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의부산지역의 녹색성장녹색성장

- 주요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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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발전연구원 양 진우

- 주요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발표내용발표내용]]

ⅠⅠ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ⅡⅡ 주요 성과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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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주요 성과 및 계획

ⅢⅢ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녹색성장녹색성장 55개년개년 추진계획추진계획ⅠⅠ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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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녹색성장녹색성장 55개년개년 추진계획추진계획

추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 수립(2009.12) 

-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별 녹색성장 정책 추진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이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2011.6)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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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신규사업 발생 등 여건변화 사항을 반영한 계획 변경 필요

변경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9조

-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오션

Green 
Energy
& Low

Carbon구축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 도시역량 강화

Green 
Growth

4. 산업의 녹색화
5. 산업구조의 고도화

Ⅰ. Ⅰ.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녹색성장녹색성장 55개년개년 추진계획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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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션
(Green Ocean) 

부산

-녹색성장3G선도도시-

G
Growth

추진
5. 산업구조의 고도화
6. 녹색경제 기반조성
7. 녹색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Green
City&Life

구현

8. 녹색도시 부산 건설

9. 생활과 의식의 녹색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도시 구현



경과 과정

2009.12.11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 확정

2011.  6.13  2010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 보고

2011.  8.16  사업변경 공문 발송

- 신규사업(후보군 및 자체 발굴), 기존사업 변경 사유 기재(종료, 중단, 추진불가 등)

2011.10.      제출자료 검토, 담당부서 최종확인 및 연구과제 확정

Ⅰ. Ⅰ.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녹색성장녹색성장 55개년개년 추진계획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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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 변경(안) 완료

변경 내용

사업제외 (46개)

- 비대상사업(8개), 사업종료(19개), 사업 중단(6개), 장기추진(13개)

사업추가 (2010년 신규, 23개)

-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원료 시범 생산, 해양LED 융합기술 지원기반 구축 및

상용화기술 개발 지원,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탄소 저감형 수종 도입 사업 등



주요주요 성과성과 및및 계획계획ⅡⅡ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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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녹색성장 총괄부서총괄부서 조정조정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녹색성장녹색성장 총괄부서총괄부서 일원화일원화

-- 비전전략담당관실의비전전략담당관실의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정책 총괄총괄 업무를업무를 신성장산업과신성장산업과로로 이관이관,,

녹색성장녹색성장 컨트롤타워컨트롤타워로서로서, , 녹색산업녹색산업 OneOne--Stop Stop 지원지원 체계체계 구축구축

20102010년년 녹색성장녹색성장 추진상황추진상황 점검점검··평가평가 실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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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평가대상 : : 시시, , 구구··군군, , 시시 투자기관투자기관
평가방법평가방법

-- 시시 본청본청 : : 추진계획추진계획 대비대비 실적실적 평가평가
-- 구구··군군, , 시시 투자기관투자기관 : : 평가지표에평가지표에 의한의한 평가평가((평가지표평가지표 자체개발자체개발))

평가결과평가결과

-- 정상추진정상추진 : 173: 173개개 사업사업(91.5%)(91.5%)
-- 사업종료사업종료 1010개개(5.3%), (5.3%), 부진사업부진사업 66개개(3.2%)(3.2%)



지자체지자체 합동평가합동평가 ‘‘가가 등급등급’ ’ 획득획득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주관주관, 2011, 2011년년(’10(’10년년 실적실적)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합동합동 평가평가 결과결과,,

-- 최고등급최고등급 ‘‘가가 등급등급’ ’ 획득획득(‘(‘지역녹색성장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기반구축’’ 분야분야))

2011 2011 생생생생((生生生生))도시도시 공모공모 선정선정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주관주관, ’11, ’11년도년도 생생도시생생도시 물관리물관리 분야에분야에 선정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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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주관주관, ’11, ’11년도년도 생생도시생생도시 물관리물관리 분야에분야에 선정선정
-- 해운대구해운대구 소재소재 ‘‘춘천천춘천천’ ’ 정비정비 및및 가꾸기가꾸기 사업사업

녹색성장녹색성장 우수사례우수사례 선정선정

20112011년년 지역지역 녹색성장녹색성장 우수사례우수사례 발표대회발표대회
지역발전위원장상지역발전위원장상 수상수상((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주관주관))

-- 사업명사업명 : : 음식물류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 폐수폐수
육상처리육상처리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부산환경공단부산환경공단))



녹색산업녹색산업 기술인증기술인증 및및 기업지원기업지원

녹색인증녹색인증 컨설팅컨설팅 및및 수수료수수료 지원지원 : 2011: 2011년년 3131개개 업체업체(33(33개개 기술기술 지원지원))
-- 지원지원 결과결과 99개개 신규신규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인증 획득획득(2011(2011년년 1212월월 현재현재, , 총총 1717개개 획득획득))
녹색기술녹색기술 관련관련 기업교육기업교육 : 2: 2개개 과정과정((실무과정실무과정 2020인인, CEO, CEO과정과정 2020인인))
녹색인증녹색인증 지원지원 선진사례선진사례 지정지정 –– 녹색인증녹색인증 활성화활성화 사례사례 발표발표(KIAT, 12.14)(KIAT, 12.14)

((사사))부산녹색기업협회부산녹색기업협회 출범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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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국 지자체지자체 중중 최초로최초로 결성결성
녹색인증기업녹색인증기업 및및 관심기업관심기업 4848개개 업체업체
녹색기업녹색기업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성구성 및및 정보교류정보교류

그린산업기술연구조합그린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설립

전국전국 지자체지자체 최초로최초로 결성결성
그린그린 에너지에너지 관련관련 업체업체, , 부산부산TP, TP, 대학대학, , 연구소연구소 등등
녹색녹색 R&D R&D 산학연산학연 연구협력연구협력 구심점구심점 역할역할



20112011년도년도 맞춤형맞춤형 녹색교육녹색교육 실시실시

녹색생활녹색생활 선도그룹선도그룹 양성양성 교육교육
기업체기업체, , 시민시민, , 학생학생 등을등을 대상으로대상으로
‘‘찾아가는찾아가는 맞춤형맞춤형 녹색교육녹색교육’’ 시행시행
-- 녹색교육녹색교육 전문기관과전문기관과 연계연계 실시실시

기후변화기후변화··에너지에너지 학교학교·1·1일일 체험학교체험학교 등등 운영운영

ⅡⅡ--11. 2011. 2011년년 녹색성장정책녹색성장정책 추진성과추진성과

11

탄소배출권거래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시범사업 확대확대

20092009년년~, ~, 공공기관공공기관, , 기업체기업체, , 대형건물대형건물 등등 6060개소개소

전기전기, , 도시가스도시가스, , 차량용차량용//난방용난방용 연료유연료유

6060개개 기관기관 참여참여

-- 17,35217,352톤톤 거래거래(2011(2011년년 목표목표 : 9,614: 9,614톤톤 초과초과 달성달성))



녹색자동차보험녹색자동차보험 시범시범 실시실시

11년간년간 승용차승용차 주행거리주행거리 감축감축 시시,, 인센티브인센티브 지원지원
-- 10,00010,000대대 이상이상 가입가입 시시 유류비유류비 절감절감 연간연간 51.851.8억원억원,,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 등등

녹색생활녹색생활 실천실천 포스터포스터 UCC UCC 공모전공모전 시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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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녹색생활 실천실천 포스터포스터 UCC UCC 공모전공모전 시행시행

녹색성장녹색성장 시민시민 참여참여 유도유도 및및 공감대공감대 확산확산, , 인식인식 제고제고
총총 6969점점 시상시상, , 구구··군군//교육청교육청 순회전시순회전시

친환경친환경 생활공간생활공간 조성사업조성사업

지역지역 고유의고유의 역사역사//문화문화//관광자원과관광자원과 지역지역 커뮤니티커뮤니티 연결연결
-- 도보도보 중심의중심의 녹색길녹색길, , 방문객방문객 지원시설지원시설 조성조성

행안부행안부 공모공모, , 전국전국 8080개소개소 중중 부산부산 55개개 조성조성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분과녹색성장분과 운영운영

녹색성장녹색성장 주요주요 정책사업정책사업 추진상황추진상황 보고회보고회 개최개최(11. 1)(11. 1)

-- 99개개 부서부서 2222개개 주요주요 정책사업정책사업 선정선정,, 보고보고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위원 참석참석

녹색성장녹색성장 추진추진 활성화활성화 간담회간담회 개최개최(11.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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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중앙 녹색성장위녹색성장위 녹색성장기획단장녹색성장기획단장 부산부산 방문방문

-- 중앙중앙··지방간지방간 상호상호 발전방안발전방안 모색모색, , 

녹색성장위원녹색성장위원 의견수렴의견수렴, , 현장방문현장방문 실시실시 등등

시정연구위원회시정연구위원회 녹색성장분과녹색성장분과 운영운영
-- 녹색성장녹색성장 관련관련 시정시정 현안현안 과제과제 연구연구
-- ‘‘국가공원국가공원 조성전략조성전략’, ‘’, ‘스마트그리드스마트그리드 기반의기반의 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 시스템시스템’’ 등등 연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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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2년년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정책 추진방향추진방향20122012년년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정책 추진방향추진방향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의정책의 차질없는차질없는 추진을추진을 위한위한 이행상황이행상황 점검점검··평가평가

지역지역 녹색기업녹색기업 육성을육성을 위한위한 녹색녹색 OneOne--StopStop지원체계지원체계 구축구축

녹색실천녹색실천 실천역량실천역량 강화를강화를 위한위한 녹색교육녹색교육, , 홍보홍보 등등 강화강화

지역지역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역할역할 강화를강화를 통한통한 운영운영 활성화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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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녹색성장 이행이행 사항사항 중점중점 점검점검,,

저탄소저탄소 녹색사업의녹색사업의 시민시민 체감도체감도 향상향상 및및 추진추진 실행력실행력 확대확대



녹색성장녹색성장 추진사업추진사업 자체자체 점검점검··평가평가녹색성장녹색성장 추진사업추진사업 자체자체 점검점검··평가평가

20112011년년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과제별정책과제별 추진실태에추진실태에 대한대한 진단진단··점검점검

-- 시시 본청본청 : : 단위단위 사업별사업별 이행이행 및및 추진상황추진상황 평가평가

-- 구구··군군, , 투자기관투자기관 : : 별도별도 평가지표에평가지표에 의한의한 평가평가

시시 의회의회, , 시시 및및 중앙중앙 녹색성장위녹색성장위 보고보고, , 우수기관우수기관 및및 공무원공무원 시상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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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녹색생활 실천력실천력 강화강화녹색생활녹색생활 실천력실천력 강화강화

맞춤형맞춤형 저탄소저탄소 녹색교육녹색교육 지속지속 추진추진

-- 녹색교육녹색교육 전문기관전문기관, , 교육청교육청 등과등과 연계연계

제제33회회 녹색생활녹색생활 실천실천 포스터포스터·UCC ·UCC 공모전공모전 시행시행

-- 확대확대 접수접수 및및 홍보홍보 강화강화



그린액션포인트제그린액션포인트제 시행시행그린액션포인트제그린액션포인트제 시행시행

직장 단위 녹색생활 실천 확산 및 정착

-- 시시 본청본청 직원직원 대상대상, , 구내구내 식당식당 잔반잔반 및및

출근시출근시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이용 여부에여부에 포인트포인트 부여부여

20122012년년 신규신규 지표지표 11건건 개발개발 예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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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 녹색기업녹색기업 OneOne--Stop Stop 지원지원부산부산 녹색기업녹색기업 OneOne--Stop Stop 지원지원

녹색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녹색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국내 최초, ‘부산TP’內, 녹색인증지원녹색인증지원, , 창업창업 및및 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개발, , 마케팅마케팅 등등 지원지원

20122012년년 온실가스온실가스··에너지에너지 목표관리제목표관리제 지원지원

--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원배출원 규명규명 및및 배출량배출량 산정을산정을 위한위한 인벤토리인벤토리 구축구축 지원지원



온실가스온실가스··에너지에너지 목표관리제목표관리제 추진추진온실가스온실가스··에너지에너지 목표관리제목표관리제 추진추진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

-- 공공공공, , 산업산업, , 교통교통, , 폐기물폐기물, , 건물건물 등등 55개개 부문별부문별 추진추진

향후향후 계획계획 : 2011: 2011년년 이행실적이행실적 제출제출, , 감축목표감축목표 설정설정

44개개 구구··군군, , 온실가스온실가스 인벤토리인벤토리 구축구축(2010(2010년년 55개개 구구, 2011, 2011년년 77개개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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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WA 2012 IWA 세계세계 물회의물회의 개최개최2012 IWA 2012 IWA 세계세계 물회의물회의 개최개최

2012. 9. 16 ~ 21(6일간), BEXCO 개최

-- 130130개국개국 77천명천명, , 지역경제지역경제 파급효과파급효과 684684억원억원 예상예상

회의내용회의내용 : : 학술회의학술회의, , 전시회전시회, , 포럼포럼,,

물산업물산업 시상식시상식, , 문화행사문화행사 등등



탄소포인트제탄소포인트제 시행시행탄소포인트제탄소포인트제 시행시행

계량기 사용량 검증세대 대상

-- 전기전기, , 수도수도, , 도시가스도시가스 사용사용 절감량을절감량을 포인트로포인트로 지급지급

20122012년년 66월까지월까지 2626만만 세대세대 가입가입 목표목표(86.7% (86.7% 가입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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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너지가정에너지 절약절약 그린코디그린코디 양성양성 및및 운영운영가정에너지가정에너지 절약절약 그린코디그린코디 양성양성 및및 운영운영

세대별세대별 방문방문, , 가정별가정별 맞춤형맞춤형 에너지에너지 절약절약 컨설팅컨설팅

-- 가정가정 에너지소비패턴에너지소비패턴 분석분석, , 대기전력대기전력 등등 낭비요소낭비요소 제거제거

-- 교육을교육을 통해통해 그린코디그린코디((자원봉사자원봉사)) 9090명명 양성양성,,

33개개 구구 대상대상 시범시범 추진추진 후후, , 성과에성과에 따라따라 확대확대



탄소제로탄소제로 기후홍보관기후홍보관 건립건립탄소제로탄소제로 기후홍보관기후홍보관 건립건립

북구 화명동, 연면적 1,231㎡

-- 총총 사업비사업비 5050억억, 2012, 2012년년 말말 개관개관 예정예정

태양광태양광 발전시설발전시설, , 지열지열··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 

풍력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등등 설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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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분과녹색성장분과 운영운영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분과녹색성장분과 운영운영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운영운영 활성화활성화 방안방안 모색모색

시정연구위원회시정연구위원회 녹색성장분과녹색성장분과 운영운영

-- 정책과제정책과제 선정선정, , 활동보고서활동보고서 작성작성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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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Ⅲ. 효과적효과적 추진을추진을 위한위한 과제과제

1. 지역 주도의 특화특화 전략전략//사업사업 발굴발굴, , 일자리일자리 창출로창출로 연계연계

2. 안정적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재원 확보확보

3. 계획 추진 이행상황이행상황 점검점검 및및 인센티브인센티브 강화

4. 녹색기술산업녹색기술산업 육성기반육성기반 구축구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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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중소기업 녹색경영시스템녹색경영시스템 조기조기 구축구축 지원 강화

6. 녹색생활 실천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시민참여 교육홍보교육홍보 프로그램프로그램 개발개발

7. 부산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분과 위상위상 제고제고 및및 역할역할 부여부여

(*) (*) 제제11차차 55개년개년 추진계획추진계획(~2013), (~2013), 후속후속 작업작업 준비준비 시작하여야시작하여야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2020“2020년까지년까지 세계세계 77대대, , 
20502050년까지년까지 세계세계 55대대 녹색강국녹색강국
진입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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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Green“Green Ocean Ocean BusanBusan””
-- 녹색성장녹색성장 3G 3G 선도도시선도도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