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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두어연구개발및상업화가진행되고 있다.

개발등을추진하게된다.
EU에서는 1985년부터 EUREKA Project, ACE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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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환경기술발전단계

Environment) Program 등을유럽 국가들 공동으로 수
행하였으며, 신제조공정, 재활용기술등에관한기술정
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NETT(Network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를운영하고있다.

2.1 각국의환경기술개발현황

1. 서론

<표1> 세계환경시장의발전추이

영국에서는오염물질배출을원천봉쇄또는최소화

미국은 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압박정책을

하는기술의개발에중점을 두어, ETIS(Environment

환경정책의기저로하고있다. 환경보호국(USEPA의
)

Technology Innovation Scheme), EMOS

총괄주관하에 ORD(Office of Research and

(Environment Management Options Scheme),
Euroenviron 등의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1996

2000

2005

성장율

전세계

4,530

5,430

6,610

4%

례의 세계대전과 끊임없는 국지전, 그리고 대량 생산

아시아

189

364

908

17%

Development), NRMRL(국가위해성관리연구소) 등

과소비사회의정착등으로자연자원고갈과환경오염

일본

771

817

1,141

4%

한국

47

62

86

6~8%

이 분야별로 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네덜란드는 1989년 발표한 국가환경정책계획

오염물의유출을우선적으로억제하는데에중점을두

(NEPP과
) 연계하여, 원료, 제조공정, 제품 및 폐기물

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오염통제기술

의 사이클화로 자원의 전주기 순환 달성, 에너지 소비

(Contro과
l) 오염복원기술(Remediatio에,
n)장기적으

량 절감 및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로는 오염회피기술(Avoidance) 및 측정·평가기술

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각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

(Measurement & assessment)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환경부(BMU는
)

미국은 환경기술의 상업화에도 정책적으로 나서고 있

중점과제를발굴·지원 및정부내환경기술 연구조언,

④동반성장산업: 여러산업의특성을지니므로주변산업발달이큰영향을미침.

는데, 특징적인한측면으로, 다국적기업들(3M, Dow

연방환경청(UBA은
)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기술 적용

⑤기술수요의불확실성이높고개발투자의부담이높음.

Chemical 등)이스스로사전오염예방기술의중요성을

및기술개발평가, 연방과학부(BMBF에서는교육및
)

인식, 자체개발을 시작하고, 이후 정부가 국가정책으

과학기술개발 지원과 환경기술개발 재정 분담(80%),

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

로 확대해 나아가기도 한다. 일본은 환경규제와 환경

독일 연구협동체(DFG에서는
)
기초과학연구자(대학)

구가필요한 고급 응용기술로서, 전세계에서연구개발

산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하여, 배기가스 탈황기술, 자

에연구개발비배분등을담당한다.

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사후처리기술

동차엔진기술및CFC 대체물질개발등의기업활동

구

20세기에들어, 산업혁명과화석에너지의개발, 2차

문제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화되었다. 최근 프랑

분

주) EBI(1996) 자료를이용한추계

스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산업의 특징

불안감이 AIDS
에대한것보다훨씬 높은것으로나타
나고있다(조선일보, 2000.10). 이에따라환경산업도

①인위적시장창출: 정책, 환경규제등제도적요인에의한수요창출. 최근에는
소비자인식변화에의한수요증가.

금세기가장발전가능성이큰분야로서성장을계속하

②기술심화형복합산업: 거의전분야의고급응용기술이필요함.

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권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율과

③고객지향: 오염의발생과정, 오염의특성, 처리과정등에따라상이한설비및

함께풍부한시장잠재력을 보이고있다.(<표1> 참조)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기술 수

기술이요구됨.

⑥지속가능한미래성장산업

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환경기술은 여러 분야의 지식

(End-of-pipe treatment)이 거의 확립되어 최근에는

⑦국내산업의경쟁력지속을위한토대: 환경문제를위주로하는신국제경쟁질서 수립

2. 선진국 환경기술 동향

환경오염의 근본적원인을저감시킬수있는오염예방

캐나다는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센터(Environ-

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mental Technology Center (ETC))와 5개의 지방환

물의종합 재생이용 시스템 개발(아쿠아 르네상스 ’
90

경청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 제도가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선진국에서는1세대 환경기술이라 할수있는사후

프로젝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Moonlight project)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DRECT(Development and

는 1992
년부터본격적인정부주도연구개발(G-7 환경

처리기술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발생자체를 줄이기

등을 추진하였고, 1993년부터는 기존의 여러 환경기

Demonstration of Resource and Conservation

기술개발사업)을시작하였다. 현재사후처리기술분야

위한‘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과 오염된 환경

술개발프로그램을통합한New Sunshine 프로그램이

Technology)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는 선진국 수준에근접하고 있으나, 예방, 측정·분석,

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

추진되고 있다. New Sunshine 프로그램은 1993
년에

기술평가제도와 유사한 환경기술인증(Environmental

핵심설비및복원기술등은아직초기단계에있다.

(Remediation technology)’등 2, 3세대 기술에 중

서 2020
년까지 신에너지기술개발, 지구환경보호기술

Technology Verification) 제도도운영하고있다.

특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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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국의중점개발환경기술

현재미국, 일본및유럽에서진행중인중점개발환

3.3 환경기술발전전망

을표시하였으며, G-7 사업이완료되는2001
년의기술

오염의 매체간 전이 발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준도예상하였다.([그림2] 참조)

다수의 사업을 소규모로 지원하여, 대형 유망기술의

경제와 소비활동의 증가에 따르는 BOD 등 환경부

경기술을 <표 2>에 나타내었다. 공통적으로 2, 3세대

1995년까지 수질오염 방지기술, 고효율 집진 및

도출이 적고 세부사업간 연계가 미흡했다는 점 등이

하의 계속적 증가,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의 이행확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을 많이 소유

CFC(Chloro Fluoro Carbon) 대체물질기술외에타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내 환경기술 개발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PPMs(Process & Production

한 미국의 경우에는 지구환경문제인 온실기체 제어기

야는선진국수준에크게못미치고있었다. 이들미진한

업들이공통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이다.

Methods)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오

술등의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분야들역시, G-7 사업종료시점까지선진국수준근접

염방지기술(LCA, 환경친화적 제품생산기술 등) 개발

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 막바지에접어든현재까지기
술수준이크게향상되지는않은것으로생각되고있다.

<표2> 국가별중점개발환경기술현황
구

중점개발기술

분

1992~

개발사업 (G-7)

환경부

환경기초및

정부

- 수소자동차개발기술(Ford 社)

기반기술

제안

- 생태계복원기술(해양및산림생태계)

개발사업

부서

- 생물학적고도하수처리 (SBR주1)등)
미국

추진기간 투자비(억원) 과제수

주관

사업명
환경공학기술

- 오염토양정화(핵, 화학등) - 생물공학(난분해성오염물질처리등)
- 갯벌복원및조성기술

이절실해지고있다.

<표3> 환경부환경기술개발관련사업

2001

3,965

294 ·민관협력

9.5

2

·공공기술분야
중심

- 온실기체제어기술(이산화탄소고정등)
- 환경생태기술
(멸종위기동·식물복원, 자연정화기능확대, Mitigation 등)
일본

- 배연탈황·탈질기술(SCR주2), 전기방전법을이용한탈황·탈질

(a) 대기오염방지기술

(b) 수질오염방지기술

~1997

관리

산업화

- 폐기물소각기술(다이옥신저감기술등)

·중소기업보유

환경

민간기술개발및

280

공단

자금지원

76개

우수환경기술

업체

개발및 사업화
촉진

동시처리장치등)
- Hybrid 및연료전지자동차기술
영국
독일
프랑스

- 토양정화기술

<표4> 기타부처환경기술개발관련사업

- 그린에너지개발

담당부처

- 고도정수기술(오존발생장치기술등)
- 환경오염장기예측및예측기법개발

네덜란드

사업명

주관

추진기간 투자비(억원) 과제수

- 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

최적정책선정
주1) SBR : Sequencing Batch Reactor (연속회분식반응조)
주2)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

환경복원

(c) 폐기물처리기술및청정기술

(d) 지구환경보전기술,
해양보전기술및환경생태기술

과학

및

기술부

재생기술

[그림2] 국내환경기술수준

-

밀접한오염지역
1995~

195

복원으로

5

국민건강에

2001

개발사업

미치는
위해저감

3.2 환경기술개발현황

산발적으로 개발하였으나, 1992년 환경공학기술개발
사업(G-7을
) 기점으로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이 진

3.1 국내환경기술수준

환경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기술의 수준을 분야별로나누어 조
사하였다. 조사는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분야별
로, 선진국수준을100으로하였을경우의상대적수준

행되어왔다(<표3> 및<표4> 참조). G-7 사업은 2000
년 4월 기준으로 29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공업
소유권출원및등록 594건, 기업화72건등의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매체별 사후처리기술 위주의 기술개발로서

·산업경쟁력

공업기반 산업기술

1990
년대 초반까지는 각 부처별로 필요한 기술을
3. 국내 환경기술 현황 및 전망

assessment 및 복원기술도 그 수요에 따라 급속히 발
전해갈것으로생각된다.
변화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와([그림 3] 참조),
전술한 그간의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비판 및 기타 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비고

·주거지역에

- 각종오염물질분석및분석기법의개발
- 측정망운영및각종환경정책적용시의환경질변화예측을통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토양의 Site

되고있다.

- 폐기물관리

- 폐기물소각기술(재순환연소가스이용기술등)

- 다이옥신분해촉매개발기술

공장용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의 기업

건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새로운 연구사업이 기획

- 폐타이어의리싸이클링기술

- 발전기술(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등)
- 대기분진측정기술

2
가
또한 2011
년까지 4,600~5,200k
m 주거 또는

환경성 평가 제도에 보유 부동산의 토양오염 현황이

(2000)
·연구용역위주

1996~
1997

비고

산업

기술개발

정책

사업주)

연구소

청정에너지

자원부 기술개발업

2.904
1987~

(1994)

기술개발촉진

기술
개발센터

107

36

(1998)

(1998)

생산기술
120
기술개발
1995~
연구원
(1997)
사업

이 사업은, 다매체(多媒體) 통합환경관리, 생태계 및
오염토양 복원, 사전오염예방, 환경관리정보화 촉진,
지구환경보전등을주요연구개발분야로하고있다.(<
표5> 참조)
최근에는 대기업에 못지 않게, 환경 벤처기업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환경벤처협회(KEVA,
Korea Environmental Venture Association) 100여개
회원사들의 서비스와 제품이 대부분 선진국형임을 감

에너지

청정생산

주) 기타분야포함

약 760 강화에필수적인
(1994) 핵심산업

21)’
으로 명명되어, 2001년부터 2010
년까지 추진될

안하면, 이들이 오히려 정부나 대기업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환경친화적

이들은 또한, 그 동안 공정기술에 치중하여 등한시

산업구조촉진

되어 왔던 핵심부품 및 측정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집기획

차세대 환경기술 발전 전망

<표6> 수출전략화를위한유망환경분야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
현재

37.8

31.9

18.1

5.2

·수용체인사람, 생태계, 지구를대상
20년후

37.8

16.6

12.6

수
질

대
기

폐
기
물

14.0

13.3

7.3

토 2.7 지 2.3 위
양 청 구 해 해
정 환 양 성
기 경 환
술
경

수
자
원

10.3 5.0

생
태

기
타

[그림3] 20년후환경기술수요전망(%)

<표5>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21)
단위사업명

통합환경관리시스템개발(환경다매체위해성평가기술)
①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환경영향인자의 종합적 순환시스템 설정

·배연탈황·탈질설비의대형화및수출촉진기술
·통합매체형환경오염저감기술(광촉매·플라즈마활용기술)
·오염우심공단지역에대한통합관리기술개발

(산불에의한생태훼손의효율적복원기술개발)
·생물다양성보전기술
·오염토양관리기술및정화·복원기술
·지하수보전·관리기술및정화기술
·환경유해물질대체또는저감기술개발

·공통의목표와공통의기준설정
·영향인자, 발생원, 오염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환경친화적인청정제품개발(유기세정제대체제품개발등)
·오염방지와폐기물감소를위한LCA주)적제품설계기술개발
·저공해자동차엔진개발및청정연료사용자동차개발

④환경관리정보
화촉진기술
개발

·환경측정·분석기술의자동화기술개발
·지능화된환경감시및해석시스템개발
·지구온난화물질저감·안정화기술

위해성저감및최소화를위한환경오염저감기술개발및환경관리대안수립

·황사및장거리이동물질및모니터링기술
주) LCA : 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4. 환경기술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규제의 통합 및 탄력적 관리의 정보화

지고 있다. 이는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석유화학업의
배출가스관리

·수질관리및처리전반 ·수질관리및처리전반 ·수질관리및
처리전반

폐기물 ·생활및산업폐기물
기타

·환경측정기술

·소각

·폐기물

·고유황석탄탈황기술

·환경모니터링,

및석탄청정

환경영향평가

5. 결론

오존, 해양오염 및 공유수계의 오염 및 환경문제의
무역장벽화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국지적인 문제에

[그림4] 차세대환경기술의개념

조), 장·단기환경기술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해야
할것이다.

서전세계공통의문제점으로 인식되면서, 환경기술에
예방 및 복원과 함께 기상, 액상 및 고상 오염물질의

요구되는 조건들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고자료

통합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추세에 의한 것이다.

다매체 오염 방지기술의 개발, 사전오염 최소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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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화학

리나라를포함한각국정부에서도자금지원외에환경

물질(Toxic chemical)을 적게 사용하

규제 강화, 신기술 적용의 장려 등, 제도적으로 보다
질높은환경기술개발을독려하고있다.

거나전혀사용하지않는청정생산기술

1996.
4. 차승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추진계획, 첨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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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ir plasma
decomposition torch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연구개발 환경에 적합하고 장

proces의농축수,
s
소각후다이옥신및매립지침출수등의2차오염이

기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없거나최소화된기술

하며,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한 적극적 기술도입도 독

셋째, 기존처리기술들의단순화및효율향상

자적인연구개발과마찬가지로중요시되어야한다. 또

넷째, 매체별로분류하여처리하는대신, 하나의시설에서기체, 액체, 고

한 이제까지 공정(proces기술
s)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7.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중·장기발전계획”
, 국립환경연구원, 2000. 7.

체를모두처리할수있는통합적인처리기술(광촉매, 고온및저온플라

공정기술과중소(벤처)기업의부품기술을함께협력·

8.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기획보고서”
, 국립환경연

즈마(Thermal, non-thermal plasma), 전자빔(Electron-beam), 초

개발하여설비와공정의적합성을향상시키는 방안등

임계수산화법(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등) [그림5] 참조)

도고려해야한다.

둘째, 폐수처리 슬러지, Membrane

다섯째, 보다명확한측정평가기술및생태계·토양오염복원기술

최근 환경기술개발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중공업, 광업,

·환경영향인자의발생, 순환시스템에대한효율적인제어기술개발
·대기·수질 등 여러 매체에 환경오염 저감기술 동시 적용(다매체)

·지구환경변화예측및평가기술
·연안오염방지및확산제어기술

·분진

의한배출방지설비와

·환경모니터링

·환경센서등의소재·부품개발및측정기기국산화

·매립지온실가스의자원화기술
⑤지구환경
보전기술
개발

수질

[그림6] Pneumatic fracturing accelerates cleanup of
hard-to-reach contaminants

모든 환경매체·경로에 대한 오염물질의 배출·거동 및 위해성 종합평가

(저독성용매로의대체기술개발등)
·오염원저감을위한신공정개발

중남미

효율적에너지관리장비 ·배연가스세정

·자연생태계회복기술개발(생태위해성평가기술개발등)

③사전오염
예방기술개발

대기

통합매체형공통기준설정 및분석

·자동차저공해오염기술개발
·자연환경복원기술

동구권

·고정및이동오염에

·소각장, 하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의핵심부품/소재개발

②생태계및
오염토양복원
기술개발

·배출물질관리

중점기술(후보)
·모든오염매체및오염경로를고려한종합환경위해성평가및

아시아

분야

·대기, 물, 토양, 등 각 매체를 통합

장기적으로 2, 3세대 첨단기술의 확보에 노력하되

([그림6] 참조)

단기적으로는 동구권이나 중남미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여섯째, 여러국가에걸친지구환경문제에대응

기존 오염방지기술도 확립하고 개선하여(<표 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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