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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의 도시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서베이가 제시하는 인사이트에 기반해 각 도시들이 기

후행동에 대해 ▲거버넌스 ▲혁신 ▲위험 감소 ▲운영 지속가능성 ▲기후 평등 등의 5가지 렌즈를 통한 시각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코펜하겐은 이미 62개 풍력 발전용 터빈을 설치했다. 총 전력 생산량은 158

메가와트로 3만 가구 이상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3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풍

력 발전량을 46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소 신설을 

이미 위탁했고, 기존 발전소를 전용해 석탄 대신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게 했다.4 이러한 노력

에 힘입어 코펜하겐은 이미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2% 감축했고 열 소비량은 15% 줄였다.5

모빌리티: 코펜하겐은 도시 내 모든 이동의 75%가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새로운 교통 

모델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인프라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

을 확대하고, 주차료 인상 등의 조치로 개인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6 지난 2019년 기준 코펜하

겐 내 이동의 약 66%는 자전거, 걷기,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행정: 코펜하겐 시 정부는 운영과 구조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청사의 에너지 소비를 40% 감축하고, 공무용 차량을 대체 연료 차량으로 교체하고, 시 청사

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린 기술로 낡은 구조를 개조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새 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시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또 청사 건물마다 센서를 설치

해 노르드하운(Nordhavn) 거리에 리빙랩(living lab)을 형성했다. 과학자들은 리빙랩의 센서가 보

낸 데이터로 에너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7

지난 2012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시 당국은 2025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

한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성공한다면 코펜하겐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한 

수도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10년 이상 앞선 도시가 된다.1

그 핵심에는 ‘코펜하겐 2025 기후 계획(Copenhagen 2025 Climate Plan, 이하 

‘CPH 2025’)’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코펜하겐의 이처럼 다차원적 접근법은 기업, 학

계, 시민 대표 등 2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시 정부와 협력해 공동 수립했다. CPH 

2025는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 ▲모빌리티 ▲시 행정 등 네 개 핵심 부문의 개별

적 세부 목표와 탄소 감축 계획을 포함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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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시의 경제 성장이 희

생되지는 않았다. 기후 계획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고(총 

미화 40억 달러로 추정)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했음에도 불

구하고 코펜하겐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부터 2018

년까지 31% 가까이 성장했다.8

코펜하겐의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야심 찬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기

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행동과 공동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

야 한다. 코펜하겐 시 정부의 원대한 에너지 소비 및 모빌

리티 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조율과 협력 없이

는 달성할 수 없다.

과거에는 시 정부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mitigation) 기

후변화에 따른 결과에 적응하는 데(adaptation) 초점을 맞

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완화와 적응도 중요한 개념이기

는 하지만, 이제 각 시 정부는 코펜하겐 계획처럼 기후변

화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기후 혁신 생태계를 

재고하고, 기후 평등에 매우 세부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세계 각지의 도시에서 이뤄지는 진전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 기후행동 부문을 집중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 싱크탱크 ESI소트랩(ESI ThoughtLab)과 

딜로이트가 실시한 글로벌 도시 서베이를 활용했다(‘서베

이 방법’은 아래 박스 참고).

* 자세한 내용은 ESI 소트랩의 '더 위험해진 세계를 위한 스마트 도시 솔루션(Smart city solutions for a riskier world)' 서베이 리포트 참고

기후 회복력을 갖추려면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수년간 뜨거운 과학 및 정치 논쟁을 

벌인 결과, 과학계는 인류의 역할에 대해 거의 의견 일치를 이

뤘다. 기후 과학자의 약 97%는 지난 100년간의 지구 온난화 

주범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9 이는 2020년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각지에서 봉쇄조치가 내려

지자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비 7%(약 CO2 24억 톤 

상당) 감소한 사실을 통해 더욱 자명한 일이 됐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탄소 배출량은 이전 수준 이상으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0

서베이 방법

ESI소트랩은 딜로이트를 포함해 기업, 정부, 학계 리더들과 협력해 전 세계 16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했다. 

각 도시의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 진전 상황, 팬데믹 극복 방법,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팬데믹 이후 

발전을 주도할 기타 혁신 솔루션의 활용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번 서베이는 2020년 8~11월 동안 소득 수준과 인구 규모가 상이한 전 세계 82개국에서 실

시했다. 각 도시는 다양한 도시 영역의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발전 양상 및 시민과 이해관계자

의 참여 유도 능력 등에 기반해 측정한 스마트 도시 성숙 단계에 따라 각각 ‘초급(beginner)’, 

‘중급(intermediate)’, ‘선두(leader)’로 분류했다. 그 결과, 서베이 대상 도시 중 29%가 초급 

도시, 49%가 중급 도시, 22%가 선두 도시로 분류됐다.

팬데믹 이후 수년간 기후변화는 정책 최우선사안이 될 가

능성이 높다. 이번 서베이에 참여한 도시 지도자들 중 25%

는 최대 외부 교란 요인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위협을 꼽았다. 

추가로 응답자 중 약 절반은 유엔 SDGs 달성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아시

아(67%)와 유럽(65%) 도시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특히 

유럽의 성공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연합(EU)이 공동체에 대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인 ‘2021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따르면, 

https://econsultsolutions.com/smart-city-solutions-for-a-riskier-wor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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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들은 기후변화 관련 다차원적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Deloitte Insights I deloitte.com/insights

EU 시민의 약 93%는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11

북미는 상대적으로 뒤쳐졌다. 북미 도시 중 유엔 SDGs 달

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다만 미

국에서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

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일련의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범 정부 접근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부터 탄소제

로 운송뿐 아니라 탄소포집 등 청정 에너지 기술의 혁신 장려

까지 포함하며 도시 계획과 운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12

향후 10년간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분명 중요한 이

슈로 남을 것이다. 각 도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 다른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개별적 접

근법을 기후행동의 5가지 렌즈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5가

지 렌즈는 과거의 완화와 적응에 그치던 접근법을 확장해 도

시 지도자들이 행동을 위한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할 것이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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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에서 각 도시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5가지 렌

즈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진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

는 알아본다. 또 지역별 격차와 선도적 기후행동에 나서는 

지역을 파악한다.

거버넌스

기후변화는 오늘날 도시들이 직면한 최대 글로벌 위협이

며, 리더들은 이 문제의 규모, 범위, 복잡성에 부합하는 거버

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기후

변화를 모든 도시 행정의 초점으로 맞추고 운영 절차와 관행

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것이다.

각 도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혁신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는 기

후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과 거버넌스 발전을 통해 해당 지역

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정부는 2021년 5월 제인 길버트

(Jane Gilbert)를 ‘최고 열관리 책임자(Chief Heat Officer, 

CHO)’로 임명했다.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

성을 인정해 세계 최초로 CHO를 임명한 것이다.13 길버트 

CHO는 임명 전 4년 간 카운티의 ‘최고 회복 책임자(Chief 

Resiliency Officer)’로 활동했다. 그는 열 건강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으로서 지방자치 당국, 카운티 부처, 의료기관, 지

역사회 조직, 학계 등 더욱 광범위한 생태계를 결집하는 역할

도 맡게 된다. CHO는 카운티 전체 부처의 열 감축 계획의 실

행을 조율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공원휴양부는 나

무숲 캐노피를 조성하고 있고, 교통부는 보도의 온도를 낮추

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4

또 길버트 CHO는 심화되는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작지만 점진적 변화를 주도할 계획

이다. 소매 매장에서 에어컨 가동 시 문을 열어 놓지 않도록 

유도하고, 폭염이 극심한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일정

을 조절하고, 그늘에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시민들을 교육하

고, 야자나무를 그늘이 많이 생기는 나무로 교체하는 등의 변

화가 이에 포함된다.15

기후변화가 더욱 중심 문제로 부각되면서 도시들은 해변 

도시의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문제, 깨끗한 물 확보 등의 핵

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거버넌스와 리더십 모델을 

도입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서베이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전통적 

역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및 회복 책임자 지정: 지난 10년 간 도시들은 

기후 대응 노력을 감독할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CSO)나 

이와 비슷한 직위를 신설해 왔다. 이번 서베이 대상 도시의 

78%는 지속가능성을 감독할 고위급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유럽 도시는 97%, 북미 도시는 88%가 

이에 해당했다(그림2).

또 다른 추세는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들의 노

력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복원력 또는 회복력으로 풀이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기후변화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는 아니지만 분명 관계가 있다. 단순한 의미로 회복력이란 도

심지가 파괴적 이벤트에 대비 및 대응하고 회복 및 적응하는 

능력을 뜻한다.16(‘Four capabilities to build resiliency in cities’ 참조)

이번 서베이 대상 도시의 55%는 기후 회복을 감독할 고위

급 책임자를 임명했고, 이와 관련해 유럽, 북미, 남미 도시들

이 상대적으로 앞서 나갔다.

시 행정 운영 절차에 기후 및 지속가능성 렌즈 적용: 지속

가능성과 기후 회복 책임자들은 기후 및 환경 파괴에 완전

히 통합적 대응에 나서는 도시의 노력을 조율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서베이 대상 도시의 78%는 스마트 도시 

계획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역과 스마트 도시 성숙도에 상관없이 공

통적으로 나타난 추세이다. 또 71%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나설 때 기후변화의 잠재적 미래 영향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public-sector/articles/future-proofing-cities-four-capab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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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도시들의 기후 거버넌스 계획

참조: *메나(MENA)는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지역을 뜻함.
출처: ‘더 위험해진 세계를 위한 스마트 도시 솔루션(Smart city solutions for a riskier world)’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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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소

기후변화의 영향이 극심한 기후 이벤트, 해수면 상승, 환경 

악화 등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후 위험

을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

한 위험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도시

들은 이렇게 파악한 위험을 막을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할지라

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폴란드의 기후행동 계획이 있다. 인구

의 60% 이상이 도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폴란드는 수

도 바르샤바를 비롯해 44개 도시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MPA(Miejskie plany adaptacji do zmian klimatu,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계획)를 수립했다.17

MPA는 홍수 경보 및 보호 시스템 현대화, 효율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 지역의 녹지 증대, 심화되는 폭염에 

대한 솔루션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예로 500평방킬

로미터를 아우르는 지역의 나무 900만 그루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트리 크라운 매핑(Tree Crown Mapping, TCM)’ 

등을 개시했다. TCM은 원격 센서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활

용해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나무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시 당국에 이에 맞춰 세부적 행동에 나서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은 TCM에서 데이터를 열람하며 각 

지역의 녹지 상태를 파악하고 조림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18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 유엔에 따르면, 도시들이 전 세계 에

너지의 78%를 소비하고 글로벌 온실가스의 60%를 배출한

다.19 이처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들은 

의무적으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은 전 세계 도시들의 심화되는 문제이

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다. 대기 질 악화로 연간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사망한다.20 도시 지역의 차량 운행

과 심화되는 교통 혼잡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시들은 대중교통과 복합 모빌리티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

고 화석연료 차량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도시 내 이동 방식

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서베이에서 도시들은 대중교통 옵션 증대로부터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워커빌리티(walkability) 개선으로 현재

의 모빌리티 모델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서베이 결과, 걷기를 현재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답

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나, 향후 3년 간 중요한 교통수단

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2%를 넘었다(그림3). 또 40개 

글로벌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 네트워크가 수립한 

COVID-19 회복 계획인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회복을 위한 

C40 시장들의 의제(C40 Mayors’ Agenda for a Green 

and Just Recovery)’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행

자 친화적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15분 도시

(15-minute city)’ 모델을 제안했다.21



8 기후 회복력 갖춘 도시 만들기

참조: *메나(MENA)는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지역을 뜻함.
출처: ‘더 위험해진 세계를 위한 스마트 도시 솔루션(Smart city solutions for a riskier world)’ 서베이

그림 3

도시 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중요성 심화
현재와 향후 3년 도시 교통수단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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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로벌 추세는 전기차(EV)와 도시 내 전기차 인프라 

개발이다. 향후 10년간 전기차 기술이 발전해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도시 내 전기차 모빌리티가 급증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번 서베이에서도 향후 3년 내 전기차 비중이 

33%에서 5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응답자의 68%

는 공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고 답했고, 특히 유럽(92%)과 북미(88%) 도시들이 전기차 인

프라 투자에서 앞서 나갔다.

위험 감소 전략 일환으로 기술 투자: 다행히도 새로운 도구와 

기술, 기법으로 도시들은 대기오염 등 특정 기후 관련 위험과 

홍수 등 막을 수 없는 기후 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전례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서베이 대상 도시의 93%는 실

시간 대기 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88%는 수질 관리 시스템에, 

69%는 폭우와 허리케인 등 극심한 기후 이벤트가 초래하는 

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첨단 경보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는 거의 모든 도시 부처의 임무에 영

향을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부는 과감하고 야심 찬 

배출 감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

에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뤄지도록 실행 과정도 주도

해야 한다.

과감하고 야심 찬 목표 설정: 이번 서베이 결과, 세계 도시의 

47%만이 유엔 파리기후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자체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미 도시들은 참여율이 18%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바이든-해리스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

를 최우선사안으로 삼은 만큼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향한 미국 

도시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서베이에서 향후 수년 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

운 도시는 32%, 100% 청정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운 도

시는 30%에 불과했다(그림4). 하지만 앞으로 시민사회의 압

력이 심화되면서 이 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서

베이 일환으로 10개 도시의 시민 여론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노력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앞

으로 시민 여론과 행동주의가 도시들이 더욱 과감한 기후행동

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민간 부문에서는 주주, 소비자, 구성원들이 기업들에 

더욱 의미 있는 기후행동을 요구한 결과 이러한 시민 압력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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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도시들의 운영 지속가능성 목표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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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메나(MENA)는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지역을 뜻함.
출처: ‘더 위험해진 세계를 위한 스마트 도시 솔루션(Smart city solutions for a riskier world)’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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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변화를 만들고 장려하라: 대부분 도시들이 모든 것을 

갈아 엎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낡은 인프

라와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서베이 대상 도시의 52%는 건물 신설과 대규모 개조

와 관련해 국가 및 주 정부보다 엄격한 법규를 수립했고, 50%

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

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약 35%는 정부 청사 건축과 개조 

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따르고 청사의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체코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는 2015년부터 ‘기후

변화 적응 전략(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을 

실행하고 있다. 프라하는 그린 인프라 개발, 홍수와 가뭄 피해 

축소,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옵션 개발,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

율성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목표를 설정했다.22 또 낡은 건

물에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 인텔리전트 빌딩 관리 시

스템 통합, 중앙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해 에너지 효

율성을 개선하는 개조 작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 도입했다.23

프라하는 지난 수십년간 기온 상승과 폭염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시내를 중심으로 열섬 효과 문제가 심각해졌다. 도

시 열섬 효과는 대체로 녹지가 없어지고 열을 흡수 및 보존하

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서 발생한다.24 프

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인프라를 활용하고 녹

지를 개선해 도시 일부 지역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일련의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옵션 개발, 새로운 

공원 건설 및 기존 공원 복원, 가로수 심기, 옥상 녹화 등이 그 

계획에 포함된다.25

혁신 

기후 관련 기술 시장에서는 조만간 시장파괴적 혁신이 이뤄

질 것이다. 피터 플래스트리크(Peter Plastrik)와 존 클리블랜

드(John Cleveland)는 2019년 발행 저서에서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지역별로 발전하는 기후 혁신을 분석했다.26 플래스

트리크와 클리블랜드는 이러한 도시들을 ‘기후 혁신 연구소’라

고 불렀다.27 이들은 도시들이 공공 부문의 힘을 활용해 첨단 

기술, 새로운 솔루션, 혁신적 자금조달 파트너십을 장려해 기

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했다.

이 책에서 거론된 캐나다 밴쿠버는 화석연료를 풍력, 태양

광, 수력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

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밴쿠버는 신축 건물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유지하도

록 건물 법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28

밴쿠버는 글로벌 클린테크(cleantech) 중심지로 자리잡았

다. 연료전지 솔루션, 파워일렉트로닉스, 폐수 처리기술 등에 

주력하는 140개 이상의 클린테크 기업들이 밴쿠버 도시권에 

소재하고 있다.29

밴쿠버는 또한 식품, 섬유, 그린 빌딩 등 핵심 산업에서 순

환경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 혁

신도 추구하고 있다. 언빌더스(Unbuilders)라는 기업은 해체

된 건물에서 나온 폐기물을 99% 비율로 재활용해 건축 폐기

물을 최소화한다.30

이번 서베이 결과, 밴쿠버 외에도 세계 도시들은 환경과 지

속가능성을 향후 3년간 투자 최우선순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리더들은 이러한 투자의 가치를 개선하기 위

해 성장하는 기후 및 클린테크 부문과 협력해 신기술 솔루션

을 시범 도입 및 테스트하고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나

은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이번 서베이 대상 도시 중 78%가 에

너지 사용을 추적 및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69%는 스마

트 수도 계량기에, 67%는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 계량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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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도시들의 스마트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기술 투자 현황

    
  
   

   
   

   
  

  
61% 73% 73% 90% 78%

63% 54% 95% 87% 90% 90%

57%47% 78% 60% 90% 85%

32%

참조: *메나(MENA)는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지역을 뜻함.
출처: ‘더 위험해진 세계를 위한 스마트 도시 솔루션(Smart city solutions for a riskier world)’ 서베이

순환경제 기술에 초점을 맞춘 밴쿠버처럼 도시들은 시 정

부의 권한과 자원을 활용해 혁신 기술과 자금조달 파트너십

을 장려해 기후변화에 맞서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기

업들이 규제의 장벽, 산업 경제학, 이미 자리잡은 주류 기업 등

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후변화를 막는 데 필

요한 속도와 규모로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서

베이 대상 도시의 약 1/3은 파트너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제안서 제출 및 공개 설명회 등을 장려하

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도시들이 직접 구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으로 더욱 광

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서베이에서 세계 도시들은 단

기 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통적 정

부 기반 대출 및 민간 부문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집

중적인 벤더파이낸싱(vendor financing) 모델로 전환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평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 어디에나 미치지만 이에 따른 

경험마저 평등하지는 않다. 기후변화는 맞서 싸울 자원이 가

장 부족해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예를 들

어, 몬순 패턴이 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가장 가난한 농부들

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해수면 상승은 해변 마을과 도시

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31

도시들은 기후변화를 막을 계획을 추진할 때 환경 평등의 

렌즈를 통해 실행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결정과 프로그

램의 환경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 건강, 경제 관련 잠재적 결과 

또한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남미 콜롬비아공화국의 수도 보고타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포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

다. 인구 780만 명, 차량 120만 대가 들어찬 보고타는 지난 

30년 간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대기오염에 시달려 왔다. 지난 

Deloitte Insights I deloitte.com/insights

https://econsultsolutions.com/smart-city-solutions-for-a-riskier-wor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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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보고타는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

시 중 하나로 꼽혔다. 그 해 보고타 시민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191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타 시가 실시한 모빌리티 서베이에 따르면, 시민 과반

수가 대중교통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또 도시의 가장 취약한 

인구가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이 충분하지 않고, 운행 주기

도 제각각이며, 대기 시간이 길고, 목적지까지 여러 교통수단

을 갈아타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보고타는 다양한 모빌리티 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다. 우선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교

통비도 인하해 저소득 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대

중교통 수단에 접근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운행 주

기를 단축하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 시간을 줄였다.

또 보고타 대중교통 당국은 운행 버스를 늘려 대중교통 역

량을 강화했다. 2021년 초에 596대의 전기차가 추가돼 보고

타를 운행하는 버스는 총 1,485대로 늘었다. 이는 중국을 제

외하고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고

타는 매년 8만3,433톤의 이산화탄소와 9.63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32

향후 과제

향후 수십년간 세계 도시들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시 정부들은 홀로 싸울 필요

가 없고, 사실상 홀로 싸울 수도 없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민간 부문과 기술 기업, 

학계, 시민 등 광범위한 생태계 참여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다.

앞으로 세계 각지의 도시들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더욱 광

범위한 생태계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 의견 일치를 주도하고, 조율을 개선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이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일을 막고 기후행동이 도시의 핵심 기후 목표에 집

중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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