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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cause many problems on urban environment such as climate 

changes, natural disasters and a decreasing number of species. Problems on urban environment are the 

main factor of that lower the quality of life and obstruct continual development. As a result, eco space 

becomes the important part of a urban planning. This research, building plan U-Eco city which is 

establishing with the clean environment and high technology for solve the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city environment problem and ecological problem. We suggest U-Eco space system which accreted 

with Ubiquitous technology to three physical divisions, which are lithosphere (land), hydrosphere 

(water), and aerosphere (air), that interact with the whole biosphere by forming the system. It has 

composed with U-Green belt that corresponds to lithosphere, U-Blue belt that is applicable to 

hydrosphere, and U-White belt that comes under aer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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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  이후 개발 우선의 사회 분 기에서 생태계에 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행된 산업화  과도한 

도시개발은 자연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농지와 녹지는 공업, 상업, 주거를 한 용지로 환되어 녹지와 

수변 공간은  감소되었고, 토양기능이 상실되어 자연스러운 물순환 체계가 훼손됨으로써 도시기후변화뿐

만 아니라 해마다 일어나는 자연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 열섬 상

의 악화, 생물종의 감소, 생물체의 기형 상 래 등의 도시생태문제는 생활의 질 하는 물론 경제 인 성

장과 국토의 지속 인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

으로 환경 친화 인 도시공간을 조성에 있어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목하여 도시의 생태  건 성 향상과 

함께 재해 방, 안 성 제고에 효과 인 U-Eco space 조성 방안에 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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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Eco Space 이론  고찰

2.1 U-Eco Space 개념

U-Eco는 Ubiquitous와 Ecologic의 합성어로 첨단 IT기술을 집 성한 유비쿼터스 인 라를 바탕으로 도시

리 기술과 생태계 순환기능 유지, 에 지순환  자원사용 감 기술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 한 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 친환경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리  공간인 도시 공간 내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Anytime), 어디서(Anywhere)나, 어떤 디바이스(Any device)를 통해서 도시 내의 수

많은 공간(Space)과 사물(Things) 그리고 사람(People)들 간에 정보 교환(Communication)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물리  생활환경 공간으로서 생태  자연이 인간과 함께 살아 숨쉬는, IT기반의 지능화된 21세기 친

환경 도시 공간을 말한다.

2.2 Ubiquitous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은 크게 RFID/USN, 센서, IPv6, 유무선네트워크, 미들웨어, Embedded S/W 등과 같은 기

반기술과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연계활용하기 해 필요한 GIS, LBS, GPS 등과 같은 응용서비스 연계기술로 

나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서로 각각 독립 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연계 융합되어 사용

됨으로써 더 큰 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3 생태도시 기술

2000년  반부터 도시공간의 생태  기능 향상을 한 인공지반녹화,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생태연못 등 

생태  외부 공간 조성 기술의 국산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보 과 함

께 양재천을 시작으로 오산천, 안양천, 갑천 등에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고, 최근에도 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 을 심으로 많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이 계획  시행되고 있다. 최근 조성되는 소규

모 신도시 사업에서 홍수 등 재해에 안 한 물순환의 개념이 들어간 설계  시설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기단계이며 용 가능한 요소기술의 실용화가 요구되고 있다. 물순환 인 라 기술의 경우 IT기술과 

연계한 통합 용수 리 시스템 기술, 고도 하수처리기술, 차세  도시 상하수도 망기술, 우수 류침투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생태도시의 물순환 시스템 구축을 한 기술은 부재하며 이에 한 기술 개발이 시

하게 요구되고 있다.

3. U-Eco Space system구축 방안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공기, 물, 토양, 동ㆍ식물 그리고 미생물 등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인간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의 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이러한 균형

은 격히 무 지기 시작하 으며 그 이유는 환경에 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채 도시 조성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 제기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U-Eco Space system을 제안하 고 

System의 구성으로 모든 생물권과 상호작용하는 세가지 물리 인 구획인 녹지권(땅), 수권(물), 기권에 유

비쿼터스 기술을 융합하여 녹지권에는 해당하는U-Green belt, 수권에 해당하는 U-Blue belt, 기권에 해당

하는 U-White belt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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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Green belt system

4.1 U-Green belt 구성요소

U-Green belt의 구성요소는 도시녹지를 구성하는  공원, 숲, 산림지역 등을 면, 선,  요소로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도시내에서 숲과 녹지가 요소에서, 도로변 가로수  하천변 식생  등 선  

요소를 따라 도시 체 푸른 면 으로 단락이 없는 도시 Green Network를 구성 하도록 하 다.(그림 1.)

분류 분류 소분류

면

요소

핵

 (core)

자연생태계보 지역, 그린벨트 내의 7등

이상의 산림, 자연환경보  지역, 산림

보 지역, 조수보호구역

거

(spot)

규모가 큰 자연공원, 수지, 호수, 생태

공원, 생물공원, 도시림 

선

요소

통로 

(corridor

)

하천변 식생 , 철로변 식생 , 고속도로

변 식생 , 선형의 방풍/방음림, 주택의 

생울타리,

요소 (point)

주택의 정원, 녹화된 옥상, 녹화된 벽면, 

연못, 학교원, 오래된 노거수, 도시내 텃

밭, 구석진 짜투리땅, 가로수, 화분

표 1. U-Green belt 구성요소

  

그림 1. U-Green belt 구성도

4.2 U-Green belt System Flow

U-Green belt system 은 의 core, spot, point, corridor zone에 web cam(CCTV)와 RFID/USN 온도 감

지 센서, 수분 감지 센서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의 행동권, 세력권이나 식물의 이력을 체계 으로 모니터링 

하고, 녹지의 화재나 가뭄을 감지하고 감지된 상황을 Gateway에서 Actuator와 제 센터로 연결한다. 

Actuator인 Sprinkler를 작동시켜 즉각 인 상황조치로 화재진압이나 식물에 물을 공  하고 제센터에서는 

련 기 에 자동 공지하여 청정녹지 환경이 지능 으로 복원 보  되도록 다음 그림2와 같은 그림 3의 

U-Green system을 구축 한다. 

그림 2. U-Green belt system application

       

그림 3. U-Green belt syste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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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Blue belt system

5.1 U-Blue belt 구성요소

U-blue belt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도시의 수직  물순환을 한 투수성포장과 수평  물순환을 한 도

로측구, 우수 거, 우수 류조 등으로 구성되며, 도시공간에 따라 Water Garden, 실개천, 생태연못  습지, 

생태호수, 생태하천 등으로 구성 된다. 구성요소들의 기능은 다음 아래와 같다. 

￭ 살아 숨쉬는 도로 포장

 -우수의 침투  통풍

 -지하 생태계 복원

 -도시 워터발란스의 유지에 기여

￭ 우수 거

 -도시내 순환  역할

 -수평  물 순환의 요 요소

￭ 생태연못  습지

 -잠자리, 반딧불 등 서식처 기능 심의 생태연못

 -생물 서식공간  수질정화 기능을 함께 수행

￭ 실개천

 -단지 사이로 흐르는 자연형 수로의 조성

 -다양한습지식생의 서식

￭ Water Garden

 -우수  수를 활용한 수정원 형성

 -거주자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

￭ 우수 류지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정화

 -인 산림에서 내려오는 우수, 지표수 등의 수

 -생물서식공간의 형성

￭ 생태호수

 -주민들을 한 교육  휴식공간 기능

 -다양한야생동식물의 서식처조성

￭ 생태하천

 -다양한 습지식생이 서식하는 하천

 -자연석, 소, 여울 등 자연하천 요소의 도입

5.2 U-Blue belt System Flow

U-Blue belt system은 도시내 수자원이 순환되도록 조성된 수계에 수질, 유량, 유속, 등을 감지 할 수 있

는 센서와 CCTV 등을 이용하여 수질오염이나 홍수, 가뭄 등의 이상 징후발생시 Actuator에서 수문을 자동

으로 제어하며, 도시 우수 리 순환 을 통해 over flow 되는 물을 류지에 류 하여 갈수기에 유지용수로 

활용하며, U-Blue belt에 구축된 USN망을 통해 우수 리 순환 은 지능 으로 리ㆍ제어 되어 U-Blue 

belt내의 물은 어느 곳으로든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 도시우수 거를 도시공간에 따라 청계

천처럼 도시 생태 실개천으로 복원하여, 도시내에 생명이 흐르는 휴식ㆍ문화 공간 제공으로 도시민의 감성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아래 그림 4는 순환체계를 그림 5는 시스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U-Blue belt 순환체계

     

그림 5. U-Blue belt syste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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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White belt system

6.1 U-White belt 조성

그림 6과 지구단  계획시 유입되는 지역풍과 산풍이 유동할 수 있도록 물순환체계  녹지체계를 따라 

바람통로를 계획한다. 그림 7과 같이 계획지구와 주변의 산림 녹지 사이에 충분한 Open space를 조성하고, 

도시내부까지 차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 되도록 바람의 유입지역을 확보 한다.  한 계획지구에 신선한 공기

의 원활한 통풍을 해 규모 개발  고 도 개발을 지양한다.

 

그림 6. U-White belt 바람길

  

그림 7. 바람길  유입통로 확보

6.2 U-White belt 기오염 리 system

기환경보 법에 의거하는 도시내의 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모든 배출시설물과 도시곳곳에 Air Sensor

를 설치하고 RFID/USN과 연계하여 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통합 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기

치 이상의 오염 물질이 배출시 배출시설에 해 즉각 인 조치를 취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에 과 

휴 폰을 이용해 주 , 경보를 발령해 험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그림 8. U-White belt 기오염 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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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미래 첨단 신도시(U-City) 건설 시 도시내의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주거환경의 괴  도시의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U-Eco Space system을 제안하 다. 

U-Eco Space System은 모든 생물권과 상호작용하는 세가지 물리 인 구획인 녹지권(땅), 수권(물), 기

권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합하여 녹지권에 해당하는U-Green belt, 수권에 해당하는 U-Blue belt, 기권에 

해당하는 U-White belt로 구성 하 다. U-Eco Space system은 공간내의 모든 생물체들이 청정 환경속에서 

안정 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조성에 목 이 있다. 이에 U-Eco Space system구축시 RFID/USN, 센서, 

IPv6, 유무선네트워크, 미들웨어, Embedded S/W, GIS, LBS, GPS 등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합 하여 

U-Green belt, U-Blue belt, U-White belt를 구축함으로써 화재,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해 안정 인 청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한, U-Eco Space system을 생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녹지생태계와 수생태계는 하나만으로 완벽한 서

식처가 될 수 없으며, 이들이 통합될 때 야생동물의 서식처이자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U-Green belt, U-Blue belt는 통합되어 계획,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체계는 바람

통로로 확보됨으로써 단지 내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데 유기 인 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 시 도시생태, 환경 인 측면에서 U-Green belt, U-Blue belt, U-White belt 이 세 가

지의 요소는 통합 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U-Eco System에 의해 인간과 자연, 환경과 도시 인

라가 지능 으로 조화된 첨단청정 자연 도시 계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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