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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환경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함

에 따라, 도시 계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시(Green City)의 개념을 고찰하여 사례 분석 및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탄소저감 및

탄소흡수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고, 적용사례를 고려하여 세부항목 별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을 계층분

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탄소중립도시

계획요소를 탄소중립도시 목표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탄소 흡수 목표에 따른 계획요소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온실가스, 계층분석법(AHP), 저탄소 녹색도시, 탄소 저감 흡수
  

1. 서 론

지구온난화의 주요 발생 원인인 화석연료의 과다소비로 인하여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환경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0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하여 발표된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을 기반으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 저감 및 탄소 흡수를 위한 도시계획, 자연 생

태 및 첨단기술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화 분석법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의 우선순

위를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저탄소 녹색도시 설계방법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 중요도 분석

선행연구의 계획요소를 정리하고 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체계, 에너지 효율화, 자원효율화, 자연생태, 녹

색생활로 구분하여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중요도 분석은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는 건축과, 도시공학과, 환경공

학과, 토목공학과 대학교수 및 석·박사, 공·민간기업 실무자,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목적표본 추출을 실시

하였으며, 설문은 총 100매에서 86매를 회수하여 회수율 86%이고, 신뢰도는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 검토하여, 일관성 비율 CR이 0.1 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관

성 비율은 일관성 지수( Random Consistency Index)와의 관계로 판단된다. 일관성 지수와 일관성 비율은 다음

식 (1), (2)과 같이 계산된다.

 max max≥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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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항목 내에 있는

요소간의 중요도를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쌍대비교를 실시해 우선순위 결과를 추려보았다. 본

계획요소의 중요도 측정에서 선정된 대표지표 6분야 중 3분야의 계획요소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측정했다.

친환경토지이용에 대한 탄소중립 계획요소의 우선순위는 집약적 도시 공간구조가 0.360으로 1순위를 나타내

었고 녹색교통체계에 대한 탄소중립 계획요소의 우선순위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계획이 상대비중 0.356으로 1순위를 나

타내었으며, 에너지효율화 및 자원효율화, 자연생태계획, 녹색생활에서는 에너지소모 최소화 계획, 친환경 천연재료사용,

그린네트워크 녹지계획, 전기/가스/물/에너지절약이 각각 0.337, 0.358, 0.333, 0.366으로 상대비중 1순위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비

하여 도시 계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도시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6개의 항목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8개 총 48개의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요소를 규정하고 요소 간 연계모

델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위한 계획요소 선별 및 계층화분석법에 의한 중요도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계획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저탄소 녹색도시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용가능성

을 모색하였다.

1. 친환경 토지이용, 자원효율화 및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한다.

2. 친환경 토지이용에 대한 계층화 분석 결과 집약적 도시공간구조와 복합용도 계획의 비중이 0.360, 0.230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계획요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자원효율화 및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분석 결과 친환경천연재료 사용과 에너지 소모 최소화 계획이 0.358,

0.337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표지표에 대한 계획요소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각 요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계층화 분석 이외 환경성평가 및 도시계획평가 등, 추가 분석을 통한 예측모델의 피드백(feed back)

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의 예측모델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5. 계층화 분석법을 통한 중요도 측정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수립과 연구에 있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통해 신도시 설계 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설계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내·외적인 추세와 세계적인 도시화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저탄소 녹색도시설계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할 것이며, 앞으로 신도시 설계과정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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