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베드제드(BedZed)

<베드제드 조감도>

§ 런던 남부 웰링턴(Wallington)에 조성된 베드제드(BedZED)는 최초의 친환경

탄소중립 복합개발 사례임. 베드제드는 베팅턴 제로 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의 줄인말로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을 뜻함.

§ 단지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탄소 저배출 건축계획과 에너지 자족

형 교통수단의 활용이 특징임.

§ 주요 사업 내용

- 탄소 저배출 교통수단 활용: 단지 내에 다양한 부대시설을 배치하여 자동차 사

용을 줄이고, 거주와 사무공간을 연계하여 자가 교통수요를 최소화였으며 단지

내 주차장은 세대 당 1대꼴로 배정(종합교통계획을 통해 주차공간을 가구당 약

0.5대로 최소화)

- 에너지 저감형 건축 기법: 채광이 양호한 남측 방향은 주거 동을 배치하고, 상

대적으로 채광이 불리한 북측 동은 소규모의 사무실동으로 구성, 주거동의 테

라스는 난방을 위한 온실 기능으로 사용하고, 외부정원은 사무동의 옥상정원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옥상정원 연결 브릿지>



<주거동의 남향 배치>

- 베드제드의 아이콘인 지붕마다 설치된 닭 볏 모양의 환기구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유입시키는 통로역

할을 하며, 미세한 바람을 이용하여 실내 환기와 건물 내부의 온도를 조절함

- 천장이 막히지 않은 3층 구조의 로프트 스타일은 온실역할을 하여 별도의 난

방 시설 없이 건물 내부 에너지의 절약이 가능함

<환기 시스템 - 외부>

- 건물 남측 3층 입면 외벽창에 태양전지판을 부착하여 전기를 생산. 생산된 전

기는 전기자동차 및 스쿠터 충전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판매함

- 단지 내 주차장은 세대 당 1대로 배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

으로 조성되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차량제도’

를 도입하여 시티카 클럽(City Car Club)의 운영과 카풀제(Car Pool) 활성화를

도모함

<공용차량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 식물을 이용한 하수도 자연 정화 처리 시스템인 리빙머신(living machine)을

도입. 생활하수와 빗물을 저장하고 정화해서 이를 다시 단지에 사용하는 방식

으로 단지 내에 모아지는 빗물과 주택 및 사무실에서 사용한 오폐수를 최대한

재활용함.

<전력과 물 사용량 측정 미터기>

- 지역에서 반입한 폐목재를 연소하여 얻게 되는 증기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난

방, 목욕, 부엌에 필요한 온수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단지 내 열 병합 자가

발전소 설치

<열 병합 발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