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UAE)  마스다르시티 (Masdar City) 탄소제로도시

<마스다르 프로젝트 계획도>

 

§ 이후의 시대(post-oil Era)’를 슬로건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

(Abu Dhabi)에 건설 중인 온실가스(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

프로젝트임

§ 도시 에너지 수요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92%, 폐

기물 에너지7%, 풍력 에너지 1%의 비중으로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계획

을 수립함

§ 토지 이용 및 건축물 분야는 기존의 아랍양식을 이용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

체 청정교통수단을 개발함

§ 도시의 모든 폐기물은 100% 재활용하고, 순환 또는 에너지화 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폐기물 수거·분류 시스템을 통해 50%를 재활용하고, 33%는 소각하여

에너지로 이용하며, 17%는 퇴비로 이용하도록 함.

§ MIT , 동경공업대, 캠브리지 대학 등의 주요대학 및 GE 등 유명기업의 연구진

들이 참여 그린에너지를 기반의 최첨단 기술들을 동원 세계최초ㆍ최대 규모의 

실질적인 탄소제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



<마스다르시티 탄소제로도시의 7개 컨셉 요소>

§ 주요 사업 내용1)

- 박막 태양 전지를 지붕과 벽의 소재로 사용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전체를

태양에서 얻도록 계획함.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배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만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

- PRT(Personal Rapid Transit) : 개인용 전기자동차의 일종으로 주로 근거리

이동시 이용. 행선지를 입력하면 자동운전 시스템 작동.

<PRT>

- LRT(Light Rail Transit) : 원거리 이동 또는 대량 수송 시 이용할 교통수단

으로 방문자나 출퇴근자의 핵심 이동 수단.

- 바람길을 확보하여 자연 냉난방 활용

- 도시주변을 아랍 전통양식 성곽으로 둘러쌓고 건물을 좁은 골목 주변으로 밀

집시키는 아랍의 전통 도시 계획 방식 활용

- 정보통신 기술(ICT)를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한 후 실시간 경고

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

- 막대한 도시 개발 비용이 수반되어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신도시 개발 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적용해볼 가치가 있음

1) 아랍에미리트 (UAE)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탄소제로도시 건설



.

<마스다르시티 조감도 및 구상도>

출처:http://www.masdar.ae/

<교통시스템 계획>

§ 도시계획단계에서에너지를적게소비하고탄소배출을줄이도록설계함. 도시주변의아

랍식 전통 성곽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차단하고, 그늘이 지는 영역을 극대화

하기위해북동에서남서방향으로설계됨.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 건물 곳곳에 세운 터빈이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바람을 이용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함.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풍력 터빈을 거쳐 전기 생산 후, 긴

관을 지나 지하로 이동해 지하에 저장된 물과 접촉해 온도가 낮아진 뒤 다시

관을 타고 올라와 건물로 들어와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함.

<마스다르 본부와 송풍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