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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환경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제시되었고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기본 방향으로 채택된 것

으로 지구의 수용능력과 자정능력의 범위 안에서 성장을 

지속시키려는 개념이다. 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

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으로, '교

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가 범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세계 정

상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 온난화를 야기

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열기로 했다. 

그 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

(COP3)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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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

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에 대한 연구와 그 

실천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조성되던 생태마을들이 1994년 덴

마크의 가이아 트러스트1)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의 팜공

동체(The Farm), 독일의 레벤가르텐(Lebensgarten), 호주

의 크리스탈워터스(Cristalwaters)를 지역네트워크 센터로 

하여 전 세계 생태마을을 통합하고 조직화 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지 조성, 거주지 사이의 정

보교환, 생태마을의 개념과 시범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1996년 정식으로 국제생태마을네트워크(GEN)2)이 

설립되어 2000년에는 160여개의 공동체가 가입되어 있다. 

GEN의 목적은 전 세계 생태마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 가이아 트러스트(Gaia Trust)는 덴마크의 생태마을 건설을 위

하여 Ross와 Hildur Jackson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지속가

능한 지역사회들의 덴마크 연합(Danish Association of 
Sustainable Communities)이다. 

2) GEN(Global Eco-village Network)은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공

동체, 미국의 팜공동체, 매니튜연구소, 독일의 레벤스가르텐, 
호주의 크리스탈워터스, 러시아의 퍼더스버그 생태마을, 헝가

리의 그루프, 인도의 라다크 프로젝트,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연합 등이 초기 구성원으로 1996년 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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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fundamentals of 'Ecovillage' design by researching into the cycle system of material 

of 'Crystalwaters' which is having been in charge of a leading role of GEN since 1996 (GEN was formed in 1996) as 

Ecovillage in Australia.

First, to secure the water resources, we can store up rain and the water of valley, and dam. Second, we are able to use 

the natural filter apparatus, do tree-planting of roof to gain better quality of water. Third, it is to save the energy as 

supplying water. For it, we make the best of a gravity that is one of the cycle principle of water. Forth, to build a Dam 

can make a site of scenic beauty, do the role of recreation place and provide against emergencies (a fire, drought) as well 

as make a mild climate. Fifth, it can reduce the environment load because of sewage and garbage as making it compost. 

This is possible by treating biologically using composting apparatus of the dry or wet process. Sixth, it i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s to discharge seperating a recycable waste, an organic matter being able to make it compost. 

Finally, first of all,  environmentally friendly inhabitant consciousness from lifestyle and production style plays an importent 

part for water cycle and the ecological cycle of waste and 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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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 간의 정보교류를 증진시키고 생태마을의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와 회의,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기금마

련, 기금분배,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GEN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의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을 중

심으로 물질순환 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생태마을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생태학과 생태계의 개념정리와 특성 파악을 

통해서 생태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적 틀을 

추출한 다음 생태마을의 순환체계 중에서 물질 순환체계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그 중에서도 물의 순환과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폐물의 순환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

하 다. 또한 연구의 대상은 세계 여러 나라의 생태마을 

중에서 국제 생태마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의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와 기

법들을 이론적 고찰과 해외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수순환 

체계와 오폐물 순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2. 생태이론과 생태마을

2.1 생태학과 생태계

생태학이란 용어는 집 또는 생활의 장(場)을 의미하는 

희랍어 ‘Oikos'와 학문을 의미하는 ’Logy‘가 결합하여 독

일의 생태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처음 사

용하 다. 생태학이란 유기체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ㆍ무기 환경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총체적 학문으로 넓

은 의미에서 외부환경에 속한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생

존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의했다. 즉, 생태학은 지

구의 생물들이 생물과 비생물의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

지하고 보존하는 상호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케

빈 린치(Kevin Lynch)는 생태학이란 생물(Organism)과 

그것의 서식지(Habit)의 커뮤니티(Community)와의 동적

(Danamic)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 다.

생태계란 1935년 국의 생태학자 A.G. Tansley가 사

용한 용어로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그 시스템 속에서 투

렷한 양구조와 생물의 다양성, 물질의 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태를 모두 생태학적 계 즉 생태계(Ecosystem)라 한

다. 이러한 생태계의 특성은 첫째, 생태계내의 생물과 그 

주변의 비생물적 환경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므로 네트

워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 모든 생

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내의 생물과 그 주

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므로 포괄적이며, 전체적

인 특성을 가진다. 셋째, 생태계내의 에너지원 또는 물질

의 순환을 통해 그 시스템 속에서 뚜렷한 양구조와 생

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므로 물질의 순환적 특성과 다

양성의 특성을 가진다. 넷째,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군 

또는 여러 생물개체와 마찬가지로 자기보존이나 가지조

절능력으로 생태계의 변화에 저항해 평형상태를 유지해 

나가려는 항상성의 특성을 가진다.

              그림 1. 생태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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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생물학에서 시작한 생태개념은 환경문제가 심

각한 인류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까지 발전하 다.3)

2.2 생태마을의 개념 및 정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세가지 요소는 

성(Sprituality)과 생태성(Ecology), 그리고 공동체성

(Community)을 들 수 있다.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이 강한 공동체는 성공동체라 할 수 있고 생태성

이 강한 공동체는 생태공동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

마을은 생태성이 강한 공동체 즉 생태공동체라 할 수 있

다. 

생태마을은 사람과 사람이 정리(情理)와 울력으로 두레

와 품앗이로 서로 돕고 나눌 뿐 아니라 남녀와 노소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이며, 다른 한편

으로 자연생태계와 조화, 순환되는 체계를 통해 생계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과 자립을 지향하면서 신명

과 활력의 공동체문화를 이루어 가는 마을이라 할 수 있

다.(이병철, 2000) 

GEN에서 정의하는 생태마을이란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면서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3) 과학패러다임은 기계론적 선형론적 인과율에 따르는 뉴튼식 패

러다임의 단계와 상호보완적이며 불확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확
률이론과 상대성이 이론에 따르는 뉴패러다임 단계를 거쳐 오늘

날은 가이아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론적 유기체적 전일적 

사고를 따르는 생태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2.  공동체의 요소

  

 

   성생태성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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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혹은 공동체를 말한다. 또한 생태마을이란 건강한 

인간의 발전을 지지하고, 무한한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

는 방법으로,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에 무해하게 통합될 

수 있는 인간적 규모의 자족적인 정주지이다(Robert 

Gilman,1991) 

생태마을은 자연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면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정의들을 시간

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4)그러나 현대사

회에 있어서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마을은 자연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지속가

능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생태마을의 정의

시기 출처 생태마을의 정의

1998 녹색연합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생태계와 조

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적으로 자립되

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

회단위

1999 김귀곤, 이준

자연의 생태원리, 전통적 양식의 재해석

과 응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생산활

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을로, 

생활 및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와 더불어 경제적

으로 자립되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2001

이재준

주민들의 주체적인 삶의 장소로서 생활

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

화되고 자원, 에너지가 저감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공동체

유상오, 

김신원, 허준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

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면에서 

자립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

된 사회단위

2003 김귀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통해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자립

성, 안전성, 순환성,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유기체적 마을

2004 환경부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함과 동시에 이

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생활∙생산양

식을 가진 마을로, 마을경관이 자연경관

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

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마을

생태마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구성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환경부, 2004)  첫째, 자연환경적인 측면

에서 건전한 수환경과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자연경관과 

동식물 서식지를 유지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마

을이며 둘째,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인간적인 척도의 적정

4) 환경부,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내용을 시간의 순

서에 따라서 추가하여 재구성

도 마을로 입지와 공간구조가 자연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과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이며 셋

째, 생활과 생산양식의 측면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

고 순환할 수 있는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으로 주변 자연

생태계에 오염부하를 적게 주는 마을이며 넷째, 주민의 

역량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에 관한 

주민합의 및 교육 등의 공식 혹은 비공식적 제도가 갖춰

진 환경보전 역량을 가진 마을이다.

3.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 현황분석

3.1 자연환경분석

크리스탈워터스(CrystalWaters)는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주 

주도(州都)인 브리즈번(Brisbane)에서 말레니(Maleny)를 

지나 코난데일(Conondale) 인근에 위치한 호주의 대표적

인 생태마을로 인구 약 250명 정도를 위해 계획된 울창

한 아열대 숲속의 마을이다.

마을이 위치한 지역은 아열대 기후지역에 있지만 짧은 

겨울기간 동안 때때로 서리가 내릴 정도의 낮은 기온을 

보이는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지대이다. 강우량은 주

로 1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에 내리는 약1350mm 정도로 

알맞게 많은 편이다. 

크리스탈 워터스의 정식명칭은 크리스탈 워터스 퍼머컬

처 빌리지(Crystal Waters Permaculture Village)로서 지

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연구하던 생태학자 빌 몰리슨(Bill 

Mollison)이 창안하고 연구 중인 퍼머컬처5) 개념에 의해 

1988년 조성되기 시작하 다.  

이 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이 지역은 킬코이 계곡을 두고 

나무를 베어 대지는 황폐화 되고 잡초가 무성하던 곳을 

호수와 늪, 나무와 풀, 집과 도로를 모두 생태적으로 계획

하고 실천하여 유칼립투스 나무를 비롯한 수천그루의 나

무가 자라고 160여가지 종류의 새와 26종류의 개구리는 

물론 캥거루, 월러비 같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훌륭한 

생태환경으로 변모되었다.

5) 퍼머컬처(Permaculture)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디자인체계(계획과 설계)이다. 퍼머컬처라는 용어 자체는 

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혹은 문화 
culture)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이용에 

대한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퍼머컬처는 식물, 동물, 건축물과 에너지, 물, 
통신과 같은 기반구조를 다룬다, 하지만 그러한 요소 자체를 다

루는 것이 아니라 경관 속에서 요소들이 자리잡을 때 그들 사

이에서 생겨나는 관계를 다룬다. 퍼머컬처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 농장까지, 거대한 도시에서부터 야생초지까지 광범위하게 적

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념이다. 퍼머컬처는 음식, 에너지, 집

을 비롯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생산적
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사

회,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 도 있다. 퍼머컬처의 시작은 우리의 

자연환경과 자원사용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세대뿐만

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퍼머컬처 디자인, (주)이장, )



생태마을의 물질순환체계에 관한 연구 / 최영호 ․ 심우갑

Journal of the KIEAE Vol. 4, No. 2  2004. 652

3.2 대지분석

마을의 총면적은 259ha(640에이

커)로서 그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83

가구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면적이 

전체면적의 14%에 해당하며, 키친

이라 불리우는 마을회관주변과 방

문객을 위한 숙박 및 야 지역을 포

함하는 코-오프(Co-operative)소유

의 면적이 6%, 나머지 80%가 공

동소유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대지의 경사는 주택의 

건설방법이나 접근의 용이성, 토

양의 침식과 배수 등에 향을 미

치게 되므로 급경사 지역을 피하여 대지를 배치하고 성

토와 절토를 가급적 줄이고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주

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3.3 배치 및 토지이용 현황분석

마을을 설계한 계획가들은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

기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유지역으로 나누

었고, 주거지역의 대지는 경사 20-30%의 지형에 남반구

의 특성상 일조에 유리한 북사면에 위치하며 대부분 도

로에 접하고 댐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클러스터 형태

로 배치하 다. 대지 중에서도 공유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과 농지로서 적합한 곳은 공유지역으로 계획함으

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물리적 배치계획을 실

행하 다. 

마을의 공간배치와 사유지의 대지계획은 퍼머컬처의 

디자인 원리가 적용되었다. 즉, 활동의 중심지역인 주택

을 중심으로 지구1(Zone1)은 잦은 방문과 끊임없는 관찰

이 요구되는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급용 채소밭과 

퇴비장, 물탱크, 세탁실 등을 배치한다. 지구2(Zone2)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집약적인 유지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과수원과 큰 규모의 채소밭 그리고 닭 방목지 등을 배치

하며 지구3(Zone3)의 경우 농장지구로서 상업적인 작물과 

가축을 위한 방목장 조림지, 키가 큰 방풍림 등을 배치한

다. 

지구4(Zone4)의 경우 관리가 적고 야생의 성격을 많이 

갖는 지역으로 숲과 연료와 목재를 위한 조림지 그리고 

댐과 방목지 등을 배치하며 지구5(Zone5)는 야생지역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관리하는 자연적 야생

시스템을 갖춘 지역이다.6)

6) Introduction to Permaculture, Tagari, 1991 p.13

그림 8.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에 따른 Zonning

그림 7. 클러스터 형태의 대지 배치

  그림 5. 대지의 경사

그림 6. 크리스탈워터스 지형 및 배치현황

그림 4.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의 전경
그림 3. 크리스탈워터스를 

알리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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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의 수순환체계

4.1 물의 특성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모든 생명의 필

수 요소로서 지구 생태계의 구성요소7) 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97%의 물은 바닷물이며 

3%만이 담수이다. 담수 중에서도 75%가 빙하나 남북극

의 극점에 있어 지표수는 지구에 있는 담수 총량의 

0.425%뿐이다. 이렇게 적은 양의 이용가능한 물을 가지고 

지구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이 재생 가능한 자원

이기 때문이다. 물은 구름형성, 비, 하천이나 지하수 침투, 

증발산 등의 순환과정을 통해 공간을 이동하고 정화되어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한다. 

물의 순환과정은 태양력과 중력 등의 자연에너지에 의

해 재생가능한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순환과정

의 고리를 끊거나 방해하면 더 이상 수자원은 재생가능

한 자원이 되지 않는 것이며 결국 지구상의 생명활동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8)

 

4.2 우수의 저장 및 활용

지붕면에 집수된 우수는 간단한 여과장치를 거쳐 각 

가정마다 설치된 물탱크에 저장되어 식수로 이용된다.9)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빗

물의 수질이 양호하다. 각 가정은 3000-5000 갤런

(Gallon) 정도의 용량을 지닌 물탱크를 설치하여 풍족하

게 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물을 절약하는 생활습관과 

주민의식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지붕면에서 빗물을 모으게 되므로 강우 초기에는 낙엽

이나 먼지 등의 퇴적물이 포함된 우수가 탱크에 들어가

지 않도록 여과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집수관을 분리하

여 설치하여 오염된 우수를 흘려버린 후에 양호한 수질

의 우수만을 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지붕재료는 많은 주택들이 빗물을 모으는데 유리하도

록 아연도금 된 알루미늄코팅 철재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우천시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녹화 된 

지붕을 통해 모아진 빗물의 경우 자연여과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양질의 빗물을 얻을 수 있다.

7) 지구생태계의 구성요소는 토양, 물, 태양, 공기이다.

8) (주)이장, 퍼머컬처디자인, p.28

9) 지붕의 집수면적이 320m
2
 이라면 평균 강우량으로 계산하여 

430,000리터의 물을 지붕을 통해 모을 수 있다.

4.3 계곡물의 저장 및 배분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는 마을 주변의 계곡물10)을 마

을 뒷산에 세운 큰 물탱크로 심야전기를 사용하여 펌프

로 끌어 올린 다음 11개의 작은 저장탱크를 거쳐 중력과 

수압에 의해 83개의 각 가정으로 하루에 1000리터씩 분

배된다. 계곡물은 샤워와 세탁 그리고 세차 등의 용도로

 쓰이며 하루의 물 소비 권장량은 500리터가 자율적인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건물 인근에 설치된 물탱크는 

화재시 방화수로 사용가능하기도 하며 계곡물과 빗물을 

따로 공급하는 수도꼭지가 각각 설치되어 온수 수도꼭지

와 함께 3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도 있다.

10) 킬코이(Kilcoy)계곡과 스크럽(Scrub)냇가에서 90,000리터 용

량의 콘크리트 물탱크 3개에 저렴한 비용의 심야전기를 이

용하여 펌프로 퍼 올려진다.

그림 12. 강우 초기에 

오염된 우수 여과처리장치

그림 9. 우수저장탱크 그림 10. 우수여과필터

그림 14. 계곡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그림 13. 마을 주변의 계곡

그림 11. 지붕녹화를 통한 

우수 여과

   그림 15. 중력과 수압을 이용한 계곡물의 분배

그림 16. 마을회관(키친) 
부근의 계곡물을 공급하는 

중간저수조

그림 17. 빗물과 계곡물 
그리고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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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댐의 설치와 활용

물을 저장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토양의 능력을 증진시켜 흙속에 저장하는 방법이지만 이

는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양질의 흙과 많은 면적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댐을 설치하여 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

는데 진흙성분이 많은 흙으로 댐을 만들게 되면 콘크리

트로 만드는 것보다 80배에서 100배가량 저렴한 비용으

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댐의 규모는 댐을 만드는 주된 목적이 물을 저장하는 

것이라면 물의 증발을 고려하여 면적 보다는 깊이가 중

요하며 댐을 만드는 목적이 수생식물을 키우기 위한 것

이라면 면적을 늘리고 댐의 가장자리를 길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탈워터스는 크고 작은 17개의 댐을 설치하여 건

조하고 추운 지역의 미기후를 습도가 적절한 온화한 날

씨로 변화시켰다. 또한 댐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대지를 

배치함으로써 훌륭한 조망권을 가진 주택들이 조성되었

고 여름에는 낚시와 수 , 보트타기 등의 레크레이션 장

소로도 활용된다. 

댐을 설치하면 필요한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물고기와 

새우, 조개, 수생식물 등의 수산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빛

이나 열을 반사하고 적절한 습도조절에 용이하며 주간에

는 일사를 받아 열을 축적하고 야간에는 열을 방출하여  

온화한 미기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에서는 대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댐의 가장자리로부터 20m를 이격시켜 홍수

가 나더라도 안전하며 완충공간(buffer zone) 안에서는 

어떠한 공작물의 설치나 경작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댐 

주변의 경관보호는 물론 수질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공동

으로 노력하고 있다.

4.5 생활하수의 생물학적 처리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의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고 물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경성세제나 표백제를 사용하는 대신 천연제품을 사

용한다.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방법으로는 자연정화법, 모래여과

법, 지 이 여과법, 바이오 필터 여과법 등이 있다. 자연

정화법은 저류조 몇 개를 이어 정수 시스템을 만들어 첫 

번째 탱크에서는 입자가 굵은 유기물이 걸러지고 자갈과 

모래 여과조를 거쳐 수생식물이 살고 있는 탱크를 거치

면서 정화된다. 수생비오톱의 설치는 이러한 자연정화법

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모래여과법은 탱크 밑에 기와장이나 호박돌을 놓고 그 

위에 자갈, 거친 모래, 잔모래의 순으로 채운 다음 삼투압

에 의해 물을 여과시켜 정화하는 방법이다.  지 이와 박

테리아를 이용한 여과법은 5cm 정도 두께의 콘크리트나 

블록 또는 폴리에틸렌 같은 재료를 이용한 박스를 빗물

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면보다 약간 높게 지형의 높낮이

를 이용하여 2개 설치하고 위쪽에 설치된 박스는 자갈과 

표토로 50cm 정도의 깊이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곳에 지

그림 18. 댐 주변에 다양한 

수생식물

그림 19.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댐

그림 21. 동식물들에게 훌륭

한 생태환경을 제공하는 댐

그림 20. 훌륭한 조망권을 

제공하는 댐

그림 22. 댐 주위에 공작물 
설치나 경작활동 금지

그림 23. 천연세제와 비누 그림 24. 마을회관(키친) 

옆에 설치된 수생 비오톱

                 그림 25. 자연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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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넣어 1차분해 되고 박테리아에 의해 2차 분해된 뒤, 

밑에 설치된 모래가 채워진 박스로 들어가 여과 된다. 최

종 여과된 물은 탱크에 모아지게 되고 이를 저장해 두었

다가 정원수나 채소를 가꾸는데 필요한 물로 사용된다. 

이때 첫 번째 박스에 남아있는 유기물과 찌꺼기는 퇴비

로 활용하게 된다. 이 장치들은 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중

력에 의해 처리되므로 저비용이며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

이 된다.

또한 옥외에 설치된 샤워시설은 주변에 식물을 식재해

서 자연정화가 이루어지고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계획

했다. 

5.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의 오폐물순환체계

5.1 퇴비 화장실(composting toilet)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의 대부분은 퇴비화장실(com- 

posting toilet)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주택과 에코센터 

등 방문자들을 위한 건물들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이 설

치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적은 양의 세정수를 사용하는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11) 

퇴비화장실은 건식 퇴비화장실과 습식 퇴비화장실로 

나뉘는데 건식 퇴비화장실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

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뇨와 유기물 쓰레기를 자

연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하게 된다.

바이오리틱 필터(Biolytix Filters)는 새로 개발된 오물

관리 기술로 화장실 오물을 포함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기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종이로 만든 것

들을 모두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바이오리틱 필터를 통해 정화되

어 중수가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1) 에코센터에 설치된 low-flush type화장실의 절수형 변기는 

최대 3리터, 최소 2리터를 세정수로 사용한다.

그림 28. 지 이를 이용한 

여과장치

그림 29. 모래를 이용한 
여과장치

그림 32. 경사진 지형을 

이용한 화장실 오물저장탱크

그림 34. 에코센터에 
설치된 low-flush type 

화장실

그림 26. 모래여과법

그림 30. 옥외샤워시설과 자

연정화를 위한 식물의 식재

그림 35. 퇴비화장실의 
변기

그림 27. 하수정화장치

그림 36. 바이오리틱 필터 

유기물 쓰레기투입구

  펌프

오물투입관 

바이오리틱 필터 
에코시스텝

배수와 통풍 막

.그림 31. 옥외샤워시설의 자연정화시스템

그림 33. 주택에 설치된 

건식 퇴비화장실의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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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쓰레기 처리 시스템

마을 주민들이 비닐 봉투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쓰레

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

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커뮤니티 센터의 재활용품 보관장

소에 두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 배출되어 미

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 분해시키는 퇴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12). 생활쓰레기가 분해되고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피나 양이 줄어들게 되며 발효가 끝나면 

유기질이 다량 함유된 양질의 퇴비로 사용된다.  재활용

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마을입구에 놓인 녹색 쓰레기통

에 배출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간다. 재활용이 가

능한 것들은 노랑색 쓰레기통에 배출하면 2주일에 한번

씩 수거해 가는데 이 장소가 마을의 입구에 있어 수거용 

트럭이 단지내를 돌아다니며 발생시킬 수 있는 소음도 

줄이고 혐오시설인 쓰레기 배출장소가 주거지역과 떨어

져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

12) Crystal Waters Permaculture Village Owner's Manual에 
의하면 담배꽁초나 진공청소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는 유독한 박테리아의 

번식과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결   론

생태마을은 자연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마을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제생태마을네트워크(GEN)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의 크리스탈워터스 생태마을

을 중심으로 살펴본 물질의 순환체계 중에서 물의 순환

체계와 쓰레기 및 오물의 순환체계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생태마을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우수의 집수와 계곡물

의 저장 그리고 인공댐을 설치한다. 둘째, 양질의 우수를 

집수하기 위해 천연여과장치의 사용과 지붕녹화를 할 수 

있다. 셋째, 물의 순환 원리 중에 하나인 중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물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한다. 넷째, 

인공댐의 설치로 온화한 미기후를 생성할 수 있음은 물

론 아름다운 경관의 창출과 레크레이션 장소로서의 역할 

그리고 화재와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 다섯째, 생활하수

와 화장실 오물을 건식 또는 습식 퇴비화 장치를 이용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퇴비화 함으로써 생활하수 및 오

폐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킨다. 여섯째, 재생가능한 

쓰레기와 퇴비화 할 수 있는 유기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

하여 환경오염을 줄인다. 일곱째,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적인 주민의식이 물의 순환과 쓰레기 

및 오물의 생태적 순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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