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탄소제로도시 건설

1. 목적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는 ‘석유 이후의 시대(post-oil Era)'를 슬로건으로 내
걸고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 건설중인 온실가스(탄소), 쓰
레기, 자동차가 없는 3無도시 건설 프로젝트임.
면적 약 6㎢, 예상공사비 약 220억 달러, 4만명 정도의 상주인구와 5만명 정도의
출퇴근 자를 포함 총 9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1,500개 기업을 입주시킬 예
정임8).
MIT, 동경공업대, 캠브리지 대학 등의 주요대학 및 GE 등 유명기업의 연구진들
이 참여 그린에너지를 기반의 최첨단 기술들을 동원 세계최초ㆍ최대규모의 실질적
인 탄소제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

2. 개요
구분
위치

내용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 인근

규모 및
개발기간

부지면적 : 약 7㎢(여의도 면적의 75%)
계획인구: 약 50,000명, - 2016년 완공 예정

개발주체

아부다비 미래에너지회사(ADFEC)

설계자

노만 포스터
220억 달러를 투입하여 아부다비 외곽에 건립 중(7단계에 거쳐 추진)
그리에너지 전문기업 1,500여 개의 사업장 수용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
7개 컨셉 요소(key concept)

개발특징

3. 주요 추진 계획
1) 필요 에너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태양열, 풍력,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필요한 전력생산
- 박막 태양전지를 지붕과 벽의 소재로 사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전체를
태양에서 얻도록 계획함.

도시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광(82%)에서 얻고 나머지는 쓰레기에서
얻은 재생에너지(17%)와 풍력에너지(1%)에서 충당할 계획임.

2)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모든 교통수단 배제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전기만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
축 하여 교통수단 이용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계획임.
- PRT(Personal Rapid Transit) : 개인용 전기자동차의 일종으로 주로 근거리 이
동시 이용. 행선지를 입력하면 자동운전시스템에 따라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킴.
- LRT(Light Rail Transit) : 도시내 원거리 이동 또는 대량 수송시 이용할 교통
수단으로 방문자나 출퇴근자 이동의 핵심수단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는 새로 조성되는 도시 내에서 운행할 수 없음.
- 도시 외곽의 주차장에 주차후 PRT나 LRT로 환승하거나 자전거 이용 또는 도
보로 도시 내로 이동

3) 자연 냉난방 활용
건물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연 냉난방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에어컨 사
용 배제
- 바람길을 확보하고 지하의 시원한 공기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

그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건물 1층을 개방하여 보행자
통로로 이용함.
- 도시주변을 아랍 전통양식 성곽으로 둘러쌓고, 건물을 좁은 골목주변으로 밀
집시키는 아랍 전통의 도시계획 방식 활용

4)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 체크를 위해 도시 전역에 유비쿼터스 센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공지, 에너지 사용량을 초과할 시 실시간 경고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

5) 기 타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약 50%)은 재활용하고, 유기폐기물(약 17%)은 비
료, 퇴비화 하며, 나머지 재활용 불가 폐기물(약 33%)은 연소하여 에너지로 회수하
여 도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없앨 계획임.

첨단기술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도시 완성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하에 세계 유수
의 기업, 연구소, 대학들과 제휴하여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을 추진함.

4. 건설효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제로 도시 구현
도시개발 자체를 미래의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세계를 선도할 신기술 개발을 통
해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
지역환경에 적합한 전통 건축양식과 도시설계기법을 활용
최첨단기술의 개발ㆍ적용과 과감한 투자
도시계획과 최첨단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도시개발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국내 상황에서 단순 모방에는 무리가 있으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시
특정구역을 지정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적용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음.

마스다르시티 조감도 및 구상도(출처: http://www.masdar.ae/)

무인자동차 - 포드카(podcar): 운전자 없이 레일 위를 달리는
전기택시(http://www.automotto.org; www.motorauthority.com)

마스다르 프로젝트 계획도

마스다르 PRT 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