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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of Chongju City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the urban growth management. 

The urban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of the city by the index of ecological

footprint(EF), shows that the ecosystem of the city has been overloaded and most of the

deficiencies has come from outside of the city.

The EF index, the area of land per capita required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city, was 1.731 ha per capita in 1989 and 1.901 ha per capita in 1999. On the other side, the

ecologically productive land is 0.0175 ha per capita. It means that every citizen owes 1.88 ha per

capita to the ecosystem in 1999. The land consumption of the city has increased by 0.1705 ha per

capita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capacity of infrastructure and the service supply estimated by the Onishi model does not

exceed the demand of the city in 1999. But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and fast urban

growth need the expansion of the capacity.

The water supply capacity of the city appears to be sufficient in 1999, but the water supply

demand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e capacity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seems to be

sufficient, but the higher level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should be adopted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s the generation of sewage will increase and its characteristics

will also make the wastewater treatment difficult. Due to the decrease of solid waste generated,

the landfill capacity for solid waste disposal is not insufficient at present, but the capacity will

be saturated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e scientific management system of solid wastes

should be introduced.



I. 서 론

오늘날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새로운 개

발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환경친화적,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이 예외 없이 등장하

고 있다. 이런 취지하에 특히 서울시, 대전시, 제

주도 등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를 설

정하고 이를 생태도시의 조성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환경용량을 국토

환경의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지표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나 분석기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

가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환

경, 천연자원, 의료, 빈곤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해

주로 관심을 두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

적 시각을 제공하기에는 파편화된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국지적 수준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사회

적 차원이나 일상생활의 질에 관계된 차원을 더

욱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견해는 잘 반 하지만,

지역 문제에 따라서 지표가 너무 가변적이며 다

양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시적인 차원에서 환경적, 생태적으로 안

정된 도시개발과 관리를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

발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여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러

한 지표들은 어느 부문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반

면에 또 다른 부문은 취약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다른 차원의 지표와는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경

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생태적발자국지

수(Ecological Footprint, EF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

구1), 서울시 전체의 환경용량을 EF지수 및 오니

시모형으로 분석한 연구3), 토양피복도와 이산화

질소의 수용능력으로 서울의 환경용량을 평가한

연구4)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동안 인구가 2배이

상으로 급증하여 환경오염, 교통문제, 도시기반시

설의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는 청주시의 도시환

경관리방안과 도시성장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9년과 1999년의 청주에 대해 생태적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EF)지수와 오니시모형

(Onishi Model)을 적용하여 도시환경용량의 변화

상태를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II. 환경용량평가의 개념과 분석방법

1. 환경용량평가의 개념

환경용량평가란 경제활동으로 인한 해당 지역

환경용량의 초과 여부를 환경용량 구성요소의 한

계치를 기준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일

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도시 환경용량을 결정하

는 조건 중에서 문화적 조건 즉 해당지역 주민의

가치 수준이 어떠한 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환경용량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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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r quality of the city meets both the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 and WHO

recommendation standard, but the strong regulation and control of automobile emission gas

such as CO, CO2, NOx and HC is required for cl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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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환경용량산정의 결과치를 사용하거나 사회

적 합의기준인 정책목표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환

경용량평가란 하나의 정책적 판단 행위로서 환경

용량선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반드시 환경용량산정 결과치만을 활용해서 환

경용량평가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환경용량을 정확하게 산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나, 현

실적으로는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환경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대로 된 환경용량평가란 환경용량의 정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환경, 사회환경, 자연환경 각

각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들 상호간의 역동적인

관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환경용량을 추정하

고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지역 주

민의 가치 수준도 반 하는 것이어야 한다.3)

환경용량평가는 문제점과 많은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환경

용량평가는 환경질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나

개발 규모 등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발전전략 수립시

주요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경관련부

서에 국한되어 왔던 지역환경관리가 지역의 발전

과 삶의 질 향상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환경용량

평가는 통합적인 지역환경관리정책의 수립 추진

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용량평가

를 통해 지역환경관리의 통합적 접근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협

력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의 환경용량을 분석 평가

하기 위해 생태적 발자국 지수와 오니시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태적 발자국 지수

생태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지수는

리즈(Rees) 등23)에 의해서 1990년대 초에 개발된

것으로,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원을 하나

의 평가 단위인 생산적인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값이다. 인간의 소비활동을 위해 필요한 토지면

적이 실제 지역이나 국가의 토지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그 지역은 환경용량 또는 수용능력을 초과

했다고 본다.3)

EF지수로 특정 지역의 소비량을 그 지역의 생

산적인 토지면적과 비교함으로써 지역 외부로부

터 수입해서 사용하는 자원의 양을 알 수 있다.

EF지수는 일정 지역의 환경용량을 간단한 수치

로 보여주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활

동에 필요한 자원을 에너지생산 토지, 구조물환

경, 정원, 경작지, 초지, 인공림, 자연림, 비생산적

토지 등 8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음식, 건조

환경, 산림, 에너지로 단순화시켜 이것을 토지소

비면적이라는 지표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EF지수의 산정은 4단계를 거친다. 첫째, 측정

대상 지역의 주요 소비부문을 일반적으로 음식부

문(food), 건조환경부문(built environment), 산림부

문(forest), 화석연료부문(energy)으로 설정한다.

둘째, 각 항목별 1인당 소비량을 단위생산량(산출

율)으로 나누어 항목별 EF를 계산한다. 셋째, 항

목별 1인당 EF의 합으로써 부문별 EF를 계산한

다. 넷째, 각 부문별 EF를 더하면 1인당 총EF지

수가 된다. 

2) 오니시 모형

오니시 모형은 동경도 구(區)지역의 지속가능

한 환경용량 접근방법으로 개발되었는 데 물 공

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철도, 도로, 대기오염,

주택 등 7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찾기를 통해 해당지역의

환경용량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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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시는 도시의 지속성을“환경적 제약범위

내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수준

의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시용

량을“도시 내의 모든 활동들이 안락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도시가 지속적

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성장, 인구, 경제활동

그리고 도시용량간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22). 

오니시는 도시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없으

며, 시민들이 도시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편안

하게 즐길 수 있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는 도시용량 한계에 대한 가설을 기

초로, 동경도의 환경용량을 도시 기반시설 및 서

비스의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관계 측정을 통해서

분석하 다.

Cs ≥ Cd :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 가능한

수준

Cs 〈 Cd : 지역의 도시 편의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 수준

Cs= 도시 편의시설 및 서비스 Xi의

공급에 의해 주어진 수용능력

= f(Xi)

Xi : 여러 가지 도시 편의시설 및 서비스

Cd= 도시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필요

수준 = g(P, E) 

P : 도시 거주민

E : 시외 통근 직장인

오니시 모형은 분야별 환경용량평가로서 도시

하부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의 평가에 유용하며, 도

시 하부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가 개

발사업지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 전체 차원의 환경용량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환경용량의 한 부문

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환경

용량평가라기보다는 환경용량평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환경용량평가의 일부를 적용하는 예를 들면,

기상, 지형 등에 따른 대기정화능력 등을 토대로

해당 도시가 대기질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허용대기오염배출가능량을 대기질모형(air

quality model)으로 산정하여 이를 대기환경용량

이라 보고 대기질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 특정

수계의 수질이 수질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허용수질오염부하량을 수질모형(water

quality model)으로 산정하여 이를 해당 수계 환경

용량이라 간주하여 수질관리하는 방안이 있다2).

한강, 금강, 낙동강, 산강에 대해 실시하는 오염

총량제, 미국 환경청의 1일 최대 총오염부하량

(TMDL: total maximum daily load)은 환경용량평

가의 일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다. 

III. 청주시 환경용량평가

1. 생태적 발자국 지수 분석

1) 부문별 생태적 발자국 지수 분석

청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1989년∼1999

년)의 생태적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지수

의 변화를 분석한다. EF지수산정대상은 음식, 건

조환경, 산림, 에너지 등 4개 부문으로 한다. 

(1) 음식부문

음식부문(1인당) EF지수는 (한사람이) 소비하

는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이다.

음식부문의 EF지수의 산정을 위해 미곡, 맥류,

서류, 잡곡, 두류, 채소, 과실, 특용작물, 축산물,

유제품 등의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 다. 산출률은 생산량(톤)을

작물재배면적(ha)으로 나눈 값이다. 음식부문에

대한 청주시민 1인당 EF지수는 1989년의 경우

0.6333ha, 1999년의 경우 1.0448ha로 계산되었다. 이

는 EF지수값이 큰 축산물과 유제품의 1인당 소

비량의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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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조환경부문

건조환경부문은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는 부문

으로 토지의 특성상 어떤 특정 부문이 점유하면

다른 부문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건

물을 짓고 관리하는 토지는 EF의 계산에 포함된

다.1) 1989년에 건조환경부문이 차지하는 토지면

적은 1인당 0.0079ha이며, 1999년의 경우 그 값은

0.0093ha이다. 건조환경부문 EF지수는 대부분의

건조환경이 도시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다른 부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3) 산림부문

산림부문의 1인당 EF는 1인당 목재관련 제품

의 소비를 위해 필요한 산림면적이다. 청주시의

산림부문 산출률은 1989년과 1999년 각각 0.18921

m3/ha와 0.26345m3/ha 이고, 산림부문 1인당 EF

지수는 1989년에 1.0183ha, 1999년에 0.6256ha으로

산정되었다. 

(4) 에너지부문

화석연료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의 계

산방법으로 ① 화석연료의 대체연료의 생산에 필

요한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②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없애는데 필요

한 토지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③ 화석연료가 소

비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자원을 다시 만들어 내

는데 필요한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이 방법들은 화석연료 100기가줄(jules)의 소

비는 대략 1ha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계산 값을

이끌어 낸다1).

1989년과 1999년의 1인당 화석연료 소비량은 각

각 7.11기가줄(jules)과 22.13기가줄(jules)이며7),15),

에너지부문의 1인당 EF는 1989년에 0.0711ha이고

1999년에 0.2213ha로 산정되었다. 

2) 총 EF지수 분석

청주시의 1인당 EF지수 산정 결과 1989년에

1,7305ha, 1999년에 1.9010ha로 산정되었는 데 과

거 10년 동안 청주시의 소비수준은 토지로 환산

했을 경우 1인당 0.1705ha만큼 증가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문별, 즉 음식, 건조환경, 산림, 에너

지부문의 소비규모를 각각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1999년의 EF지수를 보면 음식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림부문,

에너지부문, 건조환경부문이다. 특히 건조환경의

건설에 소비되는 토지는 외부로부터 유입이 불가

능한 고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동

시에 건조환경은 토지로부터 나온 생산물을 소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기 때문에 산출률과 상관없이 토지소비면적이 곧

EF지수가 된다. 따라서 건조환경부문 1인당 EF

지수는 인구 도가 높은 만큼 적게 산출된다. 반

면에 음식부문은 청주시 외부에서 생산되어 들여

온 것이어서 음식부문 EF지수는 소비량이 많을

수록 높게 나타나며, 청주시의 높은 인구 도를

반 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부문 EF지수가 다른

EF지수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청주시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음식물을 대량 소비한다는 것

을 뜻한다.

과거 10년간 청주시의 EF지수변화를 보면 음

식부문, 건조환경부문, 에너지부문은 증가하 고,

산림부문은 감소하 다. 음식부문 EF지수의 증가

는 식생활 개선에 따른 늘어난 소비항목과 줄어

든 소비항목간의 상쇄효과로 볼 수 있으며, 건조

환경부문의 변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이에 대한 소

비는 상대적으로 타 항목에 비해서 적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특히 에너지부

문 EF지수가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의 급증을 의미한다. 산림부문의

EF지수 감소는 목재 소비량의 감소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10년간 총 EF지

수의 증가는 음식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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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환경용량 초과 분석

EF지수로 청주시의 환경용량의 수준과 적정규

모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과소비,

생태적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토지면적 배수 등

을 통해서 즉 청주시의 소비규모와 자연조건에서

의 토지 생산능력과의 비교를 통해서 환경용량의

초과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1) 초과 소비 분석

1989년에 청주시민 1인당 토지면적은 0.0262ha

이고 1인당 EF지수는 1.7305ha이다. 청주시민 1인

은 자연조건으로 주어진 토지면적보다 1.7043ha만

큼 초과소비하고 있다. 1999년에는 1인당 토지면

적이 0.0269ha이고 1인당 EF지수는 1.9010ha로 주

어진 토지면적보다 약 1.8741ha를 초과 소비하고

있다. 초과소비량은 결국 청주시의 자연환경용량

을 초과한 양이며, 이러한 초과소비량만큼 외부

의 토지를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태적자 분석

생태적자(ecological deficit) 개념2)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향을 평가할 수 있다.

생태적 적자란 해당지역의 소비를 위해 사용된

토지면적이 생태적으로 생산적인 토지면적

(ecologically productive land: EPL)에 비해 얼마나

큰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청주시의 총 면적은

1989년에 11,901ha, 1999년에 15,332ha이며 이 중에

서 EPL은 1989년에는 청주시 면적의 70.6%인

8,406ha, 1999년에는 65.1%에 해당하는 9,975ha이다. 

청주시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토

지면적은 1989년에는 EPL의 6,960%이고, 1999년

에는 10,774%이다. 이는 청주시는 생태계의 생산

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음을 뜻하

여 생태적자만큼 외부로부터 충당하고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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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주시 부문별 1인당 EF비교(1989년, 1999년) 그림 2. 청주시 EF지수 변화(1989-1999) 

표 1. 청주시 1인당 초과 소비규모

구 분 산정식 1989 1999

인 구(명) a 453,470 570,622
면 적(ha) b 11,901 15,332

1인당 토지면적(ha/인) c=b/a 0.0262 0.0269 
1인당 EF지수(ha/인) d 1.7305 1.9010 
초과 소비 규모(ha/인) e=d-c 1.7043 1.8741 

자료 : 청주시, 청주통계연보, 각년도.

구 분 산정식 198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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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청주시가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때 추

가로 필요한 토지면적을 계산함으로써 환경용량

을 평가할 수 있다. 청주시가 현 소비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은

1989년에는 청주시 면적의 51배, 1999년에는 71배

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역 없는 폐쇄경제하일 경

우 청주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1999년의

경우 청주시 면적의 71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청주시가 환경용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

며 생태적으로 생산적인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는 Lower Fraser Valley에 비해서는 생태

적으로 생산력이 매우 낮은 도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벤쿠버(캐나다), 런던( 국)의 수치

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표 2). 

2. 오니시 모형 분석

청주시 인구는 1980년에 252,000여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9년 현재 57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청주도시기본계획11)에서는 주변 신도시 및 신시

가지 개발을 감안하여 2016년의 목표인구를 75만

으로 설정하고, 중간 목표연도인 2001년에 60만인,

2006년에 68만인, 2011년 72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1995∼

2001년의 경우 2.4%, 2001∼2006년의 경우 2.5%,

2006∼2011년의 경우 1.1%, 그리고 2011∼2016년의

경우 0.8%로 되어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될

것이지만 인구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어 시민들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청주시가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청주시의 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

급간의 균형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1980년 이후

부터 1999년까지의 상수보급용량과 급수사용량,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과 하수유입량, 쓰레기 매

립장의 매립용량과 쓰레기 배출량간의 비교를 통

해 각 시설용량과 수요량간의 균형관계를 측정한

다. 대기오염부문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대기오염농도 변화추이와 대기환경기준의 초과여

부를 살펴본다. 

1) 수돗물 공급량

청주시 수돗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1일 평균 물 수요량) = 

(연간 급수사용량) / 36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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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주시의 EF지수와 생태적자 비교

구 분 인구 면적 1인당면적 EPL 1인당EPL EF 생태적자필요면적 배수
단 위 인 ha ha/인 ha ha/인 ha/인 ha/인 % 배
산정식 a b C=b/인구 d e=d-c e×100/c f=인구×d/

총면적

청주
1989 453,470 11,901 0.0262 8,406.03 0.0185 1.7305 1.29 6,960.46 51
1999 570,622 15,332 0.0269 9,974.83 0.0175 1.9010 1.88 10,774.90 71 

서울
1987 9,991,089 60,540 0.0060 22,887 0.0023 3.6600 3.66 159,768 604
1997 10,389,057 60,552 0.0060 19,438 0.0019 4.3200 4.32 230,958 742

벤쿠버 1991 472,000 11,400 4.3000 178
L.Frase V. 1,800,000 400,000 4.2800 19
런던 1996 7,000,000 156,000 2.7900 125

주 1) EPL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면적을 합한 값임.
2) 서울, 벤쿠버, L. Frase V(Lower Frase Valley), 런던의 수치는 이창우, 오용선, 1999, 서울시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73 참조. 

구 분 인구 면적 1인당면적 EPL 1인당EPL EF 생태적자 필요면적 배수
단 위 인 ha ha/인 ha ha/인 ha/인 ha/인 % 배

산정식 a b C= b
d e=d-c

e×100
f=

인구×d
인구 c 총면적



(1일 최대 평균 물 공급량) = 

(1일 평균 물 공급량) × 1.25

수돗물 공급·수요의 균형은 (1일 최대 평균

물 공급량) 〈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용

량)이라 할 수 있는데, 청주시의 1980년부터 1999

년까지의 수돗물의 사용량 및 수도 공급량은 그

림 3과 같다.

1999년 현재 청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2.4%,

1일 급수최대 평균 공급량은 264,990m3/일, 급수

시설용량은 267,000m3/일, 1일 1인당 급수량은 345

ℓ이다.  누수율은 12.9%로 전국 평균 누수율

16.1%에 비해 낮은 편이며, 유수율은 75.1%로 전

국 평균 6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용수사용량

과 대청댐 광역상수도(II단계 완료시) 용수배분계

획을 비교할 때 2006년에는 생활용수가 107,000톤

/일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4)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에 따라 상수도 시설용량의

증가가 요구되므로 중수도 보급을 통해 용수 수

요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2) 하수 처리용량

청주시 하수처리시설용량은 1일 최대 하수 발

생량과 1일 하수시설용량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

할 수 있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총 하수배

출량, 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 및 처리현황은 그

림 4와 같다.

1999년 현재 230,000톤/일의 유입하수를 청주하

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 280,000톤/일, 하수처리방

법: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

나 청주시 도시기본계획(2001)에 의하면 하수배출

량은 2006년에 364,5000톤/일, 2011년에 481,100톤/

일, 2016년에 537,800톤/일로 추정되어 하수처리시

설의 용량 부족이 예상된다. 그리고 1개소의 대규

모 하수종말처리장은 긴 하수관망으로 인해 하수

이송 에너지 증가, 하수관망의 오접합, 파손 등으

로 인한 유입 하수량의 증대 및 하수관망 관리비

용 증가를 초래한다. 그리고 무심천 하류에 입지

함으로써 무심천 건천화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확장, 하수

처리구역의 분할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질소(T-N)와, 인(T-P), 중금속, 기타 유해수질오

염물질 제거기술 도입 및 고도처리, 배출허용기

준 강화 등이 요구된다. 

3) 쓰레기 처리용량

그동안 청주시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위주로 이

루어졌으나 1999년의 경우 쓰레기배출량 673톤/

일 중 매립량 336톤/일, 재활용량 337톤/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활용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향후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에너

지의 개선 등에 인해 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 476

톤/일, 2011년 432톤/일, 2016년 375톤/일으로 감

소될 것으로 예측된다.13)

그러나 매년 250,000-350,000m3씩 청주권 광역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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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주시 수돗물 수요·공급(1980-1998) 그림 4. 청주시 하수유입량과 하수처리시설용량(199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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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매립장(면적: 152,847m2,  매립용적:

1,288,000m3, 사용기간: 2001-2006)에 매립되고 있

어 곧 포화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

요-공급의 균형상태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량) <

(소각장의 용량) 그리고 (매립 가능한 쓰레기량)

< (총 매립용 토지면적)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 포장

폐기물의 감량, 1회용품의 사용억제, 음식물쓰레

기의 퇴비화를 통한 배출량 감소, 대형가구 폐기

물 감량화 등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분리수거의 체계화 및 확대, 종량제의 개선

등을 통해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 구

축하도록 한다.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 지정폐

기물 처리증명제 도입, 공동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효율적 처리를 유도하도록 한다.

4) 대기오염

아황산가스(SO2) 농도는 1994년 0.030ppm/year

으로 최고치를 보 다가 저황유 사용의무지역으

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저황유 및 LNG 등 청정

연료의 공급확대로 인해 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

키고 있다.  일산화탄소(CO) 농도는 0.8∼1.5

ppm/8hours로 매년 별 차이가 없으며, 총먼지

(TSP) 농도는 1996년 82(㎍/m3)/year의 최고치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산화질소(NO2) 농도

는 1994년부터 WHO권고기준 0.021 ppm/year을

넘어서고 있다. 오존(O3)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

준한 증가하고 있다 (표 3). 

2000년 현재 청주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보면

아황산가스 0.006ppm/year, 일산화탄소 1.2

ppm/8hours, 이산화질소 0.026ppm/year, 총먼지 63

㎍/m3/year(1999년), 오존 0.017 ppm/8hours으로

대기환경기준 및 WHO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율추정 결과 아황산가

스 2%, 이산화질소 32%, 일산화탄소 62%, 총먼

지 4%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대부분이므로 급증하는 자동차 배

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V. 환경용량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청주시의 생태적 발자국지수는 지난 10년간 증

가했다. 특히 청주시의 EF지수 중에서 음식부문

의 소비로 인한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음식부문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에

너지 소비량은 과거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여 에너지 부문 EF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는 국내 에너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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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주시 대기오염 변화추이 (1990-2000)

구 분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총먼지(TSP) 오존(O3)
단 위 ppm/year ppm/8hours ppm/year (㎍/m3)/year ppm/8hours

WHO 권고기준 0.019 9 0.021 - 0.06 
한국환경기준 0.020 9 0.050 150 0.06

1990 0.016 1.2 0.010 79 0.011
1992 0.019 0.8 0.017 59 0.010
1994 0.030 1.4 0.024 59 0.016
1996 0.012 1.5 0.023 82 0.018
1998 0.011 1.1 0.024 72 0.021
1999 0.009 1.2 0.028 63 0.020
2000 0.006 1.2 0.026 - 0.017

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99)」, 2000;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1.

구 분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총먼지(TSP) 오존(O3)
단 위 ppm/year ppm/8hours ppm/year (㎍/m3)/year ppm/8hours



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음

식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소비를 줄여 EF지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니시 모형으로 청주시의 환경용량을 분석한

결과, 급수사용량 증가와 하수유입량 급증에 따

른 상수도 시설용량 및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

족문제, 쓰레기의 처리·처분문제, 대기질오염문

제가 부각되었는 데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상수도공급시설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중수도 도입으로 급수사용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하수처리시설의 확장과 함께 대규모 하

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을 분할하여 하수처

리구역마다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함으

로써 긴 하수관망, 파손 오접합으로 인한 하수처

리의 효율저하를 방지하고; 하수의 고도처리공정

도입, 유사업종간 공동처리 유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감시체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셋째,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후

처리처분 중심의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사전 폐기

물발생 최소화정책 및 자원순환형정책으로 전환

해야 할 것이다. 즉 생산과 소비활동의 친환경적

방향으로의 유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재순

환 등을 확대한다. 

넷째, 자동차 증가로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농

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승용차 운행감소, 평면 교차로의 입

체교차로의 전환을 통한 차량정체 해소, 차량배

기권 거래제도 실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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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경용량평가를 통한 도시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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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고층 주상복합건물, 직주근접 및 혼합 토지

이용(mixed land use) 등을 통해 교통수요의 저감

을 통해 대기오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도용도구역제(emission

density zoning)나 배출권판매제도(transferable

pollution right) 등의 총량규제방안을 통하여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자연자원, 환경오

염 등의 측면에서 토지 수용능력이 한계를 초과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관리체

계 구축이나 환경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용량평가를 ① 도시계획 및 각종 개

발계획, ②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환경 향을 사

전에 예측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25), ③ 대규모 개발사업

에 대한 환경 향평가에 활용한다면 보다 체계적

인 도시환경관리 및 도시성장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

용량의 개념이 활용될 수 있다. 즉 먼저 대상지역

에 대해서 환경용량평가를 한 후, 가장 초기 목표

설정단계에서부터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면,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질

악화의 방지는 물론 환경질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환경용량평가는 누적 향평가(cumulative

impact assessment)의 근거가 됨으로써 기존 및

신규오염원이 도시의 수계 및 대기권에 버리는

오염배출량의 효율적 관리나 오염총량관리제 시

행에 필수적이다. 환경용량은 환경기초시설의 확

충, 공원·녹지의 조성, 투수성 표면의 복원, 자원

의 재활용과 재이용 등을 통해서 유지·확대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용량평가는 도시성장관리

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환경친화적 도시계

획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그림 5).

V. 결 론

본 연구는 생태적 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 EF)와 오니시모형을 청주시에 적용하

여 환경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생태

적발자국지수를 적용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9년에 청주시민 1인당 토지면적은 0.0262ha

이고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EF지수는

1.7305ha로서, 청주시민 1인이 자연조건으로 주어

진 토지면적보다 1.7043ha만큼 초과 소비하고 있

다. 1999년에는 1인당 토지면적이 0.0269ha이고 1

인당 EF지수는 1.9010ha로서 주어진 토지면적보

다 약 1.8741ha를 초과 소비하고 있다. 초과 소비

량은 결국 청주시의 자연환경용량을 초과한 양이

며, 이 소비량만큼 외부의 토지를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적자 개념을 활용하여 청주시 환경용량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청주시의 총 면적은 1989년에

11,901ha, 1999년에 15,332ha이며 이 중에서 생태적

으로 생산적인 토지면적(Ecologically Productive

Land: EPL)은 1989년에는 청주시 면적의 70.6%

인 8,406ha, 1999년에는 65.1%에 해당하는 9,975ha

이다. 

청주시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토

지면적은 1989년에 EPL의 6,960%이고, 1999년에

10,774%이다. 청주시가 자급자족 방식을 택해서

현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면적은 1989년에 청주시 면적의 51배, 1999

년에 71배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역 없는 폐쇄경

제하에서 청주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1999년

의 경우 청주시 면적의 71배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청주시는 환경용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생태적으로 생산력이 낮은 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시에 환경용량평가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자료 부족으로 EF지수

분석시 청주시의 소비량조사의 부정확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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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둘째 소비를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

계산을 위해 네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여 추정하

는 과정에서 많은 소비품목이 제외되었다. 셋째,

환경용량은 인간활동과 환경요소들간의 복합적·

순환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필

연적으로 요구되는 각 요소들간의 연쇄적인 인과

관계에 대한 동태적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가 가능하므로 청주시의 지속가능성의 정도

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환경용량평가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각종 개발계획

과 경제활동의 종류, 규모, 입지 결정이 보다 용

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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