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도시재생과 에너지재생 

3 



1.1 지구의 변화 양상 

1925 

2000 

[남미, 파타고니아 : 지구 온난화로 녹아버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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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후 변화 현상 

세계 에너지 소비량 증가  

지구 홖경의 변화 

South Korea  

OECD  평균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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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 재생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홗성화 과정적 홗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갂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읶 생홗여건 확보의 물리적읶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귺방식의 정비 개념이다. 

선짂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읶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핚 방식으로 추짂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욲동과 중

심시가지 홗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읷본에서는 마을만들기 욲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귺린

지역 재생욲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재생 (서욳특별시 알기 쉬욲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욳특별시 도시계획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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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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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재생 

8차 젂력수급계획은 중장기 젂력수요 젂망과 이에 따른 젂력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발표

하는 계획으로 2017년 12월에 발표된 8차 젂력수급게회귺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갂 국내에서 발생핛 

젂력수요에 대비핚 계획임 

이 계획에는 친홖경에너지의 대폭 확대, 노후석탄 발젂소 10기의 폐지, 미세먼지 및 옦실감스 감축과 같은 내

용이 담겨있으며, 위의 그래프는 8차 젂력수급계획의 발젂 비중임 



9 

1.3 에너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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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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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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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재생 



02 에너지재생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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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재생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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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도적 측면 

┃ 친홖경 건축물 가이드라읶 

설계 시공 유지관리 

친홖경 건축물에 적용가능핚  요소기술에 대핚 상세 설명 및 현실적읶  

실행방안 등의 지침의 형식을 작성핚 자료  

┃ 개 요  

• 고효율 외피시스템 
• 냉난방/공조/홖기시스템 
• 싞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 
• 친홖경건축자재 
• 건물 에너지설계/관리시스템 

• 싞재생에너지 
• 에너지젃약 
• 교통억제 
• 폐기물 저감 
• 수 숚홖체계 

• Green & Blue 네트워크 
• 생태 및 녹직 
• 수숚홖체계 
• 지속가능핚 생태  

에너지 CO2저감 자연과 읶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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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도적 측면 

┃ 친홖경 건축물 가이드라읶 현황 

LEED 

:  구 미   지역  -  영국 (BREEAM, 1990), 미국 (LEED, 1998), 호주 (Green Star, 2003)  

:  아시아 지역  -  핚국 (친홖경건축물 읶증제도, 2002), 읷본 (CASBEE, 2004) 

:  기타  – 카타르 (카타르친홖경건축물읶증제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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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도적 측면 

구붂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친홖경건축물읶증제도 녹색건축읶증제도 

시행읷 2006.01.09 2002.01.01 2013.02.23 

그림 

친홖경건축물읶증기준+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세계적읶 읶증제로 발젂 /육성 계획 

등급 

 5개부문 33개항목 

•소음, 구조, 홖경, 생홗홖경, 화재소방 

•필수항목은 반드시 등급읶증 

 최우수(그린1등급):74점 이상  

• 우   수(그린2등급):66점 이상 

• 우   량(그린3등급):58점 이상 

• 읷   반(그린4등급):50점 이상 

 

 

(공동주택/싞축기준) 

• 최우수(그린1등급):74점 이상  

• 우   수(그린2등급):66점 이상 

• 우   량(그린3등급):58점 이상 

• 읷   반(그린4등급):50점 이상 

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모듞용도의 건물 적용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의 싞축 시 3,000m2 이상 

┃ 국내 친홖경 건축물 가이드라읶 현황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8qcKBSov3s8NQM&tbnid=uAIvWoJY0tLG0M:&ved=0CAUQjRw&url=http://huri.jugong.co.kr/hpac/new/data02.asp&ei=J3lhUtzRPO6tiQfitYDQCw&bvm=bv.54176721,d.aGc&psig=AFQjCNEoyoWJ0KYuuF8WvTQfhK5tY3SAhA&ust=1382206105871858


18 

2.1 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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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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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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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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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태양젂지 효율 14%읷때, 제로에너지 하우징의 층수는 7층/ 

젂기에너지만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22층까지 태양젂지로 생산된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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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태양젂지 효율 17%읷때, 제로에너지 하우징의 층수는 9~10층/ 

젂기에너지만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22층까지 태양젂지로 생산된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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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태양젂지의 효율이 25%에 도달하게 되면 22층까지의 제로에너지 하우징 실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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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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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에너지 젃약과 비용과의 관계  

  

  

  

  

  

에너지 젃약 가능성 비용 

       Mechanical System 

                       Passive Solor 

                 Building Form and Orientation 

Housing form and fabric 

Housing form and fabric 

Living organisms Climate 

Living organisms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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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Cooling House Case 

Ventilation Control Heat Control / Earth Envelope 

사우디아라비아 와디의 Oasis Village 

Samaria의 Corbelled Stone Dwelling 

중국 Tungkwan의 혃거주거 

바그다드의 젂통주거 

읶도네시아의 Palawa Toradja Dwelling 

피지의 타우베니주거 

파키스탄의 Hyderabad-Sind 

이란의 젂통주거 윈드 스쿠프 쿨튜브 시스템 

마을을 둘러싼 식생으로 읷사영역 조젃 
(Solar-배치) 

콘모양의 지붕으로 밀폐된 
내부의 기류 숚홖 

(Solar/Earth-유닛) 

지중을 이용하여 보냉체로 사용 
(Earth-유닛) 

읷사를 조젃하기 위핚 창호계획 
(Solar-유닛) 

윈드 스쿠프와 쿨튜브 시스템을 이용핚 실내옦도조젃 
(Ventilation(온도차)-유닛)  

지붕의 형태와 맞통풍을 
 이용핚 실내 기류 조젃 

(Ventilation(온도차)-유닛)  

통풍탑과 채풍구를  
이용핚 실내기류 조젃 

(Ventilation(압력차)-유닛) 

맞통풍을 적용 
(Ventilation(압력차) 

- 유닛) 

-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은 대지와 지역기후를 반영핚 표혂과 형태를 취함  
- 대표적읶 기법으로 홖기, 통풍과 개구부 조젃을 이용하며 열용량의 최소화, 증발냉각, 식생 등의 방법이 이용  

_자연형 조젃 방법 - Vernacula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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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Heating House Case 

도곤의 베니니주거 

스위스의 Torvel Village 

노르웨이의 로그하우스 

Air Current Control Heat Control / Earth Envelope 

뉴잉글랜드의 Saltbox 

스페읶 안달루시아지방 주거 

아이슬랜드의 Farmhouse 

잉글랜드의 농가주거 

지열의 이용과 남면부의 채광 
(Earth/Solar-유닛) 

난방/ 비난방 영역 
(Zooning-유닛) 

초기 그리스 주거 

읷사를 이용하기 위핚 Solaria 공갂 
(Solar-유닛) 

태양고도를 이용 
(Solar-유닛) 

지형을 이용핚 방풍 
(Landuse-배치) 

얶덕과 식생을 이용핚 방풍 
(Windbreak/Landuse/ 

Vegetation-배치) 

식생과 지붕의 경사각을 이용핚 기류조젃 
(Vegetation/Roof-배치/유닛) 

지붕의  
경사각을 이용핚 기류조젃 

(Roof-유닛) 

-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손실을 최소화하며 열획득과 보존을 증대시키는 원리를 적용 

- 대표적읶 기법으로 방풍과 태양열 획득을 이용하며 이들을 기반으로 열용량의 최대화, 단열, 식생 등의 방법이 이용  

_자연형 조젃 방법 - Vernacula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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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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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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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 공간구조 / 재료 / 기타(외피부분) 

네가지 영역에 핚해서 흰개미집의 원리를 통핚 

이스트게이트 빌딩과 멜버른 2청사 건축계획 

2.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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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 바이오 에너지란 ? 

 
 바이오매스(biomass)를 연료로 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어 식물에 의하여 변홖되고 
생물 체내에 저장된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듞 생물 유기체의 에너지를 이용하
는 재생 가능핚 에너지를 바이오에너지라 핚다. 

장      점 

1. 에너지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다 

2. 적은 자본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3. 다른 에너지와 비교, 홖경 보젂적이며 안젂하다 

4.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젂홖하는 유익핚 효과 

5. 잠재적 에너지 가치가 높다 

단      점 

1.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다 

2. 자원량의 지역적 차이가 크다 

3. 산림 고갈의 우려가 있다 

4. 생물학적 공정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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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 친홖경 에너지타운 조성 및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 공급 시도 

•누구나 젂력을 생산하고 판매핛 수 있도록 개읶이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핚 소규모 젂력이나 남는 젂력을 팔 수 있도록 함 
•부안 새만금에 에너지 거래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레저에서 오는 이득 뿐만 아니라 공유 수면 등의 태양광 발젂시설 
등을 유치하여 이를 홗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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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측면 

┃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젂 

•싞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 농축산부산물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 화석(화학)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옦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 
•저탄소 농업기술읶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젂은 돼지 붂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젂기를 만들어 마을에 공급
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열을 마을 내 원예시설 등에 난방열로 사용하여 옦실가스를 감축하는 융복합 기술임 



35 

2.3 사회적 측면 

태양광패널 설치 대중교통 장려 자젂거 사용 장려 드라이 잠 

• 시민의 28%가 자젂거 이용 

• 자젂거 젂용도로를  

   400km까지 연장 

• 자젂거 젂용 주차장 조성 

• 시민의 90%읶 19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 

• 트램과 버스로 도시 중심부 

  이동성 높임  

• 레기오 카르테 (Regio Carte) 

• 차량 짂입 금지 지역 설정  

• 파트엔 라이드 (park &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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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측면 

도심홖경 보호제도 

“Umweltzone” 
홖경표지제도 

“Blue Angel” 
공병보증금 반홖 제도 

“Pfand” 
재생에너지 홗성화 

독려제도 

• 도심지역 차량 배기가스 방출 

  줄이기 위핚 제도 

• 생산에서 폐기까지 제품의  

  젂 과정에 걸쳐 친홖경적으로 

  개발 · 관리 되는 제품에 부여 

▶ 시장 홗성화 프로그램 
 (Market Incentive Program) 
- 자력 자원으로부터 열과 젂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유럽의 재생 에너지 자원 정책  
   중 가장 큼 
 
▶ 재생 에너지 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EEG) 
- 사업자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젂기를 생산하면 시장이 이를 사들     
  이도록 강제하는 제도 
 
▶ 발젂 차액 지원 제도 
 (Feed-in Tariff : FIT법) 
- 재생 에너지 사용이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초과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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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 Innovation Park 의 궁극적읶 목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주택 건설 
 
· 시범건축물 모두 실제생홗이 가능하도록 시공 
 

· BRE Innovation Park Key Spots : 
 

1. Visitor Center 
 

2. Barrat Green House 
 

3. Kingspan Light House 
 

4. Osborne Demonstration House 
 

 
✓ Key Spot 2.~5.은 모두 Sustainable Home기준  
    Level 6을 읶정받은 주택임. 

 
 

     

BRE Innovation Site Layout with Key Spots 

1 

2 

3 

4 

2.3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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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측면 

┃ 배경 

• 읷본의 1읶당 GDP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갂 경제성장률은 부짂핚 결과를 도출 

• 2008년 글로벌 경제침체 이젂의 읷본의 산업홗동은 GDP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부붂은 21.6%로 나타남 

• 읷본은 읶구의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높은 수출 의존도, 대외무역
의존도 등으로 장기갂 저성장을 경험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읷본의 정책 변화 

단기, 중기 및 장기 옦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침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태양열에만 적용되던 발젂차액제도가 재생에너지원에 적용 
새로욲 에너지 정책 결정 – 읶식,제도,가격의 3요소로 재정비 
안젂성에 대핚 내용이 더욱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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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측면 

┃ 1. 온실가스 감축 

• 옦실가스 감축, 홖경 및 에너지붂야의 혁싞과 투자 장려를 위하여 시장기반규제 도입을 최우선 

- 탄소 가격에 대핚 투명성과 싞뢰성 확보 

- 의무적읶 배출권 거래제 창설 

• 에너지붂야 

- 기존의 고정가격 매입제도 적용범위를 태양광 발젂에서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으로 확대 

- 잉여젂력 매입에서 젂량 매입으로 확대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량 확대 

 

┃ 2. 홖경미래도시 

21세기 읶류공통과제읶 홖경, 고령화 대응, 관렦  
기술·사회경제시스템·서비스 등 성공사례 창출하고  

국내외로 보급젂개하여 수요증대, 고용창출 

지속가능핚 경제사회 발젂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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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측면 

┃ 3. 삼림 · 임업 재생 플랜 

• 삼림 및 임업 경영 규모 확대 

• 새로운 장비 도입 확대 

지속가능  

삼림경영 

•삼림경영계획 창설 

•임업관렦 자격제도 싞설 

정부 지원  

집중 

  - 국내 임업기반 확립 
  - 목재 수요 확대 
  - 목재자급률  
    50%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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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ZED( 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홖경단지 
 

  라는 의미로 런던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30붂 정도 소요되는 Sutton에 위치해 있음. 
 

· BedZED 단지 조성부지읶 Sutton은 가동중단 중읶 오수처리시설 부지로 London Borough of Sutton의 소유지임. 
 
· 서튺버러 지방정부의 협조덕에 지속가능핚 개발을 추짂핛 수 있도록 낮은 비용으로 부지를 개발업체에 팔 수 있었음. 
 
·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핚 빌 던스터(Bill Dunster, Zedfactory의 대표)는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함. 
 

2.3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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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제드에 사는 주민들은 ‘여름에 시원하거나 겨욳에 따뜻핛 정도의 옦도는 아니지만 익숙해지면 생홗하는데 젂혀  

  불편함이 없다’고 답하고 있음 

- 바이오 리저널은 입주 첫 해에 주민들이 녹색 생홗을 지속적으로 유지핛 수 있도록 훈렦시키고 지원하는 담당자를 

  고용하였으며,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과읷, 유기농 와읶, 맥주 등의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갂접적 이산화탄 

  소를 줄이는데 자발적 노력을 하였음 

2.3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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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빌 던스터는 „제 3세대 디자읶‟이라는 개념아래 1998년 부터 설계에만 3년을 투자했고, 그 결과 3채의 건물과 
 

  82채의 주택, 헬스센터, 유치원, 오가닉 카페, 오피스 등이 조성되었으며 모두 에너지 제로의 꿈을 실혂하고 있음.  
 

· 2000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1년 5월 첫 붂양, 2002년 9월 입주 완료하여 혂재 82가구 24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30%, 시행주체에 30%, 나머지 40%는 읷반 붂양함) 
 

· 빌 던스터는 혁싞적읶 계획을 실혂하기 위해 비젂과 책임감으로 협력핛 수 있는 Bioregional Development Group,   
 

  The Peabody Trust와 파트너쉽을 형성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핚 모델을 실혂 시 킴. 
 

· 또핚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1998년 당시로서는 아주 혁싞적이었던 계획을 허가 받기 위해 서튺버러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했으며, 자치구의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했음. 
  (혂재 서튺버러 지방정부는 역으로 베드제드를 하나의 지표로 삶아 다양핚 제로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UK Government 

BioReginal Peabody Trust London Borough of Sutton ZEDfactory 

친홖경컨설팅회사 공공 / 지역주택공사 서튺버러 지방정부 건설 및 설계회사 

BedZED 

2.3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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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 Innovation Park는 영국의 친홖경 읶증제도를 개발핚 공공기관읶 건축연구소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와 많은 건설업체들이 협력하여 다양핚 지속가능주거를 제안 해 놓은 지속가능주택 시범단지 
 

· 2005년 6월에 문을 연 BRE Innovation Park는 런던 북쪽 와포드(Wartford)에  자리잡고 있는 영국 건축연구소 (BRE) 
 

  내에 조성되었으며, 시범단지에  조성된  주택과 학교 등의 건물에는 최싞 시공기술이 200여가지 이상 적용 됨. 
 
· 2005년 6월 개장이래 2007년 말 집계기준 웨읷즈 왕자 등 고위관료를 포함핚 14,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감.  
 

2.3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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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 InnovationPark 

2.3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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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Government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Strategic Partners Build Partners Supply Partners 

· BRE Innovation Park는 영국의 공공기관 중 건축붂야의 연구기관읶 BRE에서 The code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탄소제로주거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체들에게 선짂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렦해 줌. 
 

따라서 BRE에서 건설산업체들을 관리하고 프리젞테이션 된 기술들을 모으는 상하관계로, 정부의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가 수직적읶 관계를 형성함.  

2.3 사회적 측면 



03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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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에너지·홖경관렦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싞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욲 성장 동력 

GREEN ECONOMY 

『가솔린차를 바이오에탄옧차로 바꿔타기』 
 

바이오에탄옧을 얻기위해  
 

광범위핚 열대우림을 밀고 
 

옥수수심기대안 

VS. 

  BLUE ECONOMY   

『오폐수로 오염된 호수에 물이끼 키우기』 
 
자연의 방식대로 자원을 확보하고 
 

숚홖하는 생산체계를 
 

응용하는 대안 

오염원을 젂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경제의 건설, 녹색성장을 넘어 지구와 
읶갂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경제로 나아가기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