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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 연구*
김일겸**․박준형***․김성식****․최규태*****
1)

A Study on Business Model Framework of Low Carbon City*
Il Kyum Kim**․Jun Hyoung Park***․Seong Sik Kim****․Kuei Tai Choi*****

요약：도시 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저감도시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저감도시의 탄소저감목표 달성을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탄소저감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다. 탄소저감도
시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워크는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추구해야 할 3가지 원칙과 6가지 고려
사항,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프로세스 등으로 구성된다.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프로
세스는 비즈니스모델 도출ㆍ분석,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평가,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방안 수립 등 3단계
로 진행된다.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해 탄소저감 설계요소들을 크게 6개 비즈니스모델 유형으로 분류하
였고, 이 6개 비즈니스모델 유형별로 대상고객 및 적용섹터, 수익모델을 그룹핑하여 총 20개의 탄소저감
도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 지속가능성, 재원조달
ABSTRACT∶Interest in a low carbon city model for reducing carbon emission in a city area is
increasing. But the mechanism of raising large fund for implementing the model is not ready yet
and the difficulty of getting economic sustainability of a low carbon city exist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business model framework of low carbon city which enables to achieve the goal of
a city's carbon emission economically and max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the city. This
business model framework consists of 3 principles, 6 consideration factors and a process of developing
business model of low carbon city. The business model development process is composed of 3 phases
such as business model identification and analysis, feasibility study and implementation planning.
In order to identify business model, we classify city design factors for lowering carbon emission into
6 categories. Total 20 business model of low carbon city is identified by grouping customer and
application area of the business model and revenue model in each category.
Key Words∶low carbon city, emission, sustainability, business mode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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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탄소저감도시 관
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 및 도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생 추진 등 도시차원에서 탄소저감계획을 수립
할 때 해당 도시에 도입하려고 하는 탄소저감요소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에서 재생 불가능한

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국내외 대부분의 도시

및 사업화방안 프레임웍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들은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의 직접적

통해 탄소저감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

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기오염 등

자를 활성화하고 도시 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자

도시 환경문제와 고유가, 전력부족 등 자원위기에

원 활용을 확대하여 경제적 지속성을 제고하며 국

직면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및 전

가적으로는 탄소저감 관련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

세계 정부들은 저탄소(Low Carbon), 탄소중립

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Carbon Neutral), 탄소제로(Zero Emission)도시
등과 같은 모델을 목표로 다양한 탄소저감방안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도시계획요소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저감도시계획 설계요소를 구현하기

본 연구는 다양한 탄소저감 설계요소를 적용하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나, 국가 및

는 탄소저감도시의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비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탄

즈니스모델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며, 사업화방

소저감도시 구현 및 확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

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탄소저감도

다. 또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도시의 기존 에

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을 정립하는데 주안점

너지 공급체계와의 중복 및 연계 미흡 문제로 인

을 두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탄소저감 설계요소별

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도시 내에서 자체적으

세부적인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로 생산하여 저장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다루지 않았다.

데 제약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탄소저감도시 비즈

한편 아직까지 탄소저감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니스모델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탄소저감도시 비

투자는 수익성 및 경제성이 낮다고 인식되어 민간

즈니스모델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저

의 자발적인 사업참여 및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어

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단

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뿐만

계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저탄소도시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도시에 탄소저감요소를 도

개발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프레임

입하면 많은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워크 개발을 위한 탄소저감도시 개념을 정립하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추

다. 또한 탄소 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도출 및 분

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탄소저감도시를 통한 관

류를 위해 탄소 저감도시계획요소에 대한 연구를

련 산업의 육성 및 자생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하였고 융합을 통해 도시의 탄소를 저감할 수

도 충분하지 않다.

있는 녹색정보통신기술과 탄소저감을 통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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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클린개발메커니즘

고찰하여 탄소저감도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방법론

이재준 외(2009)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을 분석하였다. 자금조달(Financing) 방안 등 탄

도시 조성전략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탄소배출

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관련 기존 연구 동향도

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 도시 및 산업기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탄소

통해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유형을 분류했고 총 20개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구조변환을 추구

의 개별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

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된 비즈니스모델들을 상세 분석하여 비즈니스모

변병설(2009)은 저탄소에너지절약형 신도시를

델 타당성 평가 및 추진 우선순위를 정의하였고

탄소의 저감과 흡수,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친환

우선 추진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업화 추진방안

경 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생태, 에너지효율화,

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 지원체계의 측면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곤 외(2010)는 저탄소녹색도시(Low Carbon
Green City)를 화석에너지 이용으로 인해 발생되
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
및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경제ㆍ사회 활동 등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은 탄소배
출이 없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비율확
대,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으로 탄소배출을 중립
또는 제로화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저탄소녹색도시와 저

<그림 1> 연구 구성 및 방법

탄소에너지절약형 도시개념을 살펴볼 때 탄소저
감도시도 탄소저감 목표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Ⅱ.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선행 연구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추구 방
향은 위 도시 개념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고

1. 탄소저감도시의 개념
탄소저감도시(Low Carbon City)에 대한 논의
는 많이 되어 왔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
어 있지 않다.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을 논의
하기 위해서는 탄소저감도시에 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저탄소녹
색도시와 저탄소에너지절약형도시 등 유사개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도시
의 개념을 기존 도시에 비해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배출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요소 및 기법이 적용된 지속가능한 도시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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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저감 계획요소

6개의 분야로 설정하였다.

도시 내에서 탄소를 저감 및 흡수하기 위한 다

<표 2> 저탄소녹색도시 분야별 요소

양한 방법인 탄소 저감계획요소는 탄소저감을 통
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비즈니스인프
라로서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의 핵심구성요
소이다. 즉, 도시에 적용되는 탄소저감계획요소는
해당 탄소저감도시의 비즈니스모델 유형을 결정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오용준 외(2010)는 국내 저탄소도시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에너지절감도시 모델을 위한 계획요소를
<표 1>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정곤 외(2010)는 저탄소녹색도시 모델의 계
획 중점분야를 해외 선진사례의 분류방식과 생태
도시계획의 분류방식을 종합하여 <표 2>와 같이
<표 1> 분야별 계획요소
분류

계획요소

집약적인 토지이용밀도, 보행통
학권의 적정성, 근린생활권-도
토지 이용 보권 적정성, 대중교통지향형
에너지투입 및 교통 개발, 신교통수단, 자전거도로
및 전용주차장, 친환경적인 보
ㆍ폐기물
행자 도로, 교통정온화기법
배출의
고단열-고기밀 자재, 자연채광
최소화
건축
및 자연환기
자원
재활용
공원 및
녹지
탄소흡수의
최대화
수순환
체계
태양열
이용

음식쓰레기 폐기화, 중수활용, 우
수집수시설
그린네트워크, 시설녹지ㆍ완충녹
지ㆍ경관녹지, 보행녹도, 입체녹
화, 생태연못 조성, 바람길 조성,
생태이동통로, 생태면적률
투수성포장, 친수하천조성

액티브/패시브 솔라시스템
신ㆍ재생
에너지 활용
극대화 태양광 발전,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집단
에너지사업
출처：오용준 외(2010)

분야
녹지
(Green
Space)

계획요소
바람길확보, 녹지축 연계의 순환체계, 탄소
정화 수목식재, 종다양성을 고려한 녹지와
비오톱 조성, 자연기반녹지율, 클라인가르
텐, 옥상 및 벽면녹화, 탄소흡수저장유지와
복원, 찬공기 생성면적 조성

기능의 복합화와 분산형 집중공간구조, 일
조량/풍향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토지변
토지이용 형에 따른 탄소배출억제방안, 열섬완화를
(Land Use) 위한 단지 및 건축물 배치, 대중교통 집중
형 단지배치, 복합토지이용계획, 도시기후
를 고려한 단지 및 건축디자인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대중교통 환
승 및 연계체계, Car(Bike) Sharing, Modal
교통
plit 접근성, Solar Station, 저에너지 신교
(Transport)
통수단, 자동차 수요억제와 도로면적 최소
화, 탄소제로 전용지구

에너지
(Energy)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시스템, 지열
냉난방시스템, 연료전지, 풍력발전시스템,
Bio Energy, 스마트그리드,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자재 및 설비, 고성능 창호와 디자인,
자연환기시스템, Passive 건축디자인, 고효
율 열원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홍수 및 빗물이용, 도시 Cooling 시스템, 분
산형 빗물관리 및 도시 물 순환체계, 녹지
와 연계한 인공습지, 바이오리텐션(자연정
물(Water) 화시설), 저비용고기능의 투수성 포장기
법, 실개천 및 생태연못 조성, 재생가능에
너지이용 물순환체계, 소수력 바이오가스
및 수열원 하수열원 활용
폐기물
(Waste)

폐기물자동수거시스템, 음식물쓰레기의 바
이오가스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바이
오매스 순환체계

출처：김정곤 외(2010)

위 탄소 저감계획요소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도시의 주요 탄소저감계획요소 영역은 신재생에
너지, 녹지, 토지이용, 에너지효율화, 교통, 물순환,
폐기물재활용 등으로 요약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탄소 저감계획요소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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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유형분류 및 비즈니스모델 도출에 적용하였다.

그린 정보 통신기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도 위 연구내용을 토대로 정보통신

3. 탄소 저감도시와 그린 정보 통신기술

기술을 활용한 탄소저감 계획요소도 비즈니스 모
델 유형 분류 및 개별 비즈니스모델 도출에 적용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하였다.

Technology：ICT)은 에너지 효율화, 교통ㆍ물류ㆍ
전력망 지능화, 일하는 방식 선진화, 기후 변화 모

4.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프레임웍

니터링 및 예측 등을 통해 환경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Osterwalder et al.(2010)은 비즈니스모델을 조

기술 융합 경제ㆍ사회 저탄소화를 의미하는 녹색

직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다른 형태의 가

정보 통신기술(Green by ICT)을 산업, 빌딩 등에

치(value)를 창출(create)하고 고객에게 제공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

(delivers)하여 그 반대급부로 고객으로부터 가치

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보통

를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림

신기술협회(2010)는 ITU-T FG ICT&CC에서 발

2>와 같이 9가지 요소가 포함된 “비즈니스모델 캔

간한 Deliverable 4 -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버스(Business Model Canvas)”라는 비즈니스모

ITU Standards를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델 개발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다. 비즈니스모델 캔

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목적으로 <표 3>과 같이

버스는 다양하고 복잡한 비즈니스모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누구든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표 3> 그린 정보 통신기술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물건의 소비재 사용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 및
소비감소 사무소비재 쓰레기 배출 감축
전력ㆍ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소비 감소로 전력생
에너지
산과 이동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감소
소비감소

장점이 있다.
탄소 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은 다양한 탄소 저
감계획요소들을 도입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교적 복
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 출퇴근시 교통
인간의
체증 등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와 사
이동감소
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감소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구조를 단순하면서도

물류의 상품의 이동이 줄어들면, 이송을 위한 에
이동감소 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

ICT장비의 소형화 등 사무공간의 효과적
공간 효율화 인 활용은 전등 및 온도 조절 장치 등 전
기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폐기물 감소

쓰레기 생산의 감소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쓰레기 처리에 드는 에너지소비 절감

고효율 기존기술에 비해 고효율의 ICT는 자원과
(업무효율화) 에너지 소비,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
출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0)

명확하게 표현하여 도시 의사 결정자, 투자자 등
구에서는 Osterwalder et al.(2010)의 프레임웍을
활용하여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분석을 진
행하였다.

92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3호 2013. 9

출처：Osterwalder, et al.(2010)
<그림 2> 비즈니스모델 캔버스(Canvas) 프레임웍

5. 탄소배출권 획득 방법론

6. 탄소 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선행연구

도시에서 탄소 저감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탄소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연구는 주

를 저감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여 수익을

로 탄소저감도시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투자재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저감도시 비즈니스모

조달방안에 대해 수행되고 있다. 탄소저감도시의

델 프레임웍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The

UNFCCC(United Nations, 2012)는 CDM사업

Center for Low Carbon Futures(2012)와 Green

을 통해 UN에서 공인된 배출권(CERs：Certified

Alliance(201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투자재

Emission Reductions)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The World Bank(2010),

제시하고 있다. CDM 방법론은 크게 대규모 방법

The Centre for Low Carbon Futures(2012) 등의

론(Large-Scale)과 소규모 방법론(Small-Scale)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으로 분류되는데, 대규모 방법론은 주로 전력, 석

현실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탄

유 등 대규모 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소저감도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

에 적용되고 도시 내 가구, 빌딩 등의 온실가스 저

에서 수행한 다양한 투자재원 조달방안과 이를 뒷

감은 주로 소규모 방법론의 적용이 적합하다.

받침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는

소규모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에 따

필수적이다.

라 크게 TypeⅠ(재생에너지사업), TypeⅡ(에너

하지만 위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공공관점에

지 효율 향상 사업), TypeⅢ(기타 온실가스 배출

서 투자재원 조달 및 경제성 분석연구가 이루어지

감축 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 탄소저감도시가 어떤 고객가치를 어떤 방식

본 연구에서는 위 3가지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으로 어떻게 창출하여 수익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유형 분

접근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류 및 개별 비즈니스모델 도출에 적용하였다.

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투자재원조달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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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가치 창출 및 수익모델, 사업화에 필요한

탄소저감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

인프라, 비용모델 등 전체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소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적용할

제시하고자 한다.

3가지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원칙을
<표 4>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Sustainable LowCarbon City
Development in
China(Baeumler et
al., 2012)
Financing
Guidebook for
Energy Efficiency
Program Sponsors
(Energy Star, 2007)
The Economics of
Low Carbon Cities
(The Centre for
Low Carbon
Futures, 2012)
Funding Low
Carbon
Cities：Mapping the
Risks and
Opportunities(The
Centre for Low
Carbon Futures,
2012)
Eco2
Cities：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The World
Bank, 2010)

주요내용
탄소저감도시 개발 시 CDM 추진
절차 및 CDM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과 IBRD, IDA, GEF 등
World Bank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Financing 방안

수립하였다.
1) 탄소저감 촉진 및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탄소저감도시 계획요소 적용을 통해 탄소저감
이 이루어지더라도 투자 대비 경제성이 현저하게

저탄소 홈 구축 시 사업자 및 가
구주들이 필요한 자금 조달방안

낮은 경우 투자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탄소저
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은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가
능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에너지 가격 예측 등 탄소
저감도시개발 투자 대비 효과분
석 방안

2) 도시 내 탄소저감 투자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은 공공뿐만 아니라
탄소저감도시 개발 시 발생될 수
있는 Risk를 관리하여 관련 사업
자 및 투자자들의 자금투자를 촉
진하는 방안

민간의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투
자 매력도가 있어야 하고, 투자된 재원을 통해 탄
소저감산업 시장 창출과 지속적인 기술 및 비즈니
스 모델 혁신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IBRD, IDA, GEF, CF, CTF, IFC,
PPP 등 다양한 Financing 방안과
정책, 도시개발계획의 연계 필요
성 제시

3) 탄소저감도시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제고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모델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은 <그림 3>과 같이

Ⅲ.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원칙
1.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목적 및 원칙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은 탄소저감도시의
탄소저감목표 달성을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수요자, 사업자, 지자체, 정부, 투자자 등 탄소저감
도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탄
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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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탄소저감도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모델

2.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고려사항

2) 관련 법, 제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탄소저감과 에너지효율화
위에 제시한 원칙을 충족하는 탄소저감도시 비

를 위해 <표 5>와 같이 다양한 법령, 규정ㆍ규칙,

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모델 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표 6>과

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6가지 환경요소들을 도

같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를 실

출하였다.

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ㆍ제도, 인증제도 등 규제
와, 정부ㆍ지자체가 민간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1) 도시특성 및 유형

탄소저감을 추진하는 도시가 신도시인지 아니
면 기존도시 재생인지, 인구 및 면적은 어느 정도

<표 5> 탄소저감 관련 법령 예시
구분

인지, 도시성격은 주거중심도시인지 산업중심도
시인지, 도시의 지리적 여건은 내륙도시인지 해안
도시인지, 도시개발은 구축단계인지 운영관리단

법령

계인지 등 도시특성 및 여건, 유형 등에 따라 도시
에 적용할 탄소저감요소 기술 및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투자비, 운영비 등 비용과 수익 창출 대
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도시
특성 및 유형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이다.

규정/
규칙
지침

에너지ㆍ환경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
생 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저탄소 녹
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
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도시ㆍ건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건축기본법,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에 관한 규칙
저탄소녹색도시를 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한 도시군계획수립지
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침,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 세부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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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탄소저감 관련 인증제도 예시
에너지ㆍ환경 관련

도시ㆍ건축 관련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증 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
증 제도, 신․재생에너지
증,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탄소저감사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 지원제도는
탄소저감도시 추진의 촉진제로 작용되고 있으며
재원조달 등 비즈니스모델의 경제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저감도시 비즈니
스 모델 개발 시 중요한 환경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3) 도시 건설계획 및 탄소저감 설계요소

탄소저감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 비즈니스모델의
경제성과 고객가치 창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탄소저감관
련 기술 및 산업 발전 동향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5) 사업추진체계

국내외의 탄소저감도시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대부분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 공공이 사
업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효율
성 제고, 공공예산의 한계극복 등을 위해 민관협
력방식이나 민간주도 방식 등도 고려되고 있다.
민간주도 또는 민관협력방식 등 민간이 사업추진

녹지계획, 토지이용 및 공간 구조 배치, 교통, 자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공주도 사업에

원순환 등 도시건설계획과 탄소 저감 설계요소는

비해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비즈니스모델의 가장

탄소 저감도시가 도시민이나 도시 내 사업자 등 고

중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민간과

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핵

공공의 역할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추진방식이 달

심인프라로서 탄소저감도시 수익모델과 투자비, 운

라지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최적의 사업

영비 등 비용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진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6) 자금조달방식
4) 탄소저감 기술 및 산업

현재까지 국내 및 해외의 탄소저감도시 사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지

주요국들은 탄소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 미래 발생될 탄소배출권 수익을 담보로 탄소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

감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탄소펀드 등 민간금융 및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저감뿐만 아니라 신

탄소저감사업을 통해 미래 증가될 수 있는 조세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익을 담보로 지자체 등 공공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축, 토목, 에너지, 환경, 교

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 등 다양한 자금조달방

통, 유통, 정보통신 등 기존산업에 탄소를 저감할

식이 시도되고 있다. 탄소저감도시사업에 필요한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재원을 적기에 경제적으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 탄

지원하고 있다.

소저감도시는 추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

위와 같은 다양한 탄소저감 산업 및 기술 발전
은 탄소저감도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즈니스모델 개발 시 자금조달방식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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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

1) 비즈니스모델 도출ㆍ분석 단계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도출ㆍ분석은 <그

1.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 아키텍처

림 5>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탄소저감계획
요소, 그린정보통신기술, CDM방법론 등의 분류

탄소 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은 <그림

체계를 참조하여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분

4>와 같이 개발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입력

류체계를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개별적인 비즈니

(Input)요소와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스모델을 도출하여 각 비즈니스모델별로 상세분

프로세스 및 개발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되어야 할

석을 수행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추진효과(Output)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저감도시에서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입력요소는 해당도시 특성 및 유형, 법ㆍ제도,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선행연구

도시건설계획, 탄소 저감 설계요소, 자금조달방식,

에서 분석한 탄소저감계획요소 분야와 탄소배출

추진체계 등 앞에서 도출한 탄소저감도시 비즈니
스 개발 시 고려사항에 해당된다. 추진효과는 앞
에서 정의한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목적 및
원칙을 적용하였다.

2.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프로세스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비즈니스모
델 도출ㆍ분석,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평가, 비즈니
스모델의 사업화 방안 수립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5> 비즈니스모델 도출ㆍ분석 프로세스

<그림 4>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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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고 도시차원의 탄소저감 관리를 촉진하는
분야(Type Ⅳ, Ⅵ)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은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유형
간의 관계로 Type Ⅰ〜Ⅳ까지는 탄소배출억제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유형으로 협의의 탄소저감 활
동에 해당한다. TypeⅤ는 탄소흡수를 위한 비즈
니스모델 유형으로 광의의 탄소저감활동에 해당
된다. Type Ⅵ는 Type Ⅰ〜 Ⅴ까지 모든 탄소저
감활동결과를 모니터링, 검증하여 배출권거래 및
도시 내 시민ㆍ기업들의 탄소저감 활동을 관리하
고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유형이다.
비즈니스모델 유형별 개별적인 비즈니스모델은
<그림 8>과 같이 저탄소녹색기술과 그린정보통신
<그림 6>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유형분류

권을 획득하기 위한 3가지 CDM 방법론 분야, 그
린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탄소를 저감
할 수 있는 7개 분야를 종합하여 6개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Type)으로 그룹핑 하였다. 이렇게 도
출한 6개의 비즈니스모델 유형은 기존 탄소저감도

기술로 이루어진 탄소저감계획요소와 계획요소를
도시 내에 적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적용대
상 고객 및 적용영역, 적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수익모델요소를 종합하여 <표 7>과 같이 총 20개
를 도출하였다.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은 기존처럼 탄소저

시 계획요소 분야 및 CDM탄소배출권 획득 가능

감계획요소를 특정시설이나 건물, 지역단위로 구

분야 뿐만 아니라(Type Ⅰ, Ⅱ, Ⅲ, Ⅴ) 정보통신기

축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술을 융복합하여 도시민의 생활을 탄소저감형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경제적인 효

<그림 7> 비즈니스모델 유형 간 관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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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도출

율성과 통합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

수익이 창출되어 탄소저감설계요소 확대구축에

다. 또한 에너지관리사업모델처럼 탄소 저감계획

재투입되고 이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

요소가 기술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적용 대상 및 고

도록 했다.

객에 따라 운영 방식 및 제공 서비스가 달라지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저감관련 비즈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홈에

니스모델은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비가 많이

너지 통합관리, 빌딩에너지 통합관리, 도시시설물
에너지통합관리사업 등 별개의 비즈니스모델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모델은 탄소 저감설계요소 구축과정
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고려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소저감요소에 대한 운영ㆍ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익화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또한 기존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던 보
조금은 정책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어 경제
적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익모델에서
는 제외했다.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의 수익은 신재생에
너지 설비 설치수익 등 단기적, 일시적인 수익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 8>처럼 지속적으로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
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20개의 비즈니스모델들은 각 비
즈니스모델별로 <그림 9>와 같이 비즈니스인프라,
제공가치, 타겟고객 및 시장, 재무모델 등 비즈니
스모델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 분석 및 설계를 수
행한다.
<그림 10>은 비즈니스모델 분석의 한 요소인
비즈니스모델 개념 및 구성도를 신재생에너지공
급 사업모델을 예시로 제시한 내용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
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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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목록
탄소저감 BM
유형
TypeⅠ
신재생에너지
도입

적용대상/
고객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모델 개요 및 적용사업아이템

수익모델

홈, 건물, Ⅰ-1. 도시통합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 지열,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판매,
공장,
신재생에너지 공급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을 통한 Clean Energy 운영 수익
공급
․탄소배출권 수익
도시시설물 사업
홈

Ⅱ-1. 홈에너지
통합관리 사업

건물

Ⅱ-2. 빌딩에너지
통합관리 사업

공장

Ⅱ-3. 공장에너지
통합 관리 사업

Ⅱ-4. 도시
도시시설물 시설물 에너지
통합관리 사업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 조명, 냉난
방, 가전 등 가정 에너지 관리 및 제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빌딩 내 다양
한 에너지 설비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최적 에너지 공급 운
영 수익
로 에너지 사용 효율화
․에너지 시설 관제 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공장내 생산 비스 대행 수익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권 수익
효율화
가로등, 배수펌프 등 도시 내 공공시설물의 에
너지 사용을 모니터링,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

TypeⅡ
고단열 · 고기밀 벽체, 자연채광 및 통풍, 고성
Ⅱ-5. 고효율
에너지소비
능 창호, LED 조명 대체, 동작인식기반 조명 ․최적 에너지 공급
홈, 건물, 공장 에너지 설비, 자재
효율화
제어 등의 설치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거 운영 수익
공급 사업
나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설비, 자재, 스마트

도시전체

교통

물건, 자재

TypeⅢ
자원순환 및
재활용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저장장 인프라 구축 및 운영
Ⅱ-6. 에너지 공급
치, 센서네트워크 등의 스마트인프라를 활용 수익
체계 효율화 사업
하여 에너지 공급과정에서 손실 최소화 및 에 ․탄소배출권 수익
너지의 효율적 활용 촉진
Ⅱ-7. 탄소저감
교통시스템
운영사업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
․지능형교통시스템
형 교통시스템. 친환경 교통체계. 대중교통 중
운영 수익
심의 교통체계. 전동 PRT 시스템 구축. 자전
․탄소배출권 수익
거전용도로. 차량속도 제한구역

Ⅱ-8. 친환경교통
운영 사업

세그웨이, 그린카, 경전철, 수상택시, 전기차
보급. 전기차/수소 충전소 확대

Ⅲ-1. 폐기물 통합 생활 쓰레기, 폐기물, 폐자원 등의 재활용 시
재활용사업
스템

에너지

Ⅲ-2. 폐에너지
재활용사업

수자원

Ⅲ-3. 수자원
최적 운영관리
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교통수단 운
영 수익
․탄소배출권 수익

하수열, 소각열 등을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

․자원재활용 수익
우수, 하수 재활용. 오폐수 정화 활용. 절 수 ․폐기물 수거 수익
및 수자원 저감 설비 도입(절수형 샤워헤드 ․재활용 시설/시스템
및 양변기 등).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통한 용 구축/운영 수익
․탄소배출권 수익
수수급 최적화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ㆍ잉여열ㆍ폐
Ⅲ-4. 광역생태
기물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자원화함으
산업단지 운영사업
로써 오염물질 무배출 지향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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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탄소저감 BM
유형
Type Ⅳ
탄소저감
라이프
스타일화

Type Ⅴ
탄소흡수
생태조성

적용대상/
고객

사람

비즈니스모델

BM개요 및 적용사업아이템

수익모델

Ⅳ-1. 자원셰어링 자동차(카세어링), 대형 세탁기 등 가전을 공
운영사업
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원 절감
․셰어링, 스마트워크
거주와 사무공간을 단지 내에 공유시켜 출퇴근 체계 운영수익
Ⅳ-2. 스마트워크
에 필요한 차량 운행 최소화. 전자문서를 통한 ․탄소배출권 수익
운영 사업
종이발생 감축
건물의 지붕/벽면 녹화. 단지내 완충녹지/탄
․자원재활용 수익
생수 보급 등 단지녹화. 생태연못, 친수하천,
․폐기물 수거 수익
탄소중립숲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
․재활용 시설/시스템
Ⅴ-2. 그린 네트워크 녹지축, 생물이동통로, 바람축 조성 등 생태보 구축/운영 수익
․탄소배출권 수익
운영 사업
전 및 활용을 통한 탄소흡수 및 저감
Ⅴ-1. 녹화 및
녹지조성 사업

건물, 단지

도시 단위의 물, 전기, 열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을 ․관리/모니터링
Ⅵ-1. 도시 탄소저감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토대로 탄소저감 운영 서비스 수익
검증/인증 사업
량을 검증하여 자발적 탄소배출권 또는 포인트 ․검증/인증 서비스
제공.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수익
Type Ⅵ
탄소저감
관리 및
촉진

도시전체

Ⅵ-2. 도시 내
자발적 탄소
배출권거래

도시 내 자발적탄소배출권 거래, 도시 내에서
․배출권거래 수수료
저감된 탄소 실적을 토대로 국내, 국제 배출권
수익
획득/거래

Ⅵ-3. 도시탄소
저감촉진 사업

도시민, 기업들의 탄소저감에 대한 동기부여
․광고 수익
및 인식제고를 위해 탄소저감 홍보 및 탄소금
․금융거래 수익
융지원 제공

<그림 9>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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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즈니스모델 개념도 예시

2)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평가단계

타당성평가 항목은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 목

상세분석 및 설계가 이루어진 비즈니스모델은

표달성 및 원칙을 반영하고 기존 U-City 사업타

타당성평가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추진여부 및

당성평가연구(정우수 외, 2008; 김학열, 2007), 해

추진 우선순위를 정의하게 된다.

외사업 타당성 평가연구(권민영 외, 2006), 국내
공공부문의 사업타당성 평가모델(Parker et al.,

<표 8>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평가 항목
기준

평가항목
탄소
저감효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효과

사업성

사회적
파급효과

비즈니스
모델
적용여건

기술
타당성

정책
부합성

상세평가항목
탄소배출 억제 및 흡수 효과
에너지/자원 저감 효과
고객가치 창출정도, 혁신성
시장성：시장규모(Scale)와
성장성(Growth)
투자수익성：투자대비 수익률
(Profitability)
위험요인：진입장벽, 시장성장
저해요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
국가 산업발전 기여효과
기술신뢰성：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수준, 기술
안정성
도입비용：기술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비, 운영비
정책 부합성：중앙정부, 지자체
정책과의 부합성
법제도 부합성：기존 법,제도
규제 부합성

1988; 한국개발연구원, 2001) 등을 참조하여 <표 8>
과 같이 5개로 분류했다.
타당성 평가는 계층분석적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적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을 통해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도출된 비즈니스모델별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항목 중 탄소저감효과와 사
업성, 기술도입비용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나머
지 평가항목들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비즈니스모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1>과 같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비즈니스모델, 중기추진 비즈니스모델, 장기추진
검토 비즈니스모델 등으로 추진 우선순위를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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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즈니스모델 우선순위 정의 프레임웍

3)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방안 수립 단계

탄소저감 설계요소들을 CDM 소규모 방법론

우선적으로 추진할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도시

체계 및 ITU-T의 Green IT 분류체계 등을 참고

유형별, 적용범위별 상황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하여 크게 6개 비즈니스모델 유형으로 분류하였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주체 및 추진체계, 재원

고, 이 6개 비즈니스모델 유형별로 대상고객 및 적

조달방안, 투자자 및 사업자 참여 촉진방안, 법/제

용섹터, 수익모델을 그룹핑하여 총 20개의 저탄소

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사업운영프로세스 등을

도시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였다.

정립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
델 프레임웍은 거시적인 구조와 방향만 제시되어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있는 상황으로 세부모델 및 실제 적용방안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며 구체화되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도시의 탄소저감목표

어야 할 것이다.

달성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고 탄소저감

첫째, 20개 비즈니스모델별 세부구성요소 및 사

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탄

업타당성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워크는 탄소저

라 20개의 비즈니스모델을 평가하여 비즈니스모

감도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추구해야 할 3가지

델의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과 6가지 고려사항, 탄소저감도시 비즈니스모

둘째, 탄소저감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들의 다양

델 개발프로세스 등으로 구성된다. 탄소저감도시

한 특성과 요건을 반영하여 해당 도시 고유의 맞

비즈니스모델 개발프로세스는 비즈니스모델 도출

춤형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ㆍ분석,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평가, 비즈니스모델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탄소저감도시

의 사업화 방안 수립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비즈니스모델 프레임웍에 도시 특성과 요건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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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측면에서 다양한
자금조달방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관련 법ㆍ제
도ㆍ정책 수립 및 개정 방안, 사업모델 인프라 구
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비즈니
스모델이 신속하게 구현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저감도시 비즈
니스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원과 규제
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동향 및 탄소저감산업ㆍ
기술 동향, 탄소저감도시 재원조달 관련 금융제도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즈니스모
델에 반영함으로써 비즈니스모델의 유효성을 제
고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탄소저감
도시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적인 표준화 방안을 수
립 및 검증하여 이를 국내 도시들에 적용ㆍ확산하
며,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탄소저감도시의 해외수
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확장시킬 필
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민영․구본재․이국희, 2006, “AHP 기법을 적용한 IT프
로젝트 사전평가성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출”,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8, No.1.
김정곤․이기홍․현경학․황하진․오정익․임주호․이
지은․최정은, 2010, ｢저탄소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시범도시 구상｣,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김학열, 2007, “효율적인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정보 통
합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U-City 전문가 초청세
미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변병설, 2009, “기후변화대응계획 지표개발연구”, ｢국토지
리학회지｣, 43권 4호.
오용준․이승일․변병설․이재준․홍경구, 2010,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이재준․최석환, 200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의 탄소완화 계획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44권 제4호 통권171호.
정우수․박응희․조병선, 2008, “AHP 기법을 이용한
u-City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
연구｣ 제56권.
한국개발연구원, 2001,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
반지침연구｣ 제3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0, ｢그린 ICT 표준화 분석서｣ .
Baeumler, A., Ijjasz-Vasquez, E., and Mehndiratta S.,
2012, Sustainable Low-Cargon City Development
in China, The World Bank.
Energy Star, 2007, Financing Guidebook for Energy
Efficiency Program Sponsors.
Green Alliance, 2012, Green Cities：Using City Deals to
Drive Low Carbon Growth.
Osterwalder, A. and Pigneur, Y., 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Wiley.
Parker, M. and Benson R., 1988, Information Economics;
Linking Business Performance to Information
Technology, Prentice Hall.
The Centre for Low Carbon Futures, 2012, The
Economics of Low Carbon Cities.
T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
Unite Nations, 2012,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DM Methodology Booklet, Fourth
Edition.

원 고 접 수 일： 2013년
1차심사완료일： 2013년
2차심사완료일： 2013년
최종원고채택일： 2013년

3월
4월
5월
6월

07일
11일
22일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