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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지구 온난화 

4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현재 지구는 과거 1800년의 어느 시기 보다 온난 

•이산화탄소 증가로 100년 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0.75℃ 증

가 

 (우리나라는 1.5℃ 증가) 

 200~2000년의 과거 북반구 온도변화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 550ppm 이상으로 증가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3~6℃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 수준(스턴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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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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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 

지구표면적의 1% 

50% 
전 세계의 50% 인구가 도시에 거주 

    (한국은 90%) 

2050년에는 75%로 증가 

저탄소 녹색도시의 필요성 

75% 
세계 생산 전력의 75%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 배출 



Garden City 

(1900~) 

도시와 농촌이 결합
된 도시환경 추구 

Eco City 

(1970~)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Low Carbon 

Green City(2000~)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의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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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 지향 
 
환경의 가치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추구 

환경 
(기후변화 대응) 

경제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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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구조 

녹색기반: 토지이용, 교통체계 

녹색충진: 에너지, 건축 

녹색실천: 생활, 산업 



압축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

인 도시구조 형성 

녹지네트워크(Green Network) 고려 

바람 및 물 순환 고려 

 개념 

[주요 전략] 

①압축·집약적 도시공간구조 

②직주근접 실현 

③복합용도개발 

④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⑤유비쿼터스 기반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 

⑥바람길 확보 등 도시열섬 방지 

⑦풍부한 녹지 공간 확보 등 

녹색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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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녹색토지이용 

목표 “압축적 복합토지이용을 통한 저탄소 공간구조 형성” 

방향 및  

기법 

압축적 복합토지이용 탄소흡수 도시구조 기후변화 적응 도시구조 

 

•압 축 적  공 간 구 조 (Compact 
City) 

•복합토지이용 도모 

•자족시설 확보 

•직주근접 도모 

 

•녹지 보존 

•그린네트워크 

•탄소흡수 공원, 도로 조성 

•단지 내 텃밭  

 

•바람길 네트워크 

•Cool Spot의 보전 및 확대 

•우수 관리 

녹색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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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녹색교통체계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지역 중심에 전철, 노면전

차 등의 대중교통 연결 

통학, 쇼핑, 레저 등 생활환경은 자전거와 보행

으로 연결  

[주요 전략] 

① 에너지절약형 교통수단 도입 

② 대중교통 네트워크 

③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성 향상 

④ BIS(Bus Information System), 편리한  환승시스템 

마련 

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⑥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및 부대시설 마련 

⑦ 도심 내 자동차 진입 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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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녹색교통체계 

목표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방향 및 기법 

대중교통 중심 도시 보행 및 자전거 활성화 자동차 사용 저감 

 

•에너지 절약형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역 중심 개발(TOD)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보행자 전용도로 및 네트워크 

•자전거 전용도로 및 네트워크 

•자전거 부대시설 마련 

•그린웨이(Green Way) 

•자동차 길들이기(Traffic Calming) 

 

•자동차 공유시스템(Car Sharing) 

•카풀제도 등 교통수요 제어 

•카 프리 존(Car Free Zone) 

녹색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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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화석연

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마련 

[주요 전략] 

①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② 전력생산, 에너지 효율 증대,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 

③ 공공시설에 적극 적용 

④ 옥상, 벽면 등의 자투리 공간 활용 

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이용 장려 

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 

⑦ 폐기물 등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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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녹색에너지 

목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화석에너지 사용 저감” 

방향 및 기법 

신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수소연료전지(전력+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석탄액화기술(CTL) 등 

 

• 태양광(전력), 태양열(열, 전기) 

• 바이오(가스, 액체, 고체연료) 

• 풍력(전력), 소수력(전력) 

• 해양(전력) 

• 폐기물(열: 온수, 증기) 등 

녹색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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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열, 고기밀 자재, 자연환기 등의 에너지 저감 방안 마련 

태양광 발전 등 도입 가능한 자연에너지를 건축물에 도입 

 개념 [주요 전략] 

① 남향배치를 통해 태양에너지 활용 극

대화 

② 고단열 자재를 통해 단열효과 극대화 

③ 자동환기시스템 

④ 태양열, 지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 

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생산 

⑥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건축자재 사용 

⑦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녹색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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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녹색건축 

목표 “패시브 주택 및 건축물 녹화를 통한 탄소저감 및 흡수” 

방향 및 기법 

패시브 주택(Passive House) 건축물 녹화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 성능 강화 

•고성능 창호 도입 

•고기밀 시공 

•폐열 회수장치 

•자연채광 시스템 

•고효율 설비 도입 등 

 

•옥상녹화 

•지붕녹화 

•벽면녹화 

•발코니녹화 등 

녹색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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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산업과 녹색문화산업, 첨단지식

산업 등을 통해 환경 및 경제적으로 지속가

능한 도시산업구조 형성 

 개념 

[주요 전략] 

①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 

② 이윤창출과 경제성 확보 

③ 기업, 대학, 연구소, 관공서 등 혁신클러스터 형성 

④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녹색관광 상품 개발 및 홍

보 

⑤ 기존 산업단지의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로의 변환 추

진 

⑥ 기업의 탄소저감 동참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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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녹색산업 

목표 “환경 및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구조 형성” 

방향 및 기법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 생태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지역 환경을 고려한 개발과 입
지 

•에너지 및 폐기물 순환 

•협력 및 지원 체계 형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
술  

  마케팅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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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녹색생활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과 수송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 

[주요 전략] 

① 가정에서의 녹색실천 등 도모 

② 주택의 재건축 및 신축 시 에너지 절

약 유도 

③ 그린 상품 구입 유도 

④ 자동차 구입 시 저공해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선택, 에코드라이브 운동 참여 

⑤ 친환경 건축물 보급 권장 

⑥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과 기업에

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구분 녹색생활 

목표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로 탄소배출 저감 실현” 

방향 및 기법 

녹색생활 실천 녹색소비 

•녹색가정 실천방안 

•녹색운전 실천방안 

•기타 녹색생활 실천방안 

•과잉소비 억제 

•친환경 제품 소비 

20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주요 도시의 녹색도시 비전 제시 

[영국 런던]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 대도시 목표 

•녹색비즈니스 중심도시 지향 

[프랑스 파리] 

•21세기 파리의 비전 : ‘녹색과 휴먼’ 

[호주 브리즈번] 

•브리즈번의 2026년 비전 주제 : Clean, Gree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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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추진동향 

[대한민국 수원시] 

•저탄소 녹색 휴먼시티 조성 

•한국의 환경수도 



한국의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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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추진동향 

2009.1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2010.0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에너

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 

ICLEI의 기후보호도시(CCP) 프로그램 : 수원시 참여 

수원시 : ‘저탄소 녹색휴먼시티 수원’ 추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저

감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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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6가지 부문별 국내외 사례 소개 



녹색토지이용 



림(Riem) : Compact City 지향 

•녹지 보존 중심의 토지이용 

•컴팩트시티의 지향 

•신규개발면적 최소화 

생태중심의 토지이용 

•전체 개발면적의 약 50%가 녹지 

•동-서축으로 조성된 녹지네트워크(400m 폭)  

녹지 네트워크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유입 

•저밀의 수목 식재, 필로티 조성을 통해 바람의 

흐름 유지 

바람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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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치 밀레니엄빌리지 

•주변 서식환경 보존 

•주변을 고려한 녹색회랑(Green Corridor) 

•기존의 매립지를 새로운 생태공간으로 조

성 

•영국 최초의 생태주거단지 표방 

다양한 생태계획 기법 

•기존 습지의 생태공원화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

로 활용 

•빗물 저장 및 쾌적한 미기후 형성 

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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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스베르크(Kronsberg) 

•개발 이전의 상태와 같은 유수배출 

•Mulden-Rigolen-System(도랑-집수관-시스템) 

모범적인 우수처리 계획 

•1단계: 건축물과 주거단지 내부 

•2단계: 단지 내 생태정화연못 

•3단계: 생태하천 

•4단계: 대규모 생태연못 

4단계 물순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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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한민국 환경수도 선언 

  - 환경 단체, 기업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 참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시민참여 녹색도시계획 수립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도시설계에 반영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목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29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토지이용 

시민참여 「하천유역네트워크」 발족 

녹지 및 하천네트워크 구축 

생태적인 녹색환경도시 추진 



녹색교통체계 



76개의 PRT 정거장 배치 

도달거리150m 

PRT(Personal Rapid Transport) system 

4개의 LRT역과 PRT 연계 

서쪽으로 아부다비, 동쪽으로 공항 연결 

매일 약 5천 명의 통근자 수송 

LRT(Light Rail Transit) system 

차량 진입 금지 

PRT와 LRT 시스템 이용 

Car Fre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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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32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교통체계 

보봉(Vauban) 

•주차장이 없는 주택 건물(전체 면적의 75%) 

•공유 자동차(Car-Sharing) 프로그램 도입 

차 없는 주택지 도입 

•보행과 자전거 우선 도로 

•단지 내 제한속도 30km, 주거지 내 제한속도 

5km 

자동차가 불편한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시 중심까지 15분) 

•노면전차와 버스, 자전거를 통해 신속한 이동 가능 

자전거 및 대중교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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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영자전거 : 2012년까지 7,000대 

•자전거 보유율(%) : 2015년까지 60%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 2020년까지 20.0% 

자전거 도시 창원시 목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 

•2008~2012년까지 총 180억 원 투자 

•2008~2010.9월까지 300만 회, 2,357km 이용 

24시간 무인대여시스템 ‘누비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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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면전차, 바이오모달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약 6km)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 시스템 

•노후불량 보도시설물 정비 

•2015년까지 자전거도로망 구축 

•도시전체를 녹색회랑(자전거+보행+녹지)으로 연결 

자전거 및 보행 네트워크 

1단계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교통체계와 연계 

•전철(광역)-노면전차 및 버스(시내)-자전거 및 보행 

연계 

2단계 



녹색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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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마르비(Hammarby)  

•에너지 공급과 폐기물 처리의 통합적/친환경적 관리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모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생긴 열로 난방 

•음식물쓰레기와 오수찌꺼기는 바이오 가스로 

변환 

자원의 재사용 



37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에너지 

마스다르(Masdar City)  

•각 건물 지붕에 태양광 전지 설치 

•단지 외곽 태양광 발전단지를 통해 추가발전 

•풍력 및 쓰레기를 통한 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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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자원재활용 모범 도시 

•환경기초시설 간의 효율적 공정처리 

•쓰레기 및 하수처리시설 + 생태관광 시설  = 자원순환 테마파

크 

생생랜드(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계획 



녹색건축 



보봉(Vauban)  

•㎡당 연간 7리터 소요 

(일반 주택은 14리터 소요) 

저에너지 주택 

•㎡당 연간 1.5리터 소요 

•보봉 지역의 약 15% 도입 

패시브 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패시브 주택 + 태양광 발전(지붕 활

용) 

•7.5kWh의 태양전지로부터  

 연간  7,000kWh 전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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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탄소제로주택(carbon zero house)  

41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건축 

영국 건축연구소 내 건립된 지속가능주택 시범단지(2005년 개

장) 

최신 시공기술과 200여 가지의 혁신 기술 적용 

BRE Innovation Park 



① 태양광 발전 시스템 

② 소형 풍력 발전기 

③ 휴대용 리튬 전원장치 

④ 유기EL(OLED) 조명 

⑤ 고효율 열펌프 급탕기 

⑥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⑦ 친환경 시멘트 

⑧ 폐목재를 이용한 목질재료 

⑨ 하이브리드 단열보드 

⑩ 광덕트 시스템 

⑪ 환기 시스템 

⑫ 습도조절 건축자재 

일본 제로에미션하우스(zero emissio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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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토야코 G8 정상 회담 부지에 위치 

규모 : 단층주택, 4인 가족용(건축면적 196㎡)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주택   

Zero Emission House 



① 태양광 발전 시스템 

② 풍력 발전 시스템 

③ 지열시스템 

④ 지중덕트 시스템 

⑤ 옥상녹화 

⑥ 빗물이용시설 

⑦ 자연채광시스템 

⑧ 슈퍼 외단열 

⑨ 고성능 창호 

⑩ 환기시스템 

⑪ LED조명 

⑫ 바닥충격음 저감재 

풍력발전 시스템 

지중덕트 시스템 

빗물이용 시설 

대림 3리터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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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냉·난방 연료를 1년에 3리터만 소비 

단열, 창호기밀,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한 실험주택 

일반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의 1/8  

에코 3리터 하우스 



녹색산업 



티스테드(Thisted)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덴마크 도시 

•1992년부터 다양한 규모의 풍력관련 기업 유치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육성 

•주변의 버려진 자원을 모두 활용 

•도시전체가 하나의 환경산업 복합단지 

환경산업 복합도시 

45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산업 



프라이부르크 

•태양관광을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주도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호텔(빅토리아 호텔) 

태양관광 Solar Tourism 

•국제 태양에너지 전시회(매년 개최) 

•국제태양에너지협회, 유로솔라가 상주 

솔라산업 경제 

46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산업 



서귀포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슬로 관광 아이템 

•도보 여행 코스 개발 

제주 올레 생태관광자원화 

47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산업 

•주민과 공무원의 협력을 통한 생태관광자원화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해설자 양성) 

민-관 파트너십 



녹색생활 



토론토 

•20/20 캠페인 : 가정과 도로에서 20% 에너

지 절약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녹색생활 유도 

녹색 토론토 실천하기 live green 
toronto 

49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 녹색 생활 

•간편한 CO2 배출 계산법 개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carbon neutral 캠페인 

뉴캐슬 



베드제드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 과일, 와인 이용 

•정원에서 직접 생산하기도 함(수송에너지 저감) 

로컬 푸드 loc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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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인이 3대 공동차량 사용 

공동차량 사용 car sharing 

•녹색생활 교육 담당자 고용(입주 첫 해) 

•온수미터기 설치 

녹색실천 교육 



수원시 

•녹색생활 실천 시 그린포인트 정립(현금처럼 사용)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 촉진 

그린카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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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건립 

•기후보호 지도자 양성 

녹색시민 양성 교육 

•지속가능한 수원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에너지 제로, 공동차량 이용, 옥상텃밭 등 

녹색마을 만들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절약 

•환경부, 부산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초 시행 

녹색자동차 보험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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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와 
건축 

산업 
및 생활 

 

계획기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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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 

 

구체적인 탄소저감 목표 설정 

부문별 계획기법/기술 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 

도시 전체차원에서의 저탄소 시스템 구축 

   - 폐기물 처리, 효율적 에너지 사용 

저탄소-환경-경제 순환 고려 

녹색비즈니스, 녹색도시 브랜드 활용 

Low 
carbon 

Green city 

Energy 

Environ
ment 

Econom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