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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선정 배경 

• 현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 
• 가연성 연료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으로 2012년 430만 명이 사망 
• 세계 도시들은 지구의 3%에 불과하지만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은 75%를 차지 



친환경 도시 

• 지속 가능한 도시 
 
•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기능하는 도시 
 
•  도시 활동과 공간 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을  갖춘 도시 
 
•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도시적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자연성'의 원칙을 추구  



친환경 도시 사례- 해외 

영국의 베드제드 마을 

• 런던 남쪽에 위치한 영국 최초 친환경 주택 단지  
 

• 닭 볏처럼 생긴 지붕 위의 환풍구 
                   
     열 손실을 최소화해 건물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 
 
• 빗물 수집이 가능한 세덤 지붕을 설치해 빗물을 모아 

화장실·정원 용수로 활용  



친환경 도시 사례- 해외 

프라이부르크의 보봉(Vauban) 마을 

•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주거 지구 
 
• 자동차는 마을 입구 주차장에 세운 후 출입 

 
• 주민의 약 50%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통행 

 
• ‘헬리오트롭’  -  완벽한 단열과 통풍 덕분에 태양

광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낭비 없이 사용 



친환경 도시 사례- 해외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근교 사막에 위치한  
   환경친화적 도시 

 
• 차를 밖에 두고, 시속 40km의 무인 차량을 이용 
 
• ‘황토벽’ - 바깥의 열을 차단 

 
• 건물 상층부는 넓게 만들어 빛의 유입을 줄이고  
    골목의 간격을 좁혀 바람이 빠르게 흐르도록 유도 

 
• 건물의 에너지와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음 



친환경 도시 사례- 국내 

동작구 성대골  마을 

• 서울시가 추진한 제1호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 슈퍼마켓 ’ - 단열재, 태양광 충전기, 
LED 조명등 등 에너지절약 및 효율을 높이는 제품들을 
판매 

 
• ‘리빙랩 (Living Lab)’ - 도시지역에 적합한 옥상

거치형 미니태양광 DIY 키트를 개발 
 
 



친환경 도시 사례- 국내 

십자성 마을 

•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에너지 자립마을 
 

•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동참 
 

• 각 세대 옥상에 시간당 3㎾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녹화사업이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 



우리가 방문해 본 십자성 마을 

ㅁ 

십자성 마을 대표님과의 인터뷰 
         (노성남 대표님) 

마을 조성 후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고 있나요? 

마을 조성 계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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