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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로벌 경쟁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 랜드 가치를 높이기 한 략마련

에 고심을 하고 있음.

－특히 도시경쟁력 수 은 경제,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의 유기

인 통합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그린 이스(Green Race)’로 표

될 만큼 환경요소가 도시경쟁력 비교 핵심지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선진도시들은 세계 인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나기 하여 환경 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 리에 우선순 를 두고 있음. 

－화석연료 이용에 의한 기후변화에의 응  응, 에 지 소비 도시, 

기환경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오던 부문별 리에서 기후ㆍ에 지ㆍ

기 통합 리로 환

－자원순환사회 실 을 해 폐기물 처리와 물 리도 통합 리하여 정책

추진의 최 화를 도모 

◦서울시는 세계도시들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에 맞추어 환경선도도시로서

의 상을 높이기 해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은 통합 리ㆍ총량 리ㆍ

목표 리를 통해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상 환이 필요함.

－다만, 민선4기부터 시행하 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구도 유

지가 필요

－선진 도시와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시민 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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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이슈(issue) 응형 정책에서 효과 만족형 정책으

로 략을 수정하고, 가치 창출형 환경 리 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 리 역량을 제고하고, 시

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한 략  근으로 선진도시와의 환경 경

쟁력 비교우  확보방안 마련에 주된 목 을 두고 있음. 

－서울의 환경정책 분야별 수 을 진단ㆍ평가하여 환경가치 창출요인 도출

－선진도시의 환경 리 략 원용 가능성 분석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지표 개발  용방안 제안

－서울의 환경 리 역량 제고에 필요한 통합ㆍ총량ㆍ목표 리 정책 방안 

검토 

2. 연구 내용

◦환경경쟁력 개념  결정요인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선진도시의 환경 리 략 사례분석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지표 개발  비교우  확보 략

Ⅱ. 연구의 주요결과

1. 환경경쟁력 개념 및 결정요인

◦환경경쟁력

－환경경쟁력은 도시경쟁력(경제  산업경쟁력, 삶의 질, 교육, 문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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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시환경 등 도시가 갖는 가변  비교우  종합역량)을 구성하는 가

장 기 요소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지속가능한 발 , 탄소 녹색성장, 

통합 리, 목표 리)을 수용하여 환경수 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역량

－환경경쟁력 결정요인：환경요소별 개별 리보다는 통합 리에 의한 가

치창출, 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세계표 )를 구성하는 내생변

수(제도와 지침, 력, 거버 스(Governance), 인센티 , 참여와 교육ㆍ

홍보)의 작용 여부에 따라 비교우 를 가늠할 수 있음.

∙환경경쟁력 평가는 투입 산의 한계 극복, 정책의 우선순  결정, 환

경조직의 탄력성 확보 등의 기회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서울

의 환경역량 확보를 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됨.

2.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SWOT 분석

－ 기ㆍ에 지ㆍ기후변화의 통합 리로 상호 시 지 효과를 도모하며, 

탄소 녹색성장과 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을 확보

하고 신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한 근이 필요 

－물 리는 기존의 이용 가치  기능 심에서 시민 생활 속에서 휴식공간

과 경제  이익 등을 창출하는 기능 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태

ㆍ녹지공간, 친수공간을 폭 확충하여 도시의 쾌 성을 제고하며, 물순

환, 물재이용에서 경쟁력 확보  고용 창출 등의 녹색성장으로 환하

는 것이 바람직 

－폐기물 자원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특히 에 지ㆍ기후변화 응을 

해 에 지 회수로 환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며, 민간부문의 문성

과 자본의 극 활용, 부족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보완, 민간기업의 시설

활용 등을 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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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ㆍ

에너지

ㆍ

도시

기후

강점 (Strength)

-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대응 능력과 추진동력 확보

- 미래사회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ㆍ학ㆍ연 인적자본

약점 (Weakness)

- 진단과 처방을 상호 통합 연계한 과학적 에너
지ㆍ환경ㆍ기후관리 미흡

- 선진국에 비해 관련기술 수준의 열위 및 청정
에너지 산업여건 조성 미흡

- 열악한 청정에너지 R&D 투자규모 확대
- 사회 전체의 인식 및 실천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능동적 
사전 대응 능력 준비

- 국가 에너지 관리전략의 수립으로 환경과 
경제 간 상호 보완 및 통합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 에너지ㆍ기후ㆍ환경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의식 증대

위협 (Threats)

-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부
서의 분산 및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 의사결정 및 추
진시스템의 부조화 발생

- 국제협약 증대 및 참여 요구
- 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물순환

강점 (Strength)

- 수질, 수량 통합관리기관 구축
- 시민의 높은 환경의식
- 하천을 통한 지역 간 연계
- 지역개발 변화 대응력 보유

약점 (Weakness)

- 구단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일관성, 종합성, 
연계성 부족

- 악화된 생태계 보전기능 및 자연정화력
- 생태계 회복을 위한 토지회복 어려움
- 물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기회 (opportunity)

- 환경보전 중시 물환경 패러다임 전환
- 물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고용창출 연결
- 친수공간 요구 증대
- 지역 환경협력 필요성 증대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

위협 (Threats)

- 경제위기에 의한 환경부문 소홀 우려
- 녹지지역의 개발 압력 증가
- 개발논리 및 사후처리 환경의식 존재
- 높은 외부 물의존도
- 지구환경문제 심화와 국제환경 규범 강화

폐기물

관리

강점 (Strength)

- 많은 자원화 대상물질 발생
- 회수 에너지의 두터운 수요처
- 자원화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
- 우수인력 밀집
- 비교적 넉넉한 재원

약점 (Weakness)

- 옥내 보관공간의 부족
- 처리시설 입지 부지 절대 부족
-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거부감
- 한계에 다다른 자원화 사업
- 서비스질에 대한 시민의 높은 눈높이
- 성장하지 못하는 폐기물 관리 민간시장

기회 (opportunity)

-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
- 국가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발달
- 폐기물 관리 기술의 발달
-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 대한 시민의식 증대
- 서울의 국제화
- 낙후지역의 개발

위협 (Threats)

-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의무감축
-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
- 수도권 매립지의 점진적 고갈
- 고착화되는 광역정부 간 지역주의
- 고령가구, 1인가구 증가
- 사업장 증가, 건물 고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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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전문가 및 환경공무원 설문조사

－환경요소별 리  통합 리 정책수  인식

∙환경요소별 리에서 “비교  잘 리되고 있다”(공무원), “보통 

수 ”( 문가)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공무원ㆍ 문가 모두 “통

합 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그림 1> 대기ㆍ에너지ㆍ기후요소의 통합관리 전망

<그림 2> 자원순환요소의 통합관리 전망

－선진 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과 통합 리 수  비교

∙환경요소별 환경경쟁력의 경우 공무원은 비슷한 수 이라고 평가

한 반면, 문가는 비교  낮은 수 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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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진도시와 비교한 서울의 환경경쟁력과 통합관리 수준 인식비교

－선진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 수 에 한 인식 비교(10  척도 평

균 수 순  비교)

∙공무원： 리ㆍ뉴욕ㆍ베를린(상  3개 도시), 서울ㆍ베이징ㆍ상

하이(하  3개 도시)

∙ 문가：베를린ㆍ런던ㆍ토론토(상  3개 도시), 상하이ㆍ서울ㆍ

베이징(하  3개 도시)

∙상 도시와 하 도시의 선택 조건은 ‘효과 인 통합 환경 리 정

책수립’, ‘정부ㆍ자치단체ㆍ시민ㆍ민간단체(NGO) 간 트 십 체

결과 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

<그림 4> 선진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 인식비교 

베이징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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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비교우  략 

∙두 집단 모두 ‘통합 환경 리 정책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기반구축’을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평가하여, 향후 효과 인 

통합 리의 정책수립과 련 지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5>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식비교

3. 선진도시의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통합환경 리 계획 수립：뉴욕의 plaNYC, LA의 GreenLA, 토론토의 

Climate Change, Clean Air and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과 같이 환

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

리 창출, 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 창출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개

별 계획보다는 종합 이고 통합 인 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통합환경 리 평가 툴 개발：매년 평가기 에 따라 환경의 질을 평가해 성

과측정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뉴욕의 경우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CEQR)를 수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PDF문서로 시민, 기업,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목표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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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 스 체계 구축：환경단체, 시 련부서, 커뮤니티 그룹, 학계, 민간기

업 등의 참여통로를 마련하기 해 정책 원회의 구성체계를 개선하고, 

원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견개진 시스템을 마련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도와 규제 마련：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참여와 력을 바탕으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마련함. 특

히 련계획 수립  최 기술 사용 의무화, 연료이용 기  마련, 련 법

률 강화, 인센티  사항 등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 행정명령, 조례, 

정책 등을 시행함. 

◦ 력 계 강화：통합환경 리 정책 실행을 하여 Task Force Team을 창

설하여 앙정부, 지방정부와 유기 으로 력하고 있음. 한 운수업계ㆍ

자동차회사ㆍ 력회사 등 민간 련업계와의 력, 주변 도시  해외 도

시와의 력 등을 강화하고 있음. 

◦다양한 로그램  련 정보 제공：시민들의 인식고취와 문제해결을 

한 변화를 구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커뮤니티 그룹, 환경단

체와 력하여 교육 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인센티  제공：공공ㆍ민간기 을 통한 융자 지원, 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  제공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함. 한 환경정책 사업

을 상으로 지역사회의 사업체나 개인  련단체의 친환경  활동에 

출 리를 우 하는 환경 융 로젝트, 재생가능 에 지 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한 녹색기  조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음. 

4. 대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통합관리 지표 DB 구축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녹색생활역량지수(GLC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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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응지수, 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기후변화 응지수

(CCPI), 지속가능발 지표, 녹색경쟁력지표 등을 바탕으로 서울의 환경 

경쟁력 평가에 필요한 진단지표 DB를 구축

－향후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해 탄소사회, 자원순환사회, Zero 배

출 사회 실  등에 핵심 경 가치를 부여할 경우, 경 가치와 상응하는 

지표항목 분류에 따라 경쟁력 수 의 진단ㆍ평가뿐만 아니라, 개별 경

가치의 통합 리에 의한 목표수 의 체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지표 선정：기 ㆍ기반ㆍ환경 분야(3개 분야, 18개 역, 109개 지표로 구성)

<그림 6> 도시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지표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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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체계 구축 

－comfort zone, 청정에 지, 고도 응, 시민ㆍ물ㆍ자연 공생, Zero Waste, 녹

색생활 역량 등 개별 핵심 경 가치를 반 한 통합 목표 리 지표체계 구성 

－목표 리와 지표의 연 구조 분석으로 통합 환경목표 리 수 의 달성 

검토(<표 1> 참조). 

－향후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는 서울시 환경정책  행정 활동의 통합성

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한 정책 툴, 환경경쟁력 비교우

를 확보하기 한 종합 인 노력을 평가하기 한 거로 활용 가능

분야 구성요소 지표

핵심 경영가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기초

인구

인구밀도
출생률
기대여명
인구 증가율
65세 인구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기후민감 질환자 비율

●

●
●

●

●

●
●
●
●
●
●
●
●

●

●

●

●

경제
GRDP
1인당 GRDP

●
●

●
●

●
●

●
●

●
●

산업
구조 (1차+2차)/(1차+2차+3차) ●

농작인구
농작지당 곡물 생산량

●
●농업

토지

도시화
시가화면적율(도시화율)
불투수 면적 비율

●
●

●
●

●
◉

●

기반
시설

사회기반 면적 비율
산업단지 면적 비율 ●

●
●

녹지

산림 면적 비율
1인당 산림면적
자연공원, 도시공원 면적
1인당 공원면적
도시 녹지율

●
●
●
●
◉

●
●
●
●
◉

●
●
●
●
◉

재해

가뭄취약지역 비율
홍수취약지역 비율
제방사용 면적 비율
자연재해지구 수

●
●
●
●

◉
●
●

<표 1>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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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성요소 지표

핵심 경영가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기초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면적률
습지대 면적률
멸종위기 생물종수

●
●
●

●
●

기후
노출

호우
80mm 이상 호우일수
1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 지수

●
●
●

◉
●
●

가뭄
연속무강수일수 평균
연속무강수일수 최대값

●
●

●
●

혹서
열대야 일수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열파지속지수

◉
●
●

●
●
●

◉
●
●

인
프
라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전거 도로 총연장
자동차 대수
천연가스버스 비울

◉
●
●
●

●
●
●
●

●
●
●
●

의료 및 
보건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
인구 천명당 보건소 인력

●
●
●

●
●
●

정보  
및 통신

PC 보급률 ● ● ● ● ●

연구개발
인구 천명당 연구종사자 
비율

● ● ● ● ●

기반

조직

전체 공무원 대비 환경공
무원 비율
인구 천명당 환경담당공무
원 수
Task Force Team 운영 유무

●
●
●

●
●
●

●
●
●

●
●
●

●
●
●

제도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유무
관련 법규

●
●

●
●

●
●

●
●

●
●

예산
전체 예산대비 관련분야 
예산 비율

◉ ● ● ◉ ●

홍보 및 교육
환경관련 프로그램 시행 개수
교육ㆍ홍보 포털 사이트 개수
환경관련 시민 인지도

●
●
●

●
●
●

●
●
●

●
●
●

●
●
●

거버넌스

거버넌스 추진사례
NGO 단체, 회원, 상근자 수
시민제안제도 채택률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민참
여율
거버넌스 위원회 구축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계속>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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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성요소 지표

핵심 경영가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환경
관리

대기질

오염물질 대기질 농도
(6개 물질)
AQI
(NOx, PM10, PM2.5, O3,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
(NOx, SOx, PM10)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 
(NOx, SOx, PM10)
대기농도 기준 초과 횟수
시정거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
(80㎍/㎥ 이상)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환경오염 배출 시설물 수

●

◉

●

◉
●
◉
●

◉
●

●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총배출량, 1인당, GRDP당)
화석에너지 소비비율
재생에너지 비율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량
전력자립도

◉
●
◉
●

◉
●
◉
●

●

◉
●
◉
●

●

●
●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총배출량, 1인당, GRDP당)
부문별 CO2 배출량

◉ ◉
●

◉
●

●

●

물순환

1인/1일 물소비량
상수도 보급률
가용 지하수량
지하수 이용량
누수율
중수도 사용량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
하수도 보급률
하천BOD 등 수질오염
폐수발생량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소각처리 비율
1인당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자원화시설 평균 가동률

●
◉

◉
●

●
●
●
◉
◉

◉
●
●
◉
●

주：통합 환경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가운데 핵심역량 평가 시 ◉ 표시 지표 중심으로 약식평가
분석 가능

<표 계속>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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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환경목표 리 체계를 활용한 경쟁력 진단：기후변화 고도 응사례

－서울시 기후변화 응 능력, 응기반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호우ㆍ혹서 

기후노출, 인구 특성, 지리  특성 등의 취약요인으로 인해 그다지 개선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취약요인 사 방 응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7> 서울시 연도별 기후변화 고도적응 지수변화 추세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한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를 이용한 부문별 

목표 리, 통합 목표 리 수  평가방법 제시(<표 2> 참조)

구분 핵심 경영가치 통합환경 관리 지표

부문별 
목표관리 

대기 쾌적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4개 

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3)：기초(4)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45개 

고도적응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물순환 도시 영역(13)：기초(7) / 기반(5) / 환경관리(1) 지표 53개

Zero Waste 도시 영역(13)：기초(4)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34개

통합
목표관리

대기 쾌적ㆍ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7개

대기쾌적ㆍ고도적응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대기 쾌적ㆍZero Waste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8개 

고도적응ㆍ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8) 지표 94개 

<표 2>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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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경영가치 통합환경 관리 지표

통합
목표관리

고도적응ㆍ물순환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고도적응ㆍZero Waste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에너지 저소비ㆍZero Waste 도시 영역(14)：기초(5)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5개 

Zero 배출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저탄소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94개 

자원순환 도시 영역(16)：기초(7)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63개 

가치창출형 통합 환경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주：서울시 통합 환경목표관리 관련 행정조직 분류：대기쾌적 도시(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교통),
에너지저소비도시(맑은환경본부), 고도적응도시(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안전본부, 도시교통본
부), 물순환도시(맑은환경본부, 도시안전본부), Zero Waste 도시(맑은환경본부)

<표 계속>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

Ⅲ. 정책건의

1.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시행

◦ 재 추진되고 있는 issue 심의 총량 리와 목표 리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지표 부문 상호 통합 리와 목표 리를 바탕으로 핵심경  가치창출

이 바람직함. 

－향후 ‘도시 경쟁력 향상’을 한 거시  리지표인 ‘도시 활력도’에 

한 목표 리가 필요

◦도시공간의 활력도 지표： 기환경 리, CO2 배출 감, 에 지 효율 제

고, 폐기물 처리와 련된 신재생에 지 생산ㆍ보 , 도시기후 쾌 도 향

상, 녹피면  증  등을 정책의사 결정에 따라 상호 통합 리할 수 있는 

정책지표 리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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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요소

2. 환경경쟁력 향상 방안

◦통합 환경관리체계 구축

－통합환경정책 수립： 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환경 리계획을 분야

별로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환경정책에서 체계 이고 통합 인 리

가 미흡하여 환경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부문별 계획의 수

립ㆍ추진을 지양하고 련 계획을 연계ㆍ통합한 가치창출형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 

－서울시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안) 개발：서울의 통합 환경 리 여건을 

평가하여 성과측정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기 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의지 는 경 가치를 반 한 통합 리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한 개발된 지표는 지속 인 수정ㆍ보완을 통해 지표의 구체성과 활용

성을 높여 정책 모니터링을 한 지표풀로 활용함으로써 이행상황을 평

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통합 환경목표 리와 연동화된 통계 DB 구축 

∙기존 서울의 통계 DB는 주제별(인구, 경제, 산업, 문화 , 복지, 

여성ㆍ가족, 환경, 주택건설, 교통, 교육, 보건, 안 , 정보통신, 행

정일반), 작성기 별(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 융기 , 연구기 , 

앙행정기 , 지방행정기 , 기타기 )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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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ㆍ작성기 별로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체계에 따라 통계 DB를 재편성해 구축하고, 련지표들

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수화하여 련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  

◦규제와 인센티브 마련

－핵심가치를 반 한 통합 환경 리를 해서는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  유인책으로 인센티 가 마련되어야 함. 

－ 기ㆍ기후쾌  도시 실 을 해 기오염물질의 감축, 에 지 사용 

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한 규제와 인센티  

사례의 극 도입 검토

∙주차장 녹화 의무화, 친환경 건물 기  의무화 확 , 환경개선부

담  산정 시 온실가스 반 , 에코마일리지의 용 확  등

◦다양한 협력관계의 강화

－부서 간 Task Force 운  활성화： 기ㆍ기후 쾌  도시 구 을 한 

리 항목을 담당하는 련부서로는 맑은환경본부( 기질, 에 지, 기후변

화, 폐기물), 푸른도시국(녹지), 도시안 본부(물 리), 도시교통본부(자

거) 등이 있음. 그러나 핵심가치 실 을 해서는 선진도시 사례와 같

이 련 부처들이 핵심 경 가치에 탄력 으로 참여하는 Task Force를 

조직ㆍ운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시장여건이나 기술 등의 환경

변화에 해 응력을 갖추는 조직형태의 구성ㆍ운 도 필요

∙뉴욕：수질과 련된 교통부,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의 BMP Task 

Force, 기후변화 련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한 Task Force, 폐기

물 련 Composting Siting Task Force 등 운

－민간 력：공공부문의 재원이나 기반 활용만으로는 정책 추진에 한계

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 계자와의 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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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신차 개발, 공회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정책 추진 시 택시 회, 트럭 회,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 계자

들 간 력으로 자동차(택시와 트럭 등) 효율을 향상시켜 기질

과 온실가스 감에 노력하고 있음. 자원순환의 경우, 민간 자원

화 시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공공자원화 기반시설을 

충족하고 있음.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서울시 환경 거버 스는 환경 련 원회를 심으로 계획 수립 시 평가

ㆍ자문을 하거나 정책과 사업에 한 의견 제시를 통해 환경 련 이해당

사자 간의 갈등과 립을 조정ㆍ완화하는 정책자문 기능  시민들의 참

여와 심을 유도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향후

환경 거버 스는 자문과 교육ㆍ홍보의 기능 이외에도 정책결정ㆍ추진과

정의 일부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 기ㆍ기후 쾌  도시 실 을 한 서울시 에 지 진단원 제

도(안) 도입：서울시가 진단원을 직  양성하기보다 에 지 약

에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가정과 을 가지는 기업ㆍ단체

(가 제품 회사, 에 지 약 시민연  등)와의 제휴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진단원이 가정의 에 지 약에 한 조언과 효과 등

을 설명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에 지 약ㆍ  행동을 유도

<서울시 에너지 절약 진단원 제도 도입 원용 검토>

∙( ) 에코드라이  지도자：서울시가 에 지 약 단체, 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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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동차 운 문학원 연합회 등과의 제휴를 통해 에코드라이  강

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처음 운 하는 시민들을 상으로 에코드

라이  교육을 함으로써 에코드라이 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

도록 유도

◦시민참여와 교육ㆍ홍보 활성화

－찾아가는 교육：서울시가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환경기 시설, 생태공

원, 재활용 시  등의 체험시설에서 장교육 주로 이루어지고 있

음. 따라서 환경교육을 보다 확 하여 실생활에서 직  련된 시민을 

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함. 

－환경행복지수 향상을 한 모바일 애

리 이션 개발：시민이 서울의 다양한 

환경 행복도시 정보를 손쉽게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울의 환

경 행복도시 정책이 양방향 체계로 

환되어 시민참여 확 를 기

◦서울 에코금융 프로젝트 도입 

－ 재 서울시 기후변화기 은 신재생에

지 개발 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한 융자  보조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원리  회수, 회

수, 이자수입, 시출연 으로 조성되고 있음. 

－도쿄의 에코 융 로젝트의 경우, 도의 자 과 리우 를 통한 도민의 

을 활용하여 가정이나 NGO, 기업이 실시하는 환경사업을 지속 으

로 지원하고 있음. 

－향후 도쿄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수의 사업자와 폭넓은 시민의 참가를 가

능하게 하는 융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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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에코금융 프로젝트 운영흐름>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블록단  도시개발 시 사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신재생에 지 시설

의 도입을 유인하기 해 ‘도시개발사업의 사  환경성 검토제도’ 규정

에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 등의 반 을 검토함. 향후 건물 부문의 화석연

료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 지 이용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용하여 건물의 에 지  온실가스 목표 리제도와 연계하여 시행

－ 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성과 리제도 시행： 탄소 녹색성장과 지표

에 근거한 성과 리 산편성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향후 행정안

부 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 탄소 녹색성장 지표의 달성 

정도’를 반 할 정이므로 이에 사  응

－신재생에 지의 생산ㆍ보 과 연계한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음식

물쓰 기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재생에 지 보

비율 제고,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신재생에 지 보 비율 확 , 신규 고

용기회 확 , CDM 사업기회 확  도모

－자동차 통행총량제도의 선도  도입：자동차 배출 기오염물질  이

산화탄소 배출 감을 한 통합 리 수단으로 활용함. 향후 ‘지속가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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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류 발 법’에 따른 자동차 통행총량제도 도입에 응하기 해 도로 

유형별 교통환경용량 검토  선도  리를 검토

－서울시 탄소 녹색생활 실천 모니터링  시민의식 조사：과학 이고 

정기 인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형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

과  추진에 필요한 시민과 민간 기업의 참여 동인을 악하고, 이를 감

안한 정책 안 발굴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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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로벌 경쟁사회는 국가경쟁시 에서 도시를 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도시경쟁시 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핵심 

경쟁단 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시 자체가 랜드이자 기업 활동을 유인하는 매

력이 되고 있다. 다만, 도시경쟁력이 도시정책 속에서 핵심 인 경 가치로 인

식되고 있으나, 도시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근방식은 다양하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우선 도시 여건에 한 자기 진단을 객 으

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등이 도시경쟁력의 결정 요인이었으나, 최

근에는 어메니티(Amenity, 쾌 성), 속도, 서비스의 질 등이 도시경쟁력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3)는 어메니티를 도시경쟁력

의 요한 요소로 지 하면서 생활공간의 환경성, 도시경 , 도시의 문화공간 

등을 창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듯 도시경쟁시 에 도시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일터와 삶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에 한 배려로 도시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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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질이 우선 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한편 지구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환경문제로서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탄소 감 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국가, 도시, 기업차원에서 탄소 감을 한 노력이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 지 소비효율의 개선과 청정에 지 보 , 신재생

에 지 보 의 확  등 지구온난화에 응하기 한 정책에 우선순 가 부여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 듯 세계의 화두는 기후변화에 의한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등장한 로벌 환경 스탠더드(Global 

Environmental Standard)는 경제  인센티 에 기 한 환경정책 추진, 환경정책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 추구, 양보다 질의 시, 사회ㆍ경제ㆍ환경의 통합, 인

간 ㆍ사회 ㆍ자연  자본의 요성 강조, 이해 계자 간 트 십 강조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 력개발기구(OECD)를 심으로 하는 선진외국의 환경정책

은 하나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보이며 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발 해가고 있다.1) 

최근에는 2009년 6월에 개최된 주요 8개국(G8) 회담 선언문 ｢Responsible 

Leadership for a Sustainable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한 책임 있는 리더십)｣

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구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하여 기업 윤리에서 

, 정직,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Global Standard를 채택하 다. 이와 함께 

범 한 분야에서의 Environmental Global Standard를 리(Governance), 통합

(Integration), 규제와 인센티 (Regulation and incentives), 력(Cooperation), 제

도와 정보(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information)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되는 등 환경 어젠다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1) 세계화시 의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로벌 스탠더드는 ①지속가능한 발 , ②쟁  통합  환경

정책, ③수요공  통합 리, ④환경거버 스 체제, ⑤기업의 역할 강화, ⑥환경정책의 분권화 

⑦인센티 에 기 한 환경정책, ⑧자연, 인간, 지구 심의 환경정책, ⑨환경정책의 계량화로 

요약될 수 있음을 제시함(이창우, 2003). 



제1장 연구개요  5

이와 같이 21세기 로벌 경쟁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

는 척도로 인식되고, 환경가치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도

시 랜드 가치를 높이기 한 략 마련에 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경쟁력 

수 은 경제,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의 유기 인 통합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Green Race’로 표 될 만큼 환경요소는 도시경쟁력 비교 핵심지표로 

부각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최근 도시경쟁력 확보를 한 세계 도시 간 경쟁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로

벌 워도시지수(GPGI), 세계도시 경쟁력 지수(GUGI), 세계 경제도시 지수

(WCCI), 로벌 도시지수(GCI) 등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에 근거한 도시순 가 

발표되고 있다. 일례로, 국사회과학원은 2006년부터 미국 버그넬 학과 공동

으로 세계 500개 주요 도시를 상으로 기업, 기업환경, 인재, 생활환경, 창조

신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에서 도시 경쟁력(GUCI) 순 를 비교, 

발표하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뉴욕이 세계 1 , 서울이 9 로 나타

난 바 있다.2) 

서울이 로벌 Top10 도시이자 보다 선도 인 로벌 세계도시로 거듭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근이 바람직하다.

첫째, 선진도시들은 세계 인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나기 하여 환경 리 역

량의 강화를 한 통합 리에 우선순 를 두고 있다. 화석연료 이용에 의한 기

후변화에의 응  응, 에 지 소비 도시, 기환경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오던 부문별 리에서 기후ㆍ에 지ㆍ 기 통합 리로 환하고, 자원순환사

회 실 을 해 폐기물 처리와 물 리도 통합 리하여 정책추진의 최 화를 

2) 세계 10  경쟁력 도시：뉴욕, 런던, 도쿄, 리, 시카고, 샌 란시스코, 로스앤젤 스 , 싱가포

르, 서울, 홍콩(자료： 국사회과학원, ｢Global Urban Conceptiveness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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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있음이 이를 변하고 있다.  

둘째, 향후 서울시가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등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 하여 Global Standard를 유지하고, 시민의 행복지

수를 상승시켜 비교 경쟁력 있는 환경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미래 서울시 환경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은 그간 추진하 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가치창출과 통합 리를 통한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여 환경

모범도시로서의 성가를 높이기 한 발상 환이 바람직하다. 

특히 21세기 환경의 시 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쾌 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시

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환경 으로 건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 을 도모하기 한 환경경쟁력 확보가 도시경쟁력 비교의 

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도시들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에 맞추어 환경선도도시로서 

상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을 통합 리ㆍ총량 리ㆍ

목표 리 체계로의 환을 통해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상 환이 필요하다. 

다만, 민선4기부터 시행하 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구도는 유지되

어야 한다. 

한 선진 도시와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시민 높이에 맞춘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이슈(issue) 응형 정책에서 효과 만족형 정책으로 략

을 수정하고, 가치 창출형 환경 리 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 리 역량을 제고하

고, 시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한 략  근으로 선진도시와의 환경

경쟁력 비교우  확보방안 마련에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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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시간적 범위

서울의 환경정책 가운데 기후ㆍ에 지ㆍ 기, 자원순환(물ㆍ폐기물) 등 2개 

분야를 심으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민선5기 정책방향을 검토한다. 

2) 내용적 범위

◦환경경쟁력 개념 정의 및 지표 정리

국내외 도시경쟁력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경쟁력 개념을 도출하고,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 평가체계 마련에 필요한 환경경쟁력 평가지표를 분류ㆍ정리한다. 

◦Global Standard 기반 환경조건 분류 및 평가지표

일반시민, 문가를 상으로 서울의 환경수 , 환경정책의 방향, 도시 경쟁

력 등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환경 목표 리 평가지표를 개발ㆍ 용

하여 Global Standard에 기반한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 을 진단한다.  

◦서울의 환경경쟁력 SWOT 분석

기후ㆍ에 지ㆍ 기, 자원순환(물ㆍ폐기물) 등 2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SWOT 분석을 통해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  확보 략을 도출한다.

◦해외 사례 분석

선진도시에서 추진 인 통합 환경 리 략 사례의 수집  비교 분석을 바

탕으로 제반 시사 을 도출하여, 향후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  확보 략 

수립에 원용한다.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서울의 환경경쟁력 취약  강 요인을 진단하여, 환경경쟁력 비교 확보요인

을 도출한다. 한 세계 도시 환경정책의 새로운 흐름인 통합 환경 리 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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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 과정(정책개발-결정-이행ㆍ평가)과 연계가 용이하고, 시민의 환경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 창출형 통합 환경 리 략 마련을 검토한다. 

 3) 대상적 범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기후변화 응  응, 에 지ㆍ자원 기 극복, 기

환경 개선 등 부문별 리를 지양하고, 기후ㆍ에 지ㆍ 기 통합 리를 검토하

며, 폐기물 리와 물순환도 분야별 개별 리에서 자원순환의 통합 리로 유

도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  확보를 해 우선 으로 기후

변화에의 응  응ㆍ에 지 리ㆍ청정 기, 자원순환(폐기물 리ㆍ물순

환) 등 2개 분야를 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공간  범 는 서울시로 한정하나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지속가능

한 통합 리 등과 연계된 지역은 외로 용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기초자료 조사

도시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악하고, Global Standard 

수 에 기반한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  진단에 필요한 련 문헌을 검토하며, 

서울시 환경정책의 비교 경쟁력 배양과 련된 기 정보를 수집한다. 

2) 해외 선진사례 조사

선진도시에서 추진 인 통합 환경 리 략 사례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시민 높이 맞춤형 통합 환경 리 략의 수립ㆍ추진에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

한다. 상도시는 서울을 포함한 도쿄, 런던, 리, 베를린, 뉴욕, LA, 토론토 등 

8개 도시이며, 베이징ㆍ상하이는 참고도시로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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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문가와 련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서울의 환경수   선진 외국도시와

의 환경경쟁력 비교 등에 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통합 환경

리 략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 체계

설정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Global Standard 정립

∙ 도시경쟁력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패더라임의 변화
 - 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통합환경관리 
∙ Global Standard 기반 환경경쟁력 평가지표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환경경쟁력 진단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SWOT 분석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자원순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진단

∙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 자원순환(물순환ㆍ폐기물 관리)

종합정리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

선진도시의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선진도시의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사례분석 

∙ 주요 도시별 통합환경관리 전략 사례 수집 및 분석
 - 서울, 북경, 상하이, 도쿄,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LA, 토론토

사례분석의 시사점 도출
∙ 가치 창출형 통합 환경관리 전략 수립추진에의 원용 가능성 모색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서울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 통합관리 지표 DB 구축
∙ 지표선정(기초지표, 기반지표, 관리지표)
∙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지표
∙ 통합환경 목표관리 지표를 활용한 환경경쟁력 진단

서울시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 전략

∙ 통합 환경관리 정책수요의 요소별 분류ㆍ진단
 - 기후ㆍ에너지ㆍ대기, 자원순환(폐기물 처리ㆍ물관리) 
∙ 가치 창출형 통합관리 전략 방안 제시
 - ‘정책개발-결정-이행-평가’ 등의 정책형성 과정과 연계

결론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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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제1절 도시경쟁력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도시경쟁력 개념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

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뉴욕은 에 지, 워싱턴은 

워, 리는 로맨스, 란은 스타일, 바르셀로나는 문화 등이 그 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부분의 도시들은 세계화 속에서 무한경쟁체제로 진입하고 있으

며, 도시의 키워드는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에서 도시경쟁력 평가의 의미는 재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여건들

을 종합 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국가뿐 아니라 도시  지역 간 경쟁이 가속화

되어 가는 시 에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른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ㆍ경제 , 

문화  환경경쟁력 확 에 주안 을 두고 있다. 

도시경쟁력 개념과 련하여 도시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경쟁력은 “경쟁할 만한 힘이나 그런 능력”

으로 정의된다.

다만, 도시경쟁력은 분석수 , 시간의 틀, 분석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경쟁력이란 개념 자체가 상 인 만큼 분석의 내용도 시 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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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밖에 없다. 선행연구에서 정의되고 있는 도시경쟁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ver(1993)는 도시경쟁력이란 “기업과 주민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 기업의 유인력이 1인당 소득, 실업률, 고차업종 종사자수, 임 료, 

공실률 등으로 평가될 경우, 살 곳으로의 유인력은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문화

나 오락시설, 공기오염, 주택의 수명  질, 교육  보건 등에 한 서비스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 다. 

유재윤ㆍ조 기(1996)는 도시경쟁력이란 넓은 의미에서 한 도시가 처한 자

연 ㆍ인  환경 속에서 도시가 축 한 사회ㆍ문화 , 경제 , 물리  기반

과 이러한 기반 에서 도시활동의 주체인 시민, 기업, 도시정부가 미래의 가치

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역량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특히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부

문 혹은 측정도시 간 경합 계에서 우열을 결정짓는 도시  요인에 한 상

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1997)는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

하여 비교우 가 있는 정도를 도시경쟁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능률 회(1998)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인 자원, 

물 자원, 재정자원)의 효율  리 혹은 운용에 기인하는 내부 경쟁력 뿐만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면서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 한 개발ㆍ활용하여 도시의 총체  성장력과 주민복지를 향상시

키기 해 지역 체를 경쟁력 확보 활동의 상으로 삼는 지역경쟁력도 도시

경쟁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경쟁력 단에서 비교우  개념이 추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상호(2005)는 도시경쟁력을 인구와 자본을 유치하기 한 비교우 와 유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경쟁력 요건으로 첫째 경제  산업 경쟁력, 둘째 

경제  산업지원 경쟁력, 셋째 삶의 질과 시민의식 경쟁력, 넷째 인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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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경제  산업의 경쟁력과 

련 환경을 경쟁력 개념에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  근을 시도하 다. 

최유진 외(2007)는 도시경쟁력을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으

로 정의하고, 의의 개념으로 한 지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원 가능한 인 ㆍ

물  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기업, 시민이 개별 으로 혹은 일체가 되

어 만들어내는 창출요소이자 도시의 총체  잠재력으로, 의의 개념으로는 타 

도시보다 우월한 상태로 있는 도시의 내부 효율과 외연능력으로 정의하 다. 

이처럼 도시경쟁력은 기에 도시를 경제  에서 해석하던 것이 차 삶의 

까지 용되면서 도시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회ㆍ경제  안 , 사회  응집성, 사

회  역능성 등의 사회  질(social quality)까지 포 하는 것으로 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을 도시 리  차원에서 한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  치에 있는 정치, 경제  산업, 삶의 질, 교육, 문화, 

복지, 도시환경 등의 가변  총역량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도시경쟁력 = f(정치, 경제, 산업, 삶의 질, 교육, 문화, 복지, 환경,…)

2. 도시경쟁력 선행연구 고찰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경쟁력이란 용어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도시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격차를 규명하거나 도시별로 유형화  등 화하려

는 시도가 있었다(김병국, 198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도시지표는 사회

 복지수 을 측정하기 한 사회지표와 인간생활의 질  수 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을 다룬 삶의 질 지표 등에 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경쟁력의 개념 정의(경제  측면 는 도시의 다양한 

부문을 포 하는 측면)에 따라, 시기에 따라, 비교 상이 국내외 주요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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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국내의 주요 도시만을 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활용들을 포 하여 총

합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여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최외출ㆍ최 출, 1992; 

유재윤ㆍ조 기, 1996). 

이와는 달리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은 매년  세계도시(215개 

도시)를 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여가, 소비재, 주택, 자연

환경 등 10개 부문의 39개 지표에 한 응답결과를 기 로 삶의 질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도시경쟁력 평가와 련해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 인 평가요소의 선정과 평가요소 간 

가 치의 객 인 설정이 공통 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토ㆍ도시계획학

회, 2007; 임병호ㆍ이재우, 2008). 도시경쟁력 평가는 평가요인 선정, 가 치 설

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소가 경쟁력 평가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될 사항이라고 단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임병호ㆍ이재우(2008)는 지표선정의 객 성과 선정지표의 

합성 확보를 해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평가지표들을 정리하고, 문가 설문조

사를 통해 최종 인 도시경쟁력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한 한국토ㆍ도시계

획학회(2007)에서 실시한 경쟁력 평가 역시 4  부문(삶터, 일터, 놀터, 숨터)의 

세부 평가부문과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총 45개 평가지표와 99개 진단지표를 선

정하 으며, 평가방법으로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된 부문별, 항목별 가

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도시를 상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각종 도시기반지표를 사용하여 도시경쟁력을 평가

하고 있으나 도시의 여건  도시의 규모, 그리고 도시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근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성격  기능, 도시의 규모에 따라 경쟁

력의 평가 지표  가 치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으로 악된다. 이러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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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시사 을 감안할 때 도시경쟁력과 련되어 유의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으로 객 인 경쟁력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합리 인 가 치 설정방법, 시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도시의 여건  규모를 

고려한 도시경쟁력의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자 연구명 측정지표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김병국
(1989)

도시생활의 질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 자연, 인구환경, 주거환경, 보건사
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부문 
등 82개 지표를 이용

∙ 전국 31개 도시의 생활의 질을 횡단 
분석, z-score 및 가중치를 이용하
여 4등급화

유종현
(1992)

도시생활환경 
지표와 측정에 

관한 연구

∙ 도로연감, 승용차보유수, 도로율 
등 도시생활 환경지표

∙ 1980~1990년 시계열 자료 이용, 
40개 도시를 인구 규모별로 유형화 
분석, 평균화

최외출ㆍ최영출
(1992)

도시발전 수준의 
실증적 평가

∙ 주거환경, 행정기능, 보건사회, 교
육문화, 경제부문의 5개 분야 15
개 지표를 활용

∙ 우리나라 67개 자치도시에 대한 도
시발전의 정도를 상대평가

∙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산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인구규모별, 
시승격 연수별, 지역별 발전 격차 
분석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1995)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건강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편
리성의 68개 지표

∙ 국내 74개 도시의 지표 개발
∙ 표준화 점수, 요인분석, 판별분석

유재윤ㆍ조판기
(1996)

도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 경제, 물리적, 도시주체
역량, 자연환경의 5개 분야 72개 
지표를 활용

∙ 인구 10만 이상의 44개 도시를 대상
으로 인자분석 방법을 채택

∙ 인자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
종적으로 도시경쟁력 점수 도출

김현식
(2001)

도시의 삶에 관한 
연구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 여건변
화와 도시의 공공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5개 구성요소와 35개 
지표를 선정

∙ 전국 72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
∙ 개별도시에서 나타난 각 지표의 최

상치로 구성된 가상적인 도시를 설
정하고, 이것과 개별도시 간의 총체
적인 삶의 질 차이를 다차원거리개
념을 이용하여 산정

산업
정책연구원

(2006)

한국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발표자료

∙ 5개 부문 95개 지표별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를 수집, 평가

∙ 현재경쟁력 지수와 미래경쟁력 지
수를 구분해 산출

∙ 표준화 실시, 표준화값을 기준으로 
최고치를 100으로 환산하여 합산

∙ 부문별 가중치 부여

행정안전부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7개 부문, 23개 지표로 문화, 주거, 
복지, 교육, 의료, 환경, 기초인프
라 지표 선정

∙ 표준화 및 가중치 평가

자료：권창기 외,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연구”, ｢국토연구｣ 제58권, 2008

<표 2-1>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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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명 측정지표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김원배 외 4인
(2007)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생산성을 지역경쟁력의 결과지표
로 보고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지
표로 인적ㆍ지적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 사회문화적 자
원의 4가지 지표와 8개의 세부지
표 이용

∙ 한국의 서울권과 부산권, 일본의 도
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권, 상하이권, 광저우
권의 8개 대도시권을 대상

∙ 계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분
석에 의존

대한국토ㆍ도시
계획학회
(2007)

국내 및 국제 도시 
간 경쟁력 평가

∙ 4개 부문(삶터, 일터, 놀터, 숨터) 
45개 지표, 99개 진단지표 선정

∙ 국내 및 국제 도시 간 경쟁력 평가
∙ 각 평가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전문

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된 부문별,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임병호ㆍ이재우
(2008)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도시경쟁력의 
모의적 평가

∙ 경쟁력 관련 지표의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의 지표들을 부문별로 종
합정리하고, 이의 적합성을 전문
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 1차 71개의 도시경쟁력 지표에서 
최종 9개 지표를 선정

∙ 국내 7개 도시를 대상으로 9개의 지
표를 대상으로 z-score를 이용해 표
준화하고, 전문가 설문조사(AHP)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도시경쟁
력을 평가

Mercer Human 
Resource

Quality of Life

∙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의료, 교
육, 공공서비스(교통), 여가, 소비
재, 주택, 자연환경의 10개 부문 
39개 지표

∙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New York시의 점수를 기준으로
(100) 도시별 산정점수를 지수화하
여 비교 제시

권창기 외 2인
(2008)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 

연구

∙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경쟁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선정

∙ 물리적 지표, 경제적 지표, 사회ㆍ
문화적 지표 등으로 구분, 세부측
정지표 31개 항목 선정

∙ 45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자분석 방
법 채택

∙ 인자점수에 가중치 부여, 최종적으
로 도시경쟁력 점수 도출 

동아일보 
미래전략 연구소

(2009)

시ㆍ군 경쟁력 
평가

∙ 지역경쟁력, 생활서비스, 주민활
력, 공간자원 등 4가지 항목 31개 
세부지표 활용

∙ 전국 163개 자치단체 대상
∙ 지역경쟁력지수는 농촌경제연구원

이 자체개발한 지역발전지표를 토
대로 산정

자료：권창기 외,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연구”, ｢국토연구｣ 제58권, 2008

<표 계속>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에서는 도시에 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 되고, 도시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통ㆍ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교역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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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심으로 세계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탈산업화, 탈국가화 등의 상이 폭넓게 진행됨으로 인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

가 국가발 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듯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쟁력(competitiveness)이 요해지고 있고, 

세계화의 진 으로 국가 간의 경쟁에서 지역  도시 간의 경쟁으로 패러다임

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역의 경쟁력 개념이 한층 의미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이상 , 2008). 한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한 세계  심으로 인하여 도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

는 것은 주요 정책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ㆍ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시 가 도래함에 따라 종래의 성장

주에서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주로 패러다임이 바 고 있다. 한편으

로는 질과 가치가 시되며, 사회ㆍ경제ㆍ환경이 통합되는 사회, 인간과 자연

의 공존이 심이 되고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거버 스 체제가 사회  규범으

로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분 1950~2000 2001~2050

세계관 제1, 제2, 제3 세계 하나의 세계

경제 성장 지속가능성

초점 양, 용량 부가 질, 가치 부가

척도 재정적 수지 결산 사회, 경제, 환경 통합

자본 물리적, 개인적, 지적 인간적, 사회적, 자연적

거버넌스 배타적, 주주 참여적, 이해관계자

자료：이창우(2003)(“The Third Wave”, ｢Tomorrow｣, No.6, Vol.Ⅺ, December 1999)

<표 2-2>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1. 지속가능한 발전

21세기가 지향하여야 할 사회 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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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Sustainable development)은 단순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탈피라는 삶의 

질(Quality of Life)뿐 아니라 환경보 , 인류 보건, 사회 안 , 더 나아가  세

와 미래 세  간 동등성을 상호배타 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으로 인식

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호찬, 2009). 

지속가능한 발 은 해당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 으로 

경제, 환경, 사회  차원에서 삶의 질 발 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1991년 주

요 7개국 정상회의(G7)에서 있었던 ‘환경 으로 건 하며 지속가능한 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Development)’을 지지하는 경제선언, 1992년 6월 

유엔환경회의의 ‘의제 21(Agenda 21)’ 채택, 2002년 9월 세계지속가능발 정상

회의(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21세기 사회

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 이 필연 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이 정립되어 가면서 정부, 기업 모두 친환경 이고 인간 인 

삶을 시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세계

으로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는 폐기물, 독극성 물질, 생활용수, 사용가능한 

에 지, 기오염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가장 시 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 에 지 자원의 공 가격 상승과 탄소 심 에 지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고 다른 에 지로 체하여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최 한 이거나 제로로 만드는 사회로 발 시키려는 패러

다임이 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는 경제침체를 효과 으로 벗어나기 한 이

효과(Co-beneift) 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탄소 사회는 자원 소비가 아니라 지식  서비스 이용이 강조되며, 지식기

반 경제  서비스 경제와의 이 부각된다. 탄소 사회는 환경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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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래 세 를 고려하여 에 지  물질 기반의 변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

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성장을 보다 실 으로 보완하기 

해서 도출된 용어이다. 한, 사 인 의미로는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 을 해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 향을 지속가능한 수 으로 이면

서 경제  수익이 지속 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 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 친화 으로 환시키는 

개념으로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 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도시발  패러다임이

다(서울특별시, 2009.9).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자원 의존형(화석연료)에서 기

술 의존형(신재생에 지)으로 에 지 개념이 환되고, 요소 투입형에서 에

지ㆍ자원재활용 에서 생산 공정 등 모든 과정을 재설계하는 자원ㆍ에

지 사용패턴으로의 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탄소 녹색성장의 에서 부상하는 시장은 탄소 시장, 에 지ㆍ환

경 시장(물 포함), 신기술의 에 지ㆍ환경 연계 시장이다. 거시 으로 친환경

인 신기술 산업 육성에서부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활용한 녹색 에 이르기

까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환경 으로 부하를 주지 않는 다양한 성장산업을 

모색할 수 있다(유의선, 2008). 

 

구분 고탄소 사회 저탄소 사회

경제-환경 관계
- 연동(Coupling)：경제성장이 환경 부

하 증가를 동반
- Trade-off

- 탈연동(Decoupling)：경제 성장이 환
경부하 증가를 동반하지 않음. 

- 경제는 환경용량 안에서 가동

자원 vs 지식 이용
- 자원 소비 강도가 높음

(Resource-intensive)
- 지식 이용 강도가 높음

(Knowledge-intensive)

환경관리 목표
- 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기준 충족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미래세대 고려
-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연관

<표 2-3> 고탄소 사회와 저탄소 사회의 패러다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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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탄소 사회 저탄소 사회

관리 강조점 - 공급 측면 - 수요 측면

게임 틀
- 경쟁
- Zero-Sum

- 상생
- Win-Win

소유 관계 - 소유 강조 - 점유/공동이용 강조

발전 지표 - GDP
- 녹색 GDP
- 사회ㆍ생태ㆍ경제 지표

기술/프로세스/제품 경쟁력 - 가격 및 품질
- 가격 및 품질
- 녹색도*

에너지 기반 - 화석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

물질 기반 - 석유화학 기반 물질 - 바이오 기반 물질

주력 Tech Level - High-Tech
- High-Tech
- Low-Tech

주력 산업

- 석유화학기반 산업
- 제조업
- IT 산업
- 금융업

- 에너지ㆍ환경 산업
- 에너지ㆍ환경 산업 + IT 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장 기회 Boom Market
- 제조업 시장
- IT, 일부 신기술 시장
- 금융 시장

- 탄소 시장
- 에너지ㆍ환경 시장(물 포함)
- 신기술의 에너지ㆍ환경 산업과의 연계 

시장

사회경제 구조
- 집중
- 중앙집권 위주

- 분산
- 지방분권 강화

국제관계
- 남북문제 상존
- 선진국 위주 국제관계

- 지구적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의 협력

- 다자협력

  주：*저에너지+저물질+저오염배출, 장수명, 탈물질화 등
자료：유의선,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기술의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표 계속> 고탄소 사회와 저탄소 사회의 패러다임 비교 

3. 통합 환경관리

환경문제는 환경이 아닌 다른 역 즉 정치, 경제, 사회 체제와 다양하고 폭

넓은 계를 맺고 있다는 에서 포 성을 지닌다. 특히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은 정ㆍ부정의 양면에서 깊은 상 계를 갖고 있다(정  외, 1999). 이러

한 복합성과 포 성은 각각의 환경문제를 개별 으로 리하기보다 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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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경문제를 유기 으로 연결하여 통합 리하는 것이 유용한 해결방식임

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에서 통합  리방식이 본격 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 후반부터

다. 환경문제가 심각하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았던 산업화 이 에는 통합

인 리의 필요성이 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상호 련

성이 높아졌으며 이해 계자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통합 인 근이 환경

리의 요한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시경, 2004). 

통합환경 리는 여러 가지 기 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

인 구분은 리 상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 오염원, 

지역의 통합 리에 해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구분 내용

오염물질의 통합관리
∙ 다매체(물,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토지 등) 관리
∙ 사례：수자원과 토지의 통합관리

오염원의 통합관리
∙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통합하여 관리
∙ 사례：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대한 배출기준과 시설기준 등을 매체별로 허가하
지 않고 통합 허가제도

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통합관리

∙ 특정한 지리적, 생태학적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생산ㆍ소
비 활동을 총체적인 환경영향의 관점에서 평가ㆍ분석ㆍ관리
∙ 통합관리 지역：오염이 발생하는 지리적 영역,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자료：이시경, “통합환경관리의 시론적 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 내용 재정리

<표 2-4> 통합환경관리 대상

이러한 복잡한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

상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선진국에서는 통합 환경 리체계 구축을 21

세기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와 련된 연구ㆍ개발  제도 도입

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으로 환경분야에 있어 쟁  간 

통합성이 강조되는 추세와 함께 탄소 녹색성장처럼 경제와 환경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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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Global Standard 기반 환경경쟁력 평가지표

1. Global Standard 개념

로벌 스탠더드는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기 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해당

한다. 이는 ISO(국제 표 화기구) 인증과 같이 표 화 기 의 승인에 의해 규정

된 공식  표 (de jure standard)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주류를 나타내는 사

실상의 표 (de facto standard)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로벌 스탠더드는 강자

의 논리이며 기 이기 때문에 시 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일본 

경제의 성기 던 1980년 에는 일본식 경 방식이 사실상의 세계표 이었다

면, 1990년  후반에는 미국의 로컬 스탠더드가 세계표 이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로벌 스탠더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치, 행정, 융, 기업경 , 노동부문 등에서의 로벌 스탠

더드와 한국형 모델의 창출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윤 , 이근, 2003), 

구본형(2000)은 양궁 모델과 태권도 모델을 들어 우리나라 내부에서 로벌 스

탠더드로 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 

한편 OECD가 1999년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이 기업지배구조

의 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주주의 권리보호, 주주의 동등

우, 기업과 이해 계자 간의 력 진, 공시  투명성, 그리고 이사회의 책임 

강조 등 5가지 역이 기업지배구조에 한 로벌 스탠더드로 구체화되고 있

다(허 도, 2000). 

이와 같이 로벌 스탠더드는 일종의 표 화된 공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

경경쟁력 개념 규정의 단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양궁 모델이란 한국의 측정분야  로벌 스탠더드의 최고 수 으로 발 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임. 를 들면, 환경정책분야에서 환경교욱, 환경정보시스템, 환경산업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함. 태권도 모델이란 한국의 규칙과 제도를 로벌 스탠더드로 발 시키는 것을 말함

(자료：이창우(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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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obal Environmental Standard 개념

로벌 환경 스탠더드는 정량 이든 정성 이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으나, 환경분야에서의 국제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포 으로 보

면 환경분야의 국제  추세 내지 경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분야

는 유럽과 북미가 주도하고 있는데, OECD 국가가 로벌 환경 스탠더드를 주

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OECD에서의 환경정책 논의 동향

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구분 과거 현재 미래 

정책
맥락의 
진전

- 환경 대 경제
- 공급에 초점

- 환경 대 경제 (부문통합)
- 수요에 초점

-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목표(지속가
능한 발전)

- 수요와 공급의 통합에 초점
- 예방적 접근 중시

국가
환경

제도의 틀

- 엄격한 구조
- 제공자로서의 정부
- 환경제도는 과학적 고려 필

요 및 전문가가 지배

- 탄력적 구조, 그러나 전통이 여
전히 지배

- 활동의 지방분권화
- 협상 파트너로서의 정부
- 경제적 기술 중시

- 개방적/탄력적 구조
- 네트워크의 강조
- 촉진자ㆍ촉매자로서의 정부
- 지속적 분권화 속에서 기능적 균

등 강조
- 정부역할의 지속적 진전
- 통합적 분석기술 필요

국제 
환경
제도

- 발전단계
- 환경목표 지배적
- 정책목표를 종종 정성적 용

어로 기술
- 경제를 부정적 문제의 근원

으로 봄

- 부분적 통합단계(경제제도의 확
산과 연계)

- 다자 간 환경협정 확산

- 완전한 통합단계(다자 간 환경협
정은 보다 더 사회경제적으로 민
감해짐)

- 정책목표를 정량적 용어(목표치, 
일정)로 기술

- 국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자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OECD 환경전망, 2001. p.456 참조 수정

<표 2-5> 환경정책의 제도적 틀 변화

한편 유엔지속가능발 원회(UNCSD ; UN the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향후 활동방향을 <표 2-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SD의 

작업일정을 볼 때 이슈 간 통합  논의가 환경정책에서의 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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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주제군 통합 이슈

2004/2005 상수, 하수, 인간정주

빈곤 퇴치, 지속불가능한 생산소비 패턴 변
화, 자연자원 관리,  세계화, 건강, 군소도서 
개도국, 아프리카, 지역별 활동, 이행수단, 
제도적 틀, 성평등, 교육

2006/200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대기, 기후변화

상동

2008/2009 농업, 농촌발전, 토지, 가뭄, 사막화, 아프리카 상동

2010/2011
교통,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광업,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패턴 10개년 기본계획

상동

2012/2013 산림,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관광, 산 상동

2014/2015 해양, 수산자원, 군소도서 개도국, 재난관리 상동

2016/2017
의제 21, 의제 21 추가이행계획,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의 종합평가

자료: 이창우(2003)

<표 2-6> UNCSD의 향후 활동계획

3. 환경경쟁력 개념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 랜드 가치를 높이기 해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도시경쟁력 평가는 종합 인 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독특한 분야

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한 특성화 비교에 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도시의 

규모나 역사  배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독특한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도시경쟁력은 정치, 경제,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 인 통합을 통해 형성되지만 특히, 미래의 도시경쟁력은 환경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최근 도시의 문화와 환경이 새로운 패러

4)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 시 의 로벌 환경 스탠더드는 패러다

임의 변화, OECD국가 환경정책의 재와 미래 망, 국제환경동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창우

(2003)는 로벌 환경 스탠더드를 ①지속가능한 발 , ②쟁  통합  환경정책, ③수요공  통

합 리, ④환경거버 스 체제, ⑤기업의 역할 강화, ⑥환경정책의 분권화, ⑦인센티 에 기 한 

환경정책, ⑧자연, 인간, 지구 심의 환경정책, ⑨환경정책의 계량화로 요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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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으로 생성되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련하여 국제  심이 ‘ 탄

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에 귀결되고 있으며, 자원ㆍ에 지 확보 경쟁, 자원이

용 효율화, 환경오염 최소화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환경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가장 기  

요소로서, 국제 환경기 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

용하여 탄소 녹생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역량”으로 정의한다. 

서울의 환경경쟁력 평가는 기본 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하여 한정된 자원(resources)하에서, 핵심 경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한 서울이 가지는 강 (strength)을 지속가

능한 발 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정책  사업  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환경관점에서의 도시경쟁력 평가사례

1) 영국 종합성과평가(CPA;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5)

국의 종합성과평가는 최고 가치(Best Value)에 근거하여 지방정부가 제공

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체 으로 조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국 감사 원회(Audit Commission)가 2002년부터 도입하 다. 이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반에 걸친 종합평가에 을 두는 제도로 기 역량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서비스 평가는 서비스 수 을 1수 과 2수 으로 구분하여, 1수 은 아동  

청소년, 사회보호(성인), 2수 은 주택, 환경, 문화, 지원 , 소방으로 분류한다. 

CAP의 평가지표는 환경, 주택, 문화 서비스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평가지표를 달리 사용한다. 환경지표를 심으로 살펴보면 환경향상정도와 

5) 김갑성 외(2009) 자료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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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 리, 미래세 를 한 환경의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문별 

하 지표는 향상정도와 만족도, 유지를 한 지표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구분 부문 종류

환경

환경 향상 정도

∙ 지역 교통계획 향상정도
∙ 계획 적용에 소비되는 시간
∙ 계획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계획이 결정된 비율
∙ 계획 서비스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만족도
∙ 목표 설정 계획안

적절한 환경관리

∙ 공공장소의 깨끗함
∙ 폐품 수집 만족도
∙ 재활용 만족도
∙ 폐기물 처리 만족도
∙ 증설될 도로 상황
∙ 죽거나 중상의 도로 사상자
∙ 가벼운 상처의 도로 부상자
∙ 여객 수송 정보의 만족도
∙ 버스 서비스 만족도
∙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비율
∙ 보도 상황
∙ 교통관리법의 중재 역할
∙ 통상용 기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 통상용 기준 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
∙ 통상용 기준, 높은 위험률의 부동산
∙ 통상용 기준, 사업응대 수준, 고/중/저 위험율 부동산
∙ 공공장소의 깨끗함에 대한 만족도
∙ 보도 연석의 재생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의 유지

∙ 재생 실적
∙ 이전 개발지에 대한 새로운 주택 공급
∙ 기존 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
∙ 인구당 쓰레기 톤수

자료：김갑성 외,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2009, ｢도시정보｣, No.326

<표 2-7> CAP의 환경지표(2008년 기준) 

2) OECD의 환경지표

환경정책에 한 지표, 부분별 정책에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지표, 거시경제

정책에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경제계정 지표 등 세 가지 범주로 나 어 

지속가능한 지표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OECD의 환경지표는 1990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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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개발한 것으로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 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군, 

재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지표군, 이에 한 인간의 응노력과 성과를 측

정하는 지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군
지표

항목
입력지표 상태지표 대응지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 온실가스 배출지수
 - 이산화탄소 배출량
 - 메탄 배출량
 - CFC11, CFC12 

∙ 온실가스 대기농도
∙ 지구 평균기온

∙ 에너지 효율
 - 에너지 또는 CO2 관련 세금
 -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관

련 분야의 연구비 지출

오존층
고갈

∙ 오존층 고갈물질의 소비지수
 - CFCs와 할론의 소비량

∙ 오존층 고갈물질의 대기농도
∙ 지표수준의 UV-B방사
 - CFC 대기농도
 - 지정된 지역의 성층권 오존

농도

∙ CFCs 회수율
 - CFC와 대체물질 개발을 위

한 지출
 -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임

시 기금조건에 대한 국가적 
기여도

부영
영화

∙ 수질과 토양속에 N과 P의 배
출량

 - 비료사용으로부터의 N,P 배
출량

 - 폐수배출량
 - 가축의 밀도

∙ BOD/DO, 내수, 해양에 N과 
P의 농도

∙ 생물학적, 화학적 하수처리
시설에 연결된 인구비율

 - 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인
구비율

 - 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이
용자 부담금

 - 인이 없는 세제의 시장 점유율

산성화
∙ 산성화 물질지수
 - NOx와 SOx 배출량
 - 암모니아 배출량

∙ 수질과 토양속 pH의 암계부
하 초과

 - 산성비농도
   (pH, SO3, NO3)
 - 산성물질의 총침전량

∙ 촉매전환잔치가 설치된 차량 
비율

∙ 고정오염원의 SOx와 NOx 
감소 설비의 용량

 -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지출

유독
물질

∙ 중금속 배출량
∙ 유기화합물 배출량
 - Pb, Hg, Cd, Ni 소비량
 - 살충제 소비량
 - 유해폐기물 발생량

∙ 환경경체와 생물종속에 중금
속과 유기화합물 농도

 - 강의 Pb, Cd, Cr, Cu 중금
속 농도

∙ 생산물 생산과 그 과정 속 유
독물 함량 변화

 - 오염된 지역 회복률
 - 납 미포함 석유의 시장 점유율

도시
환경질

∙ 도시대기배출량
 - SOx, NOx, VOC
 - 교통밀도
 - 도시화정도

∙ 대기오염 또는 소음노출 인구
∙ 도시지역의 전반적 수질상태
 -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 지역대비, 인구대비 녹지공
간 변화

∙ 새로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
질 배출과 소음 수준의 규제, 
경제적, 재정적 규제수단

∙ 수질처리와 소음감소를 위한 
지출

자료：한국토지공사, 2009,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정보 활용체계 확대개선 용역｣

<표 2-8> OECD의 환경지표 



30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지표군
지표

항목
입력지표 상태지표 대응지표

환경
문제

폐기물 
발생

∙ 폐기물 발생량
 - 도시폐기물
 - 산업폐기물
 - 핵폐기물
 - 유해폐기물

∙ 적용 불가

∙ 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 처리율
 - 폐기물 수집과 처리를 위한 

지출
 - 폐기물 재활용률

토양
저하

(사막화
와 침식)

∙ 침식위험(농업을 위한 잠재
적이고 실제적인 토지 사용)

 - 토지이용 변화
∙ 표토상실 정도 ∙ 복구면적

자연
자원

수자원
∙ 수자원이용 원단위
 - 강으로 버려지는 폐수의 총량

∙ 물부족의 빈도, 기간, 정도
∙ 물가격과 하수처리를 위한 

이용자 부담금

생물다
양성/
경관

∙ 자연상태로부터의 서식지 변
경과 토지전환

 - 토지사용변화
 - 새로운 유전적 물질이나 종

의 소개

∙ 알려진 종의 합계 중 위협 내
지 멸종된 종수

∙ 생태계 형태별 국토 면적 중 
보호지역 면적 비율

∙ 위협받는 종 중 보호받는 종
의 비율

산림
자원

∙ 짧은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생산/실제 수확

∙ 산림분포 면적/량
 - 전체 산림면적에 대한 산림

파괴율

∙ 증가하는 수확지역의 비율
∙ 총 산림면적 중 보호지역의 

면적

어자원 ∙ 어획량
∙ 알을 낳는 재고 규모
 - 어자원이 남획되는 면적

∙ 쿼터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량
∙ 어자원 모니터를 위한 지출

일반지표

∙ 인구성장과 밀도
∙ GDP 성장
∙ 산업생산
∙ 에너지 공급과 공급구조
∙ 도로 교통량과 스톡량
∙ 농업생산

적용물가
∙ 환경지출
∙ 공공여론
 - 오염방지와 감소를 위한 지출

자료：한국토지공사, 2009,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정보 활용체계 확대개선 용역｣

<표 계속> OECD의 환경지표 

3) 세계은행의  환경지표

세계은행의 환경지표는 도시지속성 지표의 기 로서 1970년  격한 개발

로 환경오염이 가 되면서 미국을 심으로 한 논의결과, 원천지표, 오염지표, 

생물지원지표, 인간 향지표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의 특징은 생

태계의 자연  균형이 받지 않고, 모든 개인이 건강한 환경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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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군 지표항목 입력지표 상태지표 대응지표

원천
지표

∙ 농업
∙ 토지질
∙ 기타

∙ 부가가치/총생산물
∙ 인간에 의한 토양이용

∙ 국부 중 경작지 비율
∙ 기후등급과 토양질 저하

∙ 농촌/도시의 교역 조건

∙ 산림 ∙ 토지사용변화 ∙ 지역, 양, 분포：산림가치
∙ 투입/산출비율, 주요이용

자, 재활용률

∙ 해양산림 ∙ 오염물질, 어족수요 ∙ 해양어족의 스톡 ∙ 국제협약 적용범위 비율

∙ 물 ∙ 이용원 단위 ∙ 인구접근성(총중량비)
∙ 물의 효율적 이용조치
∙ 물질균형/NNP

∙ 하부토양자산
∙ 화석연료
∙ 금속, 광물

∙ 채취율(S)
∙ 국부 중 하부토양 자산비율
∙ 확인된 매장량

∙ 에너지 보조금
∙ 투입/산출비용, 주요이용자

오염
지표

∙ 기후변화
∙ 온실가스
∙ 성층오존

∙ CO2 배출량
∙ CFCs 소비량

∙ 온실가스 대기농도
∙ CFCs 대기농도

∙ NNP 에너지 효율
∙ 국제협약 적용범위(%)

∙ 산성화 ∙ SOx, NOx 배출량 ∙ pH, SOx, NOx 농도 ∙ 오염방지 지출

∙ 부영양화 ∙ P, N 사용량 ∙ 강의 BOD, P, N 농도 ∙ 폐기물 처리인구 비율

∙ 유독물 ∙ 위험폐기물 발생/부하 ∙ 강의 납, 카드뮴 농도 ∙ 납 미합유 석유 비율

생물
지원
지표

∙ 생물 다양성 ∙ 토지이용 변화 ∙ 서식지 ∙ 보호지역(%)

∙ 해양
∙ 위협받는 종, 멸종된 

종의 비율
- -

∙ 특정토지
(습지)

- -

인간
영향
지표

∙ 건강
∙ 수질
∙ 대기질
∙ 직업적 노출 

∙ 질병 부담(일/인)
∙ 에너지 수요

∙ 기대수명
∙ 용존산소, 대장균
∙ 분진, SO2, 농도

∙ 건강에 소비된 NNP 비율(%)
∙ 안전한 물 접근성

∙ 식품안전과 질 - - -

∙ 주거/도시 ∙ 인구밀도(인/㎢) - ∙ 주거에 소비된 NNP 비율(%)

∙ 폐기물 ∙ 산업, 도시폐기물 발생량 ∙ 누적량
∙ 수집과 처리 지출 비율, 재활

용률

∙ 자연재산 - - -

자료：한국토지공사(2009)(http://wbln0018.worldbank.org)

<표 2-9> 세계은행의 환경지표 

4) UN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유엔지속가능발 원회(UNCSD)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 지표 개발을 

한 로그램을 시작하 다. 이 원회는 1996년 사회, 경제, 환경, 제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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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젠다21의 주요 분야를 포 하는 134개 지속가능발 지표 안을 발표

하 다. 

이후 지표들의 사용과 실용성 검증을 통해 2001년에는 핵심 지속가능발 지

표 58개를 선정하 는데, 이 게 발표된 지표체계는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지

표 구분이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2007년에 이를 통합하여 14개 주제와 44개 소

주제로 구분된 96개 지표를 제시하 다. 제시된 지표체계는 그동안의 지표개발

과 개별국가 용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경험을 반 한 것이다.

분야 하위영역 핵심지표 기타지표

빈곤

소득 빈곤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 하루 1달러 이하의 인구비율

소득 불평등 소득 5분위에서 최상과 최하의 비율

위생설비 위생시설 사용 비율

상수도 상수도 사용 비율

에너지 사용 현대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 고체연료 사용 비율

생활여건 슬럼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거버넌스
부패 뇌물 받은 인구비율

범죄 인구 십만명당 고의적 살인건수

건강

사망
5세 미만 사망비율

평균수명 건강 평균 수명

건강관리 구조
일차적 건강 관리시설 접근비율

유년시설 전염병 면역 조치

영양 상태 아동 영양섭취상태

건강상태 & 위험

HIV/AIDS,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주요 질
병 사망률

담배 보급률

자살 비율

교육
교육수준

기본 교육의 최종학년에 대한 전체 채용인
원수

평생교육

기본 교육의 순 등록 비율

성인 제2(제3) 학교교육 수준

지식 성인 문맹퇴치율

자료：한국토지공사(2009)(UN, Indica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UN, 
New York, 2007)

<표 2-10> UNS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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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하위영역 핵심지표 기타지표

인구통계

인구
인구 증가율 전체 출산율

부양 비율

관광객
주요 관광지역과 도착지에서 관광
객과 지역 주민 간의 비율

자연 재해
자연재해 취약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비율

재난 대비와 대응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ㆍ경제적 손실

환경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고갈 오존을 감소시키는 소비

공기질 도시의 공기오염 농도

토지

토지이용과 상황
토지이용 변화

토지 기능 하락

사막화 사막화로 영향받은 토지

농업

경지와 영구 농경지 비료 사용 효율

농업 살충제 사용

유기농업 이외 지역

산림
산림 속 토지 면적 비율 잎이 떨어져 손상된 숲의 나무 비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이외 지역 산림

해양, 바다, 
연안

연안지대 해안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비율 입욕 수질

어업 생물학적 안전 범위 내의 물고기 비율

해양 환경
해양보호 지역 비율 해양 영양 지표

지역 산호초 생태계와 서식지 비율

민물

물의 양
전체 물 중 사용량 비율

경제 활동에 의한 물의 사용 강도

수질
민물에서 찌꺼기 비율 물 속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폐수 처리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호, 전체, 생태지역 면적 비율 보호지역 고나리 효율성

지정된 주요 생태계 지역

거주지 분리

종
종의 변화 징후 지정 주요 수종의 다수

침입한 외부 종의 다수

경제발전

거시 경제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총 저축

국내 총생산(GDP) 투자 점유율
1인당 국민소득의 비율(GNI)로 조
정된 순 저축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GNI 부채 비율

자료：한국토지공사(2009)

<표 계속> UNS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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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하위영역 핵심지표 기타지표

경제발전

고용

고용인구 비율 취약한 고용

노동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율

농업 이외분야에서 여성 임금 노동자의 
비율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인구 100명당 고정 전화선 수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수

연구와 개발
GDP 비율에서 R&D 전체 국내 
지출

관광사업 GDP 대비 관광 기여

무역

GDP 비율에서 경상수지 적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으로부터 수입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수출에 부
과하는 평균 관세 장벽

외부 재정

GNI 비율에서 주거나 받은 순 공적개발원
조(ODA)

GDP 비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순 유입과 순 유출

GDP 비율에서 송금

소비와 생산 
패턴

물질 소비 경제에서 재료 강도 국내 재료 소비

에너지 사용

전체 및 주요 사용자에 의한 연간 에너지 
소비

총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점유율

전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된 에너지 강도

폐기물 발생과 관리
유해 폐기물 생성 폐기물 생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교통
여객 운송의 수단 배분 화학수송의 수단 배분

교통 수단의 에너지 강도

자료：한국토지공사(2009)

<표 계속> UNS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7년) 

5. 환경경쟁력 결정요인

환경요소별 개별 리보다는 통합 리에 의한 가치창출, 로벌 스탠더드를 

구성하는 내생변수(제도와 지침, 력, 거버 스, 인센티 , 참여와 교육ㆍ홍보)

의 작용 여부에 따라 비교우 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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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쟁력 평가는 투입 산의 한계 극복, 정책의 우선순  결정, 환경조직

의 탄력성 확보 등의 기회요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환경역량 확보

를 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2-1> 환경경쟁력 결정요인 



제1   서울의 환경수  변화

제2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

제3   환경경쟁력 SWOT 분석

제4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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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제1절 서울의 환경수준 변화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1) 대기질 관리

(1) 현황

사용연료의 청정연료화, 공해 자동차의 보 , 자동차 운행의 수요 리 등 

다양한 기 환경개선 정책으로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는 기환경기 을 

만족하는 양호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연도별 PM10 농도는 황사일을 제외 시 2003년 이후 감소 추

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미세먼지 측정 이래 가장 낮

은 농도인 51㎍/㎥, 49㎍/㎥ 수 을 각각 나타냈다. 미세먼지 농도는 계 에 따

라 변화가 심해 주로 황사가 있는 철에 가장 높고, 겨울철에도 난방과 복사 

냉각 등으로 기정체 빈도가 많아 체 으로 높으나,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

에는 낮다.

계 인 기오염도 기환경 기  항목에 따라 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겨울철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가 비교  높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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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여름철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구분
NO2

(ppm)

CO

(ppm)

SO2

(ppm)

O3

(ppm)

PM10

(㎍/㎥)

PM2.5

(㎍/㎥)

2001 0.037 0.9 0.005 0.015 71 43

2002 0.036 0.7 0.005 0.014 76 40

2003 0.038 0.6 0.005 0.014 69 38

2004 0.037 0.6 0.005 0.014 61 30

2005 0.034 0.6 0.005 0.017 58 29

2006 0.036 0.6 0.005 0.018 60 30

2007 0.038 0.7 0.006 0.018 61 30

2008 0.038 0.6 0.005 0.019 55 26

2009 0.035 0.6 0.005 0.021 54 26

자료：서울특별시, 2009, ｢서울의 대기질 평가보고서｣

<표 3-1> 서울시 연도별 오염 농도 변화

그리고 기환경정책지원시스템(CAPSS)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연도별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980년 757,905톤에서 1985년 700,983톤, 1990년 

1,007,111톤, 1996년 396,190톤, 2000년 327,268톤, 2006년 326,573톤, 2007년 

370,067톤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출량 변화는 산업 활동  에 지 사용

의 증가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199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 으나, 청

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추진  공해 자동차 보  등으로 차 감소하는 추

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용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송 72.7%, 

난방 12.9%, 산업 13.8%, 발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수송 분야의 배출량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2) 대기질 관리 정책

수도권 지역은 환경여건과 역 인 향을 미치는 기오염 특성상 국지 인 

오염 리로는 효율 인 감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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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을 제외한  지역), 경기도 일부(24개 시)를 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종합 인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도권 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4년까지 2001년 비 반 수 으로 삭감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농도

를 선진국 수 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본계획 종료시 인 2014년까지 미

세먼지는 40㎍/㎥, 이산화질소는 0.022ppm 수 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6) 

오염물질 2009년 2011년 2014년

미세먼지(㎍/㎥) 55 50 40

이산화질소(ppm) 0.032 0.028 0.022

<표 3-2> 단계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목표

자동차 저공해화 생활주변 환경개선

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2. 저공해차 자동차 보급
3.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6. 공사장ㆍ사업장 관리 강화
7. 도로변 환경개선
8. 지하공간 공기질 개선

교통수요 관리 친환경적 도시관리

4. 차량운행 제한
5.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

9. 생활권 녹지 확충
10. 친환경 에너지 이용

① 자동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공해화 유도

∙특정경유자동차  총 량 2.5톤 이상, 차령이 7년을 경과한 경유

차에 해서는 배출가스 감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2008년 1월 

1일부터(총 량 2.5~3.5톤 미만：2009년 1월) 추진하고, 배출가스 

6) ...( 략)...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농도가 취임 때만 해도 65수 이었지만 올해 55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제주도와 백령도 수 인 45가 목표”라고 말했다....‘서울 디자인 세계의 모든 

도시 장  취합’ 오세훈 서울시장 뉴욕간담회 (2009.6.25), ...( 략)...오후보는이날 민선4기에 

추진해온 맑고 깨끗한 정책인 ‘ 기질개선 공약’을 지속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선5
기에 제주도만큼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 수

은 45㎍/㎥이다.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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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장치 부착 는 공해 엔진 개조 비용의 90% 정도를 국ㆍ시

비를 통해 지원

∙조기폐차의 경우 특정경유차동차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개발

원에서 산정한 차량잔존가격의 80%를 차종별 상한액(소형 100만

원, 형 300만원, 형 600만원) 범  내에서 지원

－ 공해자동차 보

∙천연가스 자동차(NGV) 보

 ㆍCNG 버스：2009년말 6,759  운행 , 2010년까지 량 교체 계획

 ㆍ마을버스  청소차량：2009년말  마을버스 701 , 청소차 393

 운행 

∙하이 리드자동차(HEV)와 공해경유자동차

 ㆍ공공기  등에 보조  지원 등을 통해 2009년까지 947 를 보

하고, 보조  지원을 세제 혜택으로 환하여 보  확  계획

∙ 기이륜차 보 ：2005년 시범사업으로 공공기 에 기이륜차 

보 을 시작하고, 2008년부터 민간에 확 하여 2009년까지 238

를 보 하 으며, 향후 확  계획 수립

∙ 기차 보 ：그린카보 을 신설하고, 속 기차(NEV) 5 와 

충 기 5 를 서울시 산하사업소에 보 (2009년)하 으며, 친환

경 기버스를 시범운행 정(2010년)

－천연가스충 소 확충 

∙43개소의 고정식, 2개의 이동식 충 시설 운 (2009년 12월 기 )

∙2010년까지 충 소를 47개소(1민 /일 규모)로 확충 정 

－운행차 배출가스 리 

∙운행차 공회 자동 방지 장치부착 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시행

하여, 2009년 시내버스  용차 1,010 에 설치하 으며, 향후 

부착 상 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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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착：다양한 인센티 를 개발하여 혜택 제공

∙자동차세, 혼잡 통행료 감면, 공 주차장 주차료 할인, 주차 우선

권  월정기권 발  우선권, 주유할인, 세차  정비공임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 공해미이행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추진(2011년)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배출업소 리강화：자치구별 1개반씩 지도ㆍ 검반 편성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행 와 기오염물질의 배출

상태 등  검, 환경 리인의 교육 등 강화

－ 기배출허용기  조례개정

∙액체연료 사용시설  일반보일러의 질소산화물과 건조시설을 포

함한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에 하여 국가기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  수립

－ 기오염 배출업소 오염물질 총량 리제도 용

④ 대기질 개선기반 구축

－ 기오염 측정망 운 ：도시 기 측정망, 이동측정망, 산성우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기오염  등 기반시설 운

－ 기오염 ㆍ경보 강화：오존 경보제 추진(1995년), 미세먼지 ㆍ경

보제 추진(2005년)

2) 에너지 관리

(1) 현황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에 지 이용량은 5.4% 증가하 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에 지 이용량은 15,207천TOE로 2008년 

비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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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6년~2008년 기간 동안 서울의 1차 에 지 소비량 비 신재생에

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1차 에 지 소비량이 16,245천TOE에서 11,893천TOE

로 약 27%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 지 이용량은 50,740TOE에서 183,290TOE

로 약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차 에 지 비 신재생에 지 

비율은 1996년 0.31%에서 2008년 1.54%로 증가하 다.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ㆍ이용ㆍ보  진법에 따라 공공기 은 연면

 3,000㎡이상 건축물 건축 시 총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 지 시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된 공공기 에 신재생에 지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구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석탄 기타 합계

2009년
5,852

(38.9%)
4,610

(30.7%)
3,869

(25.7%)
478

(3.2%)
124

(0.8%)
95

(0.6%)
15,027

2008년
6,324

(40.8%)
4,667

(30.1%)
3,792

(24.5%)
462

(3.0%)
144

(0.9%)
95

(0.6%)
15,484

2007년
6,647

(41.5%)
4,951

(30.9%)
3,696

(23.1%)
439

(2.8%)
144

(0.9%)
132

(0.8%)
16,008

2006년
6,329

(40.6%)
4,978

(32.0%)
3,579

(23.1%)
443

(2.8%)
169

(1.1%)
71

(0.4%)
15,569

2005년
6,038

(37.8%)
4,912

(32.4%)
3,485

(22.9%)
487

(3.2%)
165

(1.1%)
95

(0.6%)
15,182

자료：지식경제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0.

<표 3-3>  서울시 에너지원별 이용현황
(단위：천toe)

(2) 에너지관리 정책

서울시는  지구  상인 기후변화에 극 응하고 탄소 사회 실 의 

일환으로 에 지 정책의 패러다임 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에 지의 안정  보 ”에서 “에 지의 약과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 지 이

용 확 ”로 변화시키기 해 ｢서울 친환경 에 지 선언｣을 발표하면서, 에 지 

사용량을 2000년 기  2020년까지 15% 감하고 신재생에 지 이용률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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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10% 확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 다. 이후 ｢서울 그린디자인 2030｣정

책지표로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 지 이용률을 20%로 확 하는 목표를 수립

한 바 있다. 

<2007년>

▶ 신재생에너지 이용량：188천TOE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1.5%

<2030년>

▶ 신재생에너지 이용량：2,632천TOE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20%

① 에너지 절약 시책

－공공부문 에 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고효율 에 지기자재와 형 사무ㆍ가 기기 보 진

－에 지 다소비 업체를 상으로 “자발  약”을 체결하여  자발 인 에

지 약 실천 유도

② 친환경 건축 기준 제정·운영

－신축건물 기 과 기존건물 기 을 제정하여 등 에 따른 인센티  차등 

지원 

－지방세 감면,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건축물 용 률 완화 등의 인

센티  지원

③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추진

－에 지 진단결과 시청별  10개동, 8개 사업소, 14개 자치구 등 32개소

를 선정하여 친환경 건축기 을 충족하는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

사업 실시(2008년 3월)하고, 소방서 등 14개 사업소(2009년)에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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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시 산하의 기존 공공건물에 해서는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을 

확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건축물에 해서는 기 투자비 융자지원 등 

인센티  제도와 리모델링 연계 추진을 통하여 유도할 계획

④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공공부문에서 선도  역할 수행

∙월드컵공원에 신재생에 지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서울시 신청사는 신재생에 지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건축물로 

건설

∙물재생센터 미활용 에 지 활용  뉴타운 등에 집단에 지 공  

확

∙공공건물 신축(3,000㎡ 이상)외에 증축, 개보수 시에도 신재생에

지 시설 투자 의무화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 지 투자 진

∙물재생센터, 정수장, 지하철차량기지 등의 여유부지에 설치되는 

태양 발 소에 민간자본 유치

－에 지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신재생에 지 분야 산학연 력사업, 소기업육성사업 확

∙서울시 기후변화기 을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ㆍ운용

∙가정용, 수송용 연료 지 모니터링 사업을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 

유도

∙독일 라운호퍼연구소와의 교류ㆍ 력을 강화하고 연구소 유치

도 추진

3) 기후변화 대응

(1)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47,587천톤에서 2007년 45,622천톤으로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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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964천톤(약 4.1%) 정도 감소하 다. 이는 1990년 에 주로 사용된 석탄

계 에 지의 연료 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유와 등유, 벙커C유의 소비량 

감소, 매립지에서의 메탄발생량 감축 등 서울시 에 지 약 정책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부분은 에 지부분에서 배출되며, 1990년 비 비산업과 

도로ㆍ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온실가스 배출 비 이 증가한 반면, 에 지 산업과 

제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비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서울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율 

한편 기후변화의 도시  특성은 도시기후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

난 100년(1908~2007년)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6.6℃, 연평균 최 기온은 7.

3℃ 수 으로 각각 약 2.4℃, 3.7℃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에 비해 한 상승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처음 10년 기간(1908~1917년)에 10.6℃, 

마지막 10년 기간(1998~2007년)에 13.0℃로 2.4℃씩 상승하여, 1908~2007년 기

간 동안 0.24℃/10년의 변화율로 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평균 최고

기온과 최 기온의 경우 지난 100년간 각각 0.11℃/10년, 0.37℃/10년의 변화율로 

상승하여, 연평균 최 기온이 가장 뚜렷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08~2007년 기간 동안 서울의 연강수량은 1,330.7mm 수 이다. 연강수량은 

처음 10년 기간(1908~1917년)에 1,156.1mm이고, 마지막 10년 기간(199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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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580.7mm 수 으로 424.6mm 증가하여, 지난 100년 동안 26.9mm/10년의 

변화율로 증가하 다. 계 별로는 여름철의 강수량이 803.7mm로 가장 많으며 

겨울철의 강수량이 70.7mm로 가장 다.

극한 강수 상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며, 더욱이 서울의 경

우에는 강수량 증가로 인한 강수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  

강수강도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호우로 인한 재해 비

가 더욱 요한 사항으로 부각될 망이다.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서울시를 모범 ㆍ선도 으로 기후변화에 응하는 도시로 환하기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감축(1990년 기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재 기후변화 응을 해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정책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기후모니터링：총 53개 도시기상 모니터링(AWS) 시스템 확보

－2009년 각 자치구와 시청 남산별  등 총 26개 장소에 구축하고 기상청

의 27개 자동기상 측시스템(AWS) 자료와 호환이용으로 총 53개 도시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② 서울시 기후ㆍ에너지 지도 제작

－기후변화 응 정책의 효율  수행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

여 기후ㆍ에 지 지도 제작

－1차년도(2006년)에는 기후지도 제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

(2008년)에는 5개 기후요소(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와 5개 에 지

원별 ( 력, 가스, 석유, 난방, 상수도) 사용량에 해 지도를 제작하며, 

3차년도(2010년)에는 기후  에 지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을 구축

③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006년 자료를 기 로 서울시 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3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49

－2009년 2차 사업：200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외에 실질 인 온

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해  리 상 건물(공공 체  

1,000TOE 이상 에 지 다소비)에 한 IT기반의 온실가스 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1차 사업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 인 달성

에 필요한 정책 수단별 감축 잠재력 평가  실행방안 수립을 추진 임.

④ 기후변화기금 조성

－서울시 기후변화기 의 설치  운용에 한 조례에 따라 기후변화기

을 설치하여, 신재생에 지 개발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한 융

자  보조  사업 지원

－서울형 탄소 녹색성장의 마스터 랜인 2030 그린디자인 서울 주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사업으로 건물에 지합리화사업, 민간그

린홈보 사업,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이 있음.

⑤ 서울기후행동(CAP, Climate Action Partnership)

－가정(개인), 기업, 시민단체, 문가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네트워

크구축하여 민ㆍ ㆍ산이 함께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응 모델을 개발

하여 기후변화에 응하는 시민실천행동을 개

－기후행동실천 지원 로그램 개발, Eco-ABC 사업 추진

(3) 기후변화 적응 정책

기후변화에 한 세계 인 심이 증 되고 있는 시 에서 서울시가 선도

으로 기후변화 응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해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사  응  과학  사후 리를 한 응 로그램 마련에 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친화 도시와 녹색성장을 통합하기 한 도시 리 네트워크의 기

반도 구축하고 있다. 

①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조기예측 강화

－서울지역 기후변화  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50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기상청과 서울시 측자료(기후변화담당 , 기 리과, 하천 리과)의 

표 화  공유방안(시스템 통합 포함) 의 추진

② 기후변화 적응 제도 강화

－기후변화 응 제도  기반 강화：분야별 통합 기후 향ㆍ취약성 평가

시스템 구축, 응 련 법규  행정조직 정비

－기후변화 응 활동의 지속  진단 평가： 응 리 통합진단 평가시스

템 구축, 시민참여형 응활동 평가

③ 고도적응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 력망 구축, 국내외 력 네트워크 조성

④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 기 측  응체계 구축： 기 응 매뉴얼 수립, 피해 측  시민

안 훈련 시스템 구축

－기후 응 정보  교육 제공：시민 맞춤형 기후 응 교육 실시, 기후

응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

⑤ 기후 친화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리 제도정비  기술지원：기후 향을 고려한 도시설

계  개발 기  정립, 고성능 차열성 포장도료 개발 지원  보 , 친환

경 투수성 보도포장 설계기  용

－도시기후 조 능력 향상：도시숲형 도심녹지 확충, 옥상녹화, 하천복원 

사업 추진

⑥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 보급 확대

－의료분야 신기술 활용  맞춤형 응지원 서비스 제공

⑦ 기후변화 취약 5대 분야 중점관리

－ 염성 질환에 한 응 책：질병매개체 서식지 방역 강화, 기후질환 

조기발견  신속 응체계 구축

－고온화에 한 응 책：폭염 취약계층 DB 구축  모니터링, 고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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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폭염 피시설 지정  리 강화, 옥외근로자 

보호 책

－물부족에 한 응 책：재생수 활용 책, 빗물 장, 리  활용사

업 등을 추진

－기상재해에 한 응 책：서울형 종합재난 리시스템 구축, 유비쿼터

스 제어환경의 수방시스템 마련

－생태계 교란에 한 응 책：생태계 취약성 분석  보호종 보존방안 연

구, 서울기후환경에 합한 수종연구 지원, 다양한 생물종 서식기반 조성

2. 자원순환

1) 폐기물 관리

(1) 현황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다량배출생활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된다. 

생활폐기물은 주택이나 상가, 사업장에서 일상 인 생활의 산물로 발생하는 폐

기물을 말하며, 정책의 주된 리 상이 된다. 이는 처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책임이 있고 행정의 역

할은 정처리여부의 확인정도에 한정된다.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생활폐

기물은 1일 300kg 이상의 많이 양이 하나의 배출원에서 배출된다는 이유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성상이나 처리방법이 생활폐기물과 동

일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생활폐기물에 포함시켜 리된다. 이 연구에서의 폐

기물은 시정의 심사인 생활폐기물(다량배출생활폐기물 포함)이며, 련 실

과 정책만을 다룬다.

폐기물 리에 한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쓰

기는 발생이 단계부터 원천 으로 인다(감량). 둘째, 배출된 폐기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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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한 것은 최 한 분리배출  수거하여 재활용을 극 화한다(재활용). 

셋째, 그래도 남는 폐기물은 생 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친화 으로 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앤다(안 한 처리). 넷째, 시민홍보

를 강화하여 쓰 기의 원천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시민들의 자발  참여

를 유도한다(시민참여).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11,000톤〜12,000톤의 범

에서 뚜렷한 증가나 감소의 경향 없이 등락을 반복하 다. 1인당 배출량은 최

 1.17kg에 이르 다가 최근 5년 동안에는 1.10kg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 다.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처리형태의 변화는 재활용  소각실 의 신장과 

매립량의 감으로 요약된다. 2001년에 1일 약 5,700톤(47.5%)이던 재활용량이 

2009년에는 약 7,700톤(68.1%)으로 1일 2,000톤가량(약 20%) 늘어났다. 2001년 

1일 822톤(6.9%)에 불과하던 소각량은 서울시가 보유한 4개 자원회수시설의 

자치구 간 공동이용에 힘입어 2009년에 2,135톤(18.8%)까지 신장되었다. 재활

용과 소각의 신장은 매립량의 감소로 이어져 2001년 1일 5,500톤(45.6%)에서 

2009년 1,500톤(13.1%)으로 1일 4,000톤가량 감소하 다. 결국 이상의 폐기물

처리실 은 서울의 폐기물 리가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1,968
(100%)

12,052
(100%)

12,058
(100%)

11,673
(100%)

11,170
(100%)

11,420
(100%)

11,525
(100%)

11,447
(100%)

11,337
(100%)

재활용
5,682
(47.5)

5,852
(48.6)

6,176
(51.2)

6,426
(55.1)

7,187
(64.3)

7,346
(64.3)

7,446
(64.6)

7,509
(65.6)

7,722
(68.1)

소각
822
(6.9)

774
(6.4)

765
(6.3)

749
(6.4)

1,139
(10.2)

1,242
(10.9)

1,673
(14.5)

2,027
(17.7)

2,135
(18.8)

매립
5,464
(45.6)

5,426
(45.0)

5,117
(42.5)

4,498
(38.5)

2,844
(25.5)

2,832
(24.8)

2,406
(20.9)

1,910
(16.7)

1,480
(13.1)

배출량
(kg/인/일)

1.16 1.17 1.17 1.14 1.08 1.10 1.11 1.10 1.08

  주：사업장 생활폐기물 포함
자료：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표 3-4>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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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쓰 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음식물쓰 기 직매립

지 등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큰 향을 미친 폐기물 리제도와 재활용

실 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이류, 속류, 라스틱류, 유리병류 등을 주

축으로 한 재활용사업은 1995년의 쓰 기종량제 실시를 기 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한 후 2003년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힘을 입어 소폭이나마 늘어

났다. 특히 두 배 가까이 자원화실 을 확 시킨 것은 음식물쓰 기의 자원화

사업이다.

음식물쓰 기의 매립 지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비하여 서울시

는 진 으로 기반확충을 하여 음식물쓰 기의 자원화량을 매해 늘려왔고, 

2005년 이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활용실 이 지속 으로 신

장되기 해서는  다른 자원화품목의 발굴과 사업을 지원할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 3-2>는 암시하고 있다.      

자료：유기영(2010.4), 환경부(2010)

<그림 3-2> 서울시 재활용실적의 구조와 관련정책의 시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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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적 목표

2002 2005 2009 2011

재활용(물질회수) 48.6 64.3 68.1 66.0

소각(열회수) 6.4 10.2 18.8 25.5

매립 45.0 25.5 13.1 8.5

배출량(kg/인/일) 1.17 1.08 1.08 1.15

<표 3-5>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목표와 실적 

(2) 폐기물 관리 정책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하고 남는 쓰 기만 처리하는 순환형 도시를 만들

어, 살고 싶은 21세기 서울을 가꾸어 나가기 한 서울시 폐기물 리는 감량, 

재활용, 안 한 처리, 시민참여로 4등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은 그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서울시 폐기물 리는 자원

화(재활용, 에 지회수)에 집 되어 있다. 

비록 자원화가치는 낮지만 별도 수거된 음식물쓰 기를 유효한 유기자원으

로 활용하고자 부분을 사료화,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안 한 

처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하나인 소각은 실제로는 소각여열을 회수하여 지

역난방의 열원과 력생산에 활용되며, 매립도 가연성분을 회수하여 고형연료

(RDFs)를 만들고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공정이 바 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폐기물 리 목표는 제2차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기간(2002~ 

2011년)에 달성하고자 목표연도 2011년을 설정하고, 제품의 재사용을 확 하여 

생활폐기물의 양을 원천 으로 이는 데 있다. 이 사업 등을 통해 1인당 배출

량을 1.15kg까지 이고, 생활폐기물의 66%를 물질회수에 의한 재활용방법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 후 남는 생활폐기물  가연성 물질을 열회수기능을 갖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며, 생활폐기물의 25.5%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소각(열회수)과 매립 실 이 해가 갈수록 목표에 근 하고 있는 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9년(68.1%)에 이미 2011년의 목표 66.0%를 과한 재활용(물질회수) 실

은 <표 3-5>에서 잘 나타나며, 2011년의 배출량 목표 1인당 1일 1.15kg도 10

년 계획기간의 반에 이미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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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및 실적

① 재사용 활성화

－나눔장터 확산7)

∙각 자치구는 2003년부터 나눔장터를 개설, 운 하고 있으며, 2006

년에는 31개소에서 1,681회의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연인원 266만

명이 참석함.

∙2004년부터 ｢아름다운 나눔장터｣라고 불리는 규모의 나눔장터

를 개최한 후,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매해 정기 으로 개최

∙아름다운가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잠심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03

년 11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지상최 의 나눔장터”를 개최8)함. 이 

장터에서는 고물품의 거래이외에도 가 제품 무상수리코 를 운

하고, 각종 시와 공연 등 다양한 부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장

터 매자들로부터 자발 으로 매 액의 10%를 기부받아 이웃

7) 2003년 4월 29일 환경부가 주최한 국 16개 시ㆍ도 계자 회의에서 2003년 6월부터 고생활

용품을 교환 매하는 “나눔장터”( 는 알뜰시장)를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확

산하기 해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개설하라는 지침을 통보함. 
8) 20만명의 시민과 40만 의 고물품이 거래되어 이후 매해 개최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의 기

반이 되었으며, 기인 2004년에는 격주 토요일마다 개최하고 2005년부터는 3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등 게는 10회, 많게는 27회까지 개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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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를 하는데, 2009년까지 기부한 액은 <표 3-6>과 같음. 

－2009년에는 자치구별로 나눔장터를 193회 개최하여 157만 의 물품이 

거래됨. 학교를 심으로 교복장터도 열림. 

∙각 자치구는 고물품을 취 하는 민간사업자와 력하여 자치구 

｢재활용센터｣운 9)

∙서울시 역에서 운 되는 재활용센터는 2009년 재 42개소 정도  

 

구분 횟수(회/연) 관람객(만명) 거래량(만점) 기부금(백만원)

2004년 10 63 79 34

2005년 18 65 107 29

2006년 27 36 81 26

2007년 25 30 83 28

2008년 25 30 120 29

2009년 24 25 52 29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6> 서울시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실적 

자료：서울특별시, 2008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09.

<그림 3-4> 서울시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모습 

9) 재활용센터의 운 은 민간사업자가 맡고, 자치구는 건물 는 부지를 가에 임 하거나 고

품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할구역에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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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해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하는 종량제 체계는 시민들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강력한 유인역할을 함.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재활용품은 크게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라스틱류 등 5종으로 구분되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품목이 추가됨. 

∙폐종이팩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수거된 재활용품은 분쇄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제품의 혼합원료로 활용되거나 제품

의 원료로 활용됨(<그림 3-5> 참조).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나 재활

용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민간기업이 운 하고 이들에게 원료를 공

하는 수집업자(보통 민간수집상)도 민간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자료：서울특별시, Zero Waste 도시조성을 위한 재활용촉진품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2010.2.

<그림 3-5> 서울에서 배출된 폐종이팩의 처리경로

∙서울에는 약 800개소의 민간수집상이 재활용품의 수거에 종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재활용품이 시장에서 가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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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재활용품의 자원화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시민들이 재활

용품을 철 하게 분리하도록 유도하는 수 이면 충분함. 그러나 

시민이 분리하여 배출한 재활용품이 모두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없어 민간수집상이 근을 꺼리

는 배출원도 있음. 

∙재활용품으로 지정된 과자 지와 같은 라스틱필름류는 정부나 

생산자의 보조가 없다면 수거비용도 충당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

역은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의 양에 비해 수거경로가 길어 민간

수집상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 않는 지역임. 

∙이러한 지역 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데,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양은 2009년의 

경우 1일 580톤, 체 재활용품 수거량의 14%에 해당하며, 자치

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자치구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리하여 시장에 매됨.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14개소임. 

<그림 3-6> 서울시 재활용품 수거주체

－재활용의 진을 해 정부는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생산자나 용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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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품이나 용기의 회수의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부과

∙서울시는 자원화사업에 종사하는 산업들의 설비확보 는 운 을 

돕기 해 재활용사업육성자 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표 3-7>

과 같이 2009년에는 4개 업체에 5억원 지원

 

구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업체(개) 7 2 3 4 6 3 7 4

지원액(백만원) 700 150 150 400 410 331 700 500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7>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실적

③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음식물쓰 기는 사료, 퇴비 등 통  자원을 체할 수 있는 유기성자

원이면서 재생에 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로 주목받고 있음. 

∙2009년 서울에서 배출된 음식물쓰 기량은 1일 3,447톤, 1인당 1일 

0.33kg 정도이며, 채소, 과일류가 50~70%를 차지하고 곡류 20% 이

내, 어육류 10% 이내 등으로 구성 

∙수거된 양의 18%는 서울에 소재하는 4개소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2%는 민간시설에서 처리

∙서울의 음식물쓰 기를 처리하는 민간시설은 41개소의 허가 는 

신고시설과 160여개소의 원형이용시설로 구분

－서울시 공공처리시설：강동 사료화시설(240톤/일), 도  사료화시설

(150톤/일), 강동 퇴비화시설(30톤/일), 난지 퇴비화시설(300톤/일) 등

∙동 문구가 음식물로부터 메탄가스를 회수하고 이를 발 에 활용

하는 1일 98톤 처리능력의 시설을 2011년부터 본격 으로 가동함

에 따라 서울의 공공처리시설이 <표 3-8>과 같이 5개소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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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운영방법 반입자치구

사료화
강동 240 민자유치 강동구외 4개구

도봉 150 구직영 도봉구

퇴비화
강동 30 구직영 강동구

난지 300 민간위탁 서대문구

바이오가스화 동대문 98 민자유치 동대문구

<표 3-8> 서울시 소재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서울에서 배출되는 부분의 음식물쓰 기는 허가신고시설, 원형이용시

설로 구성된 민간시설이 부분 가깝게는 경기도, 멀게는 충청도, 강원

도 지역에 치하여 매일 그곳까지 수송되고 있음. 

∙서울 음식물쓰 기의 장거리 이동은 처리과정에 한 리 소홀, 

세업자 양산, 음식물쓰 기 처리에 한 불신 고조, 처리시설 

소재 지자체의 불만 양산 등 시 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노출시

키고 있음. 

∙공공이든 민간이든 음식물쓰 기 처리시설은 운 비의 부분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지자체의 처리보조 에 의존하고 있

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음식물쓰 기 처리방법을 부가

가치가 높은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어도 천연자원에 한 체

효과가 탁월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그림 3-7> 참조)

④ 소형전자제품 자원화10)

－소형 자제품은 부분 라스틱, 잡기 , 선,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그림 3-8>), 국내 자원화시장에서는 환 을 받지 못하고, 외국으로 수

출됨(<그림 3-9>). 

10) 서울시민은 가구당 기밥솥 1.1 , 진공청소기 1.0 , 화기 2.0 와 같이 소형 자제품 는 

소형가 제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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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 기술개발(중간보
고), 2010.11.

<그림 3-7> 서울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시설 분포 현황 

  

자료：서울특별시, Zero Waste 도시조성을 위한 재활용촉진품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2010.2.

<그림 3-8> 해외로 수출되는 소형가전제품의 부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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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특별시, Zero Waste 도시조성을 위한 재활용촉진품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2010.2.

<그림 3-9> 서울에서 발생한 폐선풍기의 처리 경로

－소형 자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면제함. 이를 해 공동주택과 동주민센터에 용수거함 약 5,000개를 

비치하고, 단독주택지역에는 ‘재활용의 날’에 소형 자제품을 수거함.11)

∙SR센터(서울자원센터) 등은 서울시 역에서 수거된 소형 자제품

을 소재별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장애인, 여성, 노인, 소득층 

등 사회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기업으로 운 됨.

구분 내용

위치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73

건축면적 지상 1층, 연면적 810㎡, 철골구조

건물용도 작업장, 차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등

처리능력 폐전자제품 최대 3,600톤/연, 폐휴대폰 70만대/연

작업인력 총 60인(장애인, 여성, 노인, 장기실업자, 자소득층 등)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9> 서울시 SR센터 운영상황

11) 2009년 반부터 연말까지 폐 자제품 220만 를 수거하여 2억 2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 은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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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에너지회수형 소각12)

－자체 소각시설 건설：양천구(400톤/일), 노원구(800톤/일), 강남구(900톤

/일), 마포구(750톤/일)에서 4개소의 에 지회수형 소각시설(일반 으로 

‘자원회수시설’로 불림) 운  

∙2005년 서울특별시의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되는 쓰 기의 발열량은 1kg당 2,398~3,218kcal로, 1톤의 쓰

기량으로 환산하면 2,398~3,218Gcal이고, 기나 증기로 회수되는 

양을 분석하면 소각열 회수율은 57.2 ~ 85.8% 범 (<표 3-10> 참조)

구 분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마포시설

쓰레기 저위발열량
(Gcal/톤)

2.757 2.393 2.681 3.218

쓰레기 처리량(톤/일) 48,601 5113),845 58,280 87,719

잠재적 에너지량(Gcal, A) 76,629 83,343 131,130 242,269

에너지 회수량(Gcal, B)
133,993

(전기별도생산)
(2004년 판매량)

124,065
(2004년 판매량)

156,249
(2004년 판매량)

282,280
(2005년 생산량)

회수율(%, B/Ax100) 57.2 67.2 83.9 85.8

자료：서울특별시의회, 자원회수시설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2006.2.

<표 3-10> 서울시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능력 

－소각시설에서 회수된 열은 인근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열원으로 활용：열

회수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 기를 소각할수록, 즉 소각시설 

처리능력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에 지 회수가 가능함. 

∙2006년의 경우 4개시설의 시설활용도：19%~59%

∙2009년의 경우 시설활용도：69.3%(노원)~91.1%(강남)14) 

12) 서울시 자원회수시설들의 에 지회수능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최근에 공된 시설일수

록 회수능력이 뛰어남. 그러나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에 지회수율이 상 으로 낮은 것은 열

과 함께 연 1백만kwh의 기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 
13)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의 쓰 기만 각 시설에서 처리하여 시설활용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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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폐기물 자원순환관련 행정조직 

구분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마포시설

2005년 33 19 24 59

2006년 35 19 25 59

2007년 69 38 51 62

2008년 76 65 89 74

2009년 77 69 91 83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11> 서울시 소각시설 시설활용도 변화 

(3) 폐기물 관리체계

① 행정조직

서울시에서 환경과 련된 행정조직은 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안

본부(물 리기획 ) 등이며, 이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직 으로 련되는 

조직은 맑은환경본부의 자원순환과로 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 시책 개발, 

재활용  자원화 시설설치  운 , 에 지회수형 소각시설의 설치  운

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자원회수와 련하여 폐기물의 배출원을 리하고 수거를 담당하는 업무는 

<그림 3-10>과 같이 자치구 청소행정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14) 노원시설의 활용도가 상 으로 낮은 것은 시설의 능력보강을 한 보수공사가 부분 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제3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65

구분 내용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서울의제21 기업실천단

-비전：지속가능한 소비, 안전한 삶터 서울
-행동목표
 ▸쓰레기를 줄인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한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생활화한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근거：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기능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결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근거：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기능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자문·추진상에 대한 심사
 ▸자치구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지원대상 사업자 및 단체 선정심의
 ▸자원회수시설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12>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② 민관협력조직

‘서울의제21’은 서울시가 작성한 지방의제21를 말하며, 1995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녹색시민 원회” 발족에 이어, 1996년 하반기 “서울의제21 비

원회”를 구성해 서울의제21 작성에 착수하 고, 1997년에 서울의제21을 확정

하고 1997년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 날에 공포하 으며, 2000년 3월에는 

개정 이 발간되었다. 

서울시의 민 력기구  폐기물 자원순환과 련된 기구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 융자 심사 원회’와 ‘쓰 기문제해결을 한 시민 의회’가 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 융자 심사 원회’는 서울의 자원화사업에 기여하거

나 성장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에 필요한 시설자 이나 운 자 을 리로 융자

할 상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며, ‘쓰 기문제해결을 한 시민 의회’는 

자원순환을 포함하여 서울시 각종 폐기물 련 정책의 수립  시설설치에 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의제21실천공모사업은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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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시 환경분야의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양식을 환경친화 으로 변화시키기 한 시민실천사업으로 지정공모와 일반 

공모로 구분되며 녹색서울시민 원회에서 주 하여 비 리민간단체 등에 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을 한 주민주도형 참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시  시민교육  CO₂ 감 실천사업,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 신재생 에 지시설 활용을 통한 에 지 감 실천사업, 공원 리 시민참

여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감량화를 한 시민실천사업과 서울시 소음 모니터링 등

을 통한 소음환경기  제시  개선방안 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지킴이 사업, 

석면에 한 교육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 으며, 녹색서울 시민 원

회를 통한 환경분야 시정참여 사업을 공모하여 산지원을 하고 있다. 

(4) 예산

2010년 서울시 산은 21조 2,573억원(특별회계 5조 8,353억원 포함)이고 이 

 맑은환경본부의 산은 6,006억원(서울시 산의 2.8%)이다. 자원순환사업

을 주축으로 한 폐기물 리분야의 산은 <그림 3-11>과 같이 85억원으로 맑은

환경본부 산의 14.1%, 서울시 산의 0.4%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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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특별시, 2010 성과주의 예산개요, 2010.3.

<그림 계속> 서울시 환경분야의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2) 물관리 

(1) 현황

도시의 지속  변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확 는 자연물순환의 변화를 가져와 

배수시스템의 변화, 식물ㆍ생물서식처 감소, 기 유량 감소 등의 생태계변화가 

발생하고 첨두유량 증 와 유출시간 단축에 의한 홍수피해 증가 등의 여러 가

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물순환상태는 증발산량, 침투량, 표면유출량의 3가지로 나타난다. 서

울시의 2002년 물순환 항목들을 개발 인 1962년과 비교하면 <그림 3-12>와 

같으며, 1997년～2006년의 물순환 상태는 <그림 3-13>과 같다. 

물순환 항목에서 과거 40년간 변화량이 가장 큰 항목은 표면유출이며, 1962

년 113mm/y에서 2002년 596mm/y로 483mm/y가 증가하 으나, 증발산량은 

264mm/y, 간유출량은 92mm/y, 지하수유출량은 70mm/y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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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 1962년의 물순환계는 강우량의 많은 부분이 기로 증발되고 지하

로 함양되었으나 재는 불투수율의 증가로 인하여 부분이 표면유출로 손실

되어 도시 내의 열환경과 친수공간 소멸, 침수피해 증가, 생태계 변화 등의 문

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강수량

은 1,580㎜/년이고, 총 강수량은 약 9억6천만㎥/년이다. 이 에서 25%는 증발

량에 의하여 손실되었고, 63%인 약 5억9천만㎥/년은 직   간 유출량으로 

홍수기 표면유출량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2> 서울시 개발 전의 1962년과 개발 후의 2002년의 물순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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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997년~2006년 서울관측소 강우 및 증발량자료를 이용한 물순환 결과 
서울시 면적 605.3㎢에 대한 연간 물수지

<그림 3-13> 서울시 1997년~2006년의 물순환 모습

① 하천유량 감소

불투수면 의 확 는 지하로 침투되는 빗물량을 감소시키며, 특히 갈수기 하

천유입량 감소로 하천 건천 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민이 할 수 있는 하천

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내 36개 법정하천 에서 24개 하천이 일부 는 면 

복개되어 있는데, 주로 제3지류와 제4지류에 해당하는 하천이며, 복개구간은 

주로 청천 시의 오수와 우천 시의 우수를 배제하는 하수 거로 이용되고 있고 

하천기능이 상실되었다. 

서울시의 불투수율은 1960년 의 7.8%에서 2000년 에 47.1%로 증가함에 

따라 하천유량으로 공 되는 간유출률과 지하수유출률은 1960년  31.5%에

서 2002년  16.7%로 감소하 으며, 갈수기의 일평균 간 유출량은 1960년  

349천㎥/일에서 83천㎥/일으로 76%인 266천㎥/일이 감소하여 하천의 유량이 

어들고  건천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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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물순환기본계획 연구

<그림 3-14> 서울시 하천유량의 
중간유출ㆍ지하수유출률 변화

 <그림 3-15> 서울시 갈수기 유출량 변화

② 지하수수위 저하 

2003년 서울시 지하수수 는 약 12.23m로 1996년 서울시 지하수 리계획 기

본조사의 지하수수  약 12.32m와 비교하여 0.1m 정도 낮아졌다. 

구분

1996년 기준 2003년 기준　

연평균

강우일(일)

연평균

강우량(㎜/년)

평균지하수수위1)

(m)

연평균

강우일(일)

연평균

강우량(㎜/년)

평균지하수수위1)

(m)

3년 평균 104 1,304 

12.32

109 1,595(22.3%△) 

12.235년 평균 107 1,332 103 1,535(15.2%△) 

7년 평균 109 1,453 105 1,605(10.5%△) 

자료：서울특별시, 2006,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주：연평균강우량은 기준연도 이전의 평균강우량임. 

( )안의 숫자는 1996년 이전에 비하여 2003년 연평균강우량의 증가량임.

<표 3-13> 서울시 평균 지하수수위 변화

③ 홍수피해 발생

홍수기 표면유출량은 2000년 가 1960년 보다 일평균 2,520천㎥가 크며, 

1984년,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의 5회 홍수로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침수피해는 하수 거의 통수능을 과하는 강우에 의하여 발생하 으

며, 세부원인은 불투수율의 증가  자연 류공간의 감소 등에 의한 유역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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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능력 하, 지형  우수배수계통 불량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돌발성 집 호우의 발생가능성이 커지면서 2001년과 

같은 강우에 의한 홍수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상되므로 안 한 도시

구축을 한 치수 책이 필요하다. 

<그림 3-16> 서울시 홍수기 표면유출량 변화

④ 물수급상태 변화

도시용수의 공 원은 크게 내부공 원과 외부공 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공

원에는 빗물이용시설, 지하수, 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포함되

며, 외부공 원에는 수돗물 수량, 공업용수 공 량,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가 있다. 

2008년의 총용수공 량은 1,336,595.11천㎥/년이다. 이 에서 내부공 량은 

5.88%인 78,605.3천㎥/년, 외부공 량은 94.12%인 1,257,989.9천㎥/년으로 도시

용수의 외부의존율이 상당히 높으며, 도시용수는 체의 90.74%인 1,212,864.27

천㎥/년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용수공 원은 상수도공 량이 88.83%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수도의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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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서울시 용수의 물수급 현황

⑤ 시민 생활환경 쾌적도 변화

기존 연구에 의하면 도시에서 증발산면 이 증가함에 따라 열섬강도가 

격하게 하하고 체로 30% 이상이 되면 도시내ㆍ외의 기온차가 4℃ 후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열섬 상을 완화하기 해서 최소 30% 이상의 증발

산면 을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별 시가화지역에서 250m 간격의 주변 100m 

반경 내 증발산면 을 이용하여 쾌 도를 산출하여 정리한 결과, 부분의 자

치구가 증발산면 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어 증발산면  확보 책이 

필요하다. 

하천 수변연장길이와 서울 인구수, 근거리 등으로 수변공간 혜택률을 산정

하면 36개 법정하천에서 근거리 1,000m를 기 으로 할 경우 수변공간 혜택

률은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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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서울시 생활환경 쾌적도

(2) 물관리 정책

도시의 물 리는 기존의 물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면서 앞으로의 물 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도시의 물

리는 ｢안 하고 깨끗한 물｣,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물｣로 설정하고 이들 계획을 달성하기 한 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 하고 깨끗한 물｣ 리는 집 호우에 의한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

산이 안 한 도시를 목표로 한다. 한 상수원은 최소한 재의 수질을 유지하

면서 더욱 안 하고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고, 상수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다른 

하천은 배출되는 오염부하를 감하고 오염과 악취가 없으며 시민과 생물 모두

에게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하

수수질이 오염된 지역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수이용자의 건강에 향을 미치

지 않도록 안 한 지하수를 보 하도록 한다.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 리는 도시화에 의한 빗물침투량의 감소, 지하수유

출 등의 인 인 향에 의하여 하된 물순환기능을 회복하여 건 한 물순환

이 보 ㆍ유지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한 경제ㆍ사회활동이 고도화되고 풍

부한 생활과 도시기능이 물부족으로 심각한 손실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민의 정 물사용량을 고려하여 물부족에 응하는 물수요 리체계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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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민생활에서부터 물 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물｣ 리는 하천상류지역의 녹지에 둘러싸인 자연

이 풍부한 물가와 도심부나 주거지에 있는 친 한 물가, 평지부에 있는 생물이 

풍부한 하천이나 연못 등 지역물가에서 시민이 윤택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한 이들 물가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공생할 수 있는 도시

를 만들고, 치수를 목 으로 하는 하천정비 시에 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그림 3-19> 서울시 2020 물관리 목표

 

①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도시

－재 기간 30년 강우의 침수 Zero도시 구축

∙집 호우 시 내수배제능력을 75㎜/hr에서 94.3㎜/hr 수 으로 강화

∙하수 거 설계빈도를 재 기간 30년으로 증 시켜 지 까지 내수

배제에 의한 침수피해 감

∙시가지나 주거지의 지표면 홍수유출량을 이는 지하 류시설 등 

우수유출 감시설을 심으로 한 분산 책 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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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 방재시설이 일체로 되는 종합 인 유역치수 책

∙집 호우 시 내수배제능력을 담하는 빗물펌 장과 외수침수를 

방어하는 하천제방의 수방시설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

산 보호

－상수원 목표수질 달성：상수원의 양호한 수질 유지

∙ 재의 상수원과 산림을 보 하고, 상수원지역에서의 개발행 나 

여러 가지의 활동에 하여 감시ㆍ지도를 통해 상수원지역을 보

하여 안 성 지속 확보

∙상수원수질을 보다 안 하게 확보하기 해 오염발생을 사 에 

방지하고, 수변공간이용의 규칙확립 등 상수원 보 을 한 리 

추진

∙사업자 등의 시설 리나 활동에 한 감시ㆍ지도를 더욱 엄격하

게 실시

－물놀이가 가능한 깨끗한 하천 조성

∙하천의 수질이 환경기  수질목표인 BOD 3㎎/L 달성

∙하천 수질  수생태계 환경기 을 만족시키고 하류측 유형이나 

하천의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 리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하수고도처리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수

질을 개선하고 정기 으로 하천 수질 감시

∙물놀이구간은 시민과 물의 만남에서 안 성 확보

－우천 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감

∙우천 시 합류식하수도에서 하천으로 배출하는 오염부하량을 분류

식하수도와 동일하게 감

∙합류식하수도 정비구역에서 우천 시 비 오염물질, 기우수, CSOs 

등 배출부하 감

∙향후 합류식하수도로부터 공공수역과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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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을 분류식하수도와 동일한 정도로 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우천 시 도로 등 불특정의 장소로부터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부하

량 감 책 수립

∙유수지를 활용하여 CSOs를 처리하는 오염부하량 감 책 수립

<그림 3-20> 유수지의 CSOs 처리시설 설치

②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관리 도시

－자연 물순환계 회복：개발 의 자연물순환계와 용천수 회복

∙자연지반과 침투면 을 확보하여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왜곡

된 물순환계를 개발 의 자연물순환계로 회복

∙산림과 시가지가 이원화되어 있는 시가지의 물순환 회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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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연물순환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최 한 유지 증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간 활동이 물순환계에 주는 충격이 

도록 하며 남아 있는 자연물순환계를 보 하고 인공물순환계도 

병행하여 추진

<그림 3-21> 도시개발시 자연물순환으로의 회복

－생활에서 시작하는 물 리체계 구축

∙도시용수의 물수요 리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상수도의존율을 낮

추고 물자 률을 14% 이상 확보

∙시민의 물부족 인식이 부족하고, 생활용수 부분을 상수도에 의존

하여 그 의존율이 1965년 41%에서 2000년 93.5%로 크게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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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므로 물의 효율 인 이용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요함. 

∙고도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살수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생활에서부터 물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 오염부하

량을 이기 해 신축건축물에 수도를 설치해 화장실용수를 

청소용수로 활용하여 상수사용량을 임.

∙빗물을 수자원으로 확보하고 조경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 등으

로 활용하기 해 단독주택의 가정용 빗물이용시설을 극 으로 

보

③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물관리 도시

－시민과 산, 하천의 물환경을 연결하는 수변 조성(<그림 3-22> 참조)

∙시민들이 수변과 만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넓  시민생

활속의 수변공간 확

∙지역구분에 합하게 검토하여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개별사례마다 

지역이 목표로 해야 하는 수변모습을 설정하고 수변  주변의 경

이나 생물서식 환경보  등을 고려하여 수변공간 창출

∙시민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수변공간을 유지하기 하여 지역

에서 환경보 활동 활성화

－하천의 물흐름 살리기

∙흐름이 없는 하천에 물흐름을 되찾고 다양한 생물이 하천에서 서

식할 수 있는 유량과 수심 확보

∙도시화에 따라 수량이 부족하여 흐름이 사라진 하천에 하여 물

흐름이 있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변 조성(<그림 3-23> 참조)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수변을 보 ㆍ회복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회복

∙수변조성 시 물가  주변의 경 이나 생물서식 환경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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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수변공간 혜택률：58.7%(하천수변연장길이：175,053m)

<그림 3-22> 수변공간 혜택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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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하천의 목표수질 및 대표어종

(3) 주요사업 및 예산

｢안 하고 깨끗한 물｣,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물｣

비 을 달성하기 한 서울시 물 리 사업 추진계획과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다.

목표 추진사업
목표연도 지출계획(백만원)

비고
2010년 2013년 2020년

침수 Zero 도시 1,650,852 2,123,068 　 　

　
　　

하수관거 종합정비
1,178,072

(24개 
배수분구)

1,767,108
(43개 

배수분구)

4,123,252
(171개 

배수분구)

2008년 “서울특별시 하
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표 3-14>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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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추진사업
목표연도 지출계획(백만원)

비고
2010년 2013년 2020년

빗물펌프장 성능향상
388,962
(58개소)

　 　

관거개량 및 저수호안 정비
63,330
(64.0㎞)

85,100
(175.9㎞)

　

우수유출저감사업
18,112
(5개소)

24,794
(6개소)

　

다기능터널 건설 2,376 246,066 364,356
2016년 1개소 완공
(방재 및 CSOs저감)

물놀이 BOD 5~7㎎/L 달성 305,198 478,001 　

　
　
　

고도처리시설 도입
282,835

(194만㎥/일)
419,553

(197만㎥/일)
　

차집관거 개선 8,086 38,000
도림천 외 차집관로
2012년 공사시작　

상수원 수질보전 14,277 20,448
관거신설 및 하천준설 등
을 통한 상수원 보전

자료：서울특별시, 2009, 서울시 물관리국 내부자료(2009~2013년 중기사업계획)
2008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참조
2007년 서울시 내부자료(기상이변에 대비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추진계획보고) 참조

  주：( ) 안의 숫자는 사업물량임.

<표 계속>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목표 추진사업
목표연도 지출계획(백만원)

비고
2010년 2013년 2020년

증발면적 30% 이상의 물순환 회복 18,019 120,499

　
　

처리수 유지용수 공급
10,603
(1식)

78,131
(3식)

빗물관리시설 확충

7,416
(빗물이용 10개소, 

침투 및 저류 
19개소)

42,368
(빗물이용 45개소, 

침투 및 저류 
60개소)

물자급률 13% 이상 확보

　 처리수, 중수도, 빗물이용 (물자급률 5.4%) 　-　
(물자급률 
13.1%)　

빗물관리시설 확
충사업과 관련됨

자료：서울특별시, 2009, 서울시 물관리국 내부자료(2009~2013년 중기사업계획)
  주：( ) 안의 숫자는 사업물량임.

<표 3-15>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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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추진사업
목표연도 지출계획(백만원)

비고
2010년 2013년 2020년

시민생활속의 수변공간 　59,936 34,340　 　 　

　
　
　

실개천 만들기
38,314
(12개소)

29,240
(14개소)

　 남산 실개천 3.3㎞임.　

하천 보행자진입시설 설치
5,200
(2개소)

　 　 　

수변공간 조성
16,422
(5개소)

5,100
(1개소)

　 　

자연형 하천 100% 172,051 　 　 　

　 하천정비사업
172,051

(17개 하천)
　 　

자료：서울특별시, 2009, 서울시 물관리국 내부자료(2009~2013년 중기사업계획)
  주：( ) 안의 숫자는 사업물량임.

<표 3-16>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서울시는 세계 인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해 기, 기후변화, 에 지, 폐기

물, 물 등 다양한 환경시책을 추진하 으나 최근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기후변

화 응  응, 에 지ㆍ자원 기 극복, 기환경 개선을 해서는 부문별로 

추진해 오던 개별 리방식에서 기후ㆍ에 지ㆍ 기 통합 리로 환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폐기물과 물 

리도 통합 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경쟁력을 진단하기 해 환경, 에 지, 하천ㆍ건

설, 산림, 도시계획, 교통, 주택 등 련 문가 100명과 기후 기과, 친환경교

통과, 자원순환과, 물 리기획  등 련 공무원 4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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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설문조사의 목 은 서울의 환경 리 수 , 선진도시와의 환경 리 

수  비교평가,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략 등 서울시 환경경쟁력 인식 정도

를 평가함으로써 기ㆍ에 지ㆍ기후변화와 자원순환의 정책 우선순 를 도출

하고, 환경경쟁력 확보를 해 통합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기 자료는 향후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략 마련의 기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서울의 환경경쟁력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 통합 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략  련 정책들의 우선순 를 도출하기 하여 

문가 100명과 련 담당공무원 40명을 상으로 2011년 1월 17일부터 24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 주요내용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한 설문조사 내용은 ① 서울의 환경 리 수 , 

② 선진도시와의 환경 리 수  비교평가, ③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략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분 항 목

서울의 환경관리 수준

■ 서울의 환경관리 수준 인식
 -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자원순환(물ㆍ폐기물) 부문별 관리정책 수준 

진단
 -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준 진단
 -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자원순환(물ㆍ폐기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관리 항목 진단

선진도시와의 환경관리 수준 
비교평가

■ 서울의 부문별ㆍ통합 환경경쟁력 수준 비교 
■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준 상호비교 평가：10개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전략
■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별 우선순위 평가

<표 3-17>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설문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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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1) 서울의 환경관리 수준 진단

● 부문별ㆍ통합관리 수준 진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문별ㆍ통합 리 정책수 을 조사하 다. 공무

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잘 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환경 리 

82.5%, 에 지 리 77.5%, 기후변화 응  응 62.5%로 나타났다. 반면 

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잘 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환경 리 

46.0%, 기후변화 응  응 26.0%, 에 지 리 24.0%로 나타났다. 자원순

환 부문의 경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잘 리되고 있다’는 의견이 물

리 70.0%, 폐기물 리 67.5%인 반면, 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잘 리되

고 있다’는 의견이 물 리 38.0%, 폐기물 리 33.3%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문가의 부문별ㆍ통합 리 수 을 비교할 경우 공무원, 문가 모

두 부문별 리보다 통합 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환경 련 요소의 통합 리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5  척도의 평균 수로 살펴본 환경 리의 수  평가에 해서는 기

환경 리가 공무원, 문가 설문조사 결과 각각 4.23 , 3.39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받아 잘 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 역시 보통수 (3.0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  잘 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ㆍ에 지

ㆍ기후변화 통합 리(2.65 ), 자원순환 통합 리(2.79 )는 리수 이 미흡한 

수 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구분

관리수준
평균

(5점척도)아주 

잘 관리됨

비교적 

잘 관리됨
보통

미흡하게 

관리됨

전혀 

안됨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15

2
48

24
38

49
0

25
0

0
3.78 

3.03

<표 3-18> 서울시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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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관리수준
평균

(5점척도)아주 

잘 관리됨

비교적 

잘 관리됨
보통

미흡하게 

관리됨

전혀 

안됨

에너지 관리
13

3
66

21
20

54
3

22
0

0
3.88 

3.05

대기환경 관리
40

7
43

39
18

41
0

12
0

1
4.23 

3.39

기후에너지대기 통합관리
18

0
43

8
33

50
5

41.0
3

1
3.68

2.65

폐기물 관리
23

2
45

31
30

55
3

12
0

0
3.88 

3.20

물관리
20

3
50

35
28

51
3

11
0

0
3.88 

3.30

자원순환 통합관리
15

0
45

13
33

53
5

.34
3

0
3.65 

2.79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계속> 서울시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단위：%)

● 우선관리 항목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리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우선 으로 리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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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해 질문하 다. 그 결과 기환경 리부문에서는 공무원은 ‘친환경 공해 

자동차 보 ’(27.5%), 문가는 ‘환경친화  교통수요 리’(20.0%)를 우선 리 항목

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 항목에 해 3  척도로 1순 ~3순 를 평가하면, 공무원

의 경우 1순  ‘친환경 공해 자동차 보 ’, 2순  ‘운행경유차 공해화’, 3순  ‘친

환경 에 지 이용’으로 나타났으며, 문가의 경우 1순  ‘운행차 배출가스 리 강

화’, 2순  ‘생활권 녹지 확충’, 3순  ‘환경친화  교통수요 리’로 조사되었다. 

항목 
우선관리 평균

(3점 척도)1순위 2순위 3순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13

11
25

11
13

10
1.0

0.65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28

13
20

9
18

13
1.4

0.70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13

18
5

19
15

10
0.63

1.02

노후 과대배출 자동차의 운행제한
5

8
10

2
5

3
0.40

0.31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
13

20
5

8
13

16
0.60

0.92

공사장ㆍ작업장 관리 강화
0

1
5

1
3

0
0.13

0.05

도로변 환경 개선
3

2
10

6
5

7
0.33

0.25

지하공간 공기질 개선
5

4
5

9
5

8
0.30

0.38

생활권 녹지 확충
8

14
10

18
13

17
0.55

0.95

친환경 에너지 이용
15

9
5

17
13

16
0.68

0.77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3-19> 대기환경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단위：%)

그리고 에 지 리부문에서는 공무원은 ‘신재생에 지 보  확 ’(38.5%), 

문가는 ‘에 지 약(고효율ㆍ 형 기기 보 )’(54.0%)를 우선 리 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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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 항목에 해 3  척도로 1순 ~3순 를 평가하면 공무

원은 1순  ‘신재생에 지 보  확 ’, 2순  ‘건물에 지 이용 합리화 사업

(BRP) 확 ’, 3순  ‘에 지 약(고효율ㆍ 형 기기 보 )’으로 나타났으며, 

문가는 1순  ‘에 지 약’, 2순  ‘신재생에 지 보  확 ’, 3순  ‘건물에

지 이용 합리화 사업(BRP) 확 ’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후변화 응  응 리 부문에서는 공무원은 ‘친환경 공해 자동

차 보 ’을, 문가는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우선 리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 항목에 해 3  척도로 순 를 평가하면 공무원은 ‘신재생에 지 보  

확 ’, ‘친환경 공해 자동차 보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문가는 ‘기후

변화 모니터링’, ‘녹지확충’, ‘신재생에 지 보  확 ’를 각각 우선 리 항목으

로 지 하고 있다. 

항목 
우선관리 평균

(3점 척도)1순위 2순위 3순위

에너지 절약(고효율ㆍ절전형 기기 보급)
21

54
28

25
33

14
1.51

2.26

친환경 건물 및 단지 개발
13

10
18

15
28

28
1.03

0.88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확대
28

11
28

25
28

35
1.69

0.98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8

25
26

35
10

23
1.77

1.10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3-20> 에너지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단위：%)

항목 
우선관리 평균

(3점 척도)1순위 2순위 3순위

기후변화 모니터링
8

23
3

10
13

8
0.40

0.97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0

8
13

8
8

5
0.63

0.45

<표 3-2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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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우선관리 평균

(3점 척도)1순위 2순위 3순위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3

4
8

10
10

6
0.33

0.38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23

14
25

13
8

14
1.25

0.82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확대
5

7
8

9
15

6
0.45

0.45

폐기물 감량
13

6
3

2
3

1
0.45

0.23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25

7
13

7
3

6
1.03

0.41

교통수요 관리(승용차 요일제)
0

3
13

1
13

8
0.38

0.19

녹지 확충(도심 녹지, 옥상녹화 등)
5

17
15

16
15

13
0.40

0.96

적응 협력네트워크 구축
0

2
0

3
3

4
0.03

0.16

기후 적응정보 및 교육 제공
5

3
5

6
5

16
0.30

0.37

기후변화 취약 분야 적응대책 수립
5

6
8

13
3

13
0.33

0.57

기후변화 대책 기금 마련
0

0
0

2
5

0
0.05

0.04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계속>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단위：%)

자원순환(폐기물ㆍ물) 리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우선 리되어야 할 항

목으로는 폐기물 리에서 공무원과 문가 모두 ‘쓰 기 감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3  척도의 경우 공무원과 문가 모두 ‘재활용 활성화’, ‘쓰 기 

감량’, ‘자원회수 시설 건설 등의 기반확충’을 우선 리 항목으로 평가하 다.

한편 물순환과 련하여 우선 리 항목으로 공무원은 ‘상수원 수질 확

보’(30.0%), 문가는 ‘도시 녹지 보 (우수 침투지역 보 )’(23.0%)을 가장 많

이 주목하 다. 하지만 3  척도로 우선순 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하천수질개

선(하수 고도처리)’, ‘상수원의 수질 확보’, ‘강우 침수 책 수립’을, 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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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 책 수립’, ‘하천수질 개선(하수 고도처리)’, ‘도시 녹지 보 (우수 

침투지역 보 )’을 각각 1~3순 로 평가하 다. 

항목 
우선관리 평균

(3점 척도)1순위 2순위 3순위

쓰레기 감량
45

43
23

25
13

17
1.93

1.96

재활용 활성화
33

30
50

44
18

18
2.15

1.96

재사용 활성화(나눔 장터 등)
8

14
8

14
45

28
0.83

0.98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기반확충
15

13
20

17
25

37
1.10

1.10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3-22> 폐기물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단위：%)

항목 
우선관리 평균

(3점 척도)1순위 2순위 3순위

강우 침수대책 수립
23

16
5

8
8

7
0.85

0.71

상수원의 수질 확보
30

15
13

7
15

13
1.30

0.72

하천수질 개선(하수 고도처리)
18

20
35

22
15

14
1.38

1.18

지하수 수질 보전
0

3
18

6
18

5
0.53

0.26

도시 녹지 보전(우수 침투지역 보전)
10

23
5

12
5

14
0.45

1.07

빗물이용 대책 수립
13

16
10

26
20

19
0.78

1.19

중수도 이용 확대
5

4
5

14
15

16
0.40

0.56

자연형 하천 정비
3

3
10

5
5

12
0.33

0.31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3-23> 물순환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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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통합관리 수준 전망

향후 서울시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부문의 통합 리 수 에 해서는 ‘좋

아질 것이다(매우, 체로)’라는 응답비율이 공무원 93%, 문가 71% 정도로 

매우 정 으로 나타났으며, ‘ 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유보  시각은 공무원 

8%, 문가 27% 정도로 조사되었고,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 별로)’라는 

부정  망은 문가의 경우 2%에 불과하 다. 

<그림 3-24> 대기·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 수준 전망

그리고 향후 자원순환의 통합 리 수 에 해서 정 으로 망하는 비율

은 공무원 88%, 문가 60%로 나타났으며, ‘ 재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유보

인 입장인 비율은 공무원 13%, 문가 36%로 조사되었다.

<그림 3-25> 자원순환 통합관리 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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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

● 부문별 환경경쟁력 비교

런던, 뉴욕, 베를린, 리 등 선진 도시와 서울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

에 한 인식을 비교할 경우, 서울은 체 으로 선진 도시와 ‘비슷한 수 ’

이라고 평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 에 한 인식 비교를 5  척도로 살펴보면,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리수 은 선진도시와 비교해 체 으로 비슷한 수

(3.0 ) 이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무원은 기후변화 리 수  

3.08 , 문가는 기환경 리수  2.70 으로 다른 부문과 비교해 리수

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자원순환 부문과 련해서는 공무원은 ‘비교  높은 수 ’(폐기물 35%, 물

리 45%), ‘비슷한 수 ’(폐기물 30%, 물 리 37.5%)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

면, 문가는 ‘비슷한 수 ’(폐기물 32%, 물 리 41%), ‘비교  낮은 수 ’(폐기

물 45%, 물 리 21%)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5  척도로 살펴보면 폐

기물 리보다는 물 리 수 이 공무원, 문가에게 높은 수를 받았다. 

　구분

비교 수준
평균

(5점척도)매우

높음 수준

비교적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비교적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대기환경
8

0
15

10
43

55
30

30
5

5
2.95 

2.70

기후변화 
3

1
23

10
55

45
18

42
3

2
3.08 

2.66

에너지
0

0
20

8
53

35
25

52
3

5
2.93 

2.46

폐기물
5

5
35

18
30

32
28

41
3

4
3.15

2.79 

물
3

2
45

20
38

45
13

29
3

4
3.35 

2.87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3-24> 선진 대도시와 서울시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준 비교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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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 및 환경경쟁력 인식 비교

서울시와 선진도시의 환경경쟁력  통합 리 수  비교에서는 공무원은 ‘비

슷한 수 ’이라고 인식한 반면, 문가는 ‘비교  낮은 수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5  척도의 경우 공무원은 환경경쟁력 2.90 , 기ㆍ에 지

ㆍ기후변화 통합 리 3.00 , 자원순환 통합 리 3.05 으로 선진 도시와 비

슷한 수 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문가는 환경경쟁력 2.42 , 기ㆍ에 지

ㆍ기후변화 통합 리 2.37 , 자원순환 통합 리 2.49 으로 비슷한 수  이하

로 평가하고 있다.

　구분

비교 수준
평균

(5점척도)매우

높음 수준

비교적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비교적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환경경쟁력 
5

0
18

8
38

34
36

50
3

8
2.90 

2.42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통합관리

3
0

23
2

46
35

23
61

5
2

3.00 
2.37

자원순환 통합관리
3

2
28

8
41

29
23

59
5

2
3.05

2.49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표 3-25> 선진 대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과 통합관리 수준 비교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단위：%)

<그림 3-26> 선진 대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과 통합관리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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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대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 상호비교

서울을 포함한 10개 도시(런던, 베를린, 리, 뉴욕, LA, 토론토, 도쿄, 베이

징, 상하이) 환경경쟁력 수 의 상호비교에서 공무원은 토론토(26.3%), 문가

는 런던(31.0%)을 1순 로 평가하 다. 

한편 10개 도시를 10  척도의 평균 수로 살펴본 상호비교에서는 공무원은 

리, 뉴욕, 베를린을 상 도시로, 서울, 베이징, 상하이를 하 도시로 평가한 

반면, 문가는 베를린, 런던, 토론토를 상 도시로, 상하이, 서울, 베이징을 하

도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선진 대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 비교 

상 도시로 평가한 이유로는 ‘효과 인 통합 환경 리 정책 수립’이 가장 많

았고,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트 십 체결과 력’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하 도시로 평가한 이유는 동일한 맥락에서 ‘통합 환경 리 

정책 미수립’, ‘ 트 십 부재와 력 미흡’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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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위도시 

공무원 전문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5 10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협력 38 25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45 37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마련 5 22

환경관련 정보체계 구축 ㆍ 활용 0 2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5 3

기타 3 1

<표 3-26> 환경경쟁력 상위도시 평가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구분
하위도시

공무원 전문가

인센티브 및 규제 미비 8 1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부재와 협력 미흡 25 13

통합 환경관리 정책 미수립 35 30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미비 13 38

환경관련 정보체계 미구축 3 8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충분한 예산 8 8

기타 10 2

<표 3-27> 환경경쟁력 하위도시 평가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3)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전략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 를 확보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략 평가에서

는 공무원의 경우 ‘통합 환경 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기반 

구축(지침 는 제도마련)’, ‘충분한 산 확보’를, 문가의 경우 ‘통합 환경

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기반 구축(지침 는 제도마련)’, ‘다양

한 인센티  제공  각종 규제 철 ’를 비교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

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경경쟁력 비교우  확보 략 우선순 를 5  척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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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환경 리 정책수립’ 략이 공무원 3.63 , 문가 3.82 으로 가장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나타났다.

전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ㆍ6순위 평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8

6
5

14
15

25
18

14
55

42
1.93

2.31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협력

13
11

13
14

10
13

5
18

60
44

2.13
2.30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53

48
3

19
13

10
20

13
13

10
3.63

3.82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마련
13

22
38

36
15

21
18

9
18

13
3.10

3.48

환경관련 정보체계 구축·활용
5

3
20

5
25

19
15

25
35

47
2.45

1.89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10

10
23

12
23

12
25

21
20

44
2.78

2.20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5ㆍ6순위는 5점 척도 평가를 위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 

<표 3-28>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우선전략 응답 비율 및 평균   (단위：%)

환경경쟁력 비교우 를 확보하기 한 략별 상  우선순  평가에서는 

공무원은 ‘통합 환경 리 정책 수립’, ‘기반구축(지침 는 제도마련)’ 략을 

각각 27.5% 수 으로 다른 략과 비교해 높게 평가하 고, 문가는 ‘통합 환

경 리 정책 수립’(35.0%)을 가장 많이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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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별 상  우선순 에 한 5  척도의 경우에도 ‘통합 환경 리 정책 

수립’(공무원 3.88 , 문가 3.95 )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기반 구축(지침 는 제도마련)’(공무원 3.83 , 문가 3.94 ), ‘충분한 산 

확보’(공무원 3.60 , 문가 3.61 )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략

우선순위
평균

(5점척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15

12
28

38
43

35
13

15
3

0
3.40

3.47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협력

8
16

35
31

35
31

20
16

3
6

3.25
3.35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25

35
35

38
35

14
3

13
0

0
3.88

3.95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마련
28

34
38

35
25

22
10

9
0

0
3.83

3.94

환경관련 정보체계 구축 ㆍ 활용
13

11
38

36
40

42
10

10
0

1
3.53

3.46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23

21
40

35
18

31
15

10
5

3
3.60

3.61

주：왼쪽 숫자는 공무원 응답비율, 오른쪽 숫자는 전문가 응답비율임.
5ㆍ6순위는 5점 척도 평가를 위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 

<표 3-29>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인식비교 응답 비율 및 평균   
(단위：%) 

<그림 3-28>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인식비교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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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종합평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문별ㆍ통합 리 정책수 에 해서는 공무원은 

비교  잘 리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문가는 보통 수 이라는 응답비율이 가

장 많았다. 그리고 부문별 리수 과 통합 리 수 을 비교할 경우 공무원, 문

가 모두 부문별 리보다는 통합 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리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우선 으로 

리되어야 할 항목의 경우 기환경 리부문에서는 ‘친환경 공해 자동차 보 ’

(공무원), ‘환경친화  교통수요 리’( 문가), 에 지 리부문에서는 ‘신재생에

지 보  확 ’(공무원), ‘에 지 약(고효율ㆍ 형 기기 보 )’( 문가), 기후

변화 응  응 리 부문에서는 ‘친환경 공해 자동차 보 ’(공무원), ‘기후변

화 모니터링’( 문가)이 각각 우선 으로 리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폐기물ㆍ물) 리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우선 리되어야 할 항목

의 경우 폐기물 리에서는 공무원과 문가 모두 ‘쓰 기 감량’, 물순환 리에

서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무원), ‘도시 녹지 보 (우수 침투지역 보 )’( 문

가)을 가장 많이 주목하 다. 

구분 공무원 전문가

대기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2. 친환경 에너지 이용
3.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1.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2. 생활권 녹지 확충
3.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

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확대
3. 에너지 절약(고효율ㆍ절전형 기기 보급)

1. 에너지 절약(고효율ㆍ절전형 기기 보급)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확대

기후변화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3.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 녹지확충(도심녹지, 옥상녹화 등)
2. 기후변화 모니터링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물순환
1. 하천수질 개선(하수 고도처리)
2. 상수원 수질 확보
3. 강우 침수대책 수립

1. 빗물이용대책 수립
2. 도시 녹지보전(우수침투지역 보전)
3. 하천수질 개선(하수 고도처리)

폐기물
1. 재활용 활성화
2. 쓰레기 감량화
3.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기반확충

1. 재활용 활성화/쓰레기 감량화
3.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기반확충

<표 3-30>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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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뉴욕, 베를린, 리 등 선진 도시와 서울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

에 한 인식을 비교할 경우, 서울은 체 으로 선진 도시와 비슷한 수 이

라고 평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환경경쟁력, 통합 리 수  비교에서

는 문가는 서울이 비교  낮은 수 이라고 평가하 다. 

서울을 포함한 10개 도시(런던, 베를린, 리, 뉴욕, LA, 토론토, 도쿄, 베이

징, 상하이) 환경경쟁력 수 의 상호비교 평가에서 10  척도의 평균 수로 순

를 살펴본 결과, 공무원의 경우 리, 뉴욕, 베를린을 상 도시로, 서울, 베이

징, 상하이를 하 도시로 평가한 반면, 문가는 베를린, 런던, 토론토를 상 도

시로, 상하이, 서울, 베이징을 하 도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 를 확보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략 평가에서

는 공무원, 문가 모두 ‘통합 환경 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기반구축’을 비교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효

과 인 통합 리의 정책 수립과 련 지침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3절 환경경쟁력 SWOT 분석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세계의 도시들이 도시 랜드 가

치를 높이기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 에서 서울시를 사례로 기ㆍ

에 지ㆍ기후 부문과 자원순환(물ㆍ폐기물) 부문의 SWOT 분석을 통해 비교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환경정책 분야별 수 을 진단ㆍ평가하고, 환경경쟁력을 세계 선진

도시에 뒤지지 않게 향상시켜 서울의 환경 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한 의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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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1) 강점(Strength)

환경 으로 건 하며 지속가능한 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ㆍ에 지ㆍ

기후문제를 효율 으로 통합 리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21세기 에 지자본 확보 경쟁, 지구환경 보 을 한 각종 국제 약에

의 응, 쾌 한 환경 조성 등 미래사회의 선도  상을 차지하기 해 필요한 

우수한 인 자본이 많다.

2) 약점(Weakness)

쾌 한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인체건강 해 가능성을 사 에 방하기 

한 기ㆍ에 지ㆍ기후 리는 종래의 매체 심의 리 책에서 벗어나 진단

과 처방을 상호 연계한 과학 인 통합 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청정에 지 수요 확 를 통해 환경과 에 지 문제를 통합 해결하

기 한 효과  근이 바람직하나, 이를 달성하기 한 제조건에 해당하는 

기술 , 경제  문제 해결능력  련 청정에 지 산업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체 에 지 소비의 약 96.6%(2007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체

할 수 있는 청정에 지의 자체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해 미래 청정에 지에 

한 R&D 투자 규모를 폭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변화 응과 

기환경 개선, 녹색기술 개발, 녹색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한 서

울의 발상 환이 필요함과 직 으로 연계되고 있음이다.

그리고 청정에 지 생산기반의 조성  보  확 에 못지않게 요한 사항은 

에 지 소비 약  효율  이용이며, 한 환경  기후변화에 응하기 한 

생활양식 변화와 실천이나 기 의식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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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회(Opportunity)

국내 에 지 공   이용에 있어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근본 인 개 이 

요구되는 세계  기후변화 로그램이 용되는 시 에 앞서, 에 지 소비 약 

 이용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에 지 생산  이용에 응하기 한 동력요인

이 발생하고 있다. 

한 에 지 문제는 국가경제  산업ㆍ경제활동의 핵심 이슈로 두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환경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동인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 속도에 비해 그동안 경제  가치증 를 

한 제반 생산  소비활동에 역 을 두어 왔으나, 차 환경의 요성, 에 지 

소비패턴의 변화, 지구환경 보호를 한 역할 인식 등으로 깨끗한 에 지, 맑은 

하늘에 한 반 인 기 의식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4) 위협(Threats)

기, 에 지, 기후와 련된 정책부서의 분산으로 통합 리를 한 정책목

표 설정  실 수단에 한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여 정책추진의 일 성이 미

흡하고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 에 지,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상의하달ㆍ하의상달 의사결정의 

을 도출하기 한 노력이 미흡하여 정책추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

구온난화, 기오염의 월경  역화 등에 비하기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에 맞추어 지구 으로 생각하고 지역 으로 행동(Think Globally, Act Locally)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사용의 한계, 에 지 이용을 둘러싼 자원갈등, 환경문

제 등에 사  응하고 선도  지 를 차지하기 한 노력으로 각국 정부는 미

래 청정에 지 개발  보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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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대기·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SWOT 분석

2. 물관리

1) 강점(Strength)

서울시 물 리에 있어서 강 은 2008년 하천과와 하수 리과를 물 리국으

로 통합함으로써 수질  수량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약 85% 이상의 시민들이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

에 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반수의 시민들이 하천의 복원  생태하천의 조성 

등에 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약점(Weakness)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으로 인하여 정책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의 일 성, 

종합성  연계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발 주의 정책과 환경에 한 무 심

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악화된 생태계는 자연정화력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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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이고, 고 도 개발로 인하여 환경 련 시설물의 설치를 한 충분한 여

유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3) 기회(Opportunity)

환경보 을 시하는 방향으로 물 리 패러다임이 환되었으며, 물산업을 

요한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기 극복과 고용창출과 연

계하려는 노력이 진행 이며,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에 따라 친수공간에 한 

시민의 요구가 증 되고 있는 상황이 기회요인이다.

4) 위협(Threats)

경제 기로 빠른 경기회복을 한 개발 주의 정책추진  녹지지역에 한 개

발압력 증가로 환경부분을 소홀하게 다룰 우려와 물이용을 하나의 수원에 의존함

으로써 수질사고에 따른 책수립이 어려운 실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0> 물관리를 위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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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관리

1) 강점(Strength)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련하여 서울의 폐기물 리체계나 내부여건이 가진 

강 (Strength)은 다음과 같다. 먼  자원화 상물질, 종이류, 고철류, 음식물쓰

기 등 유기, 무기의 자원화 가능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좁은 지역에서 

집해 발생하여 수거하기도 용이하고, 소각열 등 재생에 지를 회수할 경우 활

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산재해 있다. 한 공동주택, 단  상업지역의 발달은 

회수에 지의 효율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화에 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 분리배출에 한 참여도가 매우 높으며,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이 풍부

하여 새로운 정보의 발굴과 기술개발에 용이하다. 더불어 정부든 민간이든 재

정여건이 상 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 고성능 시설의 확보에 유리하다.

2) 약점(Weakness)

옥내 보 공간이 부족하여 자주 쓰 기를 배출하고 잦은 수거로 이어지며, 

처리시설이 입지할 지가 부족하고 처리시설 입지에 한 거부감이 커서 지자

체 는 역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한 통 인 재활용품  음식

물쓰 기에 의한 자원화성과와 이에 따른 처분량(소각량 는 매립량) 감축효

과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 으며, 시민들은 높은 서비스질에 익숙하고 그 수

이 높아져 많은 물류비용을 요구한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부족한 기반과 문

기술은 민간부문의 기술과 시설에 의존해야 하나 폐기물 리 민간업체들은 

세하고 기술 으로 낙후한 수 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방법이 

민간업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3) 기회(Opportunity)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성장기술의 개발과 발 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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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을 진할 수 있고, 녹색성장에 한 시민의 정  인식은 분리배출에서 

련시설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업에 한 조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한 서울의 국제화는 더 청결하고 더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를 요구하여 각종 설비, 

시설에 한 공공재원의 투자를 용인할 것이며, 낙후지역의 규모 개발사업은 발생

원 처리설비 등 미래형 폐기물 리시스템을 조기에 구 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4) 위협(Threats)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 등은 재의 처리방법에 해 완화하는 방향으

로 수정 는 재검토를 요구할 망이다. 한 인천시에 치한 수도권매립지

의 고갈은 서울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 큰 이 될 수 있으며, 고착되는 

역정부 간의 지역주의는 매립지 확보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의 처리와 기반시

설의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불어 1인가구와 사업장의 증가는 폐기

물의 증가를 가져오고, 고령가구와 건물의 고층화는 불편하고 비 생 인 폐기

물 배출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림 3-31> 폐기물 관리를 위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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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종합정리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와 SWOT 분석, 그리고 세계 인 환경도시

로 거듭나기 한 다양한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자원순환(물ㆍ폐기물) 정책

들을 분석한 결과의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외 으로 지구환경 보 을 한 국가 간 기후변화 완화 력에 동참하고, 

내 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을 해 청정에 지 개발  보 을 한 기반 조

성, R&D 지원, 재원 확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으로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문제의 통합 리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품격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민선5기 서울시의 정책비 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기ㆍ에 지ㆍ기후변화의 통합 리 추진방향은 우선 상호 간 시 지 효과

를 도모하는 것이다. 에 지 수   기후ㆍ환경문제의 동시 해결로 지속가능

한 성장을 실 할 수 있는 에 지 효율 개선, 청정석탄  신재생에 지 개발, 

탄소 감  고정화 기술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앙정부 부

서 상호 간 통합 리 효과를 제고하기 한 략기획 을 구성ㆍ운 함으로써,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통합 리를 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연계하

여 공동 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향후 국내 산업ㆍ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을 한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향후 에 지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이용 패턴에서 신재생에 지 이용 

패턴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산업경제 체질 개선을 한 기술력 확보가 건이 

되므로 첨단 기술개발에 바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 녹색성장과 

한 에 지 고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연료 지를 비롯한 신재생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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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탄

소 녹색성장 산업을 차세  산업으로 육성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근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으로

<그림 3-32>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2. 자원순환

도시에서 물의 역할은 생활속의 물, 이용가치  물, 휴식공간의 물  경제  

이익창출의 물로 구분된다. 최근에 물의 역할은 기존의 이용가치  기능 심

에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휴식공간과 경제  이익 등을 창출하는 기능 심으

로 변화하고 있다.

 ㆍ 성장 시 의 도래와 주변 환경개선 요구증   여가시간 증가에 따

른 환경서비스 질  개선요구, 환경오염원의 다양화  화학물질 사용증가, 건

강 시 생활양식의 확산 등으로 환경보 문제 해결에 한 정책  요구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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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구에 응가능한 물 리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ㆍ외부  환경이 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하게 응하고 

물, 자연과 지속 으로 공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생태  기반의 와해에 따라 국민생활에서 자연과 물을 할 수 있는 

기회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 생태ㆍ녹지공간, 친수공간을 폭 확

충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쾌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동안 공 주의 물 리 정책에서 수요 리 심의 물 약 종합 책으로, 

그리고 물환경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새로운 발 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기존 

물 리 정책을 사후처리 심에서 사 방 인 유역 리 심으로 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화ㆍ블록화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확산되고, 환경문제는 

 지구로 확 ㆍ심화되며, 지구  환경문제의 증가  지구환경 보 ㆍ개선을 

한 규범의 이행요구 증 에 부응하고, 물순환, 물재이용 등을 녹색성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3-33> 도심 속 물의 역할



108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그리고 폐기물 리와 련하여서는 지 까지 이루어진 자원화사업의 성과

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자원화를 지속 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원화사업의 가치

를 감안하여 에 지회수가 유리한 부분과 품목에 해서는 에 지회수로 환

한다.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청결한 폐기물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도 유지한다. 자원화사업에 필요하거나 선도가 요구되는 분야에 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재원을 활용하여 과감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역처리 심인 재의 처리시스템과 발생원처리, 단지내처리 등 

분산처리시스템이 공존하게 되는데, 발생원처리, 단지내처리스시템을 구축할 

때에는 편리한 폐기물 배출장치를 결합하여 시민의 배출편의를 도모한다. 새

로운 처리시설은 자원화기능을 갖추어 입지지역 인근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에 반입쓰 기로부터 가연성분, 유가성분을 분리하

여 매립지의 수명을 늘리고, 수도권매립지 내 유휴부지에 각 지자체가 확보하

기 어려운 역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수처리장 등 타 공공기반시설의 

부지나 공정도 폐기물의 자원순환사업에 활용한다. 정체된 자원화사업은 새로

운 역을 발굴하여 확장하며, 민간부분의 문성과 자본 활용도 필요하다. 사

업계폐기물량이 늘어나면 사업장에서의 바른 배출이 요해진다. 청소의 질에 

한 높아진 시민의 높이는 가로청결상태  청소조직 청소실 의 주기 인 

모니터링으로 응한다.

이와 함께 고착되는 역정부 는 지자체 간 기피시설 갈등(지역이기주의)

은 발생원처리의 확 를 통해 완화한다. 민간기업의 시설활용은 부족한 공공 

자원화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극 확 한다. 폐기물의 수거에서 처리까지

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개선한다.

SWOT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은 <표 3-32>와 같이 재정리되며, 자원

화사업 확 , 자원화시설 확보, 폐기물 리수  향상 등 3개의 역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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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강화

·

약점

완화

강점강화(OS) 전략

▸폐기물 자원화 지속 추진
▸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 회수 확대
▸청결한 폐기물 수집시스템 구축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창의적 기술활용을 위한 R&D사업 추진

약점완화(OW) 전략

▸소규모 분산처리 확대
▸자원회수시설의 충분한 활용 및 첨단화
▸수도권매립지 부지의 활용
▸새로운 자원화영역 발굴 및 시민협력 유도
▸민간기업 전문성 제고 및 역할 확대
▸청소상태 모니터링

위협

완충

·

약점

극복

위협완충(TS) 전략

▸배출자의 발생원처리 확대 및 적합기술 활용
▸발생지역 내 처리확대 및 광역시설 확보 
▸온실가스 배출감축형 폐기물 물류체계 구축
▸민간처리시설 적극 활용

약점극복(TW) 전략

▸배출자의 발생원 처리 확대
▸자원화 확대를 통한 시설거부감 희석
▸편리한 쓰레기 배출체계 도입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저감사업 적극 추진
▸타 환경기초시설의 활용을 통한 병합처리
▸사업장의 바른 배출 강화

<표 3-31> 내외적 여건을 활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 

 

영역 향후 정책방향

자원화사업 확대

∙ 저가치 물질회수 품목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화 추진
∙ 매립폐기물의 가연성분 RDF화 및 자원화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열회수 성능 개선
∙ 새로운 자원화 영역 발굴을 위한 민간업체의 전문성 자본 활용
∙ 늘어나는 사업계폐기물의 바른 분리배출 정착   

자원화시설 확보

∙ 발생원 처리, 지역처리 확대 강화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모든 시설용량 활용
∙ 하수처리장 공정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 부족한 공공자원화기반 민간 자원화시설 활용으로 대응

폐기물관리수준 향상

∙ 디스포저 등 편리한 배출설비 활용체계 마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고려한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 각종 시설 및 설비의 청결한 관리기준 도입
∙ 청소사업 및 가로청결 정기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폐기물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R&D사업 추진   

<표 3-32>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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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1. 뉴욕

1) 대기질 관리

－환경청(EPA)이 규정한 6개 기오염물질의 기환경 기  가운데 CO, 

NO2, O3, PM10은 기 을 달성하고 있으나, 오존과 2004년에 도입된 

PM2.5는 기 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뉴욕의 PM2.5 배출량은 교통, 공장, 발 소, 보일러의 연료 연소가 45%, 

기 의 SO2에 의한 이차생성이 55%를 차지함.

－ 기질 환경의 악화로 인해 2004년 뉴욕의 천식환자 입원율은 국가 평

균의 2배 이상 수 이며, 롱크스(Bronx) 지역의 천식환자 입원율은 국

가 평균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나 기환경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향은 

국지 으로 차별화를 보임.

－미국 도시 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해 2017년까지 PM2.5 

배출량 9% 삭감 해 4단계의 략 목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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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PM2.5 3년 이동평균] [뉴욕의 PM2.5 배출원(2005년)]

구분 1990년 2005년 1990년 기준 감소율 EPA 기준 달성

CO 7.5ppm 2.0ppm 73% 달성

NO2 0.046ppm 0.037ppm 20% 달성

O3 0.098ppm 0.095ppm 3% 미달성

PM10 22.3㎛/㎥ 12.8㎛/㎥ 43% 달성

SO2 0.018ppm 0.011ppm 37% 달성

  주：CO 8시간, NO2 연평균, O3 8시간, 미세먼지 연평균, SO2 연평균
자료：http://www.nyc.gov/html/planyc2030/downloads/pdf/greenyc_air_quality.pdf

<표 4-1> 뉴욕의 대기오염 수준(1990년, 2005년)

① 자동차 배출량 감소

－혼잡통행료 도입：AM6:00~PM6:00 통행요 (8달러) 징수

－승용차 연료 효율 향상

∙신차 배출량 기  채택(휘발유의 탄소 배출량 감소)

∙그린카 보  확산을 해 통행료 할인, 우선차로 근 등 다양한 

인센티  제공을 한 력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과 연료에 한 시험 실시

－택시, 임 차량의 배출량 감소

∙택시와 리무진 자동차의 엔진 공회  감소 장치 장착

∙TLC(택시 리무진 원회)와 택시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 계자와

의 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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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트럭의 교체, 엔진 개7조, 공회  지

∙노후 경유 트럭에 DOC, DPF 장착, 엔진 업그 이드, 청정연료 사용

∙ 행 자동차 엔진 공회  지법률 수(3분 공회  제한)를 한 

교육 캠페인 실시

－스쿨버스 배출량 감소：Law 42 법안 통과(2005)

② 기타 교통수단의 배출량 감소

－항공기, 열차, 선박,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오염원의 배출량은 PM2.5 배

출량의 약 15% 정도 기여하고 있음. 효율 향상, 청정연료 사용, 필터 장

착 등으로 7%의 배출량 삭감이 가능함. 

－선박 개조, 청정연료 이용 권장：엔진 교체  개조, DOC 장착, 연방항

공국ㆍ항만국 등과 트 십 체결

－건설기계의 배출량 감소：Local law 77 제정ㆍ시행

③ 건물 배출량 감소

－건물에서 배출되는 PM2.5는 체 배출량의 5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

에 건물 효율 향상, 청정 에 지 공  확  등으로 도시 체 배출량의 

6% 삭감 가능 

－에 지 계획과 연계 

－청정 난방 연료 사용 권장：엄격한 건물 배출 기  시행

④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 대책 강구

－오 스페이스 공간확  계획과 연계

∙zoning code 수정：신규 건설과 재개발 시 식재 계획 반  유도

－공공공간 녹지 형성  확충

∙주자장, 개인 정원, 학교와 학 캠퍼스, 시소유의 부지에 식재 증가

∙백만그루 식재를 한 이해 계자와의 력체계 구축

⑤ 효과적인 뉴욕시 대기질 연구체계 형성

－학계, 의료계, 민간 분야 문가가 참여하여 근린지구 차원의 기오염 

모니터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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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관리

－뉴욕의 1인당 기소비량 수 은 미국의 도시들 가운데 낮은 수 이며, 연

간 13.4백만 달러의 에 지 비용을 소비하고 있음. 속한 성장, 인구 증가

에 따른 에 지 수요 증가에 응하고, 새로운 체 에 지 개발이 요구됨. 

<그림 4-1> 미국의 도시별 1인당 연간 전기 소비량

－에 지 사용은 지구 온난화가스 배출량의 80%, 일반 기 오염물질 배

출량의 40% 정도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건물(난방, 온수, 조명, 가  

기기 등) 부문에서의 에 지 소비량 비 이 크게 나타남. 

<그림 4-2> 뉴욕의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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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련 기반시설  기반의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 한 에 지 

공 과 에 지 약 목표를 수립함. 

① 에너지 계획위원회(Planning Board) 창설

－에 지 수 계획  종합계획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

②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추진

－에 지 약형 건물 설계  제품 사용과 활용에 한 에 지 련 건축

법 강화

－ 기에 지 임계부하 리(Peak Load Management) 로그램 확  용

－에 지 약 캠페인 시행：효율  에 지 사용 홍보  교육 

③ 청정에너지 공급의 확대

－기존 발 소 화, 효율 최 화：에 지 효율 40% 향상 기

－분산형 발 (Clean DG) 실행, 천연가스 이용시설 확 , 태양에 지 등 

재생가능한 에 지 이용 증 를 한 세 감면  재원지원책 마련

④ 전원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현대화

－ 력 공 망의 화  기반시설의 개ㆍ보수를 한 공동입찰 추진

－ 력회사(Con Edison)와 력

3) 기후변화 대응

－높은 인구 도로 인한 주거 환경, 범 한 교통 시스템 발달에 기

인하여 미국 도시들 가운데 뉴욕시는 1인당 평균 CO2 배출량이 7.1톤으

로 낮음(미국 1인당 평균 CO2 배출량은 24.5톤).

－2009년 시 체의 CO2 배출량은 49.3MMT 수 이며, 부문별로는 교통

부문과 건물부문에서의 에 지 소비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함. 

－2008년 비 4.2% 정도 감소(2.2MMTCO2), 2005년 기  12.9% 감소

(12.9MMTCO2)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기  비 30% 이상 감

소의 목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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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뉴욕의 부문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2009년)

(1) 기후변화 대응

① 청정 동력：전기 공급 개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0.6백만톤 삭감

－정상 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발 소 효율 향상

－청정한 소규모 분산 력발 소 확 , 재생가능한 동력 장려

② 효율적인 건물：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으로 CO2 배출량 16.4백만톤 삭감

－기존 건물의 효율 향상  신규 건물에 한 기  강화

－가 제품의 효율성 향상,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에 지 인식 향상

③ 지속가능한 교통：뉴욕시의 교통 시스템 강화를 통해 CO2 배출량 6.1백만톤 

삭감

－ 교통 향상으로 개인승용차 운행비율 감소

－승용차, 택시, black car 효율성 향상, 연료의 CO2 배출비율 감소

(2) 기후변화 적응

①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정부 간 Task Force 창설(2004)

－기후변화 향에 응하기 해 물 인 라에 한 잠재  향 연구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 개발을 위해 취약한 지구와 협력

－지역 특성을 반 한 계획  정보 제공을 한 력체계 구축

③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광역적인 전략계획 수립 착수

－ 역 기후변화 응 정책 개발, 뉴욕시 기후변화 자문단 운 , 뉴욕의 

100년 범람원 지도의 갱신, 건물 code 수정 등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119

4) 물관리

－1972년 수질환경법 제정 이후 수질 개선을 해 연간 35백만 달러 이상

을 투자하여, 월류수(CSOs) 감소율이 1980년  18%에서 1994년 67%, 

2008년 73% 수 으로 개선되고 있음. 월류수의 생 폐기물량 역시 1994

년 30%에서 2008년 125%로 감소하여 수질오염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 

－1인당 물소비량은 2006년 135.75갤런/일에서 2010년 126.82갤런/일 수

으로 감소하고 있음. 체 뉴욕시민은 11억 갤런의 막 한 물을 소비

하고 있으며, 향후 900,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에 따라 13억 갤런의 물 

소비가 상됨.

－상수도 이 는 100년이 넘었고, 물터 은 1917년과 1936년에 건설되

어 부분의 물 리 네트워크가 노후화됨.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지역 보존을 통하여 여가  휴양을 한 수로를 90% 

정도 개방하고, 안정 인 물 공 을 한 지원체계 개발 목표를 수립함.

<그림 4-4> 뉴욕의 일평균 물 소비량

① 지속적인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과 저수조 설치로 치수능력 확대

－장기 리 계획의 개발  시행：14개 수역에 해 법률로 의무화

－강수처리 시설의 용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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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증된 수질오염 방지체계 도입과 확대

－합류식 하수 거의 고용량 처리능력(High Level Storm Sewers; HLSS) 

의 향상

－오  스페이스 계획과 연계：녹화, 침투성 표면 확

－자연정화형 수질개선방법인 블루벨트 로그램 확  용

③ 우수 최적관리기술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 기술체계 구축

－BMP Task Force를 조직하여 우수의 최 리 실행

∙주차장 녹화 의무화：지역 지구법(Zoning Resoultion) 수정

∙옥상 녹화 인센티  제공 

∙습지  보호：습지  형성에 한 Local Law 83 제정

5) 폐기물 관리

－가구 단 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2005~2008년 기간 동안 일주일에 

54,205톤에서 51,250톤으로 5.5% 비율로 배출량이 감소하 음.

－20년 계획기간의 최종 폐기물 종합 리 계획 발표(2006)：폐기물 감소

와 재활용, 장거리 운송과 상업 폐기물 등 뉴욕시의 고형 폐기물 리 

계획 포함

① 재활용(Recycling)

－재활용에 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한 시장 조사, Composting Siting 

Task Force 설치, 의회에 재활용 뉴욕 환경 사무실 설치, 폐기물 방과 

퇴비화 계획 수립  교육, 재활용 교육 개발, 공공 공간 재활용 시험 

－2007년 문  수거 로그램을 통해 재활용률 25% 달성

－폐기물 방 로그램 강화

－재활용 목표 비율 조정을 해 시의회와 력

－재활용에 한  교육 강화를 해 설문조사 활용

② 가정폐기물(Residential Waste)

－바지선이나 철도를 이용하여 컨테이  폐기물 수송 민간업체와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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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계약 형태의 처리 시스템에서 장기 정부 계약 정 체결

③ 상업폐기물(Commercial Waste)

－선택된 교통 노선에 해 교통량 감소 한 교통 분석

－상업 음식 폐기물 처리 기반 확  련 연구 수행

2. 런던

1) 대기질 관리

－PM10 농도는 199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97/1998년 이후 모

든 측정소에서 40㎍/㎥ 기 을 만족함. 

－NO2 농도 역시 감소 경향에 있으며, 체 으로 EU의 NO2 기 을 만족

하고 있으나 Heathrow 공항, 도로변 측정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도 

기 을 과함. 

PM10 연평균 농도 NO2 연평균 농도

<그림 4-5> 런던의 대기질 농도(2008년) 

－2008년 런던 PM10의 79%는 도로교통에서 배출되고, 이 가운데 35%는 

타이어, 이크 마모에서 배출되며 그 비 이 자동차 배출원보다 커지

고 있음(승용차 23%, 택시 20%, LGV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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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배출량은 도로교통 80%, 산업과 상업 부문의 가스 연소 등 비도

로 오염원 20% 분포를 보임. NO2 배출량은 도로 교통 46%, 가정부문의 

가스 22% 수 임. 

① 교통수단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이동 권장

∙에코드라이빙 권장, 런던 공회  지 구역 시행

∙철도  수운을 이용한 화물 수송 권장

∙자동차 클럽  카풀 활용 

∙교통수단, 교통의 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기질 정보 제공

－기술 변화와 청정 차량 진：그린 승용차의 신규 생산 유인

∙ 기오염물질, CO2 감소에 을 둔 인센티  제공, 그린 조달 기

을 통한 그린 화물 차량 이용 권장으로 CO2 배출 차량 도입 지원

∙EU, 앙정부, 자동차 제작사와 력

－ 기질 개선 우선 지역 확인：EU 기 을 달성 못 하는 특정 지역 

∙자치구와 력하여 TfL을 통해 기질 개선 우선 지역 확인

∙ 기질 악화를 막기 해 주요 교통 담당기 (자치구, Network 

Rail, 공항 운 자와 도로 련 운 자)과 력

－ 교통과 공공기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런던 배출 구역의 변화：NOx를 포함한 기  강화

② 비교통수단

－건설과 해체 장 배출량 감소：최  실행 지침의 이행 유도

－ 기질 립 신규개발(AQMAs)

－런던 건물의 에 지 효율성 향상 로그램 이행

－공공 역에서의 기질 개선 

∙옥상녹화, 벽면녹화 보  확

∙폐기물 연소 방법에 해 GLA 웹사이트에 정보 제공, 자치구 캠

페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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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 향상을 한 기반 구축：런던 기 배출량 인벤토리(LAEI) 개선 

지원, 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개선과 향상 지원

－오염에 취약한 시민을 상으로 무료로 기오염 정보 알림 서비스

(airTEXT) 제공

③ 중앙정부와의 협력

－국가 계획의 개발  실행을 한 력체계 구축

－소비자 라벨링 계획안(CO2 배출수 )

－CO2, PM, NOx 배출량을 고려한 세  인센티  용

2) 에너지

－ 체 에 지 소비량과 1인당 에 지 소비량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8년 체 에 지 소비량은 152TWh 수 임. 이 가운데 26% 정도가 

력망에 의한 기 소비량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체 에 지 소비량 가운데 산업  상업, 가정부

문의 비 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송부문의 비 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자료：LEGGI(2008)

<그림 4-6> 부문별 에너지 공급 비율(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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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런던 열 지도(Heat Map) 작성 

－자치구, 에 지 생산 회사, 개발자가 에 지 분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웹기반의 지리  정보 시스템 툴 개발

② 에너지 분산 마스터플랜 프로그램 마련

－에 지 분산 로젝트 개발에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범 한 지원 

페키지 툴 제공

③ 신규 에너지 분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London Thames Gateway Heat Network：에 지 분산 로젝트 력 개발

－신규 청정 폐기물 리 시설에 런던 폐기물  재활용 원회에서 73.4

백만 운드 투자 정

④ ‘에너지실천지구’(Energy Action Area), ‘이산화탄소 무배출 단지’(Zero Carbon 

Development) 조성 계획

－런던 서튼지구의 베드제드(BedZED)와 같이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을 통

하여 2016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단지 조성

⑤ ‘런던 수소파트너십’(The London Hydrogen Partnership) 구축 

－수소 생산  이용기술과 연료 지 기술 개발을 극 지원

3) 기후변화

－2000년 런던 CO2 배출량(50.31MtCO2)은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산

업부문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1990년(45.05MtCO2)보다 12% 정도 증가

하 음. 2008년 배출량은 국가 차원의 기 공  탄소화를 통해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보다 11% 정도 감소함. 

－2008년 런던 CO2 배출량은 44.71MtCO2으로 국 체 CO2 배출량의 

8.4%에 해당함. 한 런던 1인당 CO2 배출량은 5.9톤으로 국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인 7.0톤보다 음.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125

연료별 배출량 부문별 배출량

<그림 4-7> 런던의 연료별, 부문별 CO2 배출량(2008년)

(1) 기후변화 대응

① 가정 부문의 탄소 제로 배출

－NEW(주택 에 지 효율 로그램)：2015년까지 1.2백만 주택 개량

∙Pay As You Save(PAYS) 로그램 

∙런던의 주택 략과 공 주택 기  강화 

② 공공 및 상업 부문의 탄소 제로 배출

－FIT(건물 에 지 효율 로그램) 시행

∙Better Builders 트 십 체결, Green 500 사업

③ 탄소 제로 배출 건물

－CONNECT( 탄소 구역) 설정

－London Plan 안의 수정：2016년부터 제로 탄소 주거 건물, 2019년까

지 제로 탄소 비주거 건물에 해 국가 기  항목에 합하도록 건물개

조 사업 지원, 신규 주택 건립에 의한 증가분 CO2의 감소목표 제시를 

요청

－신규 공  주택에 해 지속가능한 주택 규칙 용(level 4 이상)

④ 탄소 제로 배출 수송

－탄소 효율 인 교통수단으로의 이동：승용차 신 교통ㆍ도보ㆍ자

거 이동 권장, 철도와 수로의 화물 수송 진

－효율 인 교통 운 ：  교통에 한 에코드라이  기술의 용,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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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운  스타일의 인식 고취, 원활한 교통수요 리 도모

－ 탄소 차량, 기술, 연료의 사용：탄소 배출 차량으로 교체 지원, 교통 

기반시설의 에 지 사용 감소 유도,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사용 권장

⑤ GLA Group을 통한 공공선도 모범사례 홍보

－공공분야에서 에 지 효율 인 건물, 탄소 교통수단 옵션 사용 등을 

탄소 상품과 서비스 수요를 권장하기 한 모범사례로 홍보

(2) 기후변화 적응

① 홍수

－런던 홍수 략  응 계획(London Strategic Flood Response Plan) 검토

－‘도시 그린 로그램’ 선도

－런던의 략 인 지표수 리 계획 개발  의 인식 고취

－런던 템스강의 험 리 기 을 향상시키기 해 환경청과 력

② 가뭄 

－런던 수자원 략(Water Strategy)과 수자원 실행계획(Water Action 

Framework) 공표

－주택 등 시설물 건축 시 계량기 설치 의무화, 물 효율성을 진하기 해 

요  구조 개편(취약 계층 보호책 마련)

－효율  물사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개량 장려

③ 폭염

－‘도시 그린 로그램’ 마련, ‘도시 열섬 실행계획 지역’ 조성, 신규개발에 

한 런던-공간 디자인 지침 제공

－취약계층을 한 Cooling 건물에 공공 근 장려

－기상측정소의 런던 역 네트워크에 한 연구 착수

④ 생태계 

－생태계의 서비스 강화, 생물 다양성을 한 기후변화 응 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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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제

－BCM(사업지속경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제도 도입

4) 폐기물 관리

－2008년 2,000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 으며, 398만톤의 생활폐기물(MSW) 

(20%), 652만톤의 상업  공업폐기물(C&I)(32%), 958만톤의 건설폐기

물(CDE)(48%)로 분류됨. 

－생활폐기물은 지역 당국이 수거하고, 그 외 폐기물은 민간의 폐기물 처

리업자에 의해 수거되고 있음. 

－폐기물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2008년 기  체 폐기물 가운데 57% 정

도가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Mayor of London, ｢London’s Wasted Resource, The Mayor’s Draft 
Waste Management Strategy｣, 2010.10.

<그림 4-8> 런던의 발생물질별 생활 폐기물 구성(2008/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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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런던시의 폐기물 관리 체계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 달성, 2008/2009 가구당 970kg 폐기

물량을 2031년 790kg으로 감소(가구당 20% 감소에 상당), 2008년 6,000

톤의 재사용, 수선 생활 폐기물을 2015년 40,000톤에서 2031년 120,000

톤으로 증가 등의 목표를 수립함.

－자치구는 ‘런던시 폐기물 리 략’, ‘폐기물 략 2000’, ‘매립지 지침’, 

‘폐기물에 한 EU 지침’을 실행함. 

① 생활폐기물 관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 감소, 재사용, 재활용 진

을 유도하기 한 가치 정보 제공

－생활계 폐기물 리 활동에 한 CO2eq 배출 실  기 (EPS) 수립

－재활용, 퇴비화, 에 지 기반시설에 풍부한 투자 지원

② 상업 및 공업폐기물(C&I), 건설폐기물 관리

－상업과 공업 분야에서 재이용, 재활용, 퇴비화 참여 지원

－폐기물 기반시설 시장 지원

－건설과 해체 분야의 자원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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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 

－4개의 물회사가 템스강과 Lee강에서 물을 공 하고 있으며, 1인당 물 소

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런던 1인당 물소비량은 161리터로 국 

평균 1인당 소비량인 150리터보다 많음. 

① 물 이용 관리 정책

－런던 상수 본  교체 계획 수립

－상수원 공 회사인 템스워더(Thames Water)의 수 감소, 수도 계량기 

보  목표 제시

－요  조정으로 효율  물 이용 권장, 취약층과 소득층 보호

－ 앙정부의 지속가능한 주택 규칙 도입

－물 효율  이용에 한 인식 고취(수도세와 기세 감)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수돗물 사용 권장(유리물병 사용 권장)

② 우수 관리

－우수배수 체계 구축：다공성 표면 이용

－지속가능한 배수 시스템(SUDS) 구축

－옥상 정원, 우수 수확( 장), 그 이워터 재활용, 지속가능한 배수 권장

－유거수(땅 를 흐르는 빗물) 리 계획 수립

③ 폐수 처리

－방출수를 수집하고 동부 London의 Beckton에서 폐수를 처리하기 해 

2개의 터  건설 제안(Lee 터 (2014)과 템스 터 (2024) 완공 정)

－하수 속 불량으로 인한 오염 개선

－요리에 사용된 기름을 수집 시설을 통해 바이오 디젤로 환하여 교통 

연료로 매

－에 지원으로 활용：하수 처리  발생하는 메탄을 활용하여 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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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를린 

1) 대기질 관리

－2004년부터 베를린  지역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약 3µg/m³로 안정

으로 되었으며, 1989년과 비교하여 96% 감소함.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여러 측

소에서 기 치를 과함. 

－미세먼지 배출의 40%, 이산화질소 배출의 80%는 교통부분에서 발생 

<그림 4-10> 베를린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연평균농도(2009년)

① 베를린 공기정화 계획(Luftreinhalteplan) 2005~2010

－공기오염의 원인에 따라 공기질의 개선을 한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허

용 한계 값 설정

－공기 품질은 매년 베를린  지역에서 측정되어 시당국에 보고됨. 미세

먼지  이산화질소의 측정은 도시 역, 주요 도로에서도 이루어짐. 

－공기정화를 해서 환경부, 교통부 등 다른 기 과 력체계 구축

② 환경존(Umweltzone) (2008년 1월 1일)

－도시권 행 철인 S-Bahn 구역 내부를 환경존(Umweltzone)으로 규정

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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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400µg/m³ 이상일 경우 경보조치가 이루어지고 단기 으로 차량 

운행 지

<그림 4-11> 베를린 환경존(Umweltzone)

③ 환경개선프로그램(Umweltentlastungsprogramms) II (2008년~2013년)

－환경피해의 보수 / 환경 괴 요소의 감소(물 약 책)

－ 신 이고 환경지향 인 연구  개발

－기후보호를 한 방법  오염물질 감소, 소음억제

－기후변화에 한 책수립과 연구(신재생에 지 사용, 에 지 효율성 

개선) 

－환경 리시스템의 도입

－교통부분의 배출량 감소

－자연  경 보호지구의 유지  개발

2) 에너지 관리

－발 소의 화, 열병합 발 의 에 지 효율성 증가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최종에 지와 일차에 지의 소비간격이 어듦.

－2006년 베를린의 경우 일차에 지와 최종에 지 소비가 각각 독일 체

의 2.1%, 2.9% 수 임.

－총 력소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간 감소하 으나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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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폭 상승함. 

－2006년 력소비는 약간 증가하 으나, 력수입은 약 37%, 열병합 발

에 의한 장거리 지역난방은 약 82% 증가함.

<그림 4-12> 베를린 일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① 베를린주 에너지프로그램 2006~2010(Das Landesenergieprogramm)

－목표：에 지 소비와 온실가스 삭감

－공공행정기 과의 에 지 리  에 지 약 력

－공공 인 학교보수 로그램 실시

－열병합 발 소 건설  태양에 지 이용 지원

－기업들과 에 지 약 실행에 한 력, 에 지 증명서의 도입

－특정 상을 목표로 한 캠페인과 정보제공

－경제  네트워크의 구성과 지원  교육과 연구에 한 지원

－ 신  환경  에 지 기술 생산과 개발을 한 지역의 투자

② 에너지절약 협력관계(Energiesparpartnerschaften(ESP)) 유지

－베를린 에 지기구와 공동으로 에 지 약 력 계 모델 개발

－에 지 약, 에 지성능 계약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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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관리

－19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기온이 약 1.0°C 상승함. 특히 겨울철의 평

균기온이 1.6°C 상승하 으며, 강우분포도 변화되어 여름철에는 감소하

고, 겨울철에는 증가하여 독일 체 으로는 강우량이 늘어났음. 

<그림 4-13> 베를린 기온변화분포 <그림 4-14> 베를린 CO2 배출량 분포

① 에너지변환 사업분야

－지역난방시스템 보수, 이 라인 약 1,300km 확장

－열병합 발 시설(Kraft-Wärme-Kopplung)의 지역난방 설치

－천연가스의 사용 확

② 건물 분야

－건물의 에 지 보수공사로 에 지효율 증진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확

③ 공공 시설분야

－500개 이상 공공건물과의 에 지 약 력 계 유지

④ 교통 분야

－지속 인 도시교통개발계획을 통한 교통시설 확장

－에 지 가격 인센티 제 도입

⑤ 산업 및 상업부분

－다양한 에 지 약의 조치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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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관리

－1991년부터 베를린 물 리국의 물 공  지역에서 공 되는 식수는 약 

30% 정도 감소함. 이는 산업생산 감소와 물 약에 한 주민들의 인식 

증가로 인한 많은 상수시설의 가동 지와 공  감소에서 기인함. 

－9개의 상수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Stolpe 지역의 상수시설만 베를린 

외곽에 치하고 있음. 식수 조달을 지역의 자원으로 충당하고 부분의 

식수를 강물의 여과를 통해서 생산ㆍ공 하고 있음. 

－식수와 원수의 공 량은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하게 감소하

으며, 매된 식수의 양은 1991년 연간 281Mio.m³/a에서 2006년 연간 

202Mio.m³/a으로 감소한 가운데 2003년 식수공 이 증가함. 

① 베를린 물 공급 개념 2040(Wasserversorgungskonzept Berlin 2040)

－공 의 안정성과 지역자원의 사용을 통한 높은 수질 유지

－지하수의 안 한 리와 자연의 취

－자연 인 정화와 단순한 기술의 사용

－사회 으로 인정되는 수도요 의 유지를 한 경제  운

－지속 인 물 리를 통한 사용가능한 지하수 보호와 식수의 시 지효과 

활용

② 폐수 처리：폐수처리장을 통한 폐수의 처리

－2001년 베를린 하수처리계획(Abwasserbeseitigungsplan des Landes Berlin 

(SenStadt 2001)) 발표

－산업, 상업, 가정부분에서 연간 약 220Mio.m³/a의 폐수가 발생하며, 시내

와 주변지역에 치한 6개의 규모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됨. 

③ 혼합수 및 우수배출

－혼합수 배출시스템 건설

－폐수와 우수 분리 시스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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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하수, 우수 혼합시스템 및 분리시스템 

④ 강물의 물 균형

－강우지역에서의 토지를 이용한 빗물의 여과

－분산형  반 앙집 형의 우수 장장치

－우수의 배출  정화

5) 폐기물 관리

－베를린의 유해폐기물 배출량은 2002년 약 730,455Mg에서 2003~2008년 

연간 약 600,000Mg/a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0년까지 약 10.3% 감소

할 것으로 망됨.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996년 20.9%에서 2008년 

40.4%로 증가한 반면,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상업용 폐기

물의 감소로 인해 꾸 히 감소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경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활용률은 1997년에

는 약 92% 수 에서 2008년 99% 수 으로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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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주거단지 폐기물 처리 현황(1996~2008년)

<그림 4-17>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1997~2008년)

① 폐기물 관리계획

－이 의 독일연방과 베를린의 재활용 리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es)을 고려하고 EU 폐기물 리법에 따라 제정하 으며, 

기본원리는 폐기물의 처리 이 에 폐기물감소와 재활용임. 

② 폐기물 관리개념(Abfallwirtschaftskonzept des Landes Berlin)

－ 인 경제  순환과 자원  기후 보호를 포함

－일반시민의 참여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며 2020년까지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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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한 공  지원으로 연간 4~5억유로 제공

－폐기물 련업체나 련자와의 긴 한 조

③ 폐기물과 관련된 관련법규

－목재 폐기물 조례(Altholzverordnung)

－포장조례(Verpackungsverordnung)

－ 기  자장비에 한 법규(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바이오 폐기물에 한 조례(Bioabfallverordnung)

－하수 슬러지에 한 조례(Klärschlammverordnung)

－상업 폐기물에 한 조례(Gewerbeabfallverordnung)

－매립지법의 단순화를 한 조례(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에 한 법률(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바이오매스에 한 조례(Biomasseverordnung)

④ 폐기물의 관리조직

－일반가정 폐기물：베를린 청소업체에 임해 처리

－하수 슬러지：베를린 수도 리국

－건축폐기물：베를린 환경부

4. 파리 

1) 대기질 관리

－ 랑스의 공기 품질 모니터링자료는 기 오염 공기 품질 모니터링

(AASQA=associations agréées de surveillance de la qualité de l’air)에서 

승인한 것으로 국가 회를 신하여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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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2006년 AASQA에 의해 발표된 프랑스 공기 품질 측정 자료

① ‘보너스-맬러스(Bonus-Malus·보조금-부과금)’ 제도

－CO2를 일정 수 (주행거리 1㎞당 131~160)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을 구

입할 경우 최  5,000유로(약 770만원)의 보 스를 지 함. 다만 일정수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에 해서는 최  2,600유로(약 404만원)의 부

담 을 부과

② 대중교통 활성화제도

－모든 교통(버스, 지하철 등) 요 을 낮추고, 정액제 형식으로 요 의 

50% 할인혜택 부여

－ 기오염도 수 이 ‘ 험’단계 수 에 이르게 되면 모든 개인차량의 

리시 진입 통제

③ 정온 지대(Zone of Calm) 설정

－개발로 훼손되는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하이킹이나 도보로 근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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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관리

－ 랑스는 1970년부터 석탄을 연간 4000만톤 이상(2003년에 300만톤) 생

산했지만, 2004년 4월 Lorraine의 Creutzwald에 치한 마지막 산을 폐

쇄하면서 생산을 멈춤.

－2003년 기  나무(9,3Mtop), 고체폐기물(2,1Mtop, 발 시키는 ), 풍력

(0,03M, 342GWh, 속도로 발 시키는 ), 식물성 체연료(0,4Mtop) 

등으로 재생에 지를 생산

－에 지원단 를 2015년까지 매년 2%로 축소하고, 그 이후 2030년까지 

2.5%씩 감소하는 목표를 수립함. 

① 에너지 정책 방향

－공  안  보장(2003년 3월 7일)：에 지 생산 투자에 한 지속 인 

로그램과 련된 법령 확정

－에 지 경쟁력 확보：화석에 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

지(원자력, 재생에 지) 발 으로 에 지 청구서는 감소

－환경 존 ：유럽 정(이산화탄소 방출, 오존층, 재사용에 지 등에 

한)에 의해 확정된 목표를 수하고,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행  최소화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 성 강화

∙취약 계층을 한 특별한 용 로그램, 에 지와 련된 직장 

는 사회 이고 공 인 의무 서비스, 기시설의 보편 이고 

속 인 공 의무, 공평한 우, 요 의 균등화, 특정 서비스 보장, 

기 공  장치의 유지, 보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

② 녹색성장 정책

－에 지 약증서제도(ESC) 시행：에 지 약형 건물 보 ㆍ확

－무이자 에코융자(PTZ：L'ECHO-PRET A TAYX ZERO) 시행(2009년 3월)

－3개 노선의 기간 철도와 2개의 해운 루트 창설, 2020년까지 2,000km의 

고속철도 건설, 리 외곽순환 무인고속 지하철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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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 풍력, 바이오연료 등의 재생에 지 분야에 투자 

③ 경기부양 정책

－ 소득층 주택 상 에 지 효율개선 지원제도 시행 

④ 건물과 공공공간 관리 정책 

－공공사업은 에 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건축 규정의 도입

－신재생에 지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건축물 건립

－라벨 BBC(bâtiment basse consommation 낮은 소비 건물) 건물 개조

－ 회에서 지정한 도시 에 지 수 사항에 맞도록 주요 건물 개조

3) 기후변화 관리

－ 리 탄소 결산표：기후 계획 방향과 순서, 토지의 환경 향 등에 한 

기 자료로 활용함. 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건물과 운송에 해당하

는 탄소량이 체의 80%를 차지함.

－건물들은 연간 35000GWh의 에 지를 소비하여, 1,750,000tCe (6,400,000 

tCO2e)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특히 이산화탄소는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에 의해 6,400,000톤, 도시 내 화물수송에 의해서도 6,400,000tCO2e 

정도가 배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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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

① 2004~2012 기후계획(Plan Climat)

－기후변화에 한 국가계획(PNLCC), 에 지효율성 개선을 한 국가계

획(PNAEE), 주거건설과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국가계획(PNHCDD)

으로 구성

② 수정 기후계획의 새로운 조치

－탄소세 신설 

－세 용제도 도입 

－재생에 지 생산을 한 산 확

－기후변화 홍보 산 증액 등

③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

－2007년부터 100㎡ 이상의 건물에 하여 최소한의 에 지 효율을 지키

기 한 건물 개선 실시

－바이오 기후 건물의 난방비에 한 부가가치세 인하

－지속 가능한 발  통장을 개설

－고효율 에 지 인증서 발 을 해 문가 동원

－소비자들에 한 홍보 의무화

④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환경 그르넬(Grenelle Environnement) 법안

－기후변화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한 환경법안(National Engage-

ment for the Environment)의 의회 통과(2009년 2월)

∙에 지 빌딩  교통 부문에서의 에 지효율 증

∙기후변화에 한 응

∙생물 다양성 보호

∙보건 환경(health and environment) 증진 

(2) 기후변화 적응

① 파리의 혹서기 대책

－CHALEX(chaleur extrême 극단  더 ) 장부 등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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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 측정：야외 활동(지붕 공사, 테라스 공사 등)을 하기 험한 

날씨와 시간을 피한 근무시간 조 과 노동코드 제시

－지구 온난화가 동ㆍ식물에게 미치는 향과 지역 모니터링

② 건물 적응을 통한 쾌적한 여름

－냉방기구 사용 제한：연간 에어컨 사용을 10% 미만으로 제한

－건물의 과열방지 해결책 제시

③ 녹지화 프로그램을 통한 32헥타르 녹지공간 추가 

－학교 정원과 형 공원(4,22헥타르), 클리쉬 바티뇰 공원(4,28헥타르)과 

지역안의 다수의 정원 포함

④ 홍수문제 예방계획(PPRI)

⑤ 탄소 보상제

－에 지 효율  로젝트의 개발과 신재생에 지와 숲, 녹지화 등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에 해 보상

4) 물관리

－유역별로 리하는 물 리시스템(물 리청) 운

－공무원, 지방의원, 물 문가, 농민, 소비자 단체가 포함된 ‘물 리 의

체’를 통해 반 인 물 정책을 의하고 결정함. 

－ 랑스의 물 공 체계는 150여 년 부터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공 하

고 있으며, 상수도 이나 수지 등 물 소유권은 지자체에, 리운 권

은 탁받은 민간에 있음. 

① 물 공영화：파리 상수도공사 ‘오드파리(Eau de Paris)’ 출범(2010)

－식수공 을 비롯해 수질조사를 포함 물과 련된 8개 련 기 들이 하

나로 합쳐 리시 상수도 공 의 직  할

②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정책연대

③ 파리 상수원 관리

－Cross 로 개설, 상수원경보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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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공 체제 구축：Paris  성도시에는 각각의 정수장  배수장 간

에 interconnection 로가 설치되어, 24시간 비상조치 가능

－센강의 수질개선  환경개선 로그램으로 ASEN의 8번째 로그램

(2003~2006) 실시

5) 폐기물 관리

－폐기물량은 해마다 꾸 히 증가하여 2006년 1인당 536kg 정도이고, 

랑스 도시에서는 쓰 기 수집ㆍ처리의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세 으

로 충당하고 수집ㆍ처리 문업자에게 탁하고 있음. 

－수집된 가정쓰 기의 처리방법은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별되며, 

재이용의 경우 퇴비화와 소각시 발생하는 열 회수 방법이 폭넓게 사용되

고 있음. 

－도시쓰 기 처리법은 소각 40%(이  열회수 30%), 매립 50%, 재활용 

5%, 퇴비화 5%로 나타남. 

구분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Déchets 
municipaux 

441 465 480 496 504 510 520 531 536

<표 4-2> 파리시 폐기물량 (단위：kg/거주자)

① 폐기물 배출량 감소

－목표：2020년까지 15%, 거주자당 연간 25kg의 폐기물 배출량 감소

－양 인 감소에 ：30,000톤의 가정용 폐기물, 80,000톤의 사업장 폐

기물, 10,000톤의 시립 리시설 폐기물을 우선 감량 추진

② 재활용 성능 높이기

－2002년 재활용 폐기물(노란 뚜껑의 상자)과 유리(하얀 뚜껑 상자)의 

범 한 수집 이후, 2주일 단 로 13,000톤에서 26,000톤까지의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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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수집되고 재생됨에 따라 사업의 확  실시

③ 유기 폐기물 회수

－SYCTOM은 재활용품을 분류한 후 잔여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

할 수 있는 식물 폐기물에 한 타당성 조사 시작

④ 폐기물 자원 노선 망

－추가로 폐기물을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망 제공

⑤ 생산자 책임제

－ 자제품이나 배터리 등의 폐기물에 련해 생산자 책임제 실시 

⑥ 쇼핑봉투 제거

－2010년 1월부터 할인마트 등에서 일회용 쇼핑 투를 제공하는 것을 지

⑦ 사용된 직물 수집 

－주거지 공동 역에 1,800톤 수거가 가능한 컨테이  370개 설치(2005년)

⑧ 수돗물 평가와 생수(병에 들은 물) 제거

5. 도쿄

1) 대기질 관리

－2009년 이산화질소 기  달성 여부를 기측정망 기 으로 살펴보면, 

일반국 44개 측정소, 자배국 35개 측정소 가운데 총 31개 측정소에서 

달성함. 부유입자상물질의 경우 일반국, 자배국 측정소에서 모두 달

성함. 

－도내 질소산화물(NOx)나 부유입자상물질(PM) 배출량을 보면 NOx의 약 

50%, PM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음. 자동차가 배출하는 기

오염물질 가운데 질소산화물의 약 80%, 부유입자상물질의 부분이 경

유차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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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도쿄의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추이 

①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 대책

－경유차 주행 규제, 공해차의 보  진, 교통수요 리(TDM) 추진 

② 경유차 배출가스 대책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2003년 10월)

－ 반 경유차 단속：자동차 G맨 설치, Stop 110번 개설

－PM 감소장치의 부착 의무화 추진 

－경유차 규제에 한 융자 지원 제도 실시

－국지오염 리：연도의 오 스페이스화, 토양을 이용한 기정화 실험 

실시

③ 고정발생원

－사업자의 자율  배출량 감소를 유도 지원 

－｢ NOxㆍ( )고효율 소규모 연소기기｣ 인정  보  

2) 에너지 관리

① 태양에너지 이용 확대 프로젝트

－2016년까지 100만kW의 태양에 지 창출을 목표로 도쿄도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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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활동추진센터를 창구로 한 ｢주택용 태양에 지 이용 기기 도입 

진 사업｣ 개시(2009년 4월)

②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 등에 의한 이용 촉진 도모

－에 지 약 진단 등에 기 해 에 지 약 설비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

원하는 로젝트 실시(2010년, 2011년)

③ 도청 시설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지침 마련

－카본 마이 스 도쿄 10년 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청 소유 시설의 운용ㆍ

설비에서의 CO2를 삭감하기 하여 책정(2009년 3월)

④ 그린 전력증서의 활용：도외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재생가능 에 지 이용의 지역 간 제휴를 통해 도시의 탄소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실 하기 한 노력 개

⑤ 파력발전 검토회 설치(2009년 7월)

－ 력발 의 유효성, 사업성 등에 해 학계, 민간 사업자와 검토 

3) 기후변화 관리

－2007년 CO2 배출량은 5,578만톤 수 으로 2000년(5,885만톤)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하 으나, 1990년(5,437만톤)과 비교하면 약 3% 증가하 음. 배

출량을 부문별로 보면 업무부문에서 약 33%, 가정부문에서 약 1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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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업무부문을 상으로 하는 도시형 Cap-Trade 로그램

② 중소규모 사업소에서의 대책 강화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 운용

－무료 에 지 약 진단 지원, 소기업자용 에 지 약 진세제 도입, 

에 지 약 진ㆍ크 디트 창출 로젝트 실시, 에코 융 로젝트 

시행

③ 가정에서의 온난화대책 추진

－｢가 제품의 에 지 약 라벨링｣, ｢고효율 탕기의 인정제도｣ 등을 통

해 에 지 약 성능이 높은 기기의 보  진

－｢가정 에 지 약 진단원 제도｣ 개

－주택용 태양에 지 이용 기기의 설치 경비 일부 보조(2009년 4월)

④ 도시조성에서의 대책 추진

－｢건축물환경계획서제도｣, ｢에 지 유효이용에 한 계획제도｣에 의해 

규모 건축물의 에 지 사용 합리화, 열섬 상 완화 등의 환경배려를 

유도

⑤ 구시정촌에 의한 대처 촉진

－도쿄도 지구온난화 책 추진을 한 구시정  보조제도(2009년) 신설

⑥ C40ㆍICAP 등 국제 제휴의 촉진

－기후변화 완화  응을 한 도시정부 간 정보교류  력 추진

⑦ 환경교육의 추진

－ 학과의 제휴를 통하여 환경학습 사업 개, Kids ISO 14000 로그램 

보  사업, 에 지 약 행동 Action 7 작성, 등학교 교직원을 상으

로 한 환경교육 연수회 개최

⑧ 도쿄판 환경감세

－ 소기업자용 에 지 약 진세제(법인사업세ㆍ개인사업세의 감면)와 

차세  자동차의 도입 진세제(자동차세ㆍ자동차 취득세의 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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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관리

－2008년 체 일반폐기물 배출량은 460만톤으로 2007년에 비해 21만톤 

감소함. 이 가운데 23개 구의 배출량은 339만톤, 타마지역의 배출량은 

119만톤, 섬 지역의 배출량은 2만톤 정도임.  

－2007년 도내의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2,411만톤으로 국 배출량의 약 

6%에 상당함. 

－23개 구에서 간 처리된 일반폐기물, 도내의 소기업에서 배출되는 산

업폐기물, 도의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도가 설치ㆍ

리하는 최종처분장에서 매립처분을 하고 있음. 

① 불법투기대책

－｢산업폐기물 부 정 처리 방지 역 연락 의회｣, ｢산업 G맨｣설치

② 산업폐기물에 관한 보고ㆍ공표 제도

－배출사업자의 의식 향상과 처리업자의 처리 투명화로 정처리ㆍ리사이

클 도모 

③ PCB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

－｢도쿄도 폴리염화비닐 폐기물 처리계획｣에 기 해 2010년까지 처리가 

종료되도록 일본환경안 사업(주)  배출사업자 지도

④ 처리업자의 평가제도

－처리업자에 한 문 ㆍ객 인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폐기

물의 처리를 한 사회 인 이해와 신뢰성 향상 도모

⑤ 3R의 촉진：자원순환 전략의 검토 실시 

－폐기물의 원천감량, 재이용, 재활용의 통합 리 추진

⑥ 휴대전화 등의 리사이클 촉진

－가정계 컴퓨터나 용기 포장 등을 회수ㆍ리사이클하기 한 체계, 제도 

구축 등 제안, 구시정 과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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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폐플라스틱류의 리사이클 촉진

－｢ 라스틱 폐기물 배출 사업자 5원칙｣을 배출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참여유도

⑧ 건설오니의 이용 재생

－2007년 2월에 도쿄도 폐기물 규칙 개정, 폐기물 처리법 규제 완화로 건

설오니의 유효이용 실시

⑨ 슈퍼 에코타운 사업의 추진

－임해부의 도유지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ㆍ리사이클 시설의 정비 추진

⑩ 폐기물 처리 기술의 고도화 촉진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한 상담사업과 처리기술 등의 고도화를 한 

실증 연구 지원사업 실시, 정보 제공 개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센터 기

능 정비

5) 물관리

－타마천이나 에도강 등 크고 작은 약 120개 하천의 수질은 고도 경제 성

장으로 인해 하게 악화되었으나, 1965년 후반부터 공장 등의 발생원 

규제, 하수도 보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도쿄항의 수질도 1965년  후반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만성 인 부 양

화 상태에 있어 여름철을 심으로 식물 랑크톤이 매우 번식해 수질이 

악화됨. 

① 공장ㆍ사업장에 대한 배수 규제

－배수 의 시안이나 수은 등의 농도 규제, COD, 질소에 한 총량 규제 

실시

－도쿄도 용수 보호와 회복에 한 지침 책정

－수량이 하게 감소한 도시 하천에 해 하수의 고도처리수나 설되

는 지하수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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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푸른 물의 부활

－1995년부터 하수의 고도처리수를 합류수 재생센터에서 도수(渋谷川ㆍ

古川、目黒川、呑川)

6. 토론토

1) 대기질 관리

－토론토 Downtown의 경우 2009년 기  기오염 수 은 오존 24.6ppb, 

PM2.5 5.6㎍/㎥, NO 5.1ppb, NO2 16.5ppb, SO2 0.9ppb 정도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3

(ppb)
19.7 22.0 24.0 23.6 22.8 24.5 22.6 25.7 26.0 24.6

PM2.5
(㎍/㎥)

- - - 8.4 7.1 8.5 7.3 7.3 6.6 5.6

NO2

(ppb)
26.8 27.1 23.3 23.2 20.0 20.7 19.1 18.2 17.0 16.5

SO2

(ppb)
4.7 5.0 4.0 3.2 2.2 2.8 1.9 1.9 1.6 0.9

자료：Ontario, 2011, Air Quality in Ontario 2009 Report

<표 4-3> 토론토 Downtown의 대기오염 농도 추세(2000~2009년)

① 자동차 공회전(Chapter 517 of the Municipal Code) 금지법 마련

－1시간 동안 3분 이상의 공회  지, 토론토 경찰청과 력을 통하여 불

필요한 자동차 공회 의 부작용에 한 일반 시민 교육

② 청정 도로 프로그램 마련

－노후화된 거리 청소기를 도로 표면에서 미세먼지를 90%가량 제거할 수 

있는 청소기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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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mog Summit

－토론토 지역의 스모그 감소를 해 정부, 커뮤니티의 리더, 개인이 함께

하는 회의로 기질 문제에 한 시민의 인식 고취

④ 주거용 나무 연소 관리

－실내와 실외 기질에 향을 미치는 주택에서의 나무 연소에 한 리

정보 제공

⑤ 실내 공기질과 건강 관리

－실내 공기질 리에 한 정보 제공

⑥ 대기질 건강지표의 개발 운용15) 

－ 기오염에 민감한 사람들이 야

외활동 시 건강 보호에 도움을 

주고 기질 개선을 한 방안 

마련에도 활용함. 

2) 에너지 관리

－토론토의 기에 지 소비량은 New Brunswick, Saskatchewan, Nova 

Scotia, PEI보다 많고, Ontrario 력의 20%를 소비하며 비용 으로는 연

간 44.5억 달러에 해당함. 

－ 력, 천연가스 등 모든 원천에서의 에 지 사용량이 연간 72,000,000,000ekWh 

정도임. 

15) 기질 건강지표(Air QualityHealth Index: AQHI)는 건강 측면에서 기질의 수 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오존, NO2, PM2.5/PM10 등 오염물질의 결합으로 상  등 을 산출해 1~10으로 

제시(1은 낮은 험도, 7 이상은 고 험 수 )하고 있음. 한 토론토를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는 매 시간마다 기질 건강지표(AQHI)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도 실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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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토론토 전기, 천연가스의 에너지 비율

구분 건물 유형
에너지

(Gwh/yr) (%)

전기
Residential 9,035 12%

All Other 20,843 29%

천연가스
Residential 22,780 31%

All Other 19,877 27%

재생가능에너지 466 1%

합계 73,001

자료：Toronto, Energy Efficiency and Beyond Toronto’s Sustainable Energy Plan, 2007. 6.

<표 4-4> 토론토 에너지원별 소비량(2005년)

－지역, 청정, 재생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에 지 사용의 자 자족 달성 비

 제시

－토론토의 건물과 기반시설의 에 지 효율성 최 화, 재생가능ㆍ청정 에

지원의 리더  에 지 생산과 분배의 지역원천 개발, 토론토의 지속

가능한 에 지 이득을 경제  이득으로 환하는 목표 수립

－에 지 리정책 수립  추진 흐름

∙시 체에 에 지 효율 로그램 시행

∙ 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자원 확보

∙에 지 사용과 생산의 시 시설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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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리자, 에 지 공 자, 사업자, 비 리 단체, 커뮤니티 구

성원 등과의 트 십 구축

∙목표 달성의 문제  확인  해결방안 모색

∙목표 달성을 해 정기 인 벤치마킹, 모니터링, 보고

3) 기후변화 관리

－1870년  이후로 토론토의 기온은 평균 2℃ 정도 상승하 으며, 2005년 

여름 동안 평균 30℃ 이상인 날수는 41일 정도임. 이는 1961~1990년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치에 해당함. 

－겨울이 따뜻해져 이 게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염성 질병, 

곤충과 해충의 증가로 인한 나무 식생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량
(백만톤)

479.9 489.4 496.9 509.3 501.1 506.9 537.5 538.6

1인당
(톤)

16.46 16.42 16.72 17.26 16.85 16.94 17.57 17.24

자료：IEA, CO2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2006, 통계청 2007 국제통계연감

<표 4-5> 토론토 CO2 배출량

<그림 4-21> 토론토 부문별 CO2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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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

① Live Green Toronto

－“기후변화, 청정 기  지속가능한 에 지 실행계획”의 한 부문으로서,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5개년에 걸쳐 배출가스 감소, 청정 기 보  등 

기후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로그램

－시민참여형 “20/20 캠페인” 실시, 녹색지도자 선발, 녹색상 등 수여

－인센티  부여로 개인과 기업의 극 인 녹색생활 실천 유도

－Live Green Toronto 웹사이트에서 시, 주, 연방 차원의 로그램과 지원

에 한 도구와 정보 제공

② Great Lakes(오대호) 기후변화 정책 조정

－기후변화와 련하여 도시 수 의 정책 개발을 해 Great Lake 주변의 

10개 도시와 력

③ 매립가스 프로젝트 

－3개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를 수집하고 연소시켜 기를 생산함

으로써 지역 에 지 공 과 토론토시 세입에 기여

④ zerofootprint Toronto 

－탄소 계산기 제공, 탄소 감소를 한 실행  제공, 정보 공유

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금 조성

－기후변화와 기질 개선과 련된 사업들에 토론토 기기  출자

(2) 기후변화 적응

①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강우 배수 향상, 건강 보호 로그램( ：West Virus, Heat Alerts), 비상 

응 강화, 업무지속 로그램 등

②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계획

－물 보호 로그램(가뭄 동안 물 약) 시행, 옥상 정원 설치, 나무 캐노피 

확장, 지역 식품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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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관리

－2010년까지 매립 쓰 기의 70%의 환 목표를 수립하고, 블루ㆍ회색 박

스와 음식물 쓰 기 자루/통을 새로운 블루 쓰 기통과 음식물 쓰 기통

으로 교체함. 

－70% 환 목표 달성을 통해 고형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 

연간 240,000톤의 종이 재활용(연간 4.5백만 그루 보호와 동일), 자원 재

활용으로 900백만kWh 에 지 감이 가능함. 

－시의회에서 3Rs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다양한 폐기물 환 발안들

에 한 조언 제공하고, 폐기물 감소, 재이용, 재활용에 련된 공공의 

교육 로그램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 

① 폐기물 전환 프로그램

－Green Bin 로그램 

－Blue Bin(재활용 쓰 기통) 로그램 

－ReuseIT 로그램：기증을 통해 재사용, 재 매

－퇴비화 

－Yard Waste 로그램

② 상업 폐기물 전환 노력

－Yellow Bag 로그램

③ 쓰레기 집하장 정보 제공

－집하장 웹사이트를 통해 치, 연락 정보, 운  시간, 집하 는 수집 가

능한 쓰 기 유형에 한 정보 제공

④ 에너지 계획 수립

－3개 매립지(Keele Valley, Brock West, Beare) 가스를 활용하여 기 생산

⑤ 국제적인 폐기물 전환 노력

－토론토 폐기물 환 (WDT) 창설(2003)：시당국, 계 부처, 원회 

등의 폐기물 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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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 

① 수질

－음용수의 수원 보호：음용수 원천 보호 계획 수립을 해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이 Central Lake Ontario Conservation Authority, 

Credit Valley Conservation과 력

－이는 토론토 해안과 련 국제 Blue Flag Program에 의해 캐나다에서 인

정된 최 의 자치단체임. 이 로그램의 기 은 수질, 환경 리, 환경 

교육, 안 ㆍ서비스와 련됨. 

② 물 효율

－물 약 로그램

∙화장실, 세탁기 교체에 한 다양한 인센티  제공 

∙Water Buy Back Program을 통해 물사용 감 장치 설치 비용에 

한  인센티  제공

∙잔디 살수 시간(7am~10am)을 비피크 시간으로 권장

－물 약  제공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물 약 역량 제고 유도

③ 우수

－수직 홈통의 단  

－Storm Drain Marking 로그램：우수 배수의 교육ㆍ홍보 캠페인

－강우 유출수 리 마스터 랜 수립

④ 폐수

－폐수 마스터 랜 수립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폐수 배수에 한 엄격한 기  제시

⑤ 유역 관리

－유역 모니터링：수질, 수생생물, 지하수, 강우량, 생물 다양성 등을 모니

터링하고, 자료는 지역 유역 개발과 어류 리, 개발ㆍ허가 검토에 통합

－유역 리 책이 9개의 Toronto 지역 유역과 Lake Ontario 워터 런트에

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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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A

1) 대기질 관리

－1954년 자동차 배기가스와 오존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화학스모그 

상으로 막 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경험한 바 있음. 재까지도 오

존과 같은 기오염은 여 히 개선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① 항구 청정대기 실행계획 실시：항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 개발

－ 기 차량과 기 설비로의 교체로 PM 45%, NOx 47% , SOx 52%, 탄소 

상당량 감소를 한 실행계획 수립

② 대체 연료 차량 보급 확대

－시 소유ㆍ운  체 연료 차량(AFVs)은 재 4,184 이며, Los Angeles 

Clean Cities 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15% 증가 

③ 환경개선프로그램 운영

－ 기질 개선 로그램, 수질개선 로그램, 가로변 재활용품 수집 로그

램(Curbside Recycling Program) 등 다양한 로그램 운

④ 기타

－미국에서는 최 ,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수소연료 지 자동차를 용

차량으로 운

－ 장비에 유황유의 사용 의무화

－시 운  천연가스 폐기물 수거차량이 262 로 미국 최  수 임. 

2) 에너지 관리：ClimateLA 에너지 실행계획

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2010년 20%, 2020년 35%로 확대

－석탄사용 화력발 소 추가계약 지

－천연가스 발 소의 에 지효율 증   생물가스(Biogas) 이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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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 소유·이용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 지 설비 개조

－시 소유의 신축, 리모델링 건축물을 상으로 옥상녹화(green roof)사업 

추진

－시립수 장에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

－정수, 배수,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효율성 극 화

③ 에너지사용 절감운동 실천

－140만 가구에 2개씩 형 형 등(Compact Fluorescent Light) 보

－에 지 효율등 이 높은 생활용품, 창문, 조명, 냉난방시스템에 한 홍

보  보  확

－에 지효율등 이 높은 냉장고 보  확

3) 기후변화 관리 : GreenLA 집행계획

－2004년 LA의 CO2 배출량은 51.6백만톤으로 세계 배출량의 0.2%에 해당

하고(스웨덴의 배출량 수 )(1990년 54.1백만톤),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

량이 총배출량의 50%를 차지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159

(1) 기후변화 대응

① 교통 부문

－환경에 미치는 향과 탄소배출 최소화

∙폐기물 수거차량, 청소차량, 도시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소속 버스에 체연료 사용

－사람의 이동성 진

∙60개 교차로에 자동교통신호통제시스템(ATSAC)을 구축하여 병

목 상 해소

∙LA국제공항  기타 공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증편  체연료 

사용 확

∙공무원을 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로그램 확

∙생활권 내 출퇴근, 행사장 이용 시 도보와 자 거 이용 진

∙ 역철도 교통망 확

② 항만과 공항 부문

－녹색 항만： 기오염방지 집행계획(Clean Air Action Plan) 실시

－녹색 공항：지속가능성 성능개선 리시스템(Sustainability Performance 

Improvement Management System) 운

③ 실천계획 및 모니터링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한 

제도  장치 마련

－기후변화 련 교육 로그램 운

－기후변화 련 연구  자료수집 지속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유기  력 계 강화

(2) 기후변화 적응 

①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

－가뭄과 화재 빈발, 해수면 상승, 질병 증가 등 LA시에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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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해요소에 체계 으로 응

②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zoning)와 건축법 개정

③ 도시열섬 최소화 

－1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오 스페이스 확

4)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 회복으로 환

①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계획목표 변경

－2015년까지 폐기물의 70% 감소 는 재활용 목표 수립

② 재활용 사업 확대

－단독주택 심의 고형폐기물에서 아 트, 상업시설, 식당 등의 고형폐기

물로 확

구분 도시 재활용 비율 인구

1 Los Angeles 65.8% 3,834,340

2 San Jose 60.0% 939,899

3 New York 55.0% 8,274,527

4 San Diego 54.9% 1,266,731

5 Chicago 52.4% 2,836,658

6 Dallas 44.6% 1,240,499

7 Philadelphia 42.0% 1,449,634

8 Phoenix 23.0% 1,155,259

9 Houston 16.7% 2,208,180

10 San Antonio 4.0% 1,327,984

  주：L.A 비율 62%에서 65%로 상승(2009. 6. 11)
자료：Waste & Recycleing News, 2009. 4. 2

<표 4-6> 미국 대도시의 재활용 비율 순위

5) 물관리

－1980년  반부터 물 약, 특히 수형 화장실과 샤 헤드 설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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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LA 물수요가 인구 1백만 증가에도 불구하고 

25년 과 동일함. 

－물수요의 부문별 비 은 주거부문(68%), 상업부문(17%), 공공부문(7%), 

공업(4%), 기타(54%)의 순서임, 특히 체 물 사용량의 30%가 실외에서 

이용되고 있음.

－Securing LA’s Water Future plan 수립

<그림 4-22> LA의 연도별 물수요와 인구 증가 추이 

① 보호

－2030년 신규 물수요의 50%는 물자원 보호를 통해 충족

－실외 물이용 감소 기술을 통한 물보호 증가

－주거용 스마트 스 링클러 시스템 보 , 물 약 할인  인센티  제공, 

시공원과 규모 경 의 개 리 시스템 향상  스마트 개 설치, 

시 계 부처의 물효율 향상, 인식 고취

② 재활용 물

－2030년 신규 물수요의 50%는 물재생을 통해 충족 

－Purple Pipe( 개 는 공업용수를 배 하는 시스템) 확장  지하수의 

재 류 물재생 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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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 

－최소 20,000acre-feet/년의 지하수 충  증가를 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우수 집수 로젝트 시행

8. 베이징

1) 대기질 관리

－베이징시는 1998년 말부터 기오염개선을 시 최우선사업으로 정하고 

그동안 수십여 항의 기오염 규제를 한 긴 명령을 통해 100여 항목

의 기환경개선을 한 조치 실시

－환경오염물 배출에 엄격한 기 을 용하여 오염물 배출을 규제하고 

요 오염원의 감시와 리를 강화

2) 에너지 관리

－에 지 약형 도시 건설과 지속 인 도시 발 을 도모하기 해 에 지

자원의 약과 개발을 병행

－산업의 재구조화와 교통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체계  정비, 에

지 소비형 기술개발로 에 지 감

－장기 력 구매에 한 의ㆍ투자ㆍ융자 등으로 충분한 력 공 을 보

장하나 심 도시 범  내에서는 허가된 원을 제외하고 형발 소를 

건설하지 않음.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 인 가스원료 공 을 보장받고, 만약의 경우를 

비해 베이징 주변 지역의 지하에 가스 장소 건설

－신도시 건설 시 청정에 지 공  의무화

－태양열 발 소  온 핵발 소를 건설하여 체에 지 사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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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관리 

－10개의 수도 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건제진( 국 행정 단 )에 용수처리 

시설 건설

－높은 수 의 도시 배수 시스템 구축

－노후 배수로와 하수도를 개선하고, 하수와 오수를 분류하여 리하는 배

수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히 우기에 수로의 오염 피해를 이기 해 유

수구 등 빗물시설의 보호 리 강화

－ 심도시와 신도시에 총 22개의 오수처리 공장을 신설하여 2020년까지 

도시 체의 오수처리 능력을 500만㎥/일이 되도록 하며, 공업용수와 의

료오수는 기 에 맞게 처리한 후 배출을 원칙으로 함. 

－2020년까지 수자원의 안정  공 을 실 하기 해 종합 인 수자원 

리체계 구축

∙ 발  지역에 수원을 개발하여 도시의 수자원 공  안정화

∙ 수와 수원보호의 방침을 유지하고, 수자원의 합리  이용 도모

∙수자원의 안정  공 을 하여 비와 홍수, 재생수의 활용 등으로 

새로운 수원 개발

4) 폐기물 관리 

－생활쓰 기 처리의 감량화, 자원화, 무형화와 산업화 원칙을 용하고 

기술의 선진화 등을 통해 인 생활쓰 기 처리체계를 확립ㆍ시행

－생활쓰 기 처리시설과 환경 종합처리용량을 확 하고 동시에 쓰 기의 

자원화 비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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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도출

선진도시에서 재 추진 인 통합환경 리 사례의 수집  비교분석, 그리

고 제반 시사  도출 등을 수행한 이유는 향후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도시의 

통합환경 리 정책 수립  추진과정에의 원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 해외 도시들의 환경 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몇가지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 창출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개

별 계획보다는 종합 이고 통합 인 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통합 환경

리의 사례는 뉴욕의 plaNYC, LA의 GreenLA, 토론토의 Climate Change, Clean 

Air and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을 들 수 있다. 

둘째, 통합환경 리 평가 툴을 개발하여 매년 평가기 에 따라 환경의 질 평

가를 수행하여 성과측정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CEQR)를 수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PDF

문서로 시민, 기업,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목표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환경단체, 시 련부서, 커뮤니티 그룹, 학계,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원회의 구성 체계를 개선하고, 원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

하며, 시민들의 의견개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거버 스 체계 구축을 해 노

력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참여와 력을 바탕으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련계획 

수립  최 기술 사용 의무화, 연료이용 기  마련, 련 법률 강화, 인센티  

사항 등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 행정명령과 조례 제정, 정책 수립 등 제

도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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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통합환경 리 정책 실행을 하여 Task Force Team을 창설하여 앙

정부  지방정부와 유기 으로 력하고 있으며, 운수업계ㆍ자동차회사ㆍ

력회사 등 민간 련업계와의 력, 주변 도시  해외 도시와의 력 등을 강

화하고 있다. 

여섯째, 시민들의 인식고취와 문제해결을 한 변화 구,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커뮤니티 그룹, 환경단체와 력하여 교육 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

발하고, 홍보 활동을 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공공ㆍ민간기 을 이용한 융자 지원, 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  

제공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환경정책 사업을 상으로 지역사회의 

사업체나 개인  련단체의 친환경  활동에 한 출 리를 우 하는 환

경 융 로젝트와 재생가능 에 지 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한 녹색기 조

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제1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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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제1절 대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도시의 환경경쟁력을 평가할 때 가장 요한 사항은 어떠한 지표를 용하여 

환경경쟁력을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 까지 도시의 환경경쟁력은 <표 

5-1>과 같이 항목별 개별 지표에 의해 환경 리 수 을 평가하거나, 도시경쟁

력 단의 일부 항목(function)으로 분류되어, 도시의 환경가치 반 에 미흡한 

한계를 보여왔다. 

관리 항목 지표

대기환경 오염물질 농도, 오염물질 배출량, 시정거리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비율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기온 변화

물 상ㆍ하수도 보급 비율, 중수도 보급 비율, 불투수면적률 등

폐기물 재활용 비율

<표 5-1> 환경관리 항목별 개별 지표 

그러나 최근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기후변화 완화  응, 에 지 자원의 

기 극복을 한 탄소 사회의 실 요구, 기환경 개선을 해 부문별로 추



170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진해 오던 개별 리 방식을 지양하고 기후ㆍ에 지ㆍ 기에 한 통합 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폐기물과 물도 통

합 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 도시의 핵심가치를 반 하여 서울의 환경 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리지표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환경 리 분야별 평가지표체계와 핵심가치를 반

한 도시 환경경쟁력 비교우  진단 종합지표체계를 구성하기 해 우선 기존의 

지표들을 종합 정리하여 통합 리 지표 DB를 구축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 환

경 리와 직ㆍ간 으로 련된 지표들을 기 지표, 기반지표, 리분야 지표 

등과 같이 제반지표의 속성을 고려하여 지표들을 재분류ㆍ정리하 다. 연후에 

서울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환경경  

핵심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별 통합 리 지표와 도시 환경경쟁력 비교

우  확보에 필요한 목표 리 지표 체계를 구성하 다. 

목표 리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흐름은 <그림 5-1>과 같다. 도시의 환경경쟁

력 비교우  진단을 한 목표 리 지표체계는 기본 으로 도시의 환경경  핵

심가치와 목표 리 지표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환경요소별 이슈 응형 리체

계에서 가치창출형 리체계로 환하기 한 시스템 구축에 주된 목 을 두고 

있다.16)

16) <그림 5-1>에 제시된 목표 리 지표 구성체계는 일차 으로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요소의 

통합 리, 폐기물과 물의 자원순환 통합 리를 심으로 제안한 것임.



제5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171

<그림 5-1> 도시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지표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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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관리 지표 DB 구축

환경지표와 련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환경과 련된 지표들은 도시경쟁력

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 는 부문 지표로 선정되어 환경요소 간 통합 리 의

미가 반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경경쟁력을 진단

하기 해 환경요소 간 통합을 바탕으로 도시환경 경 가치에 맞는 목표 리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우선 으로 기존의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녹색

생활역량지수(GLCI), 기후변화 응지수, 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 지수, 기

후변화 응지수(CCPI), 지속가능발 지표, 녹색경쟁력 지표 등을 바탕으로 서

울의 환경경쟁력 평가에 필요한 진단지표 DB를 선별 으로 구축하 다. 

이는 향후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해 탄소사회, 자원순환사회, Zero 배출 

사회 실  등에 핵심 경 가치를 부여할 경우, 경 가치와 상응하는 지표항목 분류에 

따라 경쟁력 수 의 진단ㆍ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 경 가치의 통합 리에 

의한 목표수 의 체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환경지속성지수(ESI)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결정토 를 마련하기 해 1999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

F：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Leaders for Tomorrow Environment Task 

Force는 콜롬비아 학의 CIESIN(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mformation Network), YCELP(The Yale Center for Environment Law and Policy)와

의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지속성지수(ESI) 개발을 한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 처음으로 실험  ESI를 발표한 이래 매년 정기 으로  세계국가의 환경지

속성을 비교ㆍ평가한 ESI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01 ESI, 2002 ESI, 2005 ESI).

ESI 개발 로젝트의 목 은  세계국가들의 환경보 과 환경 으로 지속

가능한 발 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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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SI 구성요소는 환경시스템, 환경부하 경감, 인간취약성 감, 사회ㆍ

제도  응역량, 지구환경 리 등 5가지이고, 21개 환경지속성 지표와 76개 변

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핵심 구성요소는 3~6개 지표들로 구성되어 독립

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성요소 지표 변수

환경의 질

대기질

SO2 농도

NO2 농도

TSP 농도

실내 공기질

종다양성

생태위기지역 지역비율

멸종위기 포유류

멸종위기 조류

멸종위기 양서류

생물다양성지수

토양 보전
절대보전지역

개발지역

수질

용존산소량

인 농도 

부유물질

전기전도도

수량
가용 수자원량

가용 지하수량

 
환경부하

대기오염 부하

거주면적당 NOx

거주면적당 SO2

거주면적당 VOCs

거주면적당 석탄 소비량

거주면적당 자동차 대수

생태계 부하
산림면적 변화율

산성화지역비율

인구 부하
출생률

인구변화

폐기물/소비저감

생태계 파괴(일인당 생태 발자국(EF))

유해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률

수질오염 저감

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

산업체 BOD 배출량

물부족 지역 비율

자료：차용진, 2005 환경지속성지수(ESI)에 대한 비판적 고찰：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한국행정연구｣ 제14권
제3호(2005 가을호).

<표 5-2> 2005 ESI 핵심구성요소·지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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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지표 변수

환경부하 자연자원관리

수자원 남획 정도
지속가능 인증산림
WEF 보조금 설문
농업보조금
염화지역비율

인간 취약성
저감

환경보건
아동 호흡기질환 사망률
내장 전염질환 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

기본적 인간생활 조건
영양결핍률
위생급수비율

자연재해 취약성 저감
자연재해 사망률
자연재해 노출지수

사회 제도적 
대응역량

환경거버넌스

보호지역비율
부패대책
휘발유가격
환경거버넌스 설문
정부 효율성
법의 지배
지방의제 21
CSD 누락 변수
과약분야 지적 생산
IUCN 회원수
정치적 자유
민주적 제도

생태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비율

민간분야 대응

ISO4001 인증
DJSI 기업수
에코밸류 21평가
민간분야 환경혁신
RC 프로그램 참여
WBCSD 회원수

사회 제도적 
대응역량

과학기술

혁신지수
디지털 접근 지수
여성 초등교육률
대학등록률
연구 인력수

지구환경 관리

국제협력참여
국제환경기구 가입
국제환경협력
양자/GEF 기여

온실가스배출
1인당 배출량
GDP당 배출량

월경성 환경오염 저감
SO2 월경
오염유발제품 수입

자료：차용진, 2005 환경지속성지수(ESI)에 대한 비판적 고찰：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연구｣ 제14권 
제3호(2005 가을호).

<표 계속> 2005 ESI 핵심구성요소ㆍ지표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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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성과지수(EPI：Envri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는 기질이나 수자원 등 환경 련 분야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의 달성도를 측정 비교하는 지수이다. 2008년에 사용된 EPI 지수는 2개의 

구성요소에 10개의 정책지표와 2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 정책지표 변수

환경 보전

환경 질병 - 환경 질병

물(인체 영향)
- 하수설비
- 위생급수

대기오염(인체 영향)
- 도시분진
- 실내공기오염
- 오존 오염

생태계 지속성

대기오염(자연 환경)
- 오존 오염
- SO2 배출량

물(자연환경)
- 수질
- 물부족 지역

종다양성 및 서식지

- 생태계 위험지수
- 보호서식지
- 멸종위기종 보호지역
- 해양보호지역

임업 - 임목축적 변화

수산업
- 해양 영양 지표
- 트롤 어획

농업

- 관개용수 부화
- 농어보조금
- 집약적 경작
- 화전 농업
- 농약 규제

기후변화
- 1인당 CO2 배출량
- 발전 시 CO2 배출량
- 제조업 CO2 배출량

자료：유의선,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국가와 지역 적용을 초점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표 5-3> 환경성과지수(EPI)의 구성요소, 정책지표와 변수

3) 녹색생활역량 지수(Green Life Capacity Index)

에 지 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탄소 시 에 효과 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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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녹색생활이 확산되어야 한다. 녹색생활이란 산업분야는 물론 가

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 부문에서도 생활단계별로 친환경 소비습 을 지속

이며 의식 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생활이 사회 반에 뿌리를 내

려야 녹색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생활을 정착ㆍ확산시키기 해서는 

사회 반의 역량 증 가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개인 차원의 녹색생활 노력을 유도할 수 있

는 사회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해 ‘녹색생활역량지수(GLCI)’를 개발하

다. 녹색성장, 녹색산업 경쟁력 등 단기  성과에 치 한 기존 녹색지수17)와 

달리 녹색생활을 심으로 기후변화 응역량의 평가에 주된 심을 두고 있다.  

녹색생활 확산의 잠재력을 녹색생활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 앙의 역량’

과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 앙의 역량’은 녹색생활을 진하기 해 규제를 정비하고 녹색생활의 편

의를 높이는 련 기술과 인 라를 구축하는 역량으로 녹색규제, 녹색기술  

녹색인 라 구축 능력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의 역량’은 녹색 

거버 스를 구축하고 녹색규범을 효과 으로 형성ㆍ유지하는 것과 련된 능

력으로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강희찬 외, 녹색생활혁명：기후변화 대응의 신해법, CEO Information, 2010. 8. 18(제768호)

<그림 5-2> 녹색생활역량 지수의 구조

17)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등이 표 임. 



제5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177

구분 지표 변수

녹색
규제

대중교통 이용 총 도로교통 이용 대비 버스, 기차이용 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수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

휘발유 가격 세계 평균 대비 국내 주유소 가격

화석에너지 소비 총 에너지 소비량 대비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녹화면적 확대 산림축적량 변화

규제의 질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녹색
기술

전력생산당 CO2 배출량 CO2/kWh

에너지효율 능력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과학기술 역량 R&D, 특허권 등 환경부문 과학기술 역량

환경기술 혁신 역량 신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도

녹색
거버
넌스

환경개선 지원 환경 프로젝트, 개발원조에 대한 공적 지원

지역의제 21 채택건수 인구 100만명당 지역의제 21 채택 건수

환경 거버넌스 정부 및 민간의 환경규제, 자치도, 지역단위 리더십 등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 자유로운 정치, 정책결정 참여

정부의 효율성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

법의 지배 법과 규칙의 준수 수준

녹색
규범

다우존스 지속가능그룹 지수 환경관련 기업의 재무성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ISO 14001 참여기업수(GDP 10억달러당)

1인당 생태 Foot Print 인구,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의 재생능력

가정 폐기물량 1인당 kg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100만명당 평균 사망자수

유해환경 노출지수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

자료：강희찬 외, 녹색생활혁명：기후변화 대응의 신해법, CEO Information, 2010. 8. 18(제768호)

<표 5-4> 녹색생활역량 지수의 구성요소ㆍ지표ㆍ변수

4) 기후변화 적응 지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틀을 심으로 기후노출, 민감도, 응능력 지표 가운

데 응능력에서 자치단체의 조직, 제도, 산 등을 포함하는 응기반을 별도

로 추가하여 서울시 취약성 평가 지표를 구성한 김운수(2010)의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기후변화 응 지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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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응 지수는 기후노출, 민감도, 응능력, 응기반으로 구성되며, 

기후변화에 한 노출은 기온 상승, 강우변화, 태풍의 빈도 혹은 강도와 같은 

기후변동, 기후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노출에 의한 기후 

해의 범 를 홍수, 가뭄, 기온 상승 등 자연 인 요인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민감도는 지형  특성  토지이용, 인구  특성, 에 지 소비특성, 

기반시설ㆍ산업으로 나 고 홍수, 가뭄, 혹서,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노출에 의

한 부정  향을 가 시키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응능력은 극한 기후에의 처 능력을 나타내며, 경제  자원뿐 아니라 지

역 먹거리 공 과 배분 시스템, 응 상황 발생 시 조기경보, 거버 스와 정보에 

한 근성, 기 리 로그램과 정책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요소인 응기반은 기후변화에 한 자치단체의 응 수 을 의미하

며, 기후변화 응 담당조직, 공무원수  련 법규, 응 련 산비율, 응 

정보 제공을 한 홍보 등을 측정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구분 지표 변수

기후노출

호우

80mm 호우일수(일)

1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지수(㎜/일)

가뭄
연속무강수일수 평균(일)

연속무강수일수 최대값(일)

혹서

열대야일수(일)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일)

열파지속지수(일)

민감도

인구적 특성

인구밀도(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독거노인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기후민감질환자 발병률(%)

출산율(%)

기대수명(세)

에너지 소비특성

최종에너지 소비량(천toe)

전력 소비량(Gwh)

1인당 총에너지 소비량(toe/인)

자료：김운수,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표 5-5> 기후변화 적응 지수의 구성요소·지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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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변수

민감도

지리적 특성

가뭄취약지역(%)

홍수취약지역(%)

불투수면적비율(%)

시가화면적률(%)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강우산성도(ph)

제방사용면적률(%)

한강 수질(㎎/L)

농업
농작 인구 비율(%)

농작지당 곡물생산(M/T)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비율(%)

산업단지(%)

관광(명)

건물(%)

1일 1인당 급수량(ℓ)

적응능력

경제능력
GRDP(십억원)

재정자주도(%)

환경역량
녹지면적 녹지면적(㎡/명)

Sox 배출량 단위면적당 Sox 배출량(㎏/㎡)

물적
인프라

의료시설
확보율

인구당 의료기관수(개/천명)

인구당 병상수(개/천명)

인구당 의료인수(명/천명)

인구당 보건소 인력(명/천명)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지하수 이용량(천㎥)

지하수 가용량(천㎥)

지하수 개발대비 이용량(%)

통신
PC 보급률(%)

초고속 통신망 설치율(%)

산업구조 (1차+2차)/(1차+2차+3차)(%)

인력자원, 교육 교육소비/전체소비(%)

사회적 자본

민간 파트너십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 기후변화 관련 시민실천
 - 재난관리 교육 및 홍보

공동체의식(%)
 - 자원봉사자 비율
 - 환경오염 방지노력

적응기반

조직 기후변화 적응 담당조직, 담당곰무원 수(명/천명)

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렵 법규

예산 기후변화 적응관련 예산 비율(%)

홍보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운영

자료：김운수,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표 계속> 기후변화 적응 지수의 구성요소·지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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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 지수

국가  지역의 탄소사회 실 을 한 노력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탄

소 패러다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평가지표가 요구됨에 따라 

탄소 녹색사회의 동력과 시스템을 체계 ㆍ종합 으로 반 하는 종합평가지수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의선 외(2009)의 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종합평가 지수를 살펴보면, 지표틀은 투입- 로세스-산출 지표들이 상호 연

계 흐름 속에서 유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투입, 로세스, 산출의 총 53개 지

표 체계 가운데 투입에는 25가지 지표, 로세스에는 11가지 지표, 산출에는 17

가지 지표를 고려하 다. 지표군의 구분을 해서 지표군, 지표군, 소지표

군, 지표의 4가지로 가지치기(Break-down)를 하 다. 

대지표군 중지표군 소지표군 지표

투입

사회
경제적 투입

사회적 투입
1.GDP 대비 공교육 투자(교육 투자)
2.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사회복지)
3.노인부양비(인구노령화)

과학 기술 역량

4. 인구 천명당 연구종사자 비중
5. 인구 천명당 과학기술 R&D 종사자수
6.. GDP 대비 과학기술 R&D 투자
7. 전체 R&D 예산 대비 환경 R&D 예산
8. GDP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R&D 투자

녹색투자 9. GDP 대비 공공환경오염방지 지출(PAC)

농업 및 수송부문
녹색투입

10. 유기농 경작지 비율
11. 대중교통 수송 밀도 – 철도
12. 대중교통 수송 밀도 – 버스

물리
생태적 투입

에너지 투입

13. 에너지 원단위
1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15. 재생가능에너지원 소비비중
16.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비중
17. 수송에너지 효율

물질 투입
18. 1인당 생태발자국
19. 경지면적대비 화학비료 사용량
20. 1인당 물 소비량
21. 1인당 GDP대비 연간 물소비량

자료：유의선 외(2009)

<표 5-6>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구성요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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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표군 중지표군 소지표군 지표

투입
물리

생태적 투입
생태계

22. 생물권 보호비율
23. 습지비율
24. 산림비율
25. 주요보호지역비율

프로세스

촉진
매커니즘

녹색법 제도 

26. 교토의정서 비준 및 감축의무
27. 저탄소 녹색성장관련법 제정
28.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29.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시행

환경 세제 30. GDP 대비 환경세 비증

배출권 거래제 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식흐름

녹색기업 활성화
32. 인구 천명당 ISO14001 인증 기업수
33. 인구 백명당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녹색시민 자각
34. 환경오염 시민인지도
35.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식 흐름 36. 인구 천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산출

사회
경제적 산출

국민 총생산 37. 1인당 GDP

교욱 수준 38. 고등학교 졸업률

소득분배 39. GINI 계수

과학기술 산출 40. 인구 천명당 특허건수

지식집약 서비스 41. 지식집약 서비스 비중

물리

생태적 산출

폐기물
42. GDP당 산업폐기물
43. 1인당 생활폐기물

온실가스
44. 총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45.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46.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47. GDP 대비 Sox 배출량
48. GDP 대비 Nox 배출량
49. 1인당 Sox 배출량
50. 1인당 Nox 배출량

수질 51. 대표하천 BOD

생물다양성
52. 국가별 최빈 조류개체수
53. 인구 천명당 멸종위기 조류종수

자료：유의선 외(2009)

<표 계속>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구성요소·지표 

6)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2011년 57개국)를 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

세(50%), 배출수 (30%), 기후변화정책(20%) 등 3가지 부문으로 나 어 기후

변화 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다. 재 국제 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

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CCPI가 실질 으로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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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가중치

배출추세
(50%)

에너지
전력부문 8.0%

신재생에너지 부문 8.0%

교통
국제항공 부문 4.2%

도로교통 부문 4.2%

주거 개별가구 3.6%

산업 제조 및 건설업 7.0%

탄소배출수준
(30%)

목표성과와 비교 15.0%

1차 에너지 단위당 CO2 발생량 15.0%

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 7.5%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 7.5%

기후정책
(20%)

국제정책 10.0%

국가정책 10.0%

Total 100.0%

자료：www.germanwatch.org/ccpi

<표 5-7> CCPI 세부 구분, 지표, 가중치

7) 지속가능발전지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 지표 연구는 ‘지속가능발 원회(PCSD)’를 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CSD는 2005년 6월 국가지속가능발  비 을 구체화

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 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속가능 발 략  이행계획’을 확정ㆍ발표하 다. 이 계획

에는 “국내 지속가능발  수 을 객 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77개)를 선정”하여 발표하 다. 지표체계는 

사회, 환경, 경제의 3개 분야를 14개 역과 33개 항목으로 구분한 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지속가능발 원회, 2008). 

∙사회분야：형평성, 건강, 교육, 인구 등 6개 역, 25개 지표

∙환경분야： 기, 토지, 생물다양성 등 5개 역, 27개 지표

∙경제분야：경제구조, 소비생산 등 3개 역, 25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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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01) 빈곤인구비율(상대빈곤율 기준)(%)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 실업률(%)

1-2. 노동
04) 평균 근로시간
0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1-3. 남녀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 건강

2-1. 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상태(기준대비 %)

2-2. 사망률 09) 영아 사망률(%)

2-3. 수명 10) 기대여명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5. 건강관리
12) 건강보험 보장률(%)
13) 국가보건복지 지출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 증등학교 순졸업률(%)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17) 공교육비 지출

4. 주택 4-1. 생활환경
18) 최소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19)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5. 재해ㆍ안전 5-1. 범죄
21) 1000명당 신고된 범죄 수
22) 자연재해 인명피해ㆍ경제적 손실

6. 인구 6-1. 인구변화
23) 인구증가율(%)
24) 인구밀도(명/㎢)
25) 고령인구 비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26) 온실가스 배출(Gg)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2. 오존층 29)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ppm)

환경 2. 토지

2-1. 농업

31) 농지면적비율(%)
3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33) 식량자급률(%)
34) 화학비료 사용량
35) 농약 사용량(kg/ha)

2-2. 산림
36)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37) 도시내 1인당 공원면적
38) 목재 벌채 정도(임목축적량 대비)

2-3. 도시화
39) 도시화율(%)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자료：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표 5-8>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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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 항목 지표

환경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41) 연안오염도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43) 갯벌면적 증감면적 및 비율

3-2. 어업
44) 수산자원량(만톤)
45) 어업양식량(만톤)

4. 담수

4-1. 수량
46)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47) 1일 1인당 물소비량

4-2. 수질
48) 4대강 수질오염도
49) 하수도 보급률(%)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 비율(%)
51) 국가 생물종 수
52) 멸종위기종 수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53) 국내총샌산(GDP)
54) 1인당 GDP
55) 경제(실질 GDP) 성장률(%)
56) GDP 대비 순투자율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율(%)
60) 국민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1-4. 대외원조 61) GNI 대비 총 ODA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62) 원료이용도(GDP 1000달러당)

2-2. 에너지 사용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64) 총 에너지 공급량(에너지원별)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66) 에너지 원단위

2-3. 폐기물 관리

67) 생활폐기물 발생량
68) 지정폐기물 발생량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2-4. 교통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2) 자전거 도로 총연장
73) 자동차 사고건수(100만명당, 100만 대당)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75) PC보유 가구비율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건수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자료：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표 계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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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녹색경쟁력 지표

우리나라의 표 인 도시경쟁력 평가 기 이었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평가지표는 ｢미래 도시비  2020｣에서의 4C City로 진화하고 있다. ｢미래 도시

비  2020｣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응하는 미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도래 등의 사회여건 변화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문화와 환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성되면서 “녹색

성장”이 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용하면서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

시한 김갑성 외(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평가 종합지표 가운

데 녹색경쟁력 지표를 심으로 검토하 다. 일차 으로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는 경제경쟁력, 생활경쟁력, 보건복지경쟁력, 문화경쟁력, 녹색경쟁력 등 5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자료：김갑성 외,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도시정보, 2009년 5월, No.326

<그림 5-3> 도시 경쟁력평가 종합지표의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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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 평가지표 가운데 녹색경쟁력은 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논의되면

서 ‘탄소 감’과 ‘녹색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여 녹색차원의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며, 녹색경쟁력은 ‘숨쉬는 도시’, ‘깨끗한 도시’, ‘에 지 감 

도시’로 구분하여 기, 녹지, 생태계, 수자원, 폐기물, 신재생 에 지 등을 평가한

다. ‘숨쉬는 도시’는 도시의 기환경, 녹지확보, 생태계 보  등을 통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가를 측정하며, ‘깨끗한 도시’는 도시의 수자원 리와 폐기물 리 등

과 련하여 인간에게 얼마나 친환경 인 공간을 제공하는지를 악한다. 그리고 

‘에 지 감도시’는 탄소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보 과 함께 녹

색도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에 지 감과 신재생 에 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지표 향후 제안 지표

숨쉬는 
도시

대기환경
환경오염배출 시설물 수
차량수
임야면적 비율

녹지확보
인구 1인당 공원면적
인구 1인당 녹지면적

생태계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비율
자연공원 면적비율

깨끗한 
도시

수자원 관리

생활하수 배출량
산업폐수 배출량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공유수면 면적비율

하천정비 실적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 구역 면적
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폐기물 처리비용

에너지 절감 
도시

에너지 절감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절감용 예산 집행실적
심야전기 사용량
1차 에너지 사용현황
2차 에너지 사용현황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태양열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풍력, 조력에너지 설비용량
소수력발전 설비용량

  주：밑줄은 방향성이 음수임. 
자료：김갑성 외(2009)

<표 5-9> 녹색경쟁력 지표체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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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선정

선행연구의 기존지표들 가운데 기ㆍ에 지ㆍ기후변화  자원순환(물ㆍ폐

기물)의 통합 리 략 수립  정책방향 설정과 연 된 경쟁력 지표들을 우선

으로 추출한다. 다음으로 이들 지표들 에서 한국능률 회(1999)에서 제시

한 도시경쟁력 지표선정의 원칙인 표성, 자료 구득성, 비교객 성, 반복성, 단

순성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통합 리와의 연 성이 높고, 자치단체 단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 다. 

이에 따라 환경경쟁력 진단  도시의 환경경 에 필요한 목표 리 지표 체계

는 기 , 기반, 환경분야의 3개 분야를 18개 역과 109개 지표로 구성하 다. 

선정원칙 내용

대표성
- 관련지표는 부문별 2차 관심영역을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복수의 대표적 항목을 총망라하여 검토한 후 그 중에서 2차 관심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여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선정해야 한다. 

자료구득성
- 선정항목은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자료입수가 용이하지 못하면 도시 간 비교는 물론 포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현실여건으로 자료입수가 용이한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객관성
- 도시 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편차가 큰 항목이나 사례 도시 중 일부에서 통계수집이 

곤란한 항목은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도시 간 비교가 가능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반복성
- 선정된 항목이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 혹은 활용될 수 있거나 특정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면 

지표항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편중 적용과 
무관한 신뢰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함으로서 평가지표 선정의 반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성
- 선정된 항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가급적이면 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평가기관과 피평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쉽게 이해 될 수 있다.

자료：한국능률협회, 1999

<표 5-10> 도시경쟁력 지표 선정의 원칙 

1) 기초지표

환경경쟁력을 진단하기 한 기 지표는 인구 집단의 특성뿐 아니라 지형  

요인, 생물다양성, 경제력, 교통, 정보ㆍ통신, 의료ㆍ보건과 같은 도시 인 라, 

연구개발, 자연재해 등의 지표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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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지표 출처

인구

1) 인구밀도(명/㎢)
2) 출생률(%)
3) 기대여명
4) 인구 증가율(%)
5) 65세 인구비율(%)
6) 독거노인 비율(%)
7)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8) 기후민감 질환자 비율

서울의 통계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지역별 질병발생 통계

경제
9) GRDP
10) 1인당 GRDP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산업
구조 11) (1차+2차)/(1차+2차+3차) 서울의 통계

농업
12) 농작인구
13) 농작지당 곡물 생산량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토지

도시화
14) 시가화면적률(도시화율)(%)
15) 불투수 면적 비율(%)

서울시 도시행태현황도
서울시 도시행태현황도

기반시설
16) 사회기반 면적 비율
17) 산업단지 면적 비율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녹지

18) 산림 면적 비율(%)
19) 1인당 산림면적
20) 자연공원, 도시공원 면적
21) 1인당 공원면적
22) 도시 녹지율(%)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재해

23) 가뭄취약지역 비율
24) 홍수취약지역 비율
25) 제방사용 면적 비율
26) 자연재해지구 수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stat.seoul.go.kr

생물다양성
27) 보호지역 면적률(%)
28) 습지대 면적률(%)
29) 멸종위기 생물종수

환경백서,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환경백서

기후노출

호우
30) 80mm 이상 호우일수
31) 1일 최대강수량
32) 강수강도 지수

AWS 자료
AWS 자료
AWS 자료

가뭄
33) 연속무강수 일수 평균
34) 연속무강수 일수 최대값

AWS 자료
AWS 자료

혹서
35) 열대야 일수
36)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37) 열파지속 지수

AWS 자료
AWS 자료
AWS 자료

인프라

교통

38)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9) 자전거 도로 총연장
40) 자동차 대수
41) 저공해자동차 버스 비율

서울의 통계
stat.setoul.go.kr
서울의 통계
stat.setoul.go.kr

의료&보건
42)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4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
44) 인구 천명당 보건소 인력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정보 & 통신 45) PC 보급률(%) 서울의 통계

연구개발 46) 인구 천명당 연구종사자 비율(%) 사업체 기초조사 

<표 5-11>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을 위한 기초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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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지표

기반지표는 환경경쟁력 비교우  확보를 한 자치단체의 능력을 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담당조직, 공무원수  련 법규, 환경 련 산비

율, 환경정보 제공을 한 교육  홍보와 도시가 목표로 한 계획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자치단체와 기업, 지역주민, 지역 문가 등 각 주체가 력ㆍ교

류하는 진행ㆍ 리 시스템인 거버 스를 기반지표로 선정하 다. 

구성요소 지표 출처

조직
47) 전체 공무원 대비 환경공무원 비율
48) 인구 천명당 담당공무원 수
49) Task Force Team 운영 유무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제도
50)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유무
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조사
자치법규 조사

예산 52) 전체 예산대비 관련분야 예산 비율 성과주의 예산

홍보 및 교육
53) 환경관련 프로그램 시행 개수
54) 교육ㆍ홍보 포털 사이트 개수
55) 환경관련 시민 인지도

인터넷 기반 사이트 조사
설문조사

거버넌스

56) 거버넌스 추진사례
57) NGO 단체, 회원, 상근자 수
58) 시민제안제도 채택률
59) 시민의견 제안 건수
60)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율
61) 거버넌스 위원회 구축 여부

환경백서
환경백서
stat.seoul.go.kr
stat.seoul.go.kr
설문조사
환경백서

<표 5-12>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을 위한 기반지표

3) 환경분야 지표

다양한 환경분야들 가운데 기후변화 응, 에 지 리, 청정 기, 자원순환

(폐기물 리, 물순환)을 환경분야 표지표로 선정하 다. 여기에는 기질, 온

실가스, 기후변화, 수질과 수량과 같은 환경시스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효

과 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지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신재생에

지 보 률, 상수도 보 률, 하수도 보 률, 자원회수시설 용량 등의 련 지표

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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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지표 출처

대기질

62)~ 67) 오염물질(SO2, NO2, PM10, O3, CO, PM2.5) 대기질 농도
68)~72) AQI(NOx, PM10, PM2.5, O3, 평균)
73)~75) 오염물질 배출량(NOx, SOx, PM10)
76)~78) 1인당 배출량(NOx, SOx, PM10)
79) 대기농도 기준 초과 일수
80) 시정거리
81)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
82)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83) 환경오염 배출 시설물 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AQI 산정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환경백서
환경백서

에너지

84) 총에너지 사용량
85) 1인당 총에너지 사용량
86) GRDP당 총에너지 사용량
87) 총에너지 소비량 대비 화석에너지 소비비율
88) 재생에너지 비율
89)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
90) 전력자립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기후변화

91) 온실가스 총배출량
92)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93)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94) 부문별 CO2 배출량

환경백서
환경백서, 서울의 통계
환경백서, 서울의 통계
환경백서, 서울의 통계

물순환

95) 1인/1일 물소비량
96) 상수도 보급률
97) 가용 지하수량
98) 지하수 이용량
99) 누수율
100) 중수도 사용량
101)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옹량
102) 하수도 보급률
103) 하천BOD 등 수질오염
104) 폐수발생량

서울의 통계
서울의 통계
지하수 조사연보
지하수 조사연보
하수도 통계연보
하수도 통계연보
상수도 통계연보
서울의 통계
환경백서
공장폐수 발생연보

폐기물

105) 생활폐기물 발생량
106) 소각처리 비율
107)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08)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109) 자원화시설 용량

폐기물 처리 통계연보
폐기물 처리 통계연보
폐기물 처리 통계연보
폐기물 처리 통계연보
환경백서

<표 5-13>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을 위한 환경분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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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목표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1.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체계

Comfort Zone, 청정에 지, 고도 응, 시민ㆍ물ㆍ자연 공생, Zero Waste, 녹

색생활 역량 등 핵심가치를 반 한 통합 목표 리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목표

리와 지표의 연 구조 분석으로 통합 환경목표 리 수 의 달성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표 5-14> 참조). 

향후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는 서울시의 환경정책  행정 활동의 통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한 정책 툴, 환경경쟁력 비교우 를 확보

하기 한 종합 인 노력을 평가하기 한 거로 활용된다. 

분야 구성요소 지표

핵심 경영가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기초

인구

인구밀도
출생률
기대여명
인구 증가율
65세 인구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기후민감질환자 비율

●

●
●

●

●

●
●
●
●
●
●
●
●

●

●

●

●

경제
GRDP
1인당 GRDP

●
●

●
●

●
●

●
●

●
●

산업

구조 (1차+2차)/(1차+2차+3차) ●

농업
농작인구
농작지당 곡물 생산량

●
●

토지

도시화
시가화면적률(도시화율)
불투수 면적 비율

●
●

●
●

●
◉

●

기반
시설

사회기반 면적 비율
산업단지 면적 비율 ●

●
●

<표 5-14>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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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성요소 지표

핵심 경영가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기초

토지

녹지

산림 면적 비율
1인당 산림면적
자연공원, 도시공원 면적
1인당 공원면적
도시 녹지율

●
●
●
●
◉

●
●
●
●
◉

●
●
●
●
◉

재해

가뭄취약지열 비율
홍수취약지역 비율
제방사용 면적 비율
자연재해지구 수

●
●
●
●

◉
●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면적률
습지대 면적률
멸종위기 생물종수

●
●
●

●
●

기후노
출

호우
80mm 이상 호우일수
1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 지수

●
●
●

◉
●
●

가뭄
연속무강수일수 평균
연속무강수일수 최대값

●
●

●
●

혹서
열대야 일수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열파지속지수

◉
●
●

●
●
●

◉
●
●

인
프
라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전거 도로 총연장
자동차 대수
천연가스버스 비울

◉
●
●
●

●
●
●
●

●
●
●
●

의료 및 
보건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
인구 천명당 보건소 인력

●
●
●

●
●
●

정보 및 
통신

PC 보급률 ● ● ● ● ●

연구개발 인구 천명당 연구종사자 비율 ● ● ● ● ●

기반

조직
전체 공무원 대비 환경공무원 비율
인구 천명당 환경담당공무원 수
Task Force Team 운영 유무

●
●
●

●
●
●

●
●
●

●
●
●

●
●
●

제도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유무
관련 법규

●
●

●
●

●
●

●
●

●
●

예산 전체 예산대비 관련분야 예산 비율 ◉ ● ● ◉ ●

홍보 및 교육
환경관련 프로그램 시행 개수
교육ㆍ홍보 포털사이트 개수
환경관련 시민 인지도

●
●
●

●
●
●

●
●
●

●
●
●

●
●
●

<표 계속>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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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성요소 지표

핵심 경영가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기반 거버넌스

거버넌스 추진사례
NGO 단체, 회원, 상근자 수
시민제안제도 채택률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율
거버넌스 위원회 구축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관리

대기질

오염물질 대기질 농도(6개 물질)
AQI (NOx, PM10, PM2.5, O3,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 (NOx, SOx, PM10)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
(NOx, SOx, PM10)
대기농도 기준 초과 횟수
시정거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80㎍/㎥ 이상)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환경오염 배출 시설물 수

●
◉
●
◉
●
◉
●
◉
●

●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총배출량, 1인당, GRDP당)
화석에너지 소비비율
재생에너지 비율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
전력자립도

◉
●
◉
●

◉
●
◉
●
●

◉
●
◉
●
●

●
●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총배출량, 1인당, GRDP당)
부문별 CO2 배출량

◉ ◉
●

◉
●

●
●

물순환

1인/1일 물소비량
상수도 보급률
가용 지하수량
지하수 이용량
누수율
중수도 사용량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
하수도 보급률
하천BOD 등 수질오염
폐수발생량

◉
●
●
●
●
◉
◉
●
●
●

◉
●
●
●
●
◉
◉
●
◉
●

환경
관리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소각처리 비율
1인당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자원화시설 평균 가동률

●
◉

◉
●

●
●
●
◉
◉

◉
●
●
◉
●

주：서울시 환경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가운데 핵심역량 평가 시 ◉ 표시 지표 중심으로 분석

<표 계속>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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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환경목표관리 체계를 활용한 경쟁력 진단 사례 

통합 환경목표 리를 한 지표는 향후 서울시의 환경정책  행정활동의 통

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하기 한 수단이자 환경경쟁력 

비교 우 를 확보하기 한 종합 인 노력을 평가하기 한 거 역할을 기

할 수 있다. 

즉 통합 목표 리 지표를 활용할 경우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 을 진단하고, 

재 상태를 검하면서 비교우 의 지표들은 더욱 강화시키며, 낮은 지표들은 

보완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의 우선순  도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서 구축된 환경경쟁력 구성요소별 진단지표를 시 으로 용하

여 서울의 환경경  핵심가치를 “기후변화 고도 응 능력의 향상”에 두고 련요

소의 통합을 통해 서울의 기후변화 응능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자 한다. 

1) 서울의 기후변화 고도적응

서울의 기후변화 고도 응 평가를 해 기후노출, 민감도, 응능력  응

기반의 분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한 통합 목표 리 

련 지표체계에 따라 수집하 다. 

기후노출 련자료로는 기 지표 가운데 호우, 가뭄, 혹서 역의 지표가 있으

며, 민감도 련자료는 기 지표 에서 인구, 토지(도시화, 기반시설, 재해), 산업

(구조, 농업) 역, 환경 리 지표 에서 에 지 역이 해당한다. 그리고 응능

력 련자료는 기 지표 가운데 경제, 토지(녹지), 인 라(교통, 의료  보건, 정보 

 통신), 연구개발 역, 환경 리 지표 가운데 기질, 물순환 역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고도 응 평가를 한 리변수는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근거하여 

시공간  규모로 정리하 다. 자료의 공간  규모는 서울시 자료, 시간  규모

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로 한정한다.

서울시의 기후노출과 련해서는 기온 상승과 열 야 일수의 증가 등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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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며, 여름철 강수량과 강우강도의 증가에 따른 국

지성 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폭염과 호우에 한 취약성이 비

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감도 지수의 체 인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도,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 인구, 기 생활수 자 등 인구  특성에서 건강서비스에 한 근성

이 취약한 인구가 증가하여 민감도 지수는 2002년 16에서 2008년 69로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  지리  특성의 민감도는 감소하는 경향이나 시가

화 면 률과 불투수 면 률의 증가로 체  민감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민감도가 클수록 취약성이 커지므로, 기후변화에 응하여 취약 

계층의 지원, 도시 녹화ㆍ투수면  확  등의 정책이 우선 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 으로 경제  자원, 기술  정보에 한 근성, 인 라의 다양성, 

응을 한 제도  역량, 자원 이용가능성  배분의 공평성이 높을수록 기후변

화 응능력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경제  자원이 풍부하고, 

물리  인 라(의료시설 확보율, 깨끗한 물에 한 근성, 통신 등)의 확보 수

이 높으며, 기후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 이 낮은 산업구조

를 이루고 있어 기후변화 응능력이 비교  높다고 단된다.

응능력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GRDP, 재정자립도, 물리  인 라의 확

충 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체  기후변화 응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녹지면 , 기오염물질 배출량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러한 역의 역량을 증 시키기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응기반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응 정책 실시를 한 기본 인 여건이 비교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기후변화 응에 한 정보 제공이

나 기후변화 응에 한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일반시민의 인식제고와 담당공

무원의 문성 향상을 한 교육  홍보 항목에서는 뚜렷한 정책이 실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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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홍보  교육과 련된 응정책에 한 우선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 기후변화 응능력은 응기반 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호우ㆍ혹서 

기후노출, 인구 특성, 지리  특성 등의 취약요인으로 인해 그다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취약요인 사  방 응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그림 5-4> 서울시 연도별 기후변화 고도적응 지수변화 추세

2)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체계 구성

통합 환경 리의 추세에 맞추어 서울시는 부문별 환경요소의 목표 리를 통

합하여 기, 수질, 토양 등이 모든 환경매체, 생물유기체에 미치는 향을 총체

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 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면 기환경과 CO2 배출 감의 통합 리를 통한 쾌 도시 구 , 물순

환과 폐기물 리를 통합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개념을 토 로 체  주

기ㆍ순환을 고려한 자원순환 도시 실 , 재생가능에 지 리와 자원순환의 통

합 등을 통한 Comfort Zone 형성, 청정에 지 보  확 , 기후변화의 고도 응, 

시민ㆍ물ㆍ자연의 공생, 녹색생활 역량 강화 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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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요소별 통합 목표 리 지표체계가 필요하다. 

도시환경 경쟁력 진단을 한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를 이용한 부문별 목표

리와 통합 목표 리 수  평가방법을 제시하면 <표 5-15>와 같다. 

이러한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는 향후 서울시의 환경정책  행정활동의 통

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한 수단이자 환경경쟁력 비교 우

를 확보하기 한 종합 인 노력을 평가하기 한 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즉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는 서울시의 계획  정책 수립에 있어 

지침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 계를 조율ㆍ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노력의 정도를 평

가함으로써 향후 개선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분 핵심 경영가치 통합환경 관리 지표

부문별 
목표관리 

대기 쾌적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4개 

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3)：기초(4)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45개 

고도적응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물순환 도시 영역(13)：기초(7) / 기반(5) / 환경관리(1) 지표 53개

Zero Waste 도시 영역(13)：기초(4)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34개

통합
목표관리

대기 쾌적ㆍ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7개

대기쾌적ㆍ고도적응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대기 쾌적ㆍZero Waste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8개 

고도적응ㆍ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8) 지표 94개 

고도적응ㆍ물순환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고도적응ㆍZero Waste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에너지 저소비ㆍZero Waste 도시 영역(14)：기초(5)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5개 

Zero 배출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저탄소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94개 

자원순환 도시 영역(16)：기초(7)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63개 

가치창출형 통합 환경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주：서울시 환경 통합목표관리 관련 행정조직 분류：대기쾌적 도시(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교통), 에너지
저소비도시(맑은환경본부), 고도적응도시(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안전본부, 도시교통본부), 물순환도
시(맑은환경본부, 도시안전본부), Zero Waste 도시(맑은환경본부)

<표 5-15>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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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건의

1.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시행

재 추진되고 있는 issue 심의 총량 리, 목표 리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

지표 부문 간 통합 리와 목표 리를 바탕으로 가치창출을 한 시각과 향후 

‘도시 경쟁력 향상’을 한 거시  리지표로서 ‘도시 활력도’ 목표 리가 필

요하다. 

도시공간의 활력도 지표인 기환경 리, CO2 배출 감, 에 지 효율 이용, 

폐기물 처리와 련된 신재생에 지 생산ㆍ보 , 도시기후 쾌 도 향상, 녹피

면  증  등을 통합 리할 수 있는 정책지표 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5-5>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요소

2. 환경경쟁력 향상방안

1) 통합 환경관리체계 구축

(1) 통합환경계획의 수립

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환경 리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추진됨에 따

라 환경정책에서 체계 이고 통합 인 리가 다소 미흡하여 환경경쟁력 향상

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도시의 사례분석, 문가 설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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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환경경쟁력 비교우  확보를 해서는 통합환경 정책 수립이 가

장 우선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 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지양하고 련 계획을 연계ㆍ통합한 가치창출형 종합계획 수립

이 필요하다.

(2) 서울시 통합환경 목표관리 지표(안) 개발

재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악하여 서울의 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측할 수 있도록 서울을 가장 잘 표하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5개 분야(생활, 

복지, 경제, 환경, 행정) 지표로 나타낸 “서울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맑은환경 

지표로는 ①기후변화(기온), ②신재생에 지, ③천연가스 보 , ④자 거 도로 

연장, ⑤생활권 공원면 , ⑥생활폐기물 등 6개 지표를 선정하여, 련 통계자

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6개 서울지표는 통계자료로서의 의미가 높은 반면, 

통합 리를 한 활용ㆍ 용성 측면에서의 의미는 크지 못하다. 

이에 따라 서울의 통합 환경 리 여건을 평가하여 성과측정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기 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의지 는 환경경  핵심가치를 반

한 통합 리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개발된 지표는 지속 인 수정

ㆍ보완을 통해 지표의 구체성과 활용성을 높여 정책 모니터링을 한 지표풀로 

활용함으로써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3) 통합 환경목표관리와 연동화된 통계 DB 구축 

기존 서울의 통계 DB는 주제별(인구, 경제, 산업, 문화 , 복지, 여성ㆍ가

족, 환경, 주택건설, 교통, 교육, 보건, 안 , 정보통신, 행정일반), 작성기 별(서

울특별시, 공사ㆍ공단, 융기 , 연구기 , 앙행정기 , 지방행정기 , 기타

기 )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 

주제별ㆍ작성기 별로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

체계에 따라 통계 DB를 재편성해 구축하고, 련지표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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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수화하여 련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

해 정책의사 결정자의 환경경  핵심가치 선정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들

에게 통합 환경목표에 한 모니터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 

2) 규제와 인센티브 마련

핵심가치를 반 한 통합 환경 리를 해서는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

 유인책으로 인센티 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ㆍ기후쾌  도시 실 을 해 

기오염물질의 감축, 에 지 사용 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한 규제와 인센티 를 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주차장 녹화 의무화

기ㆍ기후 쾌 도 향상을 해서는 녹화와 투수면  확 가 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리조례’의 설치기 에 공공기  부설 주차

장, 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녹화를 의무화

한다. 주차장 녹화 의무화는 기ㆍ기후 쾌 도 향상뿐만 아니라 투수면  확

로 인한 물순환 도시 구 에도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2) 친환경 건물 기준 의무화 확대 

재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   에 지 기 을 모두 의무 으로 충족해

야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인센티 (세  감면, 인증비용 지원, 용 률 완화 등)

를 통해 두 기  충족을 권장받고 있다. 그러나 건물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 지 이용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한 

기  강화  확 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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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 온실가스 반영

환경개선부담 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

오염의 직 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이 부담 은 

시설물은 연료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 차령

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있으나, 향후 온실가스 부문을 시설물과 자동차에 반

하여 부담 을 산정하고, 자치단체의 환경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개정을 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 에코마일리지의 적용 확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가정이나 단체가 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에 지 

사용량을 이면 그 실 을 온실가스(CO2)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실 이 우수

한 가정  단체에게 인센티 로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경우 스마트 기계량

기, 나무교환권, 에 지진단 서비스, 탄소제품 할인 등의 혜택을, 단체의 경우 

녹화조성비 지원, 태양  발 시설(학교)설치 지원, 고효율 등(아 트 일부시

설) 설치 등의 혜택을 다. 

향후 에코마일리지를 세제와 연결시켜 개인의 경우 수도세와 기세 등의 감

면, 소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세ㆍ개인사업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확 하여 에 지 약 사업에 많은 시민ㆍ기업ㆍ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 다양한 협력관계의 강화

(1) 부서 간 Task Force 운영 활성화

기ㆍ기후 쾌  도시 구 을 한 리 항목을 담당하는 련부서로는 맑은

환경본부( 기질, 에 지, 기후변화, 폐기물), 푸른도시국(녹지), 도시안 본부

(물 리), 도시교통본부(자 거)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경  핵심가치 실 을 

해서는 선진도시 사례와 같이 련 부처들이 핵심 경 가치에 탄력 으로 참

여하는 Task Force를 조직ㆍ운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시장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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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해 응력을 갖춘 조직형태의 구성ㆍ운 도 필요하다. 

뉴욕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질과 련된 교통부,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의 

BMP Task Force, 기후변화 련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한 Task Force, 폐기물 

련 Composting Siting Task Force 등을 운 하고 있다. 

(2) 민간협력

공공부문의 재원이나 기반 활용만으로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

한 이해 계자와의 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뉴

욕이나 런던에서는 신차 개발, 공회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정책 추진 시 

택시 회, 트럭 회,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 간 력으로 자동차(택시

와 트럭 등) 효율을 향상시켜 기질과 온실가스 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의 경우 민간 자원화 시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공공자원화 기

반시설을 충족하고 있다. 

서울시도 선진도시의 사례에서처럼 정책 추진 시 민간의 충분한 자본과 경험

을 활용하고, 다양한 이해 계자와의 지속 인 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서울시 환경 거버 스는 환경 련 원회를 심으로 계획 수립 시 평가ㆍ자

문을 하거나 정책과 사업에 한 의견 제시를 통해 환경 련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립을 조정ㆍ완화하는 정책자문 기능  시민들의 참여와 심을 유도

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환경 거버 스는 자문

과 교육ㆍ홍보의 기능 이외에도 정책결정ㆍ추진과정의 일부 참여자로서 역할

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에 지 진단원을 직  양성하기보다 에 지 약에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가정과 을 가지는 기업ㆍ단체(가 제품 회사, 에 지 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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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  등)와의 제휴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진단원을 양성ㆍ활용할 수 있다. 

즉 진단원이 가정의 에 지 약에 한 조언과 효과 등을 설명함으로써 각 가

정에서 에 지 약ㆍ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ㆍ기후 쾌  도시 실

을 한 서울시 에 지 진단원 제도(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절약 진단원 제도 도입 원용 검토>

그리고 다른 사례로써 서울시가 에 지 약 단체, 국 자동차 운 문학

원 연합회 등과 제휴를 통해 에코드라이  강사의 양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이 처음 운 하는 시민들을 상으로 에코드라이  교육을 함으로써 에코드라

이 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시민참여와 교육ㆍ홍보 활성화

서울시가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환경기 시설, 생태공원, 재활용 시  등의 

체험시설에서 장교육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보다 확

하여 실생활에서 직  련된 시민을 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시민이 서울의 다양한 환경 행복도시 정보를 손쉽게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울의 환경 행복도시 

정책이 양방향 체계로 환되어 시민참여 확 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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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6) 서울 에코금융 프로젝트 도입 

재 서울시 기후변화기 은 신재생에 지 

개발 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한 융자  

보조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원리  회

수, 회수, 이자수입, 시출연 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쿄의 에코 융 로젝트의 경우, 도의 

자 과 리우 를 통한 도민의 을 활용하

여 가정이나 NGO, 기업이 실시하는 환경사업을 

지속 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향후 도쿄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수의 사업자와 폭넓은 시민

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융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쿄도 에코금융 프로젝트 운영흐름>

7)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① 블록단위 도시개발 시 사전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

－신재생에 지 시설의 도입을 유인하기 해 ‘도시개발사업의 사  환경

성 검토제도’ 규정에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 등의 반 을 검토한 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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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보 기반을 확충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 지 이용을 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용하여 건물의 에 지  온실가스 목표 리제도

와 연계하여 시행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성과관리제도 시행 

－ 탄소 녹색성장과 지표에 근거한 성과 리 산편성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산 편성ㆍ집행을 탄소 녹색성장과 연계 추진

－향후 행정안 부 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 탄소 녹색성장 지

표의 달성 정도’를 반 할 정이므로 사  응하는 것이 필요

③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과 연계한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

－세계도시의 환경경쟁력 비교에서 신재생에 지 이용이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으며, 탄소 사회의 선도  실 을 한 신재생에 지 정책 Mix

의 최  구성이 요구됨.

－음식물쓰 기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재생에 지 

보 비율 제고,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신재생에 지 보 비율 확 , 신

규 고용기회 확 , CDM 사업기회 확 효과 도모

④ 자동차 통행총량제도의 선도적 도입

－자동차 배출 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배출 감을 한 통합 리 수

단으로 활용

－향후 ‘지속가능교통물류 발 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통행총량제도의 도

입에 비하여 도로 유형별 교통환경용량의 검토  선도  리가 필요

⑤ 서울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시민의식 조사

－과학 이고 정기 인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역량 강화를 

한 기  정책자료의 수집ㆍ분석

－조사결과는 서울형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  추진에 필요한 시민

과 민간기업의 참여 동인을 악하고, 이를 감안한 정책 안 발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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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 론

1. 환경경쟁력 비교 우위 확보

21세기 로벌 경쟁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환경가치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 랜드 가

치를 높이기 한 략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경쟁력 수 은 경제,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의 유기 인 통합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Green Race’로 표 될 만큼 환경요소가 도시경쟁력 비교 핵심지표로 부각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계도시들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에 맞추어 환경선도

도시로서의 상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을 통합 리ㆍ

총량 리ㆍ목표 리 체계로의 환을 통해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상 환

이 필요하다. 다만, 민선4기부터 시행하 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구

도 유지가 제되어야 한다.

선진 도시와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시민 높이에 맞춘 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이슈(issue) 응형 정책에서 효과 만족형 정책으로 략을 수

정하고, 가치 창출형 환경 리 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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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 리 역량을 제고

하고, 시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한 략  근으로 선진도시와의 환

경경쟁력 비교우  확보방안 마련에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2. 주요연구 성과

1)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환경경쟁력은 도시경쟁력(경제  산업 경쟁력, 삶의 질, 교육, 문화, 복지, 도

시환경 등 도시가 갖는 가변  비교우  종합역량)을 구성하는 가장 기 요소

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지속가능한 발 , 탄소 녹색성장, 통합 리, 목표 리)

을 수용하여 환경수 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경쟁력 결정요인은 환경요소별 개별 리보다는 통합 리에 의한 가치창

출, Global Standard를 구성하는 내생변수(제도와 지침, 력, Governance, 인센

티 , 참여와 교육ㆍ홍보)의 작용 여부에 따라 비교우 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환경경쟁력 평가는 투입 산의 한계 극복, 정책의 우선순  결정, 환

경조직의 탄력성 확보 등의 기회요인을 도출할 수 있어, 서울의 환경역량 확보

를 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서울의 환경경쟁력에 한 SWOT 분석 결과, 기ㆍ에 지ㆍ기후변화의 통

합 리로 상호 시 지 효과를 도모하고, 탄소 녹색성장과 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한 근이 필

요하다. 그리고 물 리는 기존의 이용가치  기능 심에서 시민 생활속에서 

휴식공간과 경제  이익 등을 창출하는 기능 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

태ㆍ녹지공간, 친수공간을 폭 확충하여 도시의 쾌 성을 제고하며, 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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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에서 경쟁력 확보  고용 창출 등의 녹색성장으로 환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폐기물 자원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특히 에 지ㆍ기후변화 

응 측면에서 에 지 회수로 환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 민간부

문의 문성과 자본의 극 활용, 부족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보완, 민간기업의 

시설활용 등도 극 검토해야 한다.

문가  환경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한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  인식 비교는 

환경요소별 리에서 “비교  잘 리되고 있다”(공무원), “보통 수 ”( 문가)

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공무원ㆍ 문가 모두 “통합 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 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과 

통합 리 수  비교에서 공무원은 환경요소별 환경경쟁력 수 이 비슷한 수

이라고 평가한 반면, 문가는 비교  낮은 수 이라고 평가하 다. 

선진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 수 에 한 인식을 10  척도 평균 수 순

 로 비교한 결과, 공무원은 상  도시로 리ㆍ뉴욕ㆍ베를린, 하  도시로 서

울ㆍ베이징ㆍ상하이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문가는 상  도시로 베를린ㆍ런

던ㆍ토론토, 하  도시로 상하이ㆍ서울ㆍ베이징을 들었다. 상 도시와 하 도

시의 선택 조건은 ‘효과 인 통합 환경 리 정책수립’, ‘정부ㆍ자치단체ㆍ시민

ㆍ민간단체(NGO)’ 간 트 십 체결과 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평가하 다.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비교우  략으로는 두 집단 모두 ‘통합 환

경 리 정책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기반구축’을 우선 추진해야 할 부

문으로 평가하여, 향후 효과 인 통합 리를 한 정책과 련 지침, 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선진도시의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선진도시에서 재 추진 인 통합환경 리 사례의 수집  비교분석, 그리

고 제반 시사  도출은 향후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도시의 통합환경 리의 정

책 수립  추진과정에의 원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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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해외 도시들의 환경 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몇가지 시사 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 창출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개

별 계획보다는 종합 이고 통합 인 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통합 환경

리의 사례로는 뉴욕의 plaNYC, LA의 GreenLA, 토론토의 Climate Change, 

Clean Air and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을 들 수 있다.

둘째, 통합 환경 리 평가 툴을 개발하여 매년 평가기 에 따라 환경의 질을 

평가해 성과측정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CEQR)를 수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PDF문서

로 시민, 기업,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목표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환경단체, 시 련부서, 커뮤니티 그룹, 학계, 민간기업 등의 참여통로

를 마련하기 해 정책 원회의 구성 체계를 개선하고, 원회의 활동을 시민

들에게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견개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거버 스 체계 구

축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참여와 력을 바탕으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련계

획 수립  최 기술 사용 의무화, 연료이용 기  마련, 련 법률 강화, 인센

티  사항 등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 행정명령, 조례, 정책 등을 시행

하고 있다.

다섯째, 통합환경 리 정책 실행을 하여 Task Force Team을 창설하여 앙

정부, 지방정부와 유기 으로 력하고 있으며, 운수업계ㆍ자동차회사ㆍ 력

회사 등 민간 련업계와의 력, 주변 도시  해외 도시와의 력 등을 강화

하고 있다.

여섯째, 시민들의 인식고취와 문제해결을 한 변화를 구하고 실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환경커뮤니티 그룹, 환경단체와 력하여 교육 로그램과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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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공공ㆍ민간기 을 통한 융자 지원, 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  제

공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환경정책 사업을 상으로 지역사회의 사

업체나 개인  련단체의 친환경  활동에 출 리를 우 하는 환경 융 

로젝트, 재생가능 에 지 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한 녹색기  조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4) 대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1) 통합관리 지표 DB 구축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녹색생활역량지수(GLCI), 기후변

화 응지수, 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기후변화 응지수(CCPI), 지속가

능발 지표, 녹색경쟁력지표 등을 바탕으로 서울의 환경경쟁력 평가에 필요한 

진단지표 DB를 선별 으로 구축하 다. 이는 향후 서울의 환경 경쟁력 향상을 

해 탄소사회, 자원순환사회, Zero 배출 사회 실  등에 핵심 경 가치를 부

여할 경우, 경 가치와 상응하는 지표항목 분류에 따라 경쟁력 수 의 진단ㆍ

평가뿐만 아니라, 개별 경 가치의 통합 리에 의한 목표수 의 체 달성 정

도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경쟁력 진단  도시의 환경경 에 필요한 목표 리 체계는 DB 구축 자

료를 바탕으로 기 ㆍ기반ㆍ환경의 3개 분야, 18개 역, 109개 지표로 구성하

다. 

(2)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체계

comfort zone, 청정에 지, 고도 응, 시민ㆍ물ㆍ자연 공생, Zero Waste, 녹색

생활 역량 등 개별 핵심 경 가치를 반 한 통합 목표 리 지표체계를 구성하

여 목표 리와 지표의 연 구조 분석으로 통합환경 목표수 의 달성 정도를 검

토하 다. 향후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는 서울시 환경정책  행정 활동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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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한 정책 tool, 환경경쟁력 비교우

를 확보하기 한 종합 인 노력을 평가하기 한 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통합 환경목표관리 체계를 활용한 경쟁력 진단 사례 

앞서 구축된 환경경쟁력 구성요소별 진단지표를 시 으로 용하여 서울

의 환경경  핵심가치를 “기후변화의 고도 응 능력의 향상”에 두고 련요소

의 통합을 통해 서울의 기후변화 고도 응을 진단한 결과, 서울시 기후변화 

응 능력은 응기반 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호우ㆍ혹서 기후노출, 인구 특성, 

지리  특성 등의 취약요인으로 인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리고 도시환경 경쟁력 진단을 한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를 이용한 

부문별 목표 리, 통합 목표 리 수  평가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통합

환경목표 리 지표는 향후 서울시의 환경정책  행정 활동의 통합성을 높이

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한 수단이자 환경경쟁력 비교 우 를 확보

하기 한 종합 인 노력을 평가하기 한 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ㆍ시행

재 추진되고 있는 issue 심의 총량 리, 목표 리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

지표 부문 상호 통합 리와 목표 리를 바탕으로 핵심경  가치창출이 바람직

하다. 향후 ‘도시 경쟁력 향상’을 한 거시  리지표인 ‘도시 활력도’에 한 

목표 리가 필요하다. 도시공간의 활력도 지표인 기환경 리, CO2 배출 

감, 에 지 효율 제고, 폐기물 처리와 련된 신재생에 지 생산ㆍ보 , 도시기

후 쾌 도 향상, 녹피면  증  등을 정책의사 결정에 따라 상호 통합 리할 수 

있는 정책지표 리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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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경쟁력 비교 우위 확보전략

1) 통합 환경관리체계 구축

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환경 리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

라 환경정책에서 체계 이고 통합 인 리가 다소 미흡하 으므로, 부문별 계

획의 수립ㆍ추진을 지양하고 련 계획을 연계ㆍ통합한 가치창출형 통합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의 통합 환경 리 평가를 성과측정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서울시의 정책의지 는 환경경  핵심가치를 반 한 서울시 통합환경 목표

리 지표(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개발된 지표는 지속 인 수정ㆍ보

완을 통해 구체성과 활용성을 높여 정책 모니터링을 한 지표풀로 활용함으로

써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별ㆍ작성기 별로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합환경 목표 리 지표체계

에 따라 통계 DB를 구축하고, 련지표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수

화하여 련 자료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자의 환경경  핵심가치 선정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통합환

경 리목표에 한 조  모니터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

2) 규제와 인센티브 마련

핵심가치를 반 한 통합 환경 리를 해서는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

 유인책으로서 인센티 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ㆍ기후쾌  도시 실 을 

해 기오염물질의 감축, 에 지 사용 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을 동시

에 추진하기 한 규제와 인센티 를 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다양한 협력관계의 강화

핵심가치 실 을 해서는 선진도시 사례와 같이 련 부처들이 핵심 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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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탄력 으로 참여하는 Task Force를 조직ㆍ운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

고, 이와 함께 시장여건이나 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해 응력을 갖춘 조직형

태의 구성ㆍ운 이 필요하다. 한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부문의 재원이나 기

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 계자와의 력을 바탕으로 정

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4)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서울시 환경 거버 스는 환경 련 원회를 심으로 계획 수립 시 평가ㆍ자

문을 하거나 정책과 사업에 한 의견 제시를 통해 환경 련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립을 조정ㆍ완화하는 정책자문 기능  시민들의 참여와 심을 유도

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환경 거버 스는 자문

과 교육ㆍ홍보의 기능 이외에도 정책결정ㆍ추진과정의 일부 참여자로서 역할

을 할 필요가 있다.

5) 시민참여와 교육ㆍ홍보 활성화

서울시가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환경기 시설, 생태공원, 재활용 시  등의 

체험시설에서 장교육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보다 확

하여 실생활에서 직  련된 시민을 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시민이 서울의 다양한 환경 행복도시 정보를 손쉽게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울의 환경 행복도시 정

책이 양방향 체계로 환되어 시민참여 확 를 기 할 수 있다.

6) 서울 에코금융 프로젝트 도입 

재 서울시 기후변화기 은 신재생에 지 개발 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한 융자  보조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원리  회수, 회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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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출연 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자와 폭넓은 시민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융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7)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블록단위 도시개발의 사전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

－신재생에 지 시설의 도입을 유인하기 해 ‘도시개발사업의 사  환경

성 검토제도’ 규정에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 등의 반 을 검토하여 재생

에 지 보 기반을 확충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 지 이용을 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용하여 건물의 에 지  온실가스 목표 리제도

와 연계하여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성과관리제도 시행

－ 탄소 녹색성장과 지표에 근거한 성과 리 산편성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산 편성ㆍ집행을 탄소 녹색성장과 연계 추진

－향후 행정안 부 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 탄소 녹색성장 지

표의 달성 정도’를 반 할 정이므로 사  응하는 것이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과 연계한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

－세계도시의 환경경쟁력 비교에서 신재생에 지 이용이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사회의 선도  실 을 한 신재생에 지 정책 

Mix의 최  구성이 요구됨. 

－음식물쓰 기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재생에 지 

보 비율 제고,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신재생에 지 보 비율 확 , 신

규 고용기회 확 , CDM 사업기회 확 효과 도모

◦자동차 통행총량제도의 선도적 도입 

－자동차 배출 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배출 감을 한 통합 리 수

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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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가능교통물류 발 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통행총량제도 도입

에 비하여 도로 유형별 교통환경용량의 검토  선도  리

◦서울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시민의식 조사 

－과학 이고 정기 인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역량 강화를 

한 기  정책자료의 수집ㆍ분석

－조사결과는 서울형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  추진에 필요한 민간

부문의 참여 동인을 악하고, 이를 감안한 정책 안 발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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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부록1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적으로 건전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경쟁력 확보는 도시경쟁력 

비교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경쟁력 비교 지표에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관리, 청정대기, 자원순환(폐기물 관리ㆍ물순환) 등을 대표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대기, 기후변

화, 에너지, 폐기물, 물 등 다양한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

근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위기 극복,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추진해 오던 개별 관리방식에서 기후ㆍ

에너지ㆍ대기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원순환이

라는 측면에서 폐기물과 물 관리도 통합관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도시와 비교하여 향후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환경관리 수

준, 선진도시와의 비교 평가,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전략 등과 관련된 설

문에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지

지 않습니다. 

2011년 1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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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SQ1. 거주지역

 ▶강북서부：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서대문구 ④ 마포구  ⑤ 용산구  ⑥ 은평구

 ▶강북동부：⑦ 성북구 ⑧ 동대문구 ⑨ 광진구  ⑩ 도봉구  ⑪ 강북구  ⑫ 중랑구 ⑬ 노원구  ⑭ 성동구

 ▶강남서부：⑮ 금천구 ⑯ 구로구   ⑰ 관악구  ⑱ 양천구  ⑲ 영등포구 ⑳ 강서구  동작구

 ▶강남동부：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SQ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4. 인적사항    소속기관(      )        성명(      )

SQ5. 관련 업무분야(전문가만 체크)

 ① 대기   ② 에너지   ③ 기후  ④ 하천ㆍ상하수도  ⑤ 폐기물 ⑥ 산림   ⑦ 농업   ⑧ 기타(         )

SQ6. 전문분야 종사기간(전문가만 체크)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20년   ④ 20년 이상

▣ 서울의 환경관리 수준 인식

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ㆍ기후ㆍ에너지 관리정책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아주 잘 

관리되고 있음
← 보통 ←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에너지 관리     

대기환경 관리     
기후ㆍ에너지ㆍ대기 통합관리     

문2. 선생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물ㆍ폐기물) 관리정책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아주 잘 

관리되고 있음
← 보통 ←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폐기물 관리     
물 관리     

자원순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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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선생님께서는 대기ㆍ기후ㆍ에너지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별 3개를 부문 요소별로 각각 선택하시고, 우선 관리수준을 1, 2, 3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문 우선관리 항목 구분

대기환경 관리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노후 과다배출 자동차의 운행 제한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
(승용차 요일제 확산)

공사장ㆍ작업장 관리 강화

도로변 환경개선

지하공간 공기질 개선

생활권 녹지 확충

친환경 에너지 이용

부문 우선관리 항목 구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후변화 모니터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BRP)

폐기물 감량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교통수요 관리(승용차 요일제)

녹지 확충(도심 녹지, 옥상녹화 등)

적응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후 적응 정보 및 교육 제공

기후변화 취약 분야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대책 기금 마련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절약(고효율ㆍ절전형 기기 보급)

친환경 건물 및 단지 개발(신축)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BRP)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문4. 선생님께서는 자원순환(폐기물 관리ㆍ물순환)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별 3개를 부문 요소별로 각각 선택하시고, 우선 관리수준을 
1, 2, 3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문 우선관리 항목 구분

폐기물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활성화

재사용 활성화(나눔 장터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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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우선관리 항목 구분

물순환

강우 침수대책 수립

상수원의 수질 확보

하천수질 개선(하수 고도처리)

지하수 수질 보전

도시 녹지 보전(우수 침투지역 보전)

빗물이용 대책 수립

중수도 이용 확대

자연형 하천 정비

문5. 선생님께서는 향후 서울시의 대기ㆍ기후ㆍ에너지 부문의 통합관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문6. 선생님께서는 향후 서울시의 자원순환(물ㆍ폐기물)의 통합 관리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 선진도시와의 환경경쟁력 비교

문7. 선생님께서는 서울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준을 선진 대도시(런던, 뉴욕, 베를린, 파리 등)와 비교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높은 수준 ← 비슷한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대기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폐기물     

물     

문8. 선생님께서는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준을 선진 대도시(런던, 뉴욕, 베를린, 파리 등)와 비교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높은 수준 ← 비슷한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환경경쟁력    √ 
기후ㆍ에너지ㆍ대기 통합관리    √ 

자원순환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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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선생님께서는 선진 대도시와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준을 상호비교 평가하였을 경우, 1위에서 10위까지 
순서로 상대 평가해 주십시오. 

서울 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 LA 토론토 도쿄 베이징 상하이

문9-1. 선생님께서 평가하신 환경경쟁력 순위 비교 평가에서 상위 도시(1위~3위)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환경경쟁
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②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협력

 ③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④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마련

 ⑤ 환경관련 정보체계 구축ㆍ활용 

 ⑥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⑦ 기타(                                   )

문9-2. 선생님께서 평가하신 환경경쟁력 순위 비교 평가에서 하위 도시(8위~10위)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환경경쟁
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인센티브 및 규제 미비

 ②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부재와 협력 미흡

 ③ 통합 환경관리 정책 미수립

 ④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미비

 ⑤ 환경관련 정보체계 미구축

 ⑦ 기타(                                   )

▣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전략

 문10. 선생님께서는 선진 대도시와 비교하여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항목의 비교 우선순위를 1~6 순서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교 우선순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서울시와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

서울시의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지침 또는 제도마련)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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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선생님께서는 서울의 환경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별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전략별 
우선순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우선순위 정도

높음 ← 보통 ← 낮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서울시와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     
서울시의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지침 또는 제도마련)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기타(                                           )     

-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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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쟁력 비교도시 정보 Network부록2

1) 도쿄 (http://www.metro.tokyo.jp) 

∙환경 련 연락처：kouhou@kankyo.metro.tokyo.jp

도시지구

환경부 

계획조정과
(도시 및 지구환경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가정 
및 중소규모 사업소 온난화 대책, 재생에너지 관련 등)

S0000727@section.metro.tokyo.jp
S0000728@section.metro.tokyo.jp총량삭감과

(환경배려 제도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조정：대규모 사업소 온
난화 대책, 온실가스 배출총량 삭감 의무제도 및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서 제도 등)

환경

개선부　

기획과
(대기오염ㆍ악취ㆍ소음ㆍ진동ㆍ토양오염의 각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조정)

S0000624@section.metro.tokyo.jp

대기보전과
(대기오염ㆍ악취 발생원에 대한 규제 지도 및 대기오염상황 
감시 측정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조정)

S0000722@section.metro.tokyo.jp

자연

환경부

수환경과
(수환경 및 수변ㆍ도쿄만ㆍ하천 등의 수질에 관한 것)

S0000725@section.metro.tokyo.jp

폐기물

대책본부

자원순환추진과
(자원순환시책 및 폐기물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
조정)

S0000635@section.metro.tokyo.jp

2) 베이징 (http://www.beijing.gov.cn)

∙Beijing Official Portal Management Center：service@ebeijing.gov.cn

3) 상하이 (http://www.shanghai.gov.cn)

∙정부 포털 문의처：stsun@shanghai.gov.cn, zmshang@shanhai.gov.cn

4) 런던 (http://www.london.gov.uk)

∙Mayor Contacts：mayor@lond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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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all Contacts：Online Enquiry Form：

http://www.london.gov.uk/contact-us/enquiry-form

폐기물전략 Municipal Waste Management Strategy Consultation viewsonwaste@london.gov.uk.

5) 파리 (http://www.paris.fr)

∙Formulaires de contacts： A message for the Mayor of Paris

http://www.paris.fr/portail/contacts/Portal.lut?page_id=5722&document_type

_id=12&document_id=10737&portlet_id=12354

6) 베를린 (http://www.berlin.de)

∙베를린 환경포털 담당자：corina.conrad-beck@senguv.berlin.de

∙환경포털 Contact 페이지：http://www.berlin.de/umwelt/kontakt.php

7) 뉴욕 (http://www.nyc.gov)

∙Contact the Mayor：http://www.nyc.gov/html/mail/html/mayor.html

∙Clean Air NY：info@CleanAirNY.org 

 환경부

(DEP)

Department of Environment Protection(대기ㆍ물순환)
(http://www.nyc.gov/html/dep/html/home/home.shtml)

http://www.nyc.gov/html/mail/html/m
aildep.html

위생국

(DSNY)

Department of Sanitation New York City(자원순환)
(http://www.nyc.gov/html/dsny/html/about/about.shtml)

http://www.nyc.gov/html/dsny/html/c
ontact/contact.shtml

8) LA (http://www.lacity.org)

∙Contact the Mayor：mayor@lacity.org 

∙Ask the Mayor：http://mayor.lacity.org/MeettheMayor/AsktheMayor/index.htm

∙Comments/Suggestions Regarding The L.A. City Website：

ITA.Webservices@la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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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Director of Climate and Air Quality Programs
Climate Plan Manager

gretchen.hardison@lacity.org
craig.tranby@lacity.org

자원순환
Solid Waste Local Enforcement Agency david.thompson@lacity.org

SWIRP(Solid Waste integrated Resource Plan) Ronaldo.Milo@lacity.org 

9) 토론토 (http://www.toronto.ca)

∙ Contact Mayor：mayor_miller@toronto.ca 

∙ Contacting the City of Toronto：311@toronto.ca

환경부 Toronto Environment Office(TEO)  teo@toronto.ca

에너지&폐기물관리 The Energy and Waste Management Office (EWMO) 
energy@toronto.ca
wasteprevention@toront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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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 환경목표관리 평가지표 통계부록3

1. 기초지표

구성요소 지표 단위 2008년 2009년

인구

인구밀도 (명/km2) 17,275 17,289 
출생률 (%) 1.01 0.96 
기대여명 (세) 80.08 80.63 
인구 증가율 (%) 0.33 0.08 
65세 인구비율 (%) 8.73 9.01 
독거노인 비율 (%) 1.76 1.90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2.01 2.05 
기후민감질환자 비율 (%) 3.51 3.91 

경제
GRDP (십억원) 245,582 257,436 
1인당 GRDP (백만원) 23.49 24.60 

산업
구조 (1차+2차)/(1차+2차+3차) (%) 10.60 10.35 

농업
농작인구 (%) 0.08 0.1 
농작지당 곡물 생산량 (M/T) 2,860 1538.0 

토지

도시화
시가화면적(도시화율) (%) 50.19 50.37 
불수투면적비율 (%) 50.50 51.53 

기반시설
사회기반 면적 비율 (%) 14.05 14.12 
산업단지 면적 비율 (%) 0.35 0.48 

녹지

산림면적률 (%) 26 26
1인당 산림면적 (ha/명) 0.002 0.002 
자연공원, 도시공원 면적 (k㎡) 146.15 144.99
1인당 공원면적 (㎡) 16.08 16.42 
도시 녹지율 (%) 26.08 26.08

재해

가뭄취약지역 비율 (%) 2.58 2.21 
홍수취약지역 비율 (%) 0.14 0.05 
제방사용 면적 비율 (%) 0.64 0.63 
자연재해지구(침수) (개소) 2 2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면적률 (㎡) 0.64% 0.79%
습지대 면적률 (%) 0.25 0.25 
멸종위기 생물종수 (종) 39 39

기후노출

호우
80mm 이상 호우일수 (일) 3 6
1일 최대강수량 (mm) 128 190 
강수강도지수 12 14 

가뭄
연속무강수일수 평균 (일) 4.23 4.11 
연속무강수일수 최대값 (일) 30 19

혹서
열대야일수 (일) 0 2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일) 3 3
열파지속지수 140 152

인프라

교통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63.0 62.8 
자전거 도로 총연장 (km) 728.7 764.4
자동차 대수 (대) 2,949,211 2,954,704 
천연가스버스 비율 (%) 70.0 87.3 

보건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명/천명) 9.93 10.9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 (개/천명) 1.42 1.45 
인구 천명당 보건소 인력 (명/천명) 0.23 0.24 

정보통신 PC 보급률 (%) 86.8 85.6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종사자 비율 (%) 0.6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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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지표

구성요소 지표 단위 2008년 2009년

조직

전체 공무원 대비 환경공무원 비율 (%) 　 　

인구 천명당 담당공무원 수 (명) 4.43 4.43 

Task Force Team 운영 유무　 　　 　 　

제도
관련 인센티브 조례 유무 　 　 　

관련법규 　 　 　

예산 전체 예산대비 관련분야 예산 비율　 (%)　 15.9 12.9　

홍보 및 교육

환경관련 프로그램 시행수 　 　 　

교육홍보 포털사이트 개수 　 　 　

환경관련 시민 인지도 　 　 　

거버넌스

Agenda 21 채택 개수 　 　 　

NGO 단체, 회원, 상근자수 　 　 　

시민제안제도 채택률 (%) 0.30 0.20 

제안건수 (건) 9,067 36,289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거버넌스 위원회 구축여부 　 　 　

3. 관리지표

구성요소 지표 (단위) 2008년 2009년

대기질

오염물질
대기질농도

NO2 (ppm) 0.038 0.035

SO2 (ppm) 0.006 0.005

PM10 (㎍/㎥) 55 54

PM2.5 (㎍/㎥) 26 26

O3 (ppm) 0.019 0.021

CO (ppm) 0.6 0.6

AQI 지수

NOx 　 0 0

PM10 　 129 127

PM2.5 　 72 72

O3 　 15 16

평균 　 46 46

오염물질배출량

Nox (톤) 108,046 109,183 

Sox (톤) 5,922 5,411 

PM10 (톤) 4,205 4,228 

1인당
오염물질배출량

NOx (kg/인) 10.33 10.43 

SOx (kg/인) 0.57 0.52 

PM10 (kg/인) 0.40 0.40 

대기기준 초과일수 PM10 (회) 74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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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지표 (단위) 2008년 2009년

시정거리 (m) 1,150 11,247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80이상) (일) 53(42) 52(43)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회) 23 1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 1,059 1,068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총에너지 (천TOE) 15,482 15,482 

1인당 (toe/명) 1.48 1.48 

GRDP (toe/백만원) 　 0.06 

화석에너지 소비 비율 (%) 41.7 39.7

재생에너지 비율 (%) 0.6 0.6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toe) 1,138 4,645 

전력자립도 (%) 2.6 1.88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총배출량 　 　 　

1인당 　 　 　

GRDP당 　 　 　

부문별 CO2 배출량 　 　 　

물순환

물소비량 (l/인.일) 311 307

상수도 보급율 (%) 100 100

가용 지하수량 (m3) 50,576 50,576 

지하수 이용량 (m3) 26,191 24,602 

누수율 (%) 5.8 4.7

중수도 사용량 (m3/일) 8784 8161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용량) (m3) 36,516 38,518 

하수도 보급률 (%) 100 100

하천 BOD 수질오염 ㎎/L 5.3 5.9

폐수 발생량 (m3/일) 131,965 97,221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11,447 11,337 

소각처리 비율 (%)

1인당 폐기물 발생량 (kg/인) 1.1 1.08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 65.6 68.1

자원화시설 평균가동률 (%) 7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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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WoonSoo Kim ･ Kee-Young Yoo ･ Young-Ran Kim ･ Yu-Jin Choi ･
Min-Kyeong Kim ･ Jeong-Ah Kim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competitiveness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in economic development, and widely adopted in an even broader 
sense. Competitiveness is often said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for a city, 
which typically relies on quality of life, to realize strong and weak points 
compared with rival cities, thereby bolstering its strengths and mitigating its 
weakness to drive increases in living standards. Although competitiveness 
itself contains both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posed by the term itself, it 
is closely related with comparative indicators, used in the technical analysis of 
measurements. In this manner, indicators become the raw power and energy of 
a city which needs focusing and directing towards a purpose for it to reach 
sustainability, concerned with long term self-sufficiency, adaptability and 
self-regener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eoul’s competitiveness indicators 
and suggest policy-directions of improving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The 
former is oriented to improv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ility. The competitiveness is, however, relies on the 
decision-maker’s environmental value judgement such as low carbon society, 
low energy-consuming city, resource re-circulating city(zero-waste plus water 
re-circulating city), high adapting on impacts of urban climate change, etc. 
And the latter is related with policy recommendations to foster the overall 
Seoul’s competitiveness index based on the context of decision-maker’s 
environmental value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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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arts of this study are divid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urban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and its 

determining factors:

Th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regarded as a basic element of urban 
competitiveness, would be defined as an environmental performance 
representing new paradigm or creating urban valu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low carbon green growth, etc. This definition is connected to the 
capabilities of thinking and expressing decision-maker’s environmental value 
judgement. 

The upgrading conditions of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are institutions 
and guidance, cooperation, governance, incentives, participation and civil 
educations, etc. The advantage of assessing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would be better decision-making under budget constraints, selection of 
priorities in strategies, maintaining more flexible organization, thereby 
enhancing Seoul’s environmental performance toward global leading city.

2. diagnosis and assessment of Seoul’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derive Seoul’s power of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both 
SWOT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 are applied. In case of SWOT 
analysis, the exemplary cases are examined: ①combined urban climate with 
energy and air quality, ②water circulation, and ③waste management. Based 
on SWOT analysis, Seoul’s potentials for upgrading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seem to be favorable. Such implications are also shown under 
questionnaire survey.

3. case studies of foreign cities’ environmental strategies:

Case studies are conducted to ensure Seoul’s environmental capacities 
compared to other cities, known as world leading ones including New York, 
Paris, London, Berlin, Tokyo, etc. Some useful findings for reference are 
establishment of combined environmental planning, development of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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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tools, governance building, equitable regulation 
and institution,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providing diverse incentives and information, public education. These 
kinds of findings would be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Seoul to improv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thereby determining urban competitiveness 
together. 

4. development of Seoul city's sets of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indicators with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The inherent properties of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reflect 
comprehensive, integratable, representative, progressive, and appropriate time 
relationship. In other hand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is explicitly 
expressed by decision-maker’s environmental value judgement embodied as 
each form or combined forms of low carbon society, low energy-consuming 
city, resource re-circulating city(zero-waste plus water re-circulating city), high 
adapting on impacts of urban climate change, etc. In contrast with such 
conventional ways of handling environmental indicators as subset of the 
overall urban competitiveness index, environmental elements would have their 
own essential values for a city to focus and direct towards to sustainability. 

Thus, in this study, Seoul city’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indicators 
are classified, and developed by matching them to urban environmental value 
judgements. A preliminary application is conducted to figure out Seoul’s high 
adaptation level in urban climate change impacts(VRI; Vulnerability Resilience 
Indicator) using indicator variables such a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ability. Finally, to foster Seoul’s power of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the followings for reference are recommende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DB statics linked to 
management of environmental objectives, equitable regulation and incentives, 
cooperation and governance, citizen particip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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