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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_ 641

1. 서울시 환경관련 조례･규칙

1-1. 서울특별시 환경관련 조례･규칙 현황

구 분 조 례･규 칙 명 비고

조 례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2007.5.29, 제4520호)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2002.4.20, 제3996호)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8.4.3, 

제4616호)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2002.4.20, 제3996호)

◦서울특별시 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2008.9.30, 제469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7.10.1, 조례 제

4561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2008.9.30, 조례 제4679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2005.6.16, 제42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2008.9.30, 제4654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2007.12.26, 제4595호)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1.2, 제4465호)

◦서울특별시 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2004.1.5, 제424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8.5.29, 제4641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2008.5.29, 제4641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조례(2007.5.29, 제4523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2007.1.2, 제446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2007.7.30, 제4548호)

◦서울특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2007.3.8, 제4487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2007.4.17, 제4504호)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2002.5.29, 제4629호)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2008.9.30, 제4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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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례 ․ 규  칙  명 비고

조 례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0.4, 제443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2008.9.30, 제4695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2008.9.30, 제4693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8.9.30, 제469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2008.9.30, 

제4675호)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2008.9.30, 제4703호)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2008.5.29, 제4629호)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2007.4.17, 제4501호)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2007.12.26, 제4588호)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 관한 조례(2005.6.16, 제4284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2008.5.29, 제4629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2007.12.26, 제458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5.12.20,제323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7.4.17, 제4510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1999.11.15, 제3688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2008.4.3, 제4616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2007.5.29, 제4524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1988.11.20, 제3539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2007.12.26, 제4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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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례 ․ 규  칙  명 비고

규 칙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2004.6.5. 제3396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002.4.25. 제32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2001.10.20. 제3211호)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2008.1.10, 제3594호)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규칙(2006.10.12. 제3515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2006.11.16. 제3518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2006.5.11. 제3492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7.12.26. 제3591호)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규칙(2008.1.10. 제3595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2007.7.30. 제3571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시행규칙

  (2007.12.26. 제3591호)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시행규칙(2007.6.21. 제3554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2005.10.13. 제345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2008.4.3. 제3615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2006.1.5. 제3469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시행규칙(1998.12.5.제2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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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개정번호 조례･규칙명 비고

2008.

04.03

04.03

04.03

04.03

04.03

04.03

04.03

04.17

05.29

05.29

05.29

05.29

05.29

05.29

05.29

05.29

07.30

07.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09.30

10.16

조례 제4616호

조례 제4616호

조례 제4616호

조례 제4616호

조례 제4616호

조례 제4616호

조례 제4616호

규칙 제3618호

조례 제4633호

조례 제4639호

조례 제4629호

조례 제4629호

조례 제4641호

조례 제4633호

조례 제4642호

조례 제4629호

조례 제4654호

조례 제4665호

조례 제4679호

조례 제4693호

조례 제4695호

조례 제4703호

규칙 제4696호

조례 제4697호

조례 제4675호

조례 제4694호

규칙 제4674호

규칙 제4680호

조례 제4690호

규칙 제363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중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수 조례

서울특별시 난지도폐기물 매립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농업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폐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2. 최근 제･개정된 서울시 환경관련 조례･규칙(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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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개정번호 조례･규칙명 비고

09.13

10.01

11.01

11.01

11.01

11.01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12.26

규칙 제3574호

조례 제4560호

규칙 제3587호

규칙 제3587호

규칙 제3585호

규칙 제3587호

규칙 제3591호

규칙 제3591호

조례 제4588호

조례 제4588호

조례 제4593호

조례 제4593호

조례 제4593호

조례 제4593호

조례 제4593호

조례 제4593호

규칙 제3587호

규칙 제3591호

조례 제4595호

규칙 제3591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온실식물원관리규칙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폐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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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용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env.seoul.go.kr)의 ｢환경용어｣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 단위

◦ppm(part per million) : 백만분율 1%=10,000ppm

◦m(milli) : 천분의 일 1mg=0.001g(10-3)

◦μ(micro) : 백만분의 일 1㎍=0.000001g(10-6)

◦n(nano) : 십억분의 일 1ng=0.000000001g(10-9)

◦p(pico) : 일조분의 일 1pg=0.000000000001g(10-12)

◦mg/L : 수질오염측정단위로서 ppm과 병행사용(물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수질

오염물질의 양)

◦㎍/㎥ : 1입방미터당 백만분의 1그램(대기오염물질중 입자상물질 단위)

◦Ci(퀴리) : 라듐(226Ra) 1g이 1초동안에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

  ※ 1pCi(피코퀴리)=일조분의 1 Ci(퀴리)

◦Bq(베크렐) : 1초에 방사선 1개가 핵을 1번 튕겨 나가는 양

  ※ 라돈(222Rn)원자의 1g은 1초 동안에 370억번 붕괴하므로, 1Ci=3.7×1010Bq

◦CMS(Cubic meter per second) : 일초당 물방류량 Cubic meter=㎥=1톤 

=1,000kg

◦데시벨(㏈ : Decibel) : 소음의 단위로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며, 벨의 1/10 

수치이다

  - 야간주택가(40dB), 주간주택가(50dB), 전화벨소리(60dB), 텔레비전(80dB)

  - 대형버스(90dB), 열차(100dB), 비행기 이․착륙(110dB)

◦pH(수소이온농도) : 용액의 산성도 및 알카리도를 나타내는 값

     -pH : 0 ← 산성 → 7(중성) ← 알카리성 → 14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물속의 유기오염물질량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시 필요로하는 산소의 량을 나타낸 값(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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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산소요구량)

   -물속의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수치로  

계산한 값(mg/L)

 ◦DO(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으로 수중생물생존 DO는 5ppm정도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임(mg/L)

2-2. 수질오염물질

◦대장균군(Coliform group) : 사람 및 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이 물속의 
함유정도를 측정하여 물이 병원균에 오염된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 단위는 MPN(Most Probable Number : 최적확수)으로 표시하며, 100mL속에  
몇 마리의 대장균이 들어 있나를 나타냄.

◦PCB(Poly Chlorinated Biphenyl) : 염소와 결합된 고분자화합물로서 절연유, 
열매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분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잔류성이 높고 
만성독성이 강한 오염물질(mg/L)

◦ABS(Alkyl Benzene Sulfonate) : 합성세제의 원료로 쓰이며, 물속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잔류하여 거품을 일으키고, 산소의 공급차단, 하수처리기능저하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mg/L)

◦N-H(Normal Hexane) : 물속에 함유된 동･식물성 또는 광물성 기름성분을 
측정한 값(mg/L)

◦부유물질(SS : Suspended Solids) : 유입하수, 처리수 등을 일정규격의 여과지로 
여과했을때 잔류하는 물질의 농도를 말함

◦총인(T-P : Total Phosphate) : 물속에 녹아있는 인(P)의 총량을 측정한 값(mg/L)
◦총질소(T-N: Total Nitrogen)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N)의 총량을 측정한 값(mg/L)
◦중금속(Heavy metal) : 카드뮴(Cd), 크롬(Cr), 수은(Hg), 납(Pb) 등 비중이 

높은 물질로서 인체에 농축되어 질병을 유발시킴.
◦시안(CN) : 금속도금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독성이 강하며 어류에는 치명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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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질용어

◦1차처리 : 물의 정화처리방법중 기본적인 것으로 단순여과 및 자연침전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

◦2차처리 : 1차 처리된 물을 약품 또는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분해
처리하는 방법

◦고도처리 : 1, 2차 처리로 처리되지 않는 질소, 인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3차처리’라고도 한다

◦부영양화 : 강과 바다 또는 호수 등의 수역에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어 물 속의 
질소, 인 등의 영양분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부영양화가 되면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여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수질이 악화됨

◦물이용부담금 :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취지로 팔
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소비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내는 법정부담금으로 현재 톤당 150원을 부과하고 있다

◦침출수(Leachate) : 쓰레기가 썩은 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말한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처리 하지 않
으면 인근지역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2-4. 대기오염물질

◦SO2(Sulfur dioxide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 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이 연소시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황산화물의  
일종으로 자극적 냄새가 있는 질식성 기체임.

  - 생물체내에 흡수되면 황산(H2SO4)으로 변화되어 호흡기세포 파괴
◦PM10(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 직경 10㎛이하의 미세먼지로 호흡시 인체에 침투되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됨
◦광화학스모그(Photochemical Smog)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1차 오염물질이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
서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

  - 스모그(Smog)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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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Ozone, 오존)

  - 대기중의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를 받아 광화학반응
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광화학스모그 생성 원인

  - 산화제로 눈과 목이 따갑고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
◦NOX(질소산화물)

  -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등 질소산화물의 총칭
  - 고온에서 연소시 공기중의 질소가 산화되어 발생되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많음
  - 탄화수소, 오존 등과 함께 광화학반응하여 광화학스모그 생성하는 주원인 물질
◦CO(일산화탄소)

  - 연료의 연소시 불완전연소로 발생
  - 자동차 배출가스, 연탄가스에 다량 함유
  - 호흡시 인간이나 동물의 헤모글로빈을 파괴
◦HC(탄화수소, Hydro Carbon) 
  - 메탄(CH4), 프로판(C3H8)등 탄소와 수소로 결합된 모든물질 
  - 자동차 배출가스에 다량 함유
  -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광화학스모그 생성 원인물질
◦다이옥신(Dioxin) : 제초제등 농약에 사용되는 독성이 강하고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며 피부질환과 발암성, 기형성 등을 일으킨다.

2-5. 대기용어

◦산성비(Acid rain) : ①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 빗물의 pH는 7.0(중성)보다 
낮은 약산성의 5.6정도이며 이를 기준으로 빗물의 pH가 5.6이하일 때 산성비로 
분류하며, 산성을 강하게 나타냄. ② 대기중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이 비에 용해되어 산성을 띠게 됨. ③ 삼림피해, 농작물피해, 토양
오염 등 초래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 ①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중 이산화탄소(CO2)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지구상의 에너지 
발산이 방해되어 지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② 평균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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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섬현상(Heat island) : 아스팔트와 고층건물은 토양에 비하여 낮 동안 일
사량을 많이 흡수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등의 영향
으로 대도시 도심부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을 형성하는 현상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 지구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받은 열을 우주공
간으로 방출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증가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열을 흡수하여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초기의 가스성분을 가압하여 액화시킨 연료

  - 주성분 : 프로판(C3H8), 부탄(C4H10)
  - 열  량 : 22,800Kcal/m3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 액화시킨 연료, 기지에서 가스로 배관공급
  - 주성분 : CH4(메탄)
  - 열  량 : 10,500Kcal/m3
◦휘발유(Gasoline) : 원유의 상압증류시 얻어지는 석유제품. 탄소수 4~12정도의 

탄화수소 혼합물. 비중 0.63~0.76, 끓는점 30~225℃
  - 용도 : 자동차 및 비행기 연료
◦등유(석유)(Kerosine) : 탄소수 9~13정도의 탄화수소 혼합물. 비중 

0.9~0.85, 끓는 점 150~300℃
  - 용도 : 난방용, 취사용 연료
◦경유(Disel Gas Oil) : 탄소수 10~20정도의 탄화수소 혼합물. 비중 0.81~ 

0.88, 끓는 점 200~350℃
  - 용도 : 디젤엔진의 연료
◦중질유(Bunker Oil) : 원유의 증류시 얻어지는 유류로 탄소수가 13이상의 탄화

수소 화합물이며 등급에 따라 B-A, B-B, B-C로 구분함(비중 0.91~1.00)

 

구    분 B - A B - B B - C

인화점(℃)

유동점(℃)

회분(무게%)

60이상

5이하

0.05이하

65이상

10이하

0.1이하

7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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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 일정지역내 아파트 및 다수 건물의 개별 열생산시설(보일러 등)을 
갖추지 않고 집중화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배관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임.

◦열병합발전소 : 전기 생산공정 중 발생되는 폐열수를 난방에 이용하는 시설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UN산하기관으로 1948년 

4월 7일 발족
  ① 한국은 1949. 8. 17가입
  ② 회원국 : 155개국, 본부 : 제네바
  ③ 설립 목적 : 인류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지역간 건강 정보 교환
  ④ 기능 - 국제보건의료사업의 지도․조정․연구
         - 각국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훈련 및 자문할동 등
◦먼지지붕 : 상승기류를 타고 도시 상공에 분진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도시 

기온상의 원인이 됨
◦ CNG(Compressed Natural Gas : 압축천연가스) : ① 천연가스를 가압하여 

압축한 가스 ②국내에서도 CNG충전소를 설치하여 저공해버스의 연료로 사용
하고 있음

◦TMS(Telemetry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장치) : 측정장비와 감시장치를 
On-Line 연결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 및 검색할 수 있는 장치

◦환경기준 :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할 행정목표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

◦배출기준(Emission standard) : 환경기준이 목표기준인데 반하여 배출기준은 
일종의 규제기준임. 수질, 대기 등 오염물질을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한계 기준

2-6. 유독물용어

◦유독물 :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독성이 있는 화합물질(황산, 
염산 등 480종)

◦특정유독물 : 독성의 정도가 큰 유독물(삼산화비소, 사염화탄소 등 103종)
◦반수치사량(LD50) : 화학물질의 독성실험시 실험동물 반수가 치사하는 화학

물질의 양으로 급성 독성의 강도지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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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50(Lethal Dose) : 경구투여시 반수치사량
  - LC50(Lethal Consentration) : 흡입시 반수치사량
 ◦ 클라크스수(Clarkes No.) : 지구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토양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비
    (산소 50%, 규소 25%,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순이며 비소(As)는 

5ppm, 카드뮴(Cd)은 0.5ppm)

2-7. 조경용어

 ◦가로수 :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

 ◦가로수 보호틀 :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

 ◦가로수 지주대 :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
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나무은행 :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

 ◦녹시율 : 일정지점에 서있는 사람의 시계(視界)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

 ◦녹지율 : 녹지로 조성된 부분(토지)이 점하고 있는 수평면적의 비율
 ◦녹피율 : 일정면적당 잎이 달린 가지가 차지하는 투영된 수평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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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축 : 흩어진 녹지를 연결하여 ｢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녹지축｣ 개념으로 
공간구조상 녹지의 물리적 연결 또는 기능적 관점에서 생태적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간의 방향성을 의미함

 ◦녹지협정 :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 전원 합의에 의하여 녹지
보전 또는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결하는 것

 ◦녹화추진지구 : 특히 녹피율이 부족하여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
 ◦미기후 :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m사이의 접지층 기후, 지표면의 상태와 

지물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세밀한 기후 상태의 차이가 생김
 ◦보식 :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활권녹지 :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위치한 녹지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 : 서울을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

 ◦수경시설 : 물을 이용한 조경시설(분수, 벽천, 실개울, 폭포, 낙수천, 못 등)
 ◦시민녹지 :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과 토지 소유주가 계약을 

맺어 녹지로 조성 및 보전하는 토지
 ◦시설녹지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녹지지역과는 다른 
개념임

 ◦완충녹지 : 수질･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자연녹지지역 : 도시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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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시설 :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의 시설물과 식물

  -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2-8. 공원녹지 용어 정비

구 분 사용실태 및 문제점 정  비  안  건 정  비  결  과

부적정

용  어

개  선

◦｢시(구)공원｣, ｢시(구)유공원｣,  ｢시(구)관리공원｣ 등으로 
혼용하고 용어가 불합리하므로 
합리적인 통일용어 필요

◦시(구) 공원이나, 시(구)영 
공원으로 통일

 - 일본에서는 자연공원, 
국립공원, 국・도영 공원으로 
사용

◦시(구) 공원

◦｢조성｣, ｢개발｣은 서로 뜻이 
다르나 혼용사용

◦공원을 전체적으로 신규로 
만들거나 상당한 면적을 만들 
경우에는 ｢조성｣을 사용하고, ｢개발｣은 훼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용 지양

◦조성으로 사용

◦｢관리｣, ｢유지관리｣는 서로 
뜻이 다르나 혼용사용

◦내용에 따라 구분사용
 - 관    리: 포괄적
 - 유지관리: 관리보다 의미가 

협소
 - 운영관리・이용관리・유지관리

◦운영, 이용, 유지관리로 
구분사용

◦｢재정비｣는 다시 정비한다는 
뜻이므로 불합리(보수, 개수)

◦기 조성된 공원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으로 ｢정비｣를 사용

 - 소규모정비 : 보수, 개수
 - 대규모정비 : 전면보수

◦정비로 사용

혼  용

용  어

통  일

◦자연학습관찰길, 생태탐방로◦도시환경림, 도시생태림◦파고라, 그늘시렁, 쉘터◦음수전, 음수대◦육림, 나무가꾸기◦지주목, 지지대◦식재, 재식◦식수(植樹), 식목(植木)◦주, 본, 그루

◦생태탐방로로 통일 사용◦도시생태림으로 통일 사용◦그늘시렁으로 통일 사용◦음수대로 통일 사용◦나무가꾸기로 통일 사용◦지지대로 통일 사용◦심기◦나무심기◦그루(수목)
  본(초화류)

◦생태탐방로◦도시생태림◦파고라,그늘시렁→
그늘시렁(비를 피할 수 
없는 것)

  터→쉘터(대피소,피난처 
의미)◦음수대◦나무가꾸기◦지지대◦심기◦나무심기◦그루(수목)

  본(초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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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실태 및 문제점 정  비  안  건 정  비  결  과

어려운

용  어

개  선

◦산책등산로◦야영장야유회장◦장의자◦모래밭◦정글짐◦사닥다리◦정구장◦변소(간이, 발효)◦옹달샘◦계류, 실개천◦수종갱신◦가로수 보호판, 보호덮개◦혼효림(침엽수+활엽수)◦구배(句配)◦조음수(調音樹)◦세족장(洗足場)◦모치코미◦테마공원◦맹아(萌芽)◦산정(山頂)◦살초제(殺草劑)◦산복(山腹)◦수간(樹幹)주사◦옹벽(擁壁)◦이식(移植)◦입화(入火)◦자가수분(自家受粉)◦지하경(地下莖)◦한발(旱魃)◦주근(主根)◦순응(順應)◦선태류(蘚苔類)◦산록(山麓)◦법면, 사면(斜面)

◦등산로◦야영장◦벤치, 의자◦모래사장◦모험놀이◦출렁다리◦테니스장◦화장실◦먹는물터◦시냇물◦수종교체◦가로수 보호판◦혼합림◦기울기, 경사◦방음수◦발 씻는 곳◦가식목◦주제공원, 테마파크◦움◦산 꼭대기◦제초제◦산허리, 산비탈◦나무주사◦축대벽◦옮겨심기◦불놓기◦제 꽃가루받이◦땅속줄기◦가뭄◦원뿌리◦적응◦이끼류◦산기슭◦비탈(면)

◦산책로, 등산로 구분사용◦야영장, 야유회장 구분사용◦평의자, 등의자 구분사용◦모래밭◦정글짐, 모험놀이 구분사용◦사닥다리, 출렁다리 구분사용◦테니스장◦화장실◦샘터◦시냇물◦수종교체◦가로수 보호판◦혼합림◦기울기, 경사◦방음수◦발 씻는 곳◦뿌리 돌림목(돌린나무)◦주제공원◦움◦산 꼭대기◦제초제◦산허리, 산비탈◦나무주사◦옹벽, 축대벽구분사용◦옮겨심기◦불놓기◦제 꽃가루받이◦땅속줄기◦가뭄◦원뿌리◦순응,적응 구분사용

어려운

용  어

개  선

◦벌근(伐根)◦벌목(伐木)◦배수구(排水口)◦방풍림(防風林)◦모수(母樹)◦만경류(蔓莖類)◦방화선(防火線)◦복토(覆土)◦산화경방(山火警防)◦고사(枯死)◦유해조수(有害鳥獸)◦수피(수피)◦임연부(林緣部)

◦그루터기◦나무베기◦물빼기 도랑◦바람막이 숲◦어미나무◦덩굴류◦산불 저지선◦흙덮기◦산불조심◦말라죽음◦해로운 짐승◦나무껍질◦숲 가장자리

◦이끼류◦산기슭◦비탈(면)◦뿌리캐기◦나무베기◦배수구◦방풍림◦어미나무◦덩굴류◦방화선◦흙덮기◦산불조심◦말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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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실태 및 문제점 정  비  안  건 정  비  결  과

어려운
용  어
개  선

◦흡즙(吸汁)◦교목(喬木)◦관목(灌木)◦각종 안내표지판
  - 표찰, 표지판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음◦키 큰나무◦키 작은나무◦각종 안내표지판
  - 명찰, 유도표지판

◦유해조수

◦나무껍질

◦숲 가장자리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음

◦키 큰나무

◦키 작은나무

◦입구유도안내판, 

  종합안내판 

  유도표지판(이정표)

  시설안내판(시설안내)

  설명해설판(시설물설명, 

수목명찰)

  계도안내판(주의,계도)

  게시판(안내내용)

※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체계 (CI)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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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련 주요 인터넷 주소록

3-1. 환경관련 국내사이트

기 관 (단체) 명 홈페이지(링크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cej.or.kr

과학기술부(MOST) www.most.go.kr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www.konetic.or.kr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a.or.kr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 www.greenlamp.org

그린코리아(Green korea) www.greenkorea.co.kr

그린훼밀리운동연합 www.greenfamily.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www.greenchrist.org

기상청 www.kma.go.kr

꿈나무 푸른교실 www.e-gen.co.kr

녹색교통운동 www.greentransport.org

녹색미래 www.greenfuture.or.kr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www.gpn.or.kr

녹색소비자연대 www.gcn.or.kr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농업과학기술원 www.niast.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대한주부클럽연합회 www.jubuclub.or.kr

대한환경공학회 www.kosenv.or.kr

대한YWCA연합회 www.ywca.or.kr

두레공동체운동 www.doorae.or.kr

무지개세상 www.ecorainbow.org

사이버자연사박물관 emei.ewha.ac.kr

산림청 www.fo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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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단체) 명 홈페이지(링크페이지)

산업기술시험원(KTL) www.ktl.re.kr

삼성지구환경연구소 www.greensamsung.com

새마을운동중앙회 www.saemaul.or.kr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www.forest.or.kr

서울그린트러스트 www.sgt.or.kr

서울YMCA www.ymca.or.kr

소비자시민모임 www.cacpk.org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신문고 www.sinmoongo.co.kr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www.waste21.or.kr

엘지환경연구원 www.lgesi.re.kr

열린사회시민연합 www.openc.or.kr

유엔환경계획(UNEP)한국위원회 www.unep.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전국자연보호중앙회 www.green2000.or.kr

정토회(BAEA) www.jungto.org

종합환경전문정보센터 envinews.co.kr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www.la21.or.kr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KSDN)한국본부 www.ksdn.or.kr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ww.kbcsd.or.kr

청년환경센터 www.eco-center.org

초록빛깔사람들 www.greenpeople.or.kr

풀꽃세상을위한모임 www.fulssi.or.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www.kist.re.kr

한국과학재단(KOSEF) www.kosef.re.kr

한국내셔널트러스트 www.nationaltrust.or.kr

한국상하수도협회 www.kwwa.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www.kribb.re.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net.or.kr

한국수자원공사(KOWACO) www.kowa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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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의 한국 야생화 www.wildflower.co.kr

한국여성단체연합(Women21) 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iwomen.or.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KFQ) www.kfq.or.kr

한국해양연구원(KORDI) www.kordi.re.kr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www.env.re.kr

한국환경교육협회 www.greenvi.or.kr

한국환경교육학회 www.kosee.org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www.keef.or.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www.kei.re.kr

한살림 www.hansalim.or.kr

화장실문화시민연대 www.restroom.or.kr

환경과 공해연구회 www.ecoi.or.kr

환경관리공단 www.emc.or.kr

친환경상품진흥원 www.kela.or.kr

환경보전협회 www.epa.or.kr

환경부 www.me.go.kr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환경정의 www.ecojust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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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구(OECD) www.oecd.org

국제원자력기구(IAEA) www.iaea.or.at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www.iclei.org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dization) www.iso.org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ww.imo.org

그린피스(Greenpeace) www.greenpeace.org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ww.unfccc.int

미국환경청(US EPA) www.epa.gov

사막화방지협약 www.unccd.int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ww.biodiv.org

세계기상기구(WMO) www.wmo.ch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www.who.int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 World Wildlife Fund) www.wwf.org

세계환경보전모니터링센터(WCMC) www.wcmc.org.uk

아시아유럽회의(ASEM) asem.inter.net.th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ww.undp.org

유엔개발계획-지속가능네트워크(UNDP/SDNP) www.undp.org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www.unesco.org

유엔기후변화기구대회(UNFCCC) unfccc.int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www.unctad.org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www.unido.org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ww.fao.org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www.un.org/esa/sustdev/csd.htm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mnent Programme) www.unep.org

3-2. 환경관련 국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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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환경청(Ministry of the Environment) www.env.go.jp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www.foe.co.uk
지구환경기금(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www.undp.org/gef
Basel Action Network www.ban.org
Climate Action Network(CAN)/US-CAN www.climatenetwork.org
Conservation International www.conservation.org
Earth Pledge Foundation www.earthpledge.org
EcoNet www.igc.org/igc/gateway
Global Forest Watch www.globalforestwatch.org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 www.nih.gov
Rainforest Action Network(RAN) www.ran.org
River Network www.rivernetwork.org/
The Earth Council earthcouncil.com
Trees for Life www.treesforlife.org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www.pan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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