지원
- 해상풍력 추진 시 울산 주민과 울산 기업의 이익 우선 등

□ 저탄소 산업 부문
○ 우선 과제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 해결 방안
- 녹색금융공사 활성화
- 저탄소 산업 세제혜택, 낮은 융자지원
-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확대
- 친환경제품 인센티브 지급

□ 저탄소 도시 부문
○ 우선 과제 : 미래 모빌리티 발전
○ 해결 방안
- 공유자전거 활성화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수소차 대중화
- 보행자 친화도시 만들기
- 공유자전거 등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

142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정책20-11_레이아웃 1 21. 12. 30. 오전 9:43 페이지 143

□ 탄소흡수원 부문
○ 우선 과제 : 국가정원과 민간정원 활성화
○ 해결 방안
- 국가정원의 관리 및 조성
- 국가정원과 골목 정원 연결하기
- 개인주택이나 기업 화단 조성(작은 정원) 지원 사업
- 산림의 노령화 개선 사업 추진
-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훼손된 가로수 정비 등) 시스템 구축
- 시민 참여형 정원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탄소중립기반 부문
○ 우선 과제 : 시민 교육과 홍보
○ 해결 방안
- 탄소중립에 대한 TV 홍보
- 재난문자와 같은 탄소중립 관련 정보 문자 전파
- 서포터즈 창단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공동주택 참여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 우수아파트 선정
- 탄소중립 관련 시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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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인식을 조사하고,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2) 조사 방법
○ 조사대상 : 울산광역시 시민 300명
○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비례할당법 + 단순랜덤추출법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21.04.05.(월) - 2021.04.16.(금)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5.66%

(3)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여자’가 159명(53.0%), ‘남자’가 141명(47.0%)로
나타남
○ 연령은 ‘50대’가 69명(23.0%), ‘40대’가 64명(21.3%), ‘30대’가 51명(17.0%), ‘60대 이상’이
50명(16.7%), ‘20대’가 48명(16.0%), ‘20대 미만’이 18명(6.0%)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 ‘남구’가 87명(29.0%), ‘울주군’이 58명(19.3%), ‘중구’와 ‘북구’가 각각 57명
(19.0%), ‘동구’가 41명(13.7%)으로 나타남
○ 울산 거주기간은 ‘10년~15년’이 96명(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년’이 90명
(30.0%), ‘16년 이상’이 85명(28.3%), ‘1~4년’이 27명(9.0%), ‘1년 미만’이 2명(0.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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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응답자 특성
항

목

성별

연령

거주지역

울산
거주기간

전

빈 도 (명)

비 율 (%)

남자

141

47.0

여자

159

53.0

20대 미만

18

6.0

20대

48

16.0

30대

51

17.0

40대

64

21.3

50대

69

23.0

60대 이상

50

16.7

중구

57

19.0

남구

87

29.0

동구

41

13.7

북구

57

19.0

울주군

58

19.3

1년 미만

2

0.7

1~4년

27

9.0

5~9년

90

30.0

10~15년

96

32.0

16년 이상

85

28.3

300

100.0

체

2) 설문조사 결과
(1)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조사

□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
‘심각하다’)가 277명(92.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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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매우 심각하다

15(26.3)

17(19.5)

15(36.6)

22(38.6)

13(22.4)

82(27.3)

심각하다

37(64.9)

66(75.9)

21(51.2)

28(49.1)

43(74.1)

195(65.0)

보통이다

4(7.0)

3(3.4)

4(9.8)

6(10.5)

2(3.4)

19(6.3)

심각하지 않다

-

1(1.1)

-

1(1.8)

-

2(0.7)

전혀 심각하지 않다

1(1.8)

-

1(2.4)

-

-

2(0.7)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 탄소중립 인지도
○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가 190명(63.3%)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잘 안다’(‘매우 잘 안다’ + ‘잘 안다’)가
62명(20.6%)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의 비율이 울주군은 81.0%, 북구는
75.4%, 중구가 61.4%, 남구가 54.0%, 동구가 43.9%로 나타남
[표 3-3] 탄소중립 인지도
(단위 : 명(%))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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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매우 잘 안다

-

2(2.3)

2(4.9)

-

-

4(1.3)

잘 안다

12(21.1)

23(26.4)

14(34.1)

4(7.0)

5(8.6)

58(19.3)

보통이다

10(17.5)

15(17.2)

7(17.1)

10(17.5)

6(10.3)

48(16.0)

잘 모른다

28(49.1)

37(42.5)

17(41.5)

32(56.1)

37(63.8)

151(50.3)

전혀 모른다

7(12.3)

10(11.5)

1(2.4)

11(19.3)

10(17.2)

39(13.0)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정책20-11_레이아웃 1 21. 12. 30. 오전 9:43 페이지 147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필요
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가 208명(69.4%)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의 비율이 북구는 77.2%, 동구가
75.6%, 울주군이 72.4%, 중구가 64.9%, 남구가 62.0% 순으로 나타남
[표 3-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매우 필요하다

3(5.3)

1(1.1)

8(19.5)

4(7.0)

1(1.7)

17(5.7)

필요하다

34(59.6)

53(60.9)

23(56.1)

40(70.2)

41(70.7)

191(63.7)

보통이다

15(26.3)

20(23.0)

9(22.0)

13(22.8)

14(24.1)

71(23.7)

필요 없다

5(8.8)

13(14.9)

-

-

2(3.4)

20(6.7)

전혀 필요 없다

-

-

1(2.4)

-

-

1(0.3)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인지도
○ 지난해 중앙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모른다’가 264명(88.0%), '안다‘가 36명(12.0%)으로 나타남
- 구별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동구가 19.5%, 중구와 북구가 각각 12.3%,
남구가 11.5%, 울주군이 6.9%로 나타남
[표 3-5]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인지도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안다

7(12.3)

10(11.5)

8(19.5)

7(12.3)

4(6.9)

36(12.0)

모른다

50(87.7)

77(88.5)

33(80.5)

50(87.7)

54(93.1)

264(88.0)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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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지도
○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 +
‘지지한다’)가 188명(62.6%)으로 나타남
- 구별로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동구가 73.1%,
울주군이 67.2%, 북구가 64.9%, 남구가 58.6%, 중구가 54.4% 순으로 나타남
[표 3-6]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지도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매우 지지한다

-

1(1.1)

6(14.6)

2(3.5)

4(6.9)

13(4.3)

지지한다

31(54.4)

50(57.5)

24(58.5)

35(61.4)

35(60.3)

175(58.3)

보통이다

25(43.9)

32(36.8)

10(24.4)

18(31.6)

16(27.6)

101(33.7)

불만이다

1(1.8)

4(4.6)

1(2.4)

2(3.5)

3(5.2)

11(3.7)

매우 불만이다

-

-

-

-

-

-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 울산시의 ‘2050 탄소중립 원년’ 선언 인지도
○ 2021년 2월 4일 울산시가 ‘2050 탄소중립 원년’ 선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른
다’가 274명(91.3%), '안다‘가 26명(8.7%)으로 나타남
- 구별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구가 12.6%, 동구가 12.2%, 중구가 8.8%,
북구가 7.0%, 울주군이 1.7%로 나타남
[표 3-7] 울산시의 ‘2050 탄소중립 원년’ 선언 인지도
(단위 : 명(%))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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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안다

5(8.8)

11(12.6)

5(12.2)

4(7.0)

1(1.7)

26(8.7)

모른다

52(91.2)

76(87.4)

36(87.8)

53(93.0)

57(98.3)

274(91.3)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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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2050 탄소중립 원년 선언’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6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알게 되었
는지 조사한 결과, ‘언론매체(신문, 방송)’가 15명(5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
(이웃, SNS 등)’과 ‘인터넷’이 각각 4명(15.4%)으로 나타남
[표 3-8] 울산시의 ‘2050 탄소중립 원년’ 선언 인지경로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언론매체(신문, 방송)

3(60.0)

5(45.5)

4(80.0)

2(50.0)

1(100)

15(57.7)

공공기관 웹사이트

1(20.0)

2(18.2)

-

-

-

3(11.5)

지인(이웃, SNS 등)

1(20.0)

2(18.2)

1(20.0)

-

-

4(15.4)

인터넷

-

2(18.2)

-

2(50.0)

-

4(15.4)

기타

-

-

-

-

-

-

전체

5(100)

11(100)

5(100)

4(100)

1(100)

26(100)

□ 울산시 탄소중립 정책 지지도
○ 울산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살펴보면,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 +
‘지지한다’)가 209명(69.6%)으로 나타남
- 구별로 울산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울주군이 74.1%, 북구가
73.7%, 중구가 68.5%, 남구가 67.8%, 동구가 63.4% 순으로 나타남
[표 3-9] 울산시 탄소중립 정책 지지도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매우 지지한다

1(1.8)

-

3(7.3)

5(8.8)

10(17.2)

19(6.3)

지지한다

38(66.7)

59(67.8)

23(56.1)

37(64.9)

33(56.9)

190(63.3)

보통이다

16(28.1)

27(31.0)

14(34.1)

14(24.6)

13(22.4)

84(28.0)

불만이다

2(3.5)

1(1.1)

1(2.4)

1(1.8)

2(3.4)

7(2.3)

매우 불만이다

-

-

-

-

-

-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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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정책 지속 추진 필요성
○ 울산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가 216명(72.0%)으로 나타남
- 구별로 울산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울주군이
77.6%, 북구가 77.2%, 동구가 73.2%, 남구가 71.3%, 중구가 61.4% 순으로 나타남
[표 3-10] 탄소중립 정책 지속 추진 필요성
항

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매우 필요하다

-

-

5(12.2)

3(5.3)

8(13.8)

16(5.3)

필요하다

35(61.4)

62(71.3)

25(61.0)

41(71.9)

37(63.8)

200(66.7)

보통이다

21(36.8)

25(28.7)

9(22.0)

12(21.1)

11(19.0)

78(26.0)

필요 없다

1(1.8)

-

2(4.9)

1(1.8)

2(3.4)

6(2.0)

전혀 필요 없다

-

-

-

-

-

-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2)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
□ 에너지 대전환 중점 추진 사업
○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중점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해양발전소 조성’이 100명(33.3%),
‘수소발전소 조성’이 90명(30.0%)으로 높게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우선 추진 사업으로 중구와 남구는 ‘해양발전소 조성’이, 동구, 북구, 울주
군은 ‘수소발전소 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1] 에너지 대전환 중점 추진 사업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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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수소발전소 조성

11(19.3)

17(19.5)

14(34.1)

28(49.1)

20(34.5)

90(30.0)

해양발전소 조성

29(50.9)

39(44.8)

12(29.3)

11(19.3)

9(15.5)

100(33.3)

내집발전소 조성

6(10.5)

16(18.4)

8(19.5)

11(19.3)

26(44.8)

67(22.3)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11(19.3)

15(17.2)

7(17.1)

7(12.3)

3(5.2)

43(14.3)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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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산업 중점 추진 사업
○ 저탄소 산업 과제의 중점 추진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주력사업 저탄소화’가 152명
(50.7%), ‘이산화탄소 자원화’가 107명(35.7%)으로 높게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우선 추진 사업으로 울주군은 ‘이산화탄소 자원화’가, 나머지 4개 구는 ‘주
력사업 저탄소화’가 높게 나타남
[표 3-12] 저탄소 산업 중점 추진 사업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주력산업 저탄소화

32(56.1)

36(41.4)

21(51.2)

40(70.2)

23(39.7)

152(50.7)

이산화탄소 자원화

15(26.3)

35(40.2)

16(39.0)

14(24.6)

27(46.6)

107(35.7)

울산형 RE100 지원

10(17.5)

16(18.4)

4(9.8)

3(5.3)

8(13.8)

41(13.7)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 저탄소 도시 중점 추진 사업
○ 저탄소 도시 과제의 중점 추진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가 126명
(42.0%)으로 높게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우선 추진 사업으로 울주군은 ‘제로 웨이스트 울산 실현’이, 나머지 4개
구는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3] 저탄소 도시 중점 추진 사업
항

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16(28.1)

25(28.7)

7(17.1)

13(22.8)

19(32.8)

80(26.7)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25(43.9)

37(42.5)

21(51.2)

29(50.9)

14(24.1)

126(42.0)

제로 웨이스트 울산 실현

8(14.0)

19(21.8)

10(24.4)

11(19.3)

25(43.1)

73(24.3)

산업단지 스마트화

8(14.0)

6(6.9)

3(7.3)

4(7.0)

-

21(7.0)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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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원 중점 추진 사업
○ 탄소흡수원 과제의 중점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가 162명
(54.0%)으로 높게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우선 추진 사업으로 중구는 ‘정원도시 울산 조성’이, 나머지 4개 구는 ‘울
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4] 탄소흡수원 중점 추진 사업
(단위 : 명(%))

항

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정원도시 울산 조성

31(54.4)

33(37.9)

20(48.8)

26(45.6)

28(48.3)

138(46.0)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26(45.6)

54(62.1)

21(51.2)

31(54.4)

30(51.7)

162(54.0)

전 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 탄소중립 기반 중점 추진 사업
○ 탄소중립 기반 과제의 중점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가 128명
(42.7%),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이 81명(27.0%)로 높게 나타남
- 모든 구에서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5] 탄소중립 기반 중점 추진 사업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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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14(24.6)

19(21.8)

8(19.5)

20(35.1)

20(34.5)

81(27.0)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22(38.6)

32(36.8)

26(63.4)

24(42.1)

24(41.4)

128(42.7)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14(24.6)

33(37.9)

6(14.6)

7(12.3)

10(17.2)

70(23.3)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 구축

7(12.3)

3(3.4)

1(2.4)

6(10.5)

4(6.9)

21(7.0)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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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
○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저탄소 도시 조성’이 126명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구에서 ‘저탄소 도시 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6]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
항

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에너지 대전환

8(14.0)

8(9.2)

6(14.6)

5(8.8)

2(3.4)

29(9.7)

저탄소 산업 조성

13(22.8)

26(29.9)

16(39.0)

16(28.1)

13(22.4)

84(28.0)

저탄소 도시 조성

18(31.6)

32(36.8)

17(41.5)

24(42.1)

35(60.3)

126(42.0)

탄소흡수원 확충

15(26.3)

20(23.0)

2(4.9)

8(14.0)

7(12.1)

52(17.3)

탄소중립 기반 강화

3(5.3)

1(1.1)

-

4(7.0)

1(1.7)

9(3.0)

전체

57(100)

87(100)

41(100)

57(100)

58(100)

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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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
○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를 다중응답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응답수 194(21.6%), ‘지자체의 의지’가 응답수 189(21.0%),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응답수
184(20.4%) 순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 동구, 북구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남구와 울주군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7]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다중응답)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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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단위 : 응답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지자체의 의지

36(21.1)

58(22.2)

25(20.3)

35(20.5)

35(20.1)

189(21.0)

기업의 자발적 참여

39(22.8)

53(20.3)

27(22.0)

38(22.2)

37(21.3)

194(21.6)

시민의 자발적 참여

33(19.3)

59(22.6)

24(19.5)

30(17.5)

38(21.8)

184(20.4)

지자체의 재정적·정책적 지원

31(18.1)

48(18.4)

15(12.2)

13(7.6)

19(10.9)

126(14.0)

거버넌스 협력

11(6.4)

26(10.0)

3(2.4)

10(5.8)

11(6.3)

61(6.8)

시민사회 공감대

10(5.8)

7(2.7)

9(7.3)

19(11.1)

17(9.8)

62(6.9)

탄소중립 추진 전담 조직

6(3.5)

7(2.7)

6(4.9)

12(7.0)

12(6.9)

43(4.8)

탄소중립 교육·홍보

5(2.9)

3(1.1)

14(11.4)

14(8.2)

5(2.9)

41(4.6)

기타

-

-

-

-

-

-

전체

171(100)

261(100)

123(100)

171(100)

174(100)

9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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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424(23.6%), ‘지자체의 의지’가 응답수 379(21.1%),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응답수
354(19.7%) 순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8]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가중치)
항

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지자체의 의지

75(21.9)

103(19.7)

54(22.0)

77(22.5)

70(20.1)

379(21.1)

기업의 자발적 참여

81(23.7)

127(24.3)

56(22.8)

83(24.3)

77(22.1)

424(23.6)

시민의 자발적 참여

66(19.3)

110(21.1)

49(19.9)

59(17.3)

70(20.1)

354(19.7)

지자체의 재정적·정책적 지원

64(18.7)

98(18.8)

33(13.4)

29(8.5)

45(12.9)

269(14.9)

거버넌스 협력

19(5.6)

55(10.5)

9(3.7)

14(4.1)

19(5.5)

116(6.4)

시민사회 공감대

20(5.8)

12(2.3)

13(5.3)

29(8.5)

30(8.6)

104(5.8)

탄소중립 추진 전담 조직

10(2.9)

14(2.7)

10(4.1)

24(7.0)

27(7.8)

85(4.7)

탄소중립 교육·홍보

7(2.0)

3(0.6)

22(8.9)

27(7.9)

10(2.9)

69(3.8)

기타

-

-

-

-

-

-

전체

342(100)

522(100)

246(100)

342(100)

348(100)

1,800(100)

시민이 바라본 탄소중립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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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장애요소
○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장애요소를 다중응답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가
응답수 174(19.3%),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이 응답수 155(17.2%),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응답수 136(15.1%) 순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 동구, 울주군은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이 가장 높게, 남구는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이, 북구는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9]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장애요소(다중응답)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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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단위 : 응답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19(11.1)

40(15.3)

22(17.9)

29(17.0)

26(14.9)

136(15.1)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

39(22.8)

48(18.4)

29(23.6)

26(15.2)

32(18.4)

174(19.3)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

38(22.2)

54(20.7)

20(16.3)

23(13.5)

20(11.5)

155(17.2)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 부족

20(11.7)

41(15.7)

14(11.4)

25(14.6)

23(13.2)

123(13.7)

거버넌스 협력 미흡

11(6.4)

29(11.1)

6(4.9)

25(14.6)

28(16.1)

99(11.0)

시민사회 공감대 부족

29(17.0)

26(10.0)

8(6.5)

12(7.0)

21(12.1)

96(10.7)

탄소중립 추진 전담 조직 부재

4(2.3)

13(5.0)

7(5.7)

22(12.9)

15(8.6)

61(6.8)

탄소중립 교육·홍보 부족

11(6.4)

10(3.8)

17(13.8)

9(5.3)

9(5.2)

56(6.2)

기타

-

-

-

-

-

-

전체

171(100)

261(100)

123(100)

171(100)

174(100)

9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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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장애요소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이 345(19.2%),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이 303(16.8%),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가
281(15.6%) 순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남구는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이, 동구와 울주군은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이, 북구는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장애요소(가중치)
항

목

(단위 : 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35(10.2)

79(15.1)

45(18.3)

65(19.0)

57(16.4)

281(15.6)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

78(22.8)

91(17.4)

51(20.7)

55(16.1)

70(20.1)

345(19.2)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

81(23.7)

110(21.1)

37(15.0)

38(11.1)

37(10.6)

303(16.8)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 부족

35(10.2)

72(13.8)

31(12.6)

50(14.6)

43(12.4)

231(12.8)

거버넌스 협력 미흡

22(6.4)

60(11.5)

14(5.7)

52(15.2)

51(14.7)

199(11.1)

시민사회 공감대 부족

63(18.4)

58(11.1)

17(6.9)

23(6.7)

44(12.6)

205(11.4)

탄소중립 추진 전담 조직 부재

6(1.8)

34(6.5)

12(4.9)

44(12.9)

30(8.6)

126(7.0)

탄소중립 교육·홍보 부족

22(6.4)

18(3.4)

39(15.9)

15(4.4)

16(4.6)

110(6.1)

기타

-

-

-

-

-

-

전체

342(100)

522(100)

246(100)

342(100)

348(100)

1,8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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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1. 비전, 목표 및 5대 정책방향
탄소중립의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비전

저탄소 생태산업도시 울산

시민·기업·행정의 상생협력을 통한

목표
5대 정책방향

17대 도전과제

에너지 대전환

 해양발전소 조성  수소발전소 조성
 내집발전소 조성(태양광 발전)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주력산업 저탄소화  이산화탄소 자원화(CCUS)
 울산형 RE100 지원

저탄소 도시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제로웨이스트 울산 실현  산업단지 스마트화

탄소 흡수원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정원도시 울산 조성

탄소중립 기반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 구축

3대
특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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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정책방향과 17대 도전과제

1) 에너지 대전환
□ 해양발전소 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동해가스전 인근 민간주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구축
- 관련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통한 지역 기업 육성
- 해상풍력 클러스터(집적화 산업단지 등) 조성
- 해상풍력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등

□ 수소발전소 조성
○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
- 유휴지,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
- 도시가스 소외지역, 농가, 축산농가 등 생활연계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 등

□ 내집발전소 조성
○ 1가정·1사·1기관 1발전소 구축
- 단독·공동주택, 산업단지 유휴부지, 공공기관 소유 건물 및 유휴부지(도로 방음벽 등)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확충 등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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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 이익공유형 친환경에너지 발전소 설치
-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 울산시민 가상발전소 구축 및 확대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의 시민 이익 공유모델 사업
발굴·추진 등

2) 저탄소 산업
□ 주력산업 저탄소화
○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내연기관차 → 수소·전기차)
- 수소·전기 자동차, 버스, 트럭 등 친환경차 중심의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차 시장 확대 대비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장부품기업 전환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차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등
○ 화학 산업구조 개편(석유화학 → 바이오화학)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화
- 바이화학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유래 촉매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등
○ 조선·해양 산업구조 개편(조선업 → 부유식 해상풍력)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축적 기술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설비 제조산업 육성
- 조선·해양플랜트 기자개 기업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부품 기업 전환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실증,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실증 등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
- 친환경선박 기술 상용화, SW 융합생태계 구축 등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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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자원화
○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반 구축
-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의 건설소재(블록, 골재)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로의
제품화 및 활용
-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

□ 울산형 RE100 지원
○ 민관산학 울산형 RE100 추진
-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리빙랩 추진 등 시민 RE100 추진
- 재생에너지 직접생산 및 간접공급 지원 등 기업 RE100 추진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외부사업 상쇄제도 추진 등 공공 RE100 추진

3) 저탄소 도시
□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 내연기관 분담률 제로화
- 공공·민간 부분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 농업·건설기계·항만·공장운행장비 및 노후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
-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 충전능력 증대, 친환경차 관리센터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신교통수단(도시철도, 위그선 등) 도입,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공유자전거 도입확대, 자전거 도로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으로 자전거
이용률 제고
- 보행자 우선 도로시설물 확대, 보행자 우선 공간 확충 등 보행 환경 개선으로 보행률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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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실천사업 확대
- 에코 드라이빙,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차요일제 등 시민실천사업 확대
-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연계한 V2G(vechicle to Grid) 적용 확대
※ V2G: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 녹색건축 보급 확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따른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 노후 건축물, 문화시설, 환경기초시설, 청사 등 공공건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 국립학교, 노후학교 등 학교 그린 스쿨 전환 등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확대와 연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대
- 노후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마을단위 에너지 리빌딩 제도 도입
- LED 조명 전면 보급 및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 시민실천사업 확대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등 시민실천사업 확대
- 국민DR시장(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참여, 스마트 미터, 스마트 조명 보급 등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 ‘국민DR시장’은 기업이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emand
Response, DR) 거래시장 제도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한 것임
- 생활에너지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 등

□ 제로 웨이스트 울산 실현
○ 공공 주도의 순환자원 가치 극대화
-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지역별 재활용도움센터 조성, 새활용센터 건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대 등을 통한 순환이용률 제고로 순환자원 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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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웨이스트 사회기반 조성
-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관련 캠페인 활성화, 자원순환 가게 설치 등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 및 제로웨이스크 문화 정착
- 자원순환 실천협의체 및 주민주도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 폐자원의 순환이용률 제고
- 빗물, 하수처리수, 미활용 열원 등 폐자원의 재이용 사업 확대 등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 친환경 스마트 제조공간 조성
- 신규 산업단지나 기존 국가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 또는 전환
- 스마트생태공장, 클린팩토리 구축 등 생태산업개발(Eco Industrial Development, EID) 추진
※ 스마트생태공장: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친환경 공장
※ 클린팩토리: 제조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청정생산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현격히 낮춘 상태를 유지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지원,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등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극대화

4) 탄소흡수원
□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 울산형 산림뉴딜을 통한 생태백신 강화
- 숲 가꾸기, 수종갱신, 식생복구, 산림경영 활성화 등 기존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생활권 도시숲 확충
- 한계농지, 수변 지역 등 유휴토지 활용 신규 탄소 흡수원 확대
-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 도시공원 조성 확대, 울산수목원 운영 등 탄소중립 생활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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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도시 울산 조성
○ 태화강 국가정원 중심의 정원도시 조성
- 국가정원 중심의 정원문화·정원산업 확산 체계 구축
- 개인정원, 마을정원, 골목정원 등 도심정원 조성 활성화

5) 탄소중립 기반
□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 탄소중립 교육 확대
- 탄소중립 실천교실, 탄소중립투어코스 탐방,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중심 탄소
중립 교육프로그램 실시
-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전 에너지공공기관) 연계형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탄소중립 홍보 강화
- 국립체험형 미래과학관 건립, 탄소중립도시 교육홍보체험관, 울산 관내 인기관광지 팝업형
탄소중립 체험관 조성 등 탄소중립 홍보 인프라 구축
- 탄소중립 투어버스 등 탄소중립 홍보·체험 활동 추진

□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
- 울산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실무추진단 등 민관산학 중심의 추진 체계 구축
○ 시민소통 거버넌스 구성
- 탄소중립 추진 시민협의체(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 차며),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등 시민 중
심 탄소중립 실천조직 구성
○ 정책결정 지원기관 설립
- 기후변화 연구기관, 기업 온실가스 저감 대응센터 등 탄소중립 추진전담기관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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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U-LEDS),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탄소제로 도시 기후행동계획,
2050 울산 탄소중립 전략 등 장기 탄소중립계획 수립

□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 구축
○ 시민소통 공간 마련
- 시민포럼, 청소년포럼, 시민참여단, 대시민토론회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시민소통 공간 확대

3. 3대 특수시책
1) 울산형 RE100 추진
□ 울산형 RE100이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산업도시로서 기업의 新무역장벽인 글로벌 RE100을 지원
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기업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 프로그램

□ 참여주체 : 시민, 행정, 기업
○ 시민 :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단체 중심
○ 행정 : 울산광역시, 5개 구군 관련공공기관 중심
○ 기업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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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RE100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단체 중심)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운영
- 에너지시민협의체 및 에너지시민실천단 구성 등
○ 시민 주도의 분산전원 보급·확대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가정 1발전소 만들기 운동 추진, 시민햇빛발전소 등 구축 지원
○ 에너지전환 시민 교육·홍보 확대
- 태양광패널 설치, 협동조합형 에너지전환 마을 사례 교육·홍보

(2) 기업 RE100 (에너지 다소비 업체 중심)
○ 기업 RE100 추진 협의체 구성
- (시기) 2021년 말까지 ’기업 RE100 추진협의체‘ 출범식 개최
- (대상) 울산지역 에너지다소비 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울산시 등 구성
- (주요기능) 기업 RE100 실현을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등
○ 한국형 RE100 추진
- (녹색 프리미엄) 일반전기보다 높은 가격 구매
- (REC 구매) 한국에너지공단, ’21년 시범사업
- (제3자 PPA) 신재생 발전사와 사용자간 거래 인정 시행
- (지분 투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 (자가 발전)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 사용

(3) 행정 RE100
○ 에너지 대전환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 해상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조성 등
○ 공공부문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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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외부사업 상쇄제도 추진 등
- 도로, 환경기초시설, 공공 건축물 등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 울산 탄소중립 센터를 활용한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등
[그림 4-1] 울산형 RE100 체계도

2) 울산 탄소중립 센터 설립 추진
(1) 울산 탄소중립 센터 설립·운영
○ ‘(가칭)울산시 기후위기 대응 연구원’ 내 탄소중립 센터 설치
- 연구원 설립 방안 검토 중 : 울산연구원(2021),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 탄소중립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기업 컨설팅 추진
- 산업단지 온실가스 순환 및 무배출 체계※ 구축·운영 기술지원
※ 특정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회수하여 타 산업공정의 원료로 재활용
- 신규 CCUS 기술 발굴 및 적용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증 지원(탄소배출권 확보 또는 감축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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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 유관기관(정부 및 지자체)과 협력체계 구축
- 산·학·연·관 협력체 구성 및 정기적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참여
※ 거버넌스를 활용한 탄소중립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동향, 온실가스 감축 기술동향, 지역
산업 적용 사례 등 공유
○ 전문인력 양성 및 공모사업 추진
- 탄소중립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민 탄소중립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

(2) 탄소중립 정보공유 플랫폼 조성
○ 온실가스 저감 및 순환 정보 제공 누리집 구축·운영
- 관련 기술동향 및 실증화 사례 등 공유
- 수요기반 기술정보, 기술인력 등 연결 체계 구축·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 실적 보고회 및 유공자 표창
- 정례적 실적 보고회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3)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가입·활동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Energy)’
은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연합체로 뉴욕, 런던 등 세계 각국의 1만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음
○ 국내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GCoM에 광역단체로서는 서울, 대구에 이어 3번째로 가입하고
협약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표명함
- ‘21년 6월 4일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통해 GCoM 가입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록, 도시 취약성 분석·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감축 및 적응 행동계획 수립, 매년 모니터링 및 보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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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가입 모습

자료: 울산매일(2021년 6월 6일), ’울산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가입... 탄소중립 실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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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제언

1. (가칭)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본 과업은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한 울산시의 탄소중립 의지를 시민사회에 표명하기 위한 것임
○ 향후 본 과업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대 정책방향 17대 도전과제와
3대 특수 시책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기후위기 대응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법에 명시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따라서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함
-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지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협력방안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탄수중립위원회 등) 등

174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 연구

정책20-11_레이아웃 1 21. 12. 30. 오전 9:43 페이지 175

2.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운영

○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과 각계각층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함
○ 또한 탄소중립 로드맵의 수립 단계부터 이행계획의 점검 및 환류까지 전문가 및 이해당자사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앙정부는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농 등 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된 민간 위촉직위원(77명)을 포함한 제1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21)
-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시
비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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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선언 추진방안
연구”의 일환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고,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해 앞으로 울산시가 어떤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에 의거하여 비밀에 부쳐지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
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T. 052-283-7738)
▣ 조사기관 : ㈜ 더통계연구소 (T. 055-232-0465)

■ 연구기관 : (재)울산연구원
SQ1. 성별

① 남자

SQ2. 연령

① 20대 이하

SQ3.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SQ4. 울산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4년

③ 5~9년

④ 10~15년

⑤ 16년 이상

SQ5. 거주형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SQ6. 직업

① 자영업
⑤ 경영·관리직
⑨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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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자
② 20대

③ 30대

② 사무·기술직
⑥ 자유·전문직
⑩ 무직

④ 40대

⑤ 50대

③ 생산·기능직
⑦ 농·림·축산업
⑪ 기타 (

⑤ 60대 이상

④ 판매·서비스직
⑧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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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조사
1.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가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귀하께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이다

탄소중립이란?
-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 이
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 즉, 1)인간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나무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거나, 3)이산화탄소 포
집 또는 저장 장치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4. 지난해 중앙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5.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① 매우 지지한다

② 지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6. 2021년 2월 4일 울산시가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원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 6-1로 이동)

② 모른다

6-1. 울산시 ‘2050 탄소중립 원년 선언’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 언론매체(신문, 방송)
⑤ 기타(

② 공공기관 웹사이트

③ 지인(이웃, SNS 등)

④ 인터넷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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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시의 탄소중립 정책(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① 매우 지지한다

② 지지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8. 울산시의 탄소중립 정책(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Ⅱ.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

< ‘탄소중립 울산’을 위한 5대 과제 >
① 에너지 대전환
- 수소산업 육성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 등
② 저탄소 산업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기술 등 친환경 저탄소 기술 육성 사업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울산형 RE100 달성과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 사업 등 RE100은 기업에
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③ 저탄소 도시
- 수소·전기차 보급과 전국 최초 수소트램 도입 등 교통·수송 분야의 저탄소화 선도 사업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탄소 도시로 전환하는 사업 등
④ 탄소흡수원(생태백신)
- 도시숲과 정원(태화강국가정원 중심) 등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도시의 면역력을 높이는 탄소흡수원
확대 사업 등
⑤ 탄소중립 기반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사업
- 시민참여단과 대시민 토론회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소통 확대 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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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중점 사업 중 무엇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소발전소 조성 (수소연료전지)

② 해양발전소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 등)

③ 내집발전소 조성 (태양광 발전)

④ 주민참여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사업 주민참여)

10. ‘저탄소 산업’ 과제의 중점 사업 중 무엇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력산업 저탄소화 (내연기관 자동차 → 수소차·전기차, 조선업 → 부유식 해상풍력, 석유화학 → 바이오화학)
② 이산화탄소 자원화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 개발 등)
③ 울산형 RE100 지원 (제도적·법적 지원 대책 마련 등)
11. ‘저탄소 도시’ 과제의 중점 사업 중 무엇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자립화

② 교통·수송 부문 저탄소화 (친환경차 보급 등)

③ 제로 웨이스트 울산 실현 (쓰레기 제로화 등)

④ 산업단지 스마트화 (기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12. ‘탄소흡수원’ 과제의 중점 사업 중 무엇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원도시 울산 조성 (도심정원 조성 사업 등)
②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 및 유지 (산림관리 사업 등)
13. ‘탄소중립 기반’ 과제의 중점 사업 중 무엇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탄소중립 거버넌스(탄소중립위원회, 실무추진단) 구축
② 탄소중립 인식전환 교육·홍보
③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
④ 탄소중립 소통 플랫폼(시민참여단, 대시민 토론회 등) 구축
14.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아래 5대 과제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에너지 대전환 ② 저탄소 산업 조성 ③ 저탄소 도시 조성 ④ 탄소흡수원 확충 ⑤ 탄소중립 기반 강화
15.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① 지자체장의 의지
④ 지자체의 재정적·정책적지원
⑦ 탄소중립 추진 전담 조직

2순위

3순위

②기업의 자발적 참여
③ 시민의 자발적 참여
⑤ 거버넌스(지지체·기업·시민) 협력 ⑥ 시민사회 공감대
⑧ 탄소중립 교육·홍보
⑨ 기타 (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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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탄소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장애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④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 부족
⑥ 시민사회 공감대 부족
⑧ 탄소중립 교육·홍보 부족

② 기업의 참여 의지 부족
③ 시민의 참여 의지 부족
⑤ 거버넌스(지지체·기업·시민) 협력 미흡
⑦ 탄소중립 추진 전담 조직 부재
⑨ 기타 (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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