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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유럽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측정하다

개요

ASEI는 각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아시아와 유럽 간 부문별 

에코이노베이션 수준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지수의 1차 결과물은 2012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와 행사를 통해 소개 될 예정이다. 

“에코이노베이션은 ‘환경영향 감소’, ‘환경적 훼손에 대한 회복력 향상’, ‘자원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있고 입증가능한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혹은 그러한 진보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혁신을 지칭한다.”

- 2012년 유럽집행위원회 에코이노베이션 액션플랜

   (European Commission Eco-Innovation Action Plan 2012)

기대효과 대상 국가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개발은 ASEM 회원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실태 및 수준을 

정성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지수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에코이노베이션의 개념을 전파시키고, 아시아와 유럽간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 국가별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및 규제 등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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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ture of Eco-Innovation
   The Role of Business Models in Green Transformation, OECD, 2011

에코이노베이션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에코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은 국제기구, 연구소,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에코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에코이노베이션의 필요성 

“… 현존하는 평가기술로는 

에코이노베이션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특성을 완전히 분석할 수 없다.”

(OECD, 2009)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현재 통계자료와 

지표의 부족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EEA, 2006)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는 중소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제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에 녹색성장과 에코이노베이션을 전파하고,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ASEIC은 지난 제 8차 ASEM 정상회의(‘10.10, 벨기에 

브뤼셀)를 통해 설립이 공식 인준되었고,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에코이노베이션 

사례들이 폭넓게 교류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중소기업청의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www.aseic.org

에코이노베이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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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I 지수 구성 체계 (잠정)

1.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2. 에코이노베이션 활동 3. 에코이노베이션 지원 환경 4. 에코이노베이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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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라 전문위원  borayoon@aseic.org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의 에코이노베이션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표 구성 

2012년 : 15개국

2013년 : 24개국 (안)

2014년 : 46개국 (안)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의 약어이며, 아시아 16개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27개국, 

호주·뉴질랜드·러시아 등 제 3그룹 회원국 정상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만나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ASEM 내에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단계의 고위관료회의가 정례화되어 있다. ASEM

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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