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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하여 선진국과의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기술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환경산업 분야별 중점 기술
을 분류하고, 기술경쟁력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평가지표 자료 구축을 수행한 후 델파이 분석 및 논문·특허 분석, 수출·
입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평가 결
과, 모든 환경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가장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은 다매체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환경산업기술이 글로벌 선진시장에 진
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강점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기반의 4차 환경산업 개발을 통해 경쟁
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환경산업기술, 기술경쟁력, 델파이 분석, 계층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with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market expansion strategy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 order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core technologies 
were classified by the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After developing the evaluation index data, the Delphi analysis, journal and patent 
analysis, as well as the export and import analysis were carried out and the standardizat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index data. Moreover, the weights of each evaluation index were calculated using the AHP(Analytic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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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은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하

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의 인구 집중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폐기물과 자원

의 재활용,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를 위한 산업으로 환경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범위는 광

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환경컨설팅 연구기관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2017)에 따르면 전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2006∼2016년까지 연평균 3.6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2016∼2020년까지 연평균 3.67%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 

3천 3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었다. 미국, 일본, 유

럽 등 선진국은 전체 환경산업 시장 규모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

를 차지하고 있다(Gwak et. al, 2015). 반면, 국내의 경우, 해

외 환경산업 시장 진출 전략은 개도국 중심, 기초 인프라 구축

이 대부분이여서 신진 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기술 수

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
성적 및 정량적 평가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는 국제연합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 및 공업
화 지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협력 촉진, 유엔기구들의 
산업개발 관련 활동을 조절한다. 유엔산업개발기구는 경쟁력 
지수인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지수를 이용
하여 국가의 산업개발 및 활동을 비교하였다. CIP지수는 총 3
개의 집단과 8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가중
치를 적용하여 분석한다(UNIDO, 20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2017).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주요 과학 및 기술 지표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를 이용하여 국가
의 과학 및 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주요 과학 및 기술 지

표는 연구 및 실험 개발에 대한 108개 지표, 과학 기술 활동의 
영향 및 결과에 대한 22개 지표, 경제에 대한 11개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KEITI, 2017a). 미국의 밀켄 연구소(Milken 
Institute, 2016)는 주별 기술 및 과학 지수(State Technology 
and Science Index–Sustaining America’s Innovation 
Economy)를 이용하여 각 주의 과학 및 기술 수준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별 기술 및 과학 지수는 인
구, GSP(Gross State Product), 시설의 수, 퍼센트 변화 등 다
양한 요소들과 관련된 107개 지표를 계산하여 분석하고, 1등
은 100점, 2등은 98점, 50등은 2점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주의 
순위를 산정한다(Milken Institute, 2016; KEITI, 2017a). 한
국산업기술평가원(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EIT)(2006)이 국내 최초로 통계분석방법론을 
이용한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 of 
Industrial Technology Level, CIITL)를 개발하였는데 기술혁
신활동 투입, 기술혁신 역량(수행능력), 기술혁신활동 산출, 기
술혁신활동 효과의 4개 기준하에 12개 하위지표로 구성하였
다. 이들 지표들을 토대로 한 CIITL를 이용하여 유럽 주요국
과의 산업기술 수준을 분석하였다(ITEP(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06). 
Seo(2011)는 지수 개념의 개별 특허지표를 이용하여 기술수준
을 평가하였으며, 특허활동력(Patent Activity), 특허경쟁력
(Patent Competitiveness), 특허영향력(Patent Effect)을 하위
지수로 구성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7)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논문·특허 및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10대 분야의 
종합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KEITI(2017b)는 환경기술로드맵의 30대 기술을 대상으로 연
간 투자액과 매출액, 수출액 및 수입액, 정책적 건의사항을 조
사하여 환경기술 실태를 조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외 기술수준 평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기술수준 평가는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는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평가하
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특허
지표 분석은 특정한 특허지표만으로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때
문에 국가나 산업의 거시적인 기술수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지표가 모두 고려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평가 방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환경산업 기술수준 

Process) method and the evaluation results of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United 
States was rated with the highest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all the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while Korea 
got the lowest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ating compared to the 4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 got the 
lowest level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sector of multi-media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for a sustainable social system. Therefore, in order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to enter the 
global advanced marke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environmental 
industry based on IoT(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mobile,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currently 
the country’s domestic strengths. 

Key words :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Technical Competition, Delphi,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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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산업 분야별 중점 기술을 분류하고 평가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 환경산업 시장 분류 체계와 
국내 환경산업 기술분류 체계를 매칭시켜 새로운 환경산업 기
술 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새로운 환경산업 기술 분류 체계
를 이용하여 국내와 선진국 4개국(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의 환경산업 기술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환경산업 기술경쟁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

한 평가지표를 구축하여 선진국과의 환경산업 기술 경쟁력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분석, 논문·특허 분석, 수출

입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표들의 표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평가지표 및 

환경산업 분야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AHP기법을 이용하

여 합리적인 경쟁력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의 

환경산업 기술경쟁력 평가 절차는 Fig.1과 같다. 

2.1 환경산업 기술경쟁력 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국가마다 환경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다르게 정의 및 분류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 및 기관별로 다른 정의와 분류체
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OECD의 환경산업 분류체계는 환경산업을 오염관리, 청정
기술 및 관련 제품, 자원관리로 분류하고, 오염관리에서는 6
개, 청정기술 및 제품에서는 2개, 자원관리에서는 8개의 중분
류로 구분하였다. EBI는 환경설비 분야에서는 5개의 기술, 환
경서비스 분야에서는 6개의 기술, 환경자원에서는 3개의 기술
로 구분하였고 환경평가, 환경규제 준수, 오염 통제, 폐기물 관
리, 오염된 자산의 복원, 환경자원의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
든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북미의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서는 대분류 6개, 중분류 7개, 소분류 9개, 세분류 
12개로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유럽의 NACE 
(Nomenclature général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es Communautés européennes) 4개의 중분류, 6개의 소분
류, 9개의 세분류로 구분하여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수립
하였다(KEITI, 2017b). 

환경부(2012)는 공청회, 전문가 보고회, 내부 토론회를 걸쳐 

환경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3∼2022년까지 3∼4년 

주기로 새로운 이슈 및 기존 정책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하

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기술로드맵에서는 환경기

술에 대하여 총 7대 분야, 14대 환경이슈, 40개의 중점기술로 

구분하였으며, 총 109개의 세부 기술로 환경산업기술을 분류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7)는 4개의 대분류, 72개의 중분

류, 620개의 세분류로 구분하여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수립하

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에서는 16개의 중분류와 

77개의 세분류로 환경산업 기술 분야를 분류하여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표를 수립하였다(KEITI, 2017b).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산업기술 분류체계에서 수립한 

환경산업기술 분류의 경우 분류체계를 수립할 때 대부분 전문

가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통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기술 

분류를 수행하지만 환경산업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수립된 환경산업기술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전문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외 기술 분

류체계의 경우도 국내 기술 현황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환경부에서 수립한 환경기술로드맵의 환경산업 기술 분

류체계는 환경산업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의 설문 및 자문을 

통해 새로운 환경산업의 이슈 및 정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기술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KEITI, 2017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기술로드맵의 환경산업 기술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전문가자문을 

통해 기존의 7대 분야, 14대 환경이슈, 40대 중점기술로 구분되

어 있던 환경기술로드맵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보완하여 합리적

인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즉, 선진국 대비 국내

Fig. 1. Competitiveness evalua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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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 환경산업 시장 

체계와 환경기술로드맵의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매칭시켜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

를 재수립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환경, 기후·대

기, 토양 지하수, 자원순환, 다매체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사회시

스템 구축 등 5개의 대분류, 10개의 중분류, 32개의 세분류로 

새로운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2.2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지표 선정

기술경쟁력을 평가하는 공통된 기준 및 표준화된 방법이 없

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인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특허, 논문 발표수 등의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발전의 잠재력을 예측하

고 있다. 기술경쟁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수준 평가방법

으로는 크게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으로 구분되

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수준 평가는 정성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

이 반영되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모두 고

려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인프라, 정부지

원, 발전단계, 논문, 특허, 수출·입 등 7개 평가지표와 18개 세

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인프라 지표는 자금 및 인력, 장비·시설, 기술정보력, 시장성

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고 기업의 인프라 구축 수준을 평가하

는 지표를 의미한다. 정부지원 지표는 환경산업기술 개발을 위

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인력양성 및 기술

개발비 지원, 협력교류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의 세부 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단계 지표는 환경산업기술의 개발 단

Table 1. Industrial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evaluation 

Large category Medium category Small category

Water 
Environment 

Healthy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 Treatment technology of non point source pollution
- Technology of the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and warning
- Technology of the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ecuring abundant and 
stable capabilities of water 

and sewerage 

- Technology of the securing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nd protecting drinking water reservoir 
- Technology of the intelligent water supply system
- Technology of  the energy self-sufficient sewage treatment and wastewater reuse 
- Technology of the high quality effluent and ecotoxicity reduction

Climate · 
Atmosphere

Effectiv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cost

- Technolog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Technolog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 Technology of monitoring for the geological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 Technology of   greenhouse gas mitigation

Creating a clean and stable 
atmosphere

- Technolog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atmosphere
- Advanced treatment technology of air pollutant 
- Technology of the green car
- Management technology of regional and national air quality disaster 

Soil·Groundwater
Sustainable 

soil·groundwater 
management

- Preventive Maintenance technology of soil·groundwater pollution
- Investment technology of soil·groundwater pollution
- Purification and  remediation technology of soil·groundwater pollution
- Follow-up management technology of soil·groundwater

Resource 
Circulation

Land conservation through 
reduction, harmlessness and 

treatment of waste

- Technology for the waste reduction and collection management
- Effective treatment technology by waste types

 Efficient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recycling waste and 

waste-to-energy 

- Recycling technology of the useful waste resource 
- Technology for improving waste-to-energy rates of combustible waste
- Technology of the fueliz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organic waste
- Technology of the future-leading waste-to-energy 

Multi-media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social 

system

Assurance of the 
eco-efficienc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 Advanced technology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 Development technology of eco-friendly materials
- Development technology of the process and facility of pollution reduction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U-green environment

 - Development technology of the network and system for measuring devices and 
measured-neighborhood environment of pollutant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eco-friendly 

system

 - Technology for promoting gr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 Development technology of the social system of the eco-efficiency
 - Advanced technology of the environmen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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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5개의 수명주

기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논문 지표는 환경산

업기술 관련 논문수 및 인용지수를 이용하여 수립한 논문 점

유율과 논문 영향력 등 2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특허 지표

는 특허 점유율과 특허 영향력의 세부지표로 구분하며, 환경산

업기술관련 특허수와 인용지수를 활용하였다. 수출·입 지표는 

환경산업기술 관련하여 당해 연도 수출·입 금액으로 구분하였다.

2.3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지표 자료 수집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부

지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인프라, 정부지원, 발전단계 지표의 

경우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산업기술의 정량적 평가점수를 도

출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산업체 중 국제공동사업, 해외진출자

문 위원, 우수환경산업체 사업 등 총 25개의 기업과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환경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연구원 

등 1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인프라와 

정부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

이 각각의 기술수준 평가 점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점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환경산업 기술의 발전단계를 Table 4와 같

이 구분하여 개발기, 도입기, 쇠퇴기, 성장기, 성숙기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자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각 세부지표의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환경산업 분야별 경쟁력 점수를 도출하였다. 

논문 및 특허 자료의 경우 앞서 분류한 32개의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지난 10년(2007∼2016년)동안 한국, 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의 논문 및 특허출원 건수와 피인용 수를 이용하여 

점유율과 영향력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논문 건수

와 피인용 수는 SCOPUS, 키프리스, WISDOMAIN DB를 이

용하여 환경산업기술분류체계의 중분류를 키워드로 각 나라별 

논문 및 특허 출원 건수와 인용수를 조사하였다(Table 5). 

Table 2.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ex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Index Detailed index 

Support and 
development

 Infrastructure 

Funding and human resource

Facilities and equipment, Informedness

Marketability

Governmental Support

Training and Financial support of technology R&D 

Cooperative exchange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sion of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Life cycle (development, introduction, shakeout, growth, maturity) 

Journal·Patent

Journal index
Journal share

Journal impact

Patent index 
Patent share

Patent impact

Export·Import 
Exports Exports for the year

Imports Imports for the year

Table 3. Standards of evaluation scores for the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support level

Score Explanation

0 - 20
There are no or little base technology and development capability to develop up the level of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technology.

21 - 40
There are some basic technologies to reach the same level as that of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technology, but the level 
of development capability is uncertain.

41 - 60 There are some development capabilities to develop to the same level as that of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technology. 

61 - 80
There is the ability to develop itself to the same level as that of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technology, and its potential 
is recognized externally.

81 – 100
There are technology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that are close to or comparable to the same level as that of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technology.  

Table 4. Standards of the industry life cycle

Score Explanation

Development 0 - 20 The stage at which technology is developed

Introduction 21 - 40 The stage at which developed technology is launched in the market

Shakeout 41 - 60 The stage at which the value and excellence of the technology declines

Growth 61 - 80 The stage at which new technology is commercialized

Maturity 81 – 100 The stage at which technology is applied in various ways in recognition of its excellence 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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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에 대한 자료구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매

년 발간하는 환경기술 실태조사 보고서 중 “2015년도 기준 환

경기술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축하였다. 환경기술 실태

조사 보고서는 40대 환경기술분야별 선진국과 개도국 등 약 

45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각 국의 통계청을 통해 환경산업 분야

별로 연관성이 있는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 자료를 구축하였다. HS

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

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산업 분야별로 수출과 수입액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지표 표준화 및 

가중치 산정 방법

3.1 경쟁력 평가지표의 표준화 방법

기존 경쟁력 평가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적 

평가방법과 정량적 평가방법을 모두 고려한 평가지표는 세부

지표마다 통계 단위 및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표에 따른 

지수값의 통계단위를 단일화하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

표의 표준화 방법에는 Ranking, T-Score, Z-Score, 

re-scaling 등이 있으며,  Z-Score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화 방법이다. 그러나 Z-Score 방법은 음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Score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를 수

행하였다. T-Score 방법은 McCall(1923)에 의해 제시되었으

며,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각 지표의 값, 는 평균, 는 표준편차를 의

미하며, T-Score 값은 주로 20∼80 사이의 값을 갖게 되어 전

통적인 100점 단위와 유사하게 산정된다. 

3.2 AHP 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산정 방법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AHP 기법

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AHP 기법은 다수의 결정

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 기준과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한 

설계 방법이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계층

화하고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산정하는 분석 기법이다(Han, 

2020). AHP 기법은 총 4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1단계는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계층 간 구조

를 형성한다. 2단계와 3단계는 중요 요인간 중요도를 산정하

기 위하여 쌍대비교를 실시한다. 4단계는 계산된 중요도를 이

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각 요소간 중요도를 산정하

는 쌍대비교 척도는 Table 6과 같다.

4. 주요 선진국과의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비교 

분석

4.1 환경산업기술 분야별 경쟁력 평가지표별 자료구축

환경산업 전문가 및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인

력, 장비 및 시설, 기술정보력, 시장성 등의 세부지표에 대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5개국의 환경산업 분야별 경쟁력 평가 

Table 5. Collection methods of journal papers and patent data

Analysis target Journal Patent

Technology 40 core technologies by 14 environmental issues 40 core technologies by 14 environmental issues

Natio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DATA SCOPUS  research papers
Disclosure,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of the patent

Applicable period The last decade from the data of registration The last decade from the data of application

Utilization of DB SCOPUS DB (www.scopus.com)
KIPRIS(www.kipris.or.kr)

WISDOMAIN (www.wisdomain.com)

Table 6. Fundamental scale of AHP(Saaty, 1980; Han, 2020)

Intensity of importance Definition Explanation

1 Equal importance Two activities contribute equally to the objective

3 Moderate importance of one over the other Experience and judg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the other

5 Strong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the other

7 Very strong importance
An activity is strongly favored and its dominance is demonstrated in 

practice

9 Extreme importance
The evidence favoring one activity over the other  has the highest possible 

order of affirmation

2, 4, 6, 8
Intermediate values between the two 

adjacent judgment
When compromis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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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통해 Fig. 2와 같이 인프라 지표 자료의 점수가 도출

되었으며, T-Scroe 방법을 통해 표준화 하였다. 환경산업 분

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및 선진국의 환경산업 분야별 인프라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물환경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점수

가 가장 높았고,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자금, 인력의 경우 영국이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으며, 장비 및 시설, 기술정보력, 시장성의 경우

에는 영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모든 영

국의 세부지표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한국의 세부지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영국은 모든 세부지표의 점수

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시장성을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의 점

수가 가장 낮았다. 시장성 세부지표의 경우 프랑스가 가장 낮

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토양·지하수 분야에서는 미국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특히 한국의 토양·지하수 분야의 시장성 세부지표 

점수는 각 산업분야별 시장성 세부지표 점수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매체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미국의 세부지표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한국의 

세부지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종합해 보면 환경산업 분야별 

인프라 지표에서 미국과 영국이 대부분의 환경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한국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야별 인프라 경쟁력 평가 점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

과 동일하게 정부지원 부분과 발전단계 부분의 세부평가지표

의 자료를 구축하고 표준화한 결과 정부지원 부분의 경우,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물환경 분야는 미국과 영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력

양성, 협력 교류의 세부지표 점수는 미국이 가장 높았으며, 인

프라 구축, 기술개발비 지원, 제도 개선 세부지표 점수는 영국

이 가장 높았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모든 세부지표에서 영

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한국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자원순환 분야에

서는 영국이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으

며 한국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의 제도 개선 세부지표는 다른 세부지표에 비해 가

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토양지하수 분야에서 미국이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한국은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다매체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영국이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Fig. 2. Results of data collec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dex by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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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았으며 한국은 모든 세부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

가되었다. 종합해 보면 환경산업 분야별 정부지원 지표에서 미

국과 영국이 대부분의 환경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하면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또한, 발전단계 부분에서는 Table 7에서 나타났듯이 영국이 

모든 환경산업 분야에서 성숙기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미국은 

기후·대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산업 분야에서 성숙기 단

Fig. 3. Results of data collec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index by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Table 7. Results of data collec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evelopment stage index by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 Index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Index
Standar-
dization 

Index
Standar-
dization 

Index
Standar-
dization 

Index
Standar-
dization 

Index
Standar-
dization 

Stage of 
the life cycle

Stage of 
the life cycle

Stage of 
the life cycle

Stage of 
the life cycle

Stage of 
the life cycle

Water Environment Life cycle
68.4 32.0 86.2 31.3 86.8 39.2 80.4 33.2 82.4 31.9

Growth Maturity Maturity Maturity Maturity

Climate · 
Atmosphere

Life cycle
60.9 49.6 74.9 58.1 85.0 68.8 78.5 54.2 76.6 58.8

Growth Growth Maturity Growth Growth

Soil·
Groundwater

Life cycle
61.6 62.4 83.6 59.0 81.9 48.9 77.6 64.1 77.9 59.7

Growth Maturity Maturity Growth Growth

Resource Circulation Life cycle
67.8 54.2 80.7 49.3 86.8 48.0 77.4 48.9 77.9 49.5

Growth Maturity Maturity Growth Growth

Multi-media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for a sustainable social system

Life cycle
64.9 51.8 83.0 52.3 83.6 44.9 76.7 49.6 77.0 49.9

Growth Maturity Maturity Growth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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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평가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물환경 분야를 제외한 나머

지 분야에서 성장기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모든 환경산

업 분야에서는 성장기 단계로 평가되었다.

환경산업기술분류표에서 분류한 32개의 중점기술을 키워드

로 최근 10년 논문 및 특허 출원의 점유율과 영향력, 수출액과 

수입액의 대한 자료를 구축한 결과 Fig 4와 같다. 환경산업 분

야별 논문 점유율과 영향력에 대한 자료 및 지표 표준화 결과는 

미국이 모든 환경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

으며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비슷한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피인용지수를 고려한 논문 영향력은 다른 선진

국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논문의 양적성과는 비슷하지만 양적 성과는 선

진국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 

출원 지표 자료와 표준화 결과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특허 출

원 건수가 가장 많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특허 출원 건수

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 한국의 피인

용지수를 고려한 특허 영향력은 영국, 독일, 프랑스의 특허 영

향력과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논문 지표와 같이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질적인 성과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S 분류 코드를 통해 한국과 선진국의 수출액과 수

입액의 경우 미국의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수출액이 

가장 적었다. 또한 수입액 지표를 보면 미국의 수입액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 영국, 프랑스의 수입액은 비슷하게 도출되었

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한국은 대기·기후 분야의 수입액이 다

른 선진국에 비하여 가장 많았다. 

4.2 환경산업기술 분야별 경쟁력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AHP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산업기

술 경쟁력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별 쌍대비교를 수행 후 가중

치를 산정하였다. Table 8은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별 가중치 산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인

프라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 지표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각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지표의 세부지표 중 

자금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산정되었고, 특허 지표가 가장 낮

게 산정되었다. 정부지원 지표의 세부지표 중 자원개발비 지원

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협력교류가 가장 낮게 도출되었

다. 발전단계 지표에서 세부지표가 수명주기만 있기 때문에 가

중치를 1로 산정하였다. 논문 및 특허 지표에서는 영향력이 점

유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 지표의 가중치 산정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 4. Results of data collec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Journal-patent-export·import index by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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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는 환경산업 분야별 가중치 산정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가장 높은 가중치가 산정된 지표는 물환경 분야이며, 다

매체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분야가 가장 작

은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4.3 환경산업기술 분야별 경쟁력 평가 결과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환경산업 

평가지표 자료를 T-Score 방법을 통해 표준화한 값에 가중치

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환경산업 기술경쟁력 평가점수를 Table 

10와 같이 도출하였다. 평가 결과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평

가한 결과, 미국이 60.7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37.8로 경쟁력이 가장 낮게 평가되

었다. 미국은 모든 환경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

였으며, 한국은 모든 환경산업 분야에서 가장 낮은 경쟁력을 

Table 8. Calculation of Weight by evaluation indices and detailed indices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ex Weight Detailed index Weight

 Infrastructure 0.2375

Funding 0.33

Human resource 0.18

 Facilities and equipment 0.11

Informedness 0.09

Marketability 0.30

Governmental Support 0.1926

Training 0.16

Cooperative exchange 0.08

Infrastructure construction 0.18

Financial support of technology R&D 0.35

Revision of the system 0.22

Development stage 0.1331 Life cyle 1.00

Journal 0.1823
Share 0.29

Impact 0.71

Patent 0.0544
Share 0.31

Impact 0.69

Export·Import 0.2001
Exports 0.69

Imports 0.31 

Table 9. Calculation of Weight by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 Weight

Water environment 0.2375

Climate · Atmosphere 0.1926

Soil · Groundwater 0.1331

Resource crculation 0.1823

Multi-media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for a sustainable social system 0.0544

Table 10. Results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by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s

Environmental industry sector
Evaluation 

classificatio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Water environment 
Score 10.7 17.7 14.8 14.9 13.9

Ranking 5 1 3 2 4

Climate · Atmosphere
Score 7.3 10.8 9.7 9.6 8.6

Ranking 5 1 2 3 4

Soil · Groundwater
Score 5.9 10.4 8.3 8.0 7.7

Ranking 5 1 2 3 4

Resource circulation
Score 8.4 12.7 12.4 11.1 10.1

Ranking 5 1 2 3 4

Multi-media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social system

Score 5.3 8.9 7.5 7.4 6.7

Ranking 5 1 2 3 4

Environmental industry
Score 37.8 60.7 52.9 51.1 47.3

 Ranking 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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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5는 국가별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하여 새로운 환경산업 기술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국내와 선진국 4개국(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의 환경

산업 기술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환경산업기

술 경쟁력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환경산업기술 경쟁

력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고, 구축된 평가지표 자료

의 통계단위 단일화를 위하여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인프라 지표에 대한 평가지표 구축 및 표준화 분석 결과, 인

프라 구축 수준은 미국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이 선진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프라 구축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지원 

지표의 경우 정부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이며, 한

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지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발전단계 지표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이 환경산업기술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성숙기 단계로 나타났

으며, 한국, 독일, 프랑스는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성장기 단계

로 나타났다. 논문 지표의 경우 논문수와 논문의 피인용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슷

한 논문 등재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가장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특허 지표 분석 결과, 미국이 특허 영향력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특허 점유율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높았

다. 특히 한국은 자원순환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

고 있고, 다매체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분야에

서 특허 피인용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특

허 피인용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수출·입 지표의 경우 미국은 수출·입액이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의 수출액과 한국의 수입액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인프라 지표의 세부지

표 중 자금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정부지원 

지표의 세부지표 중 기술개발비 지원, 논문 및 특허 지표의 

세부지표 중 영향력, 수출·입 지표의 세부지표 중 수출액의 

가중치가 높게 도출되었다. 인프라 지표와 정부지원 지표의 

세부지표인 자금과 기술개발비 지원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평가됨으로써 환경산업기술 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 및 기술개발비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가지 환경산업 분야별 가중치 산정 결과, 물환경 분야 가중

치가 가장 높게 산정되었고, 다음으로 기후·대기, 자원순환, 토

양·지하수, 다매체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순

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 분야중 물환경 분야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하여 

한국의 물환경 분야의 기술경쟁력이 다소 약하다고 평가되었

다. 따라서 첨단기술 적용,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구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물환경 분야의 기술 경쟁력 수

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물 기술 경쟁

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실증 및 시험시설 의 확대 운영, 해외 

현지에서의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차원의 기술, 금융, 

네트워크, 수주 및 마케팅 지원, 인력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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