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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provide independent assessments of countries’ progress 
towards their environmental policy objectives. Reviews promote peer learning, enhance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provide targeted recommendations aimed at improv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y are supported by a broad range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data, 
and evidence‑based analysis. Each cycl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covers all OECD countries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This is the thi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of Korea. Korea, the eighth‑largest OECD economy, 
has few natural resources. Over the past decade, its rapid economic growth has been accompanied 
by significant pollution and consumption of resources. Increased investment has improved access 
to environmental services, but disparities remai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High population density 
is exacerbating environmental challenges. The country’s future prosperity rests on implementing an ambitious 
transition to a green, low‑carb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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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검토



환경 성과 검토(EPRS)란 무엇인가?

OECD 환경 성과 검토(EPRS)는 국가의 환경 정책 목표 

달성 진척도를 증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동료 학습이 증진되고, 정부 책임이 

강화되며 국가가 자국의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한 권고사항들이 제공됩니다.

 그러한 검토는 광범위한 경제 및 환경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각각의 환경 성과 검토 주기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선정된 동반 국가들을 포괄합니다.

모든 보고서 및 상세 정보는 EPR(환경 성과 검토) 

웹사이트(http://oe.cd/epr)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3번째 환경 성과 검토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전의 환경 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6년 이후 한국의 환경 성과를 검토합니다.

 그 프로세스에는 한국과 환경 성과에 관한 OECD 특별 조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유익한 

정책 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OECD는 2개 조사국들에게, 즉 일본과 스웨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환경 성과 검토 결과 2016년 11월 8일에 WPEP가 승인한 

45개 권고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한 권고 사항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의 경제 

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환경에 대한 국정 운영과 

관리를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환경 정의입니다.

“한국은 야심적인 녹색 성장 

정책을 수립한 일등국이었지만 

지금은 자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도를 

나가려면 자국의 비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Simon Upton 
OECD 환경 국장

http://oe.cd/epr

환경 성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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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OECD 회원국 중 8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빠른 경제 성

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염과 자원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투자 증가로 인해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

었지만, 농촌과 도시 지역 간에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

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환경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잇

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들의 제조업 수출에 기반을 둔 

한국의 경제 모델의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강력

한 녹색 성장 정책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번영

은 녹색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야심적인 계획의 실

행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

 z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정책 체계

 z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에 적용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권 거래제

 z 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자 위치

 z 견실한 폐기물 관리 기록, 그리고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법

 z 건강, 재산 및 복지에 대한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강화된 책임 제도

과제

 z 탄소 집중적인 에너지 믹스, OECD에서 최저 수준인 
재생 에너지 비율

 z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이 주요 건강상 
걱정거리임

 z 빠른 도시화와 시가지 확장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

 z 급수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z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력 부족

 z 환경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제한적  

2015 년 한국

인구
5천 6십만

1인당 GDP
(경상 구매력 평가지수) 
USD 34 500 
(OECD 평균은 USD 40,100임)

총 면적
100 280 km2

인구 밀도
505명 주민/km²
(OECD 평균은 35명임)

통화
한국 원 (KRW)  
2015년에, USD 1 = KRW 1,131

년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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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약 3,200개의 섬을 가진 비교적 작은 산악 반도입니다. 생물다양성은 풍부하지만, 광석, 
에너지, 그리고 담수 자원은 희귀합니다. 2000년 이후,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경제 성장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생산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공기 
오염은 중요한 건강상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빠른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은 생태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 주요 동향 
 

기후변화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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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재 동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기후 목표

그림 2. 화석 연료가 한국의 에너지 믹스의 지배적 주축임

2016년에, 2020년 목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기본법에서 2030년 목표로 
대체되었습니다.

주: 온실가스 배출량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에 기인하는 

배출/제거를 제외합니다. 2010년 

가격의 GDP. 출처: OECD (2016), 

OECD Environment Statistics(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MOE (2015),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Korea” to the 

UNFC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에 대한 한국의 자발적 

국가별 기여방안); OECD (2016),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국가 계정 통계)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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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타 

일차 에너지 총 공급량, Mtoe(석유 환산 100만 톤)

 z 2000년 이후 OECD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은 5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습니다.

 z 2015년에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상 수준보다 37% 감소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결정은 2009년에 정한 2020년 목표(통상 수준보다 

-30%)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량 감소 노력을 뒤로 

늦춘 것입니다(그림 1).

 z 석탄은 여전히 에너지 믹스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림 2). 가파른 지형, 경쟁 및 군사화된 수역과 높은 

인구밀도는 재생 에너지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특정 

과제들을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습니다.

 z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산업체가 최대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출처: IEA (2016),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세계 에너지 통계와 균형)  

데이터베이스).

OECD 의 한국에 대한 환경 성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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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국제 기후변화 약속과 일치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수정합니다. 

 z 수도권의 공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다 
엄격하게 하고 다른 도시들에서 이 제도를 
똑같이 시행합니다. 차량 배출량 기준을 
강화합니다. 경계를 넘는 공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을 추구합니다. 공기 오염원과 
각 오염원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합니다.

공기 질

 z 공기 오염은 중요한 건강상 걱정거리입니다(그림 

3). 미세먼지(PM
2.5

)와 지면 오존에 노출된 인구는 

특히 심각합니다. 산업체, 도로 수송, 그리고 중국과 

몽골에서 넘어온 먼지들이 주요 오염원입니다.

 z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공기 질 개선 계획, 연료 및 

차량 배출량 기준 강화, 그리고 2008년에 수도권에 

도입된 공기오염물질 배출 한도 관리 제도 덕분에 

모든 주요 오염물질들(PM
10
 제외)의 배출량이 경제 

성장과 분리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 페이지 

참조).

천연 자원

 z 한국은 매우 다양한 육상, 해안 및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개발이 서식지들을 

파괴하고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습지가 약 20%, 농지가 16%, 그리고 삼림이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50년까지 육상 생물 

종의 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세계 

평균인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z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 관리를 강화하고 간소화했습니다. 종 

보호 노력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z 2002년 이후 시가지는 51% 확장되었고, 이것은 

인구 성장률 6%보다 훨씬 높으며, 이것은 전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z 육상 및 해양 보호 구역들은 확장되었지만, 아직 

국제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z 축산업과 상업 비료 및 살충제 사용의 집중도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질 오염 확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3.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60
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백만명당, 연간.
출처: OECD (2016), 실외 공기 오염의 경제적 귀결.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4대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뉴질랜드

2010

2060

77

65

269

122

248

299

293

2010

2060

2010

2060

2010

2060

2010

2060

2010

2060

2010

2060

2010

2060

286

319

412

468

755

662

1 563

359

1 069

다음 단계 | 공기 및 기후



 z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을 지원합니다. 부처간 대화를 
추진하고 수자원관리 기본법을 
채택합니다.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자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z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과 물 방류 
세금을 올리고 그 집행을 강화합니다. 
농업 용수료 면제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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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비교적 풍부한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OECD에서 1인당 재생 담수 자원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장마철의 집중과 연도별 및 지역 

간 변동이 큰 것이 주요 문제입니다. 산악 지형과 빠른 

도시화는 잦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더 악화시킵니다.

 z 물에 대한 책임은 여러 부처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광범위한 가뭄 후에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z 폐수 처리 개선 덕분에 점원 오염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확산 오염은 가축 생산 및 토지 개발 증가로 인해 

부분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z 수질 오염 부하 총량 관리 제도 덕분에 수질 목표는 75%

의 강들에서 달성되었지만(사례 연구), 호수의 경우는 8%

에 불과합니다. 

 z 높은 인프라 투자는 급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켰습니다. 2014년에 인구의 96%가 공공 상수도망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93%는 폐수 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z 그러나, 노후 인프라와 원가 회수율 하락은 이 부문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그림 4). 한국에서 급수 

가격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z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모두에서 시골-도시 간의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외진 시골 지역에서는 소규모 독립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전국 수도망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비용 효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 | 수자원

그림 4. 하락하는 비용 회수율은 수자원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공공 지출 (좌축),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비용 회수 (우축)

강 유역의 오염 제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는 모든 강 유역에 대해 수질 목표를 
설정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 수준을 할당하여 (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단위로 측정되는) 유기 오염 총량, 
그리고 최근에는 인 총량을 허용 수준 아래로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즉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그리고 한강으로 
이루어진 4대강 유역과 기타 오염이 심한 지역들에서 
시행됩니다. 2015년 6월 현재,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오염 부하는 유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할당된 다음, 각 
오염원 그룹으로, 그리고 개별 시설로 할당됩니다. 타당성, 
형평성, 오염 감소 비용 및 지역 정책들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오염된 여러 지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환경 성과 | 수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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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환경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역량을 키우고 그 지방 정부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제공합니다. 부처간 조정을 
강화합니다.

 z 규모와 상관 없이 위험한 산업 시설들에 
EIA를 적용하게 합니다. 모든 지역 토지 
사용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광범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SEA를 요구합니다.

 z 가능한 한 최상의 기법을 토대로 하여 주요 
산업 오염원들에 대해 통합적인 환경 허가 
개혁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도입합니다. 
저위험 시설들에 대한 다수의 허가를 
부문별로 구속력 있는 일반 규칙들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검사에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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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  지배구조

그림 5.
표적 검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고 있음
중앙 정부가 검출한 총 위반 건수 및 검사 건수.

출처: 국가 제출물

환경 지배구조와 관리 
 

한국은 2006년 환경 성과 검토서의 권고사항 시행에 상당한 진전을 달성했습니다. 환경 표준이 
강화되었고, 허가 체제가 국제 모범관행에 따라 개혁되고 있으며, 준수 확약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부처간 협력과 지역 수준에서의 능력 부족으로 후속 개선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다단계 지배구조

 z 많은 환경 책임들이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절한 

능력이나 재정 자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학물 안전의 경우처럼, 

특정한 책임들이 중앙 정부로 반환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z 환경 문제들(환경, 재정, 인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및 농업)의 책임과 관련된 부처간 경쟁은 개선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평가 및 허가

 z 한국은 환경 영향 평가(EIA) 및 전략 환경 평가(SEA) 

제도들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 시설들은 

환경 영향 보다는 현장 규모에 따라 EIA가 적용되고, 

SEA는 부문별 정책들 또는 지역 토지 사용 계획의 

상당한 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의 통제되지 않는 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z 2017년부터 시작되는 19개 산업 부문들에 대한 

통합 허가의 점진적 도입은 허가 프로세스를 상당히 

간소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매체별 

표준이 적용됩니다.

준수

 z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준수 행위의 탐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림 5). 자발적 협약, 인증 

및 포상을 통해 자발적인 준수와 녹색 사업 관행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합니다.

2010 2014

7 594
건의 검사7,682

건의 검사

1,274
건 검출

2 128
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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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오염 한도

한국은 공기 오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산업체가 다양한 오염물질들의 

최대 배출원입니다. 2008년에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량 한도 

관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질소산화물(Nox)

과 황산화물(Sox)에 대한 연간 

배출 허용량을 대형 시설들에 

할당하고 해당 시설에서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총 배출량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초기에 117개의 최대 배출 시설들에 적용되었고, 2013년 말에는 295

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들은 2013년에 배출량 한도를 초과했지만 할당량은 

계속 감소되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실제로 성과가 있었고,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의 Nox는 16% 감소했고, Sox 배출량은 41%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25년의 기간에 총 배출량이 증가하여, PM10은 4%, PM2.5는 5%, NOx는 9%, 그리고 

VOCs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대규모 산업 단지들이 있는 다른 지역들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마을 및 드림파크로

인천에 있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는 20 제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990

년에 바다 매립지에 조성된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매일 약 2

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가정, 

건설 현장, 그리고 기업들의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2000

년에 기존 매립지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공원, 

문화 교실 및 정원들이 포함된 

“드림파크”라고 하는 레저 및 교육 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530

만 그루의 나무들이 현장에 심어졌습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 건설된 승마 센터, 

수영장 및 골프장은 이제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드림파크 축제 중에 

방문객들은 자연과 쓰레기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생겼습니다.

이 복합 단지에는 재활용 시설들과 매립지 가스 발전소를 한군데 모아 놓은 ‘폐기물-에너지 

전환 마을”이 있습니다. 슬러지는 재활용되어 고체 연료로 만들어진 다음, 화력 발전소에 

판매됩니다. 

서울
인천

지리산국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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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그리드를 규제하기 위한 리튬 배터리

전기 수요가 발전 용량을 초과하면, 정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면, 단락이나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전기 제공업체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보통 발전소의 

순동 예비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한국 최대 전기회사인 

한국전력은 또 다른 시스템을 취역시켰습니다. 즉, 12

개의 용기 안에 저장된 리튬 배터리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소가 2016년 1월에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순동 예비력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발전소의 연료 사용량과 마모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간헐적인 태양 및 풍력 에너지의 

저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 용량과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보상하는 

수요 관리 시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녹색 신용카드

2011년에 녹색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용자 수가 1

천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 일반 

신용카드는 친환경 제품 구매, 

전기, 물 및 가스 절약,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에코 머니 

포인트”(제품 가격의 3~24%)

를 제공합니다. 포인트들은 현금 

리베이트로 전환하여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대중 교통 서비스 

요금 및 전화요금을 지불하거나, 

환경단체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유자는 또한 국립공원과 박물관 같은 일부 공공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녹색 소비자 행동을 장려하는 저비용의 편리한 방법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카드의 사용이 더 많은 소매점들, 서비스 및 온라인 

쇼핑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돌아오다

2002년 11월 13일에 지리산 국립공원의 깊은 숲 속에 

설치된 동물 감시 카메라가 살아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종이 한국에 있다는 최초의 살아 있는 증거였습니다. 

반달가슴곰은 몸에 좋다고 믿는 쓸개와 발바닥을 노리는 

광범위한 밀렵과 농부들과의 갈등, 그리고 서커스 

훈련 및 서식지 상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입 종들을 방출했고, 

사육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지리산 국립공원에 특별 

보존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2016년에, 약 40마리의 

반달가슴곰이 공원 안에 야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리산국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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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1년 이후 GDP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OECD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녹색 성장에 대해 모범적인 정책 체계를 수립했고 국제 무대에서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녹색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했지만 녹색 성장의 리더십과 
비전이 실천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지속적인 
정치적 약속과 더 강력한 가격 신호가 필요합니다. 

녹색 성장  

실행 체계

 z 한국은 2009년에 5개년 실행 계획으로 국가 전략을 

채택했고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은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녹색 성장은 더 이상 정치적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4 페이지 참조).

 z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녹색 성장을 옹호했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녹색 기후 기금을 

유치하고 재정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화 가격 신호

 z 한국은 2015년에 국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에 적용되지만, 허가 가격은 낮습니다. 많은 

양의 무료 할당, 지배구조 변화 및 미래의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 불완전한 투명성, 그리고 다른 완화 

수단의 공존은 한국 제도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z 전기 가격이 시스템 원가를 더 잘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격 규제는 재생 연료 

개발에 대한 장벽이 되고 에너지 수요를 낮추려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z 휘발유는 경유보다 더 세금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도로 운송 연료의 (인플레이션 고려한) 

실질 세금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z 환경 관련 세금과 요율이 외부 요인들을 반영하고, 

오염 감소를 장려하며,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추진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2014년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역청탄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과세율은 별로 

높지 않지만,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z 한국은 국내와 국외에서 화석연료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OECD에서 농업 

생산자 지원금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금은 화석연료와 영농 자재 

사용을 부추기므로 단계별로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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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그림 6. 한국의 전기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음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가격, 2015년, OECD G20 회원국 

출처: 국가 제출물; IEA (2016), IEA 에너지 가격 및 세금 통계(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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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와 한 수송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촉진

 z 재생 전력 용량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석유 가격 상승, 발전차액 지원 제도, 연구개발 지원, 

생산자들과 설치자들을 위한 우대 대출 및 세금 

인센티브, 그리고 가정용 보조금은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2년에, 발전차액 지원금은 

예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자신의 전기 중 일부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의무화 함)로 

대체되었습니다. 

 z 세계 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고, 선진국들과 첨단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생 에너지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한국은 최근에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9 페이지 참조). 

 z 도로 수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철도 투자를 

늘렸지만, 여전히 도로 투자보다는 훨씬 낮으며, 

철도역들에 접근하기 어렵고 다른 수송 방식들과 

연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송 방식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z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 덕분에, 버스들은 경유에서 

천연 가스로 전환되었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가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여전히 

낮습니다(1%). 

 z 2014년에,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 연구개발 자금이 

OECD에서 네 번째로 많았고, GDP 대비 비율은 1

위였습니다 (그림 7).  

 z 한국은 태양광 발전, 배터리 및 연료전지, 에너지 

효율 조명 및 전기 자동차와 같은 기후변화 완화 

기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기초 연구, 서비스 부문 및 

비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은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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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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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시스템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환경 및 건강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합니다.

 z 경유와 휘발유 세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수 비율을 균등화합니다. 수송 방식들의 
연결을 개선하고 대중 교통과 토지 사용 계획을 
통합합니다.

 z 경매되는 배출 허용량의 분담율과 배출권 거래제의 
총 배출량 한도의 엄격성을 높입니다. 제도의 
투명성, 안정성 및 장기적인 가시성을 높입니다. 

 z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개발에서 기초 연구 
비율을 높입니다. 환경 정책과 혁신 정책 간의 
일관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탄소 포착 및 
저장 기술의 개발 및 배치를 확대합니다.

다음 단계 | 녹색 성장 

그림 7. 2014년에, 한국은 GDP의 일부로서 공공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로 배정했음.
에너지 (청색) 및 환경 (녹색)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 또는 예산 
책정, OECD G20 회원국.

농업 및 어업용 화석연료 면세는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에도 여전히 

1.8조원(미화 1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예산 자원을 근로자들과 환경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정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0.02% 0.04% 0.06% 0.08% 0.10% 0.12%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2013)

프랑스

멕시코 (2011)

호주

이태리

영국

미국

터키

% GDP, 2014년

출처: OECD (201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과학, 기술 및 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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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통합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개발, 외부 시장에 
대한 의존성, 많은 중소기업 수, 작은 매립 공간 및 저렴한 공공 서비스는 특히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한국은 현재 순환 경제를 향해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료 관리 및 순환 경제 
 

폐기물 방지 및 감소

 z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자원 집중적 경제 중 

하나지만, 국내 재료 소비량(경제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GDP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은 

화석연료, 금속 및 나무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z 총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z 대기업들은 의무 폐기물 감소 목표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들은 면제되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법규와 

목표들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 

지원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z 가구들은 폐기물 양에 따라 폐기물 수집 

비용이 부과되며, 이 제도는 최근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 폐기물 발생량은 

개인 소비량 증가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z 한국은 음식 쓰레기 발생량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식 쓰레기 감소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수준이며, 목표와 직접 매립 및 해양 

투기 금지,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와 의무적인 분리 

수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장려

 z 발생 쓰레기의 80% 이상이 회수됩니다. 재활용 

비율은 다른 많은 OECD 국가들보다 높습니다(그림 

8). 최근 정책 초점이 재료 재활용에서 에너지 재생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z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이 제품 수명의 소비 

단계 이후까지 확장되는 포괄적 생산자 책임 제도가 

이와 같은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제도를 초기에 채택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그 

범위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z 한국에는 폐품 수집 및 재활용에 관여하는 많은 

전통적인 가족형 소기업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비공식 재활용 부문이 있습니다. 폐기되는 일부 전기 

및 전자 제품들은 공식 제도권을 벗어나서 이 부문을 

통해 처리되며, 오염 및 불법 수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z 재활용 제품 시장은 녹색 공공 조달 제도와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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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6), OECD Environment Statistics(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그림 8. 한국의 재활용 비율은 많은 OECD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처리 유형별 도시 폐기물 관리, 2014년 또는 최신 자료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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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비공식 재활용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 분리 수거를 개선합니다. 
비독성 물질 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z 산업의 폐기물 방지, 순환 사업 모델 및 자원 
생산성을 고취합니다. 효율 개선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재료 흐름 비용 계정의 설정을 장려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합니다.

 z 재활용 상품 시장을 강화합니다. 재활용 제품과 
품질 및 이익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z 원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점차 
인상하고 그것의 인센티브 역할을 강화합니다. 

 z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및 재료 흐름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재료 생산성에 대한 목표를 
정합니다.

다음 단계 | 폐기물, 재료 관리 및 순환 경제

폐기물 처리 업체들 및 가정들에게 공개된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의해 장려됩니다. 이 시장들은 제품과 

품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최근에는 석유 및 원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z 한국은 폐기물 및 오염 중심 전략에서 더 많은 재활용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원료 및 에너지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통합된 “순환 경제”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채택된 자원 순환 기본법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폐기물 및 재료 관리 개선

 z 한국은 폐기물 관리와 재료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만 (박스 참조), 이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 전체적으로 재료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어렵고 폐기물 흐름과 재활용 

노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z 상당한 매립지들이 폐쇄되거나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소규모 소각장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직접 매립은 

여전히 존재하고, 매우 작은 소각장들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불법 투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z 오염자 지불 원칙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이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위험 물질이 담긴 제품들에 

대한 폐기 요금을 지불하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폐기물 관리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올바로(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폐기물 관리

올바로 시스템은 다양한 처리 단계에서 폐기물 흐름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 시스템은 폐기물 생산자, 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와 
행정기관들 간에 순환하는 폐기물 인계 확인서를 
디지털화하고 처리합니다.

 올바로 시스템은 위험 폐기물의 운반을 추적하기 위해, 
2002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다른 폐기물 흐름을 포괄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340,00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사용하며, 
이는 약 1억2천8백만톤의 폐기물, 즉 한국에서 
사업체들이 생성하는 대부분의 폐기물에 상당하는 
것입니다.

정부 관리자들은 실시간으로 폐기물 관리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이 적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인계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통계 보고서를 생산하고, 기업 부문에서 
폐기물 감축 노력을 추적하며, 기업들 간에 협력과 모범 
관행의 공유를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는 재생 및 재활용 제품의 교환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주
요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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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건강, 재산 및 복지에 대한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교정적 
정의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상품 및 서비스와 환경 유해성 노출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이 남아 있으며, 환경 민주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 정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진전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ECD 의 한국에 대한 환경 성과 검토

환경 정의  

잘못이 없는 책임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정의된 시설들과 관련된 오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건강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잘못이 없는 책임(엄격한 책임)의 법적 원칙을 
규정합니다. 시설의 활동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시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시설의 생산 공정, 시간, 
장소 및 피해, 등) 시설은 오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 위험이 있는 17,000개의 기업들(쓰레기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 회사 또는 유해 공기 또는 
물 오염물질 배출 회사 등)은 환경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예방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므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정부는 알 수 없거나 무능력한 
범법자들의 오염 행위에 대해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로 재보험 보험료와 정부 기금으로 충당되는 
오염 배상 계정을 관리합니다. 

석면 희생자에 대한 보상

한국 정부와 석면 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업계는 석면으로 
인해 병에 걸린 (직장 희생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환경 건강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금을 조달한 
기금은 의료 및 장례 비용과 석면 피해 방지 사업, 그리고 
석면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에 사용됩니다. 2011년에서 
2016년 3월말까지, 2,966건이 처리되었고 37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분배적 정의

 z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은 최근에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공 교육 지출은 GDP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보다 낮습니다.

 z 환경 상품 및 서비스(급수 서비스 및 녹색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과 오염 같은 환경 유해성에 

대한 노출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고, 도시들 사이, 

그리고 도시와 시골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림 9). 

 z 한국은 환경 보건 문제들의 분석에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환경 건강 설문조사 결과, 금속 및 

살충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노출이 나타났습니다. 

산업 단지들과 폐광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농도 상승이 

발견되었습니다.

 z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오염 시설 발생률에 대한 

정보 또는 취약한 가구들과 관련된 오염 시설 

위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교정적 정의

 z 화학물질 사고의 급증에 대응하여, 한국은 

피해자들이 건강, 재산 및 복지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대한 법은 증명의 부담을 피해자에서 

오염자로 전환했습니다.

 z 한국은 환경 복원을 목표로 하여 토양 오염에 대한 

강력한 책임 제도가 있지만, 수역과 생태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z 화학 안전 규정들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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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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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농촌과 도시 지역의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 분석 
및 취약한 가구들에 대한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 
분석을 확대합니다. 정책 입안 시 분산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z 과거의 수역들과 생태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엄격한 책임 제도를 도입합니다. 

 z 환경 허가 결정에 일반인을 참여시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일반인들과 NGO들에게 
개방합니다.

 z 환경 NGO를 위한 법적 권리 등, 환경 절차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대합니다.

 z 경제 주체들의 환경 행동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합니다.

다음 단계 | 환경 정의 

15

년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한국 REACH)은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 또는 

판매업체에게 보고 및 등록 요건을 부과합니다. 

2015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리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직장의 수가 확대됩니다.

절차적 정의

 z 4대강 복원 사업과 밀양 고전압 송전선과 같은 일부 

유명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논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접근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z 환경 정보 공개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z NGO(비정부 단체)들이 전략적 정책 기획에 

참여하고 있지만, 환경 허가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는 

없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는 현지 

주민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z 장기적인 대안 논쟁 해결 시스템은 개별 논쟁들을 

다루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주요 환경 갈등들을 

해결하기에는 잘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지구 
PM2.5에 대한 평균 노출, 

μg/m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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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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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SIS (2016); 환경부 (2015), 환경 통계 연감 2014; OECD (2016), OECD Environment Statistics(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그림 9. 환경적 삶의 질은 지역들 간에 각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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