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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기후행동 차 토론회 개요2050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형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2050 ESG
향후 추진방향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함 

행사개요 
일    시 목 : ’21. 9. 30.( ) 14:00○ 
장    소 화상스튜디오 : DDP ○ 
운영방법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 
주    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 ○ 
행 사 명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 2050 ○  서울형 지표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까- ESG

진행순서 안( )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  

 

시   간 내   용
14:00
~14: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 기후환경본부장 이경희 녹색위 공동위원장 - : , 

14:10
~15:30

패널 발표○ 
서울형 평가지표의 방향 및 목적 ESG ①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_ 
서울시 정책에 를 반영하는 방안 ESG② 

지현영 사두루 변호사_ (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와 환경지표 연계 방안 ③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_ 
  질의응답
 서울시 녹색구매 현황과 과제④ 

양지안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총장_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⑤ 시민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서울 공공 및 상업 건물 대상 평가ESG 
지표 수립방안

기준학 숙명여대 산학협력교수_ 
  질의응답

15:30
~16:00

전체 토론 및 결과 정리○ 



발제1□ 

                 서울형 평가지표의 방향 및 목적ESG 
윤덕찬지속가능발전소 대표( )

 





서울형 ESG 평가지표의
방향 및 목적

윤윤덕덕찬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 ESG, 새로운 자본주의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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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oody’s, UN PRI, S&P, Who’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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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p1000funnds.com

출처 : Eco-Business

- 5 -



출처 : UNFCCC, Who’s good modified

출처 : 2050탄소중립전략, 2050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안,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2021. 8.5),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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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2021.8.5) Who’s Good modified

출처 : EU Taxonomy Who’s Good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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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 PRI

∙ ∙

출처 : KIEP, UNEP FI, 
European Commission, 
Who’s Good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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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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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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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2021.07.14), SBS Biz(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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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 PRI

- 10 -



4

3

1

2

•
•
•
•
•

•
•
•
•
•

•
•
•
•

5

출처 : Fitch Ratings

출처 : 윤순진, 기후위기 난소중립시대 기업의 도전과 과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Who’s Good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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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sborne Clarke, LMA

⇒

출처 : IFC, IISD, UNEP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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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uropean Commission, ESG Enterprise

출처 : 이종오, 서울형 ESG평가지표 필요한가?,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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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2020년도 출연기관
성과평가 개선계획,
EU CSRD(NF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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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ho’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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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ho’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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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부의 13개 사회적 가치 CSR 7개 주제 IA ESG 사건 분류
1 인권보호 인권 인권
2 안전한근로, 생활환경의유지

노동관행

산업안전보건(OHS)
3 보건복지의제공

근무환경4 노동권의보장과근로조건의향상
5 기회제공과사회통합

공정운영관행
인권/불공정관행

6 대·중상생협력 공급망/불공정관행
7 양질의일자리창출

지역사회참여/개발
불공정관행

8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지역사회공헌9 지역경제공헌

10 기업의자발적사회책임이행 소비자이슈 소비자문제
11 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 환경 환경
12 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지배구조
지배구조투명성

13 공동체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도덕성

출처 : Who’s Good

출처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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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Issue Criteria Materiality Score 현황분석 향후꼭관리해야할중요이슈

환경

환경경영
환경정책/전략 매우중요 33 전략수립필요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체제 매우중요 48 EMS 도입

환경성과

오염물질관리 가장중요 0 - Carbon footprint & water footprint 
(Scope 3까지관리하는고객사의경우, 가장중요한

이슈가될것임)
수소제조과정에서의 CO2 직접배출량, 전기사용량, 
제조과정에서사용된전기의평균탄소집약도 3가

지기준을준수할것

폐기물관리 가장중요 0 -

화학물질관리 가장중요 100 -

온실가스에너지관리 매우중요 0 에너지관리및녹색전환

환경관련법률위반 가장중요 100 -

사회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중요 51 -
과도한근로등근무환경및복리후생개선

(공급망실사관리를하는고객사의경우, 중요한이
슈가될것임)

산업안전보건 매우중요 69 -

근무환경/복리후생 중요 50 지속적개선에대한공시필요

사회책임

사회적보호/지역사회공헌 일반 0 -
개인정보보호(data privacy)

정보보안, 기술관련리스크관리윤리경영 중요 88 관련경영시스템도입검토

브랜드인지도/책임 중요 31 정보보안인증도입검토

지배구
조

경영자
위험관리

업계경력 매우중요 60

-경영자능력/전문성 매우중요 83

부패및위법행위 매우중요 100

경영구조

경영권안정성 매우중요 100

-

경영의투명성 매우중요 100

연구개발현황 일반 100

주주권리 매우중요 100

특수관계자거래 매우중요 100

공시투명성 공시투명성 중요 82.39 적극적인 ESG 정보공시

❖ 탄소감축(Mitigation)인정기준

①수소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 (생산단위당) CO2
직접배출량 :5.8 tCO2e/t Hydrogen 이하

②전기분해로생성된수소의전기사용량 (전력소
비성능) :58 MWh/t Hydrogen 이하

③수소제조에사용된전기의평균탄소집약도 (소
비전력의에너지효율성) :100 gCO2e/kWh 이하

출처 : MSCI ES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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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서울시 정책에 를 반영하는 방안ESG
지현영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서울시 정책에 ESG를
반영하는 방안

지지현현영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I. ESG 개념 정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

II.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체제 현황

III. 7가지 제언

함께 나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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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리스크와 기회를 잘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는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로 인해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 생존과 전환,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정의

출처 : sustainfi.com

• ESG의 정의에 비추어, 지방정부의 ESG 경영이란?

지방정부의 ESG 경영이란 지방정부의 환경적, 사회적 위험성 및 기회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 목표 및 전략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Ø 시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점 ESG 이슈를 식별하고, 이슈별 목표를 수립

Ø 목표의 객관적 성과 측정 툴을 마련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재무적 관점에서 측정

Ø 시의 정책을 ESG 목표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

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ESG 목표 및 체계를 내재화

Ø ESG 요소 및 목표를 통합적으로 점검, 관리, 지휘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전담 조직체계 구축

Ø 비재무적 상황 및 목표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통합하여 관리

Ø 시의 비재무적 요소 및 성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Ø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성과를 보고

- 22 -



• ESG,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의 발전단계

‘기업의 책임’ 영역은 비즈니스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의 영역이 되었으며, 기회와 리스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내재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지평 ESG 경영연구소 분석자료

• ESG,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의 발전단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세계적인
표준인 ISO 26000 지침은 사회적 책임 핵심 분야로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을 들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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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와 변천

•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UN 2030의제가 채택되었으며, UN의 경제사회 이사회(ECOSOC)는 UN 2030 의제의 국제적 차원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2016)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ESG 경영 도입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었으며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도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HHLLPPFF  연연도도별별 국국가가자자체체평평가가보보고고서서((VVNNRR))  발발간간 국국가가

출처 :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와 변천

우리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무총리 소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2010년 환경부 장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대대한한민민국국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발발전전 제제도도 및및 추추진진체체계계 국국가가지지속속가가능능발발전전기기본본계계획획의의 추추진진경경과과

출처 :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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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K-SDGs 수립 및 제 4차 기본계획(2021.~2040.) 수립

2018년 수립한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며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2020년 9월 정부는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이행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출처 : '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 환경부 발제자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

2015년 이후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을 총괄하는 행정조직과

민관협치기구들을 재편하고 지방 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0년 6월 기준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79개(32.5%)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중 22개(9.1%)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제99조조((추추진진상상황황의의 점점검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송부한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제1133조조((지지속속가가능능발발전전지지표표 및및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 평평가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제1144조조((국국가가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 보보고고서서))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지속속가가능능발발전전 기기본본법법 제제정정이이유유 ((22000077))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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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연혁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 전반 평가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7년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시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2020년~2024년)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체계 및 환경지표

출처 : 서울시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2020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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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시는 2020년 12월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리도구로서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이행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시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2020년~2024년)

• 개선 필요사항

• ((목목표표 측측면면))  목표 설정에 있어 충분한 당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적 목표 하에서 이행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 수립이 부족함

• ((지지표표 측측면면))  지나치게 많은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로 비효율이 발생하며 일부 지표는 데이터가 없어
점검이 불가능함

•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참참여여))  유엔SDGs의 이해관계자 그룹과 같이 이행주체를 세분화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가 제한적이며, 정기적이고 개방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공간과 참여체계는 부재함

• ((평평가가∙∙보보고고 체체계계))  제도화되지 않아 정기적이고 일관된 평가 및 보고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며 그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어려워, 평가 내용의 포용성, 통합성, 호응성의 미확보

• ((거거버버넌넌스스))  기능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 및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부재

• ((정정보보 공공개개))  지속가능보고서의 정기적 발행 및 투명한 보고가 보장되지 못함

- 27 -



• 제언 1 : 중점 ESG 요소 식별(ESG에서 E(환경)의 핵심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CNCA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로는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12개국 20개 도시로, 각각의 목표연도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IRENA는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은 포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극적으로 가속화 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했으며, 이는 도시의 정책 및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줍니다

출처 :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포럼, 수원시 발제자료출처 : CNCA, Framework for Long-Term Deep Carbon Reduction Planning

• 중점 ESG 요소 중립의 목표 및 목표 달성 가능한 계획 수립

IRENA에 따르면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65%를 차지하며, 고소득 도시일수록 건물과 교통에서의 배출량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설정은 전력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몇몇 도시는 도시
난방 시스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운송 부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배터리 전기 또는
수소 차량의 사용을 늘리는 등, 냉난방 및 운송 부문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 IRENA(2019)
출처 : 서울시 2050온실가스 감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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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2 : 과학기반 감축 목표(SBTs) 수립

• (정의) 과학기반 감축
목표(SBTs)란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환경 목표를 의미하며, 각
도시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와 지구 생태계의 안전과
안정을 결정하는 생물리학적
한계에 맞추어 기후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것

• (원칙) 형평성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역사적 책임 및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를 고려함) + 완결성 (최소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scopes 1 
and 2) 및 다양한 온실가스
종류를 고려하는 등 도시 내 여러
가지 배출원을 고려한 견고 하고
종합적인 감축 목표를 세움) 

출처 : 과학기반 감축 목표(SBTs): 도시를 위한 지침서

출처 : Fortune 500 Climate Commitments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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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3 :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등 목표 수립에 관한
이니셔티브 참여 및 공표

• ((배배경경 및및 목목적적))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 에서 출범된 ‘기후목표 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이어 글로벌 기후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출범한 캠페인

• (RRaaccee TToo ZZeerroo ((RRttZZ)) 참참여여를를 위위한한 최최소소((필필수수)) 조조건건 )

Ø 약약속속((PPlleeddggee)):: 2040년 이전,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지방정부의
장이 약다

Ø 계계획획((PPllaann)):: COP26( 전까지 탄소제로 단기·중기 계획을 공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

Ø 이이행행((IImmpplleemmeennttaattiioonn))::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 실천을 추진하고 계획에
명시한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Ø 보보고고((RReeppoorrttiinngg)):: UNFCCC Global Climate Action Portal에 이행 경과를
보고, 최소한 탄소제로 이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약속

• ((참참여여))  2050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기준으로
3,067개 기업, 733개 도시, 31개 지역, 173개 투자자, 624개 대학 등 전 세계
탄소배출의 25%, GDP의 50%를 차지하는 실질적 경제 주체들이 참여 중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 제언 4 : 지속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구축 및 예산 확보

u 사례 : 뉴욕주, OneNYC 2015

• (개요) 뉴욕시는 2019년 4월, 2050년까지 뉴욕시가 안고 있는
가장 도전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 전략계획인 ‘OneNYC
205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을 제정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뉴욕시는 2014년에 시법 66(Lacal
Law 66)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0% 줄이기로 법제화,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빌딩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울 핵심으로 파악하고,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함

• (기후활성화법)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법적 규제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혜택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함

출처 : 2019 서울에너지포럼, 국토연구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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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5 : ESG 전담 조직 구축의 필요성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출처 : KT

출처 : SK

• 제언 6 : 이해관계자 협력 및 참여 보장

수립한 ESG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모색하고 시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ESG 경영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 SHELLEY ANDERSON(2020.3.)
출처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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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7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보고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유럽, 영국이 선두로 나서고 있으며, 일본·홍콩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와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하는 TCFD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의한 기업 비재무정보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TCCFFDD  FFrraammeewwoorrkk

출처 : 키움증권 리서치
출처 : TCFD(2017)

• ESG 보고 사례 : 캐나다 토론토 ESG 이행 연간보고서

• 캐캐나나다다 토토론론토토 EESSGG 이이행행 연연간간보보고고서서((22002200..1111..~~))

Ø 2020. 6. 토론토 투자 위원회와 최고 재무 책임자는 ESG와

관련된 시의회 승인 투자 정책을 승인하고 투자 의사 결정

에 ESG 프로세스, ESG 요소를 통합하기로 결정함

Ø 2018년부터 시는 연례 보고서에 기후 관련 공개를 적극적

으로 포함함

Ø 토론토 시는 캐나다 CPA에서 도시를 위한 TCFD 가이드를
발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공공 부문 조직에 대해 TCFD를 통한 비재무정보 공

개를 권장함

Ø 2019년 연례 보고서와는 별도의 ESG 보고서 발간

Ø 프레임워크는 GRI, SASB, MSCI, SDGs 등을 참고하여 개

발하였으며, 추후 보완 예정임

Ø 보고서의 신용도를 위해 내부 검증 뿐 아니라 외부위원회
의 감독을 받음

- 32 -



• ESG 보고 사례 : 캐나다 토론토 ESG 이행 연간보고서

출처 : 캐나다 토론토 ESG 이행 연간보고서

• ESG 보고 사례 : NYC 2050 2021 Progress Report

One NYC 2050 2021 Progress Report(Delivering on the Green New Deal)

출처 : NYC 2050 2021 Prog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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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보고 사례 : One NYC 2050 2021 Progress Report

One NYC 2050 2021 Progress Report(Delivering on the Green New Deal) 

출처 : NYC 2050 2021 Progress Report

• ESG 보고 사례 : 충청남도 지속가능보고서(2017.)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자체 보고 및 공시 기준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 충청남도 지속가능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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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보고 사례 : 충청남도 지속가능보고서(2017.)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자체 보고 및 공시 기준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 충청남도 지속가능보고서(2017)

- 35 -





 

발제3□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와 환경지표 연계 방안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와
환경지표 연계방안

박박숙숙현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지표의 역할 : 투자와 모니터링의 차이

• SDGs 지표 원칙

• SDGs 지표 종류

• 환경지표 종류

• 녹색 공공조달 적용성

• 그린워싱 모니터링(시민참여)

• 금고기준과 녹색금융

• 메타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 SDGs 지표의 적용가능성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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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2018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 경험과 실증에 의한 귀납적 방법에 의한 지표들

• 기업 : 장기적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 저하 중요

• 공공기관 : 세금의 효용성(효과와 효율) 

• 정책방향과 리스크 관리

• 지표의 역할 : 투자와 모니터링

SDGs 지표 구성 시 원칙

•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예: 지니계수, 1인당 폐기물 배출량, 총에너지 소비량,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 건강기대여명, 자원순환율, GDP 등)

• 특정 사업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침수취약지역의 수, 마을형 문화공간의 수, 평생교육

참여율, 시민제안건수 등)

• 시민실천사업/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지표(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수, 환경보건위원회 운영건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기업/단체의 수)

• 미래지향적 지표로서 현재는 없지만 향후 필요할 지표(현 UN SDGs 지표 232개 중 102개 추후 조사)

• SDGs 지표구성의 원칙

출처 :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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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SDGs 목표와 세부목표(이행과제), 주요사업, 성과지표

• SDGs 구성방식

22--11..  에에너너지지 기기본본권권 보보장장,,  신신재재생생 에에너너지지비비율율 확확대대

및및 에에너너지지 효효율율 제제고고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발급률

97.0% 97.3% 97.5% 98.0% 98.2% 98.8%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발급률

활력찬 경제정의도시

• 서울시 SDGs 목표와 세부목표(이행과제), 주요사업, 성과지표

• SDGs 구성방식

22--11..  에에너너지지 기기본본권권 보보장장,,  신신재재생생 에에너너지지비비율율 확확대대

및및 에에너너지지 효효율율 제제고고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태양광 보급용량 누계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5% 6% 8% 8% 8% 12%

활력찬 경제정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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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환경분야 목표/이행과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6) = SDG 6

45. 서울시민누구나아리수를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노후상수관을교체하고수질검사항목을강화한다.

46. 하천생태계를보전하고수질오염총량을관리하며방류수질을개선하고노후하수관거를정비하는등으로한강수계수질을개선한다.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49. 한강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9) = SDG 11

51. 환경 개선을통해경제성장의 선순환을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한다.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54. 유해화학물질사용을줄이고유해폐기물을과학적이고친환경적으로관리하여, 시민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한다.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 지원한다.

57. 시민의친환경제품소비를촉진하고, 공공기관의친환경제품구매등지속가능한공공조달시행을확대한다.

58. 모든시민이지속가능한발전과자연과의조화를이루는생활양식을인지하고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보장한다.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SDGs 주요 환경지표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6) = SDG 13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62. 기후변화교육대상확대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인식을제고하고, 자치구협력및공동체지원프로그램을확대추진하여지역역량을강화한다.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64. 지속적이며안정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하여‘서울시기후변화기금’을확대하는한편, 기존사업을개선하고신규사업을발굴·지원한다.

65. 국제기구의기후변화메커니즘에참여하고파트너십을이루어기후변화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며국제협력을강화한다.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3) = SDG 14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현저히 줄인다.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68. 한강이해양생태계의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지식과연구역량을높이기위하여경기도및인천시와협력한다.

3-5.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6) = SDG 15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70. 산림내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등자연생태보호지역면적을2014년보다11% 확대한다.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73. 외래종 유입및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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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와 공공조달

• 이이행행과과제제5577.. 시민의친환경제품소비를촉진하고, 공공기관의친환경제품구매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시행을확대한다

• 공공기관의 구매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의무구매

• 관련 계획 : 환경부 제3차 녹색제품 구매 촉진계획 (2024년 60%)

• 2019. 9. 현재 서울시 녹색 구매율 - 서울특별시(본청) 녹색제품 구매율 74.7% 

달성(’19.9.30. 기준)

※ 녹색제품 구매액 : 3,610,766천원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30)

녹색제품구매율 54% 56% 58% 59% 60% 63%

• 지역순환경제와 그린워싱 모니터링

• 이이행행과과제제 5511.. 환경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추진 (미래지표)

• 향후 추진계획 : 미래사업 및 지표 발굴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미래사업 등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

• 필요 시 유관부서 (자원순환과 + 빅데이터 담당관 등) 협조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서울 SDGs
체계 이행

2차 기본계획
연계수립

미래사업 및
지표 발굴

성과점검 지표관리 성과점검
성과점검 및
미래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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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순환경제와 그린워싱 모니터링 (대안)

• 이이행행과과제제 558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세부사업: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 인재개발원 교과목 편성, 자치구 직원 및 위원회 교육 추진

• 참여 및 체험형 교육과정 정교화

• 교육홍보자료 다각화를 통해 알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자료 재편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장기
(2030)

교육이수자 수 1,0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1,400명 2,000명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들의 삶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정보 제공
(탄소발자국,
푸드마일리지,
그린워싱 기업
모니터링 자료)

• 공공기관 금고 - 녹색금융

• 이이행행과과제제 559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친환경금고기준 설정

사례1) 2020년 서울시 교육청,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결정

사례2) 2020년 9월 전국 56개 자치단체·교육청 ‘탈석탄 금고’ 선언 (도봉구, 강동구)

• 차기 금고지정(2022) -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등 항목을 포함하는 등 친환경금고기준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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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 이이행행과과제제 9955.. 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해서울시‧시민사회‧기업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지속가능발전 17대 과제(경제·기후변화·여성·도시계획 등)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

※ 도시농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소속위원 포함하여 UN SDGs 

달성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위원회로서의 역할 기대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역할 확대

• 제2차 기본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및 민·관·산 파트너십 확대

3차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이슈로서 제안

• SDGs 지표의 적용가능성

• 공공기관 대상 ESG 표준 개발 중이며, 공식적인 적용여부는 시와 의회의

결정이 될 것

• 서울형 ESG 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이행과제 및 지표와 연동

가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그린워싱 모니터링 분야와 친환경 금고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수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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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서울시 녹색구매 현황과 과제
양지안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총장(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





서울시 녹색구매
현황과 과제

양지안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총장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센터장

2021년
2012년
(Rio+20)

2005년
(녹색구매법 시행)

2002년
(Rio+10, WSSD)

• 지속가능 소비 · 생산과 녹색구매법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UN 환경개발회의개최

• 리우선언과의제21채택

• ‘지속가능한생산· 소비’ 
개념부각

• (한국)환경표지제도시행

-환경마크협회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세계정상회의개최

•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생산 패턴의변경’ 이주요
쟁점으로논의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전환하기 위한
10년프로그램수립결의

• 이행계획: 친환경상품및
서비스개발과보급을
촉진하기위해서공공기관
구매정책을더욱
증진시켜야한다고규정

• (한국)’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2005.7,녹색구매법)

•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의무화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

•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 녹색경제(Green Economy) 

의제채택

• 지속가능소비· 생산이행의
구제척계획

• (2015) UN SDGs(~2030) 

- 17대 목표

(12.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 ESG  시대

• 서울형환경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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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5.7. ~ ) 

•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2020년도 기준, 3조 8,080억원 실적)

• (의무구매 제외)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출처 : 2020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결과(2021.7. 환경부)

• 연도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금액

< 전년대비 연도별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성비 >

(단위 : 억원, %)

구구분분 합합계계
토토목목건건축축
자자재재류류

전전자자정정보보
통통신신

사사무무교교육육
영영상상가가전전

전전기기시시험험
계계측측

섬섬유유위위생생
용용품품

화화학학소소방방
안안전전

기기계계
설설비비

도도로로시시설설
용용품품

원원부부자자재재
기기타타

차차량량운운반반
용용품품

22001199년년도도실실적적
38,797 19,707 7,060 5,899 3,454 998 605 555 441 77 1

(100) (50.8) (18.2) (15.2) (8.9) (2.6) (1.6) (1.4) (1.1) (0.2) (0.003)

22002200년년도도실실적적
38,080 1177,,556611 77,,666600 66,,110088 3,328 1,258 691 841 384 249 1

(100) ((4466..11)) ((2200..11)) ((1166..00)) (8.7) (3.3) (1.8) (2.2) (1.0) (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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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2020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결과(환경부)

• 지자체 녹색제품 구매 실적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단위 : 백만원, %)

순순위위 기기관관명명

22001188년년도도 구구매매실실적적 22001199년년도도 구구매매실실적적 22002200년년도도 구구매매실실적적

총총 구구매매액액((AA))
녹녹색색제제품품

구구매매액액((BB))

비비율율((BB//AA))

((비비율율순순위위))
총총 구구매매액액((AA))

녹녹색색제제품품

구구매매액액((BB))

비비율율((BB//AA))

((비비율율순순위위))

총총

구구매매액액((AA))

녹녹색색제제품품

구구매매액액((BB))

비비율율((BB//AA))

((비비율율순순위위))

계계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 33,,443366,,882244,,005500 11,,229966,,333399,,660077 3377..77 33,,667788,,669900,,006666 11,,552200,,445599,,334433 4411..33 33,,662266,,992288 11,,551177,,550066 4411..88

광

역

시

1 서울특별시 343,115,656 151,239,071 44.1(6) 343,631,747 197,465,405 57.5(4) 376,758 210,561 55.9(6)

2 부산광역시 101,193,365 52,314,714 51.7(2) 89,732,510 58,427,109 65.1(1) 95,329 58,455 61.3(1)

3 인천광역시 94,261,901 51,467,467 54.6(1) 110,869,797 64,910,544 58.5(3) 115,821 67,180 58.0(3)

4 대구광역시 70,325,363 34,817,702 49.5(4) 69,066,312 36,121,876 52.3(6) 75,419 43,042 57.1(4)

5 울산광역시 60,400,550 30,381,736 50.3(3) 63,887,947 37,721,451 59.0(2) 56,201 31,667 56.3(5)

6 대전광역시 47,087,691 22,780,215 48.4(5) 50,900,789 29,226,400 57.4(5) 58,957 34,730 58.9(2)

7 광주광역시 41,349,955 17,147,576 41.5(7) 52,919,547 22,145,411 41.8(7) 56,743 24,950 44.0(7)

8 세종특별자치시 24,995,066 7,472,897 29.9(8) 21,009,099 8,007,177 38.1(8) 14,810 5,459 36.9(8)

도

1 경기도 654,831,795 330,557,092 50.5(1) 702,808,387 372,717,843 53.0(1) 694,680 347,096 50.0(1)

2 경상북도 441,253,513 110,254,040 25.0(8) 456,893,350 142,137,087 31.1(7) 457,482 139,118 30.4(7)

3 충청남도 301,615,414 107,751,566 35.7(4) 319,980,599 124,476,756 38.9(2) 279,051 101,891 36.5(5)

4 전라남도 307,617,393 84,547,272 27.5(7) 338,450,614 92,916,646 27.5(8) 323,870 94,329 29.0(8)

5 경상남도 207,182,780 79,302,468 38.3(3) 257,907,071 92,383,877 35.8(3) 246,850 96,817 39.2(3)

6 충청북도 209,671,494 62,124,456 29.6(5) 241,444,528 75,538,140 31.3(6) 214,118 82,773 38.7(4)

7 강원도 220,010,041 61,676,628 28.0(6) 212,053,038 68,107,264 32.1(5) 247,543 89,345 36.1(6)

8 전라북도 228,038,688 56,973,799 25.0(9) 247,726,765 63,696,517 25.7(9) 236,568 60,043 25.4(9)

9 제주특별자치도 83,873,385 35,530,908 42.4(2) 99,407,966 34,459,840 34.7(4) 75,727 30,049 39.7(2)

• 서울시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 조사기간 : 2020.10.5.～2020.10.30.

• 조사대상 : 88개 유통매장
(서울시내 백화점, 대형유통마트 등)

• 조사내용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여부 및
면적, 홍보물 부착현황, 판매중인 녹색제품
종류 등

• 조사방법 : 방문 조사(실측 등)

• 조사기관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조조 사사 개개 요요

구구분분 백백화화점점 마마트트

업업체체
롯

데
현대

신세

계

갤러

리아
NC 태평

이마

트

홈플

러스

롯데

마트

코스

트코

농협

하나

로

NC

킴스

1100㎡㎡

미미만만
8 6 2 0 0 1 6 2 8 3 2 1

소소계계 17개 매장 22개 매장

1100㎡㎡

이이상상
1 1 1 1 1 0 19 17 8 0 0 1

소소계계 4개 매장 45개 매장

총총계계 88개 매장

<<조조사사대대상상 매매장장의의 녹녹색색제제품품 판판매매장장소소 설설치치 현현황황>>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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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판판매매되되고고 있있는는 녹녹색색제제품품 종종류류 및및 표표시시 현현황황>>

구분 표시물 11개 이상 표시물 전혀 없음 총계

주방세제 85 3 88

자동차용품(워셔액 등) 44 27 71

식품(두유, 설탕, 식용듀 등) 43 19 62

일회용품 43 12 65

페인트 35 23 58

음료(생수 등) 32 37 69

인테리어, 필름, 벽지, 시트지 28 19 47

세탁세제 26 22 48

화장지 17 3 20

문구류(종이접기, 라벨지, 복사용지 등) 11 27 38

주방용품(주걱, 도마, 식기 등) 10 21 31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 서울시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판판매매되되고고 있있는는 녹녹색색제제품품 종종류류 및및 표표시시 현현황황>>

구분 표시물 11개 이상 표시물 전혀 없음 총계

섬유유연제 10 20 30

위생용품(칫솔 등) 10 19 29

조명(형광등, LED등 기구 등) 2 24 26

침대(매트리스) 5 1 6

절수기기(수도꼭지 등) 1 26 27

탈취제, 방향제 1 25 26

샴푸, 린스, 바디워시 0 24 24

가전제품 0 24 24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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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 조사기간 : 2021.2.22. ～ 2021.2.25.

• 조사대상 : 만14세 ～ 69세 서울시민

• 표본 규모 : 5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4.38%p

• 조사내용
- 환경에 대한 인식
- 녹색상품에 대한 인식 및 구매경험

-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인지도 및
구매계획

• 조사의뢰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조사기관 : 마크로빌 엠브레인) 

조조 사사 개개 요요

102명(20.4%)

320명(64.0%)

73명(14.6%)

5명(1.0%)

매우 관심 있다 다소 관심 있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환환경경문문제제에에 대대한한 관관심심도도>>

152명(30.4%)

293명(58.6%)

53명(10.6%)
2명(0.4%)

매우 영향을 끼친다 다소 영향을 끼친다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환환경경문문제제가가 자자신신에에게게 미미치치는는 영영향향>>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환환경경문문제제 해해결결을을 위위한한 노노력력>>  

40명(8.0%)

368명(73.6%)

83명(16.6%)
9명(1.8%))

매우 노력하고 있다 조금 노력하고 있다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환환경경문문제제에에 해해결결을을 위위한한 실실천천사사항항>>

309명(75.7%) 329명(80.6%)

83명(20.3%)

341명(83.6%)
296명(72.5%)

276명(67.6%)

120명(29.4%)

20명(4.9%) 2명(0.5%)

물, 전기 절약 1회용품

덜쓰기

친환경상품

사용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제품 오래

사용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환경교육참여 기타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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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물물건건 구구매매시시 우우선선 고고려려사사항항((11++22++33순순위위 응응답답))>>  

<<제제품품의의 환환경경성성 고고려려 정정도도>>

<<녹녹색색상상품품에에 대대한한 관관심심도도>>

<<제제품품의의 환환경경성성 고고려려 이이유유>>        nn==229977명명

449명(89.8%)

191명(38.2%)

80명(16.0%)

447명(89.4%)

120명(24.0%)

213명(42.6%)

가격 디자인 친환경성 품질 성분 제조사(브랜드)

59명(11.8%)

322명(64.4%)

109명(21.8%)

10명(2.0%)

매우 관심 있다 다소 관심 있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35명(7.0%)

262명(52.4%)

193명(38.6%)

10명(2.0%)

매우 고려 고려하는 편 별로 고려하지

않음

전혀 고려하지

않음

82명(27.6%)

96명(32.3%)

31명(10.4%)

17명(5.7%)

3명(1.0%)

68명(22.9%)

지구환경 보존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소 에너지 및 자원절약 자녀교육을 위해 환경보호,개선에

도움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제제품품의의 환환경경성성 미미고고려려 이이유유>>        nn==220033  <<소소득득별별 녹녹색색상상품품의의 구구매매경경험험>>  

19명(9.4%)

45명(22.2%)

71명(35.0)

46명(22.7%)

22명(10.8%)

환경문제 관심

적음

무엇이

친환경인지

몰라서

친환경상품이

비싸서

친환경상품 믿을

수 없어서

친환경상품

주변에 없어서

318명(63.6%)

182명(36.4%)

녹색상품 구매경험 있음 녹색상품 구매경험 없음
45.2%

47.5%

62.5%

68.1%

68.3%

67.1%

55.1%

71.4%

94.1%

75.0%

62.5%

54.8%

52.5%

37.5%

31.9%

31.7%

32.9%

44.9%

28.6%

5.9%

25.0%

37.5%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900만원 미만

9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녹색상품 구매경험 없음 녹색상품 구매경험 있음

<<녹녹색색상상품품 구구매매경경험험>>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 54 -



•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녹녹색색상상품품의의 구구매매 이이유유>>        nn==331188 <<녹녹색색상상품품의의 미미구구매매 이이유유>>        nn==118822  

171명(53.8%)

9명(2.8%)

133명(41.8%)

4명(1.3%)
1명(0.3%)

303명(95.3%)

34명(10.7%)

276명(86.8%)

20명(6.3%)

3명(0.9%)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녀교육을 위해 환경보호,개선에

도움

가격조건이 좋아서 기타

1순위
1+2순위

21명(11.5%)

59명(32.4%)
68명(37.4%)

32명(17.6%)

2명(1.1%)

51명(28.0%)

107명(58.8%)

130명(71.4%)

74명(40.7%)

1.1

친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가격이 비싸서 녹색상품 정보가

부족해서

친환경상품이

없어서

기타

1순위
1+2순위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녹녹색색상상품품과과 환환경경문문제제 해해결결의의 상상관관관관계계>>  <<환환경경보보전전을을 위위해해 노노력력하하는는 기기업업 제제품품의의 구구매매의의사사>>

75명(15.0%)

358명(71.6%)

58명(11.6%)

6명(1.2%) 3명(0.6%)

매우 도움됨 어느 정도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관심 없음

55명(11.0%)

316명(63.2%)

102명(20.4%)

21명(4.2%)
6명(1.2%)

반드시 사 주어야

함

되도록 사 주어야

함

환경측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음

꼭 사주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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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환환경경관관련련 인인증증마마크크의의 인인지지도도 및및 구구매매시시 확확인인여여부부>> <<구구매매시시 마마크크 확확인인여여부부>>  

376명(75.2%)

260명(52.0%)

212명(42.4%)

90명(18.0%)

83명(16.6%)

498명(99.6%)

482명(96.4%)

124명(27.8%)

240명(48.0%)

288명(57.6%)

410명(82.0%)

417명(83.4%)

2명(0.4%)

18명(3.6%)

환경마크

탄소발자국

저탄소인증

환경성적표지

GR마크

에너지소비효
율등급

KC마크

61명(12.2%)

33명(6.6%)

32명(6.4%)

25명(5.0%)

27명(5.4%)

402명(80.4%)

277명(55.4%)

263명(52.6%)

166명(33.2%)

148명(29.6%)

128명(25.6%)

115명(23.0%)

89명(17.8%)

173명(34.6%)

176명(35.2%)

301명(60.2)

320명(64.0%)

347명(69.4%)

358명(71.6%)

9명(1.8%)

50명(10.0%)

환경마크

탄소발자국

저탄소인증

환경성적표지

GR마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KC마크

반드시 확인 가끔 확인 신경쓰지않음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상품에 대한 서울시민 인지도

<<환환경경마마크크 인인증증제제품품 구구매매시시 장장애애요요인인>> <<녹녹색색구구매매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대대책책>>  

298명(59.6%)

143명(28.6%)

245명(49.0%)

169명(33.8%)

가격 비싸다 판매장소 찾기

힘듬

제품이 다양하지

않음

인증제품 구분

어려움
87명(17.4%)

92명(18.4%)

53명(10.6%)

82명(16.4%)

41명(8.2%)

59명(11.8%)

85명(17.0%)

1명(0.2%)

148명(29.6%)

238명(47.6%)

186명(37.2%)

254명(50.8%)

179명(35.8%)

246명(49.2%) 245명(49.0%)

4명(0.8%)

녹색구매교육
확대

다양한
친환경상품

출시

녹색상품의
개선

녹색상품 정보
제공 허위·과대광고

단속

온·오프라인
매장 확대

구매자 혜택
제공

기타

1순위 1+2+3 순위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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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환경지표 개발과 녹색구매 활성화 과제

ü 녹녹색색구구매매는 하나의 아젠다(Agenda)가 아니라 아아젠젠다다를를 이이행행하하는는 이이행행 전전략략임임

- 각 아젠다들과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필요

ü 서서울울형형 환환경경지지표표가가 중소 녹색 생산 · 유통 기업에 또또다다른른 규규제제로로 작작용용되되지지 않않도도록록 해야함

- 녹색구매법이 있음에도 서울시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비율은 높지 않음

- 대규모 구매집단인 서울시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 특히, 중중소소기기업업의의 녹녹색색생생산산 · 녹녹색색구구매매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지지원원대대책책을을 함함께께 고고민민해해야야 함함

ü 서서울울시시민민의의 녹녹색색소소비비 · 구구매매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정정책책 필필요요

-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의무구매제도 및 지자체 평가지표로 활용되어 구매액이 2010년 대비 2019년 2.3배 증가

- 녹색시장 점유율은 공공부문 86.9%, 민간부문 13.1%로 민간부문 녹색구매 수준은 매우 저조

- 국내외적으로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경쟁력이 기업 및 국가의 핵심요소로 부상,

녹색소비 · 녹색상품은 필수적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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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5□ 

   시민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서울 공공 및 
상업 건물 대상 평가지표 수립방안ESG 

기준학숙명여대 산학협력교수( )





시민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서울 공공 및 상업 건물 대상

ESG 평가지표 수립방안

기기준준학학

숙명여대 산학협력교수

1. 서울형 ESG 평가지표 수립 필요성

11)) 최최근근 투투자자사사의의 주주요요 의의사사결결정정 요요인인으으로로 확확대대되되고고 있있는는 EESSGG  평평가가를를 서서울울시시에에 적적용용하하여여

기기업업의의 EESSGG  경경영영을을 확확산산하하고고 시시민민들들의의 의의견견 반반영영을을 통통한한 정정책책 효효과과 제제고고 필필요요

출처 : 조선일보(2020.9.20.). 대세가 된 ESG 투자 모르면 돈 못 법니다. 출처 : Embrain(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 투자자는 기업 선택의 기준으로 비재무적인 성과인 환경 · 사회 요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2년 13.2조

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 ESG 투자자산은 2020년(6월 기준) 40.5조 달러로 급증함

• 소비자는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 가치 판단을 토대로 공정무역이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가치소비를 확대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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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ESG 평가지표 수립 필요성

22)) 정정책책형형 EESSGG  평평가가지지표표 개개발발은은 이이미미 많많이이 개개발발된된 기기업업형형 평평가가지지표표와와는는 달달리리 특특정정 정정책책연연계계

효효과과를를 극극대대화화할할 수수 있있는는 방방향향으으로로 추추진진하하는는 것것이이 바바람람직직함함

-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한 기업 ESG 평가지표는 세계적으로 약 200 여개가 존재하고 국내에만도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 20 여개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기업 대상 평가지표 개발은 무리임

☞ 국제적으로는 GRI(글로벌보고계획)와 SASB(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등이 협업을 통해 ESG 
정보공개 표준을 통합 추진 중이고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통합평가지표 제정 중

- 서울시 역점 환경정책인 탄소중립 , 미세먼지 감축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 등과 연계할
경우, 정책 효과 제고는 물론 서울에 적합하고 특성화된 평가지표 개발 가능

☞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 체계가 구축되어 ESG 평가체계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기반을 갖출 수 있음

2. 정책연계를 위한 ESG 평가지표 개발 방향

11)) 기기존존 기기업업 대대상상 EESSGG  평평가가와와는는 대대상상 차차별별화화와와 상상대대적적인인 단단순순화화로로 이이중중부부담담 논논란란을을

회회피피하하고고 기기업업 수수용용성성을을 제제고고할할 필필요요가가 있있음음

- 기업 대상 ESG 평가체계 안에 속하면서 보다 서울시에서 정책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예컨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건물 사업장으로 대상을 차별화

☞ 대상을 건물로 한정할 경우,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건물 사업장 특화 지표 필요

22)) 우우리리나나라라 국국민민 대대상상 환환경경의의식식 조조사사 결결과과 ,,  

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  미미세세먼먼지지,,  기기후후변변화화가가 가가장장
중중요요한한 환환경경문문제제로로 조조사사되되었었는는데데 모모두두
기기업업활활동동과과 밀밀접접하하게게 연연관관된된 사사항항임임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많은 부분이 에너지 사용에 기인하는 문제로
결국 탄소중립 실천으로 귀결됨

출처 :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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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계를 위한 ESG 평가지표 개발 방향

33))  서서울울시시는는 22005500  탄탄소소중중립립을을 위위해해 공공공공 및및 상상업업건건물물 대대상상

온온실실가가스스 총총량량규규제제 추추진진 중중

- 하지만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에 대한 건물 사업장 조사
결과, 동의 23.6%, 비동의 35.9%로 부정적임

☞ 비동의 이유로는 과다한 비용 우려, 감축효과 미비, 많은
규제 적용을 들고 있고 기후변화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도 5.5%에 이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4))  건건물물 및및 관관련련 펀펀드드에에 특특화화된된,,  비비교교적적 간간단단한한 방방식식의의 GGRREESSBB라라는는 EESSGG  평평가가지지표표가가

22000099년년부부터터 세세계계적적으으로로 적적용용 중중으으로로 건건물물 사사업업장장 적적용용성성 확확보보

- 2020년, 전년비 22% 증가한 64개국 1,229개 부동산 분산 투자와 96,000개 부동산의 ESG 평가 적용
(GRESB : 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

서울시 소재 공공 및 상업건물 대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및 폐기물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사업장에 적합한 ESG 평가지표 개발 추진

출처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당 도입
방안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한 비용의
이유 응답결과(황인찬 등, 2020.)

3. 서울 공공 및 상업건물 대상 ESG 평가지표 개발

11))  건건물물 대대상상 EESSGG  평평가가지지표표 개개발발을을 위위해해서서 시시민민 거거버버넌넌스스 중중심심

균균형형 잡잡힌힌 추추진진 체체계계 구구축축

- 서울시 시민 거버넌스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관하되, 
서울시 행정 , 건물 사업장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실효성 제고

☞ 건물 사업장의 경우, 건물에너지절약협의체 소속
민간기업 참여로 현실 여건 고려 및 초기부터 행정
참여를 통해정책 실행력을 제고

22)) 기기존존 EESSGG  평평가가체체계계는는 투투자자자자 관관점점에에서서 구구성성,,  운운영영되되고고 있있지지만만 서서울울형형 EESSGG  평평가가체체계계는는

온온실실가가스스··쓰쓰레레기기 감감축축에에 가가중중치치 부부여여 등등 정정책책 관관리리형형으으로로 추추진진하하여여 정정책책 효효과과 제제고고

- 전년 대비 2020년에 GRESB 평가 대상의 에너지 사용량 2%, 온실가스 3.1%, 용수사용량 1.5%가
각각 감소하여 관리체계로서의 효용성도 입증하고 있음(2019년에도 온실가스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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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공공 및 상업건물 대상 ESG 평가지표 개발

33)) GGRREESSBB  평평가가지지표표를를 참참고고하하되되 서서울울시시 여여건건에에 맞맞추추어어 수수정정 ··  보보완완하하는는 방방식식으으로로 개개발발

- 기본적으로 관리 절차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영체계부문과 이를 통해 달성한 성과부문으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체계 배점을 높이되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출처 : GRESB 2021 평가 매뉴얼

3. 서울 공공 및 상업건물 대상 ESG 평가지표 개발

- 시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사업장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및 정확도 제고

☞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력, 가스, 스팀 시스템을 활용
☞ 용수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도 기존 서울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 검토

- 미국 친환경빌딩인증(LEED) 등 국제 인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도를 검증하는 GRESB와는 달리
서울시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검증체계를 적용하여 사업장의 비용 및 대응 부담 완화

44)) 건건물물 거거래래 시시 EESSGG  평평가가결결과과가가 반반영영될될 수수 있있도도록록 공공인인중중개개사사협협회회,,  리리츠츠협협회회 등등과과

긴긴밀밀한한 협협력력체체계계 구구축축으으로로 평평가가 활활용용도도 제제고고

- ESG 등급이 높은 친환경 부동산의 가치가 거래에서 반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사의 투자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지표의 활용도를 확대

55)) 정정책책적적으으로로 EESSGG  평평가가 결결과과와와 연연계계 가가능능한한 인인센센티티브브와와 페페널널티티를를 마마련련,,  효효과과성성 제제고고

- 건물 효율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ESG 등급과 연동하거나 평가 결과 공개로 평판에 영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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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일정
평평가가 초초안안은은 1111월월 말말까까지지 정정리리,,  내내년년 11월월 중중 최최종종안안 마마련련 및및 의의견견수수렴렴 지지속속 수수행행

- 평가 수행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수행단은 ESG 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리츠협회·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및 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

☞ 평가 수행단 구성 후 교육을 통해 눈높이를 맞추고 시범평가 시행 후 문제점 개선 및 보완

• GRESB 개요

GGRREESSBB((GGlloobbaall  RReeaall  EEssttaattee  SSuussttaaiinnaabbiilliittyy  BBeenncchhmmaarrkk))는는 세세계계적적인인 EESSGG  평평가가기기관관인인 GGRREESSBB가가
전전 세세계계 부부동동산산 및및 인인프프라라 펀펀드드와와 부부동동산산 자자산산에에 대대해해 EESSGG  등등급급을을 55단단계계((ssttaarr))로로 평평가가하하는는 방방안안

- 부동산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ESG 평가체계로서 부동산 기업, 펀드와 투자자에게 정보 판매
- 2020년 전년 대비 22% 증가한 64개국 1,229개 부동산 분산 투자와 96,000개 부동산의 ESG 평가 시행
- 전년 대비 평가 대상의 에너지 사용량 2%, 온실가스 3.1%, 용수사용량 1.5%가 각각 감소하여 투자

기준으로뿐만 아니라 관리체계로서의 효용성도 입증하고 있음(2019년에도 온실가스 2.7% 감소)

출처 : GRESB 2019 and 2020 Results on Sustainable Re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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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 서울형 ESG 지표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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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자료지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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