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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탄소발생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LTE모형(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 녹색환

경)을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탄소저감방안을 개발하고 사례대상지에 적용

하였다. 그리고 계획요소를 대상지에 맞게 도출 한 후 시뮬레이션을 하여 탄소저감의 효과를 분석 하

였다.

도출된 기법을 연구 대상지에 적용한 결과 높은 저감효과를 보이는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고, 경미한

수준의 저감효과를 보이는 요소도 도출할 수 있었다. 탄소저감 비율은 25.51%이었고, 그중에서 특히

교통정온화 계획요소가 95.42% 압도적인 비율로 저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

각해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에너

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 도시 등 많은 노력과 방법들을

연구하며 사용되어 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친

환경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로 만드는 것이 저탄소 녹색도시이다. 현재 저탄소 녹

색도시를 가능케 하는 많은 기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법들이 모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

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지형 및 특성에 맞는 기법들을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토지

이용, 녹색교통, 녹색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접근

하여 압축개발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중심의 공간계

획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공간

구조 형성을 유도하여 이에 맞는 표준정비모형을 제시

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를 가능케 하는 목적을 두고 있

다.

연구 방법은 우선 토지이용(Land use) - 교통

(Transportation) - 녹색환경(Environment)의 측면에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통합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도

출된 계획요소로 정비방안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모형을 대상지 적용의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정비 전/후 탄소저감 효과의 결과를 구하여

측정한다.

[그림 1] 연구 방법

2. 통합밀도관리 모델의 계획요소

2.1 친환경토지이용(Land use)
친환경토지이용의 정비방안으로는 복합용도개발, 보

행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카프리존, 바람길

1)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2010년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도시재생/B01]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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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배치들이 있다. 우선 복합용도개발은 전 세

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다. 단일건물에 주

거,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상호 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

도록 연계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에너지소비가 낮은

생태도시공원을 창출하는 등 자족적인 도시건설이 가

능하고 사회의 각 기능이 복합화, 전문화되는 장점이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복합용도개발이 진행돼 일본 도쿄의 록폰기힐즈와 에

비스가든, 홍콩의 사이버포트 등이 대표적인 복합용도

개발 단지로 알려져 있다. 카프리존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에는 도시기

후와 공기 순환을 위해 도시 또는 단지 외곽의 지형,

식생 및 수변공간 등에서 생산된 차가운 바람의 진입

이 용이하도록 바람의 유입 및 유출구를 계획하는 것

을 말한다. 바람길 배치를 통해 열섬효과로 인한 도시

내부 의 상승한 온도를 낮춰주며, 도시공기의 순환을

저해해 주며, 오염물질의 정체를 막아준다.

[그림 2] 친환경토지이용 정비방안 모델

2.2 녹색교통(Transportation)
녹색교통의 정비방안으로 대표적인 계획요소로서 복

합환승센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친환경교통수단, 교통정

온화, 친환경주차계획 등이 있다. 먼저 복합환승센터는

본래의 목적인 교통의 중심지 기능 외에 다양한 상업,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간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

적 역할과 경제적인 가치를 높여주며 도시의 랜드마크

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안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요소를 포함시켜 하나의 대중교통

체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기

버스와 경전철로 탄소발생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온화, 친환경 주차계획에는 자동차의 소통기능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 차와 사람의

마찰이 없이 공유하고 종존하는 기법을 말한다. S자의

도로를 설치하여 차량의 이동속력을 줄여 보행자의 부

담을 적게 덜어주고, 주차시설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

여 지하는 주차를 하고 그 위 공간에는 사람들의 휴식

처 및 공공공간을 제공해 주어서 탄소저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림 3] 녹색교통 정비방안 모델

2.3 녹색환경(Environment)
녹색환경은 자연생태와 자원관리를 결합하여 대표적

으로 그린네트워크, 친수하천, 벽면/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 우수저류지 등이 있다. 먼저 그린네트워크는 지

역전체의 네트워크와 산, 도시, 하천, 농지 각각의 네트

워크 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구성함

으로써 도시 내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정

서를 순화시키며, 도시의 온도상승 방지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친수하천은 인간의 쾌적성의

가장 큰 부분이며 필수 요소인 물과 생태공간 및 휴식

공간의 오픈스페이스 특징을 적용하며, 벽면/옥상 녹화

는 가장 기본적이며 많이 알려진 기법으로 열섬현상을

낮춰주며, 기상이변완화 효과, 공기정화 효과, 빗물흐름

지연 및 소음방지효과 등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여 많

은 탄소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수성

포장 및 우수저류지는 포장체를 통하여 지중생태의 개

선과 도시하천의 범람방지, 공공수역의 오염경감, 보행

성의 개선, 지하수 저장 등의 탄소저감 등의 기법으로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친

수공간이나 녹지대로 연장하여 탄소를 저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4] 녹색환경 정비방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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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요소 저감효과

주

거

상

업

적

용

토

지

이

용

복합용도개발 △CO2=-34,208t/yr
(면적대비 복합용도지역면적)

․ O ․

투수성포장 △CO2=-0.27kg/㎡ O O ●

카프리존 △CO2=-3,869t/yr
(1km 적용)

O O ․

바람길조성 조성시 도시온도1℃감소 O O ․

녹

색

교

통

복합환승센터 △CO2=-297t/yr
(환승주차장1개소, 71면 적용)

․ O ․

대중교통전용지구 △CO2=-3.865t/yr ․ O ․

전기버스,경전철 △CO2=-13,810t/yr ․ O ․

BRT △CO2=-1.898t/yr ․ O ․

Car Sharing △CO2=-9,239t/yr ․ O ․

교통정온화기법 △CO2=-8,226t/yr
(초등학교15개소,4.5km구간)

O O ●

친환경주차계획 △CO2=-0.27kg/㎡ O O ●

녹

색

환

경

그린네트워크 △CO2=-2.45kg/㎡ O O ●

생태이동통로 △CO2=-0.89kg/㎡ O ․ ․

친수하천 △CO2=-0.09~-0.27kg/㎡ O O ●

비오톱조성 △CO2=-0.89kg/㎡ O O ․

벽면녹화 △CO2=-0.16kg/㎡ O O ●

옥상녹화 △CO2=-0.16kg/㎡ O O ●

생태적 울타리 △CO2=-0.16kg/㎡ O O ●

경관적 우수한 수종 △CO2=-0.89kg/㎡ O O ●

향토수종중심의가로변식재 △CO2=-0.89kg/㎡ O O ․

우수저류지 △CO2=-0.1kg/㎡ O O ●

3. 모형적용을 통한 감축 효과 측정

3.1 사례 대상지 선정

[그림 5] 대상지 위치도

LTE모형을 적용하는데 주거지, 상업지 두 분류로

구분하고 대상지에 맞는 요소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해보았다. 대상지로는 청주시의 시가지를 연결하는

부분인 중앙로를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앙로는 청주의 중심상업지구인 성안길과 이어지는

도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한 모습이 보여지는 상업

지역이다. 청주 시청과 병원 등 공공기관과의 접근성도

뛰어나서 성안길을 연계하여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또

하나의 상업지역으로 변천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3.2 대상지 적용요소 검토 
대상지에 적용이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는데 우선 탄

소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단위의 유무와, 대상지

주변 지역과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 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기법 적용의 용이성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했다. 전기버스와 경전철은 높은 탄소저감율을 이

루고 있지만 대상지엔 버스와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이루기 어려워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였고, 마지

막으로 목표달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적용시 예측하고 있는 탄소저

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였다.

[표 1] LTE모형 탄소저감 계획요소와 저감방안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5차년도 실적보고서)

3.3 모형적용을 통한 저감 효과 추정
[표 2] 대상지 탄소배출량

구 분 대상지규모
탄소배출원단

위
탄소 배출량

건

물
상업 약68,897.68㎡ 0.11tCO2/㎡․yr 7,578.74tCO2/yr

교

통

승용 387(대) 2.8tCO2/㎡․yr 1,083.6tCO2/yr

승합 69(대) 6.4tCO2/㎡․yr 441.6tCO2/yr

화물 104(대) 7.2tCO2/㎡․yr 748.8tCO2/yr

특수 0.83(대) 7.1tCO2/㎡․yr 5.89tCO2/yr

소계 947.83(대) - 2,279.89tCO2/yr

합 계 9,858.64tCO2/yr

[표 3] 시뮬레이션 적용요소 탄소저감량 산출
계획요소 계 산 과 정 탄소 저감량

저감
기여율

투수성포장 1,320㎡ x -0.27kg/㎡ -0.35tCO2/yr 0.01%

교통정온화기법 1,320㎡ x -1.82t/yr(1m구간) -2,402.4tCO2/yr 95.42%

친환경주차계획 10,981㎡ x -0.27kg/㎡ -2.96tCO2/yr 0.11%

그린네트워크 27,500㎡ x -2.45kg/㎡ -67.37tCO2/yr 2.67%

친수하천 396㎡ x -0.27kg/㎡ -0.11tCO2/yr 0.004%

벽면녹화 34,448.84 x -0.16kg/㎡ -5.51tCO2/yr 0.21%

옥상녹화 34,448.84 x -0.16kg/㎡ -5.51tCO2/yr 0.21%

생태적 울타리 16,500 x -0.16kg/㎡ -2.64tCO2/yr 0.11%

경관적우수한 수종 27,500㎡ x -0.89kg/㎡ -24.47tCO2/yr 0.97%

우수저류지 34,448.84 x -0.1kg/㎡ -3.44tCO2/yr 0.13%

계 -2,514.76tCO2/yr

대상지 내 탄소배출량을 알아보면 대상지의 연면적

을 상업지역과 교통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탄소

배출 원단위2)를 곱하여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친환경 주차계획에는 대상지내에 주차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연면적을 따로 구하여 원단위를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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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저감량 계산을 하였다. 그리고 벽면녹화, 옥상녹화,

생태적 울타리에는 대상지내 건물의 50%에 적용하는

것을 가정으로 저감량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수

하천은 중앙도로부분을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30%를 적용하여 도출한 저감량이다.

대상지에 적합한 요소들을 대상지에 기법적용의 용

이성과 목표달성의 정도로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

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계획요소를 연면적

과 탄소발생 원단위에 각 해당하는 요소의 원단위를

곱하여 모든 값들을 더하여 대상지의 탄소저감량을 산

출하였다.

각각의 계획요소의 저감기여율을 분석해본 결과 교

통정온화 요소가 95.42%로 많은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요소들이 적은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비오톱조성, 대중교통전

용지구 등의 저감효과를 추가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4] LTE모형 전/후 탄소량 비교
A.

적용전탄소배출량

B. 저감된

탄소배출량

C. 적용후

탄소배출량

9,858.63tCO2/yr -2,514.76tCO2/yr 7,343.87tCO2/yr

※ 저감량 = B/A x 100 = 25.51% 저감

대상지 내 탄소배출량은 9,858.63tCO2/yr 측정되었

고, 도출된 기법으로 저감된 탄소배출량으론

-2,517.63tCO2/yr 이 측정되어서 적용 후엔

7,341tCO2/yr탄소배출량이 측정되었다. 기법을 적용한

후의 대상지는 25.51%의 저감기여율이 측정됐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재생 LTE모형의 계획요소들

을 3가지 유형별 즉, 친환경토지이용, 녹색교통, 녹색환

경의 모형을 설정한 뒤, 각 유형별로 적용기법들을 도

출하며 마지막으로 대상지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적

용방안을 선별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최적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런 도출된 요소들을 수치화

하여 측정하면서 계획요소의 반영 전/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업지역을 전면재개발이 아닌 수

복형 재개발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많은 계

획들은 신도시 위주의 기법과 계획을 연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가지의 연결부분인 상

업지역을 보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정량화된 방법 또

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해선 무분별한 계획요소

들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

려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어 플러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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