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 환경경영 연수단 운영 결과 보고
(친환경경영팀, `18.11.20)

연수단 운영 개요
◇ 연 수 명 : 2018년 해외 환경경영 연수단
◇ 일

정 : ́18.11.1.(목) ~ 11.9.(금) (7박9일)

◇ 대 상 국 : 스페인, 독일
◇ 추진체계 : (주최)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수인원 : 녹색기업 및 환경정보공개 大賞 수상기업 담당자, 환경부,
환기원 등 총 15명
◇ 연수내용
- 해외 선진 기업․기관의 환경정책 대응전략 등 환경경영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 환경경영 기업․기관 견학
- 대표 친환경도시 방문 및 환경계획지구 환경정책 조사 등
- 국제 친환경제품 동향 파악을 위한 스페인 친환경제품 전시회 방문
◇ 연수일정

일 자
11. 1.(목)

세부일정
이동

비고

인천

→

마드리드

11. 2.(금)

Ecooo Revolucion Solar 미팅

-

11. 3.(토)

스페인 마드리드 친환경제품 전시회 참관

-

11. 4.(일)

이동

마드리드

11. 5.(월)

ECO ENERGIES 방문 및 이동

바르셀로나

11. 6.(화)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 및 프라이암트 방문

-

11. 7.(수)

BASF 방문

-

11. 8.(목)

Bahnstadt Heidelberg(패시브하우스 단지) 방문

11. 9.(금)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

인천

◇ 시 사 점
- 국내 기업·기관 환경 담당자의 해외연수 기회가 타 분야에 비해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연수단 운영으로 인한 환경업무 자긍심 고취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m 우리원은 환경부 위탁대행 및 출연사업으로 녹색기업 지정제도와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기업 자긍심 고취, 환경
정보 충실성 제고 및 환경경영 확산 이바지하고자 해당 사업 내
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 ‘18년 녹색기업 대상(大賞) 시상식(6.27)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大賞)
시상식(6.14) 개최
- 이에 따른 포상으로 수상기업·기관의 선진 환경경영 벤치마킹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럽 환경경영연수단 운영 및 참가비 지원

※

전 수상기업 참가자 연수비용의 80%를 포상지원하고 20%는 자체부담

m 본 연수를 통해 참가기업·기관들의 자사 환경경영을 보완·발전
시키는 계기로 활용토록 하고,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녹색기업 및 환경
정보공개 기업의 글로벌화 모색하기 위함

Ⅱ

그간의 추진경과

m 제1차 녹색기업 글로벌화 모색 녹색경영 연수단 운영('12.11.)
* '12년 녹색기업 대상(大賞) 수상기업 대상 운영

m 제2~6차 환경경영 연수단 운영('13~'17)
* 환경정보공개 대상(大賞) 시상식 첫 개최에 따라 연수단 병행운영 시작

Ⅲ

연수 개요

m 연수명: 2018년 해외 환경경영 연수단
m 일

정: ́18.11.1.(목) ~ 11.9.(금) (7박9일)

m 대상국: 스페인, 독일
m 추진체계: (주최)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m 연수인원: 총 15명
- 녹색기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기업 환경경영 담당자
- 환경부 및 환기원 업무 담당자
m 주요 연수내용
- 해외 선진기업․기관의 환경정책 대응전략 등 환경경영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 환경경영 기업․기관 견학
- 대표 친환경도시 방문 및 환경계획지구 환경정책 조사 등
- 국제 친환경제품 동향 파악을 위한 스페인 친환경제품 전시회 방문
m 주요 연수일정

일 자
11. 1.(목)

세부일정
이동

비고

인천

→

마드리드

11. 2.(금)

Ecooo Revolucion Solar 미팅

-

11. 3.(토)

스페인 마드리드 친환경제품 전시회 참관

-

11. 4.(일)

이동

마드리드

11. 5.(월)

ECO ENERGIES 방문 및 이동

바르셀로나

11. 6.(화)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 및 프라이암트 방문

-

11. 7.(수)

BASF 방문

-

11. 8.(목)

Bahnstadt Heidelberg(패시브하우스 단지) 방문

11. 9.(금)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

인천

Ⅳ

주요 활동 내용

□ Ecooo Revolucion Solar(ERS 태양에너지 기업)
m 기업 개요
- (현황) ERS는 2005년에 마드리드에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 시설의 설치·운영, 교육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지역 사회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운영에 참여, 신재생에너지 자급자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 기여(16년 기준 매출 150만유로)
- (구성) 직원 15명이며 지역주민, 지역 내 기업연합회 등이 참여
m 주요 내용
- (컨설팅) 학교 등 도시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3,369개를 설치 및
운영하여 33.815MWh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절감액을 학교 등 시설 이용자와 정부가 50:50으로
배분하는 동기부여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촉진
- (에너지 시설설치·운영) ERS는 남는 평지나 주택 건물에 직접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교육 및 홍보) ERS는 시민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아울러 TV인터뷰, 박람회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큰
트위터, 인스타, 유튜브 등 SNS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하고 있었음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ERS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환경·에너지 분야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님비현상 없었으며 노후된 태양광
설비 폐기 시 알루미늄 등 모두 재활용 가능

<부스 방문 사진>

<회의 사진>

□ 스페인 마드리드 친환경제품 전시회
m 전시회 개요
- 1985년부터 34회째 개최되는 스페인 친환경 부문 최대 전시회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빌바오, 세비야, 코루나등 6개
도시에서 매년 개최
- 올해 주제는 “생물 생태 제품 및 책임 있는 소비 공정”으로
800여개의 기업(20,000개 이상 제품)과 74,500명의 관람객이 참여
m 주요 내용
- (전시내용) 친환경식품(인증제품중심), 친환경 화장품 및 위생
인증, 지속 가능한 패션, 치료법, 친환경 건축, NGO, 에코푸드
트럭의 분야로 구성
-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주제로한 상품(텀블러, 물병 등)과 소형
음용수용 필터제품 및 친환경과 기능성이 결합된 제품(수소발생
음용수 용기 등)의 전시가 활발하였음
- 또한, 전시장 한가운데에 그린피스의 “STOP PLASTIC”조형물을
위치시켜 홍보 효과를 극대화를 시킴
- (전시방식) 소규모부스, 제품체험중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전시장내 에코푸드 트럭 운영 등을 통해 가족단위의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 특징이 있는 전형적인 B2C 타입의
Public Show 전시회로 파악됨
* 국내친환경 대전은 B2B와 B2C의 중간단계인 Mixed Show로 분류 가능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전시내용 측면에서 유럽지역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 억제 연관 제품들의 전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활발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음
- 또한 Public Show 개념의 전시회가 친환경 부문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구매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린피스 사진>

<방문 사진>

□ ECO ENERGIES(에코에너지) 기업
m 개요
- 2004년 바르셀로나 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 전문기업
m 주요 내용
- (운영) 민간, 공공기관의 합작투자 형태로 바르셀로나시와 베올리아의
투자로 설립
‧ 직원 14명 중 발전소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12인(4인×3교대)은
베올리아 파견직원이 업무수행
- (에너지 공급) 열병합발전(바이오매스) 및 신재생(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에너지와 LNG의 기화열을 이용한 냉방에너지를 1,500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공급하고 매년 34.5ton의 CO2 배출량 저감
‧ 바이오매스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가로수 정비(폐목, 낙엽)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도시의 공원 및 정원
유지에 사용됨
‧ 태양열은 빌딩에 설치된 지역 태양열 판넬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켜 산업, 상업 및 주거 지역에 제공
‧ 냉방에너지는 NG에서 LNG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농업식품 산업, 상업시설, 데이터 센터, 빌딩 등의 냉방을 제공
- (재활용) 바이오매스를 태우고 남은 재는 시멘트 업체나 비료 생산
업체에게 무료로 제공
- (환경 교육) 지역사회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해 공정별 자동안내투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환경시설과 관련된 전형적인 민관프로젝트(PPP) 운영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음
- 베올리아와 바르셀로나는 30+10년의 운영계약기간을 설정하였고
친환경에너지 발전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해결

<설명 사진>

<방문 사진>

□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Freiburg Vauban)
m 도시 개요
- 독일 남서부 Baden Württemberg주(州)에 있는 프라이부르크에 위치
하며 프랑스 군이 주둔했던 옛 병영지로 지역 내에서 모범 도시구역

- 프라이부르크의 인구유입으로 필요에 의해 건설된 도시, 면적 41
헥타르, 인구 약 5,500명 거주
m 주요 내용
- (주민참여) 도시계획 수립 시 주제별(교통, 에너지, 어린이보호 등)
주민포럼을 구성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시행
- (녹색교통) 트램 수시 운영 및 대중교통 정액권 지급, 160km
자전거 도로 구축 등
- (자원순환) 저탄소상하수, 분산형 빗물관리,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태양광 연립주택 단지, 에너지 산업빌딩,
태양광시설 축구장, 열병합 발전소 등 건축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거버넌스)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의 주민 참여는 다소
불편하지만 환경유지에 필요한 트램, 자전거 도로, 공동 주차장 등
대중교통과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패시브하우스 중심의
도시구조로 전환을 가능하게 함
- (지역경제) 보봉단지는 “친환경도시” 브랜드화에 성공하였음.
이로 인해 “친환경”을 뛰어 넘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설명 사진>

<방문 사진>

□ 프라이부르크 프라이암트 마을(Freiburg Freiamt)
m 도시 개요
-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열에너지 그리고 바이오가스로 전기와 온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 면적 80헥타르, 인구 5,300명
m 주요 내용
- 가축 사료 가격이 폭락하여 축산업외의 다른 수입원을 필요로
할 때 사료로 사용될 곡식과 가축분뇨를 섞어 바이오가스 전환 시도
- 160KW 발전기 2대로 연간 1,4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과 마을회관의 난방으로 공급하여 수입 창출
- 200개의 태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이 쓰고 남은 100만
KWH의 전력은 KWH당 17cent 가격으로 전력회사 ENBW에 판매
- 발효조 및 발전설비 관리는 가족이 진행하며 기술적 문제는
대학연구소와 연계하여 해결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주민들의 투자와 참여를 끌어냄
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의 수입
다변화의 성공사례 제시
- 투자금액의 회수가 15년이 소요됨에도 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으로 농·축산업의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발전 설비 사진>

<설명 사진>

□ BASF(글로벌 화학 기업)
m 기관 개요
- 1865년 만하임에서 염료 제조업체 회사로 설립
- 석유, 천연가스, 화학제품, 플라스틱, 화학섬유 등 8,000여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매출액 640억 유로, 종업원 115,000명
- 연간 800여개의 특허 취득
m 주요 내용
- 전 공장을 파이프로 연결하는 페어분트* 시스템으로 파이프
라인의 길이는 약 2,000km이며 원자재 수송에서 발생되는 낭비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매년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수직 및 수평적 계열화를 통한 통합적 생산체계

<페어분트 시스템>

- Responsible Car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환경보호, 보건, 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제품관리) 사람과 환경에 위험을 주지 않는 제품 생산
‧ (유통안전) 제품의 안전한 운송, 취급 및 보관
‥ 철도 400량, 대형트럭 2100대, 운하선착장 3곳
‧ (직원안전) BASF직원, 계약자 및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 관리시스템과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종합병원수준의 병원(의사29명, 간호사 120명) 운영, 안전교육
연구소 및 심리상담센터, 자체 소방대운영 (250명의 소방관,
50대의 소방차), 유치원 2곳
‧ (환경보호)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
‥ 1974년부터 자체 폐수처리시스템 운영 처리된 폐수는 라인강으로
방류하고 EU와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 공장 내 전기차 150대, 자전거 15,000대
‧ (에너지)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
‥ 3개의 발전소를 운영하여 5%의 에너지와 자체 발생 폐기물을 처리
‥ 슈퍼컴퓨터로 제어하며 재생 못하는 슬러지는 자체 소각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BASF는 법적인 규제치에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화학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드는”의 기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익과 환경의 동반 성장관계를 공고히 하는 사회적 책임 수행

<설명 사진>

□ Bahnstadt Heidelberg(

<방문 사진>

패시브하우스 단지)

m 개요
- 독일 하이델베르그 중앙역의 화물 하역장 부지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 패시브하운스 타운 조성

m 주요 내용
- (추진체계) 하이델베르그 시청의 환경청에서 모든 정책결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짐. 건축 시 에너지 분야의 감리는 환경청에서
위임위탁을 받은 전문 에너지컨설팅사 시행
- (구성) 면적은 총 116ha이며 거주공간 9ha등으로 구성
-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 옥상 녹화, 빗물저장
활용시스템, 공기순환 장치, 특수 단열재 및 삼중창 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 시공하기 전 PHPP* 소프트웨어로 연간 에너지 수요를 계산한 후
진행하고 3회에 걸쳐 지자체에서 검사
‧ 지자체에서 1㎡당 50유로의 지원으로 일반 건물과의 건축비용이
8~10% 차이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 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 : 연간 에너지 수요 계산 프로그램

m 특이사항 및 시사점
- 화물 하역장 부지를 지자체가 단지의 계획에서 시공, 분양까지
주도함으로써 세계적인 패시브하우스 단지로 재개발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재조명
- 기밀시공 및 철저한 단열재 시공으로 냉난방 부하가 적으며,
이에 따라 공기조화시스템의 용량 (필요 환기량)이 크지 않아
기계실 공간을 작고 콤팩트하게 구성
- 이로 인하여 건축․기계 분야의 에너지 절약설계와 철저한 시공을
통해 적은 에너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설명 사진>

<방문 사진>

Ⅴ

총평

m 환경 선도 유럽의 최신 환경 정책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경영 방향을 모색 할 수 있었고
환경경영 연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역량 강화의 기회 증대
- 특히, 최근 국내 화학사고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화학기업 BASF
방문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분야 및 공정개선 관련 선진시스템을
파악하여 관련분야 개선 기반 마련
m 친환경 정책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의 환경
경영 유인책 파악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건축물 시공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량 감소, 매립제한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전체시스템 확보
- 시민의 친환경 의식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 측면의 환경경영 확인
- 단순 환경경영 유도가 아닌 환경경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친환경
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의 국내 적용 방안 검토

덧붙임 참석자 명단 1부. 끝.

< 덧붙임 >

2018년 해외 환경경영 연수단 참가자 명단

m 참가자 명단

:

총

명

15

구분

소 속
총

환경정보
공개대상
수상기업
(6명)

녹색기업
대상
수상기업
(6명)

환경부
(1명)
환기원
(2명)

계

이름 및 직책
명

1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고종현 팀장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상기 주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형준 대리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본부

박태영 부장

대구환경공단

이종하 대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영상 실장

한화엘앤씨(주) 세종사업장

백승진 대리

금호미쓰이화학(주) 여수공장

안영주 차장

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

김갑기 차장

삼성전기(주) 부산사업장

윤인배 차장

삼성SDI(주) 구미사업장

엄삼용 과장

한수원(주) 무주양수발전소

배성민 주임

환경부

홍민강 사무관

친환경경영팀

이일규 팀장

친환경경영팀

정보겸 연구원

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