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 도시 탐방

누구나 행복해지는
친환경 도시,
덴마크 코펜하겐

행복지수 1위에 빛나는 덴마크 코펜하겐은 최근 친환경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도시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시민이 꾸준히 노력해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도시로 통한다. 전체 도로 중 43%가 자전거 도로로, 시민의 62%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북유럽의 매서운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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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길, 자전거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도시는 매연과 쓰레기, 소음 같은 각종 공해 물질이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다르다. 안데르센의 아름다운 동화가 그려진 곳이자 행복지수가 높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힌다. 최근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장 친환경 도시라는 수식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코펜하겐이 처음부터 살기 좋은 도시였던 것은 아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에 시달렸고, 1970년대만 해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성장을 이룬 데는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 만한 도시를 만들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은 도시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번화한 스트뢰에(Stroeget) 거리는 보행자의 천국으로 통한다. 

1962년 처음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해 자동차가 없어진 거리는 수많은 인파가 

차지했다. 이내 감각적 디자인 쇼룸과 카페, 레스토랑이 생겨 사람들은 더욱 행복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또 코펜하겐 시민은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선호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 능수능란하게 손짓으로 방향 표시를 하며 도시를 자유롭게 

누비는 자전거 행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동성이 중요한데 

코펜하겐 시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세계 최초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하고 교통 신호 체계도 자전거 주행 

속도에 맞췄다. 1970년 자전거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가 11만 명이었던 것이 

2015년 기준으로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과 후원으로 

코펜하겐 시는 2025년에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람의 도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덴마크의 청정 산업 육성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덴마크 정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탄소 배출 중립 국가가 될 것을 선언했는데, 

코펜하겐 시는 그보다 앞선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풍력 단지를 보면 청정 도시가 되겠다는 코펜하겐의 자신감 또한 

타당해 보인다. 코펜하겐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해상 풍력 단지인 미델그룬덴은 가히 압도적이다. 

파란 바다 위에 가지런히 떠 있는 기둥 높이 102m, 날개 지름 76m에 달하는 바람개비 모양의 

많은 풍력 발전기가 매서운 바람을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한다. 덴마크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전력 

소비량의 50%를 풍력 발전으로 조달하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 사용 에너지의 99%를 수입에 

의존한 덴마크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해상 풍력과 내륙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1997년 에너지 

자급 국가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전력 대비 7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난방열로 전환하는 시도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와 온수를 만드는 열병합 발전소다. 자칫 혐오 시설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이곳은 이색 디자인을 입혀 관광 명소이자 시민 여가 공간으로 거듭났다. 너비 

200m, 높이 85m의 거대한 미끄럼틀 모양의 이곳은 스키를 탈 수 있는 슬로프와 아름다운 전망의 

산책로, 암벽 등반 시설까지 갖춰 ‘코펜하겐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코펜힐(Copenhill)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도시 

내 3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7만 2,000가구의 난방을 책임진다. 

도시와 사람, 자연의 어울림이 긍정적 시너지를 내는 코펜하겐에서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녹색 도시 탐방

1 보행자 전용 도로인 스트뢰에 거리. 감각적인 
쇼룸과 카페, 레스토랑 등 즐길거리가 많다. 

2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도시로 통한다. 
전용 도로와 교통 신호 체계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다. 

3 코펜하겐의 해상 풍력 단지. 풍력 에너지 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4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한 열방합 발전소 
아마게르 바케는 관광 명소이자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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