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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개요
◎ 방문 목적
- 근대 도시의 발상지이자 친환경 도시정책의 세계적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런던을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책에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된 런던 BedZED를 방문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년 4월 26일(금)
- 방문지 : 24 Helios Road, Wallington Surrey SM6 7BZ, United Kingdom
- 조사 활동 : BedZED Centre 방문 및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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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dZED 개요
◎ BedZED는 영국 런던 남서부 서튼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친환경 주택단지로
90세대(220여명), 단지 면적 2,500㎡로 2000~2002년 완공되었음
◎ BedZED는 베딩턴 제로 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
이란 의미의 약어임
- 기존 에너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를 사용
하지 않고 개발한 단지
◎ 이 주택단지 개발은 가동이 멈춘 베딩턴시 오물 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2002
년 1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 BedZED를 조성하면서 시작됨
◎ BedZED는 친환경 건축회사 제드팩토리, 사회·환경단체 바이오리저널, 주
택·유지 보수 회사인 피보디 트러스트 등이 참여한 주거단지임
◎ 또한, BedZED 주택단지는 임대주택(25%), 자가주택(45%), 반자가주택(24%),
민간임대(6%)로 고루 배분하여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임대주택은 지역의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서비스 직업을 가진 입주자
에게 우선적인 배려를 하였다고 함

3. BedZED 특징
◎ 친환경 건축물
- BedZED는 에너지 이용 극대화가 가능한 주택 건축물로 설계되었는데, 30㎝
두께의 단열재로 시공된 두께 40~50㎝의 외벽, 3중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주택의 지붕은 태양광 및 태양열을 통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집열판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햇볕이 잘 드는 건물 남쪽과 상부에 유리창을 설치함
- 건축물 주변은 기존 대지의 자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태양의 입사각을 고려
한 인동간격 유지 및 배치, 건축물 사이에는 녹지공간을 도입하였음
- 단지 내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나무찌꺼기를 이용한 난방, 고기밀 단열재의 사
용으로 난방 부하를 저감하고, 자연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함
- 건축물 옥상은 우수의 집수, 단열을 고려한 Water Proof를 설치하였고, 루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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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통한 실내 채광시스템을 설치하였음
<BedZED 에너지소비 및 CO2 저감>
BedZED
(2007)

BedZED
(2007) if CHP
in operation

UK Average
(2002)

Heating & hot
water

kWh/m²/yr

48.0

48.0

231.8

CO2/m²/yr

9.3

1.2

45

Electrical
load

kWh/m²/yr

34.4

34.4

45.5

CO2/m²/yr

10.6

-8.9

18.4

Total energy
use

kWh/m²/yr

82.4

82.4

275.3

CO2/m²/yr

19.9

-7.7

63.3
자료 : PEABOD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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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붕의 닭벼슬 모양의 환기시스템
- BedZED 주택단지는 특히 환기시스템이 유명한데, 이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
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시설물임
- 이 수동 환기 시스템(Passive Ventilation System)은 바람에 따라 방향이 바뀌
는데, 모양이 닭벼슬과 같이 생겼으며 보일러와 통풍기 역할을 함
- 이 환기시스템에 의해 건축물 밖의 찬 공기가 실내의 더운 공기와 섞이면서 따
뜻해지도록 설계되었는데, 실내가 17℃로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친환경 교통정책
- BedZED 주택단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 및 운행을 최소화하게 설계되었
는데 가구당 1대로 주차장 면적으로 줄이고, 대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공동차
량제를 통해 자동차 사용 저감 및 주민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공동차량제는 BedZED에서 시작되어 2013년 현재 영국 내 약 200군데
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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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단지 내 공동차량제인 City Car제도에는 전체 주민의 50%가 가입되어 있
고, 1시간에 5￡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함
◎ 로컬푸드
- BedZED 주택단지 앞에는 공동 텃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먹을 거리를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음
- 또한 인근 농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비롯한 유기농 먹을거리를 공급 받고, 로컬
푸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음
- 단지 내 및 인근의 농산물 활용은 지역공동체 형성 효과, 단지 내 녹지공간 효
과, 어린이 및 입주민의 학습효과에도 기여하고 있음

4.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사점
◎ 영국 런던의 BedZED는 세계적인 친환경 주택단지로 에너지 절감, 교통체계,
로컬푸드 등을 선도하고 있음
◎ 제주도는 세계적 환경지역으로 도시개발 및 주거지 개발 시 BedZED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주택 설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지침을 강화하
고, 공동차량제의 활성화 방안 검토,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함
◎ 또한 BedZED와 같은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제도적인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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