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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도시화

자연파괴

지구

• 쾌적성 악화

• 안전성 악화

• 자연성 악화

• 순환성 악화

• 기온상승

• 폭염

• 폭우, 가뭄

• 예측 곤란

• 불투수면 증가

• 오염원 증가

• 건천화

• 에너지 및 자원소비 증가

• Linear metabolism

• 집중형, 대규모

• 장거리 이송

• 한국 도시화율 91.8%(’17년)

• 세계 도시화율 35%(1950년)

-> 70%(2050년), UN 2014

▪ 그린 인프라 정의(미국 Clean Water Act Section 502)

하수관이나 지표수로의 빗물 유출량을 줄이고 빗물을 저류, 침투 또는 증발산

시키는 조경이나 빗물 이용 또는 식물이나 토양, 투수성 포장 또는 지표면을

이용하는 일련의 방법

<선형 신진대사 대 순환형 신진대사(Herbert Girardet, Rick law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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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worldenergyfoundation.org/in-search-of-the-sustainable-city-the-

hammarby-model)

하수 처리 바이오 가스는 버스, 택시 연료로 사용. 1000가구에 난방 제공(약 10%)

- 하수 처리수(연간 10-20℃)로부터 열을 추출하여 지역난방에 활용.

- 빗물은 자연적인 순환

- LCC 분석에 기반하여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근거로 삼음

<함마르비 모델(Source: Hammarby Sjöstad Project)>

<회색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현경학, 환경정의 연구소 그린인프라 포럼(2019) 참조, 

이소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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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식 하수관 월류수 문제 해소 등의 원래 계획

18마일(29km) 터널 건설비로 26억 달러(3조 2천억) , 워싱턴 D.C의 가장 큰 공공 공사

약 1,100억원/km

-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린 인프라로 일부 수정

500에이커(2.02km2)에 그린인프라 설치하여 일부 대심도(0.5마일=0.8km)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Potomac tunnel의 폭도 줄임

- 그린 인프라 설치로 0.8km 터널 건설계획 폐기

터널 공사비 880억원(0.8km 터널) 절약, 포토맥 강 터널 폭도 축소로 최대 효과

약 1,000억원 추정 -> 그린 인프라 설치 비용은 약 495억원/km2으로 추정

<워싱턴 D.C CSOs 등 빗물관리를 위한 대구경 터널과 그린인프라 대체
(https://www.chesapeakequarterly.net/V15N1/main2/)> 

<김해시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설계(김해시, 한국환경공단)> 

물순환 목표 분담량 약 10mm 기준으로 약 5만원/관리불투수면(m2)

1,267.26억원/2.55km2 = 496.96억원/km2 ≒ 500억원/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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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시>

▪ 전국 불투수면적율 20% 이상 기초 지자체 총 80곳(환경부,2013)

- 면적 ; 총 1726.84 km² 
서울 329.34, 부산 166.76, 대구 121.26, 울산 73.48, 인천 199.63, 광주 125.04
대전 65.17, 경기도 514.92, 전남 23.47, 전북 57.74, 충북 50.03 

- 총 80개 지자체
서울 25개, 부산 14개, 대구 6, 울산 3, 인천 8, 광주 4, 대전 3, 경기 14, 전남 1, 
전북 1, 충북 1

▪ 전국 불투수면적율 20% 이상 기초 지자체 물순환 녹색인프라 사업(10년간)

- 500억원/km2 (1차 물순환 선도도시 참조) × 1,726.84km² × 10% = 8조 6,342억원

- 8조 6,342억원/10년 = 8,600억원/년

- 유지관리비

80개 물순환 그린인프라 주민센터 × 3억원(5인 인건비 1.5억원, 관리비 1.5억원)/년

= 240억/년

- 10년간 연간 8,600억원/년 + 240억원/년 = 8,840억원/년

<신도시>

▪ 3기 신도시급 신도시 5곳(왕숙, 하남 교산,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빗물순환

- 60억원/km2 (아산 탕정 참조)× 32.74km2(신도시 5곳 면적) = 약 2천억원

- 향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30mm 이상 빗물관리로 우수관을 최소화하는

물길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홍수, 폭염 등에 대응 필요

- 제도화

<빗물 유출제로화 시범사업 효과 추정(환경부, 2019)> 

<토지주택연구원 LID  시범단지 빗물정원 설치 전후(현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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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개 재생센터 내에 설치하는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180MW(중랑 50MW, 서남 60MW, 난지 30MW, 탄천 40MW, ‘20-’35)

- 약 1조 800억 민간투자

- 수소차 약 60만대/일 공기정화와 38만 세대 전력 공급 효과

-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열원과 처리과정 발생 이산화탄소는 스마트팜에 이용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개념도(서울시 2020 업무보고)> 

▪ 수열에너지

- 하천수 수열원 에너지 ; 부산 EDC 등 사업 검토 중

- 광역 상수도 수열원 에너지

1) 제2롯데월드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원수(5만톤/일)활용, 3,000RT 규모(30평형

아파트 2천가구 냉난방 용량)의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14.11월부터 가동),         

롯데월드몰 2시간 냉난방(총부하 중 10%담당),연 7억원 비용 절감/84억원 투입

2)  현대 GBC, 압구정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등 검토

▪ 3기 신도시급 신도시 5곳(왕숙, 하남 교산,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수처리

바이오가스

- 후쿠오카 중부 수처리센터 바이오 가스에서 수소 생산

2만m3(메탄 60%, 이산화탄소 40%) 중

2,400m3를 분리해서 메탄만 채취 ; 28억원/만톤(하수) 추정

- 약 17만톤/일(아래 3기 신도시급 5개 신도시의 합) 하수처리 후 수소 생산비용 :    

476억원 소요

- 하수처리장 건설비용(3기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도시) : 3765.3억원

- 각 지구별로 소규모 분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오하수도 자원)

총 약 4,200억원

- 주민 협동조합 운영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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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복을 위한 그린 인프라(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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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하는 혁신 자연기반해법(https://ec.europa.eu/research/environment/index.cfm?pg=nbs)>

https://ec.europa.eu/research/environment/index.cfm?pg=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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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의

▪ 분산형의

▪ 발생원에서

▪ 순환형의

▪ 자연에 기반한, 자연 특성의

▪ 시민 주도의

▪ 환경정의의

▪ 도시를 발전소로, 농촌으로 -> 물-에너지-도시-농업
▪ 관행에서 벗어나

▪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참여, 주도하는 그린인프라의 일자리

▪ 계속되는 도시화에 따른 순환형 녹색인프라 제안으로 4차산업 시대 인프라 선도

▪ 수자원임과 동시에 에너지인 물 시스템을 순환, 다기능성 및 자연형의 복합적 녹색인프라화

▪ 주민주도, 참여 조합에 의한 운영, 관리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