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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정부는 2020년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그린뉴

딜을 강조했다. 도봉구 역시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그린뉴딜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

이다. 그렇다면, 도봉구가 보다 거시적이고 획기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도봉구 내 환경과 도봉구 청사 온실가스 배출정도를 파악하고 어떠한 혁신적인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봉구의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한 결

과, 대기오염과 오수 발생량은 타자치구 대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폐기물

의 경우,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다소 높았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이 낮

았다. 또, 도봉구 청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며, 낮은 수준의 배

출을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도봉구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봉구가 그린뉴딜을 계속 선도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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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20년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

했으며, 추진전략으로써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제시하였음(관계부처합동, 2020.7.14.).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함께 추구하기 위함임.

◦ 도봉구는 2018년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Green 

City)’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음.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친환경 

생활을 위한 EM(유용미생물) 보급 활성화, 도봉구 깃대종 및 생물다양성 보

전사업,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 등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린뉴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

◦ 도봉구의 그린뉴딜 연구를 통해 도봉구 내 환경과 도봉구 청사 온실가스 배

출정도를 파악하고 도봉구가 거시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펼

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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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를 확인하여 환경 일자리 사례를 살펴보았음. 또, 서울

특별시기본통계와 서울열린데이터광장1)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통계 분석을 

하여 도봉구의 환경특성 및 오염실태를 파악하였음. 

◦ 2020. 9. 7. 에는 환경정책과 팀장, 신경제일자리과 팀장, 지속가능발전과 

주무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연구자가 제시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도봉구의 환경실태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발전방향을 함께 논

의하였음.

◦ 도봉구 청사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 컨설팅 업체의 

조사를 통해 도봉구 청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온실가스로 변환하는 정도

를 파악하고 환경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또, 환경 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환경 전문가를 초대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도봉구 환경에 걸맞은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었음. 

◦ 마지막으로 도봉구가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

항들을 점검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는 환경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였음.

1) http://dat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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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친환경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

2_환경 일자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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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론적 배경

1 ∙그린뉴딜 정책의 이해

◦ 그린뉴딜은 환경을 배려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린(Green)’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대공황을 극복하

기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부사업을 의

미하는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정의함(박성재 외, 2009; 이유진, 

2019; Hockett & Gunn-Wright, 2019). 

◦ 그린뉴딜은 2008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영국 그린뉴딜그룹이 기후

변화와 금융위기, 원유가격 폭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융, 세제,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이 주요 배경임(Green New Deal Group, 

2008).

◦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lan:UNEP)은 2009년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의 요지를 보고하였는데,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성,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교통, 생태 인프라 보전, 유

기농 농업활성화 등의 투자를 강조했음(UNEP, 2009).

◦ 2019년 미국에서는 민주당 상원, 하원 의원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안하였

는데,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그린뉴딜은 [그림 2-1]과 같이 기후, 일자리, 평등의 문

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음(이유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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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린뉴딜의 주요목표2) 

◦ 2020년 정부의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 그린뉴딜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주

요 항목들이 분류되어 있음. 먼저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비를 

확인하면, 각각 3조 1천억 원, 4조 5천억 원, 8조 6천억 원임. 2020년 추경

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비의 경우, 각각 5조 4천억 원, 11조 3천억 원, 20

조 3천억 원임. 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각각 12만 4천 개, 3만 8천 개, 15

만 1천 개의 일자리를 2022년 까지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표 

2-1] 참고).  

2) VCY America 에서 인용(https://www.vcyame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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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3)

   (단위: 조원, 만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20추경~’22 ‘20추경~’25 ‘20추경~’22

그린 리모델링
3.1

(1.8)
5.4

(3.0)
12.4

그린 에너지
4.5

(3.7)
11.3
(9.2)

3.8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8.6
(5.6)

20.3
(13.1)

15.1

◦ 도봉구 그린뉴딜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인해야하는

데, 이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틀 

안에서 지역만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것에

서부터 수행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상황에 걸맞은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지방정부가 이행한 정책들을 그린

뉴딜로써 적용해야 함. 폐기물 관리나 도시 인프라시설 관리, 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과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를 독려하여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 등은 좋은 방안임(이유

진, 2019). 

3) 관계부처 합동(2020. 7. 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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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일자리 사례

◦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지난 환경 일자리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대표적인 직

종별 사례를 보면 [표 2-2]와 같음. 크게 풍력, 태양광, 바이오환경 생물연료

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폐수처리와 관련된 

환경분야, 대중교통, 건물개조를 포함한 기타 분야로 구분됨.

◦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화학 및 생물연료 산업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먼저 풍력산업에는 환경공학기사, 철강업 종사자, 판금속

기사, 기계기사, 전기장비 조립사, 건설장비 운전사, 공업용 트럭운전사, 생

산 감독관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태양광산업에는 전기공학기사, 전

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용접공, 금속조립공, 전기장비조립사, 설치조무사, 건

설관리인의 일자리가 가능함. 바이오화학 및 생물연료의 산업에서는 화학공

학기사, 화학자, 화학장비 운전사, 화학기술자, 혼합기계 운전사, 농부, 산업

용 트럭운전사, 농업 관리자, 농업 감독관의 일자리가 가능함. 

◦ 환경분야는 대기오염, 폐기물, 수질처리 관련 산업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대

기오염 산업에서는 환경공학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시

공자의 일자리 사례가 있음. 폐기물 관련 산업에서는 폐기물처리기사, 폐기

물수집인, 트럭운전사, 유해물질 제거기사, 보수 및 수선기사, 환경공학기사, 

중장비기사 등의 일자리가 가능함. 수질처리 및 폐수처리 관련 산업에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관리기사, 하수도관 정비 및 관리인, 수처리 공장 및 

설비운영인, 배관공, 수도관 부설공, 환경공학기사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함. 

◦ 기타 분야 중에서는 대중교통산업에서 토목기사, 선로 설치사, 전기기사, 용

접공, 버스운전사, 교통감독관, 기관사 등의 사례가 있음. 건물개조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전기기사, 냉/난방기 설치기사, 목수, 건설장비 운전사, 지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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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사, 건물점검인 등의 일자리가 과거에 확보되었음.

[표 2-2] 환경 일자리 사례4)

분야 산업 직종

신재생 
에너지

풍력
환경공학기사, 철강업 종사자, 판금속기사, 기계기사, 전기장비 조립
사, 건설장비 운전사, 공업용 트럭운전사, 생산 감독관

태양광
전기공학기사,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용접공, 금속조립공,
전기장비조립사, 설치조무사, 건설관리인

바이오화학 
생물연료

화학공학기사, 화학자, 화학장비 운전사, 화학기술자, 혼합기계 운전
사, 농부, 산업용 트럭운전사, 농업 관리자, 농업 감독관

환경

대기오염 환경공학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자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수집인, 트럭운전사, 유해물질 제거기사, 보수 
및 수선기사, 환경공학기사, 중장비기사

수질처리 및 
폐수처리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관리기사, 하수도관 정비 및 관리인, 수처리 
공장 및 설비운영인, 배관공, 수도관 부설공, 환경공학기사

기타
대중교통

토목기사, 선로 설치사, 전기기사, 용접공, 버스운전사, 교통감독관, 
기관사

건물개조
전기기사, 냉/난방기 설치기사, 목수, 건설장비 운전사, 지붕공, 단열
기사, 건물점검인

◦ 기존의 환경일자리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그린뉴딜은 기존의 환경 일자리 

정책과 달리, 일자리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므로 사회 취약계

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환경 일자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환경개선에 직

접적인 효과가 있는 단순기능직종의 환경 일자리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데, 자전거 수리 및 배달, 친환경 자동차의 수리 및 생산, 에너지 효율화로의 

재건축, 친환경 가구의 생산, 폐기물처리, 유해물질 청소, 환경의 정비, 재활

용 용품의 생산, 친환경적인 청소, 태양에너지 장치 설비 및 정비, 산림 정비 

등이 있음. 이들 직종은 진입장벽이 낮으며, 직무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점 

4) 김승택(2008), 노동리뷰; Pollin 외(2008),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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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린뉴딜 일자리로서 권유되고 있음(김승택, 2008). 

◦ 해외에서는 정부에 의해 시행된 환경일자리를 위한 교육정책들이 있는데, 

먼저 호주의 사례를 들 수 있음. 호주정부는 2010년에 신흥 환경분야 일자

리를 취업을 원하는 17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기금을 출연하여 환경일자

리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공인인증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숙련기술 경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26주 교육을 하

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 등의 환경일자리에 1만 명의 취업을 성사시켰

음(김종호, 2015). 

◦ 중국에서는 중국노동조합연맹이 에너지 효율성 감시 교육을 시행하여 67만 

명의 새로운 감시자를 양성하는 환경일자리를 만들었으며, 홍보포스터를 배

포하고 기업 등에 에너지 효율성 실천운동을 참여하도록 하였음(김종호, 

2015).

◦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건축장비 운전사, 지붕공, 토목기사, 용

접공, 트럭운전사처럼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산업분야에

서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 분야의 터빈 기술자 등이 근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였음(이유진, 2019; Carlock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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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봉구 환경 및 오염실태

◦ 본 장에서는 도봉구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고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대기, 

수질, 폐기물 항목의 분석결과와, 환경조사 용역업체의 조사를 통한 도봉구 

청사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의 분석결과를 제시함.

1 ∙대기

◦ 도봉구의 대기수준은 크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로 확인

하였음. 도봉구의 월평균 이산화질소 농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0.018 

ppm이며, 서울시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서, 타자치구 대비 깨끗한 수

준임([표 3-1] 참고). 이산화질소의 화학식은 NO₂ 이며 대표적인 질소 산화

물로 연료의 고온 연소 등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에서 배출됨. WHO의 

권장농도는 연평균 0.022 ppm 이하임.



02 도봉문화재단과 조직이론 13

[표 3-1] 서울시 자치구별 이산화질소 농도
단위: ppm

순위 자치구 농도

1 은평구 0.016

2 도봉구 0.018

3 서대문구 0.018

4 용산구 0.019

5 강북구 0.019

6 광진구 0.02

7 노원구 0.021

8 구로구 0.021

9 성동구 0.022

10 중랑구 0.022

11 강서구 0.022

12 종로구 0.023

13 중구 0.023

14 동대문구 0.023

15 금천구 0.023

16 동작구 0.023

17 강동구 0.023

18 양천구 0.024

19 강남구 0.024

20 마포구 0.025

21 영등포구 0.025

22 서초구 0.025

23 관악구 0.026

24 송파구 0.026

25 성북구 0.027

◦ 도봉구의 일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0.4 ppm이며, 서울시

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임([표 3-2] 참고). 일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 이며 

연탄의 연소가스나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됨. WHO의 권장농도는 

1시간 평균 26 ppm 이하이며, 8시간 평균 9 ppm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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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서울시 자치구별 일산화탄소 농도
단위: ppm

순위 자치구 농도

1 구로구 0.3

2 서초구 0.3

3 도봉구 0.4

4 성동구 0.4

5 강북구 0.4

6 용산구 0.4

7 은평구 0.4

8 마포구 0.4

9 동작구 0.4

10 종로구 0.5

11 중구 0.5

12 광진구 0.5

13 동대문구 0.5

14 중랑구 0.5

15 성북구 0.5

16 노원구 0.5

17 서대문구 0.5

18 양천구 0.5

19 강서구 0.5

20 금천구 0.5

21 영등포구 0.5

22 관악구 0.5

23 강남구 0.5

24 송파구 0.5

25 강동구 0.5 

◦ 도봉구 아황산가스 농도는 2020년 기준으로 0.003 ppm이며, 서울시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임([표 3-3] 참고). 아황산가스의 화학식은 SO₂ 이며 석유

를 정제하거나 중유를 연소할 때 원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이 산화되어 방출

됨. WHO 권장농도는 연평균 0.015~0.023 ppm 이하이며, 일평균 

0.04-0.06 ppm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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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서울시 자치구별 아황산가스 농도
단위: ppm

순위 자치구 농도

1 중랑구 0.002

2 강북구 0.002

3 도봉구 0.003

4 용산구 0.003

5 성동구 0.003

6 광진구 0.003

7 동대문구 0.003

8 성북구 0.003

9 중구 0.003

10 노원구 0.003

11 은평구 0.003

12 서대문구 0.003

13 마포구 0.003

14 구로구 0.003

15 금천구 0.003

16 영등포구 0.003

17 동작구 0.003

18 관악구 0.003

19 서초구 0.003

20 강남구 0.003

21 송파구 0.003

22 강동구 0.003 

23 종로구 0.004

24 양천구 0.004

25 강서구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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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 도봉구의 수질상태는 1인당 오수 발생량으로 확인하였는데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기준으로 234 리터로, 서울시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으

로서, 타자치구 대비 매우 깨끗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4]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오수 발생량

단위: ℓ

순위 자치구 농도

1 은평구 227

2 강동구 231

3 도봉구 234

4 강북구 236

5 중랑구 238

6 노원구 239

7 성북구 247

8 양천구 248

9 송파구 256

10 강서구 259

11 구로구 260

12 광진구 269

13 동대문구 274

14 금천구 275

15 동작구 275

16 관악구 278

17 서대문구 283

18 성동구 284

19 마포구 292

20 영등포구 306

21 용산구 321

22 서초구 337

23 강남구 374

24 종로구 460

25 중구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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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 도봉구 폐기물 실태 확인을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설폐기

물과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분석하였음.

◦ 서울시 평균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96%, 2017년 

96%, 2018년 96%이며, 서울시 평균 지정폐기물 재활용의 비율은 2016년 

기준 22%, 2017년 19%, 2018년 20%임.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그림 3-1] 참고). 

[그림 3-1] 서울시 평균 건설 및 지정폐기물 재활용 비율 

◦ 도봉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00%, 2017년 95%, 

2018년 87%이며, 도봉구 평균 지정폐기물 재활용의 비율은 2016년 기준 

26%, 2017년 26%, 2018년 28%임.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계속 줄어들

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근소하게 증가함([그림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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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도봉구 건설 및 지정폐기물 재활용 비율 

◦ 구체적인 도봉구 건설폐기물 발생량 수치를 확인하면, 2016년 기준으로 약

430톤, 2017년 약387톤, 2018년 약438톤이며, 재활용량은 2016년 기준 

약428톤, 2017년 약369톤, 2018년 약381톤임. 

4 ∙도봉구 청사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

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목록화 해놓은 통계시스템을 의미함(국립국어원).

◦ 본 연구에서는 약 한달 간 인벤토리 구축 작업이 이루어 졌는데, [표 3-5]와 

같이 보일러, 난방유 등의 사용량을 통해 고정연소를, 관용차량, 청소차 등

의 차량주유량을 통해 이동연소를 측정하였고,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통해 전기배출량을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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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인벤토리 구축 및 조사 항목 

배출원 기     준

  고정연소   보일러, 난방유 등

  이동연소   관용차량, 출장용 차량, 청소차 등의 차량

  전기 배출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

◦ [표 3-6]은 도봉구 청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현황 결과임. 여기

에서 사용되는 단위 중 tonGHG 란  ‘그린하우스 가스’이며, CO2 1톤 상당

의 온실가스를 의미함. TJ 란 ‘Tera Joule’의 약자이며 에너지사용량을 의미

함.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고정연소 331 

tonGHG, 이동연소 726 tonGHG, 구매전력 1,575 tonGHG 로, 총 2,632 

tonGHG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음. 에너지 사용량은 고정연소 7 TJ, 이동

연소 11 TJ, 구매전력 32 TJ 로, 총 49 TJ 의 에너지를 사용하였음.

◦ 2019년의 결과를 보면, 고정연소 269 tonGHG, 이동연소 403 tonGHG, 

구매전력 1,601 tonGHG 로, 총 2,273 tonGHG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

음. 에너지 사용량은 고정연소 5 TJ, 이동연소 6 TJ, 구매전력 33 TJ 로, 

총 44 TJ 의 에너지를 사용하였음.

◦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약 14%의 온실가스를 줄였으며, 약 10%의 에너

지 사용량을 절감하였음. 이는 이동연소 발생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

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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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도봉구 청사 온실가스 발생 및 에너지 사용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tonGHG)

에너지
사용량
(TJ)

온실가스 
배출량

(tonGHG)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고정연소 331 7 269 5

 이동연소 726 11 403 6

간접배출  구매전력 1,575 32 1,601 33

합계 2,632 49 2,273 44

◦ 2018년 대비 2019년도 도봉구 청사의 온실가스가 이동연소에서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도봉구 청사의 연료별 관용차의 증가나 감소가 있었는지 [표 

3-7]과 같이 확인하였음. 그 결과, 2018년 기준의 도봉구 청사 관용차 현황

을 보면 LPG 1대, 가솔린 1대, 경유 97대, 휘발유 14대, CNG 0대, 수소 

0대, 전기 8대, 하이브리드 4대로 총 125대임. 2019년 기준의 도봉구 청사 

관용차 현황을 보면 LPG 1대, 가솔린 1대, 경유 99대, 휘발유 14대, CNG 

2대, 수소 1대, 전기 11대, 하이브리드 4대로 총 133대임. 2018년 대비 관

용차의 감소는 없었으나 대신 CNG, 전기사용 차량이 총 5대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정리하면, 도봉구 청사의 이동연소에 대한 온실가스 감소의 원인을 차

량 이용현황에서만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차량대수가 늘었다 하더라

도, 직원들이 의식적으로 차량 이용횟수를 현저하게 줄였다든지, 외부에 참

석해야하는 행사가 많이 줄었는지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어, 정확

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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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도봉구 청사 관용차 현황

연료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LPG 1 1 0

가솔린 1 1 0

경유 97 99 2

휘발유 14 14 0

CNG 0 2 2

수소 0 1 1

전기 8 11 3

하이브리드 4 4 0

합계 125 133 8

◦ [표 3-8]은 도봉구 청사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

스량을 정리한 것임. 본 결과에서는 일평균 일조시간을 4.19시간으로 가정

하여 감축 가능한 용량을 산출한 것임. 2018년 기준으로 도봉구 청사에 설

치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은 18 kW 이며 총 발전량은 27,528 kWh임. 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13 tonGHG 이고, 에너지 절감량은 0.26 TJ임. 

2019년 기준으로 도봉구 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은 38 kW이고, 

총 발전량 58,788 kWh 임. 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27 tonGHG 

이고, 에너지 절감량은 0.56 TJ임. 2018년과 비교해보면, 총 발전량이 

31,260 kWh 증가하였음. 

◦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27 tonGHG 이며, 에너지량

은 0.56 TJ 임. 2018년 대비 총 에너지 절감량은 약 114% 증가하였음. 이

것은 도봉구에서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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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18, 2019 태양광 발전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구  분 2018년 2019년

 태양광 용량
(kW) 18 38

총 발전량
(kWh) 27,528 58,788

온실가스 감축량
(tonGHG) 13 27

에너지 절감량
(TJ) 0.26 0.56

◦ [그림 3-3]은 앞서 설명한 2019년 기준의 도봉구 청사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을 요약한 것임.

[그림 3-3] 도봉구 청사 온실가스 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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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도에 조사 실시한 국내 대형건물의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평균을 정리한 것임. 도봉구 청사와 같이 연면적 

40,000~45,000 ㎡ 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물의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는 316 

Mcal/㎡ 이며, 상업용 건물의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는 258 Mcal/㎡ 임. 도

봉구 청사의 연면적은 41,023 ㎡ 이며, 2019년도 연면적당 에너지소비가 

223 Mcal/㎡ 인 점을 고려할 때, 도봉구 청사는 전국의 타 건물대비 월등히 

에너지 효율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9] 대형건물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평균과의 비교5)

연 면 적

2016년 대형건물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평균 2019년도 

도봉구 청사
(41,023㎡)

업무용 상업용

40,000~45,000 ㎡ 316  Mcal/㎡ 258  
Mcal/㎡ 223  Mcal/㎡

5) 산업통상자원부(2017),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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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봉구 그린뉴딜 정책 제언

1 ∙교통환경의 개선

◦ 도봉구의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환경의 개선을 주요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실제로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는 수소차 연구개발에 집중하

고 있는 추세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수소 및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서울시 수소택시의 경

우 2019년 10대를 시범 운행했으나, 204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8만대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 국내 수소충전소는 2016년에 9기에 불과했으

나 2019년에는 24기로 늘었으며, 정부는 2020년에는 100기의 수소충전소

를, 2022년에는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그림 4-1] 

참고)6).

[그림 4-1] 국내 수소충전소 설치 추이 

6) 스타트업투데이, 2020. 7. 27., 『'그린 뉴딜로 수소 생태계 조성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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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를 그린벨트 내에 설

치하는 것이 필요함. 국토교통부는 2020. 7. 8. 제 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수

소경제가 포함되었으며, 이제는 그린벨트 내 수소, 전기 등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짐. 그동안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서만 설치가 허

용되었으나 2020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린벨트 내 타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짐7). 도봉구는 그린벨트 비율이 타자치구 대비 높은 편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구정발전에 효과적일 수 있음. 수소충전소 운영에는 

많은 인력과 토지가 필요한데, 수소충전소 관리자 등을 채용하고, 친환경 자

동차 수리소를 추가 건설하여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F 창출 일자리: 수소 충전소 관리자, 기계기사, 건설장비 운전사, 친환경 자

동차 정비사

◦ 추가적으로 도봉구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수소차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 

유럽에서는 [그림 4-2]와 같이,2019. 4. 14. 최초로 수소 쓰레기차를 이미 

실용화하였음8).

7) 전자신문, 2020. 7. 8., 『그린벨트에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설치, 공업지역 경쟁력도 강화』. 

8) Gasworld, 2019. 4. 14., 『First hydrogen-powered rubbish trucks』(https://www.gas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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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네덜란드 펠트호번 시에서 열린 수소 쓰레기 수거차 시연 

◦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열린 '수소트럭 및 수소택시 

실증 협력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수소 청소트럭의 시연을 하였는

데, 창원시는 수소트럭 1대를 국내 최초로 배치하였으며 2021년 말까지 시

범 운행하려고 함9). 

    

[그림 4-3]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수소 쓰레기차 시연 

9) 머니투데이, 2020. 5. 14.,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 쓰레기도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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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쓰레기 수거차량은 [표 4-1]과 같이 2018년 기준으로 41대이며, 

2021년에 교체해야하는 오래된 연식의 쓰레기 수거차량은 13대 정도인

데10), 이들 중 일부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구체적인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을 보면, 도봉구청의 경우 27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량 41대, 중장비 3개임. 민간 쓰레기처리업체의 경우, 

52대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78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중장비도 1대 있음. 민간업체에서 보유한 쓰레기 수거 차량도 수소차로의 전

환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추가정책을 모색하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

을 것임.

F 창출 일자리: 수소 쓰레기 수거차 운전사, 수소 쓰레기 수거차 정비사

[표 4-1] 도봉구 쓰레기 수거장비 현황

소속 항목 2018년

도봉구청

인원(명) 27

차량(대) 41

중장비(개) 3

처리업체

인원 78

차량 52

중장비 1

10) 도봉구 자원순환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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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교통수단의 개선점에 이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환경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수리 및 배달을 도봉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음. [표 

4-2]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15개 자치구는 이미 자전거 수리센터

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전거 수리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였음. 도봉구

의 경우 ‘우리동네 자전거포’가 2020년 7월 개점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소상

공인이 운영하는 자전거점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추가적인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하천 주변에 배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설치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도봉구는 중랑천과 도로에 자전

거 시설이 잘 구비되어있고 중랑천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타주민도 

많아 중랑천 주변에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높은 이용률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지역의 민간 자전거 수리점 기사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이들과 상생하도록 수리된 자전거를 근처 수리점에 배달해 주는 등

의 서비스도 같이 고려되면 상기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

임.

F 창출 일자리: 자전거 수리기사, 자전거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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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서비스센터 운영현황11)

구분 명칭 위치 

강남구 강남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수서역 1번 출구

강동구 강동구 자전거서비스센터 동남로 918

관악구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 신림역 5번 출구

광진구 광진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구의강변로 84

구로구 씽씽자전거 구로동로 38길 42

금천구 금천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독산보도육교앞자전거보관소 

노원구 우리동네 자전거포(노원점) 한글비석로 31길 27

마포구 마포구 자전거 토탈  서비스센터 월드컵경기장 남문

서초구 자전거무료대여소 방배역 1번 출구, 사당역  13, 
14번 출구

성동구 옥수자전거대여소 옥수동  풍림강변아파트 앞

송파구 자전거 수리센터 잠실역 2번 출구

영등포구 우리동네 자전거포(대림역) 대림역 7번 출구 하부

은평구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증란로 276

중구 중구 녹색자전거 무료봉사센터 을지로30길 16-8

2 ∙친환경 건물로의 개조를 지원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 건물로의 개조는 그린뉴딜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어져왔던 사업임. 이를 위해 친환경 재건축, 태양에너지 장치 설비 및 정

비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임. 또, 생활 SOC를 활용하여 지역 체육관 및 도

서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친환경 에너지 건물 설립의 방법을 함께 고

11) 서울시 보도자료, 2014. 6. 2. 『'자전거 상설수리센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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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것이 필요함.

◦ 도봉구는 서울시로부터 총 10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 System)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참여

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림 4-4]는 유사한 사례인데, 서울시 동대문구가 열린방과후 교실의 그린 

리모델링을 준공한 것임.

F 창출 일자리: 건축장비 운전사, 지붕공, 토목기사, 용접공, 트럭운전사 

  

[그림 4-4] 서울시 동대문구 그린 리모델링 준공식 사례12) 

◦ 건물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도봉구 내 일반 가정집의 LED 전등교체 작업을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장년층이 많은 도봉구의 경우 일반 가

정집에서 전등의 교체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년층 주민들

이 직접 전등을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지 않는 가구가 많을 수 

있음. 더욱이 동네 리모델링 가게에서는 전등교체 등의 소규모 작업은 지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도움을 기댈 곳도 많지 않음. 때문에 도봉구

에서 전기기사를 채용하여 LED 전등으로의 교체작업을 도와주는 것을 지원

12) 아시아경제, 2019. 7. 17., 『동대문구 열린방과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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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F 창출 일자리: 전기기사 

3 ∙온실가스 배출현황 주기적 점검

◦ 온실가스 배출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확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

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도봉구 

내 공공기관 건물 등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그린뉴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절차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벤토리에 대한 조사를 이행할 컨설턴트나 통계조사원이 

고려될 수 있는데, 통계조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전산과의 기간근로

자의 배치를 고려할 수도 있음.

◦ 현재 도봉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는 도봉구 청사에서의 쓰레기 발생

량에 대한 무게와, 쓰레기 처리방법에 따른 무게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아 

정확한 쓰레기양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추후 쓰레기의 배출량

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와의 계

약을 하고 처리방식별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도봉구 청사에서 배출되

는 쓰레기양의 무게도 계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됨. 또, 도봉구 

청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별 쓰레기양을 확인하는 

종량제도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F 창출 일자리: 인벤토리 컨설턴트, 통계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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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폐기물 관리감독 강화

◦ 2018년의 도봉구 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재

활용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이행되어야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의무에 중간처리업체의 재

활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

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은 [그림 4-5]와 같이 요약됨. 각 업체가 배출신

고를 하면, 콘크리트가 건설업체에 전달되고 용역업체는 이 건물자제를 분

리 배출하여 재활용을 할지 매립을 할지를 결정함. 만일 재활용하기로 결정 

한다면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활용하여 도로의 아스팔트 제작 등에 사용하고, 

매립하기로 한다면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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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건설폐기물 처리과정13)

◦ 현재 도봉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낮아, 새로운 환경정책을 시행하

기보다 기존 환경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성상별14)로 분리·선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행정지도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함. 2018년 재활용 비율을 100%로 

달성할 경우, 연간 약 57톤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소

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도봉구는 관리감독자 채용을 통해 이러한 절

차를 강화해야 함. 

F 창출 일자리: 건설폐기물 관리감독자

5 ∙생활 속 친환경 행동 캠페인 촉진

◦ 세제 리필샵(소분샵)의 운영 및 이용 촉진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도봉구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임. 서울시에는 약 7군

데의 세제 리필샵이 분포해 있는데, 약1평의 공간만이 필요한 세제 리필샵을 

13) 한국건설자원협회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작성함.

14) 성상별이란 폐기물의 가연성 비가연성 여부의 특성을 구분 짓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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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세제 및 화장품의 플라스틱 용기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도봉구는 이 샵을 관리하는 운영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그림 4-6] 참고).

F 창출 일자리: 세재 리필샵 관리 및 판매자

[그림 4-6] 세제 리필샵 사례15) 

◦ 캠페인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예를 들어, 

주민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홍보하여 근본적인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함. 도봉뉴스에 환경의식과 관련한 홍보를 하고, 마을강사

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좀 더 전문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세제 리필샵 바로 옆에 이러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의식을 돕

는 환경 강사 및 마케터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F 창출 일자리: 세재 리필샵 관리 및 판매자

15)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망원시장’, 2019. 9. 11., 『우리동네에서 세제 소분샵 알맹을 꿈꾸는 분들게 건네는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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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에서 청사 내에서도 캠페인을 이행할 수 있음. 손수건 쓰기 운동을 한

다면, 직원들이 화장실의 종이타월을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음. 마포구에서는 이미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손수건 쓰기를 권장하고 있는

데, 이와 유사하게 도봉구에서도 종이타월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함([그림 4-7] 참고).

[그림 4-7] 서울시 마포구 손쓰건 쓰기운동 사례16) 

16) 뉴스1, 2020. 5. 13., 『코로나 예방하고 환경도 살린다…마포구 '손수건 쓰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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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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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 그동안 도봉구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처해왔으며, 현재 서울시 

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치구 임. 도봉구의 환경실태를 보면, 오수 발

생량, 대기오염 농도,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정도에서 독보적으로 청결한 수

준임.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는 대부분 대기 흐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치구의 정책이나 행정으로 개선하기에 큰 한계가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자치구의 노력으로 높일 수 있는 현상이며, 도봉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

설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에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음. 연구에서 제언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한다면, 도봉구가 현재의 환경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구민신뢰 향상에도 기여하여 전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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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New Deal Study: An Investigation on Dobong-gu 

Environmental Statu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Daeho KimㆍNak Joon Kim 

In announcing the comprehensive plan of the 'Korean Version New Deal' at the 7th 

Emergency Economic Conference in 2020,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Green New 

Deal. Dobong-gu has been successfully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rela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Through this study on the Green 

New Deal of Dobong-gu, we identify the environment in Dobong-gu and the levels of 

greenhouse gas emission at Dobong-gu office, and present directions of what innovative 

policies Dobong-gu should implement in order for more macroscopic and innovative 

Green New Deal polic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Dobong-gu, the amount of sewage generated is kept clean at a very low level compared 

to other districts. In the case of atmospheric conditions, the average annual concentration 

of nitrogen dioxide, carbon monoxide, and sulfurous acid gas was  low. In the case of waste, 

the recycling rate of designated waste was somewhat high, while the recycling rate of 

construction waste wa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t Dobong-gu office is on the 

decline, and low levels of emissions have been maintain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various policies will be discussed to enable Dobong-gu to continue to lead the Green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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