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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상황 및 영향

●구마모토의 평균 기온은 100년에 약 1.7℃씩 상승 …전세계보다 빠름

●구마모토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호우 재해

“규슈 북부 호우”“7월 호우”등 일본 국내

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호우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

【2020년】 7월호우(구마무라)

【2012년】 규슈북부호우(구마모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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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의 동향(제로카본 선언)

2019년 12월, 일본 내에서 선도적으로“2050년 현내 CO2 배출량 실질 제로”목표 선언

현 의회에서 선언 중인 가바시마 현지사(2019. 12)

구마모토현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장래 지향해야 할 자세”로서

“2050년 구마모토현 내의 CO2 배출량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함

【선언의 의의】

●환경입현(環境立縣)을 지향하는 구마모토현이 목소리를 높여 제로카본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향 방향성을 명확히 해 현민과 공유함으로써 제로카본을 위한 대응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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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구마모토현 환경기본계획

●“2050년 구마모토현 내의 CO2 배출량 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4대 전략 하에서 대응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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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구마모토현 환경기본계획

4대 전략

철저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휘발유, 등유 등 화석연료에서 전기, 
수소 등으로 전환 추진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통한 발전
시 CO2 배출량을 제로화

산림흡수량 등의 확보를 통한 CO2

흡수 및 고정 등의 추진

①에너지 절약
추진

②에너지
전환

③전기의 CO2

제로화

④기타 CO2

실질 제로화

종
합
에
너
지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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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의 의식】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으로 기후변화 실감. 지구 온난화 대책 필요성은 이해

【필요한 대응의“비주얼화”】

②가정 내 구체적 노력과 더불어 CO2 감축 효과, 경제적 이점을 “비주얼화”해

알기 쉽게 알림으로써 현민의 노력을 촉구

●2050년 제로카본이라는 목표가 너무 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음

Jump
제로카본의 일상화

Hop
“지금 가능한 것”을

당장 실천

Step
한걸음 더

①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노력”에 대하여

실천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정리

2050년 제로카본을 위한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

”구마모토 제로카본 행동북”을 제작
가정과 사업장에서 실천 가능한 노력을 알림

【포인트】

https://www.kankyo-
kumamoto.jp/kiji00371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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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등 꼼꼼히 체크하기

Jump
제로카본의 일상화

Step
한걸음 더

Hop
“지금 가능한 것”을

당장 실천

에너지 절약

추진

에너지

전환

전기의 CO2

제로화

●오래된 가전은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하기

●자택의 에너지 제로

하우스화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자동차 교체 구입 시

친환경차 타기

●자동차 교체 구입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타기

●난방기기 교체 시 전기제품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고르기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

사용하기

●자가발전으로

전기 구입 제로화 하기

●전등 LED 조명 교체하기

●급발진 금지, 연비 향상

●주택의 고단열화, 에너지절약

을 통한 쾌적한 삶

구마모토제로카본행동북의실천노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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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구마모토현 종합에너지계획

●“제6차 구마모토현 환경기본계획” 관련 에너지분야 실시계획

●“2050년 현내 CO2 배출량 실질 제로” 실현을 위한 “첫 한걸음”으로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촉진과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시책의
방향성 등을 수립해 대응해 나감

목표

●현재치(2017년도) 19.4％

●목표치(2030년도)

도입 재생에너지 시설에 따른 에너지 창출량

현내 에너지 소비량
＝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전체 목표의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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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구마모토현 종합에너지계획

●2017년도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량은 도입 가능량의 약 7.6％

→재생가능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구마모토현 내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가능량

2017년도 도입량: 64만kL

⇒2017년도 현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519만kL)의 약 1.6배

도입 가능량: 843만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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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구마모토현 종합에너지계획

８대 중점노력과제(1)

①공항주변지역 등의
스마트시티 구축

②태양광・축전지형
방화주택의 보급

③구마모토판 그린뉴딜의
실현

④구마모토의더위・추위에견딜
고단열주택・건물건설

구마모토 지진 시 창조적
복구의 일환으로 에너지
면에서 강인한 도시
만들기, RE100을
지향하는 산업거점 등의
모델 형성

재해에 강하고 과도하게 계통에 의지하지 않는
자립분산형 시스템으로 태양광발전설비 및
축전지(또는 EV 및 V2H 설비) 설치주택을 늘림

2020년 7월 호우 피해 복구・부흥 시
구마가와(구마강) 지역의 풍요로운 자원을
활용한 “구마모토판 그린뉴딜”
개념을 토대로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
를 위한 노력 추진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의 소비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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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구마모토현 종합에너지계획

８대 중점노력과제(2)

⑧현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재생에너지 시설

⑤RE 챌린지로
재생에너지 더 사용하기

⑥재생가능에너지로
구마모토의 수익 만들기

⑦에너지 IoT의 신산업
구축

현소유 시설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의
추진과 더불어 사업자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을 촉진해 기업 가치 향상 등으로
이어나감

재생가능에너지로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 내
경제순환으로 이어나감

축전지나 전력소비기기를 묶어 대규모
수급조절기능을 활용하는 VPP(가상발전소)
구축을 촉진, 
해당 지역의
사업자를 양성

자연환경, 경관을 배려하고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의 입지를 위해
적합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에리어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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