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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to Dance



1960년 ~ 2022년이 사이에 무슨 일들이?

• 1960년대; Silent Spring, 3Ps
• 1972년 ; 성장의 한계, 

인간환경선언
• 1982년 ;  케냐 나이로비
• 1992년 ;  리우환경선언
• 2002년 ;  남아공선언
• 2012년 ;  리우플러스20
• 2022년 ;   ???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성장의한계’에서출발

지구가 처한 환경과 에너지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인데,
그 위기의 문제를 처음으로제기한 선구자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영원한 성장이 가능할거라고 무작정 낙관하던 시절에 무분별한경제개발과 환경파괴,
자원 낭비를 비판하고 ‘지속가능성’의 빛을 먼저 던져준 사람들이
바로 도넬라 메도즈(Donella Meadows)등 MIT의 젊은 과학자 4명이다.
그들이 1972년에 발표한책이 바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이다.
이 책은 그들의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에 바탕을둔 것이다.
당시 이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산업화, 오염, 식량 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앞으로 백 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존 경제체제 유지시

세계 GDP

매년5~20% 감소

(제2의 대공황 우려)

’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소비량

50% 증가 전망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Stern Review(영국 정부)UN, 수자원 개발 보고서 IEA(세계에너지기구)World Resource
Institute

환경·에너지문제 대응이 미래 국가경쟁력 결정

식량증대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 곤란

자원고갈의 위기 물부족 심화 온실가스 배출증가 에너지 소비증가

5



Sustainable society

one that can continue indefinitely. Its level of 
consumption should reflect environmental and 
resource balance. 

It should assure its citizens equality, freedom 
and a healthy standard of living. ... 

We must develop measurement standards that 
clearly define pers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health.



What is a Low Carbon Society?

[A future society that is responsible for…]

• Taking action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Global effort to stabilize global emissions

• Utilizing high energy and low carbon technologies

• Adopting a behavior of a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 지속 불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불가능한 발전 : 자원을 이용한 후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양의 오염 물질을 생태계에

배출하여 생태계가 파괴됨

-지속 가능한 발전 : 자원을 활용하되 오염 물질을 정화한 후 자연에 배출하여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발전을 지향함



▶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환경 : 생물종의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재해 예방 등

-사회 : 인권, 평등, 건강, 문화적 다양성, 지역 및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

-경제 : 빈곤 퇴치, 기업의 책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비해 환경 보전과 사회 통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였으나 미래에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룸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



출처: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의필요성

출처: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의필요성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참여형 감축 실천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추진 목적



제도의 정의 사업 대상 법적 근거

공단 내부 311000 탄소
중립프로그램 관련운영
규정(‘11.4.18)

• 참여 주체: 개인, 단체, 
지자체 및 기업

• 사업 대상: 개인, 단체, 
지자체 및 기업이 배
출하는 온실가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하고 감축목표를 수립한
후 상쇄방안 실행을 통
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



절차 비고





















주요국의 기존 감축목표 및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비교









그린 뉴딜이 뭔데요?



왜 필요한가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경제의 과감한 녹색 전환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나요?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플로그를 뽑거나, 멀
티탭을 이용해 전력을 차단하는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로그 뽑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면, 1일 기중
98,405톤 이상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1인 기준
355.2톤 이상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10분씩 하루 3번은 필수로 환기하고 조리 후
에는 30분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잘하기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합니다.

전기제품 올바르게 사용하기



포항시 2050 환경 드림시티 주요 사업 (단위: 원,년)













3대분야 8대 프로젝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린뉴딜 결과는?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 투자

65만 9천개 일자리 창출

1,229만톤 온실가스 감축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 인식변화와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사회교육 확대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실천

3. Eco-friendly actions; 5Rs (Reduce, Reuse, Recyle, Refuse, Rethink)

4. Domestic and National Networking Infrastructure

5. CEO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지속가능 환경의식; 

일당백 (안동병원 이사장 이야기)

6. 학교 교육의 저변확대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7. 항상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 및 책임감

8. Do something for sustainable society ! 



지속가능한 포항 사회 건설
지속가능대학 및
지역자생단체와의 네트워킹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정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자속가능한
학교교육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교통 체계의 현실화
(주차, 

그린 인프라 구축

소비에서 의식주까지의
시민생활혁명

지속가능교육의
현실화 정책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경제산업구조 구축

쓰레기 및 음식물
폐기물감량정책
및 시민의 실천

고도의 융합기술정책

2050년 포항의 지속가능한사회 구축방안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이 포항을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 Up Up Up !

For Sustainable Pohang !!!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