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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co-efficiency(EE) on surplus heat generated from industrial process, techniques of life 

cycle assessment are adopted in this study. Because it can be indicated both environmental impacts and economic benefits, 
EE is well known as a useful tool for symbiosis netw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ew projects and businesses. To 
evaluate environmental impacts, th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two areas of resource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potential. It can be seen that environmental impact increased a little but much higher economic benefit on the company,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economic value were improved on the apartment by the district heating, respectively. In 
result, eco-industrial park(EIP) project on surplus heat should be found sustainable new business because the EE was in the 
area of fully positively eco-efficiency and, moreover resource depletion was taken place tha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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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순환의 효율적인 방법 중 하

나로 산업단지 내 폐자원을 교환하는 생태산업단지

(Eco-Industrial Park) 구축사업이 국내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Park 등, 2008). 생태산업단

지의 개념은 다양한 업종 간에 산업공생 혹은 부산물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었으나(Cote와 Cohen, 
1998) 참여하는 기업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주위 

환경 및 공동체와 관련하는 사항들도 중요하다고 강

조되고 있다(Lowe, 2001). 이러한 생태산업단지 사업

은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한국, 태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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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에서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Lowe, 2001; Park 
등, 2008).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1단계인 2006-2010
에 5개 지역의 산업단지(경기, 울산, 여수, 포항, 청주)
를 시범 단지로 2단계인 2010-2014에는 3개 지역의 

산업단지(부산, 대구, 전북)가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

다. 본 연구는 부산생태산업단지 사업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의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성하

기 위한 근본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부산 신평․장림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패션칼라 

산업협동조합(부산패션조합)에 설치 운영중인 열병

합발전소의 야간 잉여열원을 인근 아파트에 난방열원

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난방사업을 표본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잉여열원 이용과 같은 폐열활용은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다양하며 에너지 생산단가가 매우 저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힌 보고서(EMC, 2007)는 물론 국가녹색성장위원회

(2009)는 다양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으로서 자

율적 시장환경 조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

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을 제시하면서 폐열, 잉여열 등을 활용하는 집단에너

지 시설 확대 및 지역난방사업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

(PMO, 2008)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폐열활용에 대

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산패션조합은 스팀을 생산하는 집단에너

지 사업장으로서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사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사업(NEC, 2008)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장의 

스팀생산 공정의 기본 자료(BFCC, 2011)를 활용하

였다.
한편,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 사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었을 때 사업의 필

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90년 세계지속가

능협의회에서 도입된 생태효율성의 개념(Schaltegger
와 Sturm, 1992 ; Helminen, 2000)을 도입하고 있다. 
생태효율성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과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생태효율성환경영향
경제적가치

여기서, 경제적 가치로는 매출액이나 생산량 혹은 

모든 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으로는 기후변화, 자원의 소비, 오존층 고갈, 
폐기물 배출 등 다양한 환경 인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Sanna와 Mickwitz, 2005)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공정의 종류에 따라 적용 인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으로서 전과정 평

가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경제적 가치로는 공급처의 

매출증가와 수요처의 비용감소를 적용하여 생태효율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전과정 평가는 공정

의 전과정 (원료취득, 제조, 사용, 폐기)에 관련된 투입

물과 산출물의 물질수지를 해석함으로써 제품이나 서

비스와 관련된 환경성과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 방법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 ISO 14040(2006)의 규격을 적용하였

으며 생태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 개념을 적용한 분석 방법(Khare와 Charmondusit, 
2008; Thant와 Charmondusit, 2009)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가치지수로는 EIP 사업으로 발생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매출이익과 아파트 연료비 감소를 사용하였

으며  산업분류는 열병합발전소, 아파트, 산업공생 네

트워크의 세가지로 분류하였고 환경영향 범주는 자원

고갈(ADEE)과 지구온난화(GWEE)로 나누어 적용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산업공생 네트워크

부산패션조합은 주변 50여 염색기업에 스팀을 공

급하는 석탄화력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

근 염색업종의 불황으로 야간조업량이 감소하고있는 

영향으로 인하여 석탄화력 보일러의 특성상 기저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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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T heating load and heating supply system.  

를 유지해야 하지만 야간 스팀수요가 기저부하보다 

낮아 잉여스팀을 그대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손실은 물론 온실가스 발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인근 아파트의 경우 중앙난방 보일러가 노

후되어 교체시기에 이르렀고 주민들은 효율이 낮은 

중앙난방방식보다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

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패션조합의 야간 

잉여열원을 아파트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공생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EIP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

었다.
본 연구의 에너지 수요 공급 분석을 위해 연간 아파

트 난방부하와 열병합발전소 잉여열원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보면 아파트 

난방부하는 본 사업이전의 중앙난방 방식(before)이 

가장 많고 본 사업을 통한 지역난방 방식(after)이 다

소 적으나 동절기에 그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한편,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야간 

잉여 스팀은 봄철에 다소 증가하나 계절적 변동이 크

지 않으며 동절기에는 아파트 열수요보다 적고 하절

기에는 많다는 결과로부터 기업과 아파트의 지역난방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절기 부족한 

난방열과 잉여스팀이 발생하지 않는 주간 난방을 위

해 추가적인 스팀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

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생 네

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열원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2.2.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원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환경영향을 전과정평가  

기법을 도입하였다. 전과정평가는 공정시스템의 

전과정 (원료취득, 제조, 사용, 폐기)에 관련된 투

입물과 산출물의 물질수지를 작성하고 결과를 해

석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성과 잠

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

져 있으며(Handegraaf 등, 1998 ; Huh 등, 1995) 본 연

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 ISO 14040(2006)의 규격을 선택하였다.

2.2.1. 분석 방법 및 범위 

생태산업단지 사업 전후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비

교하고 사업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시스템은 열병합발전소와 인근 아

파트의 열공생 시스템을 선택하였고 에너지흐름은 연

간 사용 열량으로 나타내었다.  
시스템 경계는 Fig. 2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스

팀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채취로부터 스팀이 생

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 cradle to grave의 

범위를 적용시켰고 인근 아파트는 기존에 난방용으로 

사용했던 LNG에 대한 원료물질 채취와 생산을 위한 

사용과정을 포함하였다. 열병합발전소 공정은 공업용

수를 사용하여 순수를 생산하는 공정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공정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스팀 외에 부가적으

로 전기가 생산되며 생산된 전기에 의한 환경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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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nput  before  after  difference 

boiler

pure water 677,312  677,129 183 
electricity  23,203  23,197  6 

coal 77,301  79,292  1,991 

RPF 367  367   - 

LNG 1,308   2,042  734 

water treatment
industrial water  1,092,807     1,093,004  197 

electricity 4,578   4,577  1 
soda     79  79    0 

process output before after difference

boiler

steam(ton/yr)   554,924  555,024  100 
electricity 57,721  61,421   3,700 

wastewater 122,388  122,410   22 

ash 9,233 9,471  238 

Sox 397  407  10 

Nox 459    471  12 

CO2  213,002  220,642  7,640 

water treatment
purewater  677,312  677,434  122 

wastewater  415,495  415,570  75 

Table 1. Information of data collection in the system (ton/yr, Mwh/yr)

Fig.2. System boundaries of the steam network with company and apartment.

회피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환경영향을 상쇄하는 결과

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공생 이후에 아파

트는 난방을 위한 열원을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받으

므로 별도의 자원소모나 배출물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2.2.2. 자료수집 범위

자료수집의 범위는 본 사업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

으며 부산패션조합의 열병합발전소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량의 연간(2010년 기준) 자료를 Table 1과 같이 정리

하여 전과정 평가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추

가 자원소모와 폐수 및 폐기물 처리량은 사업 이후 값

과 이전 값의 차이로 나타내었다.

2.2.3. 전과정 목록 분석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여 계산한 결과를 Ga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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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의 기능단위인 연간 스팀생산 기준으로 작성하였

다. 지식경제부에서 개발한 전과정평가 도구인 PASS 
software를 활용하여 상․하위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시키고 전과정 목록을 작성하였다. DB 사용은 환경부

와 지식경제부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연결하였

으며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 데이터베이스 

중 Ecoinvent를 사용하였다. 

2.2.4. 가정 및 제한사항

연료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대기로의 배출물은 

IPCC 배출계수(2006)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주요 투

입물질은 질량분율 99.99%까지 고려하였다. 

2.3. 생태효율성 분석

2.3.1. 분석방법

생태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식과 같이 WBCSD
의 개념을 적용한 분석 방법(Khare와 Charmondusit, 
2008; Thant와 Charmondusit, 2009)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가치지수로는 EIP 사업으로 발생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매출이익과 아파트 연료비 감소를 사용하였

으며 환경영향은 전과정평가에 의한 값을 적용하였

다. 또한, 산업분류 n은 열병합발전소, 아파트, 산업공

생 네트워크의 세가지로 분류하였고 환경영향 범주 m
은 자원고갈(ADEE)과 지구온난화(GWEE)로 나누어 

적용하였다(Kim 등, 2008). 

 


 : 경제적 가치 지수

 : n 산업에 대한 환경영향 범주 m

2.3.2. 변동분석

EIP 사업을 추진한 후의 생태효율성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생태효율성 경향 분석에 사용되는 그래프 분

석(Anite, 1999)을 이용하였으며 계산방법은 아래 식

(Charmondusit와 Keartpakpraek, 2008)을 적용하였

다. 






  


× 

%VE : 경제적 혹은 환경적 지수의 변동 %

  : 대상 기간에서 경제적 혹은 환경적 지수의 합

 : 기준 년도에서 경제적 혹은 환경적 지수의 합

Fig. 3은 에코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으

로서 X축은 환경성 지수의 변동 %, Y축은 경제성 지

수의 변동 %를 나타내며 교차점은 생태효율성 수준

을 나타낸다. 생태효율성 수준은 (++)와 (+) 영역을 

에코효율성 영역으로  (--)와 (-) 영역은 비에코효율성 

영역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환경적 지수 모두 바람직

한 방향의 변동성을 나타낼 경우는 완전 에코효율성

(++) 영역에 위치하며 바람직한 방향의 변동이 다른 

방향의 변동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반에코효율성(+)
영역에 위치한다. 또한, 완전 비에코효율성(--) 영역

은 경제적, 환경적인 두 지수 모두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반비에코효율성(-) 영
역은 바람직한 방향의 지수가 나머지 지수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Kitikorn, 
2009)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유용한 방법으로 선택하

였다.   

Fig. 3. The classification of Eco-Efficiency trend(Ani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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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partment
before sales 186.0 heating cost 45.9
after additive sale 31.2 heating cost 36.6
after additive cost 12.2

economic value benefit 19.0 benefit 9.3

Table 2. Economic value  (100million won/yr)

3. 결과 및 고찰

3.1. 경제적 가치 

에코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경제적 가치는 열병합

발전소 매출에 대한 순이익과 아파트 난방비용에 대

한 순절감액으로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열
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부산패션조합은 섬유기업에 

연간 271,587 Gcal의 스팀을 판매하여 186억원의 매

출을 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잉여증기를 아파트 열원

으로 판매할 경우 31.2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여 

순이익은 1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

트 단지의 난방열을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분석한 결

과 난방방식 전환에 의한 열효율 증가(30%)와 스팀공

급 배관에 의한 옥외 열손실(5∼10%)을 고려하면 현

재 열부하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그동안 연간 46억원의 도시가스비용이 지출되었

으나 본 사업으로 연간 약 9.3억 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환경영향 분석 

전과정평가를 적용한 환경영향 특성화 결과를 Fig. 
4∼7에 나타내었으며 사업 전후에 대한 특성화 결과

의 비율은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4∼5에는 사업전

후의 열병합발전소(company)에 대한 공정별, 물질별 

잠재 영향을, Fig. 6∼7에는 사업전의 아파트와 본 사

업에 의한 추가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적 잠재영향을 

나타내었다. Fig. 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열병

합발전소는 본 사업이후에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절기에 부족한 난방열과 연중 주간의 아

파트 난방을 위한 추가 스팀생산이 원인인 것으로 확

인이 가능하다. 공정별로는 순수생산의 환경영향 변

화는 작은 반면 보일러 공정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로부터 아파트 난방을 위해 공급되는 증기는 열

원만 사용되고 차가워진 물은 되돌려 사용하므로 추

가적인 순수생산은 없고 손실분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편, 보일러 공정은 동절기와 연중 주간

난방을 위해 추가적인 연료가 투입되므로 이와 관련

된 영향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물질별 영향 또한 순

수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화학물질, 폐수처

리에 의한 영향은 변화가 작고 보일러 공정에 사용되

는 연료와 소각재, 공정폐수 처리에 의한 영향이 다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전기생산도 증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Characterization result of Resource Depletion in the 
company. 

Fig. 5. Characterization result of Global Warming in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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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에서는 아파트가 본 사업 이전에 LNG를 

사용하여 발생했던 환경영향과 본 사업을 위해 열병

합발전소에서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자원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의 특성화 값을 비교하였다. 여
기서 보면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범주 모두 이전의 

아파트 난방방식보다 본 사업(project) 방식의 환경영

향이 훨씬 적으며 공정 별, 물질별로는 보일러 공정의 

화석연료 추가 사용에 대한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Characterization result of Resource Depletion through 
project.  

Fig. 7. Characterization result of Global Warming Potential 
through project.   

Fig. 8에는 산업공생에 의한 지역난방 사업의 환경

적 잠재영향의 정도를 사업 이전의 환경영향을 100%
로 할 때와 비교한 상대적 비율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보면 자원고갈의 영향은 사업 이전보다 연료측면에서 

83% 감소하였고 전 공정 측면에서는 86%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는 연료에 의한 영향

이 45% 감소하였고 전 공정의 영향은 50% 감소하였

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에너지 부분의 영향보다 전 공정에 대한 전과정적인 

환경영향의 감소효과가 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Fig. 8. Environmental Impact ratio through this project. 

3.3. 생태효율성 분석

Fig. 9에는 환경영향, 경제적 이익, 생태효율성을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범주에 대해 각각 사업 이전을 

100%로 할 때와 비교한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었다. 
Fig. 8의 결과를 이용하여 공급처(company), 수요처

(apartment), 전체 네트워크(network)의 순으로 각각

의 영향을 나타내면 자원고갈의 환경적 영향(ADP)은 

열병합발전소가 10% 상승, 아파트가 100% 감소, 전
체 네트워크는 36% 감소하였고 경제적 이익은 열병합

발전소가 17% 상승, 아파트가 25% 상승, 전체 네트워

크는 18% 상승하여 자원고갈의 생태효율성(ADEE)은 

열병합발전소가 6%, 네트워크가 84%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잠재적 영향(GWP)은 

열병합발전소가 1% 상승, 아파트가 100% 감소, 네트워

크는 1% 감소하였고 지구온난화 생태효율성(GWEE)
은 열병합발전소와 공생네트워크가 각각 15%, 20% 
씩 증가하였다. 아파트는 두 가지 영향범주 모두 환경

적 잠재영향이 zero로 감소하여 에코효율성은 분모가 

0이 되므로 계산상 무한대로 상승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적으로 다

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ADP 
1%, GWP 6% 상승) 경제적 이익(17% 상승)이 상대

적으로 더 커서 생태효율성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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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ADEE 6%, GWEE 15% 상승) 아파트와 네

트워크 전체의 경우는 환경영향은 감소하고 경제적 

이익은 증가하여 생태효율성은 아파트가 무한대, 네
트워크는 ADEE 84%와 GWEE 20%가 향상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GWEE가 ADEE보다 낮은 이유는 아파트에서 사

용하던 청정연료인 LNG 사용이 큰 폭으로 줄어 화석

연료의 자원고갈을 지연 시키는 대신 열병합발전소의 

석탄사용이 다소 늘어나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 

사업의 생태효율성은 다른 지역의 생태산업단지 사업

과 비교하여 생태효율성에 관한 효과가 아주 큰 것으

로 나타났다(Kim 등, 2010).

Fig. 9. Eco-Efficiency ratio of industrial symbiosis project. 

Fig. 10에는 열병합발전소(C), 아파트(A), 공생 네

트워크(N)에 대한 사업이후의 에코효율성 변동을 그

래프 분석 영역으로 나타내었다. 열병합발전소의 경

우 반에코효율성의 (+)평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

트와 전체 네트워크는 완전에코효율성의 (++)평면에 

위치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자원고갈과 지구온

난화 범주 모두 생태효율성 수준이 같은 위치로 나타

나지만 열병합발전소와 전체 네트워크는 자원고갈의 

범주가 지구온난화 범주보다 생태효율성이 더 좋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효율성 인자를 계산한 

이전의 보고(Shin과 Kim, 2012)와 동일한 결과로 해

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산업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급처, 수요처, 네트워크 모

두 에코효율성 평면인 (++)와 (+)에 위치하여 지속가

능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추진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0. Eco-Efficiency variation of symbiosis network project. 

4. 결 론

전과정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생태산업단지 사업으

로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스팀을 활용한 지역

난방 사업의 에코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영향범주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2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는 공급처의 매출이익과 수요처의 비용감소를 적

용시켰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과정평가 결과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은 자

원고갈 범주가 10%, 지구온난화 범주가 1% 상승하였

고 아파트의 경우는 zero로 감소하여 전체 네트워크

는 자원고갈 범주가 36%, 지구온난화 범주가 1% 감
소하였다. 

2)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환

경 배출물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은 기존 아파트 난방

에 사용된 LNG에 의한 영향보다 자원고갈 범주가 

86%, 지구온난화 범주가 5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3)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생태효율성의 경우 열병

합발전소와 전체 네트워크가 각각 자원고갈 범주가 

6%, 84% 향상되었고 지구온난화 범주는 15%, 20%
씩 상승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난방에 의한 환경영향

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난방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녹

색아파트 모델이 될 수 있다.
4) 본 사업에 의한 에코효율성 변동을 그래프 분석

으로 나타낸 결과 열병합발전소는 반에코효율성의 

(+)평면에 아파트와 전체 네트워크는 완전에코효율성

의 (++)평면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은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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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높여 공급처와 수요처 모두에게 지속가능

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부산생태산업단지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Anite Systems, 1999, A first set of eco-efficiency indicators 
for industry: pilot study, Luxembourg, 21-22.

Busan Fashion Color Cooperative, 2011, Pla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green company 
appointment.

Charmondusit, K. and Keartpakpraek, K., 2008, Eco-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petroleum and 
petrochemical group in the Map Ta Phut industrial 
estate, paper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Research and 
Technology, (ICERT08), 28-30, Penang, Malaysia.

Chung, T. H., Ahn, J. W., Chung, J. C., 1995, Basic 
principle of LCA, KEF.

Committee of Green Growth, 2009, Five-year plane for 
national strategy of green growth.

Cote, R.P. and Cohen-Rosenthal, E., 1998, Designing 
eco-industrial parks : A synthensis of some experienc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6(3/4), 181-188.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007, Renewable 
energy RD&D 2030.

Hanegraaf, M.C., E.E. Biewinga, and G. van der Bul. 
1998, Assessing the ecologic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of energy crops. Biomass and 
Bioenergy. 15:345-355.

Helminen, R.-R., 2000, Developing tangible measures 
for eco-efficiency: the case of the Finnish and 
Swedish pulp and paper industry.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9(3), 196e210.

IPCC, 2006, Guide 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6, ISO 14040:2006(E) Environmental Management 
- Life Cycle Assessment - Principles and Framework.

Kharel, G.P. and Charmondusit, K., 2008, Ecoefficiency 
evaluation of iron rod industry in Nepal, J. of 
Cleaner Production, 16(13), 1379-1387.

Kim J. I., Yoon, C. H., Yoon H. S., 2010, Eco-efficiency 
index development of yeosu industrial park, J. 
Clean Tech, 16(3). 229-237.

Kim, S. K., Yoon, Y. J., Choi, J. H., Kim, I., Chung, 
T. H., 2008, Eco-efficiency and applica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 K. Soc. Water & Wastwater, K. 
Soc. Water Environment, Conference, 206-207.

Kitikorn Charmondusit, 2009, Development of Eco- 
Efficiency Indicators for Assessement of Industrial  
Estat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and 
Sustainable Innovation 2009, Chiang Rai 

Lowe, E., 2001, Eco-industrial Park Handbook f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Report to Asian 
Development Bank.

National Energy Committee, 2008, The first master 
plane for energy.

Park, H. S., Eldon R. Rene, Choi, S. M., Anthony S.F. 
Chiu., 2008,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 in Ulsan, South Korea–From 
spontaneous evolution to systematic expansion of  
industrial symbiosi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87, 1-13.

Prime Mister's Office, 2008, All-out program of climate 
change-correspondence.

Prime Mister's Office, 2008, Rationalized principal 
program for energy use.

Sanna Erkko, Matti Melanen, Per Mickwitz, 2005, 
Eco-efficiency in the Finnish EMAS reports - a 
buzz word-,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3, 
799-813.

Schaltegger, S., Sturm, A., 1992, Ökologieorientierte 
Entscheidungen in Unternehmen: ökologisches 
Rechnungswesen statt Ökobilanzierung; Notwendigkeit, 
Kriterien, Konzepte. Haupt, Bern.

Shin, C. H., Kim, J. W., 2012, Eco-efficiency of energy 
symbiosis for the energy network of surplus heat, J. 
Kor. Environ. Sci., 21(5), 545-553.

Thant, M. M. and Charmondusit, K., 2009, Ecoefficiency 
assessment of pulp and paper industry in Myanmar, 
Clean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Policy 
15,179-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