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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생가능성 프라이부르그 2007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강력한 지방 활동 
 

2007년 6월 13~15일 
Germany, Breisgau, Freiburg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천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지 알고 있나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대담에 관심이 있는지요? 

유럽의 지침사항(European Directives)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가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 알고 싶은가요? 

지역사회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대표단, 유럽 및 지역사회의 주요 운

동가들과 함께 교류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및 선진 도시들로부터 지

속가능한 에너지 옵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십시오. 

 기후보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지역 개발 및 지역 자원 

 

배경 – 유럽연합(EU)의 목표와 강력한 지역사회 

유럽 기후 정책, 최근 발족한 2007 에너지 Package 및 EU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목표는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지방정

부 및 앞서가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경험으로부터 적절한 지식을 개발해야 합

니다.  

 

참가 대상  

유럽 지방자치단체 및 파트너, 다양한 레벨의 정부,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자 

및 사업대표의 의사결정권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장려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

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 여러분 모두 똑같이 

환영합니다 - 지방행동을 위해 교류하고,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기 바랍니다. 

 

프라이부르그 태양에너지 축구 경기장

일광 반사기, 회전하는 태양열 건물

Black Forest에 설치된 풍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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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07 프라이부르그 지방 재생가능성’에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에

너지의 실행 전략을 다룰 것입니다 : 지방 재생가능성은 도시 및 도시 주변 환

경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리더들은 혁

신적인 아이디어, 검증된 방법 및 기술,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식견

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번 회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총회 및 병행 세션에서의 고무적인 프레젠테이션 

- 역량구축 워크샵 및 회의 전 후의 기술 시찰 

기술 시찰은 재생 에너지 및 실제 이행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한 뛰어

난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선별적인 전시회가 프라이부르그의 태양열 정보 센

터(회의 장소)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초청 연사 

• Andris Piebalgs, 유럽위원회 에너지 장관 

• Dr. Klaus Töpfer, 국제연합 환경계획의 전 수장(UNEP) 

• Michael Müller, 주 장관(독일 연방 환경, 자연보존 및 핵 안전부 - BMU) 

• Dr. Eicke Weber (Fraunhofer 태양에너지시스템학회 - ISE) 

• Dr. Dieter Salomon, 시장(독일 프라이부르그) 

• Ulla Hamilton, 환경부시장(스웨덴 스톡홀름) 

• Robert Hastings, Task 28 지도자(IEA 태양 난방 및 냉방 프로그램) 

• 국제 태양열 에너지 협회(ISES) 

• 기타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 

 

후원 

금번 회의는 독일의 유럽연합 대통령 임기중의 체제 내에서, 독일 연방 ‘환경, 자연보존 및 핵 안전부(BMU)’의 

Sigmar Gabriel 장관의 개인적 후원 및 Baden-Württemberg주의 지원 하에 개최됩니다. 

 

주최 – 프라이부르그, 독일 태양에너지의 중심 

프라이부르그시의 친환경적인 정책과 태양에너지 및 다른 재생가능한 자원의 집중적인 사용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을 수여받은 도시로서 금번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곳이라 하겠습

니다.  

 

금번 회의 이후, 프라이부르그는 태양기술과 관련하여 명망이 높은 유럽박람회인 국제태양무역박람회를 2007. 6. 

21~23 동안 주최할 것입니다.  

- 참고사이트 : www.intersolar.de  

 

제10회 국제 “sun21” 회의가 스위스 바젤에서 2007. 6. 15-22 동안 개최됩니다. 

- 참고사이트 : www.sun2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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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Freiburg (프라이부르그시) 

– Mayor’s Office,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시장실, 국제업무부) 

Rathausplatz 2-4, D-79098 Freiburg, Germany, 

전화: +49-761/201 10 25, 팩스: +49-761/201 11 97 

www.freiburg.de, www.solarregion.freiburg.de 

 

ICLEI –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 정부 

프라이부르그시는 ICLEI 유럽사무국을 유치한 도시입니다. ICLEI 유럽사무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헌신하는 유럽

의 180개 이상의 회원 지방자치단체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그시는 ICLEI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기후보

호 캠페인(CCP)과 지역재생가능성 이니셔티브(LR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ICLEI의 이 두가지 국제적인 

프로그램은 금번 회의의 토대를 제공하며, 회의의 산출물을 널리 전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nference Secretariat(회의 사무국), ICLEI 국제연수센터(ITC) 

Leopoldring 3, D-79098 Freiburg, Germany 

전화 : +49-761/368 92-20, 팩스 : +49-761/3689 2-29 

이메일 : LR2007@iclei.org,  웹사이트 : www.local-renewables2007@org 

 

태양 지역 프라이부르그 

금번 회의의 주최자로서 태양 지역 프라이부르그는 수년간 축적해 온 경

험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효과가 있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 경제적인 다양한 해결책들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olarregion.freburg.d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등록은 www.local-renewables2007.org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 330 유로, 할인참가비 : 270 유로  

(포함 내용 : 식사, 기술시찰, 특별 워크샵, 이산화탄소 배출 상쇄 보상금) 

 

www.solar-info-conter.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