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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제1절

1. 제정배경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1980년대부터 도시화가 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자동차의 증가, 각종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 미래의 환경위협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규정에 의거 「범지구적으로 생각

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시의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

시”를 만들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2. 내  용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는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의 세대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시⋅사업자⋅시민의 권리⋅의무와 환경

보전의 자율실천을 위한 환경교육과 시민의식 전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으로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수원시 환경보전기

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각종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시에는 사업 시행 전

에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환경 시책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시와 시민

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자원의 보전과 개발이 균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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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였다.

  환경시책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 등을 수록한 “환경백

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

적인 환경활동에 대한 기술지원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활동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

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보전을 위하

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함께 외국의 자치단

체와도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사회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



2014 수원환경백서   45

수원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추진제2절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수원시는 인구 120만이 넘는 수도권 남부거점 대도시로서 산업경제는 물론 행정⋅역

사⋅문화⋅관광 등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원시의 위상에 

걸맞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지역 여건 변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노력이 현재의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련 분야별 단편적인 시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

다 비중 있게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완성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모범도

시로서 수원시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나. 계획의 목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달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

원시 환경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수원시 환경목표와 비

전을 제시하는 환경관리 계획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하며, 세부적으로 주요 환경 분야별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그 환경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욕구에 부흥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21세기 수원시 

환경상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생태도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환경개선 실행방안의 구체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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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전기본계획의 범위 및 구성

  가. 공간적 범위 : 수원시 전 지역 및 영향권역

  나. 시간적 범위

    ○ 계획 기준년도 : 2007 ~ 2008년

    ○ 계  획  기  간 : 2009 ~ 2013년(5년)

    ○ 중기 목표연도 : 2008년(5년)

    ○ 장기 목표연도 : 2013년(5년)

  다. 내용적 범위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역의 환경관리 방향을 설정하며,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야 내  용

자연환경
 ⦁ 자연생태, 녹지 및 토지이용현황, 공원 현황 파악

 ⦁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대책 제시

수환경

 ⦁ 하천ㆍ호소 수질오염현황, 분뇨 및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기타오염원 현황파악 및 문제점 진단

 ⦁ 상하수도 관리 및 일반현황 분석

 ⦁ 수환경 보전 관리대책 제시(점오염원관리, 비점오염원관리, 물수요관리, 

    물관리 선진화,하천 및 수생태 관리, 먹는물관리)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 제시

토양ㆍ지하수  ⦁ 토양ㆍ지하수 오염현황 및 관리방안 제시

대기질
 ⦁ 대기질(자동차 배기가스, 실내공기질)현황 및 관리방안 제시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소음ㆍ진동  ⦁ 주요 지점별 소음ㆍ진동 현황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폐기물
 ⦁ 폐기물(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실태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및 관리대책 제시

에너지
 ⦁ 에너지 사용 현황분석 및 관리대책(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시

    ○ 각 분야별 내용

  수원시의 사회환경, 경제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 현황과 수원시

민의 환경보전의식, 인식도, 환경문제 관련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하였다. 또한 환경행정, 제도적 장치, 민간참여 등 현안과제에 대한 환경보전 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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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상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수렴, 실무부서와의 협의 조

정을 거쳐 분야별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단계적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계획수립 과정

<그림 2-1-1> 수원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

3. 계획의 구성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과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수원시의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

한 중ㆍ장기적인 환경계획을 다음의 방향 및 관점에서 수립하였다.

    ○ 분야별 환경과제 및 현안ㆍ문제점 조사 분석

    ○ 장래 발전 방향 예측 분석 및 환경조성 방안 제시

    ○ 수범사례(국ㆍ내외) 분석 및 적용방안 제시

    ○ 계획 목표 및 달성 방안 제시

    ○ 향후 추진방안 및 재원 조달방안 제시

  또한, 본 계획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관련 개별법규 및 

시행계획 과정을 감안하여 수립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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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비전 및 지표설정

  가. 환경비전

  수원시의 환경비전을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도입, 지역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역량 및 협력 강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의 조화를 통한 “사람과 자

연이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수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1-2> 수원시 환경비전 및 환경지표

  환경비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비전과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비전 및 추진목표

분  야 비  전 추진목표

자연환경
Green Heart 

수원 만들기

⦁자연자원의 보전 강화

⦁녹색인프라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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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비  전 추진목표

수환경

맑은 물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수원 구현

⦁물관리 대책의 선진화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하천ㆍ호소수질개선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참여형 물관리 행정 구현

토양환경
흙의 생명이 

살아나는 토양

⦁토양환경관리기반 구축

⦁토양오염예방 인프라 구축

⦁토양환경보전 및 복원

지하수환경
맑고 풍부한 

지하수 확보

⦁지하수 보전 관리방안 수립

⦁지하수 오염복원 및 유지관리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

대기환경
청정하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

⦁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방안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

소음ㆍ진동 관리 쾌적한 정온환경 조성
⦁도시계획과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관리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구축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기반 구축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이용체계 구축

⦁폐기물 관리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

⦁유해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반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교육 강화

  나. 지표설정

  수원시의 환경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원시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국가 환경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설

정하였다.

    ○ 분야별 환경지표

구  분 항  목 단  위
현황

(2008년)

목표연도

2010년 2013년

자연환경

야생 동ㆍ식물 보호지역 개소 1 1 2

야생동물 이동통로 개소 - 9 10

가로수 본/100인 4.0 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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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단  위
현  황

(2008년)

목표연도

2010년 2013년

수환경

1인당 조성된 공원면적 ㎡/인 3.3 4.2 6.0

생태공원 조성 개소 - 2 4

시가지 녹지면적 비율 % 12.7 15 18

하천ㆍ호소 수질 등급 1b~6 1~5 1~3

자연형 하천 복원 km 15.77 24.0 32.0

수질측정망 운영/TMS 구축 개소 19/- 25/4 30/8

하수도 보급율 % 98.3 100.0 100.0

상수도 유수율 % 86.5 88.0 88.6

1인 1일 물 사용량 L/인ㆍ일 268.4 262.0 255.0

노후상수관 개량율 % 0.7 13 36

빗물이용시설 개소 4 6
10

(50,000m3)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소 1 4 10

토양환경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 개소 10 15 20

토양오염취약지역 모니터링 개소 - 10 15

지하수환경
방치공(폐공) 처리비율 % 87 91 95

자체 지하수 관측망 운영 개소 20 38 56

대기환경

질소산화물 농도

(연평균 농도)
ppm 0.035 0.028 0.022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농도)
㎍/㎥ 62 50 40

온실가스(CO2) 저감 천tCO2/년

6,218

(기준년도

2005년)

기준년도 

대비 3% 

감축

기준년도 

대비 5% 

감축

소음ㆍ진동 

관리

일반지역["가"] dB(A)
낮55

밤52

낮53

밤46

낮50

밤40

도로변지역["다"] dB(A)
낮70

밤65

낮68

밤62

낮68

밤60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ㆍ일 0.916 0.878 0.840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 54.2 55.7 57.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kg/인ㆍ일 0.252 0.234 0.21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율 % 75.4 76.2 79.2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리대상업체 인
30인 이상 

업체

30인 이상 

업체

20인 이상 

업체

유해폐기물 회수센터 개소 - 1 4

에너지 관리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인

2.3

(기준년도

2006년)

2.2 2.1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천TOE

264

(기준년도

2007년)

기준년도 

대비 3% 

증가

기준년도 

대비 5% 

증가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주1) 대기환경(NO2, PM-10), 토양환경과 폐기물 현황은 2007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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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제3절

1. 개  요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는 수원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심의 및 환경성검토를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ㆍ자

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06년 5월 19일 

제정하였다.

2. 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2년 4월 20일 제2기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원장(제1부시장), 부

위원장(최우진) 등 위원 14명을 위촉하였으며, 구성원으로 환경정책, 대기분야, 수질분

야, 소음․진동분야, 기후변화, 자연환경, 건축·조경분야 전문가 8명과 당연직위원(공무원 

: 환경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 시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8명이 활동하

였다.

  주요 활동으로 환경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와 환경영향 평가서 심의 등 환경

전반에 관하여 심의⋅자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 위원회의 기능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는 수원시의 환경기본계획 및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과 

2007년 12월 27일 제정된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위원회를 겸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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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 영향  

      평가대상 사업 및「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2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규모 미만 사업 중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기능】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림 2-1-3>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촉 및 활동

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 환경정책위원회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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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제21 추진제4절

1. 추진배경 및 의의

  가. 「지방의제21」 작성배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179개국 정상들이 모여 개최한「환경과 개발

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부 실천계획’ 성격의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합의과정을 거쳐「지방의제21」을 작성 시행토록 하였다.「의제

21」이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 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의제21」은 사회경제적 측면, 개발을 위한 자원

의 보전과 관리, 주요단체(Major groups)의 역할강화, 실천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

력과 관련 국내정책 등 7개 이슈를,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서는 대기권 보

호 등 14개 이슈를, 주요단체의 역할강화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 여성 활동 등 9개 이슈를, 그리고 실천수단에서는 소요재정 및 관련 메커니즘 등 

8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한편 「의제21」의 제28장(「의제21」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 의

하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과

의 합의하에 1996년까지 작성할 것과 UN에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나. 지방의제21의 성격

  「의제21」은 오늘날의 지구상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의 지속가능

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강령을 담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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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적 분위기속에서 우리시에서는 1997년 4월 22일 시민, 기업, 학계, 여성단체 등

이 모여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토론과 합의를 거쳐 1998년 12월 22일 

『수원의제21』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2. 지방의제21의 내용

  「지방의제21」은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가 협력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약속으로 지

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율규제체제이다. 이러한

「지방의제21」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모두의 공생에 바탕을 둔 친환경적 사회의 구현 수단이고, 둘째는 주민의 참여

와 협동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운동의 측면을 지니고, 셋째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

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지방의제21」의 중심개념인‘지속가능한 개발’은 과거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각이 야생동물의 보호 또는 자연경관의 보호나 환경오염방지 등 

소극적이고 부문적인 차원으로 한정된 데 반해, 우리 인간의 사회ㆍ경제를 포함한 환

경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에서 파악하여 접근하며, 사후 처리보다는 환

경을 고려한 사전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 작성 기본원칙

    ○ 시민과 함께 작성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행동계획

    ○ 지역특성에 맞고 실천 가능한 환경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목표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확대와 성과평가 및 수정･보완

  

  나. 작성 활동

    ○ 1996. 3 ~ 1997. 4 : 준비위원회 구성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16회)

    ○ 1997. 04. 22 :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결성- 5개분과위원회

    ○ 1998. 05. 13 : 수원의제21 연구보고서 작성

    ○ 1998. 06. 20 : 수원 환경선언문 작성

    ○ 1998. 10. 18 : 수원의제21 초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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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12. 22 : 수원의제21 작성 발표

    ○ 1999. 04. 28 : 21세기 수원만들기 정관(1차 개정)

    ○ 2000. 06. 13 : 21세기 수원만들기 정관(2차 개정)

    ○ 2001. 03.  6 : 21세기 수원만들기 정관(3차 개정)

    ○ 2002. 03. 12 : 2002년「수원의제21」(수정본) 확정 발표

    ○ 2004. 09. 24 :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 2009. 01. 08 :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 2013. 01. 17 : 제9기 위원위촉(12개분과 확대 개편)

  다. 수원의제(Agenda)21 비전문 전문

   1) 비  전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수원지역공동체

   2) 기  간 : 2013 ~ 2017(5년간)

   3) 비전문 전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2018 수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우울한 현실을 직시하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찾기 보다는 지옥으로 가지 

않을 길을 찾는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화려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시민들이‘지금 여기’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내일,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냉정하게 우리 생활을 성찰하며 

5년 후 우리가 도달할 그 때의 모습을 그려본다. 임계점을 넘어선 지구 환경위기는 어

느 지역, 누구에게도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는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라는 세 기둥의 조화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 위태로운 위기를 극복했을 때만이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와 같이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 어제

만큼 먹고 마시고, ‘나와 내 가족’과 ‘닫힌 우리공동체’만의 안락을 지키려 고집하며 우

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지속해 온 생활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불가

능하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배고픔과 부족함을 견딜 수 있을 

때, 남을 배려하여 열려진 공동체를 위해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에 다가설 수 있다.

  자동차로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무국적 농산물 대신 집근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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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나 생산지를 알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때, 학교와 기관이 지역

의 8대 깃대종 서식처에서 관측 및 보전활동을 펼치며 8대 깃대종 관측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때, 각 가정을 포함한 아파트나 마을단위로 또 기관에서 매월 에너지가

계부를 작성하고 매년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개선계획을 통해 시민 1명당 1톤의 온실

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고 햇빛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지역에너지 자립 10%를 

실현할 때,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매월 시민들의 

생태교통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나누는 승용차 없는 날이 운영될 때, 시민참

여(주도)형 성인지 교육을 개발·제공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차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과

정이 될 때, 이주민들이 성장하며 키워온 문화와 능력을 인정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될 때,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협력해 

마을의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며 주민이 함께 수립한 마을계획을 실천하며 마을 대소

사를 해결해 나갈 때,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지역순환경제 등 사회적 경제에 시민 

10%가 참여해 사람이 존중받는 호혜와 신뢰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때, 지역의 청소

년 및 대학생들이 쉽게 교류하고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수원산업단지를 만들 때, 수원

지역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미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수원 시민 10대 행동

    하나.   ‘나도 도시농부’가 된다.

     둘.    ‘8대 깃대종 마실 길 돌보기’에 참여한다.

     셋.    ‘에너지 자린고비’가 된다.

     넷.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에 동참한다.

    다섯.   ‘여남 차별 없이 평등하게’생활한다.

    여섯.   ‘이주민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느낀다.

    일곱.   ‘즐겁게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가꾼다.

    여덟.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마을을 만든다.

    아홉.   ‘함께 잘사는 사회적 경제’에 참여한다.

     열.    ‘일하기 딱 좋은 산업마을’을 만든다.

 



2014 수원환경백서   57

  마. 10대 행동 의제 지표

<표 2-1-1> 수원의제21 10대 행동지표

10대 행동의제 32개 지표

1. 나도 도시농부

1-1. 텃밭 조성 면적(수원시 및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1-2. 도시생태농업추진조직의 개수와 참여인원 

1-3. 텃밭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수 

2. 8대 깃대종 마실길 돌보기

2-1. 8대 깃대종이 관측되는 장소(비오톱 등) 

 * 8대 깃대종 : 수원청개구리, 애반딧불이, 백로, 수원땅거미, 

                얼룩동사리, 칠보치마, 맹꽁이, 곤줄박이

2-2. 관측활동에 참가하는 교육기관, 기업, 단체의 수

3. 에너지 자린고비

3-1. 에너지감축진단계획을 세우는 공동주택․기관, 마을 수

3-2. 시민 월 평균 전력소비량(kw), 난방, 상수도 사용량

      - 수원시 온실가스 저감량

3-3.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햇빛발전 등) 비율 

3-4. 온실가스감축행동에 참여하는 그린리더 수(시민, 청소년) 

3-5. 자원순환 벼룩시장, 녹색상점 운영 개수

기타 -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

4.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4-1.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교통수단 분담률 

4-2. 매월 자전거대행진, 자전거교육 참가자 수 

4-3. 매월 승용차 없는 날(매월 22일) 운영 프로그램 

4-4. 걷기 좋은 길 운영(수원 팔색길 등)의 개수

5. 여남 차별 없이 평등하게 

5-1. 성 평등 교육, 캠페인 개최 수 

5-2. 시의원, 고위공무원(5급 이상) 여성의 수

5-3. '성 평등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한 시민 만족도

6. 이주민과 함께 나누는 행복

6-1. 이주민들의 유형별, 생애주기별 불편 및 차별정도 개선 

6-2. 이주민 관련 프로그램 수

     (이주민과 선주민이 만나는 다양한 기회제공) 

6-3. 이주민이 많이 찾는 수원역 주변 이주민 이용 만족도 

7. 즐겁게 참여하는 주민자치

7-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수

7-2.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직접 발의한 안건비율

7-3. '마을 만민공동회의(가)'를 개최한 주민자치위원회 수 

8.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마을

8-1. 마을(동)내 생활 문화 및 문화예술 공간에서 문화 활동

     (교육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가의 수 

8-2.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만족도 조사 

9.함께 잘사는 사회적 경제 

9-1. 사회적 경제영역의 구조 및 규모 확대

9-2.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성 증대 및 활성화

9-3.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9-4.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지원, 홍보 및 인식 제고

10. 일하기 딱 좋은 산업마을

10-1. 산업 단지 내 녹색산업, 녹색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10-2. 정규직 일자리 개수(2017년까지 3만개 목표)

10-3. 기업·행정·시민단체·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임 개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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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추진 기구

   1) 인  원 : 199명

   2) 구  성

<그림 2-1-4> 수원의제21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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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제21 주요활동 내용

    ○ 환경분야 행동의제

      ∙ 도 시 농 업 :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활동 촉진

      ∙ 생물다양성 : 8대 깃대종 관측활동(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 에너지분야 :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 생 태 교 통 : 행궁동 생태교통 마을 운영(2013년 9월)

    ○ 사회분야 행동의제

      ∙ 성평등분야 : 공공기관 성평등 교육, 여성 직장인 비율 모니터링

      ∙ 이주민분야 :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추진

      ∙ 주 민 자 치 : 안행부 시범사업추진(주민자치회 전환-행궁동, 송죽동)

      ∙ 문 화 예 술 : 서둔동 지역을 모델로 동아리육성 추진

    ○ 경제분야 행동의제

      ∙ 사 회 적경 제 : 수원지역 ‘행복 나눔 가게’ 추진

      ∙ 수원산업단지 :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 및 거버넌스 역량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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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국제 환경활동 추진제5절

1. ICLEI 개요

  가. 설립배경

  1990년도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

기로 UN과 UCLG((World Organization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의 후원으로 발족하였다.

    ○ 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공식명칭 변경 (2003년 세계총회 시)

      ∙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나. 주요기능

    ○ UCLG 및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환경과 지속가능성 개발”분야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문 활동

    ○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경정책분야의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대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및 운동의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와 교육  

       및 기술 제공

    ○ 민간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환경관련 기법 및 지식개발 보급

    ○ 지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 확보 및 배분

  다. 협의회 구성

   1) 회원규모 : 2014년 현재 84개국 1,000여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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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회원(49) : 가평군, 강동구, 강릉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계룡시,  

과천시, 광주광역시, 구미시, 금산군, 김포시, 남양주시, 담양군, 대구광역시, 보령시, 부

산광역시, 부여군, 부천시, 서귀포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천군, 성남시, 성북구, 송파

구, 수원시, 순천시, 세종시, 안산시, 안양시, 여수시, 영주시, 오산시, 울산광역시, 원주

시, 인천광역시, 전주시, 정선군, 제주특별자치도, 종로구, 창원시, 청양군, 청주시, 충청

남도, 태안군, 평창군, 하동군, 횡성군

   2) 협의회 조직
     - ICLEI 본부(독일 본) : 전 세계 ICLEI 기구 연대 운영 및 캠페인 관리

     - ICLEI 지역사무소(11개) : 유럽사무소(독일 프라이부르그), 아프리카사무소(남아공 

케이프타운), 미국사무소(오클랜드), 캐나다사무소(토론토), 라틴아메리카사무소(브라질 

상파울로), 오세아니아(멜버른), 일본사무소(도쿄), 동남아시아사무소(필리핀 마닐라), 남아시아사

무소(인도 뉴델리), 한국사무소(수원시)

  라. ICLEI 집행위원회(GEXCOM)

   1) 구 성 : 회원 자치단체 대표자 15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현 13명)
    ○ 대륙대표 : 9명(유럽, 북아메리카, 중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현 8명)

    ○ 직능대표 : 6명(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생태교통, 지속가능한 소비, 대도시,

                     고속성장도시 분야, 현 4명)

   2) 선출방법 :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 후 모든 회원단체의 투표로 선출 

   3) 임    기  : 3년( 2012 ~ 2014 )

   4) 권한 및 역할
    ○ ICLEI의 최고협의체로서 협의회 상정 의제 결정

    ○ ICLEI 운영에 관한 의결권 행사(수시로 FAX투표 실시)

    ○ 각종회의, 협상, 회담 등에서 ICLEI를 대표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ICLEI 캠페인 및 프로젝트 수립 시행

    ○ 중앙정부 및 국제기구 등에 ICLEI 홍보로 자치단체 활동 지원유도

    ○ ICLEI 회원의 활동의 활성화와 신규 회원 모집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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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ICLEI 지역 집행위원회(REXCOM)

   1) 구 성
    - 집행위원회 회장, 부회장, 세계사무국 유치 지자체 집행위원, 지역별 집행위원(각 1명)

   2) 성 격 : ICLEI의 재무 및 인사관리를 감독하는 협의체 

   3) 동아시아 운영위원
    - 수원시장, 교토시장, 서울 제1부시장, 카오슝 부시장, 중국지역 의석 1석

2. ICLEI 국내 활동

  【회원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
    ○ ICLEI 한국사무소 지역순회 설명회 실시(2월 ~ 7월) 

      ∙ 오산시, 영주시, 안양시, 서대문구청 이클레이 회원가입 인증서 전달

    ○ 2013.  2월 : ICLEI 한국사무소 2013년 회원 정기회의

    ○ 2013.  4월 : 제1회 ICLEI 액션토크-미래의 도시교통 포럼

    ○ 2013.  4월 : 글로벌타운홀@메트로폴리탄솔루션 해외연수 실시  

    ○ 2013. 10월 : UNFCCC COP19 지방정부 대응 전략 모색 포럼  

    ○ 매월 1회   :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와의 소통 기반 확대

      ∙ 뉴스레터 발간, 케이스 스터디 발간 등 월 1회 발간

  【정책사업 기반 마련】
    ○ 2013.  4월 :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시범사업 설명회 

      ∙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ICLEI

    ○ 2013.  4월 :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업무 협약 체결

      ∙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ICLEI 한국사무소 

    ○ 2013.  5월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사업 자문회의

    ○ 2013.  5월 : 생물다양성 분야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위원회

    ○ 2013.  7월 :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 2013.  7월 : 원주 (기후)국제심포지엄

    ○ 2013.  9월 : 2013 생태교통 수원 총회 

    ○ 2013.  9월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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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10월 :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 2013. 10월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2)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준비회의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등록】
    ○ 2013. 10월 :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2013 순천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 2013.  7월 :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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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 강화제6절

1. 환경단체 현황

수원시는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 28개의 환경단체가 활동 중이다.

  <표 2-1-2> 수원시 환경단체 현황

번 호 단   체   명 주  소 회원수

1 수원환경운동센터 팔달구 팔달로 167(화서동) 성림빌딩 3층 500

2 수원환경운동연합 장안구 정조로 941(영화동) 331호 370

3 (사)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장안구 경수대로 1073번길16 

(파장동, 영림프라자3층) 300

4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권선구 세지로 93 

(세류동,웅희빌딩 301호) 400

5 (사)자연보호중앙연맹수원시협의회 팔달구 장안로 7번길 25(화서동) 104

6 녹색운동연합 팔달구신풍동 210 581

7 수원YMCA 영통구 영통로 217번길6(영통동) 3000

8 수원YWCA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34(정자동) 2,570

9 경기도환경기술인협의회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13(송죽동) 1,200

10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장안구 수성로 311(정자동) 1,100

11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41-6(화서동) 300

12 (사)대한민국국가유공자환경운동 본부 영통구 중부대로 406(원천동) 5,000

13 녹색환경보전연합회 팔달구 인계동 1113-8 청산빌딩 302호 450

14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안구 천천로 74번길50 

(정자동, 동남보건대)
300

15 금빛봉사회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정자동) 107

16 대한환경문화총연맹 권선구 정조로 551(세류동) 303호 200

17 한국야생동식물피해방지협회
영통구 매탄로 100번길7-6 
(매탄동, 대광빌딩 701호) 110

18 경기도 동물구조관리협회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277(곡반정동)

19 칠보산도토리교실 권선구 칠보로14번길 13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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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단   체   명 주  소 회원수

20 에코슈타인
장안구 경수대로 995번길 11-27 

(송죽동, 1층) 10

21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수원지부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26-4 

(세류동1층) 24

22 서호천의 친구들
장안구 정자동 840-99 

신호아파트상가 2층 120

23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안구 송죽동 434 만석공원 380

24 수원탁틴내일 장안구 영화동 422-8 부전빌딩 2층 150

25 수원KYC 팔달구 신풍동 123-12번지 1층 170

26 자전거시민학교 팔달구 북수동 328-1 25

27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권선구 서둔동 45-13 3층

28 에코수원리더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 15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2. 민간단체 지원

수원시에서는 민⋅관 거버넌스형 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민간 환경단체 지원을 통하

여 사회 환경보전활동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표 2-1-3>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 현황

연 번 지 원 단 체 사 업 명

1 수 원 Y M C A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벼룩시장

2
N G O 환 경 보 호

국 민 운 동 본 부
어르신 환경지킴이 교실운영 홍보 실천캠페인

3 수 원 Y W C A 지구를 살리는 에코맘 친환경 먹거리 교육

4 녹 색 운 동 연 합 녹색성장 시민 생활실천 운동

5 자 연 보 호 수 원 시 협 의 회 생명의 꽃나무 심기 및 환경정화 청소

6
G . P 문 화 환 경 보 호

실 천 연 합 회

수원시민 청소년 함께하는 환경수도 수원만들기 

‘녹색자연환경생태교육’

7 환 경 보 호 문 화 시 민 연 대 수원지역 환경보존(계몽, 홍보, 감시) 및 환경정화활동

8
대한민국국가유공자환경운동

본 부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9
환 경 을 사 랑 하 는

사 람 들 의 모 임
찾아가는 혁신 꿈나무 환경과학교실

10 수 원 환 경 운 동 센 터 환경들살이 학교-자연과 어울리는 캠프만들기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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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환경통신원과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

  환경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활동가

를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및 수원시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확산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

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 제11기 수원시 명예환경통신원 위촉

      ∙ 위촉기간 : 2013. 6. 20. ~ 2015. 6. 19.(2년)

      ∙ 위촉인원 : 121명

    ○ 제6기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 위촉기간 : 2013 .9. 1. ~ 2015. 8. 31.(2년)

      ∙ 위촉인원 : 250명(수원시 감시원 24명)

    ○ 주요역할

      ∙ 오염배출행위(매연, 폐수, 쓰레기무단투기, 소음ㆍ진동 등) 감시 및 신고

      ∙ 환경보전활동 참여 및 시민 실천사항 홍보

<그림 2-1-5> 수원시 명예환경통신원 및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진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보전 정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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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
      제2절 배출부과금

제2장
환경보전
비용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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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환경여건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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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1절

1. 제도의 개요 및 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정의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

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

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

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

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제도의 주요내용

   1) 부과대상

<표 2-2-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 설 물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로 점포 ‧ 사무실 ‧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건물

자 동 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2) 부과면제 대상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

    ○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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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3) 부과경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건축물(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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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과제외 대상
<표 2-2-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시 설 물

  ○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로 한정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로 

    규정하는 시설물 포함

  ○ 제외대상(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

    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 관련시설

자 동 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 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선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선정

<표 2-2-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기준
 

시 설 물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자 동 차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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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가. 부과기준일 및 납기

<표 2-2-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 매년 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반기 매년 6월 30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표 2-2-5>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2011년 ~ 2013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1년 232,101 12,713,860 196,902 10,863,640 35,199 1,850,220 85.4

2012년 227,405 13,045,496 191,272 11,083,946 36,133 1,961,550 85.0

2013년 221,124 13,332,760 184,973 11,308,485 36,151 2,024,275 84.8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간단e납부 :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텍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ARS납부(031-228.3651), 인터넷신용카드납부(3651.su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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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담금제2절

1.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부과금제도는 일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부담을 경제적으로 부과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3년 9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 부과금은 1997년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

하는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

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중과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2.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대기분야의 황산화물 등 9종, 수질분야의 유기물질(BOD 또는 COD)

등 19종, 축산폐수분야의 유기물질(BOD 또는 COD)와 부유물질 2종이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은 대기분야의 

황산화물, 먼지와 수질분야의 유기물질(BOD 또는 COD), 부유물질 등 4종류가 있으며 적용 시

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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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분 야 별 오 염 물 질 적 용 대 상

대기분야

(9)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 시설로서 지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개

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여 조업할 것을 사업

자 스스로가 부적정 운영 신고

하는 경우

수질분야

(19)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 총 인

<표 2-2-7>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분 야 별 오 염 물 질 적 용 대 상

대기분야

(2)
황산화물, 먼지

･ 수질 및 대기 1-2종 사업장과 팔달특별대책지

역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임진강유

역)안의 3종 사업장 - 1997년부터 시행

･ 수질 및 대기 3-4종 사업장 2000년부터 시행

･ 대기 5종 사업장 면제(수질5종 제외)

수질분야

(2)

유기물질(BOD 또는 COD),

부유물질

3.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의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은 22건에 58,322천원으로 연

도별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2-8> 연도별 대기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부과건수 4건 3 1 -

부과금액 3,367 3,008 359 -

징수금액 3,367 3,008 359 -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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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연도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부과건수 18건 4 5 9

부과금액 54,955 4,756 11,010 39,189

징수금액 54,955 4,756 11,010 39,189

(자료 : 수원시 물관리과 물재생팀)

4. 배출부과금의 운영
ㅋ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고, 납입된 부과금 중

에 10%는 부과금 징수비용으로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되며, 나머지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단폐수처리 설치·운영 등 국가 환경오염방지 사업과 사업자의 방

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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