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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피크오일(Peak Oil)  기후변화에 응하여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노

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새로운 

국가발 략으로서 ‘ 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재 해외에서는 건물단 의 실험에서 벗어나 지역단 의 통합  구 을, 

원지역 내 신도시개발에 용했던 실험을 기성시가지 내 재개발에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도시를 심으로, 기성시가지 내에서는 

건물 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 임.

◦하지만, 기성시가지에서 자족 인 신도시 개발규모로 이들 개념을 용하

기 해서는 신재생에 지, 친환경 교통, 그린빌딩, 생태단지계획, 에 지

약형 토지이용 등 개별 인 신개념, 신기술들을 도시 내에서 통합 으

로 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건임.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시가지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 탄소 립도시 개념

을 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기존시가지 여건에 맞는 탄소 립도시 조성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함.

Ⅱ. 탄소중립도시의 개념정의

◦에너지 측면：재생에 지 도시(Renewable Energy City)

－재생에 지 도시는 재생에 지와 에 지효율성의 원칙을 지역 벨에서 

건물 벨까지 범 하게 체계 으로 용하여 자족성과 공 을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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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시 커뮤니티를 말함(Peter Droege, 2006). 

－ 한, 재생에 지 도시는 공기흐름, 햇볕, 강수 등 지역의 기후특성에 

응하여 패시  솔라(Passive Solar), 물(Water), 도(Wave), 바람(Wind), 

태양열(Solar-thermal), 태양 (Photovoltaic), 바이오연료(Biofuel), 냉열

발 (Heat-pumping Power)을 이용하여 에 지를 자족 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말함.

◦생태적 측면： 합성 도시(Photosynthetic City)

－ 합성 도시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습지, 도시산림 등 

녹지생태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린인 라를 도시인 라와 통합 으로 계

획하는 도시를 의미함.

－이러한 개념은 재 도시조경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지나, 잠재  그린인

라로서 지역의 재생가능한 에 지와 음식물 자원을 포함하여 인식되

고 있지는 못함. 그러나 여기에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자족 으

로 재생에 지와 음식물을 공 함으로써 도시 내 녹지공간을 늘리면서

도, 필요한 에 지를 확보하고, 음식물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에 지를 

감하는 계획  략이 담겨져 있음(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교통적 측면：지속가능한 교통 도시(Sustainable Transit City)

－이 개념은 지역과 도시 벨에서 양호한 교통체계가 형성될 수 있

도록 조 한 도시를 형성하고, 근하기 쉽고 빠른 교통체계를 공

하며, 보행  자 거 심으로 도시를 계획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근

본 으로 억제하여 에 지사용을 이는 도시를 의미함.

－도시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근본 으로 자동차 운 이나 

VMT(Vehicle Miles Traveled)를 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사항을 도

입해야 함. 도시를 보다 더 조 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이 자동차 신 

보행, 자 거, 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원유의존성을 임으로



iii

써 탄소배출을 감해야 함.

◦자원재활용 측면：생태효율  도시(Eco-Efficient City)

－생태효율  도시는 도시를 자원을 소비하는 선형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에 지, 고형쓰 기, 수를 재사용하는 복잡한 순환체

계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함.

－종종 UN과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산

업국가의 쓰 기발생량을 이기 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효율성의제

(Eco-efficiency Agenda)로 언 되며, 이는 생태계와 같이 자원과 쓰

기를 산업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Ⅲ. 탄소중립도시 추진실태

◦국내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Green Building Certification)를 2002

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이며, 재 서울시는 친환경 련기 을 통합한 

친환경건축기 을 마련하여 시행 임.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그린빌딩 유사기 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를 시행하여 건축분야에서 환경오염을 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1월 공동주택에 처음 용하 고, 

2003년에는 주상복합  업무용빌딩에도 용하 으며, 이어서 학교, 

숙박  매시설로 확  용됨.

－ 재 서울시에서는 2007년 8월에 기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건축

물의 에 지 약 설계기 , 건물에 지 효율등  인증제도를 강화한 서

울 친환경건축기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환경 건

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 (65 ) 이상과 에 지성능지표 74  는 건

물에 지 효율 2등  이상인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등 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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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단지규모에서의 포 인 탄소 감기 은 없는 상태임.

－단지규모에 한 친환경 련기 으로 환경성검토제도가 있으나, 최소

한의 기 을 확보하는 수 에서 다소 형식 으로 운 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성검토는 친환경  에 지 리기 을 마련하기 한 토

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환경성검토항목은 자연환

경부문의 8개, 생활환경부문의 6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지침을 지역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를 심으로 탄소 립도시 건설을 추진 임.

－신행정복합도시, 소사벌, 동탄2 등 신도시를 심으로 용하고 있음.

－기성시가지의 경우 2009년 5월 개최된 제3차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

의에 앞서 도시지역에서의 탄소 립도시 조성을 활성화하는 로그램

인 ‘기후 친화 인 개발 로그램(CPDP)’에 따라 클린턴재단과 마곡지

구를 시범사업지구로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마곡지

구의 CPDP 참여를 계기로 도시 내 신도시개발지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여나가는 방안이 확 될 것으로 상됨.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의 포 인 탄소 감 련기 은 없음.

－ 재,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 친환경 련기 은 사 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 향평가제도가 있으며, 에 지 리 련기 으로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 지사용계획의 의제도와 집단에 지사업

법에 의한 집단에 지의 공 에 한 의제도가 있음. 그러나 이것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향 감방안  에 지 감방안을 마련하기 

한 최소기 으로서, 보다 극 으로 친환경도시  탄소 감도시를 

만들기 한 것과는 거리가 있음. 한, 2008년에는 자동차의 이용을 

이고 교통이용을 진하기 해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모 도시개발 시 정해진 교통시설기 을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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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 내 신도시개발 규모추정 및 유형

◦도시 내 신도시개발 규모 추정  유형

－도시 내 신도시개발은 크게 주거지 정비를 심으로 하는 주거지형과 

업무  산업시설이 집한 심지를 정비하는 심지형으로 구분됨.

－주거 심의 도시 내 신도시의 규모：법상으로 도시 내 신도시 조성을 

한 개발사업의 규모는 체로 100,0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활권차원에서도 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000㎡ 이상

(3,00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부문과 친환경  에

지부문을 포 하는 탄소 립도시의 조성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

인 근린주구규모 500,000㎡ 이상의 도시 내 신도시에서 검토될 수 있

으므로, 도시재정비 진사업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500,000㎡로 설정함.

－업무 심의 도시 내 신도시의 규모：지역 심 이상의 심지는 주거지

와 독립된 별도의 구역으로서 인지되고 기능하므로, 심지를 주거 심

의 도시 내 신도시와 별도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업무 심의 

도시 내 신도시의 경우, 도시의 자족성을 결정하는 지구 심지와 지역

심 사이의 규모인 200,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이 규모는 

심지형 도시재정비 진사업의 지정 규모와도 일치함.

◦서울시 도시 내 신도시개발지역의 분포： 재 서울시내에서 신도시개발 

규모인 500,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차지하는 면 은 서울시 

체 시가지면  약 350,000,000㎡ 에서 약 44,500,000㎡로 13% 정도이

며, 사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도시재정비 진구역이 가장 많이 분포： 재, 서울시내 신도시규모 개

발이 진행 이거나 정인 지역 에서 도시재정비 진구역이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 은 32개소에 걸쳐 약 28,000,000

㎡에 달함. 도시재정비 진구역 에서 주거지형 뉴타운이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형 균형발 진지구가 8개소 지정되어 추진



vi

임. 여기에서 은평뉴타운 등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

하 음.

－도시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재,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인 지역은 클린턴재단의 기후친화  개발 로

그램의 시범사업지구인 마곡신도시 1개소이며, 도시개발사업구역은 탄

소 립도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 등 4개소가 있음. 이들 지역

의 총면 은 약 8,300,000㎡임. 여기에서 이미 시공 인 문정ㆍ장지지

구는 제외하 음.

－ 규모 재건축사업 집지역： 재, 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

역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포함된 한강주변 고 도아 트 집지구가 

있으며, 개포, 고덕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구역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집한 지역을 들 수 있음. 이들 지역이 서울시에서 분포하고 있는 면

은 약 8,200,000㎡에 달함.

Ⅴ. 개발규모별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저감요소 선정 

◦탄소 감요소의 선정：8개 요소

－우선 으로 이론  검토를 통하여 가려낸 토지이용, 교통, 녹지생태, 에

지효율 인 건물, 건물재료, 집단에 지, 물, 쓰 기요소를 심으로 

선정하고, 다음으로 국내외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 용하고 있는 항목

인 에 지, 교통, 실내환경, 재료, 물ㆍ토지이용, 생태, 유지 리, 외부환

경 향요소를 감안하여 최종 으로 선정함.

－국내외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 선정하고 있는 에 지, 재료, 실내공기

질을 건축물 요소로 통합하여 구분하고, 모든 개발단 에서 공통 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서 교통, 토지이용, 집단에 지, 녹지생태, 물

리, 쓰 기를 건축물과 함께 각각 독립 인 요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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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는 실제 운 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므로 독립항목으로 

추가하 고, 한 일본의 도시단 의 친환경기 인 CASBEE에서 선정

한 외부지역의 환경 향은 녹지  생태항목과 연 계가 높으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하 음.

건축물
(에너지, 실내공기질, 재료)

토지

이용
교통

녹지

생태

집단

에너지
물관리 쓰레기

유지

관리

<표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

◦개발단 별로 용할 수 있는 탄소 감기술

－교통과 토지이용：이 요소는 건물단 에서는 거의 고려될 수가 없으며, 

단지단 에서도 보행과 자 거이용 등만 제한 으로 고려할 수 있음. 

교통과 토지이용 요소는 교통 인 라가 구축될 수 있는 규모인 신

도시단 에서 비로소 용될 수 있는 요소로서 도시 내 신도시단 에

서 검토되어야 할 요한 요소임.

－녹지생태：건물단 와 단지단 에서의 녹지생태요소는 조경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단 에서는 주변지역의 자연생태자원과 연결

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한 요소로서 강조되며, 물은 생태녹

지체계의 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음.

－재료：재료의 부분은 건물단 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건물단

에서 악되어야 할 요소임.

－재생에 지：개발규모별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 지원이 존

재하나, 도시 내에서는 제약요건이 많아 집단  활용보다는 주로 건물

단 를 심으로 용됨. 신도시규모에서 용할 수 있는 에 지원별 

기술은 재는  열병합발 (CHP)이 주를 이루나, 향후 기술의 발 에 

따라 수소 지, 바이오에 지로 차 확 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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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기와 에 지 유지 리：이 요소는 개발규모별 리체계가 필요함.

구 분 건물단위 단지단위 신도시단위

교통/
토지이용

⦁주차장설치 제한
⦁입체적 복합개발 유도
⦁자전거/보행체계 구축

⦁역주변 고밀압축개발
⦁자족적 복합도시 형성
⦁대중교통체계 구축 

생태녹지
⦁옥상조경
⦁담장녹화

⦁단지조경 ⦁생태녹지네트워크 형성
  (식생/물)

물 ⦁우수/중수도 재활용
⦁투수성 포장
⦁수공간 조성

재료
⦁탄소발생 저감재 사용
⦁재생재료 사용 
⦁단열재 사용

⦁탄소발생 저감재 사용
⦁재생재료 사용

에너지

⦁풍력
⦁태양광발전
⦁태양열
⦁지열

⦁지열난방 및 발전
⦁수열난방 및 발전

⦁CH/CHP
⦁바이오에너지
⦁수소전지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단위 자원 재활용 ⦁지역단위 자원 재활용

유지관리
⦁건물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단지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지역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표 2> 개발규모별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별 탄소저감기술

Ⅵ.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개발지역의 탄소저감방향 

◦도시재정비 진구역 분석을 통한 제

－도시재정비 진구역의 경우, 요소별로 탄소 감 련제도들 부분이 

용되어 기본 인 수 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나, 앞으로 요소별 등

을 차 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이들 사업이 부분 사업단 로 지정되어, 도시  차원에서는 많은 부

분 개선이 요구됨. 재 뉴타운사업은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슈퍼블록 

단 로 추진되어 교통  보행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반감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하철역을 심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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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향형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함. 그리고, 균형발 진지

구도 역 심으로 지정된 뉴타운들을 교통으로 긴 하게 연결하여 

권역 내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함.

◦제도화된 요소의 탄소 감방향

－건물단 ：친환경건물 인증제도는 이미 신도시단 에서 의무 으로 

용되고 있으므로, 단계 으로 등 을 올려나가도록 함.

－녹지생태  수자원 요소：친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제도는 이미 

의무 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성능기 을 높여나가면서 주변 자연요

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도록 함.

－재생에 지요소：집단에 지 사업법과 에 지이용 효율화법에 근거하

여 재생에 지 용을 확 해 나가고 있으므로, 수소 지 등 기술발

에 따라 용가능한 기 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함.

－교통요소：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서 교통인

라를 심으로 자 거  보행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상지 주변의 교통  보행체계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함.

◦제도화가 되지 않은 토지이용요소의 탄소 감방향

－용도별 에 지사용특성을 살펴보면, 주거용도의 경우 력사용( 체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37.5%)보다 도시가스사용(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 62.5%) 비율이 높아 난방을 한 에 지사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

징을 보이고, 업무  상업용도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보다 력사용 비

율(업무 76.9%, 상업 80.1%)이 높아 조명  자기기에 한 에 지사

용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따라서, 기사용량이 많은 상업건물은 간

시설비기 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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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용도

에너지 연면적

전력 도시가스 소비계
(CO2톤)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톤/㎡)

C배출량
(C톤/㎡)(CO2톤) % (CO2톤) %

상업 191,339 80.1 47,533 19.9 61,701.86 0.035 0.135 0.037 

업무 428,458 76.9 128,937 23.1 41,004.85 0.021 0.080 0.022 

주거 45,178 37.5 75,316 62.5 71,072.00 0.019 0.050 0.019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을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평균을 낸
수치이며, 상업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형상가(전력81.6%))와 중소상가(전력69.7%)의 평균값임.

<표 3> 서울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용도별 건축유형의 에 지사용  탄소배출 특성이 서로 달라 이에 

응하는 탄소 감방안 마련 필요：아 트는 단독주택  다세 주택에 

비하여 상 으로 에 지사용량이 고, 서울 친환경 건축기 의 용

상이 됨. 그러나 단독주택  다세 ㆍ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  용 상에서 제외되고, 아 트보다 에 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주택을 상으로 에 지 효율향상  탄소배출 감

을 유도하기 한 융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한, 주상복합건물과 고층의 업무빌딩은 부분 유리와 커튼

월방식으로 건축되므로, 소형 오피스건물보다 에 지사용량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도시개발 시 이들 건물은 환경

인증 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분류

연상면적 대비 필지면적 대비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당 에너지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주거
용도

단독주택 0.018 0.049 0.013 0.014 0.038 0.010

다세대다가구 0.026 0.071 0.019 0.047 0.126 0.034

연립주택 0.017 0.045 0.012 0.022 0.061 0.017

아파트 0.017 0.045 0.037 0.041 0.074 0.020

주상복합건물 0.071 0.050 0.014 0.211 0.211 0.179

<표 4>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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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상면적 대비 필지면적 대비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당 에너지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업무
용도

대형업무시설 0.023 0.090 0.024 0.270 0.270 0.284

중소업무시설 0.019 0.071 0.019 0.120 0.449 0.122

상업
용도

백화점 0.039 0.161 0.044 0.254 0.254 0.286

대형유통시설 0.034 0.136 0.037 0.118 0.118 0.128

대형패션상가 0.035 0.136 0.037 0.263 0.263 0.280

중소형상가 0.030 0.106 0.029 0.053 0.185 0.050

기타

아파트형공장 0.015 0.064 0.017 0.084 0.084 0.100

교육시설 0.008 0.023 0.006 0.006 0.018 0.005

종교복지시설 0.023 0.069 0.019 0.024 0.072 0.020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표 계속>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표 인 계획 심지인 여의도 

상업지구의 탄소배출량은 0.61CO2ton/㎡으로 계획주거지인 고덕지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한, 심지형의 경우에도 용도별 

에 지사용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력사용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

며, 주거지형은 도시가스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도시

별 토지이용 혼합특성을 감안하여 에 지  탄소배출 감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구분

여의도 상업지역(공원제외) 고덕신도시(공원제외)

대지면적
(㎡)

전력
(CO2ton/㎡)

도시가스
(CO2ton/㎡)

배출량/대
지면적

대지면적
(㎡)

전력
(CO2ton/㎡)

도시가스
(CO2ton/㎡)

배출량/대지
면적

수치 205,315 111,850 13,969 0.61 2,740,248 78,982 92,752 0.06

비율 88.9% 11.1% 46.0% 54.0%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표 5> 서울시 표본 상업지역의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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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의 권역 내 통근통행률은 40% 이내로 자족성이 상당히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남. 업무용 토지가 많은 목동의 통근통행률도 45%에 불

과하여 이에 한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신시가지의 권

역 내 쇼핑통행률은 평균 80%를 상회하여 비교  양호한 편임.

목동신도시 권역 내 통행량
(양천, 강서, 영등포구)

통근통행 47,552 45%

쇼핑통행 13,253 91%

고덕신도시 권역 내 통행량
(강동구)

통근통행 15,627 32%

쇼핑통행 4,664 79%

상계신도시 권역 내 통행량
(도봉구/노원구)

통근통행 32,798 34%

쇼핑통행 12,620 74%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6> 신도시권역 내 통근통행 및 쇼핑통행량

Ⅶ. 결론 및 향후과제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제도는 지속 으로 등 상향  개선 용

－건물단 ：친환경건물 인증제도는 이미 신도시단 에서 의무 으로 

용되고 있으므로, 단계 으로 등 을 올려나가도록 함.

－녹지생태  수자원 요소：친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제도는 이미 

의무 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성능기 을 높여나가면서 주변 자연요

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도록 함.

－재생에 지요소：집단에 지 사업법과 에 지이용 효율화법에 근거하

여 재생에 지 용을 확 해 나가고 있으므로, 수소 지 등 기술발

에 따라 용 가능한 기 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함.

－교통요소：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서 교통인

라를 심으로 자 거  보행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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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지 주변의 교통  보행체계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함.

－이들 개별법들이 서로 다른 목 으로 도입되어 서로 다른 기 을 갖고 

있으나, 재의 시 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에는 토

지이용요소를 포함한 체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후변화 응  

탄소배출 감에 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기성시가지 내 표 인 신도시개발지역인 도시재정비 진구역 추진 시 

자족성과 교통 이용성을 감안하여야 함.

－뉴타운사업지역을 행과 같이 슈퍼블록을 심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

이 아니라, 교통의 이용성을 감안하여 지하철역을 심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함.

－그리고, 역 심으로 지정된 뉴타운들은 권역 내 심지와 교통으

로 긴 하게 연결하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권역의 자족성을 강

화할 수 있도록 균형발 진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제도화가 되지 못한 토지이용요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하여 제도화

에 한 검토가 필요함.

－에 지 소비가 많은 소형주택은 융  세제지원 등 인센티 방안을 

마련하여 패시  하우징을 유도하고, 주상복합과 고층업무빌딩은 환경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사용량이 많은 상업건물은 간

시설비기 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에 지원별 사용량과 시간 별 사용량이 서로 다른 업무ㆍ상업시설과 

주거용도를 서로 혼합하여 에 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섬효과도 

이리 수 있도록 함.

－ 심지 권역 내 통근 통행비율을 높이기 하여 신도시 개발 시, 권역  

내 통근거주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권역 내 통근

거주자에게 분양가  는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회사에서 통근거주자

에게 인센티 를 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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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피크오일  기후변화에 응하여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진행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새로운 국가발 략

으로서 ‘ 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도 ‘맑고 푸른 세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에 지 소비 도

시  신재생에 지 공 을 한 기반을 마련하여 이러한 내외  여건

에 부응하고 있음.

◦ 재 해외에서는 건물단 의 실험에서 벗어나 지역단 의 통합  구 을, 

원지역 내 신도시개발에 용했던 실험을 기성시가지 내 재개발에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도시를 심으로, 기성시가지 내에서는 

건물 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 임.

◦하지만, 기성시가지에서 자족 인 신도시 개발규모로 이들 개념을 용하

기 해서는 신재생에 지, 친환경 교통, 그린빌딩, 생태단지계획, 에 지

약형 토지이용 등 개별 인 신개념과 신기술들을 도시 내에서 통합

으로 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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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 에서 2009년 5월에 개최된 제3차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1)

는 세계 온실가스의 85%를 배출하는 도시지역을 탄소도시로 조성하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도시별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수립하여 구체 인 실천방안을 담보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함. 

한, 개회 직  19일에는 도시지역의 탄소 립도시 조성을 활성화하는 

로그램인 ‘기후 친화 인 개발 로그램(Climate Positive Development 

Program)2)’에 따라 클린턴재단과 마곡지구3)를 시범사업지구로 공동 개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마곡지구의 CPDP참여를 계기로 비록 나

지지역의 신도시개발이지만 도시 내 신도시개발지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여나가는 방안이 확 될 것으로 상됨.

회의 참여도시 주요의제

제1차 정상회의
(2005년, 런던)

18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합의
∙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및 상업화 진흥전략 추진

제2차 정상회의
(2007년, 뉴욕)

51개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Initiative) 추진
∙ 세계 주요 대도시 간 기후변화 관련정책 및 경험 상호교환
∙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 및 사업계획 채택

제3차 정상회의
(2009년, 서울)

80여개
∙ 저탄소도시－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기후변화와 경제, 기후변화적응 등
∙ 온실가스 감축방향과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

<표 1-1> C40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의제

1) C40정상회의는  세계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응하기 하

여 자발 으로 구성한 것으로 2005년 10월 국 런던에서 런던시장 Ken Livington의 제안

으로 18개 도시 표들의 1차모임으로 시작됨. 1차 회의를 통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의 토 가 형성되었고, 2006년 8월 미국 통령 Bill Clinton이 이끄는 클린턴기후구상

(Clinton Climate Initiative)과 MOU를 체결하고 력 계를 맺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2) ‘기후친화  개발 로그램(CPDP)’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럼

에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도시 안의 다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상쇄하여 온실가스 순배

출량을 ‘0’ 이하로 감축하는 새로운 친환경 도시개발 로그램을 말함.
3) 마곡지구는 에 지 수요의 40% 이상을 신재생에 지로 충당하고 모든 건축물 에 지효율을 

1등 으로 의무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 의 친환경에 지타운으로 조성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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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Positive Development Program에 의한 마곡 시범지구의 탄소중립도시 개요

▪신재생에너지 도입 극대화

마곡지구에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열병합냉난방 발전 외에 하수열과 연료전지 발전을 이용하여 탄소중립도시
를 조성하고자 함. 서남 물재생센터의 하수열을 활용하여 시간당 125Gcal의 전기를 생성하여 겨울철 1개월 
동안 전용면적 85㎡인 23,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데, 연료전지발전 10MW 이상은 전체 전력수요 
중 10%를 담당하게 됨. 이것은 3kW 태양광 주택 3,300여 가구와 맞먹는 규모로 연료전지발전시설은 향후 
최대 20MW 확충을 계획하고 있음.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유도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전용구역을 지정하여 공동주택은 건축에너지효율 1등급을 유도하고, 일반건물의 경우 
EPI(Energy Performance Index) 81점 이상을 유도할 예정임. 또한, 건축 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양호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자재생산 및 폐기물 발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탄소발생을 억제할 예정임.

▪워터프론트 조성 및 물이용효율화 시스템 구축

마곡지구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한강물을 유입하여 국제적인 수상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강변과 
연계 하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녹지체계를 형성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할 예정임. 또한, 빗물 및 
서남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수와 함께 유입된 한강물을 정화하여 물을 재활용할 계획임.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도시 내 자족성 강화

마곡지구에는 업무단지(전체 면적 중 약 10%) 외에 전체 면적의 약 22%인 749,259㎡에 에너지 IT, Bio 
관련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하여 도시 내 자족성을 강화하여 장거리이동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출 계획임.

▪친환경교통 도입

마곡지구는 지역 내외부에 3개노선 7개 지하철역이 입지하여 역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음.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행 및 자전거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
고, 승용차진입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여 자동차의 단거리 이동도 억제할 계획임.

 

<그림 1-1> 토지이용계획(좌：보라색 산업단지, 남색 업무단지, 붉은색 상업용지)과 녹지체계계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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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시가지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 탄소 립도시 개념

을 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기존시가지 여건에 맞는 탄소 립도시 조성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함.

제2절 연구질문 및 방법

1. 연구질문

◦탄소 립도시란 무엇인가?

◦ 원지역 내 신도시 용과 기성시가지 내 충진개발 시 용상의 차이

은 무엇이고, 기성시가지 내 개발 시 용의 문제 과 과제는 무엇인가?

◦기성시가지 내 충진개발에는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가?

◦건물단 의 개념 용과 단지단   신도시단 의 개념 용 시의 차이

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해외의 련문헌을 통한 이론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신개념의 모델개

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함.

◦탄소 립도시 조성방향은 서울시 기후에 지 지도자료(2차년도, 2008)와 

서울시 가구통행 실태조사자료(2006)를 토 로 마련하도록 함.

◦신재생에 지, 친환경 교통, 그린빌딩, 생태 단지계획, 에 지 약형 토지

이용 등 탄소도시 련 문가 워크 을 개최해 통합  모델을 마련하

도록 함.



제1장 연구의 개요  7

C40 서울선언문

C40 기후리더십그룹(이하 ‘그룹’) 제3차 정상회의에 참가한 C40도시 지도자와 대표단인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환경과 세계 인류의 삶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 그리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즉각적인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현재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세계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그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주거와 
교통, 물류 등 시민생활 양식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기상이변과 자연 재해 및 새로운 질병의 
전파 등 다양한 위협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시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각 도시별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C40도
시들이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모범사례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발도상
국의 도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더욱 취약하며 환경적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도시들은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공감한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C40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불가피한 기후변화현상에 적응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보강하며 회복력을 증대시켜 각각의 도시를 Low-carbon City로 만들 것을 우리 공동의 
목표로 선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40도시의 시정운영 및 도시계획 수립, 설계, 기반시설 구축 등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현재의 탄소배출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ㆍ프로그램ㆍ사업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배출을 
줄이며, 이미 이루어진 배출량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C40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분류하고 감시하며 각 도시들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는 정책, 
구체적인 실행계획, 시간표가 포함된 기후변화 행동계획 (Climate Change Action Plan：CCAP)을 
실행할 것이다.
대다수 C40도시들은 이미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계획을 검토보완하거나 새로운 
CCAP를 수립 중인 C40도시들은 첨부된 부속서(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에 제시된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2011년 C40정상회의에는 CCAP 집행 성과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것이다.
C40도시들은 C40사무국을 통한 특정기술의 획득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저탄소 기술, 사업, 재원의 
전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C40도시들은 UNFCCC를 비롯한 국제기구, 국가정부, NGO, 친환경 기업 등과 목표와 경험의 공유, 
공동사업, 자원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UNFCCC의 공통의 인식과 수단을 전파할 것을 약속한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도시의 선도적 역할이 인정받아야 한다.
회원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멈추는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 자원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선언에서 발표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회원도시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하고, 각 도시들의 목표, 정책수단과 성과를 4차 총회 및 이후의 총회에서 
보고할 것이다.
C40 기후리더십그룹은 각 도시와 그 시민들에게,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2009년 5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C40 제3차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 선언을 채택한다.



제1   도시에서 탄소 감개념의 도입배경

：기후변화와 오일피크

제2   탄소 립도시 개념의 변천

제3   탄소 립도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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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에서 탄소저감개념의 도입배경：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피크오일(Peak Oil)

◦지구온난화에 지 한 향을 미치는 탄소에 한 세계의 심이 집 되면

서, 탄소배출량을 이는 것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는 데에 세계가 공감함.

구분 CO2 CH4 N2O HFCs PFCs SF6

온난화 지수 1 21 310 140~11,700 6,500~9,200 23,900

온난화 기여도 55% 15% 6% 24%

자료：김운수,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국립환경
연구소,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연구｣, 2005

<표 2-1>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기여도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6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

∼2012년 사이에 1990년 비 5.2% 감축을 의무화하고, 세계 도시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 지표를 자체 으로 설정하여 환경도시 창출을 

한 탄소배출억제에 한 개념이 일반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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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에 한 정부간 의회(IPCC)”를 설치하

고 매년 회의를 개최함.

－1992년 6월 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상

을 방하기 한 목 으로 기후변화 약(UNFCCC)를 체결하고, 기후

변화 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에 한 합의를 도출함(우리나라는 1993년에 세계 4번째로 가입).

－1997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여 의무 상국과 감축 상 온실가스를 선정하여 2008년∼2012년까

지 1990년 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함.

◦기후변화를 제어하기 한 탄소배출 억제의 연유 외에도, 경제  측면에

서는 원유생산이 정 이 지나 격히 감소한다는 피크오일(Peak Oil)에 

따른 경제  시스템에 한  속에서 탄소 도시(Low Carbon)의 개

념이 유래됨.

－세계의 원유수요  공 시장은 격하게 변하고 있음. 국과 인도 등 

개발국가를 심으로 원유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개발국가들도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 게 증가하는 수요에 비하여 원  발견은 

1960년  반이후 차 으로 어들고 있음.

－많은 석유분석가들에 의하면, 최근 화석연료 소비추세를 감안하여 계산

할때, 개략 으로 2010년경에 원유생산이 정 을 지날 것으로 상하

고 있음(Daniel Lerch, 2007).

－특히, 세계 원유생산의 약 35%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서구의 경제  이익과 배치되는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

어 정치 으로 이용될 경우, 원유공 의 불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을 

상됨. 이러한 연유로 일부 분석가들은 원유회사들이 더 이상 수요에 

맞춰 원유를 공 하지 않아 피크오일이 훨씬 더 일  다가올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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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음(Daniel Lerch, 2007).

－그러나, 원유는 산업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 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활동을 하기 해 으로 필요한 자원이며, 재 소비율로 

볼때 원유를 체할만한 자원이 없고, 체 경제구조가 원유의 지불가

능한 가격구조 속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크오일은 우리의 원유 

의존 인 경제구조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견됨.

－이러한 원유생산의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사용을 이고, 차 으로 

체에 지인 태양, 풍력, 수소 등 재생에 지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각

국이 추진하는 계기가 됨.

제안된 최정점 시기 출처 소속기관

2005년 ~ 2006년 Deffeyes, K.S. 프린스톤대 석유지질학 명예교수

2006년 ~ 2007년 Bakhtiari, A.M.S. 이란 원유행정관

2007년부터 기복있는 보합구간 Laherrere, J. 원유회사 지질학자

2007년 ~ 2009년 Simmons, M.R. 에너지 투자 은행가

2008년 ~ 2018년 Aleklett, K. 피크오일 연구자

2010년 전에 Goodstein, D. 칼텍 부학장

2010년 경 Skrebowski, C. UK Petroleum Review 편집위원

2010년 내외 Campbell, C.J. 원유회사 지질학자

2010년 이후 World Energy Council 비정부조직

2018년 ~ 2025년 Rodgers, M. PFC Energy 파트너

2020년 이후 CERA 에너지 컨설턴트

2025년 경 Shell 주요 석유회사

2037년 US EIA avg.scenario USGS and USDoE

가시적인 최정점은 없다 Lynch, M.C. 에너지 경제학자

자료：Daniel Lerch, Post Carbon Cities：Planning for Energy and Climate Uncertainty, 2007

<표 2-2> 세계 원유생산 최정점 시기 제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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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탄소중립도시 개념의 변천

◦1980년대：포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도입  

－1972년에 처음으로 환경문제를 의제로 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스톡홀름에서 열리

게 되었고, 지구환경보 을 한 국제  력과 의무를 밝힌 스톡홀름 

원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엔환경 로그램이 처음으로 마

련됨.

－1983년에는 유엔환경 로그램에서 세계환경  개발 원회(WCED)를 

설립하여 2000년 를 향한 장기 지구환경보 략을 담은 룬트란트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가 1986년에 발간됨. 여기에서 처음으

로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개념이 등장하게 되

었으며, 1988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엔  각국 정부의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게 됨.

－1989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범세계 으로 실 하기 한 규모 국

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 고, 1992년에 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를 통하여 보 과 개발의 균형에 한 ‘의제 

21’을 채택하게 됨.

－1992년 지구정상회담 이후 도시에 한 시각이 획기 으로 변하게 되

었고, 1994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에서는 도시와 지속가능

한 개발을 핵심주제로 삼으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구체 인 논

의가 본격화됨.

◦1990년대：생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생태공간의 보 과 창출에 

을 맞춘 ‘생태도시(Ecopolis)’ 개념 출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연의 환경용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 ’임을 공

통 으로 지 하고 있으며, Munro(1995)는 이를 생태 , 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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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용량을 고려한 생태  지속가능성, 사회  지속가능성, 경제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하 음. 특히, 생태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응과 재생산을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는 체계 내에서 인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환경보  

시각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근본 인 틀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보  개념을 도시개발에 용하는 방안이 독일과 일본

을 심으로 발 하면서 생태  환경공생도시 개념으로 정립되기 시

작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생태도시, 친환경 개발개념이 도시개발에 도

입되어 추진되었음.

◦2000년대：기후변화  피크오일의 부각에 따른 원유의 체에 지로서 

재생에 지가 부각되면서 ‘탄소중립도시(Carbon Free City)’ 개념 출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면서 세계 으로 각종 재해가 

만연하게 되었고, 1997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

토의정서를 발효하여 감축 상 온실가스와 의무 상국을 선정함에 따

라 온실가스 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탄소 감에 한 필요

성이 증가하게 됨.

－이러한 환경 인 배경 하에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원유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이는 일시 인 상이 아니라 원유생산이 최고

에 도달했다는 주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근원을 형성

하고 있는 원유를 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체에 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게 됨.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 지사용을 감하고,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탄소 감도시와 탄소도시에서부터 

에 지를 자 자족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제로도시까지 

다양한 벨의 탄소 립도시 개념이 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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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차원에서의 개발개념의 변천과 개념 정의

▪지속가능한 도시(UN, 1986)

지속가능한 도시는 1986년 UN 브룬트란트위원회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에서부터 일반화되
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개념을 적용한 도시를 말함.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념을 구현하며, 생태계의 환경용
량 내에서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을 추구함. Monro(1995)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용
량을 고려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였음.

▪Ecocity(일본 환경청)

생태적으로 양호한 도시를 말하며,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가 
자연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함.

▪환경공생도시(일본 건설성, 1991)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두 종의 생물들이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공생의 개념을 
토대로 지구 및 지역환경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경감시키는 여유로운 도시를 말함. 이 개념은 주택의 생산, 건설, 폐기 관련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저영향(Low Impact), 주변의 자연 및 지역환경을 배려하는 고친화
(High Contact), 거주환경의 건강과 쾌적성을 고려하는 건강과 쾌적성(Health & Amenity)을 강조함.

▪친환경도시(우리나라, 1990년대 초)

1990년대 초 주택의 공급과잉과 지역편중 등의 문제로 야기된 아파트미분양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브랜드이미지 차별화전략으로 등장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1990년대 후반
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함.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의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또한 중시적으로는 단지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며, 미시적으로는 거주자
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단지환경이나 도시를 
말함(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6).

▪탄소중립도시(UN, 1997)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각종 재해가 만연하게 되었고, 1997년 일본
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발효하여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의무 대상국을 선정
함에 따라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사용을 저감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탄소저감도시와 저탄소도시에서부
터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제로도시까지 다양한 레벨의 탄소중립도시 개념이 출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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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탄소중립도시의 정의

1.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의 개념적 정의 

◦탄소 립은 가정, 주거지, 업무빌딩 등 모든 지역에서 에 지 사용 시 배

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도시개발에서의 탄소 립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특히, 건물과 수송부문) 에 지사용을 이는 

것을 의미함. 둘째는 가능한 한 언제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

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함. 셋째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식재, 기타 

재생옵션을 통하여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는 것을 말함(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2.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의 의미

◦에너지 측면：재생에 지 도시(Renewable Energy City)

－재생에 지 도시는 재생에 지와 에 지효율성의 원칙을 지역 벨에서 

건물 벨까지 범 하게 체계 으로 용하여 자족성과 공 을 성취

하는 도시 커뮤니티를 말함(Peter Droege, 2006). 

－ 한, 재생에 지 도시는 공기흐름, 햇볕, 강수 등 지역의 기후특성에 

응하여 패시  솔라(Passive Solar), 물(Water), 도(Wave), 바람(Wind), 

태양열(Solar-thermal), 태양 (Photovoltaic), 바이오연료(Biofuel), 냉열

발 (Heat-pumping Power)을 이용하여 에 지를 자족 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말함.

－도시가 재생에 지를 사용할 경우, 재의 규모 앙에 지, 물공 , 

쓰 기처리 시스템은 소규모  단지 심의 개별 인 분산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됨(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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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에 지시스템은 규모로 앙에서 

에 지를 생산하고, 한 분산체계를 통하여 공 하는 체계로 알려졌

음. 그러나 원유공 이 최정 을 지나는 이후의 탄소도시는 작은 규

모의 기술을 통하여 보다 더 근린 심으로, 상 으로 작은 규모로 에

지를 생산 공 하는 분산화된 에 지 공 체계를 가질 것으로 상

하고 있음.

－풍력발 , 바이오매스 열병합발 (CHP)설비, 옥상 태양 시스템 등 재

생에 지는 그것이 소비되는 장소에 한 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이것은 에 지생산을 보다 더 잘 제어할 수 있어 에 지

약 등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음. 이것은 물과 쓰

기공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됨.

◦생태적 측면： 합성 도시(Photosynthetic City)

－ 합성 도시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습지, 도시산림 등 

녹지생태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린인 라를 도시인 라와 통합 으로 계

획하는 도시를 의미함. 그린인 라는 맑은 물, 우수 수  리, 기후

변화 감, 공기정화 등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개념은 재 도시조경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지나, 잠재  그린인

라로서 지역의 재생가능한 에 지와 음식물 자원을 포함하여 인식되

고 있지는 못함. 그러나 여기에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자족

으로 재생에 지와 음식물을 공 함으로써 도시 내 녹지공간을 늘리면

서도, 필요한 에 지를 확보하고, 음식물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에 지

를 감하는 계획  략이 담겨져 있음(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교통적 측면：지속가능한 교통 도시(Sustainable Transit City)

－이 개념은 지역과 도시 벨에서 양호한 교통체계가 형성될 수 있

도록 조 한 도시를 형성하고, 근하기 쉽고 빠른 교통체계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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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행  자 거 심으로 도시를 계획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근

본 으로 억제하여 에 지사용을 이는 도시를 의미함. 한, 혼잡통

행료와 주차장설치제한 등 자동차수요 리정책을 함께 용하고, 자동

차의 엔진을 지속 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도시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해서는 근본 으로 자동차 운 이나 

VMT(Vehicle Miles Traveled)를 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사항을 도

입해야 함. 도시를 보다 더 조 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이 자동차 신 

보행, 자 거, 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원유의존성을 여 탄

소배출을 여야 함.

◦자원재활용 측면：생태효율  도시(Eco-Efficient City)

－생태효율  도시는 도시를 자원을 소비하는 선형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에 지, 고형쓰 기, 수를 재사용하는 복잡한 순환체

계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함.

－종종 UN과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산

업국가의 쓰 기발생량을 이기 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효율성 의제

(Eco-efficiency Agenda)로 언 되며, 이는 생태계와 같이 자원과 쓰

기를 산업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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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탄소중립도시의 국내외 추진실태

제1절 건축물중심의 관리：각종 건축물에 대한 환경인증기준 발효

◦세계 각국에서 그린빌딩기 을 마련하여 추진 

－건물 벨에서 탄소배출을 이기 한 방안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서 기 을 마련하여 용하고 있음. 국은 1990년에 그린빌딩기 인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ment 

Method)4)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는 상업건물, 주거건물, 주택, 학교, 상  등 다양한 건

물에 하여 자발 으로 에 지를 약하고 친환경 인 건축을 유도하

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5)를 도입하

여 성공 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 이유는 새로운 신축건물에서 탄소를 감하는 기술을 통합시키는 

것이 쉽고, 에 지 생산측면에서 비용편익 등 타당성이 입증되었기 때

문임(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4) BREEM에서는 Excellent, Very Good, Good, Pass의 4등 으로 나 고 있음.
5) LEED도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의 4등 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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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2002년에 도입하여 시행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그린빌딩 유사기 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Green Building Certification)를 시행하여 건축분야의 환경오염을 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1월 공

동주택에 처음 용하 고, 2003년에는 주상복합  업무용빌딩에도 

용하 으며, 이어서 학교, 숙박  매시설로 확  용됨.

－ 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인센티 를 주어 친환경건축을 유도하

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음.

◦서울시는 친환경 련기 을 통합한 친환경건축기 을 마련하여 시행 

－ 재 서울시에서는 2007년 8월에 기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6), 건

축물의 에 지 약 설계기 7), 건물에 지 효율등  인증제도8)를 강

화한 서울 친환경건축기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 (65 ) 이상과 에 지성능지표 74  

는 건물에 지 효율 2등  이상인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등 이 부

여됨.

6) 토지이용  교통, 에 지 · 자원  환경 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문분야 21개 세부

분야를 평가하며 65  이상은 우수, 85  이상은 최우수등 을 부여하고 있음.
  ∙토지이용  교통분야(4)：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에 지 · 자원  환경 리(7)：에 지, 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리 · 재활용, 건축설비

(기계/ 기), 건축시공  재료, 건축물운 리

  ∙생태환경(5)：생태조경, 조경계획, 토양·토질, 단지계획, 건축계획

  ∙실내환경(5)：온열환경, 소음·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7) 단열 · 자연채  등 건축부문, 냉난방 · 환기 등 기계설비부문, 력제어 · 조명 등 기설비부문 

등 에 지 약 련 설계요소를 수화한 에 지성능지표(EPI：Energy Performance Index)를 

산정하여 60  이상 의무화

8) 에 지 약형 시설투자, 에 지 약형 기자재의 설치 등을 통해 건물 에 지 이용을 감한 

경우 에 지 감률에 따라 1~3등 의 건물 에 지 효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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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5점 이상
75점 이상
85점 미만

N2O

EPI 81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Ⅰ
(Platinum)

Ⅱ
(Gold)

Ⅲ
(Silver)

EPI 74점 이상 81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Ⅱ
(Gold)

Ⅲ
(Silver)

Ⅳ
(Bronze)

<표 3-1> 서울시 신축건물의 친환경 건축기준

－민간의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에는 등 에 따라 지방세감면, 시공사ㆍ설

계사의 서울시 사업 참여 시 가  부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일부지

원, 건물 에 지 합리화사업 투자비용에 한 장기 리 융자알선 등 인

센티 를 차등 부여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공건축물 신·증축, 개보수 시 표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 지 시설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공동주택은 1% 이상)하

으며, 향후 서울시(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하여는 

주택성능등  인증을 받도록 하여 건물의 친환경성을 제고토록 함.

－ 한, 기존 건축물에 한 건물 에 지 합리화사업을 추진하여 에 지

약,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 지 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하고 감률에 따라 등   인센티 를 부여하

고 있음9).

등급 에너지 절감률

Ⅰ (Platinum) 40% 이상

Ⅱ (Gold) 30% 이상 40% 미만

Ⅲ (Silver) 20% 이상 30% 미만

Ⅳ (Bronze) 10% 이상 20% 미만

<표 3-2> 서울시 기존건축물의 친환경 건축기준

9) 기존 건축물 에 지 합리화사업은 국내외 ESCO와 은행 등이 참여하고, 서울시와 클린턴재단

이 건물주와 련기업 참여를 알선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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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인증기관 인증번호 건축물명 용도 등급 신청인

2004년 주택도시연구원 1-1 I'PARK 삼성동 공동주택 최우수 현대산업개발(주)

2005년 크레비즈큐엠 1-4 신세계백화점본점 판매시설 최우수 신세계건설

2006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6-02 LIG 손해보험㈜ LIG TOWER 업무시설 우수 지에스건설㈜

크레비즈큐엠
3-20 개운산 종암2차 I-PARK 공동주택 우수 종암3구역재개발조합

3-24 서초롯데클래식 주거복합 우수 롯데건설㈜

2007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7-19 서울중앙우체국 업무용 최우수 정보통신조달사무소

2007-38 누리꿈스퀘어 업무용 최우수 삼성물산㈜

2007-42 청담동 피엔폴루스 업무용 우수 신세계건설

2007-43 관악구통합신청사 업무용 우수 동부건설

크레비즈큐엠

3-44 新구로자이나인스에비뉴 주거복합 우수 에이알디홀딩스㈜

3-45 삼성생명 서초타워-A PRG 업무용 최우수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1-150 정릉 래미안 1차 공동주택 우수 정릉길음9구역 재개발조합

2008년

　

주택도시연구원

1-22 서울국제고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대양건설(주) 김서환

1-24 세종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주)화인종합건설 서정석

1-27 은평뉴타운 1지구 1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28 은평뉴타운 1지구 2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29 은평뉴타운  지구 3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0 은평뉴타운 1지구 4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1 은평뉴타운 1지구 5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2 은평뉴타운 1지구 6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3 은평뉴타운 1지구 7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4 은평뉴타운 1지구 8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5 은평뉴타운 1지구 9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6 은평뉴타운 1지구 10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7 은평뉴타운 1지구 11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38 은평뉴타운 1지구 12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41 은평뉴타운 1지구 13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42 은평뉴타운 1지구 14BL 공동주택 우수 SH공사 

1-43 나라키움 저동빌딩 업무용 우수 한국자산관리공사

1-58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3단지 공동주택 우수 현대건설(주) / 태영건설㈜ 

크레비즈큐엠

3-127 삼성물산 서초사옥 B동 업무시설 최우수 삼성물산㈜

3-143 정릉 힐스테이트 3차 공동주택 최우수 정릉6구역 주택재개발조합

3-180 삼성전자 강남사옥 업무시설 최우수 삼성물산㈜

3-189 서울은명초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서울꿈나무㈜

3-195 스타시티 판매시설 우수 건국대학교

3-201 이마트 업무시설 증축공사 업무시설 최우수 ㈜신세계이마트부문

<표 3-3>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본인증 현황



제3장 탄소중립도시의 국내외 추진실태  27

시기 인증기관 인증번호 건축물명 용도 등급 신청인

2008년 한국교육환경연구원

080401 수명중학교(본) 학교시설 우수 바른길자산관리(주)

080402 수명초등학교(본) 학교시설 우수 바른길자산관리(주)

081101 잠일초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바른길자산관리㈜

2009년

주택도시연구원
1-65 은평뉴타운박석고개1단지 공동주택 우수 현대건설㈜ 이종수

1-66 은평뉴타운박석고개12단지 공동주택 우수 현대건설㈜ 이종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9-1-G 금천구 통합청사 업무시설 우수 금천구청

2009-12-G 목동트라팰리스(A블럭) 주거복합 우수 삼성물산㈜

2009-13-G 목동트라팰리스(B블럭) 주거복합 우수 삼성물산㈜

3-21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업무시설 우수 현대건설㈜

한국교육환경연구원

090313 송원초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서울한빛배움터㈜

090314 보국(숭인)초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서울한빛배움터㈜

090313 송원초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서울한빛배움터㈜

090314 보국(숭인)초등학교 학교시설 우수 서울한빛배움터㈜

<표 계속>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본인증 현황

제2절 단지규모에 대한 평가기준 확대 예정 

◦단지규모에서의 친환경  에 지 리기  설정에 한계

－우선 으로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축물을 리해나가는 것이 

요하지만, 건축물을 단지규모로 량 공 하는 지역에 한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무임. 하지만, 단지 벨에서의 탄소를 이는 방안

을 정책 으로 시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을 가짐.

－그러나 2002년 국에 건설된 BedZED(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

ment)는 단지규모로는 최 의 탄소 립 생태 커뮤니티로서 새로운 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 단지는 생태발자국을 약 1/3 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재, 단지규모의 개발에 한 리방안은 일본에서 개발된 평가기 인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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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의 도시개발부문(Urban Development)만이 존재하며, 미국의 

LEED에서도 이러한 단지부문(Neighborhood Development)의 기 을 만

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 단지규모에서의 포 인 탄소 감도시조성 련기 은 없는 상태

－단지규모에 한 친환경 련기 으로 환경성검토10)제도가 있으며, 에

지 련기 으로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 지사용계획 의

제도와 집단에 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 지공 에 한 의제도가 

있음. 에 지 련기 은 신도시규모의 사업을 심으로 운 하고 있으

므로, 신도시규모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환경성검토제도를 

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환경성검토제도는 단지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서 에 지를 감할 수 있도록 리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기 을 확보

하는 수 에서 다소 형식 으로 운 되고 있음11).

－그러나, 환경성검토제도는 친환경  에 지 리기 을 마련하기 한 

토 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환경성 검토항목은 

자연환경부문의 8개, 생활환경부문의 6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서울시에

서는 건교부지침을 지역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용하고 있음.

－에 지 련기 은 부분 공공부문의 사업에 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 그 상이 확 되고, 보다 극

10) 환경성검토제도는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의 면개정과 함께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환경성검토 제도지침을 

수립하 음. 환경성검토의 상은 모든 도시 리계획을 상으로 하며, 도시 리계획은 ①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는 변경에 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

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는 변경에 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는 

개량에 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는 정비사업에 한 계획, ⑤ 지구단 계획구역의 지

정  변경에 한 계획과 지구단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11) 재, 환경성검토제도는 도시 리계획 입안 시, 작성된 환경성 검토서를 심의를 통하여 문제

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계획의 향을 최소화시키는 다소 소극 임. 따라서, 친환경 

 에 지 리기 을 두고, 이에 따라 인증하여 극 으로 친환경  탄소의 단지를 조

성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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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에 지부문에 국한되어 용되고 있어 

친환경과 교통을 포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건설교통부 지침 서울시 지침

자연환경 (8개) 생활환경 (5개) 자연환경 (8개) 생활환경 (5개)

토양 및 지반
지형

녹지변동
비오톱 및 동식물서식지

물순환
기상·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포장
지형변동

녹지
비오톱 및 동식물서식지

우수유출
절성토 균형

습지보전

휴식 및 여가공간
에너지
경관

환경오염
일조
바람

<표 3-4>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환경성검토 항목 비교

자연환경 항목

토양포장
∙ 토양이 포장된 면적(건축물, 도로 등)의 변동여부 검토
∙ 토양포장률 산정은 대상지 전체 면적대비 건축물, 포장도로 등에 의한 토양포장면적의 

백분율로 계산

우수유출
∙ 빗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의 변화 검토
∙ 빗물의 하천 유입량 증감 여부는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우므로 토양포장면의 증가 여부, 

하수시설의 확충 여부를 간접지표로 활용하여 추정

지형변동

∙ 대상지 내 자연지형의 변동여부 검토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수면 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지형변동(높이 50m 
이상의 성·절토)의 경우에는 기존 지형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절·성토
균형

∙ 대상지 내 절·성토 균형에 대한 검토
∙ 절성토 발생 시 토양이 대상지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 토양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및 표토 보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녹지변동
∙ 대상지역 내 녹지공간의 증감여부 검토
∙ 녹지공간은 가능한 한 훼손없이 증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녹지가 감소하

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주변에 비슷한 양의 녹지를 확충해주는 대책을 마련함.

녹지체계

∙ 대상지 내의 녹지 및 수면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녹지체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단절된 녹지도 연결해 주는 대책 마련
∙ 녹지의 질과 관련, 소음 및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 확보여부, 주요 서식지와의 

녹지체계 연계여부, 확교·공원녹지·수변공간과 같이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공간 등 생태
적 기반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 간의 연계여부가 검토

∙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옥상녹화 등 대체녹지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습지보전

∙ 대상지 내 습지, 하천, 연못, 개울, 논 등과 같은 습지요소가 있을 경우 보전방안 검토
∙ 기존에 복개된 소하천 등이 있을 경우 복원방안 검토,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해 습지요

소가 훼손되지 않고,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인근 유사공간에 회복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표 3-5> 서울시 환경성검토 항목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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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항목

비오톱 및 
동식물서식지

변화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비오톱 유형 및 비오톱 
보전등급의 변화를 검토

∙ 비오톱에 대한 검토는 가급적 비오톱유형 및 보전가치의 변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유사
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지역·지구 내에 복원하
는 방안 강구

생활환경 항목

일조
∙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일사시간 및 일사량 변화 내용을 검토
∙ 개별 건물별 일조장애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 내 용적률 및 층고변화를 간접지

표로 활용하여 검토

바람

∙ 계절별 주풍향 및 산이나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강도의 변동 여부 검토
∙ 바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인 용적률변화, 건축물의 입지방향, 도로방향, 녹지 

조성 등에 대한 변화내용을 간접지표로 활용하여 영향여부를 간접 예측하여 검토
∙ 하천 및 산림, 대규모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지역과 시가지 내 대형건축물

에 의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검토 필요
∙ 바람통로의 설정을 통한 공기의 정체 및 열섬현상 완화방안 검토

에너지

∙ 대상지역 내 냉·난방, 자동차연료, 전기사용 등을 포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내용을 검토

∙ 토지이용변화(토양포장 등)에 따른 대상지역의 태양복사율의 변화, 도시열섬현상의 영향
을 예측하고, 에너지절약형 단지·건축물설계, 도시열섬 제어방안 등을 검토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의 증감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가 어려울 경우 용적률
증감, 자동차도로의 변화, 대규모에너지소비시설의 입지여부 같은 간접지표로 산정 

환경오염
∙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요인에 대한 검토
∙ 환경오염의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용적률증감,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처리

를 위한 신규시설 설치여부 등을 기준을 간접검토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경관

∙ 대상지 내에 존재하는 주요 경관자원(산, 하천, 녹지 등 자연경관요소 및 문화재, 주요건축
물 등 인문경관요소)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 조망권 침해 등 경관자원에 대해 시각적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
∙ 경관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재상황과 미래상황을 시뮬레이션한 후 경관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경관적으로 유사한 지역(예：녹지축, 하천축, 도로
축, 저층지역 등)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적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착을 마련하여
야 함.

∙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 보전, 주요 산 및 하천 등 경관구조 형성요소 보전,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정도는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함.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녹지의 조성여부 검토
∙ 양호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녹지는 보존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 

시 여가교통수요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는 접근거리 250m 내에 어린이공원, 500m 내에 근린공원이 입지해

야 함.
∙ 주말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그밖에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검토

자료：“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연구(김운수, 2006)”를 참조하여 재구성

<표 계속> 서울시 환경성검토 항목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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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ZED(South London, 영국, 1996~2002)

▪계획적 접근방법

이 사례는 탄소배출 제로의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험적 사례이며, 오래된 배수장부지에 위치한 기성시가
지 조성사례(4.08acres, 82세대)로서 의미를 가짐. 이 마을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생활패턴의 변화를 통하여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재택근무를 
통하여 통근통행률을 줄이고, 지역 내 생산되는 태양광을 통하여 생산되는 전기차로 운행하며, 이들 전기자동
차를 활용하여 카쉐어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계획내용

커뮤니티시설은 보행접근이 가능한 거리에 배치되어 있고, 주민들 간의 교류가 촉진될 수 있게 벽과 정원을 
공유하도록 배치하고 있음. 건물은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건축재료는 
지역인근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15%가 재활용 재료로 사용되었음. 외부와의 공기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절약률을 높였으며, 단열성능도 높여 온도의 항상성을 높이고 있음. 남쪽에 면하고 있는 거실공간은 겨울에 
태양열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설비 효율성도 높아 물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바람으로 작동되는 자연환기기구를 설치하였음. 이러한 에너지효율화 전략을 통하여 난방 90%, 물사용 
30%, 전기 25%를 줄이게 됨.
바이오매스(나무칩)에 의한 열병합발전, 피크 시 109kw를 생산해내는 태양광, 우수를 활용한 조경 및 식생 
관개, 갈대를 활용한 중수처리시스템 등 주택에 사용되는 재생가능한 그린인프라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주어 순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듬.
또한, 단지 내 재활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의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도록 만들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성취하고, 업무공간을 계획하여 자족성도 고려함.

<그림 3-1> BedZED의 배치도와 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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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원지역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해외에서도 부분 신도시를 심으로 탄소 립도시 건설을 추진 

－ 재 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가 온실가스, 폐기물, 자동차가 없는 도

시로 건설을 추진 이며, 국 상하이 인근 충 섬은 동탄신도시를 탄

소배출 제로도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재, 도시단 에서는 국의 뉴캐슬, 오스트 일리아의 아델라이데가 

탄소 립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은 재생에 지 도입을 한 

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규모에서 탄소 립개념이 

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를 심으로 탄소 립도시 건설을 추진 

－신행정복합도시, 소사벌, 동탄2 등 신도시를 심으로 용하고 있음.

－기성시가지의 경우 2009년 5월 개최된 제3차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

의에 앞서 도시지역에서의 탄소 립도시 조성을 활성화하는 로그램

인 ‘기후 친화 인 개발 로그램(CPDP)’에 따라 클린턴재단과 마곡지

구를 시범사업지구로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마곡지

구의 CPDP 참여를 계기로 도시 내 신도시개발지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여나가는 방안이 확 될 것으로 상됨.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의 포 인 탄소 감 련기 은 없음.

－ 재,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 친환경 련기 은 사 환경성검토

제도12)와 환경 향평가제도13)가 있으며, 에 지 리 련기 으로는 

12) 사 환경성검토제도는 1993년 ‘행정계획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270호)’에 따라 자연환경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보존을 목 으로 하는 용도

지역 내의 공공사업에 하여 사 의하는 제도로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가 사 환

경 리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법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기 의 유지’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환경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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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 지사용계획의 의제도14)  집단에

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 지의 공 에 한 의제도15)가 있음. 그

러나 이것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향 감방안  에 지 감방안

을 마련하기 한 최소기 으로서, 보다 극 으로 친환경도시  탄

소 감도시를 만들기 한 것과는 거리가 있음. 한, 2008년에는 자동

차의 이용을 이고, 교통이용을 진하여 탄소 감도시로 가기 

하여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모 도

시개발 시 정해진 교통시설기 16)을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치는 행정계획 수립  개발사업 승인 시 환경부장 과 사  의하도록 하는 차가 마련되

면서부터임. 2000년 8월 동법 시행령에 사 환경성검토에 한 구체 인 사항이 규정되면서 

본격 으로 운 되기 시작함.
13) 환경 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 법에 따라 도로건설 등 3개 사업을 상

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1년 련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 으로 시행됨. 2006년 재 17
개 분야 62개 사업을 상으로 확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환경 향평가제도의 상 부

분이 300,000㎡ 이상의 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300,000㎡ 미만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이 많은 서울시에 맞도록 환경 향평가제도가 개정된 것은 1996년 지자체가 자율 으로 정

하여 환경 향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면서부터임.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2년 서울시 

환경 · 교통 · 재해 향평가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14)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 개발사업에 한 에 지사용계획 의제도는 규모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 지수 에 미칠 향과 에 지소비로 인한 탄소의 배출에 미칠 향을 분

석하고, 소요에 지의 공 계획  에 지의 합리  사용과 그 평가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 에 지이용효율화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의제도는 1993년에 

에 지소비 약정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도입됨. 2003년에 그동안 공공사업자에 

하여 용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로 확 하고, 용기 도 10,000toe에서 5,000toe로 낮춰 그 

상을 폭 확  용하여 재에 이르고 있음.
15)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 개발사업에 한 집단에 지의 공 에 한 의제도는 기후변화에 

한 국제연합 기본 약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하여 1991년에 집단에 지사업법을 제정

하면서 도입된 제도임.
16)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조성사업, 도

시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

도역사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등(기타생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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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명 나라 및 도시명 규모 위치 완성연도

Wallington
BedZED

영국 
런던남부

4.08 acres 
(82세대)

하수처리장 2002년

Masdar
UAE 

아부다비
6㎢ 

(4만명)
국제공항 인근 공터 2016년 완공예정

동탄
중국 

상하이
86㎢ 

(약 500,000명)
상하이 인근 섬 2050년 완공예정

Messestadt Riem
독일 
뮌헨

556ha 
(6,500세대)

예전 뮌헨공항터 2012년 완공예정

검단
(제로에너지타운)

한국 
인천시

11.2㎢
(66,000세대)

갯벌 매립지 2014년 완공예정

소사벌
(신재생에너지보급형)

한국 
평택시

3㎢ 
(15,749세대)

전원지역 2011년 완공예정

신행정복합도시
(탄소중립형)

한국 
연기군

 (200,000세대) 전원지역

동탄2 
(탄소중립형)

한국 
화성시

22㎢
(105,000세대)

전원지역 2012년 완공예정

<표 3-6> 탄소중립도시의 국내외 추진실태

 

 

 

<그림 3-2> UAE의 마스다르, 중국의 충밍섬, 평택의 소사벌, 인천시의 검단, 
화성시의 동탄2의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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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성검토제도17)는 개발 련행정계획 수립 는 개발사업의 인

허가ㆍ결정 시 정성 유지  자연환경보  등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사 에 고려하도록 하기 한 것이며, 환경 향평가제도는 규모 개발

사업을 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향 감방안을  검토하기 한 목 으로 도입됨.

분 류 항     목 개수

자연환경분야 기상(미기후포함),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4개

생활환경분야
토지이용(녹지계획 포함), 대기질, 수질(지표, 지하), 토양(토양피복 포
함),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
공중보건, 온실가스

12개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유적

7개

<표 3-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에 지 련기 은 에 지이용효율화법에 의한 신도시규모의 개발사업

을 상으로 에 지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

하기 한 방안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 이 용되는 

50,000㎡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 진지구, 

지구단 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에 지사용계획

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18)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에 지 사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에 지수요 측  공 계획

② 에 지 수 에 미치게 될 향 분석

③ 에 지소비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향 분석

17) 사 환경성검토 상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 상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

획,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택지개발 정지구 지정, 국민임 주택단지개발계획  국민

임 주택단지 정지구의 지정, 유통단지개발계획  유통단지의 지정, 재정비 진지구의 

지정  재정비 진계획 등이 있음.
18) 평가기   에 지부문을 필수항목으로 선정하여 에 지소비량(공동주택 4  이상, 기타시

설  공공 6  이상, 민간 4  이상), 신재생에 지(1  이상) 항목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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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에 지이용 효율향상 방안

⑤ 에 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방안

⑥ 사후 리계획 등 기타

－2008년에 도입된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 의한 신

도시규모의 개발사업에 하여 다음과 같은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수송부문에서도 탄소배출을 일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 있음.

①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처할 수 있는 

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 간선 행버스, 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

함.)  최 의 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② 효율  교통운행체계와 교통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

동차터미 , 차고지, 버스 용차로, 버스정류소,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 포함),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 할 것

③ 철도역(도시철도역 포함), 여객자동차터미 , 환승시설 등 주요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 이용 진을 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보행자 용도로, 자 거보 의 설치 

등 교통시설에의 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교통시설 

안 는 주변의 형 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당해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환승거

리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신도시규모에서의 친환경 련기 으로는 단지규모 이상에서 용되고 

있는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 향평가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들은 개발

에 따른 환경 향을 감하기 한 최소한의 기 이며, 다소 형식 으

로 운 되고 있음. 다만, 에 지  교통 련기 은 부분 공공

사업에 용되고 있는 계로 보다 극 으로 운 되고 있는 추세이

나 에 지부문과 교통부문에 국한하여 용되고 있어 포 인 탄

소 립도시 조성을 한 더 극 인 의미의 포 인 기 마련이 필

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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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 내 신도시개발 규모추정 
및 유형

제1절 도시의 개발단위 검토

◦획지19)단 의 개발사업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최소단 인 획지를 심으로 건축물을 건축하

는 단일규모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가장 일반 인 개발형태임.

◦단지단 의 개발사업

－여러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

물을 집합 으로 구성하여 통합 인 하나의 건물군을 형성하는 사업으

로서 기능에 따라 주택단지, 복합개발단지 등의 유형이 있음.

◦도시단 의 개발사업

－도시 내에 치한 유휴지, 이 지 등 규모 토지에 하여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하여 자족 인 형태의 도시를 형성하는 사업으로서 도

시외곽지역에서는 신도시, 도시내부에서는 뉴타운(Newtown-in-town) 

등이 포함됨.

19) 가구를 분할하는 한 단 의 건축 지인 토지 혹은 인 · 자연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평가단 를 말함. 유사용어로서 지, 필지, 부지, 택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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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 내 신도시(New Town In Town) 개발규모 추정

1. 도시 내 신도시의 정의와 규모추정 방법

◦도시 내 신도시의 개념정의  개발특성

－신도시는 보통 도시 인근에 개발되는 새로운 계획  도시주거지를 

가리키며,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 으로나 사회ㆍ경제 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 인 정치ㆍ경제ㆍ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형 도시

를 말함20).

－따라서, 신도시는 주택과 함께, 주민들이 자 자족할 수 있는 일자리, 

쇼핑, 크 이션 등 자 자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됨.

－그러나 도시 내에 입지하는 신도시(New Town In Town)는 기존 시가

지내에 입지하는 계로 독립 이라기보다는 기존 도시구조에 종속

인 양상을 보이며, 그 규모도 외곽 신도시에 비하여 작고, 공간구조  

측면에서도 연계 인 특성을 가짐.

◦도시 내 신도시 개발규모 추정의 근방법

－다음 기 을 검토하여 도시 내 신도시 개발규모 추정

① 도시를 구성하는 생활권차원에서의 규모 검토

②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 내 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규모 검토 

③ 탄소 감 련기 을 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검토

20) 신도시는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하여 건설한 성도시(Satellite Town), 교외지역의 

침상도시(bed town) 등과 같이 모도시에 의존 인 도시로 도시 인 지역에 계획 으로 개

발한 주택단지나 확장도시(expanding town)가 일반 이며, 도시와 공간 으로나 기능 으

로 분리된 자족형 도시 등이 포함됨.



제4장 도시 내 신도시개발 규모추정 및 유형  41

2. 생활권 차원에서의 규모 검토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 인 근린주구규모(약 500,000㎡) 이상 검토

－생활권(Neighborhood)의 기본단 인 근린주구는 반경 약 400m의 보행

권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면 으로 환산하면 500,000㎡ 정도의 규모이

며, 세 수로 보면, 1,000세 ∼3,000세  정도임. 주구의 심은 면

이 약 10,000㎡로써 주민들의 기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입지하나, 경제  존립이 어려움.

－근린지구(District)는 4∼5개의 근린주구로 형성되며, 반경 약 1km의 경

철  철 심의 생활권으로서 3,000,000㎡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지구의 심지는 면 이 약 70,000㎡로써 일일생활 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으며, 일일생활 서비스 이상은 보다 상 의 심지로 이동해

야 하는 반자족 인 생활권을 형성함.

－타운(Town)은 4∼5개의 근린지구로 형성되며, 반경 약 3km의 철도

심의 생활권으로서 28,300,000㎡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타운의 

심지는 면 이 약 300,000㎡로써 경제  존립이 가능하며, 자족 인 

생활권을 형성한다. 지방에서는 소도시의 규모이지만, 다핵을 갖는 

도시에서는 하나의 핵으로서 부도심의 역할을 수행함.

◦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3,000세 (약 100,000㎡) 이상의 단지 검토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단지는 20호 이상, 면 이 10,000㎡ 이상인 주택

건설사업계획 는 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 시

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

지로 정의하고 있음.

－300세  이상의 경우 20인 이상의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 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는 8m 이상 설치해야 

실질 인 주택단지로 인정됨. 한, 500세  이상의 경우 기본 인 단

지생활을 할 수 있는 30인 이상의 보육시설과 도서   문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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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약국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는 12m 이

상 설치하여 집합  단지를 형성하게 됨.

－1,000세  이상의 경우, 유치원시설, 수 장, 병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는 20m 이상 설치하여 소규모 타운 규모로 악

할 수 있음. 한, 2,000세  이상의 경우, 축구장, 청소년체육시설을 설

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는 25m 이상 설치하여 사실상 

도시규모를 형성하게 됨. 그리고 3,000세  이상의 경우 동사무소, 

출소, 우체국을 설치하도록 정하여 기본 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독

립된 생활단 를 형성하는 규모로 악됨.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 도시 내에서 3,000세  이상의 단

지가 되기 하여 고층으로 개발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살펴본 결과, 

부분 사업의 면 이 약 100,00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음.

구역명 주소 면적 세대수 사업준공일

금호 1-6 행당동 322 일대 107,851㎡ 2,851세대 1996. 3

금호 6 금호동1가 1080 일대 117,569㎡ 2,921세대 1996. 7

하왕 2-1 행당동 317-40 일대 139,672㎡ 3,440세대 1999. 3

동소문 돈암동 606 일대 318,356㎡ 4,294세대 1997. 10

미아 1-1 미아동 852 일대 234,194㎡ 5,371세대 2001. 4

시흥 1 시흥동 266 일대 201,874㎡ 4,328세대 1997. 11

사당 4 사당동 산17 일대 194,887㎡ 4,397세대 1994. 7

봉천 3 봉천동 산 101 일대 264,581㎡ 5,387세대 1999. 10

봉천 4-2 봉천동 산 102 일대 115,314㎡ 2,904세대 1998. 5

<표 4-1> 주택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 추진지역의 3,000세대 내외 추진지역의 면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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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도시 내 신도시개발사업 규모 검토

◦도시재정비 진사업규모(주거지형 500,000㎡, 심지형 200,000㎡) 이상

검토

－도시외곽의 신도시를 포함하여 도시 내 신도시를 조성하는 가장 일반

인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법상

으로 100,000㎡ 이상 지역에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단지형 복합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계

로 10,000㎡ 이상의 비교  은 지역에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정

하고 있음. 이들 법상에서 정하는 개발규모는 단지규모의 사업을 포

하고 있어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 한 구체 인 수치를 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에 도시재생차원에서 도입한 도시재정비 진사업은 도시 내 낙후

지역을 생활권 단 로 노후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정하고 있

어 생활권차원의 규모가 제도 으로 반 된 것으로 악됨. 주거지형의 

경우 기  생활권 규모 500,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거 별로 

도시 심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의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심지형의 

경우 근린지구와 타운 심지의 간크기인 200,000㎡로 설정하고 있음.

구 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지역：주거지역

100,000㎡ 이상

 10,000㎡ 이상
500,000㎡ 이상

         상업지역 200,000㎡ 이상

         공업지역  30,000㎡ 이상

         자연녹지지역  10,000㎡ 이상

         생산녹지지역  10,000㎡ 이상

도시지역 외 300,000㎡ 이상

<표 4-2> 개발사업유형별 규모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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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은평뉴타운 3,495,000㎡ 15,200가구 노량진뉴타운 762,000㎡ 12,500가구

길음뉴타운 1,250,000㎡ 14,100가구 아현뉴타운 1,088,000㎡ 18,500가구

왕십리뉴타운 337,000㎡ 6,000가구 가좌뉴타운 1,073,000㎡ 20,600가구

천호뉴타운 412,000㎡ 6,400가구 신정뉴타운 700,000㎡ 32,600가구

미아뉴타운 980,000㎡ 11,406가구 영등포뉴타운 226,000㎡ 2,200가구

방화뉴타운 512,000㎡ 7,530가구 교남뉴타운 200,000㎡ 2,240가구

전농뉴타운 904,000㎡ 34,900가구 중화뉴타운 517,000㎡ 10,000가구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3차 지정지구는 제외)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297,110㎡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472,465㎡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298,000㎡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186,790㎡

<표 4-3>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 현황

4. 탄소저감 관련기준 적용 대상사업의 규모 검토

◦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 의한 교통시설에 한 

사항을 반 해야 하는 상사업의 규모

－ 규모 개발사업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한 기 (건설교통부 고

시 제 2007-50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100,000㎡ 이상 도시개발사

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지조성사업 등에 하여 교통운행체계, 교통시설의 규모, 

입지  교통 이용 진에 한 계획에 한 세부 인 기 을 마련

하도록 정하고 있음.

◦집단에 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설치 상사업의 규모

－난방공  의 상 개발사업은 100,00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는 

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 

 단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 지사용계획 의 상사업의 규모

－도시개발사업계획 등에서 연간 2,500toe(민간 5,000toe) 이상의 연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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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10,000,000kw(민간 20,000,000kw)의 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

하려는 사업자는 에 지 수 에 미칠 향, 에 지소비로 인한 온실가

스의 배출에 미칠 향을 분석하고, 소요에 지 공 계획  에 지의 

합리  사용과 그 평가에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서울시

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작지만, 그 향이 큰 것을 감안하

여 50,000㎡ 이상으로 용 상을 늘림.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규모

－환경 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은 도시지

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300,000㎡ 이상의 사업으로 정

하고 있음.

구 분
지역난방설치협의
(집단에너지사업법)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중교통시설 반영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법)

택지개발사업 100,000㎡ 이상
300,000㎡ 이상

(공업용지 150,000㎡ 이상)
300,000㎡ 이상

(서울시 50,000㎡)
100,000㎡ 이상

도시개발사업 100,000㎡ 이상 250,000㎡ 이상
300,000㎡ 이상

(서울시 50,000㎡)
100,000㎡ 이상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100,000㎡ 이상 300,000㎡ 이상 100,000㎡ 이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사업

300,000㎡ 이상

<표 4-4> 개발사업별 탄소저감 관련기준 적용대상사업의 규모

5. 종합

◦주거 심의 도시 내 신도시의 규모

－법상으로 도시 내 신도시 조성을 한 개발사업의 규모는 체로 

100,0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활권차원에서도 기 행정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000㎡ 이상(3,00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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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부문과 친환경  에 지부문을 포 하는 탄소 립도시의 

조성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 인 근린주구규모 500,000㎡ 이상의 

도시 내 신도시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도시재정비 진사업에서도 규

정하고 있는 500,000㎡로 설정함.

◦업무 심의 도시 내 신도시의 규모

－지역 심 이상의 심지는 주거지와 독립된 별도의 구역으로서 인지되

고 기능하므로, 심지를 주거 심의 도시 내 신도시와 별도로 구분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업무 심의 도시 내 신도시의 경우, 도시의 자족성을 결정하는 지구

심지와 지역 심 사이의 규모인 200,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규정

함. 이 규모는 심지형 도시재정비 진사업의 지정 규모와도 일치함.

제3절 서울시내 신도시규모 개발예정지의 분포와 유형

1. 서울시 신도시개발규모 개발지역의 분포

◦도시재정비 진구역이 가장 많이 분포

－ 재, 서울시내 신도시규모 개발이 진행 이거나 정인 지역 에서 

도시재정비 진구역이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 이 32

개소에 걸쳐 약 28,000,000㎡에 달함.

－도시재정비 진구역 에서 주거지형 뉴타운이 24개소가 지정되어 있

으며, 심지형 균형발 진지구가 8개소 지정되어 추진 임. 여기에

서 은평뉴타운 등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 음.

◦도시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 재,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인 지역은 클린턴

재단의 기후친화  개발 로그램의 시범사업지구인 마곡신도시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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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도시개발사업구역은 탄소 립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 등 

4개소가 있음.

－이들 지역의 총면 은 약 8,300,000㎡임. 여기에서 이미 시공 인 문정

ㆍ장지지구는 제외하 음.

◦ 규모 재건축사업 집지역

－ 재, 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포

함된 한강주변 고 도아 트 집지구가 있으며, 개포, 고덕 등 택지개

발사업 시행구역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집한 지역을 들 수 있음.

－이들 지역이 서울시에서 분포하고 있는 면 은 약 8,200,000㎡에 달함.

◦ 재 서울시내에서 신도시개발규모인 500,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들

이 차지하는 면 은 서울시 체 시가지면  약 350,000,000㎡ 에서 약 

44,500,000㎡로 13% 정도임.

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가공

<그림 4-1> 서울 개발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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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내 신도시규모 개발지역의 유형

◦주거지형과 심지형으로 구분

－ 재, 근린주구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뉴타운사업과 규모 

재건축사업이 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도시개발사업구역도 포함됨.

－업무시설과 산업시설이 집한 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균형발

진지구를 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용산국제업무단지 등 일부 도시개

발사업구역도 포함됨.

◦주거단지와 업무단지가 혼합되어 자족 으로 형성된 복합형으로 구분

－이미 시가지화가 완료되어가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개발을 통하여 주거

지와 업무단지가 혼합된 자족 인 신도시를 조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에 이러한 개발유형으로는 여의도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상암부도

심이 있었음. 향후 개발지역으로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마곡지구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족 인 복합  개발유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인 도시지역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형태21)이므로 이 연구

에서는 주거지형과 심지형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1) 이미 시가화가 완료되어가는 서울시에서도 복합형 신도시는 향후 마곡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복합형 신도시는 기본형인 주거지형과 심지형이 복합된 형

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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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가공

<그림 4-2> 서울시내 신도시규모 개발예정지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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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발규모별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저감요소 선정

제1절 탄소저감요소 검토

1. 이론적으로 살펴본 탄소저감요소

－탄소 립도시를 조성하기 해서는 실 단 인 개발단 별로 탄소 감요

소를 어떻게 용시킬 것인가가 매우 요함. 하지만, 재는 탄소배출을 

일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악하고 발 시키는데 을 맞추어 연구

해 왔음.

－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단지  신도시단 보다는 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 인 탄소배출 제어 상인 건축물을 리하기 한 필지단 의 

탄소배출 감방안에 집 해 왔음.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지 

효율 인 건물과 건물재료 등 건축물 련항목이 독립 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건물단 외 단지  신도시단 에서 공통 으로 용되는 요소인 

토지이용/교통, 녹지  생태, 에 지, 물, 쓰 기처리 등이 주요 항목으로 

언 하고 있음. 토지이용/교통항목은 체로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과 교통을 분리하거나 교통항목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음.

－분류과정에서 2개 이하로 언 된 거리조명(LED)체계, 식량공 , 어메니



54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 개발지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향 연구

티(쾌 성)요소는 주요 항목 선정에서 제외하 음.

－이론 인 검토를 통하여 주요한 탄소 감요소를 악할 수는 있으나, 개

발규모별로 어떤 요소들을 용할 수 있는지는 악되지 않았음. 다만, 이

들 주요 요소를 심으로 분류해 보면, 에 지효율 인 건물과 재료를 건

축물단 로 분류할 수 있고, 토지이용/교통, 녹지  생태, 에 지, 물, 쓰

기요소들은 개발단  체 으로 복될 수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음.

해외 국내

종합Randal 
Thomas
(2003)

Clinton 
Foundation22)

(2009)

Raquel 
Pinderhuges

(2004) 

이재준
(2009)

건설기술
연구원
(2000)

1.도시계획설계
1.토지이용/교통 1.토지이용/교통

토지이용

2.교통 9.교통 4.교통관리체계 교통

3.생태녹지 2.녹지 및 생태 2.친환경공간 녹지 및 생태

4.건물디자인 7.에너지효율건물 3.에너지효율건물 에너지효율건물

5.에너지

1.신재생에너지

3.에너지관리체계 4.에너지 5.에너지  집단에너지2.열병합발전

3.냉병합발전

6.재료 8.건물재료 4.재료 건물재료

7.물 4.물이용효율화체계 1.물관리체계 3.물 및 바람 6.물 관리 물관리

8.쓰레기 5.쓰레기처리체계 2.쓰레기처리체계 5.환경/폐기물 7.자원재활용 쓰레기처리

6.거리조명체계

5.식량공급

6.어메니티

<표 5-1> 이론적으로 살펴본 탄소저감요소 제시

22) 클린턴재단이 설립한 클린턴기후구상(Clinton Climate Initiative)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

요 원인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기구임. 재 세계 정부  기업과 력

하여 친환경 이면서도 경제 으로 지속가능한 지 맞춤형 솔루션 창출을 해 활발히 활

동 임. CCI는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과 력을 맺은 실행기구로서 C40의 온실가스배

출량 감노력에 극 으로 동참하고 있음. 상기 요소는 CCI가 탄소 립도시를 만들기 

하여 필요한 주요 요소를 선정한 것으로, 서울시가 CCI의 ‘기후친화  개발 로그램(CPDP)’
에 참여하면서 논의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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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로 살펴본 탄소저감요소

－ 재, 탄소배출 감을 한 방안을 제도 으로 마련하고 있는 국의 

BREEAM, 미국의 LEED, 일본의 CASBEE,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제도

에서 용하고 있는 탄소 감요소를 살펴보면, 체로 건물단 를 심으

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론  검토에서 선정된 요소들을 아울러 요시하

고 있는 것을 악할 수 있음.

－특히, 일본의 CASBEE는 단지단 의 개발에 한 평가기 을 별도로 마

련하고 있어 단지단 에서 고려해야 할 탄소 감요소를 악할 수 있음. 

단지단 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주요 요소들

이 건물단 에서 단지단 로 스 일이 확장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단지단 에서 별도로 추가된 것은 외부지역과의 계와 향에 

한 항목이 추가되어 규모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악됨.

－ 한, 개발단 에 따라 탄소 감요소에 한 요도가 달라지는 것을 짐

작할 수 있음. 우선 건물단 에서는 에 지, 실내 공기질, 재료의 비 이 

높고, 단지단 에서는 생태녹지, 에 지부문의 비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도시단 에서는 토지이용, 교통, 물의 비 이 높은 것을 짐

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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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AM
(영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한국)

LEED
(미국)

CASBEE
(일본)

종합
건물단위

(New Construction)
도시단위

(Urban Development)

1. 에너지 3. 에너지 3. 에너지와 대기 LR1. 에너지

LR2. 사회적 인프라
 (효율적 에너지 사용)
LR3. 지역환경 관리

 (에너지)

에너지

2. 교통 2. 교통 1. 지속가능한 토지

Q2. 대상지 내 서비스기능
 (교통체계)

LR2. 사회적 인프라
 (교통부하 저감)

LR3. 지역환경 관리
 (지역교통계획 수립)

교통

3. 오염 6. 환경오염 3. 에너지와 대기
Q1. 실내환경

 (공기질)
실내환경

4. 재료 4. 재료 및 자원 4. 재료와 자원 LR2. 자원과 재료

LR3. 지역환경 관리
 (건설 및 재료)

LR2. 사회적 인프라
 (쓰레기 관리)

재료

5. 물 5. 수자원 2. 수자원효율성
Q3. 외부공간

(물자원)

Q2. 대상지 내 서비스기능
 (물의 공급 및 관리체계)

LR2. 사회적 인프라 
(상수,하수,중수,빗물관리)

물

6. 토지이용과 생태 1. 토지이용 1. 지속가능한 토지 토지이용

6. 토지이용과 생태 8. 생태환경 1. 지속가능한 토지
Q3. 외부공간

(경관/조경/비오톱)
Q1. 자연환경

 (미기후/생태계)
생태녹지

7. 건강 및 복지

8. 관리 7. 유지관리
Q2. 서비스 질

 (괸리)
LR3. 지역환경 관리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유지관리

9. 실내환경 5. 실내환경의 질 Q1. 실내환경

6. 디자인의 혁신

LQ3. 외부지역 
환경

Q3. 지역커뮤니티 기여
(지역자원활용,도시맥락등)
LR1.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열, 지리특성, 공기오염, 
소음, 바람, 일광차단 등)

외부지역
환경영향

LR3. 지역환경 관리
 (환경적 건설관리)

참조：일본의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에서 Q는 건
물의 환경적 질(Environmental quality of the building), LR은 건물의 환경부하 저감(Environmental load 
reduction of the building)을 가리킴.

<표 5-2> 국내외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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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저감요소의 종합 선정：8개 요소

◦이론  검토를 토 로 친환경 인증제도의 항목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우선 으로, 이론  검토를 통하여 가려낸 토지이용, 교통, 녹지생태, 

에 지효율 인 건물, 건물재료, 집단에 지, 물, 쓰 기요소를 심으

로 선정함.

－다음으로, 국내외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 용하고 있는 항목인 에

지, 교통, 실내환경, 재료, 물. 토지이용, 생태, 유지 리, 외부환경 향

요소를 감안하여 최종 으로 선정함.

◦건축물 련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타 요소들은 독립요소로 구분 

－국내외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 선정하고 있는 에 지, 재료, 실내공기

질을 건축물 요소로 통합하여 구분함.

－모든 개발단 에서 공통 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서 교통, 토지

이용, 집단에 지, 녹지생태, 물 리, 쓰 기를 건축물과 함께 각각 독

립 인 요소로 구분함.

◦이론검토에서 제외된 유지 리요소 추가

－유지 리는 실제 운 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므로 독립항목으로 

추가하 음.

－ 한, 일본의 도시단 의 친환경기 인 CASBEE에서 선정된 외부지역

의 환경 향은 녹지  생태항목과 연 계가 높으므로, 이 항목에 포

함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하 음.

건축물
(에너지, 실내공기질, 재료)

토지

이용
교통

녹지

생태

집단

에너지
물관리 쓰레기

유지

관리

<표 5-3> 탄소중립도시 조성 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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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발단위별 탄소저감요소 파악

1. 개발단위별 탄소저감요소 파악을 위한 접근방법

◦개발단 별 탄소 감요소의 악

－탄소 립도시를 실 하기 해서는 개발단 에 따라 용할 수 있는 

요소기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발규모별로 용할 수 있는 탄소

감요소를 악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재 개발규모별로 용할 수 

있는 탄소 감요소에 해서는 명확히 악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탄소 감요소에 한 개발단 별 용기술 악

－각각의 탄소 감요소에 해서도 개발단 에 따라 용상의 비 이 서

로 다르고, 어떤 것은 개발단 별로 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서로 다르

므로, 이에 한 선별과정이 필요한 상황임.

2. 개발단위별 탄소저감요소 및 적용기술 파악

1) 건물단위에서의 탄소저감요소별 적용기술 파악

◦재생에 지 련

－패시  솔라(Passive Solar)는 별도의 설비장치 없이 태양 을 자체를 

그 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창의 면 을 넓  일조량을 높이고 유리

문을 이 으로 하여 단열성을 높이며, 바닥이나 벽, 천장 등의 축열성

을 좋게 하며 실내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과 같이 건축계획  방식

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열을 얻고 자연채 과 환기조 을 

해 지붕창을 내거나 벽체와 지붕에 자연 류 순환(thermosyphoning) 

방식을 채용하기도 함. 특별한 기기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

축경비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인 운  경비도 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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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  솔라(Active Solar Panels)는 태양에 지를 모아서 물로 열을 

이시켜 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함. 태양열 축열(active solar thermal)이 

표 으로 태양열 에 지를 물이나 공기로 모아서 그 열을 건물내부

에서 사용하게 됨. 태양열 집열기를 지붕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며, 

약 400kWh/㎡y를 양산하게 됨.

－태양 (Photovoltaics)은 태양방사를 통하여 기를 생산하는 환경친화

인 시스템으로서 건물에서는 지붕이나 벽에 설치하며 정남방향으로 

약 20도 각도로 설치되며, 태양  넬은 나무나 다른 건물에 의하여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해야 함. 품질이 높은 단일결정의 넬은 정남향으

로 30도 각도로 설치할 경우 약 100kWh/㎡y를 양산하게 됨.

－풍력에 지는 거 한 풍력발  터빈을 돌려 기를 생성하는 것으로 

상업 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나, 시각 으로나 청각 으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 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도시지역의 경우 평

평하지 않은 지형  특성 때문에 원지역에 비하여 다소 풍속이 어

드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난기류 때문에 풍속 감 작용이 

다소 보완됨. 건물들은 높이와 난기류의 이 으로 풍력발 을 한 돛

의 역할을 함. 도시지역에 정한 작은 규모의 풍력터빈은 반 으

로 약 15∼30%의 효율을 갖으며, 출력은 약 150∼300kWh/㎡y 정도임. 

터빈은 일반 으로 수평축 터빈과 수직축 터빈으로 나 어짐. 도시지역

에 한 작은 규모의 풍력발 은 건물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

어짐23). 풍력발  터빈을 설치할 경우 소음24)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23) 주변이 상 으로 개방된 높은 건물에 설치되는 바람 포획형(wind-catcher)과 요철이 있어 

난기류가 발생하는 낮은 건물지역의 건물에 설치되는 바람 수집형(wind-collector), 그리고 

높은 건물이 집한 지역으로 높은 풍속과 난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의 건물에 설치하는 바람 

분배형(wind-sharer)으로 나 어짐.
24) 풍속이 5m/s일 경우, 터빈 심에서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소음은 55dBA 정도로 이것은 

도시지역의 소음수 에 향을 주지 않으나, 풍속이 높을 경우 이러한 소음이 도시지역에서

의 풍력 활용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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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미래에는 태양  넬과 통합하여 지붕을 디자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자료：Randall Thomas(2003), Sustainable Urban Design, Spon Press

<그림 5-1> 수직축 풍력터빈 장치들(상)과 도시에서의 풍력발전유형(하)

－지열은 공기에 비하여 항상 균일하기 때문에, 냉난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수층에 자리잡고 있는 물로부터 12°C로 추출

하여 냉방에 활용하고, 그것을 다시 수층에 다소 높은 온도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지하수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에 지는 열을 

공 하는 열펌 를 사용함으로써 많이 개선됨. 그러나 부분의 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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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존층을 괴하고 CO2를 발생시키는 냉각제를 사용하므로, 새로운 

물질로 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우수  수 등 물의 재활용 련

－건물단 에서의 물 리는 물의 사용을 이고 재활용하는 문제와 

한 련이 있으며, 단지  도시단 의 경우 자연으로부터의 물의 보

과 리문제와 련이 있음.

－따라서, 건물단 에서는 우수 재활용이 요한 항목으로 고려되고 있으

며, 화장실에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부엌, 세면 , 샤워기 등에서 나온 

수도를 재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요한 항목으로 고려되고 있음.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에 지를 소비하는 가정에서 

식음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6%에 불과하며, 수세식 화장실에서 사용하

고 있는 물의 양은 35%에 달함. 양질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장실

에서 이러한 수를 활용하여 물의 사용량을 이는 방안이 수도 재

활용이며,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

되고 있음25).

구분 식음 정원관리/세차 세면기 세탁 식기세척 세면/샤워 수세식화장실

비율 6% 6% 8% 12% 13% 20% 35%

자료：Randall Thomas(2003), Sustainable Urban Design, Spon Press

<표 5-4> 영국 가정의 물사용 비율

  

◦재료 련

－지속 인 도시화는 도시로부터 엄청난 양의 재료유입을 수반하고 있음. 

Thomas(2003)에 의하면, 국의 경우, 도로, 건물, 농장, 강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하여 사용하는 재료가 매년 1인당 6ton에 이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이 에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이 각각 

25) 도쿄의 경우, 연상면  30,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우수(Rain Water)를 재활용하고, 수

(Grey-Water)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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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on으로 이들이 부분의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Thomas(2003)는 우리 도시가 건물, 도로, 배수 이   선 등 인

라와 조경시공을 하여 아직도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

한 많은 양의 재료들이 에 지사용과 함께 CO2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 함. 국에서 일반 가정집의 경우, 콘크리트, 석고

보드, 블록과 모르타르가 건물재료를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체 에 지

의 약 75%를 차지하며, 유리, 철근, 구리, 페인트가 13%, 목재가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 그는 재료를 선택할 경우, 재료의 CO2 발생량, 채석에 따른 지역

환경의 향, 재료를 채석하고 생성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에 지 

사용량, 재료와 련된 건강에의 향, 재료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함.

－<표 5-5>는 각각의 재료를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에 지량을 보여주는

데, 각각의 재료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양을 측정하는 것

은 재료들이 일반 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쉽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26).

구분 Very-high-energy High-energy Medium-energy Low-energy

에너지

알루미늄   200-250
플라스틱    50-100
구리         100+
스테인리스스틸  100+
 

 

철        30-60
납, 아연      25+
유리       12-25
시멘트       5-8
석고보드     8-10

석회              3-5
점토벽돌, 타일     2-7 
석고플라스터       1-4
콘크리트       0.8-1.5
콘크리트블록    0.8-3.5
콘크리트성형     1.5-8
모래석회블록      0.8-1.2
목재            0.1-5 

모래            0.5
불연성재, 화산재  0.5
흙              0.5

자료：Randall Thomas(2003), Sustainable Urban Design, Spon Press

<표 5-5> 재료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단위：GJ/tonne)

26) Thomas(2003)에 의하면, 형 인 오피스건물의 경우, 재료 생성 시 구 된 에 지가 건물 

체 생애에서 사용된 에 지의 7~10%를 차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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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단위에서의 탄소저감요소별 적용기술 파악

◦단지단 의 탄소 감요소는 녹지  식생요소와 깊은 련

－건물단 에서 단지단 로 개발단 가 넓어지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

보다도 외부공간의 발생이며, 외부공간의 주요한 요소인 녹지  식생

요소가 비 있게 다루어짐.

－식생은 합성을 통하여 공기  탄소를 산소로 환시켜주고, 미세먼

지와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며, 소리를 흡수하고, 습도를 조 하는 한편, 

기온을 조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온도를 조 하여 주는 역할을 함.

－ 한, 녹지는 도시에 미학  가치를 가져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

기후를 개선하고, 환경  향을 감소시키며, 도시거주자들에게 정신  

휴식을 제공함. 아울러 도시에서의 자연과 조경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

을 개선시키고 지역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다 더 지속가능하도록 만

드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러한 녹지  식생의 역할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미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식생군은 합성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

여 산소를 발생시킴27). 한, 공 에 부유하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부유하는 미세먼지 비율을 이며,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리고, 습도를 조 하며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

도를 높이는 온도조 기능도 수행한다. 그밖에 풍속을 50%까지 여 

체감온도를 낮춤으로써 건물의 난방요구를 근본 으로 이게 됨.

－이러한 기후조 요인과 함께, 공원, 정원, 식물, 나무와 같은 도시 내 녹

지는 도시지역을 보다 더 살기에 매력 인 장소로 만들어 도시생활의 

삶의 질을 높임. 이러한 요인은 사람들을 교외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

27) 5개의 나무는 1년간 차1 에서 나오는 탄소를 99년 넘게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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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외에도 사람들의 심리  복지에도 향

을 미치게 됨.

－마지막으로, 녹지  식생은 곤충, 새, 작은 포유류들의 식량자원이자 

피신처의 역할을 하고, 이것은 다시 다른 동물들의 식량자원이 되는 먹

이사슬을 형성하여 종의 다양성을 유지시켜 주는 요인이 됨. 특히, 식

생은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요한 역할을 함. 이것은 하

나의 객체가 아니라, 식물과 나무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토양, 물, 기

후조건에 의하여 만들어짐.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연계되어 다른 종을 

유인하는 지역의 서식지역할을 하게 됨28).

◦녹지  식생요소는 물 요소와 하게 계

－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물과 식생은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로서 서로 긴 하게 연계되어 있음. 하지만, 단지차원에서의 수자원은 

지표의 포장에 의하여 부분이 유실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므

로, 이의 보 과 리가 건이라고 할 수 있음29).

－지하수는 도로에 사용하는 제빙물질, 산성비, 매립물질에서 발생하는 

염화물질과 암모니아 등 다양한 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신

한 리가 필요함. 한, 표층수는 도시화 과정을 통하여 토양이 아스

팔트로 포장됨에 따라 많은 양의 물이 유출되고, 이것은 많은 양의 태

양 복사열을 흡수하여 도시열섬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30).

－Thomas(2003)는 지하수와 표층수를 보호하여 물의 오염과 유실을 이

28) 숲, 나무군락, 목띠, 지, 방목지, 연못, 강변, 하천 등 서로 다르지만 연계된 많은 서식지

들은 도시에 야생동물을 유인하고 생물다양성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짐.
29) Thomas(2003)에 의하면, 런던의 물 공 은 지하수(Groundwater), 템즈강을 포함한 강, 수

탱크로부터 이루어지며, 잉 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체 물 공 은 지하수에서 30%, 표층수

에서 70%를 충당하고 있을 만큼 매우 요하다고 함.
30) 도로를 포장할 경우, 태양 복사열의 약 90%가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지역을 공원

으로 조성할 경우 비의 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태양복사열의 

약 80%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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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열섬을 이기 해서는 조경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안이

라고 말함. 한, 호수, 연못, 분수의 물은 주변지역의 온도를 조 하는 

역할을 하며, 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 함.

3) 신도시단위에서의 탄소저감요소별 적용기술 파악

◦도시단 에서는 자동차이용을 이고 보행을 진할 수 있는 도시형태를 

만들어나가는데 가장 큰 비 을 두고 있음：교통과 토지이용 련

－건물 외에 가장 많은 에 지를 소비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

책은 크게 3가지임. 첫째, 자동차 이용률이 높은 통근, 등하교, 쇼핑 통

행  1km 이상 이동의 46%를 차지하는 장거리 이동에 한 수요를 

이고, 거리를 이는 것임. 둘째는, 장거리 이동은 교통을 이용하

도록 하고, 단거리 이동은 보행과 자 거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임.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보다 더 에 지 효율 이고 덜 오염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31).

－우선, 장거리 이동수요와 거리를 이기 한 책은 지속가능한 도

시형태에 한 논의에서 시작됨.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인 압축도시와 다

핵도시구조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임. 압축도시이론은 도시를 고 로 개

발하여 이동거리가 어들게 되면, 자동차이용이 어들어 에 지소비

가 어진다는 것임. 하지만, 단거리통행이 많은 도시에서는 핵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 단거리통행을 일 수 있는 다핵도시형태가 합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재는 다핵도시가 가장 실 인 도시

형태로 인정되고 있음.

31) 하지만, 기나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의 환경 향을 이기 해서는 매우 요

한 일이나, 속으로 장거리이동을 하는 기존의 통행패턴을 그 로 가져가게 되고, 사회  

활동에 한 기회도 거부하는 등 다른 요소에 향을 주지 못함. Thorne & Filmer- 
Sankey(2003)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에 한 기술  

근보다는 토지이용의 진 인 변화에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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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거리이동을 보행과 자 거를 이용하도록 하기 한 방안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기 단 인 근린주구를 보행 심으로 만드는 방안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음. 이는 교통 심의 역을 심으로 보행 근

이 가능한 800m 이내에 보행친화 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

자임.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한 오 스페이스 체계의 형성：녹지 련

－도시를 보다 더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해서는 녹지 생태요소 계획

을 개발단 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근해야 하며, 도시차원에서는 주변 

자연요소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오 스페이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

엇보다도 요함. 이것은 다양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하여 도시 내에서 종 다양성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됨.

－도시 내에서 이러한 녹지통로와의 연결은 공원, 정원, 농지, 나무, 울타

리, 강둑, 호수, 철로변, 옥상조경, 담쟁이, 차폐조경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미래개발로부터 녹지를 보호하여 생태  기능을 유지하고, 오

스페이스에 한 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됨. 한 작은 

토지는 이러한 녹지를 연결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며, 규모 토지는 자

체 인 녹지  생태체계로 주변과 연결되게 됨.

－ 한, 개발 에 지역내 식생과 서식지를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자

연요소들을 확인하고, 기존의 자연 생태와 수질 수문을 가능한 한 유지

보 하기 해서는 지역의 지형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재생에 지별 건물  도시규모의 용기술 검토：집단재생에 지기술 련

－Thomas(2003)는 미래의 에 지상황을 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만약 

미래가 핵에 지로 가지 않는다면, 태양에 지 사회로 갈 것으로 견

하고 있음. 여기에서 태양에 지 사회란 태양에 지에서 생성되는 바람

과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모든 재생에 지자원을 통칭한다고 말함32). 

32) Thomas(2003)는 태양 을 이용한 사회는 4가지 형태를 갖는다고 말함. 첫째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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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는 에 지사용을 이는 략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은 

태양에 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 함.

－지역난방(Community Heating)은 앙에서 탕설비를 통하여 생산된 

열을 이 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건물에 분배하는 것으로 에 지수요

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임. 

한, 기를 생산해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열병합

발 (Combined Heat and Power)도 개별공 방식에 비하여 CO2 발생량

이 어 상당한 환경  이익을  수 있음. 이들 CH/CHP는 세계 으로 

유명한 친환경단지인 국의 Greenwich Millennium Village와 Peabody 

BEDZED 단지에 사용된 방식임.

－연료 지(Fuel Cells)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부분은 수소 지에 심을 쏟고 있음. 이것은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만

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 지와 열을 활용하는 것임33). 연료 지의 

장 은 부품들의 움직임이 없어 소음이 없고, 효율이 높으며 오염물질

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재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음. 하지만, 연

료 지의 정 인 면은 건물과 교통, 태양과 풍력에 지, 도시와 농

의 쓰 기를 효율 으로 사용하면서, 각 자원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Photovoltaics)이나 풍력발  터빈 같은 재생에 지 자원을 사용한 태양발 설비가 기를 

생산해서 사용자에게 달되는 방식임. 둘째는, 첫째와 유사하나 기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장 사용되는 것을 말함. 수소는 장되어 가스와 같이 이 를 통하여 달되어

짐. 셋째는 도시지역 자체 내에서 양산된 태양에 지를 활용하게 되며, 사용지 에서 에 지

를 생성하게 되므로 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에 지손실을 일 수 있으나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 을 가지는 단 이 있음. 넷째는 사용지 에서 에 지를 생성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

의 공 체계를 통하여 공 하는 혼합방식으로 가장 실용 이고 실 으로 용가능한 모델

임. 따라서 단기 으로는 이러한 혼합방식으로 가야 하며, 장기 으로는 소수와 기를 동시

에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함.
33) 수소 지에 한 실질 인 연구는 NASA에서 우주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추진되

었으며, 핵에 지보다 안 하고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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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기 때문임34). 이것은 가장 이상 인 에 지로 인식되나, 

아직은 개발 임35).

－앞으로 쓰 기(Waste)정책은 재생하고 퇴비를 만들며 쓰 기로부터 에

지를 생산해내는 부분을 포 하는 것이어야 함. 재 쓰 기는 많은 

규모 소각장에서 에 지를 생산하면서 처리되고 있으며, 많은 쓰 기

들은 자원사용을 일 수 있도록 재생되고 있음. 최근, 소각로에서 발

생하는 다이옥신(Dioxins) 때문에 계획과 리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

으나, 열분해(Pyrolysis)와 기화(Gasification)를 통하여 개선방안이 마련

되고 있으며, 많은 쓰 기장이 매립되어 여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에 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이오메스(Biomass)는 건물이나 교통의 에 지자원으로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로서 상 으로 상당히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강 을 가

지고 있음. 에 지 작물은 산화과정에서 기  CO2의 증가를 수반하

지 않기 때문에 탄소 립도시를 만들기 해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36). 

지역난방의 경우, 에 지 작물로 도밤나무, 버드나무, 나무칩이 사용

되며, 최근 국에서는 유채나 해바라기씨에서 유출한 식물성 정제기름

과 같은 작물에도 심을 기울이고 있음.

34) 기에 지를 화학에 지로 환하고 다시 기에 지로 활용하는 재생연료 지는 태양에

지와 풍력에 지 같은 환경에 지를 장하여 활용하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재 뉴욕 

센추럴 크 경찰소에 200kWh 지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kW의 기와 

3kW의 열을 생산하는 스 스산 고체산화 지를 개인가정에서 시험사용하고 있음.
35) 다른 연료와 다르게 수소는 폭발의 험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 인 건물보다는 이동하는 

교통수단에 용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연료화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6) 그것은 작물들이 합성 과정에서 CO2를 흡수하기 때문임. 한, 에 지 작물이 농작물로 

체될 때 야생동물과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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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시스템 보조시스템 적용예

태양

태양광발전(PVs)

태양열난방
(Solar-thermal)

PV panel
Thin film
Arrays
PV concentrator
Parabolic trough concentrator

Compact linear Fresnel reflector(CLFR)
Parabolic dish/Sterling concentrator
Multi-tower solar array(MTSA)
Solar chimney/solar tower
Solar water heater
Solar pond 

건물, 인프라
건물, 통합(BIPV)
건물, 에너지팜
건물, 인프라
산업/상업/플랜트인프라/
에너지팜/전선망공급
건물, 에너지팜
건물, 에너지팜
에너지팜, 도시공급
주요건물, 도시공급
건물
지역 및 원거리입지

바람
발전기

대규모 발전기
바닷가 윈드팜(Offshore wind farm)
소규모 발전기
수직축 발전기

전선망공급
전선망공급
건물, 원거리 독립형
건물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연료/나무

바이오연료/농업연료

바이오연료/지지체

Black liquor
Forestry crops
Forestry residues
Timber/paper industrial wastes
Dedicated agricultural crops
Agricultural residues
Bagasse
Animal waste
Food industrial waste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Sewage
Landfill gas 

발전소：전선망
발전소：전선망
발전소：전선망
발전소：전선망
교통, 전선망공급, 열병합발전
교통, 전선망공급, 열병합발전
교통, 전선망공급, 열병합발전
교통, 전선망공급, 열병합발전
교통, 전선망공급, 열병합발전
Grid power
Heat mining, 교통, 열병합발전
교통, Grid power, 열병합발전

수력
전기

(Hydro
power)

수력발전전기 기존방법
수력전기
Mini and micro
수력전기

Grid power

Small Grid, 독립형
발전

지열
발전

지열 Grid power

지열
난방

Heat pump Distributed applications

수열
난방

Heat pump Distributed applications

공기
열난방

Heat pump Distributed applications

해양
Ocean thermal
Tidal power
Wave energy

Grid and stand-alone
Grid and stand-alone
Grid and stand-alone

수소
연소(Combustion)
연료전지(Fuel Cell)

교통, 열병합발전
교통, 열병합발전

자료：Peter Droege(2006), Renewable City, Wiley academy, 진한 글씨는 완전한 재생에너지를 가리킴.

<표 5-6> 재생에너지원별 집단재생에너지 적용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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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탄소저감요소의 적용

1. 탄소저감요소별 경제적 효율성 파악

－앞서 언 한 CO2를 이는 다양한 략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비용과 효

율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함. 다만, 아래 그림은 재의 설치비용을 심

으로 단 별로 산정한 것으로서 비용은 기술의 발 에 따라 항상 가변

일 수 있으며, 규모경제를 고려하지 않아 단편 으로 기술한 문제가 있음.

A：에너지수요 감소방식
 1. Appliance(0.5)
 2. Insulation개선(3~4)
B. 화석연료 사용 공급방식 변경 
 1. CH/CHP(11.1)
C：신에너지 공급방식
 1. PVs(10)
 2. Solar thermal(2~6)
 3. Wind energy(22) 4.Biomass(2)

 A.1：6.4 평방피트의 230kWh 냉각장치를 153kWh 개선
 A.2：단열을 100㎜에서 150㎜, 지붕단열은 150㎜에서 200㎜, 

300㎜로 추가
 B.1：일반 보일러와 전기를 지역난방이나 열병합발전으로 개선
 C.1：단일결정체의 PV 설치비용(￡470/㎡), 연간추정전력

(100kWh/㎡y), 추정연한(20년)
 C.2：2점은 태양지붕에 근거해 산정, 6점은 4㎡ 패밀리사이즈

의 집열판 유닛 설치비용 ￡2,000에 근거해 산정
 C.3：2.5kWh 지붕설치용 소형 풍력발전기 적용 시, 추정설치비

용(￡1,300), 연간추정전력(120kWh), 연한(20년)
 C.4：200kW 기름보일러를 200kW 바이오매스 보일러 변경 시

(캠브릿지대학 식물원 근거 추정), 추가비용 ￡37,500 소
요, 유지관리 및 연료비용은 제외

자료：Randall Thomas(2003), Sustainable Urban Design, Spon Press

<그림 5-2> CO2 저감 에너지 요소별 개략적인 경제적 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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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 (CH/CHP)의 경우, 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다른 것을 용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 으로 효율 일 수 있음. 한, 각각의 방법은 

도시상황이나 지붕의 활용성 등 각각의 장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다양한 략들을 선택하여 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

의 략임(Randall Thomas, 2005).

방법 1년에 감소되는 1kg CO2당 투자비용(￡) 순위

상업적 CHP
소규모 CHP
풍력에너지

Solar thermal
PVs 

0.19 ~ 0.20
0.27 ~ 0.27
0.22 ~ 0.29
0.78 ~ 0.88
1.26 ~ 1.89

1
2

2와 유사
3
4

자료：Randall Thomas(2003), Sustainable Urban Design, Spon Press

<표 5-7> 2010년 탄소저감 항목별 대규모 설치 시의 비용 추정치(1)

－서울시 용을 기 으로 한 주요 재생에 지원별 생산비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력이 가장 비싸며, 태양 , 지열, 태양열 순으로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에너지원 설치단가 (원/kWh) 효율 순위

풍력
태양광(고정식)

지열(수직밀폐형)
태양열(평판형) 

621.91
373.78
322.23
82.71

1
2
3
4

참조1) 2007년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토대로 추정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단가：9,550,000원/kW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단가：720,000원/㎡
풍력 발전설비 설치단가：4,540,000원/kW
지열 이용설비 설치단가：4,100,000원/RT

참조2) kW당 생산비용 산정 
태양광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설정하였고, 발전가능시간은 3.5시간으로 설정
태양열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설정하였고, 생산량은 K사 제품의 1일 생산가능열량 1.59kWh/㎡day
적용
풍력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설정하였고, 서울시 평균풍속 2.5m/s를 고려해 1kWh/day 
적용
지열설비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설정하였고, 1RT≒3,024kCal/day≒3.52kWh/day 적용

<표 5-8> 2010년 탄소저감 항목별 대규모 설치 시의 비용 추정치(2)



72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 개발지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향 연구

제4절 개발단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저감기술 종합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교통/토지이용 요소의 요성 증

－교통과 토지이용 요소는 건물단 에서는 거의 고려될 수가 없으며, 단

지단 에서도 보행과 자 거이용 등을 제한 으로 고려할 수 있음.

－교통과 토지이용 요소는 교통 인 라가 구축될 수 있는 규모인 신

도시단 에서 비로소 용될 수 있는 요소로서 도시 내 신도시단 에

서 검토되어야 할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생태녹지와 물의 네트워크 형성 강조

－건물단 와 단지단 에서의 녹지생태요소는 조경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단 에서는 주변지역의 자연생태자원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한 요소로서 강조됨.

－ 한, 물은 생태녹지체계의 한 요소로 인식됨.

◦재료는 건물단 가 가장 요

－일부 단지단 에서 조경재료 등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료의 부분

은 건물단 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건물단 에서 악되어야 할 

요소임.

◦에 지는 개발규모별로 구분하여 용 필요

－개발규모별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 지원이 존재하나, 도시 

내에서는 제약요건이 많아 집단  활용보다는 주로 건물단 를 심으

로 용됨.

－도시 내 신도시규모에서 용할 수 있는 에 지원별 기술은 재는  열

병합발 (CHP)이 주를 이루나, 향후 기술의 발 에 따라 수소 지, 바

이오에 지로 차 확 될 것으로 망됨.

◦쓰 기와 에 지 유지 리는 개발규모별 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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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물단위 단지단위 신도시단위

교통/
토지이용

⦁주차장설치 제한
⦁입체적 복합개발 유도
⦁자전거/보행체계 구축

⦁역주변 고밀압축개발
⦁자족적 복합도시 형성
⦁대중교통체계 구축 

생태녹지
⦁옥상조경
⦁담장녹화

⦁단지조경 ⦁생태녹지네트워크 형성
  (식생/물)

물 ⦁우수/중수도 재활용
⦁투수성 포장
⦁수공간 조성

재료
⦁탄소발생 저감재 사용
⦁재생재료 사용 
⦁단열재 사용

⦁탄소발생 저감재 사용
⦁재생재료 사용

에너지

⦁풍력
⦁태양광발전
⦁태양열
⦁지열

⦁지열난방 및 발전
⦁수열난방 및 발전

⦁CH/CHP
⦁바이오에너지
⦁수소전지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단위 자원 재활용 ⦁지역단위 자원 재활용

유지관리
⦁건물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단지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지역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마련

<표 5-9> 개발규모별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별 탄소저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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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 
개발지역의 탄소저감방향 설정

제1절 탄소저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특성 검토

◦난방  수송부문과 함께 냉방과 조명부문에 한 고려 필요

－서울시의 배출원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난방과 수송 등 두 부문의 비율

이 90% 이상을 상회하여 난방과 수송부문의 에 지소비를 이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의 배출원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산업부문과 발 부문이 

각각 33.4%, 32.6%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여 총량  측면에서 산

업부문과 발 부문의 에 지소비를 이는 방안을 비 있게 검토할 필

요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 측면( 국 비 에 지소비량의 14.4% 차지, 2005)에서 

국의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난방과 수송부문 외에 도시에서 가장 

많은 기( 체 에 지원 비 력 소비 비  51.8%, 2005)를 사용하

는 냉방부문과 조명부문에 한 에 지 소비를 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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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량(톤/년) 흡수량(톤/년)

난방
(비산업)

산업
(제조건설)

발전
(에너지산업)

수송
소각시설
(폐기물)

총계
임업

(녹지산림)

2005
74,730,000
(14.3 %)

175,116,000
(33.4 %)

170,783,000
(32.6 %)

97,600,000
(18.6 %)

5,588,000
(1.1 %)

523,817,000
(100%)

-32,854,000

참조：임재규/노동운/유동헌/김수이/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
가보고서 작성연구, 2007, P34; 아래 표와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 탄소배출량 중에서 임업 배출량을
제외하였고, 임업 흡수량은 임업 배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였음. 또한,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
업의 탄소 배출량과 산업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합한 값임.

<표 6-1> 전국의 배출원별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 

구분

배출량(톤/년) 흡수량(톤/년)

난방
(비산업)

산업
(제조업)

발전
(에너지산업)

수송
소각시설
(폐기물)

총계
임업

(녹지산림)

1990 17,151,932 2,873,394 1,624,554 6,846,974 28,335 28,525,189 -75,424

1995 18,004,397 2,628,396 1,100,784 11,903,206 17,343 33,654,125 -265,551

2000 12,241,620 2,306,320 576,443 13,373,209 273,661 28,771,253

2004
12,755,977

(49.7%)
561,469

(2.2%)
610,663

(2.4%)
11,258,977

(43.9%)
446,640

(1.8%)
25,633,725

(100%)
-350,716

참조：김운수(2006)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나, 연도별로 산정방식이 달라 값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서 일부 수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음.

<표 6-2> 서울시 배출원별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

◦사계 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특성 고려：여름철엔 냉방, 겨울철엔 난방

에 지 감

－사계 이 뚜렷한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 지 감

방안에 하여 다르게 근할 필요가 있음38).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열

섬효과를 방지하여 냉방에 지 사용을 이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풍속이 높은 차가운 계 풍을 막아 난방에 지 사용을 이는 방안을 

37) 서울시, ｢서울친환경 에 지기본계획｣, 2008
38)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2.4도로서 최 기온은 1월에 -2.5도이며, 최고기온은 8월에 25.4도로 

연교차가 비교  높아 사계 이 뚜렷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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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 겨울의 길이는 1920년 보다 27일 정도 짧아지고, 상 으로 

과 여름의 길이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

른 온도상승에 따라 하 기가 증가하고, 동 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심

화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냉방수요에 비 을 둔 에 지 감방안에 

한 요성이 차 으로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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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통계자료, 2007

<그림 6-1> 서울시 연도별 전력사용량(좌) 및 2007년 월별 전력사용량 추이(우)

자료：기후변화와 C40정상회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2009(권영아 등 2007b재인용)

<그림 6-2> 1920년대와 1990년대의 겨울과 여름 길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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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계 별 력수요는 냉방기기의 사용이 집 되는 여름

철에 최고치(peak)에 달하는 반면, 열 수요는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음39). 냉방의 주요 에 지원인 력 사용량을 보면, 작년 여름

에 5,126만kw의 최고치를 기록하 으며, 올해에는 5,503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상됨.

2. 서울시의 교통 및 토지이용특성 검토

◦기존 지하철 인 라를 심으로 자 거/보행체계 구축

－1990년 이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하 으나, 수송부문

의 배출량은 74% 증가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

는 비 이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김경철, 2008)40)

－이는 서울시의 자동차 수와 1인당 연통행량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

음.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수는 1990년 비 2006년 2,857 로 139%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승용차의 꾸 한 증가 속에서 

형차의 비 상승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 서울시

민의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는 1990년 비 2006년 약 15veh-km/일로 

98% 증가하 으며, 같은 기간 승용차도 166% 증가하여 증가요인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경철, 2008).

39) 여름이 그다지 무덥지 않고 겨울이 긴 북유럽 등지에서 열병합 발 이 발달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열과 기수요의 상 계가 그리 높지 않고, 계 별 수요편차는 오히려 크

게 나타남. 열병합 발 소는 열생산 심이나 기생산 심으로 운 될 수 있는데, 재 우

리나라에서는 열 도가 높은 집지역을 제외하면 어떤 운 방식을 택해도 경제성을 확보하

기 쉽지 않은 상황임. 북유럽처럼 집  난방기간이 8개월 정도 된다면 열병합발 소를 열생

산 심으로 운 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집 난방기간은 4개월 정

도에 불과함.
40) 온실가스배출에서 수송부문의 요성이 커지는 것은 해외 도시의 주요한 특징임. 도쿄도

의 수송부문 배출량은 1990년 비 2004년 12% 증가하 으며, 런던도 1990년 비 2006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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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서울시의 교통 수송분담률은 비교  높은 편이나,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자 거  보행 분담률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 임. 따라서, 지하철  버스체계를 심으로 자 거  보행

체계를 효율 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역 반경 거리별로 토지이용 도를 리하여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 필요

－ 교통의 요충지인 역세권지역의 도가 역 반경 거리와 무 하게 

나타나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임희지, 2007). 보행 근성이 좋은 교통 요충지를 고 로 개발

하여 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차 으로 멀어질수록 도를 낮추는 

고 압축도시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라명
이동수단별 분담률(%)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등

뉴욕(1990) 62.0% 28.0% 7.0%

파리(1991) 66.0% 30.0% 4.0%

암스테르담(1990) 38.0% 15.0% 47.0%

런던(1992) 48.0% 17.0% 35.0%

뮌헨(1992) 36.0% 25.0% 39.0%

서울(2006) 24.3%
57.6%

(지하철：32.1%, 버스：25.5%)
18.1%

도쿄 32.3% 44.0% 23.8%

자료：서울시 수치자료는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인용함. 택시와 기타수단은 제외

<표 6-3> 국내외 주요 도시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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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의 생태녹지 및 수자원 특성 검토

◦도시외곽의 환상녹지와 시가지의 단 녹지를 연결하는 방안 마련 필요

－서울은 도시외곽이 산림지역으로 둘러쌓여 있는 환상구조를 이루고 있

고, 이들 도시자연공원의 면 이 체녹지의 42.25%를 차지하고 있으

며, 시가지지역의 녹지는 상 으로 낮은 특징을 가짐(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06).

－ 한, 서울시의 규모 녹지는 환상형으로 외곽지역에 편  분포되어 

있고, 시가지의 녹지는 도로나 재개발 등으로 단 되어 있으며, 지역

으로 산재되어 있어 녹지의 탄소 감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보 녹지비율 증가 필요

－서울시의 녹지지역은 그동안 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용되어 1995

년부터 2001년 사이에 60.2㎢가 감소되었으며, 서울시 녹지지역  공

유수면 등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녹지의 양이 으므로, 도시 내에서 귀

한 자연환경 보 측면에서 남아있는 녹지의 보 이 시 한 상황임.

－최근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을 차 으로 해제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

는 상황으로 하게 낮은 보 녹지비율(1% 이하, 부분은 제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을 차 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풍속이 낮은 여름철의 열 분산방안 마련 필요

－서울지역의 풍속은 2.4m/s로서 철에 가장 강하고 열 분산이 필요한 

여름철에 풍속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름철의 열 분산 방

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형 도시

구조인 서울의 지리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길을 조성하여 열 분산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름철에 한강과 청계천, 랑천 등 서울시내 다양한 물자원을 활

용하여 열섬효과를 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름철 강수가 집 되는 을 감안하여 빗물 장  활용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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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강수량이 1,344㎜로서 연평균 67%이나, 연 량의 50% 가

량이 5, 6월(상 습도 80%)에 집 되어 있는 을 감안하여 여름철 우

수의 류기능을 강화하여 물자원을 활용하거나 빗물을 활용하여 여름

철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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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여름철 강수량과 기온(좌) 및 풍속과 상대습도

제2절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분석

1. 대상지의 선정 및 분석방법

◦일반 인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개발 유형인 도시재정비 진구역 분석 

－ 재, 서울시내 신도시규모 개발유형  가장 비 이 높은 도시재정비

진구역을 분석 상지로 선정함.

－분석 상지에서 미개발지를 계획한 지역은 제외하 고, 기성시가지에 

지정된 지역 에서 기성시가지의 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의 

“맑은도시 서울”을 만들기 한 정책개념이 반 된 지역은 포함시킴.

◦뉴타운과 균형발 진지구별로 형성을 갖고 있는 지역 각각 선정 

－주거지형에서는 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24개소 에서 면 은 

500,000㎡ 내외로 서울의 형 인 주거지 형태인 구릉지에 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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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하철역이 2개 이상 연 한 노량진 뉴타운 선정

－ 심지형에서는 재 균형발 진지구로 지정된 8개소 에서 비교  

심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하철역 외에 기타 교통과 환승이 

이루어지는 교통 결 지역인 청량리 균형발 진지구 선정

◦건물단 , 단지단 , 신도시단 로 구분하여 분석

－제5장에서 분석한 탄소 감요소를 개발단 별로 분석하고자 함. 신도

시단 에서는 건물단 , 단지단 에서 용되는 요소들이 종합 으로 

연계되므로, 이들 단 별로 용된 요소기술과 그 용수 을 악하고

자 함.

－ 한, 신도시단 의 용요소인 토지이용, 교통, 녹지체계별로 용된 

기법과 용수 을 으로 악하고자 함.

2. 주거지형 분석：노량진 뉴타운

◦건물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용 의무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의무화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

음. 한, 건물에 지 효율 등  인증제를 극 도입하여 2등  이상 인

증을 유도하고 있음. 일반건물의 경우, 에 지 성능지표(EPI) 74  이상 

81  미만을 확보하여 약 20% 이상의 에 지 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며, 기본 으로 단열과 창호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

하도록 유도함.

－에 지측면：태양열 에 지의 경우, 태양열 온수 탕 시스템, 태양  

공원, 태양  발 시설 등을 도입하고, 지열이용 냉난방 시스템은 학교

시설에 도입하고 있음.

－녹지생태측면：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통하여 생태녹지율을 높여 

계 별 온도를 조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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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리측면：옥상에 우수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수도시스템을 도입하

여 물자원을 약하는 방안을 마련함.

◦단지단

－집단에 지측면：고효율 에 지 사용을 해 집단에 지를 공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즉 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이용하는 종합

에 지 시스템으로 LNG를 주연료로 이용하는 가스 냉난방시스템을 도

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에 지이용 효율을 강화하고 있음.

－쓰 기처리측면：폐기물이 단지 내 노출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쓰 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 진공흡입방식으로 자동수거 후 

처리장으로 운반하게 됨. 이러한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은 고정식이며 

소수인원으로 효율 으로 리가 가능함.

◦신도시단

－교통측면41)：노량진 뉴타운은 구릉지에 형성된 자연발생 인 시가지

로서 도로가 소하고 부정형하여 구릉지를 고려한 단지형의 도로체계

를 새롭게 제안함. 다만, 지하철역의 근을 고려하여 두 역을 연결하

는 장승배기길을 보행 심의 가로로 조성하고, 이 길을 심으로 보행

녹지축을 연결하여 통합  보행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하철역을 

심으로 한 통합  근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함.

－토지이용측면：노량진역을 심으로 기존 물류, 학원기능 외에 생활문

화 심지 육성을 계획함. 노량진역 주변은 상업  부도심지원 업무기

능을 확 하고, 장승배기역 주변은 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이들 두 

역을 연결하는 장승배기길을 생활문화 심가로로 조성하여 뉴타운의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함. 장승배기길 심에는 4개의 가구(大街區)를 

41) 재정비 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에 의하면, 제6  교통계획 4-6-4에서 토지이용

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 이며 교통지향형(TOD)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명시함. 
세부 으로는 교통 심의 교통체계, 보행  자 거 심의 녹생교통체계, 미래지향  

첨단교통체계, 직주근 의 원칙에 입각한 계획을 세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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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균형발전촉진본부

<그림 6-4> 노량진뉴타운 개발계획

통합하는 타운센터를 계획하여 뉴타운의 생활문화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녹지생태측면：자연구릉을 활용하여 인근 노량진 근린공원과 송학공원 

등을 연결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실개천과 비오톱 등 친

수공간을 조성함. 한, 건물 벽면녹화 외에 주차공간을 녹화하고, 투수

성 포장을 유도하여 생태면 률을 높임42).

－물 리측면：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하부에 우수 류조를 설치

하고, 건물옥상에 설치한 집수설비와 연계하여 우수활용체계를 마련

함43).

42) 재정비 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에 의하면, 제5  4-5-1에서 공원녹지체계는 

진지구  그 인 지역에 입지한 기존 도시공원  녹지공간, 역  녹지체계와 진구역별 

녹지체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함을 명시하 고, 체면 의 5% 는 세 당 

3㎡  큰 면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43) 재정비 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에 의하면, 제8  기타계획 4-8-3에서 투수성포

장, 오수/우수 처리계획, 수도계획 등 물 련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 인 에 지 순환

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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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지형 분석：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건물단

－뉴타운사업과 같이 균형발 진지구로 계획 시 에 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업계획 결정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계획내용으로 결

정하거나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후속사업 시 뉴타운사업

과 유사한 내용을 반 하여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상됨.

－재생에 지측면：신축되는 공공시설은 2007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

에 따라, 태양열  태양 설비 등을 도입해 에 지 약을 한 신재

생에 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지단

－집단에 지 측면：사업추진 시 집단에 지 공 가능여부에 하여 공

자와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상됨44).

◦신도시단

－토지이용 측면： 심성을 갖는 상업, 업무기능과 직주근 을 한 도심

형 주거, 문화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  토지이용을 실 하고, 단일 건

축물에 업무, 상업, 문화, 도심형 주거 등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

는 수직  복합시스템을 제안함. 한, 청량리 철도역사를 략 으로 

개발하여 역상권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매기능 외에 심업무, 

융, 오피스, 호텔 등 부도심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함.

－교통측면：기존에 운 되고 있는 철도, 지하철, 버스 앙차로 외에 경

철을 도입하고, 청량리역 장에 교통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철도

역을 심으로 재 운 되고 있는 교통 간의 환승체계를 강화하

도록 함. 한,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44) 최근에 결정고시된 구의자양 균형발 진지구는 신재생에 지외 지구 내 집단에 지시설

을 도입하여 약 20% 이상의 에 지 감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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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행공간과 자 거도로  주차시

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함.

－녹지생태측면：청계천과 매 산, 정량산 등 주변 녹지지역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을 설치하고, 구역별로 장 5개소, 소공원 4개소, 녹지 1개

소 등 다양한 녹지를 구역별로 조성하여 계 별 온도조   탄소 감

에 기여하도록 계획함45).

자료：균형발전촉진본부

<그림 6-5>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4.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분석의 종합

－도시재정비 진구역의 경우, 요소별로는 탄소 감 련제도들 부분이 

용되어 기본 인 수 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나, 앞으로 요소별 등

을 차 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45) 최근에 결정고시된 구의자양 균형발 진지구에는 뉴타운사업과 같이 빗물이용을 한 

류조 설치로 우수유출을 감하고, 단지 내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빗물의 효율  

이용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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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이 부분 사업단 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  차원에서는 많은 

부분 개선이 요구됨. 재 추진 인 뉴타운사업은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슈퍼블록 단 로 추진되어 교통  보행이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반감되고 있어 향후에는 지하철역을 심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교통 

지향형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함. 그리고, 균형발 진지구도 역 심

으로 지정된 뉴타운들을 교통으로 긴 하게 연결하여 권역 내 자족

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제3절 탄소저감방향 설정

1. 탄소저감방향의 설정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제도는 지속 인 등 상향  개선을 통해 용

－건물단 ：친환경건물 인증제도는 이미 신도시단 에서 의무 으로 

용되고 있으므로, 단계 으로 등 을 올려나가도록 함.

－녹지생태  수자원 요소：친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제도는 이미 

의무 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성능기 을 높여나가면서 주변 자연요

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도록 함.

－재생에 지요소：집단에 지 사업법과 에 지이용 효율화법에 근거하

여 재생에 지 용을 확 해 나가고 있으므로, 수소 지 등 기술발

에 따라 용가능한 기 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함.

－교통요소：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서 교통인

라를 심으로 자 거  보행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상지 주변의 교통  보행체계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함.

◦기성시가지 내 표 인 신도시개발지역인 도시재정비 진구역 추진 시 

자족성과 교통 이용성을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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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지역을 행과 같이 슈퍼블록을 심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

이 아니라, 교통의 이용성을 감안하여 지하철역을 심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함.

－그리고, 역 심으로 지정된 뉴타운들은 권역 내 심지와 교통으

로 긴 하게 연결하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권역의 자족성을 강

화할 수 있도록 균형발 진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함.

◦제도화가 되지 못한 토지이용요소는 별도로 검토하여 제도화를 한 방향

을 제시하도록 함.

2. 토지이용별 에너지사용량 분석 

◦서울시 용도별 에 지사용  탄소배출특성 검토

－에 지사용  탄소배출량의 경우 체 으로 상업용도가 비교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업무용도와 주거용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

음. 용도별 세부  특성은 다음과 같음.

－주거용도： 력사용(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5%)보다 도시가스사

용(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2.5%) 비율이 높아 난방을 한 에 지

사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임.

－업무용도：도시가스(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1%)보다 력사용

(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6.9%) 비율이 높아 조명과 자기기에 

한 에 지 사용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상업시설：다른 용도에 비하여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력사용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아 향후 간   시에 사용하는 조명시설에 

한 에 지 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 지역별로 간 과 

시시설에 한 에 지 감을 할 수 있는 지역디자인기 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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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용도

에너지 연면적

전력 도시가스 소비계
(CO2톤)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톤/㎡)

C배출량
(C톤/㎡)(CO2톤) % (CO2톤) %

상업 191,339 80.1 47,533 19.9 61,701.86 0.035 0.135 0.037 

업무 428,458 76.9 128,937 23.1 41,004.85 0.021 0.080 0.022 

주거 45,178 37.5 75,316 62.5 71,072.00 0.019 0.050 0.019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을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평균을 
낸 수치이며, 상업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형상가(전력81.6%)와 중소상가(전력69.7%)의 평
균값임.

<표 6-4> 서울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용도별 건축유형의 에 지사용  탄소배출특성에 응하는 감방안 마련

－주거유형：<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

택이 단독주택  다세 주택에 비하여 에 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이 

하게 은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주상복합건물의 에 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은 상 으로 많아 이 건물에 한 탄소 감방안을 별

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 에 지효율이 비교  낮은 다세 다가

구주택에 한 에 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업무유형：업무시설의 유형은 고층건축물보다 소형업무시설의 에

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이 어 고층 개발 시 에 지사용  탄소배

출을 감할 수 있는 별도의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업유형：백화 이나 소형 포 등의 에 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어 유형별로는 크게 유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배

출이 많은 상업용도 체에 한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 일반건축물과 2000년 이후 신축된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에 지

사용량  탄소배출량을 비교해 본 결과, 친환경인증제도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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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상면적 대비 필지면적 대비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당 에너지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주거
용도

단독주택 0.018 0.049 0.013 0.014 0.038 0.010

다세대다가구 0.026 0.071 0.019 0.047 0.126 0.034

연립주택 0.017 0.045 0.012 0.022 0.061 0.017

아파트 0.017 0.045 0.037 0.041 0.074 0.020

주상복합건물 0.071 0.050 0.014 0.211 0.211 0.179

업무
용도

대형업무시설 0.023 0.090 0.024 0.270 0.270 0.284

중소업무시설 0.019 0.071 0.019 0.120 0.449 0.122

상업
용도

백화점 0.039 0.161 0.044 0.254 0.254 0.286

대형유통시설 0.034 0.136 0.037 0.118 0.118 0.128

대형패션상가 0.035 0.136 0.037 0.263 0.263 0.280

중소형상가 0.030 0.106 0.029 0.053 0.185 0.050

기타

아파트형공장 0.015 0.064 0.017 0.084 0.084 0.100

교육시설 0.008 0.023 0.006 0.006 0.018 0.005

종교복지시설 0.023 0.069 0.019 0.024 0.072 0.020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표 6-5>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하지만, 친환경인증을 받은 LIG 업무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보다 오히

려 에 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이 많아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이러

한 내용을 감안하여 세부 인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분류

일반건물(연면적대비) 친환경 인증건물(연면적대비)

비고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톤/㎡)

C배출량
(C톤/㎡)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톤/㎡)

C배출량
(C톤/㎡)

대형업무 0.023 0.090 0.024 0.025 0.095 0.026 LIG타워

아파트 0.017 0.045 0.037 0.010 0.030 0.008 종암아이파크2차

주상복합 0.071 0.050 0.014 - - - -

백화점 0.039 0.161 0.044 0.019 0.040 0.011 신세계 본점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표 6-6> 일반건축물과 친환경인증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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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별 토지이용구성특성을 감안하여 기  마련 

－도시 내 신도시는 심지형과 주거지형으로 구분되고, 주거지형은 주거

지와 생활 심지로 구성되므로, 이들 유형에 한 에 지소비  탄소

배출특성을 악할 필요가 있음.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표 인 계획 심지인 여의

도 상업지구의 탄소배출량은 0.61CO2ton/㎡으로 계획주거지인 고덕지

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 심지형의 경우에도 용도별 에 지사용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력사용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주거지형은 도시가스사용 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도시별 토지이용 혼합특성을 감안하여 

에 지  탄소배출 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분

여의도 상업지역(공원제외) 삼성동 복합단지

대지면적
(㎡)

전력
(CO2ton/㎡)

도시가스
(CO2ton/㎡)

배출량/
대지면적

대지면적
(㎡)

전력
(CO2ton/㎡)

도시가스
(CO2ton/㎡)

배출량/
대지면적

수치 205,315 111,850 13,969 0.61 190,387 98,652 32,047 0.69

비율 88.9% 11.1% 83.2% 16.8%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표 6-7> 서울시 표본 상업지역의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구분

고덕신도시(공원 제외) 상계신도시(공원 및 하천 제외)

대지면적
(㎡)

전력
(CO2ton/㎡)

도시가스
(CO2ton/㎡)

배출량/
대지면적

대지면적
(㎡)

전력
(CO2ton/㎡)

도시가스
(CO2ton/㎡)

배출량/
대지면적

수치 2,740,248 78,982 92,752 0.06 3,263,206 127,647 35,876 0.05

비율 46.0% 54.0% 78.1% 21.9%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상계는 지역난방 수치가 제외
된 것임.

<표 6-8> 서울시 표본 신도시지역의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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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상면적 대비 필지면적 대비

에너지사용량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당 에너지
(toe/㎡)

CO2배출량 
(CO2ton/㎡)

C배출량 
(Cton/㎡)

상업지
여의도 0.045 0.178 0.049 0.161 0.629 0.171

무역센타 0.026 0.097 0.026 0.185 0.686 0.187

주거지
고덕신도시 0.019 0.054 0.015 0.022 0.064 0.017

상계신도시 0.017 0.039 0.011 0.016 0.038 0.010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2차년도, 2008를 토대로 재작성, 상계는 지역난방 수치가 제외
된 것임

<표 6-9> 서울시 표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에 지사용이 서로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재생에 지 활용성을 높여야 함.

－ 심지와 주거지의 에 지별 사용비율이 서로 다르고, 시간 별 사용량

도 차이가 있어 심지를 구성하는 업무, 상업시설과 주거용도를 서로 

혼합하여 재생에 지를 사용할 경우, 생산된 재생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한, 심지는 생태면 률과 공원녹지비율이 낮고, 업무시설과 상업시

설이 고층으로 고  개발되어 통풍이 어렵고, 력사용량 비 이 높

아 열발생이 많기 때문에 용도를 혼합할 경우 열섬효과를 감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됨.

－그리고, 가로변을 따라 용도를 혼용할 경우, 보행이용을 높일 수 있고,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 간의 이동거리를 단축하여 자동차 이용률을 

낮춰 탄소배출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3. 신도시권역의 자족성측면 분석

◦서울시차원에서 주요 심지의 권역 내 통근  쇼핑통행률 검토

－다핵도시구조는 단핵도시에서의 원거리 통근통행거리를 단축시켜 자동

차이용과 이동거리를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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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음.

－ 한, 다핵도시구조는 각각의 핵이 가지고 있는 향권 내에서 사람들

이 이동한다는 제하에서 에 지효율 인 도시형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실제 으로 각 핵 간의 교차통근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핵

도시보다 에 지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재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 등포, 동 등 3핵의 도시구조를 형성하

고 있으며, 이들 각 핵의 권역 내 통근비율은 50% 이내로 교차통근에 

의한 교통유발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악됨. 특히, 동권의 권역 

내 통행량이 32%에 불과하여 역 으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통근통행에 비하여 쇼핑통행은 비교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나 이에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도심권역 내 통행량
통근통행 625,108 51%

쇼핑통행 126,680 65%

영동권역 내 통행량
통근통행 236,012 43%

쇼핑통행 37,709 81%

여의도/영등포권역 내 통행량
통근통행 427,804 32%

쇼핑통행 101,680 79%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6-10> 도심 및 부도심의 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신도시차원에서 신도시 심상업지의 권역 내 통근  쇼핑통행률 검토 

－신시가지의 권역 내 통근통행률은 40% 이내로 자족성이 상당히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남. 업무용 토지가 많은 목동의 통근통행률도 45%에 불

과하여 이에 한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신시가지의 권

역 내 쇼핑통행률은 평균 80%를 상회하여 비교  양호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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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도시권
출근통행량

목동신도시 15,857 15%

45%양천/강서/영등포 31,695 30%

권역외
출근

통행량

서울

도심권 8,002 8%

36%

55%

동북권 4,406 4%

서북권 5,678 5%

서남권 11,977 11%

동남권 8,228 8%

서울외지역 19,078 18%

목동신도시 총출근통행량 104,921 100%

쇼핑통행량
목동신도시 7,427 51%

91%양천/강서/영등포 5,828 40%

권역외
쇼핑

통행량

서울

도심권 344 2%

7%

9%

동북권 103 1%

서북권 51 0%

서남권 506 3%

동남권 38 0%

서울외지역 334 2%

목동신도시 총쇼핑통행량 14,631 100%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6-11> 목동 신도시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그림 6-6> 목동 신도시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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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권
출근통행량

고덕신도시 8,659 18%

32%강동구 6,968 14%

권역외
출근

통행량

서울

도심권 3,831 8%

47%

68%

동북권 6,407 13%

서북권 946 2%

서남권 1,998 4%

동남권 9,866 20%

서울외지역 10,246 21%

고덕신도시 총출근통행량 48,921 100%

쇼핑통행량
고덕신도시 2,131 36%

79%강동구 2,533 43%

권역외
쇼핑

통행량

서울

도심권 122 2%

20%

21%

동북권 427 7%

서북권 - 0%

서남권 - 0%

동남권 628 11%

서울외지역 51 1%

고덕신도시 총쇼핑통행량 5,892 100%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6-12> 고덕 신도시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그림 6-7> 고덕 신도시권역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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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신도시권
출근통행량

상계신도시 13,609 14%

34%도봉/노원 19,189 20%

권역외
출근

통행량

서울

도심권 11,269 12%

52%

66%

동북권 18,572 19%

서북권 2,825 3%

서남권 4,694 5%

동남권 12,215 13%

서울외지역 13,368 14%

상계신도시  총출근통행량 95,741 100%

상계신도시권
쇼핑통행량

상계신도시 6,161 36%

74%도봉/노원 6,459 38%

권역외
쇼핑

통행량

서울

도심권 1,409 8%

21%

26%

동북권 1,894 11%

서북권 53 0%

서남권 57 0%

동남권 208 1%

서울외지역 882 5%

상계신도시 총쇼핑통행량 17,123 100%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OD자료 토대로  재작성

<표 6-13> 상계 신도시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그림 6-8> 상계 신도시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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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측면에서의 탄소저감방향 설정  

◦건물용도 측면：에 지소비가 많은 소형주택, 고층건물, 상업건물에 응 

필요

－소형주택： 재, 아 트는 상 으로 에 지사용량이 고, 서울 친환

경 건축기 의 용 상이 되나, 단독주택  다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에는 이러한 기  용 상에서 제외되고, 아 트보다 에 지사용량이 

많으므로, 이들 주택을 상으로 에 지 효율향상  탄소배출 감을 

유도하기 한 융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층건물：주상복합건물과 업무빌딩은 부분 유리와 커튼월방식으

로 건축되므로, 소형 오피스보다 에 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도시개발 시 이들 건물은 환경인증 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상업건물：다른 용도에 비하여 략사용 비율이 90.4%로 가장 높아 향

후 간 과 시시설에 한 에 지 감을 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토지이용구성 측면：에 지사용이 다른 상업업무용도와 주거용도 복합 

필요

－ 심지와 주거지의 에 지원별 사용량이 서로 다르고, 시간 별로도 사

용량이 달라 심지를 구성하는 업무ㆍ상업시설과 주거용도를 서로 혼

합할 경우 에 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물  단지단 에서 생산

된 다양한 재생에 지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한, 심지는 생태면 률과 공원녹지비율이 낮고, 업무시설과 상업시

설이 고층으로 고  개발되어 통풍이 어렵고, 력사용량 비 이 높

은 계로 열발생이 많아 열섬효과를 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

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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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로변을 따라 용도를 혼용할 경우, 보행이용을 높일 수 있고,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 간의 이동거리를 단축하여 자동차이용률을 

낮춤으로써 탄소배출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자족성 측면：권역 내 통근자 거주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심지 간 교차통행비율을 이고, 심지 권역 내 통근 통행비율을 높

이기 하여 신도시 개발 시 권역 내 통근 거주자에게 분양가 이나 우

선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근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부채권을 활용하여 공공이 우

선 으로 사거나 새로운 통근거주자에게 는 방식으로 운 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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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제도는 지속 으로 등 상향  개선 용

－건물단 ：친환경건물 인증제도는 이미 신도시단 에서 의무 으로 

용되고 있으므로, 단계 으로 등 을 올려나가도록 함.

－녹지생태  수자원 요소：친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제도는 이미 

의무 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성능기 을 높여나가면서 주변 자연요

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도록 함.

－재생에 지요소：집단에 지 사업법과 에 지이용 효율화법에 근거하

여 재생에 지 용을 확 해 나가고 있으므로, 수소 지 등 기술발

에 따라 용가능한 기 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함.

－교통요소：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서 교통인

라를 심으로 자 거  보행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상지 주변의 교통  보행체계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함.

－이들 개별법들이 서로 다른 목 으로 도입되어 서로 다른 기 을 갖고 

있으나, 재의 시 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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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요소를 포함한 체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후변화 응  

탄소배출 감에 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기성시가지 내 표 인 신도시개발지역인 도시재정비 진구역 추진 시 

자족성과 교통 이용성을 감안하여야 함.

－뉴타운사업지역을 행과 같이 슈퍼블록을 심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

이 아니라, 교통의 이용성을 감안하여 지하철역을 심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함.

－그리고, 역 심으로 지정된 뉴타운들은 권역 내 심지와 교통으

로 긴 하게 연결하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권역의 자족성을 강

화할 수 있도록 균형발 진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함.

◦제도화가 되지 못한 토지이용요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하여 제도화

에 한 검토가 필요함.

－에 지 소비가 많은 소형주택은 융  세제지원 등 인센티 방안을 

마련하여 패시  하우징을 유도하고, 주상복합과 고층업무빌딩은 환경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사용량이 많은 상업건물은 간

시설비기 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에 지원별 사용량과 시간 별 사용량이 서로 다른 업무ㆍ상업시설과 

주거용도를 서로 혼합하여 에 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섬효과도 

일 수 있도록 함.

－ 심지 권역 내 통근 통행비율을 높이기 하여 신도시 개발 시, 권역 

내 통근거주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권역 내 통근

거주자에게 분양가  는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회사에서 통근거주자

에게 인센티 를 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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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연구과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신도시규모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역을 심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우, 건물단

를 비롯한 녹지생태, 교통, 토지이용요소가 통합된 생활권모델 연구가 필

요함. 다른 환경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모델

은 고 다핵도시인 동양의 도시에는 용하기 어려움. 재 일본에서도 

‘통합된 생활권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 임.

◦ 한, 이들 역생활권과 심지를 교통으로 연결하여 도시를 에 지효

율 인 탄소 립도시로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도 연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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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심 ․ 지역중심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1) 도심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도심

통근통행량

수도권 1,236,631 수도권총통행량(8,937,352) 중 14% 

서울시 930,736 서울시총통행량(3,295,148) 중 28%  

도심권역 도심권 625,108 51%

외권역

서울
서남권 187,094 15%

25%

     49%
동남권 118,534 10%

경기도
경기 268,871 22%

25%
인천 37,024 3%

쇼핑통행량
수도권 193,509 수도권총통행량(2,105,362) 중 9% 

서울시 163,059 서울시총통행량(958,620) 중 17% 

도심권역 도심권 126,680 65%

외권역

서울
서남권  17,531 9%

19%

35%
동남권  18,848 10%

경기도
경기  25,065 13%

16%
인천   5,385 3%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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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의도 영등포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여의도/영등포 통근통행량
수도권 546,455 수도권총통행량(8,937,352) 중 6% 

서울시 405,260  서울시총통행량(3,295,148) 중 12% 

영등포/여의도 서남권 236,012 43%

외권역

서울
도심권 120,259 22%

31%

57%
동남권  48,989 9%

경기도
경기 116,924 21%

26%
인천 24,271 4%

쇼핑통행량
수도권 46,522 수도권총통행량(2,105,362) 중 2% 

서울시 43,669 서울시총통행량(958,620) 중 5% 

영등포·여의도 서남권 37,709 81%

외권역

서울
도심권 4,123 9%

13%

19%
동남권 1,837 4%

경기도
경기 2,515 5%

6%
인천 338 1%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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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영동권

통근통행량

수도권 1,331,084 수도권총통행량(8,937,352) 중 15% 

서울시 952,509 서울시총통행량(3,295,148) 중 29% 

영동권역 동남권 427,804 32%

외권역

서울
도심권 314,285 24%

39%

68%
서남권 210,420 16%

경기도
경기 347,759 26%

28%
인천 30,816 2%

쇼핑통행량
수도권 129,190 수도권총통행량(2,105,362) 중 6% 

서울시 120,464 서울시총통행량(958,620) 중 13% 

영동권역 동남권 101,680 79%

외권역

서울
도심권 15,015 12%

15%

21%
서남권 3,769 3%

경기도
경기 7,999 6%

7%
인천 727 1%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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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동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목동권역
통근통행량

목동 22,666 15%
43%

양천구․강서구 40,361 27%

외권역
통근통행량

도심권 14,722 10%

57%

동북권 7,991 5%

서북권 9,162 6%

서남권 38,659 26%

동남권 14,611 10%

목동권역
쇼핑통행량

목동 11,438 48%
80%

양천구․강서구 7,468 32%

외권역
쇼핑통행량

도심권 450 2%

20%

동북권 143 1%

서북권  195 1%

서남권  3,826 16%

동남권 4 1%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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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촌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신촌권역
통근통행량

신촌 11,726 13%
40%

서대문구 ․ 마포구 25,474 28%

신촌외권역
통근통행량

도심권 10,110 11%

60%

동북권 2,064 13%

서북권 4,462 5%

서남권 18,882 20%

동남권 9,562 10%

신촌권역
쇼핑통행량

신촌 2,474 14%
74%

서대문구 ․ 마포구 10,228 60%

신촌외권역
쇼핑통행량

도심권 1,157 7%

26%

동북권 410 2%

서북권 1,032 6%

서남권 1,849 11%

동남권   - 0%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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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당권역 내 통근통행량 및 쇼핑통행량

 사당권역
통근통행량

사당 27,844 20%
50%

동작구․관악구․서초구 43,669 31%

사당외권역
통근통행량

도심권 13,323 9%

50%

동북권 13,230 9%

서북권 5,678 4%

서남권 16,810 12%

동남권 21,899 15%

사당권역
쇼핑통행량

사당 9,858 48%
91%

동작구․관악구․서초구 8,715 43%

사당외권역
쇼핑통행량

도심권 961 5%

9%

동북권 203 1%

서북권  32 0%

서남권  64 0%

동남권 625 3%

자료：수도권교통총본부,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OD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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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the Carbon Neutral City in 
Newtown-in-town Areas

Heeji Lim ․ Keemin Sohn ․ Woonsoo Kim ․ Jiseon Um

The recent Korean government has met the strong need for “low carbon 
emissions, green growth” to cope with grobal climate changes, and is 
introducing the various policies the for carbon dioxide emissions mitigation. 
These carbon dioxide emission mitigation policies have mostly applied to 
make a newtown in greenfield because it is difficult to apply for these policies 
to the built-up areas. However, we should be very interested in appling to 
these policies for the newtown-in-town in order to reduce the plenty of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poses ways to relieve 
carbon dioxide emissions when we make newtown-in-town. This study 
classifies the carbon dioxide emission reduction category into sectors that is 
green building, ecological environment system, transportation & land use 
pattern, renewable energy supply, water management, waste disposal, 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s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mitigation techniques individually. This study proposes various 
revised options separately about categories that the policy framework was 
already made, and proposes the way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through the energy use characteristics analysis by building use types in aspects 
of land use which the policy was not ready.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o 
create the transit oriented newtown-in-town, and combine these newtowns to 
the office core by the public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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