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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릿말 

도시나 건물은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욕구 그리고 기술과 태도들이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나 건물의 설계나 시공과정을 보면 기술집약적이 되어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 

비하는 형태로 변해 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물이나 도시틀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태 

양， 울， 공기 , 바람 등의 자연요소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채 고립된 인공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 

다. 그 결과 도시나 건물은 환경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자연생태계를 더 많이 훼손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주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 

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 

한 개발이라는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 

진국에서는 도시설계， 건축설계， 조경설계， 제품설계 등의 설계행위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목 

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설계가 대두되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설계파라다임으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설계 특히 단지설계 

에 적용할 수 었는 새로운 설계파라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설계의 원칙파 방법들을 제시하 

고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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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환경문제의 심각성 

매년 농업용， 목재용， 연료용 목적으로 그리고 산성비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산림면적 

이 17백만 ha씩 감소하고 있고 약 240억 톤의 표토가 유실되며， 토지이용의 잘못으로 약 6백 

만 ha(60.000 km2)의 사막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 북반구의 공업지대의 호수는 수천개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있고 현재도 수천개가 죽어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중국， 인도， 북아메리카의 

일부지역은 지하수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물종과 동물종이 매일 약 140 

종씩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0년동안에 지구상의 모든 종의 약 5분의 1이 사라질 것 

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32개주에서 지하수가 50종류의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고 약 2.5007"의 

유독폐기물 매립지가 정화가 필요하다. 지구옹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온도가 

2050년까지 1. 50 C-4 .5" C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변도 2100년까지 1.4m-2.2m 상숭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극지역 오존층의 구멍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어 지구적인 오존층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U.8. National Park 8ervice. Denver 8ervice Center. 

1993),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1994년 현재의 오염치를 10년 전인 1984년의 

오염치와 비교해 볼 때 울산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의 대도시는 

년평균 아황산가스(802) 농도가 감소된 반면 오존(03)은 증가하였고 서울과 인천은 이산화질 

소(N02)도 증가하였다(표1 참조) 이는 대기오염이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대기오염의 오염양 

상이 바뀌어가면서 악화되고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 관악산의 산림토양을 지난 1972년과 1993년의 22년간을 비교하면 토양산도가 

pH 5.4에서 pH 4.5로 급속히 산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지역의 곤충류도 

〈표 1> 주요 도시별 대기오염도의 년도별 비교(1984년. 1994년) 

아황산가스(ppm) 오존(ppm) 이산화질소(ppm) 
도시 

1984 1994 1984 1994 1984 1994 

서울 0.066 0.019 0.008 0.014 0.029 0.032 
부산 0.050 0.023 0.010 0.014 0.030 0.024 
대구 0.040 0.038 0.010 0.015 0.072 0.023 
치:1Sl「1 ;z-」 0.026 0.013 0.015 0.022 
대전 0.030 0.021 0.014 0.019 
인천 0.056 0.022 0.010 0.014 0.014 0.029 
울산 0.024 0.030 0.039 0.014 0.033 0.026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 종합자료집. 19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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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1/5 수준이하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이경재. 1994). 이와 

같은 자료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m.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의미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

able Development)를 한글로 번역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약하여 부른 

용어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개발’은 단순한 ‘성장’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내포하고 었다 

‘성장’ 이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이것은 소득의 증대로 나타나는 반면， ‘지속가능한 

개발’ 에서의 ‘개발’ 이란 성장을 의미하는 소득의 증대뿐 아니라 건강， 교육， 평등 등 전체적인 

사회적 복지의 지속적인 중진을 포함한 ‘삶의 질 (Quality of Life)’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고 하겠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 은 ‘삶의 질’ 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Pearce. 

D .. Markandya. A. and Barbier. E. B .. 1989).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Brundtland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 에 제출한 보고서인 

‘Our Commom Future' 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미 래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CED. 1987). 이 정의는 다음의 두가지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데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현세대 욕구란 특히 세계의 빈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욕구를 주로 의미하고 있 

다. 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파괴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절대적 빈곤의 해결이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었다. 둘째로， 현재와 미래세 

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조직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 

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은 인구의 크기와 성장이 생태계의 생산능력의 한계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추구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자원탐사， 기술발전 방향， 투자방향， 제도 변화， 인식 변 

화 등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은 고정된 조 

화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소득의 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의 향상을 추구하며 미래 세대의 욕구나 

선택권에 대한 배려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해서는 여러학자들의 많은 정의가 있 

으나 그 공통적인 맥락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tedman. B. J. and Hill. 

Teresa. 1992). 첫째는 자연 및 문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자연환경은 전통 

적으로 취급되어온 경제적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의 

질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는 단기적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영향도 고려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정권이 그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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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기간인 5-10년 정도의 단기간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받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시각속에서 개발행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는 세대내의 형평과 세대간의 형평을 

강조한다. 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적어도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자연자원， 문화자원， 

자본)만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함을 의미한다. 자연자원， 문화자원， 자본에 대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개발행위가 후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면 이는 후손들의 형평성을 침해한 

다고 할 수 었다. 그리고 한 세대내의 지역간 개발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의 차별 

성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에서는 인간의 복지가 경제적 발전을 통해 달성되지만 그것은 

자연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 세대의 복지를 고려하 

는 범위까지 확장된 사회적 평등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개발’은 

생태계 안정성의 유지 , 경제성장의 관리 , 사회적 평동의 증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환경에 대 

하여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시각을 강조하며 현세대내에서는 물론， 

세대간의 형평도 추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N. 지속가능한 설계의 개념 

지속가능한 설계란 도시설계， 단지설계， 조경설계나 건축설계，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섬 

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을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설 

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녹색설계 (Green DesÌgn). 생태적설계 (Ecologic Design)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단지의 배치나 공간구성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보행이 가능한 단지배치를 하고 자전거 

도로를 적극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단지내의 건물은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배 

치하며， 바람이나 그늘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시 배려하고 물이나 자원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설계를 한다. 오수를 정화하는 방법 

도 기계적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생태계의 정화능력을 활용하여 연못과 수생식물을 통 

한 정화방식을 채택하는 설계를 한다. 이미 오래전 부터 조성되었던 생태공원도 지속가능한 설 

계개념이 공원설계에 도입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건축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설계는 생태건축(환경공생형주택 혹은 환경건축으로 불림)으로 

나타나고 었다. 생태건축의 기본아이디어는 건축물을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물， 공기， 토양등 자연의 순환체계를 거스르 

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으로 파괴되는 토양시스템을 보상하기 위해 지붕위를 흙 

으로 덮는 목조 진흙주택을 짓고 지붕위 흙에 잔디나 야생초를 심어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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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는 빗물을 거의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축 

재료를 유독가스나 악취 등의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 

축물을 짓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품설계등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설계는 생산제품의 환경적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여 제품 

원료의 구득 및 생산에서 부터 소비후의 쓰레기로 처분되는 제품의 일생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원료의 선택에서 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선택하고 생산과정에서도 물과 에너지를 최소로 소비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 

소화하며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쓰레기로 되었을 때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만드는 것 

을 말한다(D. Mackenzie. 1991). 

지속가능한 설계란 인간의 문명이 자연세계의 구성요소라는 인식하에 인류사회가 무한하게 

지속가능하려면 자연이 보존되고 영속되어야 한다는 이념과 인간의 발전이 보전의 원칙을 예 

증해 주고， 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촉진시키는 철학을 가지고 이루어진 설 

계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설계라는 개념에서는 미래의 기술은 생물지역적 패턴과 규모내 

에서 주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었다. 즉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 

지하고 대기， 물， 토양의 건강에 기여하며 생물지역(Bioregion)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설계와 

건설을 통합하고 인간의 이용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U.S. 

National Park Service. Denver Service Center. 1993). 또한 지속가능한 설계란 과학 

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뿐아니라 하나의 종이 오랜 기간동안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는 세계에서 균형을 찾고，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희망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 

다. 지속가능한 설계에서 의존하는 지식이란 인간 정신의 산물과 자연의 과정간에 균형된 연관 

성과 적응적 조화를 의미하는 생태학에 의존하게 된다. 통합적인 관점이 지속가능한 설계의 본 

질적 부분이 된다(Sim Van der Ryn and Peter Calthorpe. 1986). 

지속가능한 설계 (Sustainable design)와 유사한 명칭으르는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자연형 설계(Design with nature). 환경적으로 민감한 설 

계 (Environmentally sensitive design) 와 총체적 자원관리 (Holistic resource 

management) 등이 있는데 이들 개념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지속가능성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유지가능한 자연시스템과 문화시스댐이라는 능력이 핵심을 이룬다. 

이제까지의 환경설계에서도 생태적 원리가 미적원리와 함께 설계의 주요한 원칙으로 고려되 

어 왔지만 그 결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흐며 건축설계나 도시설계 

의 차원에서는 생태적 원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반환경적인 건물과 도시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t1och는 이제까지의 설계패러다임의 뿌리가 대부분 데카르트주의적이었고 환원주의적이 

라는 기본적 가설에서 출발하였으며 환경설계가들은 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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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체계의 건강에 대한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주로 설계되는 물리적 요소에 관심을 가져왔 

다고 하고， 우리의 설계된 환경이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건강하고 동태적인 장소가 되려면 

설계이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설계의 목표는 생태적. 인간적 건강과 

생태적， 체계적 지속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속가능성의 수용은 아직 주류로서 제도화되지 못 

하고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았고 이것은 셜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2차적 변화를 도입해 주는 

능력을 갖는다고 한다. 새롭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주류가 되면 환경설계 분야의 생태 

적， 문화적 역할의 주요한 재정의와 이러한 전문분야내에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무엇이 구성하 

는가에 대한 재정의를 초래할 것이다고 예측하고 었다(J. L. Mot1och. 1990).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해결책 

이 나온다는 것을 함축하고 었다. 도시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은 그 지역에서 생명을 지탱해 주 

는 광합성과 생물학적 분해 생화학적 과정과 같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과 균형되게 도시지역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감축하며 식량과 섬유， 에너지를 위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며 에너 

지를 얻기 위한 생산적공간과 혼합된 보다 소규모이고 간결한 도시패턴을 함축적으로 의미한 

다(Sim Van der Ryn and Peter Calthorpe. 1986). 

오늘날에도 고밀도의 개발이나 혼합용도개발， 자연형태양열건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은 

일반화되었지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었다. 즉 지역사회 (Community)는 장소의 자연에 대 

한 경외감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외감은 우리 지역에 대한 즉 수계， 기후， 지질， 식생， 

동물， 활동， 생명체에 대한 매일매일의 이해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이 대규모 

옥외박물관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정적인 보존의 범주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장소는 단순 

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생태계내의 서식처라는 의미를 향해 가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개념들을 요약해 보면 지속가능한 셜계란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구 

성요소라는 인식하에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생물학적다양성과 환경적통합성을 유지한다는 

설계이념으로 도시설계， 단지설계， 조경설계， 건축설계， 실내디자인， 제품설계풍의 설계가 친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계라고 할 수 었다. 

V.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한 원칙 

이제까지 환경설계분야의 주류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환원주의자들의 데카르트주 

의적 관념에 빠져 있었다. 예를 들어 현대 도시에서 계획가는 성장을 위한 계획을 하고 설계가 

는 세부적 요소들을 설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설계가도 도시를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것 

으로 설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도시를 지속가능하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존재로 설계하 

지 않는다. 환경설계분야의 주류가 데카르트주의의 관념의 툴을 고수하고 증대된 생태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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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을 위한 통합된 체계로서 물리적， 문화적 경관의 관리보다는 오히려 설계전문분야의 임 

무와 사회적 가치를 요소들과 부분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 만족하기 때문 

이다. 우리는 종종 셜계된 구성부분과 설계되지 않은 구성부분들을 포함한 환경의 전체성이 생 

태적 체계의 전반적 건강(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의 전체성이 인간에게 갖는 생리 

적， 심리적 영향보다는 우리가 설계한 요소들과 이러한 요소들의 순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데카르트주의적 의미에서 우리는 종총 통합적이고 상승적이고 복잡한 경혐의 논점보다는 

형태나 미의 개별적 문제에 설계를 환원시킨다. 우리들은 흔히 의뢰인이나 설계과업의 요구를 

〈표 2> 데카르트적 패러다임과 전체론적 패러다임 

접근방법 

기본적 신념 

i처 • -0 

인간-환경 관계 

데카르트적 패러다임 

환원적 

기계적 

세분적 

실증론적/결정론적 

자기주장적/남성적 

몰가치적 과학 

객관성 

정확성 

절대적 

기계적 법칙 

근원적 법칙 

인과적 법칙 

전문화 

정태론 

논리를 통한 진리 

정신과 물질의 분리 

예술과과학의 분리 

공간과 시간의 분리 

분리성 

부분들이 전체를 결정 

독립성 

사물: 

측정 

예측 

양 

분석 

자연위의 인간 

착취 

전체론적 패러다임 

전체론적/통합적 

유기적/생태적 

체계적 

현상적 

반응적/여성적 

가치를갖는과학 

주관성 

성향성 

불확실성/보완성 

유사성 

상호연관관계 

통계적 인과성 

일반화 

내재적 동태론 

직관을 통한 통찰력 

정신과 물질의 일체성 

예술과과학의 일체성 

공간과 시간의 일체성 

나눌수 없는 전체/상호관계생 

전체가 부분을 결정 

상호의존 

관계의 상관적 망: 

관찰 

질 

종합 

자연과조화 

관리 

자료: Motloch. John L. (990), Introduction to Landscape Design. 박찬용， 현중영 공역(1995). 

조경설계론. p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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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계를 하고 있으며 경관보다는 건물과 단지만을 셜계한다<Mot1och. 1990), 

지속가능한 셜계에서는 모든 설계대안들이 국지적， 지역적， 세계적 환경의 자연자원과 문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설계원칙의 모텔은 독일 하노버시에서 개최 

되는 EXPO 2000을 위해 개발된 다음과 같은 하노버원칙 (Hannover Principles) 혹은 지구 

를 위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 for the Planet)에 잘 예시되어 었다(U.S. National 

Park Service. Denver Service Center. 1993): 

1) 건강하고 상호지원적이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조건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권 

리를 주장한다. 

2)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라. 인간설계요소는 모든 규모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함축성을 가지 

고 자연세계와 상호교류하고 의존한다. 설계에서의 고려를 확장시켜 멀리 있는 영향도 인 

정해야 한다. 

3)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존중하라. 정신적 자각과 물질적 자각간의 기존의 그리고 발전되는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주거， 산업， 무역을 포함한 인간정주의 모든 국면을 고려 

하라. 

4) 설계결정이 인간의 복지와 자연시스템의 생명력 그리고 공존할 권리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라. 

5) 장기적인 가치를 갖는 안전한 물건을 만들어라. 생산품의 부주의한 생산과 부주의한 생산 

과정 및 기준이 만들어짐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관리하고 주의깊게 운영하는데 필요 

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서는 안된다. 

6) 쓰레기라는 개념을 제거하라. 쓰레기가 없는 자연시스템 상태에 접근하도록 생산품과 생산 

과정의 모든 일생주기 (Life cycle)를 평가하고 적정화해야 한다. 

7) 자연에너지 흐름에 의존하라. 인간의 설계는 생명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영속적인 태양열로 

부터 창조력을 얻어야 한다. 책임있는 용도를 위해 이 에너지를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통합 

시켜야 한다. 

8) 셜계의 한계를 이해하라.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는 않으며 설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창조하고 계획하는 자들은 자연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자연을 피해야 하거나 통제 

해야 할 불편함으로 삼기 보다는 하나의 모텔이나 훌륭한 스승으로 취급하라. 

9) 지식을 나눔으로서 꾸준한 발전을 모색하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고려와 윤리적 책임을 

결부시키고 자연적 과정과 인간활동간의 통합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동료와 후원자， 

생산자와 이용자간에 공개적이고 직접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라. 

이러한 원칙들이 1993년 6월에 개최된 국제건축가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세계총회와 미국 건축학회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의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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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 for a Sustainable Future)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이 선언을 요약하면 1)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무와 사회적 책임의 핵심에 두 

어라. 2)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해 실무와 절차， 생산품， 서비스 기준 등을 개발하고 계속적으 

로 개선시켜라. 3) 지속가능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건설산업과 고객，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하라. 4) 지속가능한 설계가 완전한 지지를 얻는 표준실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정 

책， 규정， 기준을 변경하도록 노력하라. 5) 기존의 건조환경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제고시키 

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설계에 관한 범전문분야위원회 

(Interprofessional Council on Environmental Design)는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한 팀접근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U.S. National Park Service. Denver Service Center. 1993). 

또한 위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환경설계에서 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단지설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단지설계의 원칙 (Valdez Principles for Site Design)을 Andropogon 

Associates에서 개발한 적이 있는 데 다음과 같다(U.S. National Park Service. Denver 

Service Center. 1993): 

1) 맥락(Context)의 인식-어떤 단지이든 단지의 맥락을 내다보지 않고 단지를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하기전에 넓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에 비추어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2) 경관을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재래식 개발은 흔히 경관의 분 

절화를 높이고 있다. 작은 섬과 같은 자연경관은 구조화된 개발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다양한 

식물군집과 서식처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고 있다. 분절화된 경관이 재연결되고 단지 

내 뿐만 아니라 단지주변의 다른 자연시스템과 연속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대규모의 전 

체시스템이 창조되어야 한다. 

3) 자연경관과 개발을 통합해야 한다가장 잘 개발된 경관이라도 자연을 망각하고 자족적 

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생물종다양성 (Biodiversity)을 증진-환경은 동식물의 종이 멸종되어 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단지설계는 지역의 동식물 군집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새로운 조경식재설 

계는 단지의 자연형성 과정을 반영하는 유기적 패턴으로 다양한 자연 서식처를 면밀하게 재구 

축해야한다. 

5) 기훼손 지역의 재활용-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이용가능한 토지가 점차 감소되어가고 단 

지가 낭비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지는 포기하고 남아있는 농촌 

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거꾸로 바뀌어야 한다. 종전 

에 훼손된 지역은 특히 도시경관의 경우 재거주가 되어야 하고 복구되어야 한다. 

6) 복원의 습관을 들이자 경관구조가 손상되면 이는 수선되거나 복원되어야 한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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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태계가 점차 훼손되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은 복원의 요소를 반드시 가져 

야 한다. 단지의 훼손이 통제되지 않으면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자연생태계는 다양성과 복 

잡성이 감소되어 간다. 효율적 복원을 위해서는 모든 단지요소 즉 토양， 물， 식생과 야생동물 

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단지체계의 보완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생태건축의 목표로서 첫째 건축물 시공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 

원의 수요를 최소화한다. 둘째 자연의 순환체계와 재생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셋 

째 물과 공기의 오염， 외부로 부터 방출되는 열， 폐기물， 폐수의 양과 농도 그리고 토양의 포 

장을 최소화한다. 넷째 대지 주변에 다양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서식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건 

축물을 주위경관과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건강한 주생활과 업무가 가능하게 한다(김현수， 

1995)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 목표들은 내용으로 볼 때 지속가능한 설계의 원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 본 지속가능한 설계의 원칙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었 

다:1)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한다. 2)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과 생태계의 상호의존성 

을 존중한다. 3)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존중하고 생태적 사고를 갖도록 한다. 4) 설계의 결과 

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6) 미래의 

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7) 자연에너지의 흐름과 자연의 순환체계 및 

재생가능자원을 활용한다. 8)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VI. 지속가능한 설계방법 

이미 지속가능한 설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 국립공원청에서는 지속 

가능한 단지설계에 적용할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U.S. 

National Park Service(1993): 

가. 자연경관과 차원에 대해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윤리적 책임을 갖도록 촉진할 것. 

나. 주위의 상황에 맞추어 조경개발을 계획할 것. 

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생태적 통합과 경제적 활력을 모두 유지하도록 할 것. 

라. 단지를 통태적균형안에서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통합된 생태계로 이해를 할 것: 개발 

의 영향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내에 한정되어야 함. 

마. 자원이 제자리를 못찾았을 뿐 쓰레기와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것. 

바. 단기적 건설비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환경적 비용으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켜 :X. 

사.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과 영양물의 순환과정을 분석해 볼 것. 



지속가능한 설계 (Sustainable Design) 

아. 식생훼손， 토지지형 변경， 수로의 변경 등을 최소화할 것. 

자. 자연형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시설을 입지할 것. 

차.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그곳에서 처리하는 장소를 마련할 것. 

카. 단지계획 초기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현장에너지 생산과 저장수단을 결정할 것. 

타. 개발의 누적적 환경영향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개발을 단계화할 것. 

파. 자연생태계가 최대한 자력유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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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소， 재활용， 자원절약 등의 기능이 방문자의 경험에 통합되도록 시 

설을 개발할 것. 

가. 토착 재료나 기술을 구조물에， 향토수종을 조경에， 지역관습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 

또한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설계를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환경 

공생주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해 가고 있다. 환경공생주택은 지구환경을 보 

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등의 변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친 

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여 거주자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하고 쾌적하 

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및 그 지역환경을 말한다. 키타큐슈시 지구마을1번지의 사례를 보면 

환경공생형주택의 계획요소로 다음과 같은 207}지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1) 

온실， 2) 태양전지， 3) 지붕녹화， 4) 풍력발전기， 5) 솔라콜렉터， 6) 천정복사냉난방， 7) 천 

정선풍기， 8) 光樓(빛의 통로가 되는 탑)， 9) 風樓(바람통로가 되는 탑)， 10) 액티브 솔라， 

11) 물순환， 12) 식재이용， 13) 건강한 건축자재， 14) 마루밑공간， 15) 태양열이용 상복사난 

방， 16) 쓰레기 분리 , 17) 우수이용， 18) 高단열및 高氣密， 19) 콤포스트， 20) 패시브솔라 

등의 요소를 배려하였다(이규인， 이재준， 1995). 

한편 생태건축을 오래전부터 건립해 온 독일의 생태건축 사례에서 나타난 몇가지 경향을 보 

면 지속가능한 설계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경 

향을 보면 첫째 전통적 자연재료인 흙이나 나무 등의 시공방법을 현대기술에 접목시켜 미래지 

향적으로 개선하려는 건축경향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G. Minke교수의 현대식 목조진흙주택 

을 꼽을 수 있다. 이 주택은 태양열 이용을 위해 남측에 커다란 온실을 만들고 건축으로 인해 

파괴되는 토양생태계를 보상하기 위해 지붕위에 흙을 덮어 새로운 토양층을 형성시켰으며 이 

토양층에 이식된 야생잔디는 산소를 공급하는 본질적 기능외에 공기중의 먼지를 제거하며 동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둘째는 재생가능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무독성인 생태건축 소재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축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경향으로서 대표적인 건축소재로는 폐신문지 

를 원료로 하는 종이솜 단열재와 폐목재를 재활용한 목섬유 판재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는 건 

축물의 공급처리시스템을 자연의 순환체계를 닮은 인공순환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경향으로서 

자연의 순환체계와 연계된 설비시스템을 건축물에 구축하여 에너지와 자연의 활용을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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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궁극적으로 건축물을 인공생태계로 구성하여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시키려는 시도이다. 넷 

째로는 건축환경을 생물서식이 가능한 공간 즉 소생물권 (Biotop)으로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 

로 연계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는 건축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물서식 공간을 건물옥상이나 건물 

외피 또는 실내에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꾀하며 궁극적으로 건축환경을 자 

연에 통합시키려는 의도이다. 다섯째는 내외부 공간구성 및 건축과정에 사회생태학적 개념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물리적 생태건축 요소외에 건축의 계획. 설계 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단지 전체의 공간구성과 주거블럭구성 등에 사회생태 

학적 개념을 적용시켜 기존의 주거단지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김현수. 1995). 

지속가능한 설계가 우리보다 앞서서 이루어 진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설계 고려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네가지 측면에서 주로 설계요소가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째는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의 최소화이고 둘째는 인공생태계를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시키고 자연생태계를 회복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물질순환의 활성화이고 넷째는 인간의 자연과의 공생이다. 

1.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 

단지설계나 조경설계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입지나 

건물의 입지단계에서부터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지설계에서의 공간배치나 건물의 배치시에는 자연지형과 조화되도록 배치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식생훼손과， 토지지형의 변경， 수로의 변경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물의 설계시에는 

건강한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고 건축자재는 재활용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지속가능한 설계의 원칙 중의 하나가 자연에너지의 흐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생 

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부터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에 

너지는 에너지 이용으로 인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석에너지의 이용 

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 중에서 무한하면서 이 

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설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설계나 건물의 설계에서 부터 단지설계， 

혹은 도시설계의 차원에서도 태양열이 이용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태양열 이외에도 

풍력이나 바이오매스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 

3. 물질순환을 활성화하는 설계 

지속가능한 셜계에서는 물질순환을 도모하는 셜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의 재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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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에서의 물의 재순환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져야 

한다. 즉 우리가 물을 소비하게 되면 깨끗한 물이 오염된 물로 전환되어 폐수로 방출을 하게 

된다. 폐수의 양을 줄이고 상수원에서 공급되는 물을 덜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내에서 물의 

순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그 효과가 크게 된다. 따라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물의 재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은 중수도시스템을 도입하여 

한번 소비된 물을 정화하여 재이용하는 방법과 우수를 그냥 배수시키지 않고 이를 저류하여 재 

활용하거나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하여 지하수로 저류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롯 

데호텔에서 중수도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의 재순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았으며 산본신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중수도시스템을 단지차원에서 도입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비교하면 중수도가 더욱 비싸게 들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와같 

은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물의 재순환을 위한 중수도시스댐은 경제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아 

직까지는 단일건물의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수도 요금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중수도시스템의 설치 및 가동 비용은 현재보다는 저렴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수도시스템의 도입이 경제성을 가질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을 재순환하기 위해 폐수를 정수처리하는 방법에서도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지금까지와 마 

찬가지로 폐수처리장을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자연생태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자연연못을 조성하여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을 식재하고 토양을 이용한 

여과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폐수처리장치로 활용하고 었다. 

인간은 일상생활이나 생산과정에서 물질을 이용하게 되며 그 결과 부산물로서 쓰레기가 발 

생된다.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쓰 

레기의 발생자체를 줄이기 위해 생활이나 생산과정에서 물질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과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었다.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 

으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퇴비화를 하여 정원이나 텃밭의 거름 

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든지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설계를 하 

는 것이다. 특히 건축 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재활용가능한 재료를 건축재료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설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자연생태계의 회복 

지금까지의 환경설계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설계이념인 데카르트주의적 설계이념에서는 거의 

무시되었던 자연생태계의 배려를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주된 이념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 때 

문에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 훼손되어버린 자연생 

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하지만 여러가지 시도를 해가고 있다. 한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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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치수위주로 공사를 하여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어버린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기존의 콘크 

리트 제방과 직선형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조하고 있다. 하천의 직선수로를 자연형태의 수 

로로 만들고 콘크리트 제방도 자연식생이 자랄 수 있는 제방으로 개조하고 있다. 또 한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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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생태공간인 소생물권(Biotop)을 조사하여 이를 

보전하거나 훼손된 소생물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었다. 

5.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설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유지하지 위해서는 인공환경의 조성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자연생태 

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인공생태계와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지설계나 도시설계에 

서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도록 하고 이들이 네트워크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생태적으로 유리해 

질 것이다. 또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녹도를 조성하는 것도 야생동물이나 곤충들의 서식환경 

우리나라의 도시와 같이 토지가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지속가능한 설계에서 이용가능한 기법과 적용대상 

건물(주택) 

자연지형의 활용 

미기후를 고려한 단지계획 

소생물권(Biotop)의 조성 

야생동물 서식공간의 조성 

녹지네트워 조성 

생태공원의 조성 

자연형하천의 조성 

우수의 활용 

중수시설의 도입 

태양열에너지 활용 

자연에너지 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소각열 활용 

자전거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하수의 함양 

유기물쓰레기 퇴비화 

직주근접형 단지배치 

건물벽면 녹화 

지붕녹화 

분구원설치 

유기농업도입 

자연연못 폐수정화 

건강한건축자재활용 

재생가능한 에너지절약형 건축자재활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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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셜계에서 이용가능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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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는 인공지반에 옥상조경을 하거나 벽연녹화를 통해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방 

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생태관광시설의 입지시에는 자연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것을 최소화 

하고 주요 수목을 베어내지 않도록 입지시키며 건물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간 

격을 띄어서 배치해야 하고 단지내의 야간조명은 야생동물의 주야주기가 깨지지 않도록 통제 

되어야 한다(D E . Hawkins (eds) ‘ 1993) . 

앞에서 언급된 지속가능한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틀이 셜계안에 반영되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법과 기술개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설계 

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법 혹은 기술과 어느 규모의 대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가를 살펴보 

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해 이용가능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단지 

설계를 한 사례를 제시하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바람의 

aF'I(~~ 
묘}옮 

록지로 
소옴율 완확시킴 

11 징애자 전흙차징 
(몸 ~여톰| 님풍 

〈그림 1> 지속가능한 단지설계 사례 

r바림륭로톨 조싱하여 여륨결 
상핵한 바람율 률길 수 
있도록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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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l. 지속가능한 설계의 과정 

지속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설계의 과정에서 어떠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설계과정 중점고려사항 

설계목표설정 -- 지속가능성 

개발대상지 입지선정 - 토지적합성 및 환경적합성 평가(GIS 활용) 

현황조사 *생태계조사 및 소생물권(Biotop)조사 

기본계획 

*미기후 및 자연환경 조사 

*자연에너지 활용 타당성 조사 

*지역생태계의 모텔화 

*생태적 수용능력의 검토 

지속가능한셜계구상 

*지속가능한 설계대안들의 제시 

*설계대안들의 평가 

지속가능한 원칙을 토대로 한 기본설계안 

*자연과 공생가능한 설계-자연순응형 설계 

소생물권(Biotop)보존및 조성 계획 

*에너지절약형 설계-태양열활용설계 

*환경오염의 저부하형 얼계-자전거 및 보행동선계획 

*물질순환형 설계-물과 쓰레기의 재활용설계 

세부설계 환경보전형 기술을 활용한 설계 : 

*생태기술의 활용설계 

*생태건축설계 

*생태조경설계 

〈그림 2> 단지설계 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설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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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지속가능한 설계의 외국사례 

1. 미국 우드랜드(Woodland)신도시의 생태적 배수처리 방법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드 신도시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생태적 원리를 활용하여 배수처리를 한 

사례로서 종래 해오던 토목적 배수처리방식과는 달리 배수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체 도시 

(약 2.400만평 규모)의 배수를 자연지세， 토양의 투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계의 수분 

홉수능력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배수처리를 하였다. 대상도시의 토양， 수목， 풀 등의 수분홉수능 

력올 조사분석해 본 결과 토양의 종류， 수목의 종류에 따라 수분홉수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발견하여 자연생태계의 수분흡수능력을 최대화시키고 몇 개의 유수지만을 조성하면 

전체 도시의 배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를 실현시켰다.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 

외하고는 포장을 하지 않아 토양의 투수능력을 최대화하고 건물의 건립도 배수로가 되는 지형 

을 피해서 이루어지고 수분홉수능력이 우수한 토양과 수목은 보존하고 새로히 식재도 함으로 

서 가능했다(M. Hough. 1988). 

2. 영국 런던으I William Curtis Ecological Park 

영국 최초의 생태공원으로서 1977년 약 1ha 규모로 개장되었다가 1985년 재개발로 폐쇄되 

었는데 약 5만명의 탐방객이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Ecological Parks Trust(The Trust 

for Urban Ecology로 바핍)가 발족되어 생태공원 조성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공원의 

주요 내용은 시각적 홍미와 서식처， 생육지 CHabitat)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터파기나 

성토， 자갈， 모래깔기 등 기반조성을 다양하게 처리하였고 조성된 자연계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탐방동선체계를 계획하였으며 안내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동식물의 단위서식장소(생 

물학적 공간단위)이며 생명유기체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살아가는 장소인 소생물권 CBiotop) 

을 조성하였다(오구균. 1993). 

3. 미국 Louisiana주 New Orleans시 Audubon 생태공원 

이는 22.6ha 규모의 자연생태 동물원으로서 7개의 주요 전시시설로 구성되었다. 이 공원은 

과거에는 늪지였는데 이 지역의 습지생태의 해석에 기초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습 

지에 고유한 식물과 동물을 모아 전시함으로 이 지역습지의 자연생태를 재현시켰으며 식재는 

자생하는 식물의 생태종을 식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간벌함으로서 모든 식물의 

종들이 유지되고 자연적인 식생의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조성하였다. 이 공원에는 약 50종의 

야생동물이 수용되어 있고 습지생태의 탐방로도 설치되어 있다(현중영.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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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베를린시 크로이츠베르그구 데사우어거리 갈대밭 정화조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연못으로 흘려보내 갈대로 하여금 정화토록 한뒤 이 정화된 

물을 다시 가정으로 공급하여 화장실 수세용으로 재활용하도록 만들어진 세계최초의 생태적 

정화시설이다. 갈대정화시설은 모두 12단계로 나누어져있으나 크게 보아 침전조， 갈대밭， 정 

화못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먼저 2개의 침전조로 흘러가 

고 여기에서 2시간동안 물위의 찌꺼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갈대밭으로 보내어진다. 갈대와 

골풀， 그리고 갈대로 이어지는 갈대밭을 지나는 동안 식물뿌리 주변에 발생한 미생물이 오염물 

질을 걸러내고 세균을 죽이게 된다. 습지식물은 특수의 자체 공기통로를 가지고 있어 물속에서 

도 질식하지않고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여 오수를 분해시킨다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갈대밭 

을 지난 오수는 다시 1백톤 크기의 정화못에 도달하여 3일간 머무르면서 생물학적 원리에 의 

해 더욱 정화되어 별도의 수도공급관을 타고 가정으로 되돌려 진다. 정화소요시간은 5-7일 정 

도 걸리며， 가구당 년평균 2.400리터의 물을 절약하여 30%이상의 수도료를 절약하고 있다. 

5. 미국 Louisiana주 Crowley시 하수처리시설 

기존의 기계식 하수처리장이 고장이 잦아 대대적 수리가 필요해서 다른 대안으로 생태적 하 

수처리를 채택(1992년 개설)하였다. 178 에이커(약 22만평)의 면적인 하수처리시설은 외관상 

으로는 조경공간으로 보이는데 물이 보이고 물속과 물가에 식생이 자라며 주변에는 수목군이 

배경을 이루는 경관을 이루고 었다. 하수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 예비스크린-250만 갤런 하 

수를 산화연못(전체면적의 절반이상)으로 유입 -2) 7주이상 산화연못에 저류-3)늪지와 수생 

식물(키큰 갈대， 좀개구리밥 등)이 가득찬 연못에 유입， 이들 수생식물은 하수에 용해， 혹은 

침전된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지원해 줌-4)하수를 자외선 방사로 살균한 후 호수출수구 

로 방출-이들 수생식물과 미생물은 하수속의 폐기물을 그틀 자신의 생체량(Biomass)을 길러 

주는 영양소로 홉수하게 된다(J. T. Lyle. 1994), 

6. 미국 남캘리포니아주 Ventura County으I Ahmanson Ranch의 주거단지개발 사업 

이전에 양을 키웠던 목장으로서 13.000에이커(약 1. 600만평)규모의 주거단지인데 전체지역 

의 약 90%는 전혀 개발하지 않고 언덕과 숲이 있는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남겨 놓았다. 이 지 

역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멀리 하도록 전기셔틀과 컴퓨터를 이용한 재택근무와 보행로와 자전 

거 도로를 도입하고 있다. 우수를 하수관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유수지에 가두어 고갈된 지하수 

위를 보충하고 있으며， 잔디와 외래수종 대신에 향토수종 혹은 내건성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모든 지속가능성 요소를 일관성있고 반복가능한 모델로 통합시킨 첫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P. Robert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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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동부 버지니어주의 Haymount 주거단지계획 

Rappahannock 강변의 농경지 1.700에이커(약 208만평)를 4.000세대 입주하는 주거단지 

로 개발했는데 생태건축재료(투수성 포장， 지속가능하게 벌채된 목재 등)만 사용하였다. 에너 

지절약의 일환으로 지역고용을 촉진시키고 통근교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피스와 상업건물공 

간을 750.000 평방피트 확보하고 모든 주거는 상점， 놀아터， 각종 서비스시설과 보행권내에 

위치시켰으며 많은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대규모 야생동물 이동로(Wildlife corridor)로 남겨 

두었다. 개발지역에서는 계약조건으로 식재수종을 한정하여 유기농법으로 관리되는 향토수종 

혹은 식용의 종(edible species)만을 식재하고 우수와 오수는 조성된 저습지를 이용해 현지에 

서 정화하였다(P. Roberts. 1994). 

8 미국으I Prairie Crossíng 주거단지 계획 

농촌특성을 보존하는 단지개발로서 농장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 대신에 지속가 

능한 접근으로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장으로 보존하였다 농업용창고등 기존의 농장건물을 재 

활용하여 지역사회센터나 농산물시장으로 이용하고 단지내 면적의 70%를 오픈스페이스로 확 

보(160에이커의 초원조성. 22에이커의 호수. 13에이커의 습지와 유기농법농장)하였다. 이단 

지를 2.200에이커의 Liberty Prairie Reserve(초원보존지)와 Des Plaines강과 ·연결하고 

초원과 습지를 조성하면서 우수유출량과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식재된 늪지를 이용한 4단계 

우수여과시스템을 시행하도록 하였다(F. E. Martin. 1995). 

9. 독일의 Kiel Hasse 생태주거단지 

이 주거단지는 20호의 주거공동체로서 단지의 모든 시스템을 생태계로 보고서 이들 시스템 

의 물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성해 나가고 있다. 자연형 태양열 이용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단열과 지붕의 녹화를 하며 건축재료도 독성이 없고 자원절약형의 자 

연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를 이용하기 위해 집수하여 연못에 저장하고 화장실도 물을 쓰지 

않는 건조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정화연못에 식물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오수정화가 되도록 하고 었다 

10. 일본의 世田음區 환경공생주택단지계획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주변환경과의 친화성을 제고하며 거주환경의 건강과 쾌적성을 도모한 

다는 세가지 목표하에 단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키고 유효하게 이용하는 기술， 자연에너지와 미이용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기술， 물을 

순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과 내구성을 장기화하는 기술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풍부하고 순환성을 배려하는 기술， 건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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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연관성을 향상하는 기술， 지역문화와 자원을 조화시키는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 거주 

환경의 건강과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은혜를 향수하는 기술，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아름답고 조화되는 디자인‘ 풍부한 동네의식을 달성하 

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盛間通 편저. 1994) 

9.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었다. 

첫째는 국토나 도시 동의 공간과 건축물을 계획하고 셜계하는 계획가나 셜계가와 제품디자인 

이나 그래픽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친환경적이라는 

개념과 지속가능한 설계패러다임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간을 계획하 

고 설계하는 일을 주문하는 발주자， 즉 주로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민간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설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를 발주시에 적극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세째 

는 공간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공간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평가하는데 미적 기준이나 기능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 

는데， 이제는 공간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지속가능성의 기준 혹은 친환경적 기준올 같이 고려 

해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 미적 기준이나 기 

능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고려하여 높이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는 현재와 같이 환경의 가치를 경제가치로 환산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지 

속가능한 셜계가 이루어지면 경제성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는 지속가능한 설계기법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기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설계를 시도하고자 해도 어떻게 셜계를 하 

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기법개발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첨해 줄 때 지속가 

능한 설계가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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