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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is recognized as one of countermeasures to rising oil prices and

climate-change agreements. Especially, it is regarded as a main element to realize 'Low-Carbon Green Growth', one

of the key policies of MB government. However, though alternative energy, renewable energy, is a main policy issue

of the present administr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o solve: the lack of recognition of its energy, the low level of

its technology, its expert's shortage, and its limited application fields. Therefore, to stimulate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in Korea and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is energy, it is needed to utilize it to urban street furniture that

many people visit and use. In particular, if alternative energy is first applied to street furniture that needs energy for

its management, the effect of publicity and energy saving will be so great.

In this study, for the basic research to introduce and promote various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power, wind power, small hydro power, and human power, w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and foreign street furniture items.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se street furniture

products and the design types of them and from these evaluations suggested the design direction that can solve

problems in development and improv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se energy sources to these street furniture

items.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image of future environment-friendly city and make

new index for the application of alternativ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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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유가의 급등, 기후변화 협약 규제 대응 등 대체에

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세계 각국은‘대체에너지가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

이라고 하여 이의 개발과 적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대체에너지의 의무적 사용을 규정하면서 점차 사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사용량이 극히

적고 특히 대체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가 전체의 76.1%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

구와 상용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낮은 기술수준, 전문 인

력 부족, 투자규모의 미흡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의 활성화와 인식

전환을 위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이용도가 높은

공간인 공공 공간에서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로시설물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특히 국내 대체에너

지를 이용한 가로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디자인적 한계와 다양한 대체에너지가 활용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국내ㆍ외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로시설물 개발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현 수준을 파악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로시설물

개발과 촉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단편 일률적이며 미적인 조건을 충

족치 못하여 다양한 공간에 적용하는데 제한조건으로 작용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개발 사례

를 찾아 비교함으로 디자인적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

여 디자인 유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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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주요 기능 소분류

교통

시설

통행시설
보행과 관련된

통행 시설

버스⋅택시⋅마을버스 정류장 쉘터,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석, 육교, 교량

교통시설
차량 통행과 관련

된 시설

신호등, 주차시설, 주차요금 징수기,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로드마크

편의

시설

휴게시설 휴식과 관련된 시설 벤치, 그늘막(쉘터),옥외용 테이블

위생시설
이용자의 위생 관

련 행태 지원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재

떨이

판매시설
간단한 물건과 음

료의 구매 지원
가판대, 자동판매기

공급

시설

관리시설
도시 인프라유지와 관

련된시설

지상기기, 교통 신호제어기, 맨홀, 트랜

치, 지하철 환기구, 관리부스
서비스

시설

공용 목적으로 설치운

영하는환경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관광안내소,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보호시설
안전및재난방지와관

련된시설

볼라드, 보호펜스, 방음벽, 도로벽 옹벽,

터널 전면부 옹벽, 무단횡단 방지시설,

신호등주

정보시설
다양한 정보 제공 관

련시설

시계, 온습도계, 인포 booth, 관광 안

내시설, 지역안내도, 교통 정보판

녹지시설
녹지 및 녹화와 관

련된 시설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 덮개, 가로

수 지지대, 분수대
조명시설 빛에너지공급시설 가로등주

기타 기타시설
디지털영상매체, 시계탑, 상징조형물, 벽화, 공사장 가

림막⋅가림벽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로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가로

시설물 중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가로시설물의 개발현황

과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국내

⋅외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물 디자인 유형과 기능, 효

율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점 등을 분석하여 국내 개발의 현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가로시설물

의 개선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먼저 가로시설물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현재

에너지가 도입되어 이용되는 가로시설물과 에너지 도입을

통해 기능개선이 가능한 가로시설물을 도출한다.

둘째, 다양한 대체 에너지 중 가로시설에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대체에너지의 종류와 도입가능성을 타진한다.

셋째, 국내ㆍ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이 적용되는

대상지가 넓게 분포되고 시설물의 범위가 넓어 사용 지역

을 중심으로 조사하다보면 다양한 유형 조사가 어려우므로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취급하는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 파

악한다. 국내와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개발 업

체를 리스트화 한 다음 2009년에 생산 및 유통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각 시설물로 구분하여 주요 에너지원과 에너지

공급형태, 형태, 형상 등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한다.

넷째, 국내ㆍ외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의 대

체에너지 이용 가로 시설물 개발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국

내 개발의 문제점 및 계획의 미반영 요소를 찾아냄으로 향

후 개선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이에 다양한 대체에너지 활용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

출하고 다양한 도시환경과 경관에 조화되는 유기적이고 유

연한 형태의 친환경 가로 시설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

표 자료를 작성하고자 한다.

2. 가로시설물과 대체에너지

2.1 가로시설물 개념 및 종류

1) 가로시설물 개념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은 외부공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총칭하며 유사한 말로는 도시가구(Urban Furniture),

사이트 퍼니쳐(Sight Furniture), 옥외가구(Outdoor Furniture),

환경장치물(Environmental Furn-iture) 등 다양하게 불리

고 있다. 최근 정의 되는 가로시설물의 주요 개념은 도시에

서 보행로, 가로, 담장, 보행자 mall 등에 설치되어 사람들

에게 공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안락, 편리, 안전, 의사

소통, 정보전달, 유도, 제한, 조절, 보호, 그리고 즐거움 등

을 주고 공간 분위기에 흥미와 변화를 주는 인공시설물을

말한다. 이들 가로시설물은 가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

소가 되며,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지각 요소가 된다. 커

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와

편의를 제공하며, 옥외 환경의 쾌적성을 유도하고, 위험으

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정성의 기능을 수행하여 옥외 공간의

중요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로시

설물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안전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이유로 도시경관 차원에서 가로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2) 가로시설물 유형 및 종류

가로시설의 유형은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문화적 특성

에 따라 법률, 행정, 관리 면에서 각각의 성립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제작기술이나 재료,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특

성을 지닌다. Nisijawa.T는 이용자 측면에서 목적과 기능

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하였고1), 질서⋅휴식⋅정보⋅기능

⋅장식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박길용은 목적에

따른 차원형상에 의해 평면계, 입체계, 공간계, 쉘터계로

구분하였고2), 가로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안전, 정보, 쾌

적, 편의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순위별 분류 등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공공디자인학

회에서는 디자인 중심 분류에 의해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

급시설로 구분하고, 가장 최근(2008년)에는 서울시에서 디

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경우 크게 10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대분류를 하고 소분류로는 41종으로

디자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

질적으로 적용의 편의를 위해 공공디자인학회의 분류와 서

울시의 공공시설물 분류를 주요 분석 대상의 기준으로 마

련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가로시설물 분류 및 종류

1) 휴식계, 위생계, 매점계(음식계, 판매계), 정보계(사인계, 통신계, 안내

계), 조명계, 교통계, 행사계, 놀이기구계, 관리계, 신체장애자계, 수경

계, 조경계로 분류함/ Nisijawa.T, 이범재⋅김병윤 역, 외부환경디자

인, 기문당, 1997, pp.81-90

2) 박길용, 가로조형 요소와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 연구

소, 조형논총, Vol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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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개념 세부 종류

자연에너지 현재 사용되는 화석에너지를 제
외한 자연적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매스, 소수력

신에너지
석탄의 새로운 이용 기술로서 석
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중질잔사유가스, 수소 에
너지

재활용에너

지

폐기물로부터 자원 순환적 이용
기술, ITㆍNT 융합 기술 등을
결합시켜 얻는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신재생에너

지

앞으로 기술 개발 노력에 따라
공급체계 내에서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
로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신에
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대
체에너지와 같은 의미로 이용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
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신에너지: 도표 위 참조

인간동력
인간이 행동하면서 발생하는 다
양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 에너지

압전 소자(압력에너지),
운동에너지(발전기)

구분 대분류 에너지 이용시설
에너지 도입

가능시설

추가

기능

교통

시설

통행시설

버스⋅택시⋅마을버스 정

류장 쉘터,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육교,교량
조명

교통시설

신호등, 주차시설, 주차요

금 징수기, 교통차단물,

로드마크, 안전유도등

편의

시설

휴게시설 쉘터, 파고라 벤치,옥외용 테이블 조명,음향

위생시설 공중화장실, 음수대 휴지통,재떨이

조명, 압착

기능, 연기

흡입기능
판매시설 자동판매기, 가판대 키오스크 장식조명

공급

시설

관리시설
교통 신호제어기, 관리부스,

지하철 환기구
서비스

시설
관광안내소, 공중전화부스

자전거보관대,

우체통
조명

보호시설 경광등, 경고등

볼라드, 보호펜스, 방

음벽, 도로벽 옹벽,

터널 전면부 옹벽

장식조명

정보시설
시계, 온습도계, 인포부스,

관광 안내시설

지역안내도,

교통 정보판
조명

녹지시설 분수대 가로화분대 장식조명

조명시설
가로등주, 공원등, 보행등

등 조명 일체

기타 기타시설 디지털 영상매체
공사장 가림막,

공사장 가림벽

안정성,장

식 조명

구분 대분류 대체에너지 이용시설물
취급

회사

품목

품목수 계

교통시설

통행시설
태양광 버스정류장 10 13

118
태양광 보도블록 15 105

교통시설

태양광 신호등 2 11

74

태양광 로드마크 8 19

태양광 활주로 항공유도등 1 5

태양광 교량⋅교각유도등 1 1

태양광 안전표시 및 유도등 8 38

편의시설 휴게시설 태양광 파고라 2 2 2

공급시설

서비스시설 솔라자전거공기주입기 1 1 1

보호시설
태양광 경광등 2 3

5
태양광 볼라드 1 2

정보시설
태양광 온도계 3 6

27
태양광 교통정보판(도로표지판) 1 8

2.2 가로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대체에너지

1) 대체에너지 개념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대체에너지는 기존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원으로 자연

에너지와 신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이 이

에 해당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체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기에

최근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는 무공해 에너지인 인간동력을

포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 표2.3)와 같다.

표 2. 대체에너지의 종류

2) 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다양한 대체에너지 중 현재 가로시설에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며 주로 조명시설인 가로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취지인 대체에

너지를 이용한 가로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에너지

를 이용하는 가로시설물과 에너지 도입을 통해 기능이나

미적 효율을 향상시키기 좋은 시설물을 체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표1.의 가로시설물 분류를 기준으로 기존의

에너지 도입 시설물과 에너지 도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체

크 해보면 표3.과 같다. 그러므로 향후 가로시설물 개발 시

표3.의 제시된 가로시설물은 대체 에너지 도입을 통해 도

시경관의 향상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표 3. 에너지 이용 및 적용 가능 가로 시설물

3) 김자경,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시공문화사, 2004, p.242 재정리

3. 국내⋅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현황

3.1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현황 분석

국내에서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이용

가 로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로시설물을 제작, 판매

하는 업체와 대체 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 및

유통하 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국내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체에너지 관련 가로시설물을 취급하

는 업체 는 50여개 업체가 조사되었다. 이 중 본 연구를 위

해 회사 홈페이지와 기업 카다록에서 소개된 제품을 중심

으로 취급 아이템이 2가지 이상 되는 곳을 중심으로 45개

업체4)의 제품군과 생산 품목 및 아이템수를 각 회사별로

조사하였 다. 그리고 이를 다시 표3.의 가로시설물 분류 기

준에 맞 추어 전체적인 개발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취급 제

품이 유 사하거나 동일한 것도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취급

회사수 와 전체적인 품목수를 정리해보면 표4.와 같이 나

타났다.

표 4.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적용 아이템 분석

4) 본 연구를 위해 조사대상이 된 회사를 제시하면 경원, 그린앤썬,

금문산업, 고양쏠라 파크, 나우LDD, 대도솔라텍, 대신전기조명, 대한

쏠라, 라이트론, 명지조명, 미래에너텍, 모든 솔라라이트, 반딧불에너

지, 밧데리뱅크, 솔라라이트, 신비앤쏠라, 신비앤썬, 신우테크, 썬앤

킴, 솔라가든, 솔라랜드, 쏠라이엔지, 솔라파워, 솔라파크, 아세아콘

트론, 아이솔라, 아이에스엘, 이안기술, 에이엘테크, 에디슨솔라이텍,

와이앤케이테크, 월드탑텍, 에코파워, 우주엘엔티, 예렘, 인응전자,

지에스에스, 진주경관조명, 켕비에너지, 코린스계기, 코스모스환보,

타보스, 태라아이엔씨, 테크원, 해바람에너지로 총 45개 회사를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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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간판등 4 8

태양광 자동음성기기 2 5

녹지시설 태양광 분수대 1 4

조명시설

태양광 가로등(or 공원등) 40 417

1,316

태양광 정원등 17 210

태양광 잔디등 19 344

태양광 문주등(or 데크등) 16 66

태양광 벽등 14 100

태양광 매립등 13 41

태양광 투광등(or 스폿등) 14 39

태양광 보안등 5 8

태양광 정원 장식등 7 72

태양광 부유등 5 6

태양광 비상등 1 1

태양광 정원 장식바닥등 1 12

태양광풍력(하이브리드)가로등 20 37 37
풍력가로등 4 8 8

시설물 유형 타입 주재료 대표 이미지

태양광
버스

정류장

부착

돌출형
6 ⋅스테인레

스 스틸

⋅광원: 삼

파장, LED지붕일체형 1

태양광
보도
블록

사

각

태양

전지

내장형

11
⋅폴리카보

네이트, 강

화유리, 스

텐, 알루미

늄

⋅광원: 슈

퍼브라이

트 LED

4~8개 정

도

태양

전지

외장형

7

원

형

태양

전지

내장형

3

태양

전지

외장형

2

시설물 유형 타입 주재료 대표 이미지

태양광
신호등

태양전지

부착형
4 ⋅PC

⋅광원: 슈

퍼브라이

트 LED
태양전지

분리형
6

태양광
로드
마크

Top

Lighting
2

⋅PC, 알루

미늄 주조

⋅광원: 슈

퍼브라이

트 LED

Side

Lighting
8

태양광
항공

유도등

태양전지

일체형
5

태양광
교각

유도등

태양전지

부착형
3

태양전지

일체형
1

태양광
파고라

ㆍ주재료 : 알루미늄, 스틸

ㆍ광원: 50w LED

ㆍ전지 사용시간 : 1일 10시간

표4.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개발되어 주로 이용되는 에

너지는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이

있으며 그 다음 풍력에너지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에너지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조명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통행시설, 교통시설, 정보시설, 보호시설 등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5개 회사를 중심

으로 아이템 유형과 세부 종류를 조사한 결과 회사별로 취

급하는 품목과 아이템수는 다르나 각 시설물별로 취급되는

제품이 같거나 중국 공장에서 OEM방식으로 제작되어 유

통만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많아 유사제

품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실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아이템은 각 시설물별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형을 도출

할 수 있는데 각 시설물 별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행시설

통행시설 경우 대체에너지가 적용된 것은 버스정류장과

보도블록에 적용되어 표5.와 같이 살펴 볼 수가 있다.

표 5.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통행 시설물 유형 분석

주로 별도의 전기시설 없이 대체에너지에 의해 조명기

능이 추가 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버스정류장 경우 전체 10

개 회사에서 13개 제품이 취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디자인 유형은 7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디자인 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

스템이 고려된 일체형이 아닌 기존의 버스 정류장 지붕위

에 45도 정도 각도로 덧붙이는 유형으로 태양 전지모듈 구

성과 크기에서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보도블록은 크게 사각형과 원형으로 구분되고 다시 태

양전지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다시

재료에 의해 폴리카보네이트(PC),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재질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블록에 사용된 광원은 대

부분 LED이며 일조에 의해 자동 점멸되는 구조로 되어 있

었다.

2) 교통시설

대체에너지가 적용된 교통시설은 신호등, 로드마크, 항

공유도등, 교량ㆍ교각 유도등, 안전유도등에 태양광에너지

가 이용되고 있었으며, 취급되는 품목 수에 비해 대표적인

유형은 표6.과 같이 나타났으며 태양광 로드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타입이 다양하지 못하고 디자인 또한 특

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교통 시설물 유형 분석

3) 휴게시설

휴게시설 경우 2개의 취급 업체가 조사되었으나 모두 표

7.과 같은 1가지 타입으로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별도

의 전지판을 설치하고 파고라 기둥에 내장한 LED 조명에

전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표 7.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휴게 시설물

4) 서비스 시설

서비스 시설은 실제 전원 공급을 통한 다양한 기능을 추

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유형이 거의 없었으며 표

8.에서 제시된 솔라 자전거 공기 주입기 한 가지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경우 소형 태양 추적형 솔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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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 자전거
공기 주입기

ㆍ규격 : W576×H5,000 ×L826(mm)

ㆍ주재료 : STS 304 스텐레스,분체 도장
ㆍ태양전지 시스템: 솔라 트랙커(소형 태양추적형

솔라) 시스템

ㆍ광원 적용: LED 주입구 램프(1w)

시설물 유형 타입 주재료 대표이미지

태양광
경광등

태양전지

부착형
1

ㆍPC

ㆍ광원: 초고휘

도 LED

태양전지

일체형
1

ㆍPC, 알루미늄
합금, AS, ABS
ㆍ광원: 초고휘
도 LED

태양광
볼라드

태양전지

일체형
2

ㆍ 스테인레스,
P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분
체 도장
ㆍ광원: 슈퍼브
라이트 LED

시설물 유형 타입 주재료 대표 이미지

태양광
온도계

사각기둥형 2
ㆍ알루미늄 합금

ㆍ광원: 고휘도 수퍼 백색

LED

원기둥형 1

ㆍ고광택 스테인레스 스

틸 커버, 알루미늄

ㆍ광원: 고휘도 수퍼 백색

LED

태양광
교통

정보판

태양전지

부착형
1

ㆍ알루미늄 패널 위 무광

옥 시트 마감

태양광
옥외
간판

및
광고판

태양전지
분리형 2

ㆍ로고주문제작으로 타입

이 다양해질 수 있음

태양전지

일체형
3

ㆍ스텐, 강화플라스틱

ㆍ광원: 슈퍼 브라이트
LED

지주형 박스형 현수막형

태양전지
부착
지주형

3

ㆍ고광택 스테인레스 스

틸 , 알루미늄

ㆍ광원: 슈퍼 브라이트
LED 1등형 2등형

태양광
자동
음성
기기

태양전지

부착형
5

ㆍ 스테인레스 스틸 ,

알루미늄
태양광
자동음성방
송기기

태양광 자
동음성문
자방송기기

태양광가로
등자동음성
무선방송기기

태양광
분수대

스템으로 태양 전지판이 태양 방향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

하므로 향후 다른 시설물에 응용이 가능하고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서비스 시설물

5) 보호시설

안전 및 재난방지와 관련된 보호 시설 경우 대체에너지

가 적용된 것은 경광등과 볼라드에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표9.와 같이 조사되었다. 모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볼라드는 조명기능을 추가하여 보호기능과 경관

조명으로도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단,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향후 다양한 디자인을 통하여 활용성을 높이기

좋은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표 9.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보호 시설물 분석

6) 정보시설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정보시설은 전부 태양광을 이용하

였으며, 온도계, 교통정보판, 옥외간판등, 자동음성방송기

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유형과 타입을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표 10.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정보 시설물 분석

이중 태양광 옥외간판 및 광고판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유형이 다양하고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태양광 자동음성기기 경우 단순 조명기능 외에 문

자방송기기와 가로등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으나 현재 상품에서는 디자인이 한정적이었

다.

7) 녹지시설

녹지 및 녹화와 관련된 시설로 에너지 도입이 된 시설물

은 분수대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태양전지판과 배터리, 축

전지가 분수 주변에 별도로 설치되어 모터와 연결되는 형

식으로 전지 용량에 따라 뿜어지는 물높이가 달라져 4가지

타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국내 제품이기

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유통된 제품으로 좀 더 다양한

제품 유형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표 11.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녹지 시설물

8) 조명시설

조명시설 경우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었으며 대체에너지의 종류도 태양광에 국한되지 않고,

풍력과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 시스템은 태양전지판, 축

전지, 제어기, 램프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도

분류기준을 재료나 색채, 등주기둥 모양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하지만 디자인 유형을 분류하는데 태양전지판의 형태

와 축전지의 위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

고 타입은 조명시설은 다루는 아이템수가 많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많은 타입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유형에서 대분

류에 들어가고 타입에서 기둥모양이나 디자인스타일에 의

해 세분화하여 타입을 구분하여 포괄적인 타입 유형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대부분이 태양 전지판 등 기

본 구성 시스템이 디자인을 투박하거나 단순하게 하는 한

계로 작용하고 있어 아이템 수는 많으나 가로등하면 떠오

르는 기존의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러나 최근 대체에너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제품이 국

내로 소개 유통되면서 독특한 디자인 제품도 찾아볼 수 있

으며 가로등 외에 다양한 조명시설에 대체에너지가 적용되

고 있는데 이들 조명시설물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표12. 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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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가로등

(or
공원등

배터리

내장형

태양전지

사각

모듈형

1등형 37

2등형 15

다등형 2 사각
기둥형

원기
둥형

전통
형

모던형 기둥라
이트형

다등원기
둥형

태양전지

자유형

다각형 2

원형 26

곡면형 5 사각
기둥형

원기
둥형

전통
형

기둥라
이트형

곡면
기둥형

자유

형태형

배터리

외장형

태양전지

사각

모듈형

1등형 61

2등형 8

다등형 1 배터리상부형
배터리중간

형
배터리하부형

태양전지

자유형

다각형 3

곡면형 2 다각형 곡면형

태양전지

분리형
2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통한

가로등

태양광
정원등

태양

전지

일체형

모던형 23

사각기둥형 원기둥형 상부 실린더형

전통형
한국형 5

유럽형 11 한국형 유럽형

감성형

유기적

형태
6

캐릭

터형
3

유기적형태 캐릭터형

태양

전지

부착형

1등형 8

2등형 3
배터리상부형 배터리중간형 배터리 내장형

태양광
잔디등

태양

전지

일체형

모던형
일자형 68

행거형 5 원기둥형 상부 실린더형 상부원기둥형 행거형

전통형
일자형 15

행거형 16 일자형 행거형

태양

전지

분리형

모던형

구형 6

원기둥형 3

스탠드형 1

전통형 1 구형 원기둥형 스탠드형 전통형

태양

전지

부착형

기하학형 1

자연 형태형 4

태양광
문주등
(데크

등)

태양

전지

일체형

모던형 7

전통형
한국형 5

유럽형 8 모던형 한국형 유럽형

태양
전지

분리형
구형 2

태양광
벽등

태양

전지

일체형

벽부

착형

모던형 17

한국형 3

유럽형 7 모던형 한국형 유럽형

행거형
한국형 3

유럽형 2 한국형 유럽형

태양
전지

분리형

일등형 6

다등형 2 일등형 다등형

태양광
매립등

사각 5

원형 11

태양광
투광등

지면

형

태양전지일체형 4

태양전지부착형 5

태양전지분리형 12
태양전지
일체형

태양전지
부착형

태양전지
분리형스탠드형 1

스탠드

형

태양광
보안등

원형 1

사각형 3

태양광
정원

장식등

기하학형 3

인공물 추상형 11

캐릭터형 2 기하학형 인공물추상형 캐릭터형

자연

형

단순화형 5

재현형 28 단순화형 재현형

태양광
부유등

구형 2

납작 구형 2
태양광

정원
바닥등

기하학형 4

자연형 10

태양광
풍력

가로등

배터리

내장형

1등형 5

2등형 4

다등형 2 1등형 2등형 다등형

배터리

외장형

1등형 10

2등형 1

다등형 1 배터리
상부형 배터리중간형 배터리하부형

풍력
가로등

수평

터빈

1등형 6

2등형 4

수직

터빈

1등형 1

다등형 1

표 12.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 조명 시설물 분석

3.2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현황 분석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을 조사는 본 연구에

서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

부 나라를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관련 키워드로 가장 많이

조사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한 결과 중국, 미국, 영

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다. 이

중 특히 중국은 나라 자체에서 활용이 높은 것보다는 다른

선진국 업체의 공장이 위치하여 OEM 방식으로 제작되는

곳이 많아 가장 많은 업체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실제 제품

을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 제품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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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대체에너지 이용시설물 취급
회사

품목

품목수 계

교통시설

통행시설

태양광 버스정류장 18 28

85태양광 보도블록 11 55

인간동력 바닥재 2 2

교통시설

태양광 주차장 5 5

92

태양광 신호등 12 25
태양광 로드마크 4 52

태양광 활주로 항공유도등 1 2

태양광 교량⋅교각유도등 1 2

태양광 해양등 1 5

태양광 주차요금기 1 1

편의시설

휴게시설
태양광 파고라 및 쉘터 11 13

16
태양광 벤치 3 3

위생시설
태양광 휴지통 3 4

6태양광 재떨이 1 1

판매시설 태양광 풍력 가판대 1 1

공급시설

서비스시설
태양광 공중 전화 부스 6 12

13
태양광 자전거 보관소 1 1

보호시설

태양광 경고등(안전표시등) 1 8

11태양광 볼라드 1 2

태양광 보호 휀스 1 1

정보시설

태양광온도계 2 2

32

태양광 교통정보판(도로표지판) 2 8

태양광 디지털 정보시설 3 4

태양광 간판 및 옥외광고판 5 13

태양광 시계 3 3

태양광 풍력 시계 1 1

태양광 풍력 옥외광고판 1 1

녹지시설 태양광 분수대 12 37 37

조명시설

태양광 가로등(or 공원등) 37 305

911

태양광 정원등 15 125

태양광 잔디등 28 185

태양광 문주등(or 데크등) 9 24

태양광 벽등 14 56

태양광 매립등(or 코너등) 11 25

태양광 투광등(or 스폿등) 9 32

태양광 보안등 5 8

태양광 정원 장식등 14 68

태양광 부유등 13 28

태양광풍력(하이브리드)가로등 22 55 55

풍력가로등 14 22 22

풍력 정원등 4 4 4

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국내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와

마찬가지로 45여개 업체5)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한 결

과 표13.과 같은 대체에너지 이용 시설물의 아이템을 찾을

수 있었다.

표 13.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아이템 분석

5) 연구자주 : 본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된 해외회사 리스트를 제시하

면 중국은 Hangzhou Huangshun Industrial,Edensun Lighting, D-

anyang Penfei, Warsony ZDEG, Shihuate, Shanghai Ming Hong

Electron Technology,Jiangsu Bright Lamps, Ningbo Dakim En-

terpris, Huzhou Xinyuan Industrial 10개회사, 미국의 SEPCO-Solar

Electric Power Company, SOL_Solarlighting, Aim Solar Corporation,

Silicon Solar Inc, Oksolar, Bigbelly, Selux, Arts in Science,

Sanpawa Solar Tech. Inc, Greenshine, Solar Hydro Wind Power

Inc. 11개 회사, 영국Firewinder, Zeta solar, Gr- eenfingers, Bright

Light Solar, Bright Light Solar, Al-Samawa Group Plc, True

Energy, EETS 8개 회사, 일본의 アイエール電器, 宇部興機株式会社,

株式会社アイセス,ubekohki, IHI INC. TOYOTA, Loopwing 7개 회

사, 캐나다 Carmanah Technologies 1개 회사, 호주 Sovereign

Solar, Wind Turbines Australia, Curtal project, Mate-tune 4개 회

사, 프랑스 SunPartner 1개 회사, 이태리 L'al-ternativa, Stefano

Merlo, 2개 회사, 덴마크 Danish Solar Energy Ltd. 1개 회사, 스페

인 Anoc Armengol 1개 회사, 아일랜드 Coug-hlan Engineering 1개

회사로 전체 47개 회사리스트를 만들어 국내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아이템 유형을 제시하였다. 단, 품목

수는 국내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정밀한 자료에 의하면 좀 더 많은 수가 조사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웹리서치와 일부 현장답사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적인 대체에너지의 가로 시설물의 개발경

향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시설물별개발 유형분석에서

제시되는 유형별 타입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리서치에 의한 수치로

전체적인 유형 경향과 통계치를 파악하는 자료로 이해하고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밝힌다.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 또한 태양광 에너지

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태양광과 풍력

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형이 뒤를 이어 풍력 에너지

가 이 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적용되지는 않았지

만 인 간 동력도 이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조명 시설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위생시설과 판매시설, 서비스 시설에서 새

로운 아이템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국내에는 아직 적

용이 안 된 아이템은 표13.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으며,

인간 동력 바닥재와 태양광을 적용한 주차장, 해양등, 주차

요금 기, 벤치, 휴지통, 재떨이, 보호 휀스, 광장시계, 공중

전화 부스, 자전거보관소, 디지털 정보시설과 태양광과 풍

력을 동시에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시설물인 광장 시계, 옥

외 광 고판, 풍력을 이용한 정원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 아이템 경우 유형을 분석해 보면 나라별로 각 지역

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전체 형태나 색상에서 차이가 발견

되긴 하지만 나라별로 수입을 하거나 OEM을 통한 제품의

경우 같은 제품도 있어 본 연구에서 특색 있는 디자인을

중 심으로 각 시설물 별로 유형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되는

제 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각 시설물 별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행시설

해외 대체에너지가 적용된 통행시설물은 표14.에 제시한

것처럼 국내와 동일한 시설물에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동력

바닥재라는 새로운 에너지의 적용과 다양한 디자인 유형에

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버스정류장 경우 태양전지에

의한 디자인적 한계를 벗어나 국내보다는 다양하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28가지 타입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돌

출형 보다는 일체형의 타입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

로 사용된 광원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삼파장과 LED 조명

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일체형이면서 IT와 접목한

유비쿼터스형의 버스정류장이 여러 유형이 나타났다. 이에

IT 접목 지붕 일체형 버스정류장과 powerleap tiles은 향후

국내 가로공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좋은 아이템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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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버스

정류장
-태양
전지
위치에
따라

지붕일체형 14

부착돌출형 8 지붕일체형 부착돌출형

별도설치형 2

지주형 4 별도설치형 지주형

태양광
보도
블록

태양전지

내장형

사각 12

원형 2

태양전지

외장형

사각 10

원형 2

인간
동력

바닥재

사각 타일형
(powerleap tiles) 2

시설물 유형
타

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주차장

쉘터형 3

건물형 2 쉘터형 건물형

태양광
신호등

행거형 10

지주형 8

지주식이동형 5 행거형 지주형 지주식이동형

태양광
로드
마크

Top
Lighting 5

Side
Lighting 14 Top Lighting Side Lighting

태양광
항공

유도등

태양전지부착
스탠드형 1

스탠드형 지면형
태양전지부착

지면형
1

태양광
교각

유도등

태양전지

일체형
2

태양광
해양등

태양전지

일체형
5

태양광
주차

요금기

태양전지

부착형
1

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파고라

및
쉘터

천막

쉘터형
7

구조물형 6
천막 쉘터형 구조물형

태양광
벤치

태양전지
일체형 2

태양전지

분리형
1

태양전지 일체형 태양전지 분리형

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휴지통

태양전지

일체형
4

태양광
재떨이

태양전지

일체형
1

태양광
풍력

가판대

태양광과풍력을이용하여가판대내부와외부조명을해결

일본, 하라주큐 (현지 조사사례)

표 14.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통행 시설물 유형 분석

2) 교통시설

교통 시설에서는 태양광 주차 요금기와 주차장은 국내

에 없었던 시설물로 이들 아이템은 전국에 분포한 주차장

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된다. 또한 태양광 해

양 등과 신호등에서 지주식 이동형이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표 15.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교통 시설물 유형 분석

3) 휴게시설

휴게시설에서 국내는 파고라에 부착시키는 한 가지 제

품에 비해 해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파고라와 쉘터

를 찾아 볼 수 있고, 태양전지를 구조물과 일체화시켜 기존

의 일반적인 파고라 형태의 개념을 깬 유기적 형태의 새로

운 쉘터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벤치 경우 아이템이 많

지는 않았지만 태양광을 적용하여 단순하게 앉는 기능을

넘어서 조명과 전원을 공급하여 노트북이나 기타 전자제품

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자연의

형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경쾌한 가로공간을 연출 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었다.

표 16.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휴게 시설물 유형 분석

4)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국내에서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던 시설물

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체에너지를 적용하기에 좋고 쾌적

한 거리환경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해외에서는 표17.과 휴지통에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쓰레기

를 압축하여 부피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재

떨이 경우 담배연기를 흡수하여 유해가스를 외부로 유출시

키는 것을 차단해주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17.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위생 시설물 유형 분석

5)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이용되는 제품이거나

공간이 되고 일정한 부피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적용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품이 하나도 없

었고 해외에서도 표18.에서 제시된 1가지 사례 밖에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향후 가판대나 자동판매기 개발에서 대체

에너지 적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표 18.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판매 시설물 유형 분석

6) 서비스시설

서비스 시설은 국내에서는 공중전화나 자전거보관소 등

에 적용된 제품은 없었으나 표19.에서와 같이 해외 경우 태

양전지를 부착한 일반적인 디자인과 처음부터 태양전지를

고려하여 디자인된 제품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자전거 보관

소는 향후 쉘터나 자전거 동력을 대체에너지로 이용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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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공중전
화부스

태양전지

부착형
7

태양전지

일체형
5

부착형 일체형

태양광
자전거
보관소

태양전지

일체형
1

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경고등

태양전지

일체형
8

태양광
볼라드

태양전지

일체형
2

태양광
보호
휀스

태양전지

일체형
1

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교통

정보판

태양전지

부착형
5

태양광
디지털
정보
시설

태양전지

일체형
4

태양광
옥외
간판

및
광고판

태양전지

일체지주형
6

태양전지

부착지주형
7

일체지주형 부착지주형

태양광
시계

태양전지

부착형
3

태양광
풍력
시계

태양전지

부착형
1

태양광
풍력
옥외

광고판

태양전지

부착형
1

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분수대

태양전지
분리형 14

태양전지
일체 부유형 8

태양전지
일체형 10 분리형 부유형 일체형

시설물 유형 타입 대표 이미지

태양광
가로등

(or
공원등

배터리

내장형

태양전지

사각

모듈형

1등형 89

2등형 34

다등형 14 사각기둥형 원기둥형 전통형 모던형 다등형

태양전지

자유형

다각형 6

원형 25

곡면형 6 다각형 원형 곡면형

배터리

외장형

태양전지

사각

모듈형

1등형 20

2등형 5
배터리상부형 배터리중간형 배터리하부형

표 19.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서비스 시설물 유형 분석

7) 보호시설

보호시설에서는 국내보다 좀 더 다양한 경고등과 세련

된 디자인의 볼라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태양광 보호휀

스가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조사 되었다. 보호

휀스 경우 LED전구와 태양 전지셀, powerleap tiles등의

적용을 통해 개발을 한다면 보행등이나 경관등으로서의 기

능과 함께 도시경관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표 20.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보호 시설물 유형 분석

8) 정보시설

정보시설에서 온도계는 국내에 유통되는 것과 동일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통 정보판이나 광고판 경우도 유사

하다. 그러나 태양광 디지털 정보시설과 태양광시계, 태양

광풍력시계와 옥외광고판에서 대체에너지의 다양한 적용

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표 21.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정보 시설물 유형 분석

9) 녹지시설

녹지 시설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수시설에서 태양

전지를 이용한 제품들이 다수 있었으며, 국내보다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분수시설을 찾을 수 있었다. 크게 태양전지

를 물밖에 설치하는 분리형과 분수 조형물에 전지를 일체

형으로 부착하여 함께 물위에 띄워 놓는 유형, 또는 분수대

자체에 일체형으로 물속에 함께 담겨있는 시스템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표 22.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녹지 시설물 유형 분석

10) 조명시설

조명 시설은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대체에너지가 적용

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는 표23.과 같다. 해외에서도 전반

적인 유형은 국내와 유사하게 아이템이 분류 되었으며, 광

원 또한 대부분 LED를 사용하고 일부 삼파장, 무전극 램

프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정원등이나 잔디등, 문주등 ,벽등

투광등, 보안등 등은 국내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표23.에서 보듯이 가장 차이점은 해외 제품 경우 가로등에

서 태양전지 셀이 사각 모듈을 벗어난 자유롭고 유기적 형

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배터리 내장형이 외장형보다 많

이 나타나 국내처럼 배터리 위치에 따른 유형분류가 어려

웠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

드형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디자인 또한 다양하

였다. 풍력 가로등은 국내는 수평터빈의 형태의 가로등이

대부분인데 반해 해외는 거의 다 수직터빈 형태로, 터빈

(turbine)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독특한 형태의 터

빈이 디자인되면서 가로등 형태에 영향을 주고, 광원을

LED를 사용하여 감성적인 조명연출을 통해 미적효과를

높인 제품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풍력정원등이 다양한 터빈의 형태로 미와 기능을 동시에

해결하는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표 23. 해외 대체에너지 이용 조명 시설물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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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자유형
곡면형 2

태양광
정원등

태양

전지

일체형

모던형 20

(서구)전통형 7 사각기둥형 원기둥형 상부 실린더형

감성형

유기적

형태
3

캐릭

터형
2 유기적형태 캐릭터형

태양

전지

부착형

1등형 33

2등형 48

기둥 라이트형 12 1등형 2등형 기둥 라이트형

태양광
잔디등

태양

전지

일체형

모던형
일자형 95

행거형 12 기둥형 상부 실린더형 상부원기둥형 행거형

(서구)

전통형

일자형 15

행거형 14 일자형 행거형

태양

전지

분리형

원기둥형 2

원기둥형 구형구형 1

태양

전지

부착형

상부 부착형 11

사이드 부착형 6
상부 부착형 사이드부착형

태양광
문주등
(데크

등)

태양

전지

일체형

모던형 11

(서구)전통형 13
모던형 전통형

태양광
벽등

태양

전지

일체형

벽부

착형

모던형 29

전통형 14 반구형 실린더형 원기둥형 구형

행거형 전통형 4

태양
전지

분리형
모던형 2

태양광
매립등

사각 15

원형 8

태양광
투광등

지면형

태양전지 일체형 4

태양전지 부착형 5

태양전지 분리형 21 일체형 부착형 분리형

태양광
보안등 태양전지 분리형 4

태양광
정원

장식등

기하학형 3

인공물추상형 15

캐릭터형 26 기하학형 인공물추상형 캐릭터형

자연형
단순화형 9

재현형 15 단순화형 재현형

태양광
부유등

구형 15

자연재현형 9 구형 재현형

태양광
풍력

가로등

배터리

내장형

1등형
수평터빈 26

수직터빈 9

2등형
수평터빈 8

수직터빈 5 수평터빈 수직터빈

배터리

외장형
배터리 하부형 4

풍력
가로등

수평 터빈 4

수직 터빈 16 수평터빈 수직터빈

풍력
정원등

수평 터빈 1

수직 터빈 3 수평터빈 수직터빈

3.3 국내⋅외 이용 현황 분석

3.1.과 3.2.에서국내와 해외에서 현재 개발 사용되어지는

대체에너지 이용 가로시설물들을 45여개의 업체의 제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각각 조사되어진 국내와 해외

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의 아이템수가

다르므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전체 품목수를 중심으로

표4.와 표 14의 아이템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도해 보

았다.

1) 교통시설

그림1.은 적용 아이템별 품목수를 전체 품목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분야에 다

양한 아이템들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한다. 비교 내용을 살

펴보면 국내 및 해외 모두 태양광 보도블록 부분에 제일

많은 아이템들이 개발되었고, 다음으로 태양광 로드마크,

태양광버스정류장 등의 순이었으며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항목으로는 인간동력 바닥재,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해양등, 태양광 주차요금기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인

간동력 바닥재와 태양광주차장 항목은 국내 도입을 적극

고려할 만하며, 태양광 버스정류장 경우 다양한 적용방식

을 응용하여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

그림 1. 교통시설 가로시설물 적용 아이템 국내 및 해외 비교

2) 편의시설

편의시설 경우 앞에 표4.에서 보면 휴게시설 중 파고라2

개로 나타나고 실제 표8.에서 분석 했을 경우 하나의 아이

템으로 해외와 품목 비교가 상대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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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편의시설 가로시설물 적용아이템 국내 및 해외 비교

러나 해외 경우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태양광 풍력 가

판대, 태양광 재떨이, 태양광 휴지통, 태양광 벤치 등이 있

고, 파고라도 앞의 표16.에서 보면 전체 아이템이 13개이며

형태도 다양하여 국내에 특히 적용이 안 된 시설물로 향후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이와 같이 편의시설 경우

국내 도입이 유난히 안 된 이유는 지금까지 디자인의 관심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 등 도시 내부시설에 관심이 집중되

고, 그 다음은 대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그다지 관

심이 없었으며, 특히 외부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많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편의 시

설 경우 창의적 디자인이 강조된 다양한 대체에너지 이용

시설물이 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설물로 해외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공급시설

공급시설 경우 조명시설이 들어감으로 실제 국내 및 해

외 모두 가장 많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시

설물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국내와 해외에서 아이템

이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한 도표인

그림2.를 살펴보면 우선 유사점은 태양광 가로등 부분에

제일 많은 아이템들이 개발되었고 다음으로 태양광 잔디

등, 태양광 정원등 순으로 국내나 해외가 같은 비율로 개발

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는 태양광 벽등(7.2%), 태

양광 장식등(5.2%), 태양광 문주등(4.7%), 태양광 매립등

(2.9%), 태양광 투광등(2.8%), 태양광 풍력가로등(2.6%) 등

의 순이였다. 반면 해외는 태양광 정원장식등 (6.6%), 태양

광 벽등(5.4%), 태양광 풍력가로등(5.3%), 태양광 분수대

(3.6%), 태양광 투광등(3.1%), 태양광 부유등(2.7%), 태양

광 매립등(2.4%), 태양광 문주등(2.3%) 순이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해외의 경우 장식등이나 분수대, 부유등 등 국

내 적용이 안 된 아이템에 대체에너지를 실제 적용하여 많

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의 경우 조경분

야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

음을 일부이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항목으로는 서비스 시설

에서는 태양광 공중 전화부스, 태양광 자전거 보관소 등이

있고 보호시설에서는 태양광 보호휀스, 정보시설에서는 태

양광 디지털 정보시설, 태양광 시계, 태양광 풍력시계, 태

양광 옥외광고판 등이 있고, 조명시설에는 풍력정원등이

있었다. 분석결과 국내 도입되지 않은 항목은 사실 적용이

그리 난해하거나 어려운 시설물이 아니므로 향후 국내 도

입을 적극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와 해외 가로시설물에 대체에너지

를 적용하여 이용되는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은 첫째, 에너지 활용면에서 태양광 에너지

의 활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

용하는 하이브리드형, 그 다음은 풍력에너지가 이용되고

있었다. 둘째, 유형분류에서 각 시설물 마다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내나 해외에서 중국을 통해 OEM방

식으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되는 가로

시설물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해외 경우 좀 더 다양한 시설물에 대체에

너지 적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휴게시설

과 위생시설, 판매시설, 서비스시설, 녹지시설, 정보시설 등

과 같은 다양한 시설물에 대체에너지를 적용하여 기본기능

외에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향상시

킨 제품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둘째, 해외 경우 태양광

외에 풍력이나 하이브리드형 제품을 다양한 시설물에 적용

하고 있으며, 특히 powerleap tiles과 같은 인간동력 등을

가로공간이나 공공시설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셋째, 디자인 형태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

내고 있는데 국내 생산 제품 경우 태양전지와 배터리, 콘트

롤러, 풍력 터빈 등을 장착함으로 오는 필연적인 디자인 제

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둔탁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는데 반해 해외 제품 경우 이러한 제

약조건을 최대한 감소시키거나 오히려 이를 디자인하여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었다. 특히 통행

시설의 버스정류장과 조명시설에서 가로등과 정원등과 장

식등에서 디자인상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국내

경우 기존의 시설물에 태양전지나 풍력터빈을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디자인이라면 해외 경우 디자인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일체화시킨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디자인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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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형태 경우 배터리내장형이 대부분이고, 태양 전지

셀은 사각 모듈을 벗어나 유기적형태의 다양한 셀이 컨셉

과 맞추어 적용되고 있었다. 풍력에너지 경우 국내는 수평

터빈을 이용한 가로등이 많은 반면에 해외 경우 바람의 양

이 적어도 효과가 좋은 수직터빈을 위주로 다양한 디자인

의 가로등과 정원등이 많았다. 즉, 해외 가로시설물은 단순

한 에너지 이용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대체에너지 이용

상의 제한점인 다양한 장치들을 최대한 디자인으로 끌어들

여 기능과 미적인 조화를 이룬 제품이 대다수였다.

이에 향후 국내 가로 시설물에 있어서도 태양전지 외에

디자인을 강화한 수직터빈을 이용한 풍력의 활용, 하이브

리형, 사람의 운동진동 기타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운동진

동을 이용한 다양한 대체에너지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해 기존의 고정된 가로시설물이 아닌 환경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여겨

진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도시가로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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