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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추진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너지전환이란 독일의 에너지 공급을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정책을 

가리킨다. 독일은 2050년까지 전기공급의 80% 

이상, 전체 에너지 공급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25년까지는 전기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40~45%(현재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정치권과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Deutschland ist…
Nachhaltigkeit

Deutschland ist…
Nachhaltigkeit0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에너지이다. 지난 20년 간의 산업성장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독일에서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생산에 소요되는 실질 생산비는 약 

6~9센트/kWh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를 신설하여 얻는 전기생산비와  

맞먹는 수준이며,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통해 얻는 

전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Was man über die
Energiewende wissen sollte

독일의 에너지전환

Was man über die Energiewende wissen sollte

독일의 에너지전환

Atomausstieg – Fragen und Antworten

독일의 탈원전 Q&A

Alles über Nachhaltigkeit in Deutschland

독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모든 것

Agenda 2030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PASCH-Modeworkshop „Aus Alt mach Schöner‘‘

PASCH 패션워크샵 - “헌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Deutscher Nachhaltigkeitspreis

독일 지속가능성 상

Abfallwirtschaft in Deutschland

독일의 폐기물 산업

EU-Woche der Abfallvermeidung

유럽연합 폐기물절감 주간

Berlin Energy Transition Dialogue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

Essen – Grüne Hauptstadt Europas 2017

에센 시, 2017 유럽 녹색수도

Nachhaltiger Tourismus

지속가능한 관광

Seoul Energy Dream Center

서울에너지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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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속가능성
미래 희망을 제시하고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은 21세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주한독일대사관 공보부

숫자로 보는 에너지전환 현황(2015년 기준 / 단위: TWh(테라와트시)*)

* 임시 수치, 일부 추정치 / **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출처 독일 에너지시장 연구조사기관 ‘AGEBAG Energiebilanzen’ / 기준 2016년 8월 

재생에너지 29%

기타 4.2%

석유 0.9%

원자력에너지 14.2%

갈탄 24%

천연가스 9.4%

석탄 18.3%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6%

풍력 12.3%

일반가정 폐기물** 0.9%

태양광 6%

수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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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같은 산업국가가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블랙아웃의 위험은 없는가?

독일은 유럽에서 정전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풍부하지 않고 해가 나지 않을  

때에도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백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향후 수십 년간은 전력 수요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가 유연하게 백업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여타 

재생에너지원(수력, 바이오매스, 지열)과 전기 

저장장치가 백업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는 생산지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어떤 기술적 해결책이 있는가?

기존 전력망은 견고하다. 전력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 및 태양에너지 비율이 

40%에 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확충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발트해 연안에서 생산된  

풍력 전기를 바람이 없는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고성능 전력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풍력단지 및 태양열 발전소를 대폭 신설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2
 1 3

1  © colourbox
2  작센-안할트 주 파른슈테트의 
초원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dpa 

3  © colourbox

독일은 일부 주변국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취하는 

유보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

에너지전환 정책은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번째 과제는 석탄, 석유, 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 과제는 

기후변화가 현대 사회의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자, 동시에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유럽이 공동 결의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대폭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주변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풍력단지와 

태양광 발전소를 기존의 전력체계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 이행과 전력시장의  

유의미한 규제를 위해 정치권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는가?

재생에너지법은 2000년 발효와 동시에 기술 경쟁을 

촉발했고,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가 이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시작되는 2단계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안전하며 비용이 효율적인 에너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곧 풍력 및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량에 

맞춰 석탄과 가스발전소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전력수요와 전기저장장치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여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법적 토대가 재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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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환경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에너지전환은 독일 산업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다.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가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비용만큼 저렴해진다면, 태양과 바람이 보다 풍부한 

국가에서는 비용절감의 폭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수많은 혁신을 

창출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에너지분야뿐만 아니라, IT 기술 및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수십 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다. 

어떤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 에너지전환에서 비용대비 

효용은 어떠한가?  

독일은 매년 8백 억 유로 이상을 석탄, 석유, 가스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일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성장과  

고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효용 측면에서 

확실히 긍정적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가정의 총지출액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므로, 

가정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07Deutschland ist…
Nachhaltigkeit

가장 지속적인 방법은 전기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에너지 효율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함께 에너지전환 

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두 번째 기둥이다. 사용하지  

않은 전기는 곧바로 화석연료의 절감으로 이어지고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의 필요성도 줄여준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의 전기소비량은 2007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전기사용량을 

10% 줄인다는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 정책적으로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탈핵은 에너지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에너지전환의 역사는 훨씬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독일은 이미 1990년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시작했고,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과 함께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0년 독일 정부는 독일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2022년까지 탈원전에 합의했다.  

메르켈 정부는 2011년 석탄, 석유 및 가스와 결별하고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및 지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수급체계를 전환하는 

독일의 오랜 노력을 이어받아 일련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의했다.

Q—독일은 50여 년 전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 왔는데 굳이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새로 실시한 위험분석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독일연방정부가 구성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에너지는 위험부담이 낮은 친환경 기술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Q—독일은 다른 국가들도 원자력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A—각 국가는 자국의 에너지수급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물론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상당하다.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2011년 

원자력 재도입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고, 벨기에 

역시 이즈음 탈원전을 결정했다. 스위스는 2017년 

5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탈원전 결의 이행을 

지원하며,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Atomausstieg
Fragen und Antworten

독일의 탈원전 Q&A

독일의 환경 및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
연방환경 · 자연보호 · 건설 · 원자력안전부
BMUB,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

h. www.bmub.bund.de

연방방사선보호청BFS,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h. www.bfs.de

연방핵기술처리안전청
BFE, Bundesamt für kerntechnische Entsorgungssicherheit

h. www.bfe.bund.de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h. www.umweltbundesamt.de

방사선보호위원회Strahlenschutzkommission

h. www.ssk.de

원자력안전위원회Reaktor-Sicherheitskommission

h. www.rskonline.de

독일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모든 것(독일외무부 운영 사이트)

h. www.energiewende-global.com

독일 원전 현황
지난 2015년 6월 27일 그라펜라인펠트 원전이 폐쇄되면서 독일에는 현재 원전 8개가 가동 중이다.

(가로 안은 폐쇄예정시점)

A. 브로크도르프Brokdorf 원전(2021년 말)

B. 엠스란트Emsland 원전(2022년 말)

C. 그론데Grohnde 원전(2021년 말)

D. 필립스부르크Philippsburg 2 원전(2019년 말)

E. 네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2 원전(2022년 말)

F. 그룬트레밍엔Grundremmingen B 원전(2017년 말) 

G. 그룬트레밍엔Grundremmingen C 원전(2021년 말)

H. 이자Isar 2 원전(202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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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A—독일은 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9기에서 생산되던 

전기는 기존의 예비 전력량으로 대체되어 충분히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8기는 향후 재생에너지, 이미 건설 중인 화석연료 

발전소, 부하관리, 전기저장장치, 고효율의 유연한 

추가 가스발전소(열병합발전소, 복합사이클발전소, 

가스터빈) 등을 통해 점차 대체될 것이다.

Alles über Nachhaltigkeit 
in Deutschland 독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모든 것 

 1
 2

1  © colourbox
2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브로크도르프(Brockdorf) 
원전 전경. © dpa

 4

 6

 7

 8

 9

 11

 12

 10
 13

 16

 14

 15

Q—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최종처리장은 언제 

건설되는가?

A—독일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단계적 

최종 저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최종처리장 물색을 10년간 연기했던 

모라토리엄을 2010년에 해제했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최종 저장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2011년 6월 6일 에너지 

수급안을 통해 지리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지 탐색 절차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년 

7월 24일에 부지선정법이 발효되었다. 부지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정계, 재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과 최종저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방환경부를 지원하는 

“연방핵기술처리안정청”이 업무를 개시했다. 

Q—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

A—원전 해체비용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 운영 기간 

동안 적립한 충당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체비용에는 

조사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최종 저장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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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트 알스터존네Alstersonne

 함부르크

함부르크 內 알스터호를 운행하는 태양광보트 

‘알스터존네Alstersonne’는 길이가 30미터이며 정원은 

100명이다. h. www.alstertouristik.de

펠보름Pellworm 에너지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텐메어 국립공원에 위치한 

펠보름섬은 에너지 소비량의 2/3를 태양에너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로 자체 충당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할 계획이다. 

h. www.pellworm.de

브레멘 대학 아르텍Artec 
지속가능성 연구소

 브레멘

아르텍 연구소는 브레멘 대학의 학제간 연구센터다. 

아르텍 연구소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학술자문활동을 한다. 

h. www.uni-bremen.de/de/artec-

forschungszentrum-nachhaltigkeit

귀스트로브Güstrow 자연공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야생공원Wildpark MV은 

2000년 엑스포를 기념하여 귀스트로브 자연공원으로 

개장되었다. 동물 관람 외에도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의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볼 수 있다. 

h. www.wildpark-mv.de

괴텔보른Göttelborn 태양광발전시설
 자를란트

과거 유럽 최대 광산 중의 최대 규모의 괴텔보른 광산은 

2000년 이후 활력 넘치는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했다. 

특히 태양광모듈 5만 개 이상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괴텔보른에 조성되었다. 4번 

수직갱도인 백색 탑이 특별한 볼거리에 속한다. 높이 

100여 미터에 달하는 백색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직갱도탑에 속한다. h. www.urlaub.saarland

바이오에너지마을 윤데Jühnde

 니더작센

윤데는 주민이 에너지공급에 직접 참여하는 선구적인 

지자체로 손꼽힌다. 윤데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지자체에 필요한 전기량의 두 배 가량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h. www.bioenergiedorf.de

바드 샨다우Bad Schandau 
키르니츠협곡트램Kirnitzschtalbahn

 작센

바드 샨다우와 젝시셰 슈바이츠 국립공원 內 

리히텐하이너 폭포 사이의 좁은 협곡을 통과하는 

키르니츠협곡트램의 운행구간은 독일에서 가장 

로맨틱한 트램구간으로 손꼽힌다. 바드샨다우에 위치한 

차고에 장착된 태양광모듈이 트램의 전력원이다. 

h. www.ovps.de

재생에너지의 도시 다르데스하임Dardesheim

 작센-안할트

소도시 다르데스하임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다르데스하임은 주민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10배 

이상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풍력기 35개로 이루어진 드루이베르크 

풍력발전소가 다르데스하임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h. www.energiepark-druibe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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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alliance

자브뤼켄 인근의 괴텔보른에서 한 기술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을 점검하고 있다. © dpa – International귀스트로브 자연공원 내 아쿠아리움.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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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대학교 캠퍼스의 우주 형상물. © picture alliance/dpa

다르데스하임 농협의 바이오가스설비. 다르데스하임 농협은 자체 농산물(옥수수 
및 거름)을 통해 연간 3백만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 dpa-Report

1898년 개통된 키르니츠협곡트램 기차가 리히텐하이너 폭포 방향으로 운행 중이다. © dpa-Report

© picture alliance / Arco Image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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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바흐Morbach 에너지단지
 라인란트-팔츠

모어바흐 북부의 옛 군사부지에 조성된 모어바흐 에너지단지에서는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기에너지 및 때때로 열에너지가 생산된다. 

h. www.energielandschaft.de

슈프레강의 태양광보트 솔론SOLON

 베를린

2009년 8월 12일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으며 솔라워터월드사의 첫 대형 

태양광보트 ‘솔론’ 진수식 및 처녀운항이 이루어졌다. 고성능 태양광모듈 덕분에 

솔론은 태양광만으로 시속 9km를 기록했다. 최대속도는 시속 15km이며, 

최대운항시간은 햇빛이 있는 경우 무한대에 달한다. 심지어 햇빛이 없어도 최대 

10시간 운항이 가능하다. h. www.solarwaterworld.de

태양의 도시 겔젠키르헨Gelsenkirch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과학공원Wissenschaftspark에서 출발하는 태양의 도시 

겔젠키르헨 투어에서 석탄고 위에 위치한 

태양광설비와 태양광단지 4곳, 그리고 할데 숄벤에 

위치한 대규모 풍력설비 2곳을 볼 수 있다. 

h. www.solarstadt-gelsenkirchen.de

에너지자급마을 펠트하임Feldheim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에 위치한 펠트하임이라는 마을은 

‘에너지 자급 달성 및 에너지기업들로부터 독립한 최초의 

마을’이자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h. www.neue-energien-forum-feldheim.de

프라운호퍼 태양열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

 바덴-뷔르템베르크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열에너지연구소 프라운호퍼 

ISE는 태양광, 태양열, 건물에너지기술, 수소기술 및 

에너지시스템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h. www.ise.fraunhofer.de

바이오에너지마을 슐뢰벤Schlöben

 튀링엔

2012년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로 선정된  

800년 역사의 슐뢰벤은 예나-잘레-홀츠란트로 구성된 

바이오에너지단지의 일부다. 난방망과 광대역 

통신망의 결합은 슐뢰벤이 튀링엔 미래상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h. www.schloeben.de

뫼를렌바흐Mörlenbach의 태양광 레일바이크
 헤센

1994년 폐쇄된 위버발트 철도(Überwaldbahn) 노선 가운데 약 11km에 

이르는 뫼를렌바흐-발트 미헬바흐 구간은 문화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내 문화재보호를 받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철도 구간에 속한다.  

이 구간에 태양광 레일바이크가 운행 중이다. 태양광 레일바이크는 근육과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철도 교통 수단으로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좌석 4개에 장착된 페달을 밟아 레일바이크를 움직이며, 저장된 태양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h. www.solardraisine-ueberwaldbahn.de

미텐발트Mittenwald의 
브룬슈타인휘테Brunnsteinhütte

 바이에른

독일 알프스 산악협회 환경마크를 받은 브룬슈타인휘테 

산장은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h. www.brunnsteinhuett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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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식 후 처녀항해 중인 태양광보트 솔론. © picture alliance

겔젠키르헨의 과학공원 라인엘베. © picture alliance / blickwinkel

© picture alliance/chromorange © Hans-Peter Gallenberger

© dpa

프라운호퍼 ISE 태양광기술평가센터의 
연구원.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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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030 어젠다가 채택되었다. 전세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2030 

어젠다는 야심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불가분하게 

상호 연계된 사회, 환경 및 경제는 17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최초로 동등하게 다루어졌다.  

17개 목표는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및 파트너십partnership의 5개 구성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030 어젠다는 GDP의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글로벌 번영을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본다. 2030 

어젠다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 등을 통해 각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정책,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퇴치는 불가분의 

관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한 2030 어젠다 실행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저배출 생활 및 경제방식, 즉 차세대를 

위한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030 어젠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찍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국내외 활동의  

토대로 삼아온 독일에서 2030 어젠다는 개발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분야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맞춰지도록 지원하며, 

독일의 지속가능성전략은 2030 어젠다 실행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소관 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의식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변화를 도출하는 지속가능성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국민, 시민사회,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제 등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 

설립한 지속가능섬유연맹이다. 지속가능섬유연맹의 

설립목적은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NGO, 

정부가 힘을 합쳐 목화 재배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섬유공급망을 따라 사회적 · 생태적 

제반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Agenda 2030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빈곤 척결 기아 척결 건강한 삶과 
웰빙

양질의 교육 남녀평등 모두를 위한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지속가능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불평등 척결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대비

해양 · 해양자원 
보존

육지생태계 
보호

평화 · 정의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부산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2015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패션 그리고 환경과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다. 서울, 대전 및 부산의 PASCH 

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은 독일의 패션디자이너 랄프 

슈흐만Ralf Schuchmann으로부터 의복이 생태적 · 사회적 

관점에서 환경과 공생하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어서 학생들은 4~5명씩 팀을 이루어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주제로 재봉틀 작업을 직접 

해보았다. 학생들은 직접 손으로 작업하면서 패션을 

창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사이클링은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새로 재단하거나 새로운 천을 덧대어 세련되게 

변모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입던 옷은 새롭게 재탄생하고 동시에 쓰레기는 

절감된다.

워크숍에서는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의상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렇게 탄생된  

의상은 ‘독일과 한국의 패션 그리고 환경과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9일 열린 PASCH 

축제 패션쇼에서 무대에 올랐다. 낡은 티셔츠가 

완전히 새로운 티셔츠로, 그리고 폴로셔츠가 치마로 

탈바꿈했다. 특히 획기적이었던 작품은 남성용 셔츠와 

낡은 바지로 제작된 원피스였다.

디자이너 랄프 슈흐만은 “헌 옷을 아름답고  

새롭고 창의적인 옷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준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패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ASCH란…?
PASCH 는 ‘학교, 

미래의 파트너’ 

이니셔티브를 가리키는 

용어로, 독일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 세계 1,800여 개  

학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다. 독일 

외무부가 발족한 PASCH 협력기관으로는 

해외학교관리처ZfA, 독일문화원GI, 

독일학술교류처DAAD 및 독일교육교류처PAD가 

있다. h. www.pasch-ne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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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전거 재활용 부품으로 “업사이클”된 수제 핸드백 

© picture alliance / dpa Themendie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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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5개 경쟁 부문, 8백 명 이상의 지원자,  

시상식 및 폐막식 행사 참가 인원 2천여 명 등 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해당 부문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2017년 10주년을 맞이했다.

TV 저널리스트이자 법조인 출신의 슈테판 슐체-

하우스만이 제정한 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독일 

지속가능성 재단이 독일연방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지역 관련 협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재계와 

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기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여러 심사단계를 거쳐 

수여된다. 독일 정부는 연구 및 건설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 상을 수여하는데, 건설 부문에서는 

독일지속가능건설협회DGNB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효율성’ 분야의 탁월한 전략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에게 특별상이 수여된다.  

후보 및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단은 재계, 지자체, 

정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인도주의적 및 친환경 활동에 대해 주어지는 

명예상도 있다. 명예상은 국내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탁월한 공헌을 한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

독일 지속가능성 회의는 약 2천 명이 참가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지속성에 관한 국가 회의다.  

독일 지속가능성 회의에는 CEO 및 기업과 행정 분야의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이 패널로, 그리고 시민사회, 

정계, 학계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지속가능성 회의는 참가자 전체회의와 전문 주제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분야별 소규모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h. www.nachhaltigkeitsprei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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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eutscher 
Nachhaltigkeitspreis

2  2016년 독일 지속가능성 상 
수상자들. © Deutscher 
Nachhaltigkeitspreis

3  2016년 독일 지속가능성 
상 명예상 수상자 니콜라스 
케이지. © Deutscher 
Nachhaltigkeitspreis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원칙을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모범적 성과를 낸  

인물과 프로젝트를 시상하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지속가능성 상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독일의 

노력‘Sustainability made in Germany’이 지속가능성의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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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발달된 산업구조를 갖추었으나 천연자원 

빈곤국가인 독일에게 폐기물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원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폐기물산업은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에서 1990년 폐기물에서 유해가스 총 3,800만 

톤이 배출되어 기후가 악화되었지만, 이제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연간 유해가스 1,800만 톤이 

감축되고 있다.

독일의 총 폐기물에서 재활용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높다. 유럽의 폐기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정 및 가정과 유사한 곳으로부터 배출되는 

포장폐기물의 최소 50%가 재활용되어야 한다. 독일은 

이미 2010년에 재활용률 85%를 기록하며 유럽 

기준을 초과 달성했으며, 최근에도 재활용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 생산된 유리용기는 4백만 톤에 

달하는데, 그 중 63% 가량이 재활용 유리로 

생산되었다. 현재 생산되는 전체 유리병의 약 60%는 

“이미 사용된 유리파편”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유리 색상에 따라 그 비율은 90%에 달하기도 한다. 

유리는 다른 소재에 비해 여러 번 녹여서 재활용해도 

품질 손상이 전혀 없어 신제품 가공이 용이하다.

종이와 마분지 재활용률은 유리보다 훨씬  

높다. 종이제품 총 2,260만 톤 중에서 약 71%가 

폐지로 생산되는데, 그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폐지 재활용은 폐기물을 줄이고 목재, 에너지, 물,  

공기 등의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반복 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종이 섬유는  

최대 7회 재활용이 가능하다.
2016년부터 비닐봉투 유상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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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재별 재활용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덕택에 

독일 전역에서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포장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효율적 재활용 

시스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포장재 처리 비용도 최근 50% 가량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일반가정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전분리 

및 소재별 깨끗한 분리는 양질의 재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수거 이후 처리 단계도 줄여준다.   

 1 3
 2 

1  플라스틱 및 포장재 폐기물용 
노란색 재활용품 쓰레기통.  

© picture alliance/dpa 
2  독일 드러그스토어 체인 DM에 
비치된 재활용품 쓰레기통.  

© picture alliance/
Norbert Schmidt 

3  라이파Leipa 종이공장 
전경. © dpa 

비닐봉투는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최장 500년이 걸린다.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독일 국민 1인당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71장이다. 여론조사기관 You 

Go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독일 국민은 비닐봉투의 유상판매를, 그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비닐봉투의 전면금지를 찬성한다.

독일판매업협회와 바바라 헨드릭스 연방환경부장관은 향후 10년간 

비닐봉투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판매업자들이 합의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닐봉지 유상 판매에 관한 법안이 2018년 제정될 수 

있다. 봉투 가격은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2018년까지 전체 비닐봉투의 

최소 80%가 유상 판매될 계획이다. 본 협약의 배경이 된 EU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인당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 목표는 1단계에서 연간 90장, 2단계인 

2025년까지는 연간 40장이다. 한 남성이 대형마트 체인 페니Penny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있다.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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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 18. bis 26. November 2017 findet Europas 

größte Kampagne rund um Abfallvermeidung 

und Wiederverwendung zum siebten Mal statt. 

In allen europäischen Ländern beschäftigen 

sich in der EU-Woche der Abfallvermeidung 

Hersteller und Bildungseinrichtungen mit dem 

Thema „Verpackungsabfälle vermeiden“. Allein 

in Deutschland finden über 500 Aktionen 

statt – so viele wie noch nie. In Deutschland 

bieten viele Bäckereien und Cafés statt 

„Coffee to go“ umweltfreundliche Mehrweg-

Alternativen an, Supermärkte informieren 

über verpackungsarmes Einkaufen. 

Aufklärungsarbeit findet in Schulen, Behörden 

und auf öffentlichen Plätzen statt. Über 50 

Repair-Cafés öffnen ihre Türen und zeigen, 

dass vieles, was oft weggeschmissen wird, 

repariert werden kann.

Bereits 2005 hat die EU-Kommission 

eine Strategie für Abfallvermeidung und 

-recycling beschlossen. Allerdings erweist 

es sich als schwierig, geltendes Recht und 

angestrebte Standards für Entsorgung oder 

Recycling von Abfällen in den Mitgliedsstaaten 

gleichermaßen umzusetzen. Vor dem 

Hintergrund der Klimaschutzziele kommt der 

Abfallvermeidung eine hohe Bedeutung zu. 

Die Woche der Abfallvermeidung ist daher 

eine wichtige Kampagne, um Verbraucher 

und Hersteller auf dieses Thema und eigene 

Handlungsmöglichkeiten aufmerksam zu 

machen.

Laut Angaben des Umweltbundesamtes 

UBA ist zwischen 1996 und 2014 die Menge 

an Verpackungsmüll um über 30 Prozent 

gestiegen. Bis zum Jahr 2020 sollen 

Siedlungsabfälle zu 65 Prozent recycelt 

werden. Der Rest soll energetisch zur 

Stromerzeugung verwertet werden. Das 

Ziel ist, keinen Abfall mehr klimaschädlich 

zu deponieren. Die Bundesregierung will 

die Abfall- und Kreislaufwirtschaft in den 

nächsten Jahren zu einer nachhaltigen 

ressourceneffizienten Stoffstromwirtschaft 

weiterentwickeln. Dafür müssen Abfälle 

zunächst konsequent getrennt werden.

Rohstoffe sollen zunehmend recycelt 

werden. So gehen zum Beispiel jährlich 

tonnenweise kostbare Rohstoffe wie Kupfer 

oder Platin dem deutschen Rohstoffkreislauf 

verloren, weil aussortierte oder defekte 

Elektrogeräte ins Ausland verbracht werden. 

Die Bundesregierung setzt sich für eine 

klare europäische Regelung ein, dass nur 

funktionstüchtige Geräte exportiert werden 

dür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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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Energy Transition 
Dialogue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

2015년부터 매년 봄 세계 각국 대외 에너지 경제 

및 에너지 정책 담당자, 재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이는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독일 정부가 

연방재생에너지협회(BEE), 연방태양에너지협회 

(BSW-Solar), 독일에너지에이전시(dena), 

eclareon社와 공동주최하는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는 전 세계 일반관람객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만남의 장으로 발돋움했다. 2017년 G20 

의장국을 맡은 독일은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 힘쓰고 있다.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 총투자액이 화석연료 및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넘어섰다. 많은 국가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에너지효율성을 대폭 제고했으며,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를 시작했다. 이로서 혁신을 

근간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불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다.  

파리 협약과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의제 관련 국제협력 

개선과 상호 학습에 중점을 둔 보다 긴밀하게 연계된 

대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에 70여 

개국 50여 개 공식사절단과 에너지장관 및 외무장관 

30여 명을 포함한 고위급 참가자 1천여 명 이상이 

최신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투자가능성과 미래 사업모델 논의에 참여했다.프라이부르크 시청은 포장재 폐기물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테이크아웃 커피에 재활용 가능한 컵을 도입했다. © dpa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바로 가기

환경 및 쓰레기 관련 독일어 표현

베를린 에너지전환 국제회의

h. www.energiewende2017.com

연방재생에너지협회

h. www.bee-ev.de

연방태양에너지협회

h. www.solarwirtschaft.de

독일에너지에이전시

h. www.dena.de

eclareon GmbH

h. www.eclareon.com

die Abfallvermeidung 폐기물절감

die Abfallwirtschaft 쓰레기산업

die Kreislaufwirtschaft 순환경제

der Verpackungsabfall, der 

Verpackungsmüll 포장지 쓰레기

das Abfallrecycling 쓰레기 재활용

die Entsorgung (쓰레기 혹은 폐기물) 처리

die Stromerzeugung 전력생산

der Rohstoffkreislauf 원자재순환

umweltfreundlich 친환경적인

klimaschädlich 환경에 유해한

deponieren 쓰레기를 버리다

verwerten 사용하다, 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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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 시의 대기와 토지를 오염시키던 석탄산업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에센 시가 

모범적 생태도시로 탈바꿈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전망이다. 2010년 유럽 문화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촐페어라인 탄광Zeche Zollverein으로 유명한 

루르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에센이 2017년 유럽의 

녹색수도로 선정된 것이다.

Essen
Grüne Hauptstadt Europas 2017

에센 시, 2017 유럽 녹색수도

2322

Essen

에센 시는 무엇보다 발덴아이제 호수Baldeneyesee에서 

다시 수영이 가능해진 것에 크나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과거에 루르 지방의 부유물질이 집결하는 

일종의 침전 탱크로 전락했던 발덴아이제 호수는 

지난 46년 간 과도한 세균함량으로 수영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하수장치 설치를 통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면서 조만간 발덴아이제 호수에서 

마음 놓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센 시측은 

“루르 지방에서 수영이 가능해진 것은 녹색수도로 

선정된 해에 추진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대목이다. 수질 조기경보체제 덕분에 2017년 5월 첫 

시범풀장이 개장되었다. 에센 시가 합법적인 대규모 

자연유수풀장을 보유하게 된 유럽 최초의 도시가 된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센 시가 차후 추진할 프로젝트는 뒤스부르크에서 

에센을 거쳐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21km 길이의 

아스팔트 자전거도로 개설이다.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는 ‘자전거용 아우토반’을 개설하여 루르 지방  

주민 누구나 자전거로 수월하게 통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에센 시는 유럽의 녹색수도로 선정된 2017년  

한 해 동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꿀벌에게도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에센 시는 도시 

곳곳에 꿀벌을 불러 모을 양봉가들을 지원하여, 

2017년 ‘녹색수도 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h. www.essengreen.capital

 1  3
  2 4

1  에센 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촐페어라인 탄광 뒤쪽으로 
가을 단풍으로 완연하게 물든 
숲이 펼쳐져 있다. © dpa 

2  에센 시의 발덴아이제 
호수 전경. © dpa 

3  촐페어라인 탄광 부지의 
자전거도로에서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 dpa 

4  에센 시의 대학가에 새로 
조성된 공원 전경. © dpa 

유럽집행위원회는 매년 ‘유럽 녹색수도’를 

선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선정기준이다. 2017년 유럽 녹색수도 타이틀은 

에센 시에 돌아갔다. 에센 시는 무엇보다 석탄 · 철강 

도시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럽 녹색수도’로 선정된 에센 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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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가지 1위는 압도적인 

차이로 독일이 차지했다. 독일 국민의 1/3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다. 독일의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총 290만 명으로, 독일 전체 부가가치의 4.4%에 

달하는 970억 유로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의 관광산업 

규모는 자동차 및 기계제조 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독일 경제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연성관광’으로도 불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한다. 첫째, 여행지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즉,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둘째,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심도 있게 원형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한다. 셋째, 

여행지의 문화에 자신을 맞춘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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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연성관광상품으로는 주제별 트래킹 코스, 

맨발길, 스노슈잉 투어snowshoeing tour, 농장 직판샵  

등이 있다. 주제별 트래킹 코스는 지역사, 산업사,  

광산, 목재업 등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마련된 트래킹 코스이다. 특히, 고습지나 

비오톱 등 특이한 자연환경이나 지질학을 주제로 하는 

코스는 특별자연학습코스로 조성되기도 한다.  

맨발길은 맨발 보행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 및 건강을 

지향한다. 겨울스포츠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한 스노슈잉 

투어는 스키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겨울 풍경을 

만끽하고 스노슈즈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장 직판샵은 농장과 

직접 연계되어 농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가리킨다.

독일 다수의 연방주와 지역들은 이미 연성관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전거관광, 트래킹관광, 장애물 없는 트래킹, 

건강관광, 에코관광, 문화관광 등이 있다.

2524

  2 3
 1  4

1  독일 북해 한 해변가의 등의자. 

© picture alliance 
2  눈으로 뒤덮힌 슈바르츠발트에서 
두 사람이 스노슈잉 투어를 
하고 있다. © dpa 

3  독일 바이에른 주 이겔스바흐 
호수Igelsbachsee 인근에서 한 
가족이 맨발길을 걷고 있다. 

© picture alliance 
4  헤센 주의 한 농장 직판샵 
안내팻말에 유기농 우유를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적혀 있다. © dpa 

숫자로 보는 지속가능한 관광
여행에서 지속가능성에 두는 비중 (복수응답 가능)

A. 나는 여행 시 항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 22%

B. 나는 지속가능한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 — 61%

C. 나는 여행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15%

D. 해당사항 없음 — 24%

설문대상 14~70세 독일어를 구사하는 독일 내 거주자(온라인 설문)

출처 RA 11/2013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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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중순 서울시 주도로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설립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한국 최초의 

제로에너지빌딩이다. 2008년 5월 서울시는 

프라운호퍼 태양열에너지시스템 연구소Fraunhofer ISE의 

아이케 베버 당시 소장에게 ‘제로에너지건물 구축’에 

대한 구체적 요청과 함께 부지를 제공했고,  

프라운호퍼 ISE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독일과  

한국 파트너들로 팀을 구성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외피는 패시브하우스의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프라운호퍼 ISE는 장기모니터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컨셉 및 성능을 검토한다. 건물은 

채광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를 위해 

건물 중앙에 아트리움이 만들어졌다.

에너지 및 기술컨셉 전반은 편의적 요건과 한국의 

기후 및 기술적 요건에 적합하도록 맞춰졌다. 건물 

외피 외에도 공조장치를 통해서 겨울에는 단열이, 

여름에는 냉방 및 습도조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에너지절약 요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열시스템에 의해서 여름철 냉방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히트펌프를 위한 열원이 제공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 에너지 소비량을 

한국 표준 대비 70% 절감할 수 있었다.

나머지 에너지 수요는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충당된다. 냉난방에 이용되는 지열 외에 지붕과 

처마, 정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수요에너지 

(약 28만 kWh/a)를 생산한다. 이렇게 하여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중립, 기후중립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제로에너지건물로 탄생되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견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견학프로그램의 내용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개요 및 다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견학프로그램에는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소요시간은 120~180분이다.

h. www.seouledc.or.kr

Seoul Energy 
Dream Center

서울에너지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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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diplo.de
www.facebook.com/GermanEmbassySeoul
twitter.com/Germanyin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