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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기존 건물에 지 련 사업에 한 평가 필요

－서울시는 민선 4기에 선진도시화를 해 건물에 한 에 지기  강화, 

지원기  확충을 통한 건물부문 기후변화 응사업을 실시함.

－민선 5기에서는 민선 4기에 실시된 기존 사업에 해 투명하고 객 인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서울시의 에 지 소비량  건물부문의 소비는 평균 56%를 차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에 지 소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건물

부문이 5년간 약 56%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건물에서 소비된 에 지양이 가장 크므로, 서울시 에 지 사용량 감을 

해서는 건물부문의 성능향상 련 사업이 매우 요함.

◦총  사업 평가방안과 평가모형의 필요성

－ 재 서울시의 에 지‧기후변화 응 단 사업은 42가지에 이르며, 건

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임.

－ 재 국제 인 에 지 기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지속 으로 서울

시의 건물에 지 감 사업 발굴이 상되므로, 에 지 소비 감사업을 

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평가 방안과 평가모형의 구축이 시 함.

◦이 연구는 서울시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종합  분석을 한 평가

방안, 평가모형의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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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문헌 고찰  기 연구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데이터 수집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평가 상사업 선정

－기존 문헌을 통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유형별 평가기  조사

－평가 방법론, 사업 평가기 , 사업 평가항목 수집

◦평가구조  평가모형 구축

－평가논 을 활용한 총 인 평가구조 구축

－사업 평가모형 구축을 통한 총  사업평가 방법 구체화

－평가항목의 요도 반 을 한 문가 설문조사 시행

－사업별 평가항목에 한 평가척도 구축

◦평가 로그램 제작

－평가모형을 토 로 Adobe Flex기반의 평가 로그램(SeBEE) 제작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방안 제시

Ⅱ. 연구의 주요결과

1. 평가방안 고찰 및 평가모형 

1) 총괄적 평가구조 제시

◦ 상사업별 공통 인 사업평가구조를 제시하고 총  평가방안을 마련하

기 해, 5  사업 평가논 을 도입함.

－5  사업 평가논 에는 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용성이 

포함되며, 각 평가논 은 사업의 개입논리(수요, 목표, 투입물, 사업집행, 

산출물, 결과, 성과) 간의 계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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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사업의 개입논리 분석 후 평가항목과 평가논 의 계 분석

을 통해 총  평가가 가능한 단계  구조를 제시함.

◦사업의 평가항목 선정

－기존 에 지정책 평가문헌을 고찰하여, 상사업에 공통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함.

－선정한 평가항목은 건물성능 개선효과, 총 에 지사용 감량(생산량), 

사업체당 에 지사용 감량(생산량), CO2 배출 감량, 투자회수기간, 

참여도, 고용효과, 사업지원의 타당성, 가능성, 이용자 만족도의 총 

10개 항목임.

－사업 시행을 통한 건물성능의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물성능 

개선효과항목을 추가하 으며, 에 지 성능지표(Energy Performance 

Index, EPI)를 활용하여 사업시행 ‧후의 EPI 개선정도로 평가함.

<그림 1> 건물성능 개선효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총  평가구조 구축

－총 인 사업평가를 해 사업 평가항목  5  평가논 을 활용한 단

계  평가구조를 구축함.

－1단계는 항목평가로서 상사업의 평가항목을 평가함.

－2단계는 1단계 평가결과를 토 로 평가논 에 입각하여 총 으로 

상사업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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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평가모형

◦사업 평가모형 설계를 한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평가척도 구축

－ 상사업의 유형과 시행방법이 다양하므로, 사업평가에 합한 평가항

목이 다름. 따라서 사업의 평가유형별로 합한 평가항목을 재정리하

으며, 각 항목의 평가논 과의 련정도를 악함.

－사업별 평가항목의 평가척도를 구축함.

◦알고리즘(Algorithm) 설계

－Algorithm은 평가구조를 토 로 설계되었으며, 다음 <그림 2>와 같이 평

가 상사업의 유형  단 선택, 평가 상 사업정보 입력(일반 정보, 건

물성능 정보, 에 지 정보, CO2 정보, 산정보), 평가항목 분석, 사업 평

가(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결과 출력으로 진행되며, 1단계 평가과정에

서 평가항목의 가 치가 반 됨.

<그림 2>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모형의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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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평가척도 구축

◦구성 방법

－평가항목의 결과를 분석하기 해 평가유형에 따라 항목별 척도를 구축함.

－평가척도는 평가모형에 반 하기 해 모든 평가항목에 동일하게 5  

척도 방식(최소 1 ~최  5 )을 채택하여 0.1  간격으로 설정함.

－5  척도 방식은 이용자 만족도, 사업지원의 타당성 등 정성  항목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공 없이 척도에 반 할 수 있음.

◦평가척도 기

－평가척도의 기 은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2009)의 사업별 

기  효과, 사업별 실측 자료, 사업계획상의 목표 등으로 함.

－근거자료에 제시된 값을 기 값(3 )으로 척도에 반 하 으며, 서울시

의 에 지계획에 평가항목의 근거기 이 없는 경우는 일반 인 척도를 

사용하거나 최 값(5 ), 최소값(0 )을 배치하여 척도 범 에 균등하게 

배분함.

3. 객관적 정보 수집

1) 사업별 현황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

－서울시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실 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773가

구에 이르며, 이는 국 보 실 의 2%, 서울시 체 가구 수의 0.02%에 

해당함. 총 에 지 생산량은 1,500TOE임.

－ 용 에 지원별  보 실 은 태양 발 시스템이 총 746가구(96.51%), 

태양열시스템이 총 26가구(3.36%), 지열시스템이 1가구(0.13%)임. 그동

안 태양 발 시스템 주의 보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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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사업의 경우 2009년에 국 20개소에 

지원되었으며, 서울시는 2009년에 해당실 이 없으나, 2010년에는 시도

별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연료 지 100kWh(100호), 태양  150 

kWh(50호)를 배당받음. 추후 연료 지 심의 그린 빌리지 조성이 활성 

화될 것으로 상됨.

◦건물에 지합리화사업

－2010년 4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76동, 민간부문에서 총 57동(2008년 -8

동, 2009년-42동, 2010년-7동)을 상으로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을 실

시하 으며, 2008~2009년 민간실 은 총 50건, 3,846TOE임.

－2009년 에 지 감 사례의 에 지 감률은 부분 11%~73%에 범주

에 집 되어 있음.

◦에코마일리지사업

－2010년 7월 기 으로 가정 26만여 가구, 단체 2만여 개소(학교 727개교, 

공공기  2,139개소, 아 트 1,046단지, 건물 15,600개소)가 에코마일리 

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정부문은 서울시 체 가구 수의 8.0%에 

해당하는 참여율을 보임.

－2009년 9월~11월에 가입한 단체 2,878개소, 가정 80,840가구 에서 단

체 1,050개소(36.5%), 가정 31,618가구(39.1%)가 자발 으로 온실 가스

를 59,391tCO2 감축함.

2)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가

◦ 요도 평가 방법

－평가항목의 요도가 다르므로 합리 인 사업평가를 해 각 항목의 

요도를 도출하여 평가모형에 용함.

－평가구조의 평가항목은 계층구조이므로, 두 계층의 가 치를 반 한 종

합가 치에 의해 최종 으로 통합  사업평가를 시행함.

－정성 , 정량 , 유형  기 을 동시에 용할 수 있는 다 의사결정법



vii

인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한 문가 조사를 실시함. 요도 평가는 

상 항목과 하 항목의 두 단계로 구성됨.

－상  항목인 건물성능, 경제성, 공공성, 이용자만족도는 비교법을 

활용하여 상  항목의 요도를 1차 으로 단하고, 하  평가항목은 

7  척도를 사용하여 요도를 조사함.

◦ 요도 평가 결과

－상 항목의 요도 평가 결과, 건물성능(0.371)>이용자 만족도(0.216) >

경제성(0.215)>공공성(0.198) 순으로 조사됨.

－하 항목의 요도 평가 결과, 총 에 지 감량(6.02 )>CO2 배출  

감량(5.72 )>건물성능 개선(5.67 )>사업체당 에 지 감량(5.46 )> 

가능성(5.02 )>투자회수기간(4.89 )>사업지원의 타당성(4.89 )> 

이용자만족도(4.85 )>고용효과(4.54 )>참여도(4.50 )의 순으로 산출 

되었으며 모든 항목이 보통(4.00 ) 이상의 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됨.

－최종 가 치 분석 결과, 상 항목 가 치와 하 항목 가 치 결과와 동

일하게 건물성능 항목의 요도가 가장 높고, 공공성에 해당하는 항목의 

요도가 상 으로 요도가 낮은 것으로 산출됨. 한 최종 가 치는 

총에 지 감량(생산량) - CO2 배출 감량 - 건물성능개선 효과가 상

권, 사업지원의 타당성 - 고용효과 - 참여도는 하 권으로 분석됨.

－ 요도 평가의 결과는 평가과정에 합리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각 사

업의 개선과정에서 항목의 우선순  제시에도 활용될 수 있음.

4. 평가 프로그램(SeBEE) 개발

◦평가 로그램(SeBEE) 개요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상사업의 평가가 가

능한 로그램을 제작함. 로그램명은 SeBEE(Seoul Build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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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이고 제작 로그램은 Adobe Flex를 활용함.

◦평가 로그램(SeBEE) 구성

－평가 로그램은 평가모형 Algorithm을 기반으로 제작하 으며, 평가

상사업  단  선택 - 사업정보 입력 - 사업 분석 - 평가 결과 제시 - 결과 

장 후 종료의 단계로 구성됨.

<그림 3> 연구의 주요 결과

Ⅲ. 추후 연구 방향

◦사업 평가항목의 보완

－ 재 사업평가항목에 사업의 사회  효과를 계량화한 사회  B/C 

비율 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사업별 비에 지 편익 계량화

를 거쳐 평가항목에 추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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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척도의 보완

－ 재의 평가척도는 사업별 장기목표를 기 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정확

한 척도 구축을 해 단기목표 설정 후 평가척도의 보완 과정이 필요함.

◦평가 가능한 사업 유형의 확

－ 재 평가 로그램은 상사업만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범 를 확 하여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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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민선 4기에 선진도시화를 해 건물에 한 에 지 기 을 격히 

강화하고, 지원기 을 확충하여 다양한 건물부문 기후변화 응사업을 시행하

다. 서울시는 민선 5기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건물에 지 련 단 사업에 

해 투명하고 객 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물부문 

기후변화 응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1-1> 2004~2008년의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세



4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방안

<그림 1-1>은 2004~2008년의 서울시 부문별 에 지 통계1)를 분석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정‧상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 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에 지 소비량은 지난 5년간 체 에 지소비량의 약 56%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구조는 서비스‧인 자원 규모가 산업‧수송의 규모보다 큰 서울

시의 산업 구조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다. 본 통계는 건물에서 소비된 에 지

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만큼, 서울시 에 지 사용량 감을 해 건물

부문의 성능향상 련 사업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 지‧기후변화 응 단  사업은 42가지

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을 해 투입되는 산 규모 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이 다년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을 총  평가하는 방법  모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정책 및 단위사업

- 소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기준

-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원

- 에코마일리지(Eco-mileage): 에코학교, 에코빌딩, 에코아파트

- 저탄소 Green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그린오피스 프로젝트, 그린캠퍼스 프로젝트, 에코스쿨 프로젝트

- 서울형 집수리 사업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지경부):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보급

-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일반보급/지방보급 사업(지경부)

- 그린홈 시범사업(국토부)

-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제도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시행 기에는 평가 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평

가가 불가능했지만 재 일부 사업에 하여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며, 재까

1) 에 지경제연구원, 2005~2009 지역에 지통계연보, 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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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과정에 해 종합 으로 평가하는 실질  평

가방법  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집행만을 평가척도로 삼은 기존의 평가 행을 지속 으로 시행하는 것

은 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총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단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 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 국제 인 에 지 기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지속 으로 서울시의 

건물에 지 감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상되므로,  시 에서 에 지 감사

업의 평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안의 수립은 실효성 있는 정

책 제안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종합  분

석을 한 평가방안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각기 다른 목 과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행 사업  다양한 유형을 

표하는 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사업 평가에 통합 으로 운용이 가능한 평가

기 과 지표를 마련한다. 한 평가항목의 평가결과를 평가논 에 의해 종합

으로 평가하는 단계  평가구조를 제안하며, 제안한 평가구조를 근간으로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모형과 평가 로그램을 최종 으로 구축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을 평가하기 한 방안으로

서 각 사업의 로세스(개입논리)를 연구하고 사업평가를 한 평가항목을 선

정하여 평가모형과 평가 로그램을 구축하 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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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방법론 심의 선행연구 조사․검토

－선행연구들의 에 지 시책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조사함.

◦ 상사업 선정과 유형화  개입논리 분석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평가 상사업을 선정함.

－선정된 상사업을 사업 목 , 방식, 상에 따라 유형화하며, 각 사업 

평가항목 선정에 기 자료로 활용함.

－ 상사업별 로세스(개입논리)를 분석하여 사업 평가항목 선정에 기

자료로 활용함.

◦평가구조 확립

－평가논 을 활용한 종합 인 사업평가방법을 이용함.

－선행연구 조사 결과  상사업의 유형화․개입논리 분석을 통해 평가

항목을 선정함.

－평가논 과 선정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총  사업평가구조를 확립함.

◦평가모형 구축

－평가 상사업 유형  단 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함.

－평가항목과 평가논 의 계를 분석하여 총 평가 방법을 구체화함.

－사업별 평가항목에 한 평가척도를 구축함.

－사업 평가모형의 Algorithm을 설계함.

◦평가 로그램 제작

－평가구조와 평가모형을 토 로 상사업의 평가 로그램을 제작함.

연구의 흐름  연구 방법은 다음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연

구는 문헌 고찰  기 연구, 설문조사, 실증 연구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한, 

연구 결과물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평가 방안, 평가 모형  로그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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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

및

기초 연구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존 문헌을 통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기준 조사

⇓ ⇓

대상 정책 및 사업 선정

방법론 구축

평가기준 선정

평가항목 추출

⇓

평가 구조

및

평가 모형

총괄적 평가 구조

⇓

평가항목의 중요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평가 모형 개발

⇓

프로그램 제작 평가 프로그램 제작 및 검증

⇓

결론 주요 연구성과 ⇒ 추후 연구 방향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연구 방법

제3절 선행 연구

이 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건물에 지 련 정책 평가 연구의 

흐름을 악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연구 주요내용

산업자원부 (2006)

∙ 자발적 협약제도(VA),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의 에너지절약시책을 

대상으로 성과 계량화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정책 평가도구(Energy Policy 

Evaluation Toolkit, EPET) 개발

∙ 에너지절약시책의 시행효과 계량모형 개발과정에서 에너지절약 잠재량과 시책의 추진

효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책 유형을 발굴해 제시하였음(에너지소비절약 

유도, 에너지다소비 구조개선, 에너지이용합리화).

<표 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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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이성근, 안영환

(2006)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정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 및 정책구성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사업 중 건물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정책은 고효율 기기보급임.

∙ 고효율 기기 보급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후회없는 정책으로 분류함.

∙ 순효과(net effect), 전체효과(gross effect)를 분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Wang-Jin Seo,

Daniel J. Kasper, 

Patrick E. Meyer 

(2008)

∙ 환경단체인 ‘환경정의’가 시행한 미국의 저소득층 워더라이제이션 지원사업 평가

∙ 저소득층 에너지합리화사업 평가를 위해 에너지, 경제, 환경적 측면의 효과평가

∙ 사업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계량 모형 공식을 이용한 회기분석

∙에너지, 경제, 환경적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사회적 관점, 프로그램 관점, 시공 

관점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함.

국회예산 정책처

(2010)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대상으로 보급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사업평가

∙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 평가 모형을 개발하지는 못함.

이 연구와의 차이점

∙단일시책 또는 동일한 목적의 시책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효과평가에 국한됨.

∙ 건물보다는 시스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룸.

<표 계속>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선행연구 조사결과, 주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한 경제성과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다수이며, 다양한 목 과 시행 방법을 갖는 사업을 평가한 연구는 산업

자원부(2006)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연구는 건물에 지 

정책을 포함하는 에 지정책에 한 폭넓은 연구로 평가기 이 포 이다.



제1   국내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제2   국외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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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현황

제1절 국내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1. 국내 정책의 개요 및 연구대상사업 검토

1) 건물에너지 관련정책의 유형

재 국내의 건물에 지 련 정책은 건축물에 지 약 설계기 , 건물에

지효율등 , 주택성능등 표시제, 건축물 에 지 리 기  등이며, 각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목 과 상범 , 기 을 설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게 다양한 

건물에 지 련 정책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기 해서는 일정한 분류 기 이 필

요하다.

정책 ․ 시책/수단 ․ 프로그램의 성격(이성근, 2006)

- 정책(Policy)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모든 정책, 시책, 수단, 프로그램, 사

업 등을 포괄하고, ①가격(조세), ②규제 및 정보, ③조세 및 재정지원, ④에너지 절약 R&D, ⑤

자발적 협약 등 5가지 형태로 분류함

- 시책 ․ 수단(Practice & Measure)은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로 사용되며 개념의 분석을 용

이하게 함.

- 프로그램(Program)은 가장 하위의 개념으로 에너지절약과 관계된 최소단위 사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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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건물에 지 련 정책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단 사업

의 범주를 한정하기 해, 에 지 약정책의 유형 분류기 을 선행 조사하 다.

이성근(2006)의 연구에서는 에 지 약정책의 분류기 을 상  구조에 따

라 정책(Policy), 시책/수단(Practice & Measure), 실행 로그램(Program)으로 

제시하 다. 한 국제에 지기구(IEA)는 에 지 약정책을 그 성격에 따라 규

제(regulation),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자발  약(VA: voluntary 

agreement), 혼합(combinations)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성근의 연구와 국제에 지기구의 에 지 약정책 유형의 

분류기 을 차용하여 다음 <그림 2-1>과 같이 정부주체의 국내의 건축물에

지 정책  소비 감사업을 분류하고 체계를 정리하 다. 국내의 건물에 지 

련 정책의 범주는 성격에 의한 분류 시, 규제(regulation)와 지원  정보

(information and support)로 나  수 있으며, 각 정책 유형의 시책/수단에는 각 

단  정책들이 포함된다.

<그림 2-1> 정부 건물에너지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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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관련정책의 유형

국내의 정책을 분류한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물에 지 련 

정책과 사업 유형을 체계화하 다. 다음 <그림 2-2>는 서울시 건물에 지 련 

정책과 사업을 규제와 정보‧지원으로 체계화한 결과이다.

서울시 건물에 지 련정책의 유형 분류 결과, 서울시의 건물에 지 련 

정책  로그램(Program) 범주는 단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업은 체 인 정책‧사업의 특성을 반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평가 

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류에 해당하는 시책‧수단(Practice/Measure) 

범주를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기본 단 로 설정하여 상사업을 선정하

다.

<그림 2-2> 서울시 건물에너지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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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1) 연구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업 평가모형 작성을 해 서울시에서 시행 인 다양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일부를 상사업으로 선정하 다. 효과 인 사업 평가모형 제시를 

해 다음과 같이 상사업 선정기 을 설정하 다. 

◦기  1: 서울시 주  사업 는 정부 연계 사업  서울시에서 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기  2: 장기 인 마스터 랜이 제시되어 있는 사업(단기성 사업 제외)

◦기  3: 사업의 시행여부가 명확한 사업  객 인 데이터 구득이 가능

한 사업

(2) 연구 대상사업 선정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 상사업을 선정하기 해, 앞서 살

펴본 서울시 시행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을 상으로 평가기 의 합성을 

다음 <표 2-1>과 같이 검토하 다.

시책 및 사업 기준1 기준2 기준3 대상사업

규제
소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기준 ○ × × ×

서울시 친환경 건축 기준 ◎ ○ × ○

정보

및

지원

에코마일리지 ◎ ◎ ◎ ◎

저탄소 Green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 × ×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 ◎ ◎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 ◎ ◎

서울형 집수리사업 ◎ ○ ○ ○

◎: 적합, ○: 보통, ×: 부적합

<표 2-1> 대상사업 선정기준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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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검토 결과, 재 서울시 건물에 지 련 정책  정보  지원 범주에 

해당하는 에코마일리지,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 그린홈 100만호 보 사

업이 상사업으로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3가지 상사업은 모두 

다른 사업목 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림 2-3> 연구 대상사업 

각 사업의 방식을 살펴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보조지원 형태로 사

업 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융자지원 형태로 진행

된다. 한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자발 인 시민참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국토해양부 주체)

- 지식경제부와 별도로 국토해양부가 주체하는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

택건설을 목표로 하며, 주택의 건물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성능 개선, 보일러 교체 등을 개선 항

목으로 함.

- 2009년 10월에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하여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건설기준을 마련하였음.

- 2010년에는 기존 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7개의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

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를 시행함.

- 개보수 기본항목으로는 창호 교체 및 단열성능 개선, 복도 측 세대 창호 교체, 대기전력차단장

치 설치, LED등으로 옥외보안등 교체임.

- 또한 보일러 교체시기가 된 단지를 대상으로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개별난방방식단지), 

유량조절 시스템 ․ 배관 재질 ․ 고효율 난방 순환 펌프 난방 시스템 교체(중앙/지역 난방방식)의 

추가항목을 설정하였음.

- 2010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추후 기존 주택 그린홈 건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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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개요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 하는 신재생

에 지 보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주체의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린홈 보

을 장려하기 해 산을 투입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정부가 신재생에 지 보 확산을 해 시스템 설치비  일부

(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  10만호 보 사업’

이 그 지원 상에 2007년에 태양열 주택, 2009년에 지열과 바이오펠렛 주택, 

2010년에는 연료 지시스템을 포함하면서 재의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으

로 확 되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지원 상은 주택 부문으로 민간주택, 공동주택, 임

주택을 포함하며, 지원 상시설은 태양 ,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펠렛, 

연료 지로, 연료 지는 2010년부터 추가되었다. 사업 보 단 는 개별 주택단

 보 과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10가구 이상 마을단  보 ) 보 이 포함

된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 을 장기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의 단기 목표로 시행 이며, 재는 사업계획의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2009~2012년): 신재생에 지의 신성장동력기반 구축기로 지역별 

보  계획수립, 신재생에 지원별 보 모형 개발, 기반 정비의 방법으로 

총 10만호 보

◦2단계(2013~2016년): 사업의 육성기로 민간주도  자발  참여를 유도하

여 총 30만호 보

◦3단계(2017~2020년): 사업의 산업화기로 민간주도 방식 정착  량공  

체계구축을 통해 총 60만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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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다음 <그림 2-4>와 같이 신청인, 문기업, 운

기 이 참여하며, 문기업을 심사하는 신청 단계, 설비설치, 보조  지  단계

로 진행된다.

<그림 2-4>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프로세스

문기업 심사 신청 단계에서는 기업이 참여제안서를 운 기 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문기업의 자격을 얻게 된다. 설비 설치  보조  지  단계에

서는 신청인이 문기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하면, 운 기 의 설치확인 후 보

조 을 지 받게 된다.

2)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현황

2010년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지원 상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화한

다. 지원 상이 민간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 설치비용의 최  50%, 임 주택인 

경우 80%를 일부 지원한다. 한 시스템의 종류에 다음 <표 2-2>와 같이 지원

규모와 지원 비율, 가구당 최  지원 가능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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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지원규모 지원 비율 가구당 최대 지원 가능액**(백만원)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호 최대 50% 이내

8

추적식 10

BIPV 20

태양열

평판형

30㎡이하/호 최대 50% 이내

8

단일진공관형 17

이중진공관형 15

소형풍력 소형풍력 3kW이하/호 최대 50% 이내 -

지열 수직밀폐형
17.5kW이하/호

(5RT이하/호)
최대 50% 이내 29

연료전지 연료전지 1kW/호(세대) 최대 80% 이내 -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가공

**가구당 최대 지원가능액=지원규모×2010년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최대 지원비율

<표 2-2> 201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규모

사업의 주 처인 지식경제부는 2010년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의 산을 

에 지  지원 산업 특별회계와 력 산업기반기 으로 운 하고 있으며, 총 

962억원의 사업 산을 지원한다2).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의 서울시 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후변화기 으로 구성되며, 산 규모는 약 47억원으

로 계획되어 있다(<표 2-3>).

예산내역 단위 사업 예산(백만원)

일반회계+특별회계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사업 3,063

기후변화기금

가정용 연료전지사업 900 

일반 민간그린홈 보급사업 240

공동주택 그린홈 보급사업 495 

총 금액 4,698 

<표 2-3> 서울시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010년 예산 

2) 에 지원 시스템 종류별로 태양  600억원, 태양열 120억원, 지열 122억원, 연료 지 100억원, 

풍력 20억원의 국 지원 산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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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성과

국의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의 성과는 다음 <그림 2-5>와 같이, 태양  

주택이 총 보   수 38,535호로 가장 많으며, 지열과 바이오펠렛 주택이 총 

보  수가 가장 은데, 이는 2009년부터 사업 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5> 그린홈 100만호 보급실적(전국)

서울시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실 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773가구에 

이르며, 이는 국 보 실 의 2%, 서울시 체 가구 수3)의 0.0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도
태양광

(호, kW)
태양열
(호, ㎡)

지열
(호, kW)

2004 2(6) - -

2005 38(104) - -

2006 163(468) - -

2007 239(725) 8(215) -

2008 200(585) 6(165) -

2009 104(351) 12(326) 1(18)

<2007년의 서울시 태양광주택 분포현황도> 합계 746(2,240) 26(706) 1(18)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를 가공함.

<표 2-4> 서울시 그린홈 100만호 연도별 보급실적 및 시스템 설치용량

3) 서울시의 지역별 세 수는 2005년 인구 총조사 자료를 기 으로 331만호이며, 이를 서울시의 

체 가구 수로 활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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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 에 지원별로  보 실 을 분석한 결과, 태양 발 시스템이 

총 746가구(96.5%), 태양열시스템이 총 26가구(3.4%), 지열시스템이 1가구

(0.1%)에 보 되어 태양 발 시스템 주의 보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소재 2007년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 시행가구의 에 지 사용량으

로 분석한 2004~2009년 에 지 감 측량은 <그림 2-6>과 같다.

총 에 지 측 계산치는 1,500TOE이며, 구별 에 지 감량을 살펴보면 은

평구(242TOE)와 종로구(205TOE)가 가장 많고, 강서구(61TOE)는 높은 보  가

구 수에 비해 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사업의 경우 2009년에 국 20개소에 지원

되었으며, 서울시는 2009년에 해당실 이 없으나, 2010에는 시도별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연료 지 100kWh(100호), 태양  150kWh(50호)을 배당받았다. 

재 2010년 2월부터 송 구의 삼 동(65~68번지) 일 에 태양  주택 20여 가구

(지역 내 30가구)의 그린 빌리지 사업을 실시 이다.

<그림 2-6>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시행가구의 에너지 절감량

3.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개요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BRP)은 기존건물의 에 지

감과 이용 효율화를 한 시설개선을 통해, 운 비 감과 건물의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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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상은 서울시 소재 기존 민간‧공공 건물 

 캠퍼스, 학교 시설이며, 설치 에 지 약시설에는 <표 2-5>와 같이 건축부

문에서 건물단열, 설비부문에서 조명, 건물자동화제어장치, 폐열회수 설비 등 

총 11가지 시설이 해당한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시행 방법은 에 지 약시설 설치 건물에 장기 

리(연리 3%, 상환기간 8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에 지 약시설 설

치  리모델링 연계여부에 따라 2억원부터 20억원까지 차등 융자해주고 있다.

구분 세부내용

건축 부문 건물단열 단열재 강화와 외벽 창호(복층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창호) 개선

설비 부문

조명 고효율 또는 LED 조명(건물 전체 조명의 50% 이상) 

건물자동화제어장치 건물에너지절약관련 자동운전제어장치(BEMS)

폐열회수설비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냉․난방 효율향상공사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방기기

수변전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용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시스템* 태양광, 태양열, 지열(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

기타 시설 단열필름, 스마트계량기, 절수장치(기구)로 건물의 80% 이상 설치

** 신재생에너지는 기타 절약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시 지원대상에 반영함.

** 지원대상 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이여야 하며,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기관

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2-5>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에는 신청인과 운 기 , 융기 의 사업 구성

원이 개입한다. 사업의 로세스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건물에 지합리화사업

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 기 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합성, 타당

성을 단하며, 융기 을 통한 출(신용)심사 후에 비용을 융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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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목표는 2030년까지 기존 건물 1만동(면  2,000㎡ 

이상 건물의 70%)에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 개별사업

으로 학캠퍼스(매년 2~3개의 학교)와 서울시 소재 등학교(2030년까지 

매년 60여개 학교 상)를 상으로 그린캠퍼스 사업과 에코스쿨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다.

<그림 2-7>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프로세스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기존 

건물

공공건물 BRP 완료

민간건물 BRP 지원 및 유도

(인센티브, 융지지원 방식)

민간건물 BRP 의무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의 BRP 

모형 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BRP 

의무화

학교

BRP

그린캠퍼스(Green Campus) 

프로젝트, 에코스쿨 프로젝트

<그림 2-8>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추진 일정 

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현황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산은 기후변화기 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활용

하고 있으며, 산 규모는 2010년 기  약 34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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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그림 2-9>와 같이 그린 빌딩의 단계  확

를 해, 공공기   민간건물의 BRP(그린오피스)와 더불어 그린캠퍼스, 에코

스쿨 로젝트로 세분화하여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그린캠퍼스는 서울 소재 학을 지역단  친환경에 지의 랜드마크로 만드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코스쿨은 옥상녹화와 학교녹화, 색채 디자인 등

을 통해 구 하고 있다. 한 그린오피스는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일반 인 

방식으로 2015년까지 모든 기존건물에 실 할 방침이다.

예산내역 단위 사업 예산(백만원)

일반회계+특별회계 공공에너지 이용합리화(18개 소방관서 건축물 단열, 이중창호 등)  4,535 

기후변화기금 건물에너지합리화 융자지원사업 30,000 

총 금액 34,535 

<표 2-6>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2010년 예산 

<그림 2-9>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단위 사업 

3)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성과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2010년 4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76동, 민간부문에

서 총 57동(2008년-8동, 2009년-42동, 2010년-7동)을 상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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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민간실  부문의 구별 사업시행건

수와 연간 에 지 감량은 총 50건, 3,846TOE이며, 구가 2년간의 총 에 지 

감량이 1,001TOE로 지역구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2-10> 지역구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건수와 에너지 절감량 

다음 <그림 2-11>은 2009년 민간부문 실 의 에 지 감률을 정규화하여 

회기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 다. 2009년의 z = -1 ~ +1 범 ( 확률 

16~84%)에 해당하는 에 지 감률은 11% ~ 73%로 부분 사업을 통한 에

지 감률은 본 범주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2009년 민간부문 실적의 에너지 절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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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표 인 성과 사례로는 서울시청별 , 동 문 

리오 , 용산 LS Tower가 포함된다.

서울시청별 의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서소문 별 , 을지로 별 , 남산 별

 등 총 10개동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연간 총 333TOE(13%)의 

에 지와 203tCO2(14%)의 온실가스를 감했다. 서울시청별  건물에 지합

리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7>과 같다.

사업명 서울시청별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실시일시 2008.06.24~12.05

사업비 29억원

소재지 서울 서소문, 을지로, 남산 별관

사업목표
연간 에너지 13% 절감

(2,510TOE/년 중 333TOE/년 절감)

주요 사업내용

∙ 고효율 냉동기 교체

∙콘덴싱 보일러 교체

∙ 고효율 펌프 및 모터 교체

∙ 절전형 조명제어 시스템

∙ 고효율 조명교체

주요

성과

에너지

절감량

(절감률)

∙ 성과보증 사업:164.6TOE(6.6%)

∙ 성과보증 외 사업: 168.36TOE(6.7%)

CO2 배출

저감량

(저감률)

∙ 성과보증사업: 97tCO2(6.7%)

∙ 성과보증 외 사업: 107tCO2(7.4%)

<표 2-7> 서울시청별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사업시행  동 문 리오 는 의류 패션 쇼핑몰로 약 2,500여개의 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열상품을 한 등 화로 기 사용량이 연간 22GWh에 

이르 다. 따라서 에 지 사용량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명에 지를 

감하기 해 LED조명을 설치한 결과, 연간 704TOE를 감하 다. 동 문 

리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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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동대문 밀리오레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실시일시 2008년

융자지원금액 5억원

소재지 중구 을지로 6가 18-185

사업목표 조명에너지 절감

주요 사업내용
LED조명 설치(175W의 고압방전등(HQI) 4,522개

를 45W의 LED 등으로 교체)

주요

성과

에너지

절감량

(절감률)

704TOE(14%)

추가 효과
조명발열량 감소로 여름철 가스‧수도 요금 4천만원 

감소(2009년 3월~10월)

<표 2-8> 동대문 밀리오레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용산 LS Tower는 총 2회의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을 실시하 다. 에 지 

약을 해 단열필름 설치, 인버터 공조기 사용, 공조시스템 변경, 냉각탑 교체, 

고효율 조명 교체  력제어시스템 설치, 인버터 승강기 설치 등이 이루어졌

으며, 이로 인한 에 지 감량은 연간 849TOE에 달한다. 용산 LS Tower 건물

에 지합리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9>와 같다.

사업명 용산LS타워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실시일시 2008년(1차), 2009년(2차)

융자지원금액 10억원(1차-5억원, 2차-5억원)

소재지 용산구 한강로 2가 1258-5

주요 사업내용
∙ 1차: 냉난방공조 개선, 고효율모터 설치

∙ 2차: 냉각탑 교체

주요

성과

에너지

절감량

(절감률)

∙ 1차: 연간 433TOE(11%)

∙ 2차: 연간 416TOE(13%)

<표 2-9> 용산 LS Tower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제2장 국내외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현황  27

4. 에코마일리지사업

1) 에코마일리지사업의 개요

에코마일리지(Eco-mileage)사업은 생활 속 에 지 약 실천을 해 시민들이 

가정, 학교 등에서 에 지 약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만큼 인센티 를 

주는 시민참여 로그램이다. 사업 상은 서울시 소재의 일반 가정과 단체(학

교, 기업 등)로 구분되며, 사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정부문의 경우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가정에 인센티 를 부여하며, 

단체부문의 경우 기  사용량 비 감축실 이 우수한 학교, 아 트 단지, 상업

건물 등 연간 70개소에 인센티 를 지 한다. 부문별 에코마일리지 인센티  

내용은 다음 <표 2-10>과 같다.

구분 내     용

가정

대상 6개월간 평균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가정

인센티브

∙녹색제품 제공: 백열전구에 비해 전기요금이 5배 이상 절약되며, 수명이 평균 12배 긴 

LED 램프, 대기전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멀티탭을 제공하여 지속 적으로 에너지 절감

∙ 에너지진단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 에너지 사용실

태를 진단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나무교환권: 식목행사에 참여하거나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나무교

환권을 지급, 직접적인 탄소 흡수와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기여

∙녹색제품 할인: 초절전 가전제품, 고기밀 단열창, 하이브리드 카, 고효율 보일러 등(에코마일

리지 참여기업에서 정한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5만원 할인권 지급

지급방법 2010년 4월부터 매월 지급

단체

대상
최근 2년 기준 사용량 대비 감축량 상위를 기록한 학교(20개소)와 아파트 단지(20개소), 상업

건물(30개소)을 대상으로 연간 70개소 선정

인센티브

∙녹화 조성비 지원

500~1000만원 상당의 녹화 조성비(녹화가 불가능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효율

화 설비 개선비로 사용)

상업 건물의 경우 1,000TOE 이상-10개소․ 1,000만원, 1,000TOE 미만-20개소․ 500만원으

로 차등 지원

그 밖의 우수단체에게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학교), 고효율 전등(아파트) 등을 설치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

제공방법 6개월의 감축실적을 고려하여 연 2회 지급(6월, 12월)

<표 2-10> 에코마일리지 대상별 인센티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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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사업의 로세스는 다음 <그림 2-12>와 같이 신청인, 운 기 , 

참여기업에 의해 진행된다. 운 기 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를 공모

하고, 신청인의 에 지 감량 책정  데이터 리를 통해 분기별 실 에 따라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신청인은 참여기업, 서울시로부터 인센티 ( 탄소 제품 

할인, 에 지 진단 등)를 받기 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며, 참여기업은 부분 으

로 신청인에게 인센티 를 제공한다.

<그림 2-12> 에코마일리지사업의 프로세스

2) 에코마일리지사업의 현황

에코마일리지사업은 다음 <표 2-11>과 같이 서울시 산  기후변화기 을 

활용하여 운 한다.

2010년 에코마일리지 산 내역  에코아 트(시범아 트 50개 단지 선정 

지원) 인센티  지원 사업으로 기후변화기 을 통해 2억 5천만원의 산이 집

행된다. 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합했을 때 2010년 에코마일리지사업에 

약 44억 원의 산이 집행될 정이다.

한 에코마일리지사업으로 이미 시행 인 마일리지 지 사업과 더불어 홍

보  교육 로그램, 시범사업(에코학교, 에코빌딩, 에코아 트)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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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에코마일리지의 카드 연계사업(2010년 9월 정)으로 사업의 범 를 더

욱 확장할 정이다. 에코마일리지 카드의 경우 에 지 사용 감량에 따라 마

일리지가 지 되며, 지 된 마일리지를 녹색제품 재구매, 교통 이용, 공공

요  결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내역 단위 사업 예산(백만원)

일반회계+특별회계

에코마일리지 운영 2,532

환경교육 활성화(환경교육센터설치 및 운영, 체험환경교육/

에코스쿨 운영 등 시민환경교육, 조기환경교육)
1,590 

기후변화기금 에코아파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250 

총 금액 4,372 

<표 2-11> 에코마일리지사업 2010년 예산 

<그림 2-13> 에코마일리지사업의 단위 사업별 내용

3) 에코마일리지사업의 성과

서울시의 보도자료(7월 30일자)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 으로 가정은 26만

여 가구, 단체는 2만여 개소(학교 700 / 공공기  2,000 / 아 트 1,000 / 건물 

15,000)가 에코마일리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가정부문은 서울시 체 

가구 수인 323만 가구의 8%에 해당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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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년 9월~11월에 가입한 단체 3,000개소, 가정 81,000가구 에서 단체 

1,000개소(37%), 가정 32,000가구(39%)가 자발 으로 온실가스를 59,000tCO2 

감축하 다.

서울시는 내부 으로 올해까지 30만 가구, 2015년까지 100만 가구가 에코마

일리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의 100만 가입자  

50%가 이러한 에 지 약을 실천할 경우, 연간 246억 원의 에 지비용 감효

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약 64,000tCO2의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러한 CO2 감 측량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 (KCERs)의 2010년 상반

기 정부구매 단가(5,000원/tCO2)로 환산할 경우 약 3억3천2백만 원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가진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가정부문과 단체부문에 인센티 를 지 하 다. 가

정부문의 경우 다음 <그림 2-14>와 같이 CO2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한 7,000

가정을 선정하여 인센티 를 제공하 다. 한 단체부문의 경우 사업 참여기간

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단체  CO2 배출량 감 실 이 우수한 35개 단체(학교 

10개소, 아 트단지 10개소, 상업건물 15개소)를 선정하여 녹화조성비, 고효율

시설비 등의 인센티 를 지 하 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10년 7월 30일자)

<그림 2-14> 2009년 9월~11월 가입자 중 CO2 저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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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1. 미국

1) 미국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개요

미국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4)은 다음 <그림 2-15>와 같이 시행주체를 

연방정부와 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격에 따라 규제, 정보  지원으로 

나  수 있다.

미국의 그린빌딩 활성화 정책은 에 지 효율성, 재활용 에 지, 공기 질, 수

자원보호, 재활용 콘텐츠, 기타 건설에 련된 환경 친화  방안을 포함하며, 거

주자, 건축가, 사업가, 커뮤니티 등을 상으로 한다.

<그림 2-15> 미국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유형

4) 연방정부 에 지 리 사업: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FEMP)

건설 기술 사업: Building Technologies Program(BTP)

그린빌딩 사업: Green Building Program

물효용성 사업: Water Efficiency Program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건물 환경 경제 지속성 사업: Building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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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들은 모든 종류의 친환경 설계 련 주제와 

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이 독립 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그린빌딩 로그램 는 기타 련 기 들과 통합된 형태로 시행된

다. 연방정부는 LEED나 Energy Star와 같은 그린빌딩 요구사항에 근거한 종합

계획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행기 마다 그린빌딩에 한 상세시

방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도 한다.

2) 현황

(1) 미국 연방정부 주체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연방정부 에너지관리 프로그램(FEMP)은 그린빌딩 건설과 에 지 약을 목

으로 U.S Department of Energy(DOE)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건

물과 학교 캠퍼스, 산업시설의 유지 리, 온실가스, 물 효율성, 데이터 효율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의 범 를 바탕으로 주정부 법규  에 지 효율

을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기술 프로그램(BTP)은 U.S Department of Energy(DOE)에 의해 2005년부

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으며, Zero-energy 빌딩 건설을 한 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업에 포함된 사항은 건설 기술과 장비 기 , 건물

에 지 법규, 상업건물에 지 조약, Net-Zero 에 지 상업건물 시행령 등이다.

그린빌딩 프로그램(Greenbuilding Program)은 1989년부터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에서 건물의 총 생애주기 동안의 건물성능 향상과 에 지 효율성

이 높은 그린빌딩을 건설하기 해 시행된 사업이다. 이 로그램은 주정부  

지자체의 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되며, 그린빌딩 략을 마련하고 정부기  

친환경 건물 기 을 제시한다.

Energy Star는 DOE와 EPA의 트 십으로 시행되는 친환경 인증제도로서, 

환경보호와 에 지 효율성을 높이기 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Energy Star는 주택을 비롯한 일반 건물, 에 지 효율 제품, 장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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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이블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LEED는 미국 정부후원의 비 리민간단체인 미국 그린빌딩 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가 2002년 도입한 친환경 인증제도이며, 친환경 건

축물을 성능에 따라 등 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분야는 지속가

능성, 에 지  수자원 효율성, 주변과의 조화, 소재  자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실내 환경의 질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래티넘(1등 ), 골드(2등 ), 

실버(3등 ), 론즈(4등 ) 등 4개의 등 으로 나 어 상 건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한다. 다음 <표 2-12>는 LEED의 래티넘 등  인증 사례인 Proximity 

Hotel의 인증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업명 LEED

건물명 PROXIMITY HOTEL

건물위치
GREENSBORO, 

NORTH CAROLINA

인증일자 October 6, 2008

등급(점수) Platinum(55)

주요 사업내용

∙토지 친환경성 12/14

∙ 물 효율성 4/5

∙ 에너지 및 대기 16/17 

∙ 재질, 자원 6/13 

∙ 실내공기 질 12/15

∙디자인 혁신성 5/5

에너지 절감량

(절감률)

∙ 39% 에너지사용 절감

∙ 34% 물 사용량 절감

∙ 87% 건설 폐기물 절감

<표 2-12> LEED 사업 사례

(2) 미국 지자체 주체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미국 지자체 주체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크게 그린빌딩(Green Building), 

Built Green, Clean Energy Work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Green Building은 환경 친화 주택 보 과 그린정책을 활성화하기 한 정보 

 지원 사업으로 미국 산타모니카, 버클리, 스콧데일, 시카고에서 시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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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타모니카: USGBC의 LEED 인증 등 으로 평가하여 그린빌딩 설계 가

이드라인 제시

◦버클리: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공, 캘리포니아 에 지효율 기 에 

따른 그린빌딩 기  제시

◦스콧데일: 그린빌딩 체크리스트와 교육 로그램 지원

◦시카고: USGBC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증 등 과 건설 임워크 제공 

Built Green은 시애틀에서 워싱턴주의 사업을 토 로 2000년부터 시행 인 

그린시티 사업으로, 에 지 효율성, 실내 공기 질 향상, 천연자원 보호, 재료의 

효율성, 수자원 질 향상에 한 평가를 진행하여 경제 , 환경 , 사회  효율성

이 높은 건물을 보 하고 있다. 한 사업에 참여한 건물에 설계도구와 략을 

제공하고, 세 감면, 에 지 감량에 해당하는 캐쉬백( 립 ) 등의 인센티

를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다음 <표 2-13>은 Built Green 사례인 Capitol 

Hill House의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업명 BUILT GREEN

건물명 Capitol Hill House

건물위치 Seattle, Washington

인증일자 Remodeler Award, 2005 Built Green

등급(점수) Built Green™ 4-Star(452 points)

주요 사업내용

∙ 에너지 효율성

∙ 실내 공기 질 향상

∙천연자원 보호

∙ 재료의 효율성

∙ 수자원 질 향상

적용사항

∙ Smart house technologies(모든 건물 유틸리티 

시스템이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전력사용 및 

보안 관리)

∙ 추가보온재, 태양열 굴뚝, 태양열 시스템 사용

<표 2-13> Built Green 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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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Energy Works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에 지 효율성을 높이기 한 주

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2009년에 시작되었다. 2010년 4월에는 DOE로부터 2,000

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으며, 개선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비를 분납하는 융자지

원의 형태로 시행된다.

다음 <표 2-14>는 미국의 건물에 지 감사업의 황을 요약한 것이다.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목표 방법 기간

연방정부

DOE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규제
그린빌딩 건설 및 에너지 절

약을 위한 정부기관 지원

- 주정부 법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

한 기준 제시
-

Building 

Technologies 

Program 

규제
Zero-energy 빌딩 건설을 위

한 기술 및 연구개발

- Zero-energy 건물을 위한 건설장

비 및 제품 기준, 건물에너지 제도 

마련

2005

-

2012

EPA

Green Building

Program
규제

건물의 총 생애주기 동안의 건

물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그린빌딩 건설

- 그린빌딩 전략 마련, 정부기관 친

환경 건물 기준 제시

1989

-

Water Efficiency 

Program
정보

주거, 상업, 공공 건물의 물절

약 지원

- WaterSense certification 및 label 

제공

2004

-

DOE/

EPA
EnergyStar 정보

환경보호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 및 

label 제공

1992

-

NIST BEES 정보
건물의 환경적 경제적 성능 

평가

- 건물의 환경적, 경제적 성능 평가

하는 웹기반 소프트웨어 제공

2002

-

US

GBC
LEED™ 정보

상업용 주거용 건물의 전 생

애주기 동안의 친환경 건설화

- 국제rating system 및 building 

certification 제공

2005

-

지자체

City of 

Santa 

Monica

Green Building 

Program 
정보 환경친화 주택 보급

- 그린빌딩 설계 가이드라인, LEED 

Certification 제공
1999

City of 

Seattle
Built Green 정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율

성이 높은 건물 보급

- 설계도구 및 전략 제공 

- 세금감면, 에너지 절충량만큼의 캐

쉬백 등의 인센티브 제도

2000

City of 

Portland

Clean Energy 

Works
정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 개선이 완료된 후 유틸리티로 사업

비를 분납, 융자지원
2009

City of 

Scottsdale

Green Building 

Program
정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거주자

의 건강을 높이는 설계방안과 

기술 지원

- 그린빌딩 체크리스트, Green 

Certificate of Occupancy 제공, 

교육프로그램 지원

2003

City of 

Chicago

The Chicago 

Green Homes 

Program(CGHP)

정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

- U.S. Green Building Council의 가

이드라인에 따라 rating 시스템 제

공, 건설 프레임워크 제공 

-

City of 

Berkeley

Green Building 

Program

정보

규제

그린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그

린 건설 프로그램

-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공 

-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 기준에 따

른 요구사항 제시

-

<표 2-14> 미국 연방/지자체 주체 건물에너지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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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2010년에 DOE가 제출한 에 지효율개선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건물

에 지 소비 감사업을 통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연방정부기 율 

20%의 주거용 건물에 지 소비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 지

소비 감량은 유틸리티 비용의 31.3%(36억 달러) 약, 980만 tCO2 감소 등의 

부가 인 효과를 유발했다.

한 회계연도 2002년 결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에 지효율, 재활용에

지, 수자원보호 로젝트에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 으며, 125개의 에

지 련 로젝트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nergy Star 사업의 경우, 인터넷 기반의 에 지 트랙킹 툴을 이용한 Energy 

Star평가에서 100  만 에 75  이상을 획득한 20개의 연방정부 병원과 102개

의 사무실이 Energy Star 인증을 받는 등 건물에 지 소비 감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 독일

1) 개요

독일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다음 <그림 2-16>과 같이 시행 주체에 따

라 독일연방정부 시행사업, 베를린 주정부 시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

책단 에서 규제(Regulation)와 정보  지원(Information & Support)으로 성격

을 분류할 수 있다.

독일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베를린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보호 로그램의 실 을 한 력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한 정부의 

법령들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용된다. 독일의 주정부 에 지 

로그램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 지 약 력 계, 태양에 지 분야, 천

연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주요 에 지 분야의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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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독일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유형 

2) 현황

(1) 독일 연방정부 주체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독일 연방정부 주체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주로 국가  기후보호 

로그램, 에 지 약시행법령(EnEV: Energieeinsparverordnung), 250억 유로 경

제법안, 기존건물의 에 지효율향상 지원 로그램인 재건축신용은행 융자사

업(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0년 시작된 국가적 기후보호 프로그램은 2005년 수정되어, 2012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비 21%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정책  목표들

을 구체화하 다. 기후보호 로그램의 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력공 에서 재생에 지의 이용률이 2010년까지 어도 12.5%, 2020년

까지는 어도 20%로 증 되어야 하며, 재생에 지가 21세기 반까지 에

지소비의 50%를 분담하여야 함.

◦총 1차 에 지 소비량  재생에 지의 분담률을 2010년까지 4.2%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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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행법령(EnEV 2009)은 2009년 10월에 개정되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난방과 탕용 에 지 사용량의 30% 감을 한 신축건물의 단열재의 

에 지 성능향상(평균 15%), 기존건물의 창문이나 지붕의 성능개선을 통한 에

지 효율 강화(30%) 등으로 되어 있다.

한 독일은 주거건물의 에 지 소비 감을 해, 250억 유로 경제법안(25 

Mrd. EUR-Konjunkturpaket)을 지속 으로 손질하고, 시행을 한 재정을 확충하

고 있다.

재건축신용은행 융자사업(KfW)은 연방정부와 은행그룹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에 지 소비 감을 한 리모델링 로그램, 야간 기 약난방, 

창문교체, 생태주거 건축 등을 한 재정보조를 지원한다.

(2) 베를린 주정부 주체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베를린 주정부 주체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은 에 지 약 트 십, 

ImpulsE, 베를린 에 지효율등 인증제, Fifty-fifty, 태양에 지 리모델링 사업

으로 분류되며, 모두 정보‧지원의 성격을 띤다.

베를린 주정부와 베를린시 에 지 에이 트가 약하여 구성한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 베를린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총 1,300여개의 건물에 계약을 체결하

여 에 지 약을 보증하고 있다. 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베를린에 있는 건물

을 선정하여 에 지 약을 한 계획, 실행, 자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로그램 

계약이 만료된 건물은 베를린 주정부의 소유가 된다.

ImpulsE 사업은 베를린 주정부 도시개발부에서 개발한 로그램으로, 에 지 

약 정보를 건물소유주, 임 업자, 설계자, 에 지 서비스 제공 기업, 공공기  

등 직  향력을 행사하는 기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세미나  

정기간행물을 통해 에 지 효율  건축과 존하는 실증기술의 세계 동향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는 199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6년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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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환되었다. 특히 인증제를 통해 발 받은 인증서에 에 지 소비율을 표

시하여 난방비의 지출 수 을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공개한다. 인증등 은 A등

부터 G등 까지 있는데, A등 은 연간 1평방미터당 100kWh 미만을 소비하

는 최소에 지 주택을 의미한다. 모든 건물의 에 지 등 이 C등  내에 속하

는 경우, 연간 1역 2천 5백만 유로 이상의 난방비와 18억 kWh의 난방에 지를 

약할 수 있다.

Fifty-fifty 제도는 베를린시 내의 학교에서 매년 소비되고 있는 13억 kWh의 

력과 이로 인한 연간 46만 tCO2의 CO2 배출량을 감하기 하여 시행되었

다. 이는 상 학교에서 1유로의 에 지를 약하면 이  50%에 해당하는 액

을 학교에 지 하는 제도로서, 베를린 내 학교의 1/4이 참여하여 매년 60만 

유로를 약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건설 진과, 난방열 공 을 한 태양에

지 기술 보 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건물의 리모델링 시 앙 태

양에 지 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태양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이 사업 실시에 의한 개별 건축물당 CO2 감 효과는 연간 460tCO2 

이며 이는 기존 건축물의 2/3만큼 감소한 수치이다.

3) 성과

독일 연방정부는 에 지 약시행법령(EnEV)를 지속 으로 개정하여, 건물

에 지 소비 감사업의 법률  규제를 마련하 으며, 2009년 새로 개정되어 효

력을 발휘하는 에 지 약시행법령이 2012년까지 시행될 경우 에 지 효율기

이 30% 향상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베를린 주정부는 재정 인 문제로 인해 연방정부 는 유럽연합 지원 로그

램을 통한 재정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으로 KfW 은행그룹

의 재정보조를 통하여 에 지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야 기난방 감소, 개별난방, 창문 교체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주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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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 하고 있다. 한 2006년부터 실시한 주정부에 지 로그램으로 인해 

산업과 상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이 보다 45% 감하 으며, 공공

리 분야에서는 20%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에 지 소비와 온실가스를 지속 으로 이기 하여 주정부 

에 지 로그램과 함께 천연자원 규제를 통한 1차 에 지소비 감소, 에 지 

약 마 을 통한 사회‧경제 주체들과의 연계, 에 지 약과 합리  에 지 이

용분야의 투자를 통한 정 인 경제효과 창출, 건설과 수공업 분야에서의 일

자리 창출, 로젝트 개발‧에 지 약을 한 신‧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 , 

교통 련 에 지소비 증가 방지  바이오 연료 등의 재생연료를 통한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에 지 감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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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구조

제1절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존 연구의 평가방법 및 기준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구조를 제시하기 해, 기존 연구의 건물에

지 련 정책‧사업의 평가방법과 평가기 을 조사하 다. 기존 연구의 평가 

상은 신재생에 지 보 사업(일반‧지방 보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 사

업), 자발  약제도(VA), 고효율 기기 보 사업, 소득층 에 지 합리화 사

업 등이며, 재까지 건축물 자체의 효율향상을 목 으로 하는 정책‧사업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평가대상·방법 평가기준

1.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2010)

- 대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일반, 지방 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 계획평가 및 성과 평가

- 보급 통계를 통한 수치적 평가

-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시장창출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신재생 생산효과

정부통계자료 이용

에너지원별 생산총량 통계자료 이용

가구당 에너지원별 

설비보급량
에너지원별 생산총량/해당 가구 수

<표 3-1> 기존 연구의 평가방법(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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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방법 평가기준

에너지원별 설비당 

생산량
에너지원별 생산총량/설비 용량 

투자비 회수기간 (초기 투자비용/연간 에너지 절감비용)

사후관리 여부 설문조사 자료 이용

2. 에너지 절약시책 및 제도시행 효과의 계량화 측정방법 개발연구(2006)

- 대상 : 자발적 협약제도(VA), 에

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고효

율 기기 보급

- 비용편익 요소 및 지표 선정 후 

기준치(Baseline) 설정

- 정량적 항목의 성과계량(에너지

절약성과 M&V 지침 사용)

- 정성적 항목 계량화

- 비용효과 및 에너지 효율 가치화 

단계를 통해 시책 효과 계량

- NYSERDA

에너지 절감량 개선전 소비전력(량)-개선후 소비전력(량)

CO2 저감량 개선전 CO2배출(량)-개선후 배출(량)

설비 저감량
 





∀ 열발생열수송열사용전기

B/C(TRC, RIM) 



  




 


  




 

순편익 
  




  

  




 

총편익 정해진 기간 동안의 총 할인편익

투자회수기간 
  






≥


평준화 편익-비용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사용량/매출액

에너지소비 탄성치
{(비교연도 에너지소비량/기준년도 에너지소비량) 

1/n-1}/{(비교연도 GDP/기준년도 GDP)1/n-1}

달성률/증가율
기준년도 대비 목표 달성률 또는 에너지사용

(GHG 배출) 증가율

3. 에너지 절약정책의 경제성 분석 및 정책구성(2006)

- 대상 : 효율관리 제도(고효율기

기 보급)

- 비용편익분석

- 에너지 절감량 평가

- 이해당사자 영향분석

TPS(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통계자료 이용

소비자의 순편익 
  

  






사회적 순편익 





<표 계속> 기존 연구의 평가방법(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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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방법 평가기준

4. 저소득층 웨더라이제이션 지원 사업의 에너지, 경제, 환경적 효과평가(2008)

- 대상 : 저소득층 에너지 합리화 

사업

-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계량경제학 

공식을 이용(비용편익분석)

- 회귀분석 모델 제시

- PRISM

가구당 순 에너지 

절감량(절감률)

 



시공적 관점 B/C 



  




 


  




 

C는 시공비용,

B는 에너지절감이익

프로그램적 관점 B/C 



  




 


  




 

C는 프로그램비용,

B는 에너지절감이익

사회적 관점 B/C 

(에너지편익

+비에너지편익*)





  




 


  




 

C는 프로그램비용, 

B는 총 절감이익

* 해당 비에너지 편익은 납부자편익, 주거편익, 사회적 편익(환경적편익, 사회적편익, 경제적 편익)임

<표 계속> 기존 연구의 평가방법(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의 평가방법은 주로 효과 평가(통계자료, 모니터링자료 이용), 경제성 평

가, 비용편익 분석, 설문조사, 계획평가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평가기 에는 주

로 경제성(투자회수기간), 효과성(에 지 감량  감비율, CO2 감효과 

등) 주의 정량  기 이 활용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에 해 통합 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주로 일반 인 에 지 효율 사업을 평가하거나 건물의 시스

템(설비)개선을 통한 성능향상을 평가 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표 3-1> 참조).

2. 해외의 평가방법 및 기준

해외의 에 지 효율화 정책의 평가방법과 기 을 조사하기 해, 재 사용

되고 있는 정책 평가도구를 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항목은 각 

평가도구의 평가 상, 평가방법, 평가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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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 USA)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은 미국 정부사업의 합성을 평가하기 한 

도구로,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Federal Agencies에서 개발

하 다. PART의 자세한 평가방법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평가기 은 공개되

어 있다.

평가사업명 건설기술 사업(Building Technologies)

시행주체 DOE

평가연도 2003

평가결과 Adequate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성 80%

전략계획의 적합성 50%

프로그램 관리현황 88%

프로그램 성취도 42%

출처: http://www.whitehouse.gov/omb/expectmore/detail/10000084.2003.html

<표 3-2> PART 프로그램 평가 사례

PART의 평가기준은 로그램 목 의 명확성, 략계획의 합성, 로그램 

리 황, 로그램 성취도로 구성되며, 각 기 은 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

치가 용되어 평가된다. 각 기 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사업의 합성

을 Effective(매우 합), Moderately Effective( 간), Adequate( 합), Ineffective 

( 합하지 않음)의 4단계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웹에 공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목적 및 설계(가중치 20%): 목 의 명확성, 타 사업과의 복성, 

상의 합성, 잠재  혜택 등

◦전략계획의 적합성(가중치 10%): 목  반 도, 평가지표, 연간성과물, 수행

결과물, 산의 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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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리현황(가중치 20%): 재정/일정에 련한 리상태, 산사용의 

성, 련 로그램과의 력정도 등

◦프로그램 성취도(가중치 50%): 성과목표 달성도, 연간목표 성취도, 성과물에 

한 질  평가 등

2) PRInceton Scorekeeping Method(PRISM, USA)

PRISM(PRInceton Scorekeeping Method)5)은 건물의 에 지 약성능을 평가

하기 한 도구로, 미국의 린스톤 학에서 1986년에 개발되었다. PRISM은 

사설기업, 정부기 , 학에서 에 지 소비 감사업의 시행에 따른 에 지 

약정도를 평가하며, 특히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ject)의 성과 평가

를 해 사용한다.

PRISM의 평가기 은 사업 시행 과 후의 표 연간에 지소비(Nomalized 

Annual Consumption, NAC)이며, 30가구 이상의 사업 시행집단과 미시행집단

의 NAC 차이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다음 수식 

은 NAC의 산출식으로, 기후에 의한 향을 보정하기 해 일간표 기온을 사

용한다.

   
  



기본수준 난방시즌 냉방시즌 

여기에서,  표 소비량(kWh/day)

 난방 구배(kWh/℉-day)

 냉방 구배(kWh/℉-day)

 난방기 온도(℉)

 냉방기 온도(℉)

 난방모델과 냉난방모델은 1, 나머지는 0

 냉방모델과 냉난방모델은 1, 나머지는 0

5) Margaret F. Fels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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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의 개수 (개소)

각 참여그룹의 연간 평균 

절약량과 중간값
(kWh / year)

각 참여그룹의 절약비율 (%)

각 참여그룹의 모델 타입

Heating-Only(HO)

Cooling-Only(CO)

Heating-and-Cooling (HC)

표준 연간에너지소비(NAC) (kWh)

<표 3-3> PRISM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사업 과 후의 분석을 하여 그래 와 표로 요약되며, 평가항

목은 <표 3-3>과 같이 연간 평균 감량( 간값), 참여 그룹의 약비율 등이다.

3) New York Energy Smart Program(USA)

뉴욕주에 지연구개발국(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USA)6)은 1998년에 New York Energy Smart Program

을 도입하 다. 이는 에 지 시책 계량화 로그램으로, 에 지 감량과 부하 

감량을 추정하는 시장 환이 가능한 시책(상업  공공건물, 주거용, 소득

층 지원 사업)과 단기간에 편익 산정이 어려운 시책(차세  기술, 분산형 원, 

신기술 개발  신뢰성 기술 사업 략)을 평가 상으로 한다.

분석방법 및 기준 지표

B/C

총 시장 효과테스트
편익 회피비용, 에너지시장가격, 비에너지편익, 거시적 편익

비용 프로그램비용과 참여자비용

프로그램 효율테스트
편익 회피비용 등

비용 프로그램 비용(참여자비용 제외)

V/C
V/C

(Value/Cost)
Value

실현가능잠재량, 경제적 및 환경적 편익 기여수준

프로토타입 개발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성취달성정도

중요한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상업화에 근접한 정도

<표 3-4> New York Energy Smart Program의 평가지표

6) NYSERD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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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평가지표는 <표 3-4>와 같으며, 성과지표(에 지 감량, 피크

억제) 가운데 개선된 에 지 감량과 산출된 에 지 감량을 토 로 한 B/C 

(Benefit/Cost), V/C(Value/Cost) 분석결과를 평가기 으로 한다.

3. 기존 평가방법 및 기준 종합

이 에서 국내 기존 연구문헌과 국외 평가도구의 평가방법  기 을 조사

한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기존 연구의 주요 평가방법은 통계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평가, 

설문조사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와 운 실태 조사, 경제성 분석과 비용‧편익 분

석(Benefit/Cost)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각 평가 상사업에 따라 동일한 항목을 평가하는 경우 서로 다른 평가

기 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재까지는 직 으로 

건물 성능의 개선정도를 악하는 평가기 이 없어, 건물성능에 한 평가기

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 대상 사업

직접효과 
분석

에너지 관련

에너지 절감량(절감률)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가구당 순 에너지 절감량 -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ject)

표준연간에너지소비(NCA) -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ject)

에너지원단위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 소비 탄성치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달성률 / 증가율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환경성능 
관련

CO2 저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설비 관련 설비저감량 - 고효율기기 보급

<표 3-5>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기존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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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 대상 사업

간접효과 

분석

시장창출효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고용효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경제성 분석 투자비 회수기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비용 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소비자 순편익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평준화 편익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시공적 관점 B/C -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ject)

프로그램적 관점 B/C(프로그램 효율 테스트)

-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ject)

- 자발적 협약 제도(VA)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고효율기기 보급

- 상업 및 공공건물, 주거용, 저소득층 지원 사업 

사회적 관점 B/C(총 시장효과 테스트)
-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ject)

- 상업 및 공공건물, 주거용, 저소득층 지원 사업 

운영 실태 

조사

프로그램 관리현황 - 일반 정책 모두 해당

프로그램 성취도(목표 달성도) - 일반 정책 모두 해당

설문조사 

분석

이용자 만족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여부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 평가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성 - 일반 정책 모두 해당

전략계획의 적합성 - 일반 정책 모두 해당

<표 계속>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기존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제2절 사업 평가구조

1. 사업 평가논점

상 사업별 특성  평가의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  척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통 인 사업 평가 구조를 제시하고 사업을 총

으로 평가하기 해 European Commission(1997)7)과 개발원조 원회(OE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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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평가

의 5  사업 평가논 을 용하 다.

5  사업 평가논 을 용하기 해서는 사업의 개입논리에 한 이해가 필

요하다. 사업의 개입논리란 사업의 투입이 산출, 결과, 성과로 어떻게 이어졌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  고리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사업은 항상 일정한 수요

(Needs)를 제로 수립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해 사업주체는 특정 목

표(Objectives)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업에 투입(Input, 인

  물  자원)하여 산출(Outputs, 사업이 직  생산한 재화와 용역) 는 결

과(Results, 사업의 일차  향)와 성과(Impacts, 장기  향)를 이끌어낸다.

5  평가논 은 <그림 3-1>과 같이 개입논리 단계 간의 계를 통해 정의되

며, 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효용성이 이에 속한다.

<그림 3-1>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

◦적절성(Relevance): 사업의 제반 목표(Objectives)가 사업의 수요(Needs)를 

충족시키기 해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으며, 정보 정책의 우선순 와 얼

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의 향(Impacts)이 사업의 특정 목표  일반 목

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 는가?

7) European Commission, Evaluating EU Expenditure Programmes: a Guide first ed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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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이 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정  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효율성(Efficiency): 여러 투입물(Inputs)이 얼마나 경제 으로 사용되어 산출

물(Output)  결과(Result)로 환되었는가?

◦효용성(Utility): 사업의 향이 실제로 사업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

는가?

5가지 평가논 을 용한 평가구조는 사업의 성과에만 을 두는 것이 아

닌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아우르는 총 인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연

구에서는 의 5가지 평가논 을 평가구조에 차용하기로 한다.

2. 대상사업의 유형화 및 프로세스

1) 대상사업의 유형화

사업 평가구조를 제시하기 해서는 각 상사업에 합한 평가기 , 평가항

목의 추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사업의 유형화를 실시하 다. 유

형화의 기 은 각 평가 상의 사업 용시기, 사업방식, 사업 상, 사업방법으

로, 건물의 생애주기(Building Cycle)의 단계에 따라 다음 <그림 3-2>와 같이 유

형화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건물의 생애주기  설계 단계부터 거주-운  단

계까지 향을 미치며, 일부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신재생에 지시스템

(설비부분)에 한정된 보  사업이며, 상은 주택부문으로 신축 건물, 기존 건

물 모두 가능하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은 기존 건물의 재보수 사업으로 건물의 생애 주

기  거주-운  단계의 일부단계에서 시행된다. 사업 방식은 융자지원이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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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의 성능과 설비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업 상은 공공부

문(서울시 공공기 )과 민간부문의 기존 건축물로 한정된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 건물의 물리 인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에

게 에 지 약 인 건물 운용을 권장 · 유도하는 사업이므로, 건물의 생애 주기 

 거주-운  단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시민참여 

유도이며, 사업 상은 민간(주거)  단체(학교, 기업 등)가 해당한다.

<그림 3-2> 대상사업의 유형화 

2) 대상사업의 개입논리 분석

사업의 5  논 에 입각한 평가를 진행하기 해서 각 사업의 개입논리를 분

석하여 사업의 평가항목과 평가논 의 직 · 간  련정도를 악하여야 한다. 

이를 해 유형이 다른 3가지 상사업의 개입논리를 이 에서 분석하 다.



54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방안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개입논리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지경부 주체의 국 인 보  사업이지만, 이 연

구에서는 서울시 내의 보 사례로 그 범 를 축소하 다. 따라서 그린홈 100

만호 보 사업의 수요는 서울시의 에 지 감 필요성, CO2 배출 감 필요성, 

민간의 요구(개인  이익, 만족)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

경제
수요

- 서울시의 에너지절감 필요성

- 서울시의 CO2 배출저감 필요성

-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만족)

▼

사업

진행

목표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이용률 목표달성)

- 그린홈 보급호수 증대

- CO2 배출량 저감

- 사회적 효과(시장효과, 고용창출 등)

▼

투입

- 사업비용(예산)

- 투입인력

-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자재

- 투입시간

▼

사업 집행

▼

산출

- 에너지 생산량

- 에너지 생산(절감)이익

- 고성능의 건축물

- CO2 배출 저감량

- 보급호수

▼

사회

경제

영향

(결과․성과)

-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 고용 창출 효과

- 환경 효과(CO2 배출저감)

- 서울시의 건물성능 향상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신재생에너지 시장효과

- 타 지자체 사업보급

<그림 3-3>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별 내용

사업의 목표는 수요와 직  련하여 신재생에 지를 통한 에 지 생산량 증

(이용률 목표 달성), CO2 배출량 감, 서울시의 그린홈 보  호수 증 , 그 

외의 사회  효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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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한 투입요소로는 사업비용(보 지원비용), 투

입 인력, 신재생에 지 시스템  자재, 투입시간이 있으며, 이러한 투입물은 사

업진행과정을 통해 사업에 의해 직 으로 생산되는 에 지량, 에 지 생산이

익, 연료 사용량 감으로 나타나는 CO2 배출 감량, 신재생에 지 시스템 설

치에 의한 고성능의 건축물, 보  호수의 산출로 환된다.

한 이러한 산출은 사회‧경제 역에서 서울시의 에 지 사용량 감, 환경 

효과(CO2 배출 감), 서울시의 건물성능 향상, 고용 창출 효과, 신재생에 지 

시장효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장기 인 측면에서 타 

지자체로의 사업 보 에 향을  수 있다.

(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개입논리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은 서울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

물의 에 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그린빌딩의 단계  확 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에 지 감 필요성과 CO2 배출 감 필요성, 민간의 요구(개인  이

익, 만족)를 사업의 수요로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의 목표로는 에 지 약시설 설치를 통한 기존건물의 에 지사용량 

감, 사업 보 면   호수 증 8), CO2 배출량 감, 그린빌딩의 보 , 그 외의 

사회  효과가 해당된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투입요소로는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과 마찬가

지로 사업비용( 산), 투입인력, 에 지 약시설에 해당하는 시스템  자재, 

투입시간이 있으며, 사업집행과정을 통해 상건물의 에 지 사용 감량, 에

지 감 이익, 그린빌딩, CO2 배출 감량 등의 산출로 환된다.

한 이러한 산출은 서울시 기존 건물 에 지 사용량 감, 고용효과, 환경효

과(CO2 배출 감), 서울시 기존 건물의 그린빌딩화, 참여 건물 수, 이용자 만족

도 향상, ESCO(Energy Service Company) 기업  사업의 활성화, 타 지자체 사

업보  등 사회‧경제 범주의 결과를 유발한다.

8)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2009)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 건물 1만동(면  2,000㎡ 

이상 건물의 70%)에 해 건물에 지합리화사업 시행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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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수요

- 서울시의 에너지 절감 필요성

- 서울시의 CO2 배출 저감 필요성

-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만족)

▼

사업

진행

목표

- 기존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 사업 보급면적 및 호수 증대

- CO2 배출량 저감

- 그린빌딩의 보급

- 사회적 효과(시장효과, 고용창출 등)

▼

투입

- 사업비용(예산)

- 투입인력

- 에너지 절약 시설에 해당하는 시스템 및 자재

- 투입시간

▼

사업 집행

▼

산출

- 에너지 사용 절감량

- 에너지 절감 이익

- 그린빌딩

- CO2 배출 저감량

▼

사회

경제

영향

(결과․성과)

- 서울시 기존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

- 고용효과

- 환경효과(CO2 배출저감)

- 서울시 기존 건물의 그린빌딩화

- 참여 건물 수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ESCo 및 사업의 활성화

- 타 지자체 사업보급

<그림 3-4>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진행 단계별 내용

(3) 에코마일리지사업의 개입논리

에코마일리지사업은 건물의 운용단계에서 서울시민의 자발 인 에 지 약 

행 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수요를 서울시의 에 지 감 필요

성, CO2 배출 감 필요성, 민간‧단체의 자발  인식(참여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해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에 지 사용량 감, CO2 배

출량 감, 참여 사업체 수 확 (자발  참여 유도), 사회  효과(시장효과, 고용

창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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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수요

- 서울시의 건물운용부문 에너지절감 필요성

- 서울시의 CO2 배출저감 필요성

- 민간․ 단체의 자발적 인식(참여의식)

▼

사업

진행

목표

- 에너지 사용량 절감

- CO2 배출량 저감

- 참여 사업체 수 확대(자발적 참여 유도)

- 사회적 효과(시장효과, 고용창출 등)

▼

투입

- 사업비용

- 투입인력

-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업 프로그램 구축

- 투입시간

- 지급 인센티브 재원

▼

사업 집행

▼

산출

- 에너지 사용 절감량

- 에너지 절감이익

- CO2 배출 저감량

- 절감량 모니터링 시스템

▼

사회

경제

영향

(결과․성과)

-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

- 고용 효과

- 환경 효과

- 사업 참여 확대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타 지자체 사업보급

<그림 3-5> 에코마일리지사업의 진행 단계별 내용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사업의 집행을 해 사업비용, 투입인력, 모니터링 시스

템  사업 로그램, 투입시간, 지  인센티  재원 등의 투입이 요구되며, 이

러한 투입은 참여 사업체의 에 지 사용 감량  감이익, CO2 배출 감량, 

에 지  탄소 감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직  산출로 환된다.

사업의 장기 인 운용이 가능한 경우 사회‧경제 범주에서 서울시의 건물 에

지 사용량 감,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고용 효과, 환경 효과, 사업 참여 확 , 

이용자 만족도 향상, 타 지자체 사업보 의 결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58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방안

3. 사업 평가항목 선정

이 연구는 유형이 다른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총  평가를 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업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항목은 

상사업을 포 한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 개입논리를 고려하여 선정해

야 한다.

앞서 수집한 기존 평가방법  평가기 을 심으로 상사업의 평가에 활용

할 수 있는 평가항목9)을 선정하 으며, 각 평가항목의 의미를 본 평가에 합

하도록 수정‧보완하 다. 특히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이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 건물성능 개선에 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보완하 다.

수집‧보완한 평가항목은 건물성능 개선효과, 총 에 지 사용 감량, CO2 배

출 감량,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 투자회수기간, 에 지 B/C 비율, 사회

 B/C 비율, 참여도, 고용효과, 사업지원의 타당성, 가능성이며 각 항목의 

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성능 개선효과

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 자체의 성능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해 에 지 성능지표(Energy Performance Index, EPI)를 활용하여 건물성능 개선

효과 지표를 신설하 다.

에 지 성능지표(EPI)는 건축물의 에 지 성능을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기설비부문, 신재생설비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어, 각 부문의 사업시

행효과를 단하기에 용이한 장 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3월 ｢ 탄소 Green에 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의 

에 지 성능지표(EPI) 평  합계 기 을 기존 74  이상에서 86  이상으로 강

9) 상사업의 평가항목으로 고루 활용이 가능하고, 재 사업의 결과로 제시하는 데이터로 평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수집하 음. 수집된 평가항목을 토 로 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목의 

추가‧보완을 실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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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방침을 발표하 다.

따라서 에 지 성능지표(EPI)는 건물성능의 평가 척도로서 활용도가 확 될 

것으로 상되므로, 건물성능 개선효과를 사업 시행 ‧후의 에 지 성능지표

(EPI)의 개선 정도(사업 시행 후 EPI - 시행  EPI)로 정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식화하 다.

건물성능 개선정도(%) = 

{(사업 시행 후 EPI - 사업 시행  EPI) / 사업 시행  EPI} × 100

에너지 성능지표(Energy Performance Index, EPI)

- 에너지 성능지표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통해 199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음(건설

교통부 고시 제 1995-258호).

- 2001년 6월 신 기준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 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

음(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652호). 

- 에너지 성능지표(EPI)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건물의 용도(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

원, 학교, 주택)에 따라 건축부문, 기계 설비부문, 전기 설비부문, 신재생 설비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함.

2)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

총 에 지 사용 감량은 사업시행 과 후의 에 지 사용량 차이로서, 건물

에 지 소비 감사업의 직 인 효과를 나타낸다. 에 지 약제도  시책의 

효과로 나타나는 에 지효율 분석을 해 사용되는 지표로는 총 에 지 감량

( 감률), 연간 사용한 총 에 지의 양을 GDP로 나  값인 에 지원단 , 연간 

사용된 에 지의 소비증가율을 GDP 성장률로 나  값인 에 지 소비 탄성치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건물에 지소비 감사업의 일부 사업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는 평가 범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업 반으로의 효

과를 단하는 에 지원단   에 지 소비 탄성치를 활용한 평가는 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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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총 에 지 사용 감량( 감률)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

이 수식화하 다.

총 에 지 감량 = 사업 시행  에 지 사용량(Baseline, 사업시행  2개년

간 에 지 사용량) - 시행 후 에 지 사용량

3) 사업체당 에너지 사용 절감량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은 총에 지 사용 감량을 사업에 참여한 사업

체 수로 나  것이다. 정량 인 보  호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호수를 늘리기 

해 사업체의 에 지 감효과를 반 하지 않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행양상을 평가결과에 반 하기 해 

본 평가항목을 포함하 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가구당 에 지 감량 = 총 에 지 감량 / 시행가구(사업체) 수

4) CO2 배출 저감량

CO2 배출 감량은 사업 시행 과 사업 시행 후 CO2 배출량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사업의 궁극  목표인 탄소배출량 감효과를 단하기 한 평가항

목이다. 일반 으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CO2 감 목표를 정량 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CO2 배출 감량( 감률)을 

감 목표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환경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CO2 배출 감량 = 사업 시행  CO2 배출량(Baseline, 사업시행  2개년 

간 CO2 배출량) - 시행 후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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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회수기간

투자회수기간은 사업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

미하는 것으로, 계산된 회수기간을 기 로 경제성을 평가한다. 투자회수기간은 

단순회수기간(Simple Payback Period)과 할인회수기간(Discounted Payback 

Period)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회수기간은 시간에 따른 자 가치의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3년~5년을 과하지 않는 기간에 사용되어야 한다. 산업자원

부(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투자회수기간은 단기 소규모사업에 해서는 

평가지표로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으나, 장기 인 사업의 경우 왜곡의 정도가 

커지므로 투자회수기간이 상 으로 짧은 사업에 한 평가지표로 국한할 필

요가 있다.

할인회수기간은 매년의 편익( 감액)을 기 투자시 의 동등한 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동등한 재가치를 합산하여 투자비용과 동일하게 되는 회수

기간을 구하는 것이나 투자비용의 회수시  이후의 경제  손익을 고려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자회수기간을 산출하기 해 LCC 분석법을 변

형하여 투자회수기간 산정에 활용하 다. LCC 분석법은 기 투자비용과 설비 

설치로 얻을 수 있는 비용 감 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 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 운 비용, 수리비용, 철거비용 등을 고려한 분석

법이다.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비용이 동일한 경우 주로 가법을 사용한

다. 가(present value)법은 검토하는 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  수입을 

시 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합계하는 방법으로 유지비에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정리된다.

    
  




 
 


 



  : 가  : 기투자비

 : 내용연수   : 물가상승률

 : 폐기 비용  : p년도의 유지 리비/에 지 감 이익

  : 실질이자율(사회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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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 P가 0이 된다는 것은 재가치로 환산된 투자비용과 사업 이후의 

에 지 감효과, 유지보수비의 합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n을 회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은 사업 시행을 통한 편익과 비용

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 산정책처(2007)의 연구에 따르면 평가 기 은 편익/

비용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한 

사회  할인율을 용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그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 t년도의 편익  : t년도의 비용

 : 사회  할인율(이자율)  : 사업의 기간(연수)

에 지 편익/비용 비율은 에 지 감이익을 사업 편익으로 용하므로, 

의 회수기간 항목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 사회  편익/비용 비율의 경우 비에

지 편익의 범 가 범 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타 평가항목(고용효과, 에

지 사용 감량, CO2 배출 감량)을 이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 비에

지 편익의 각 항목은 사업의 유형과 효과에 따라 변용되어야 하며,  가치

로 계량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하 고, 본 항목을 평가모형의 항목에서 

제외하 다.

(1) 에너지 관점의 B/C 비율

에 지 감편익을 총 사업비용과 비교한 것으로, 이때 총 사업비용에는 시

공비와 행정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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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B/C 비율

사회  편익/비용 비율은 총 편익(에 지 감편익+비에 지 편익)을 총 사

업비용과 비교한 것으로, 에 지 편익/비용 비율에 비하여 여러 사회  효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비에 지 편익의 분류방법은 다양하나 Lisa A. 

Shumatz(2000)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에 지 약 사업을 상으로 비에 지 편

익을 다음 <표 3-6>과 같이 분류하 다.

편익 범위 항목

납부자 편익

(Utility or Ratepayer 

Benefits)

- 대손충당금/신용도(Bad dept/credit)

- 가스 비상 용품(Gas Emergency Items)

- 기타

사회적 편익

(Societal Benefits)

- 경제적, 환경적 편익(Economic and Environmental)

- 수자원절감과 전환비용절감(Water and transfer payment saving)

참여자 편익

(Participant Benefits)

- 서비스 중단-종료의 감소(Fewer Service terminations)

- 저소득 퇴거의 감소에 의한 연계편익(Associated benefits from lower bills/lower 

evictions)

- 쾌적, 건강, 질 등 기타 이점(Comfort, Heath, quality, and other benefits)

<표 3-6> 비에너지 편익의 범위 및 항목 

7) 참여도

참여도는 잠재  참여 가능 사업체수와 사업 참여 사업체수의 비율을 의미하

며, 사업의 목표 달성도  사업 결과에 의한 수요부문의 충족을 나타내는 지표

로 사용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도(%) = (실제 사업 참여 사업체수 / 잠재  참여 가능 사업체 수) × 100

8) 고용효과

고용효과는 사업 시행에 따라 창출되는 고용인원의 수로 평가한다. 사업 시

행에 따라 창출되는 고용인원의 수는 사업별 통계 자료 는 산업별 취업유발



64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방안

계수10)를 이용해 추측이 가능하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년도의 고용표와 

산업 연 표를 토 로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권태 (2009)의 연구

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취업계수와 간  취업유발효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용효과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와 사업 산(10억원)의 곱으로 고용인

원을 추측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고용인원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 사업 산(10억원)

9) 사업지원의 타당성

사업지원의 타당성은 본래 국고 지원의 타당성, 사업의 경제성, 산업연 효

과(사업의 외부성), 효과의 국지성, 사회 경제   문화‧역사‧  측면에

서의 형평성, 기타의 간 효과 등을 포함하는 의의 평가 항목이다. 이 연구에

서는 상  계획과의 일치성을 사업 지원의 타당성으로 제한하여 평가항목에 포

함하 다.

10) 파급가능성

가능성은 해당 지역경제 효과와 타 지자체로의 가능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김재형(2000)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경제 효과는 주로 경제  

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임  유발효

과, 지역 간 연계효과 등을 지표로 사용한다. 이러한 효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

한 타 평가항목과 복되므로, 같은 항목을 이 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가능성을 타 지자체로의 가능성으로 한정하여 평가

항목에 포함하 다.

타 지자체로의 가능성은 타 지역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평가 

상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활용한 사업의 수로 평가할 수 있다.

10) 특정 산업부분에 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직‧간 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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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체를 상으로 사업시행 후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에 지 감량에 한 만족도, 개선 후의 

편리성에 한 만족도, 사후 리에 한 만족도로 분류하여 평가 가능하다.

4. 평가항목의 그룹화

이 연구에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을 평가하기 해 선정된 평가항목은 

총 10가지로 본래 11가지가 선정되었으나, 타 항목과의 복  산출 가능성의 

문제로 편익-비용비율을 제외하 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의미와 범 를 명확하

게 제한하기 하여 평가내용  범 에 따라 상 항목으로 그룹화를 수행하

다. 해당 상 항목은 건물성능, 경제성, 공공성, 이용자 만족도이며, 그룹화의 

결과는 다음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평가항목의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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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성능은 사업 시행을 통한 건물성능 개선효과와 사업 시행에 의한 직  

효과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세부평가항목은 건물성능 개선효과, 

총 에 지 사용 감량,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 CO2 배출 감량이다.

경제성은 사업 시행의 경제  실 가능성  효율성을 표하는 항목으로, 

사업 시행비용에 따른 사업성과의 타당성을 단하는 기 이 된다. 이에 해당

하는 하  항목에는 투자회수기간이 포함된다.

공공성은 사업으로 인한 직  효과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체에 두루 

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는 하 항목은 참여도, 고용효

과, 사업 지원의 타당성, 가능성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수행된 사업에 한 사업 상자의 반 인 만족 수 을 평

가하는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세부평가항목에는 이용자 만족도가 포함된다.

5.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 구조

이 연구에서는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구조를 다음 <그림 3-7>과 

같이 단계  구조로 구성하 다. 평가단 는 사업 총 과 개별사업장으로 분류

되며, 1단계는 사업 총 부문과 개별 사업장부문을 상으로 앞 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2단계는 1단계 평가결과를 5  평가논 으로 재평가(총

으로 평가)한다.

1단계에 용된 평가항목은 평가 상사업의 유형과 단 에 따라 요도가 

다르므로 척도로 평가된 결과에 항목별 가 치를 용하며, 2단계에서는 각 평

가항목과 5  평가논 의 계를 분석하여 1단계 평가결과를 평가논 에 따른 

수로 총  평가한다.

이 평가구조는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1단계)와 평가논 에 입각한 평가(2단

계)를 수행하여, 단편  측면이 아닌 총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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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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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모형

제1절 평가항목

1.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상사업의 유형과 시행 방법이 다르므로 사업 평가에 합한 평가항목 한 

다르다. 다음 <표 4-1>은 각 상 사업의 유형과 평가단 에 합한 평가항목

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 분류(평가단위)

평가항목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 개별 총괄 개별 총괄 개별

건물

성능

건물성능 개선효과 × ○ × ○ × ×

총 에너지사용 절감량(생산량) ○ ○ ○ ○ ○ ○

가구당 에너지사용 절감량(생산량) ○ × ○ × ○ ×

CO2 배출 저감량 ○ ○ ○ ○ ○ ○

경제성 투자회수기간 ○ ○ ○ ○ ○ ○

공공성

고용효과 ○ ○ ○ ○ ○ ○

참여도 ○ × ○ × ○ ×

사업 지원의 타당성 ○ × ○ × ○ ×

파급가능성 ○ × ○ × ○ ×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만족도 ○ ○ ○ ○ ○ ○

<표 4-1> 평가 대상사업의 유형과 단위에 따른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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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의 단   총 사업 평가에서 여러 사업체의 에 지 성능지표를 

하나의 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건물성능 개선효과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 으며, 그 외의 항목은 모두 포함하 다.

개별사업 평가단 의 경우, 사업 시행을 통해 건물성능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과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건물성능 개선효

과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 으나, 개선효과가 없는 에코마일리지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 모든 개별사업 평가에서는 사업의 총  평가 시 단이 가능한 사업의 

참여도, 사업 지원의 타당성, 가능성은 평가항목으로 합하지 않아 제외

하 다.

2단계 평가(총 평가)에서 5  논 에 입각한 평가를 수행하기 해 각 평가

항목과 평가논 의 계를 분석하 다. 각 평가항목의 결과는 개입논리 항목을 

통해 수치화가 가능하며, 평가논 은 개입논리(수요, 목표, 투입, 산출, 결과, 성

과)의 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평가항목과 평가논 의 계는 개입논리

를 매개로 하여 연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평가항목과 련된 개입

논리 항목을 련정도에 따라 직 련 개입논리와 간 련 개입논리로 분류

하 다. 한 직‧간  련 정도로 분류된 개입논리의 조합과정을 통해 각 평가

항목의 직 련 논 과 간 련 논 을 설정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2>

와 같다.

평가항목
직접 관련 개입논리 항목

간접 관련 개입논리 항목

평가 논점과의 관련 정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용성

건물성능

건물성능 

개선효과

직접 

- 수요: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 만족)

- 투입: 에너지 개선 설비 및 자재

- 산출: 고성능의 건축물

- 결과: 서울시의 건물성능 향상

× ○ ○ × ○

간접 -

<표 4-2> 평가항목과 평가논점의 관련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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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직접 관련 개입논리 항목

간접 관련 개입논리 항목

평가 논점과의 관련 정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용성

총에너지 

절감량

직접 

- 목표: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투입: 에너지 개선 설비 및 자재

- 산출: 에너지 절감량(생산량)

- 결과: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 ○

간접 - 수요: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필요성 ○ ○ ○

CO2 배출 

저감량

직접 

- 투입: 에너지 개선 설비 및 자재

- 산출: CO2 배출 저감량

- 결과: 환경효과

○ ○

간접
- 수요: 서울시 CO2 배출 저감 필요성

- 목표: CO2 배출 저감
○ ○ ○

가구당 

에너지 

절감량

직접 

- 수요: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 만족)

- 투입: 에너지 개선 설비 및 자재

- 산출: 에너지생산량, 에너지생산(절감) 

이익

× ○ ×

간접
- 결과: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이용

자 만족
○ ○

경제성

투자회수

기간

직접 

- 수요: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 만족)

- 투입: 사업비용

- 산출: 에너지생산(절감) 이익

× ○ × ×

간접 - 결과: 이용자 만족 ○

공공성

참여도
직접 

- 수요: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 만족)

- 목표: 보급호수 증대

- 결과: 보급호수　

× × ○ × ○

간접 -

고용효과
직접 

- 목표: 사회적 효과(시장-고용 창출)

- 투입: 사업비용, 투입인력

- 결과: 고용 창출

× ○ ○ ×

간접 - 수요: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 만족) ○

사업지원

의 타당성

직접 

- 수요: 서울시의 에너지절감 필요성, CO2

배출 저감 필요성, 민간의 요구

- 목표: 에너지사용량 절감, 보급호수 증

대, CO2 배출량 저감, 사회적 효과

○ × × × ×

간접 -

파급

가능성

직접 

- 결과: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고용

창출, 환경효과

- 성과: 타 지자체 사업보급 

× × × ○ ×

간접 -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직접 
- 수요: 민간의 요구(개인적 이익, 만족)

- 결과: 이용자 만족
× × × ○

간접 - 산출: 에너지 생산(절감) 이익 ○

<표 계속> 평가항목과 평가논점의 관련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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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의 척도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평가항목의 수치를 단하기 한 평가항목별 척도를 

구축하 다. 평가척도는 평가모형에 반 하기 해 모든 평가항목에 동일하게 

5  척도 방식(최소 1 ~최  5 )을 채택하여 0.1  간격으로 설정하 다. 5  

척도 방식11)을 채택한 이유는 이용자 만족도, 사업지원의 타당성 등 정성  항

목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공 없이 척도에 반 하기 해서이다.

각 항목의 평가척도 근거자료는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2009)

의 사업별 기  효과, 사업별 실측 자료, 사업계획상의 목표 등으로 하 으며, 

근거자료에 제시된 값을 기  값(3 )으로 하여 척도에 반 하 다. 한 서울

시의 에 지계획에 평가 항목의 근거기 이 없는 경우 일반 인 척도를 사용하

거나 최 값(5 ), 최소값(0 )을 배치하여  척도 범 에 균등하게 배분하 다.

1) 건물성능 개선효과

건물성능 개선효과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개

별 평가 시 활용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의 기 은 ｢ 탄소 Green에 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의 EPI 평 합

계 강화기 인 86 이며, 평가의 지표는 사업시행 후의 EPI 수 개선정도를 

활용한다. 척도는 86 을 최 (5 )로 설정하 고, 기존 EPI 평 을 최소(1 )

로 하여 0.1  단 로 균등하게 배분하 다. 건물성능 개선효과의 평가 기 , 

지표, 척도는 다음 <표 4-3>과 같다.

11) 5  척도는 가장 일반 인 척도로, 응답자의 지  수 이나 문항에 한 친숙도가 낮을 때, 

는 응답이 립  평가에 집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  이유가 있을 때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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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척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서울시 저탄소 Green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EPI 평점합계 강화기준(86점) 해당 없음

지표 사업 시행 전후의 EPI 개선정도 해당 없음

척도

1점 기존의 EPI(X) 미만 1점 기존의 EPI(X) 미만

해당 없음

… …

3점
X+[(86-X)/39×19] 

~X+[(86-X)/39×20]
3점

X+[(86-X)/39×19] 

~X+[(86-X)/39×20]

… …

5점 EPI 86점 이상 5점 EPI 86점 이상

<표 4-3> 건물성능 개선효과의 사업별 평가척도

2)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생산량)

총 에 지 사용 감량(생산량)은 정량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감량, 정량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률을 평가지표로 하여 척도를 구

성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에 지 생산량은 설비 설치량에 향을 받기 때

문에, 실제 생산량과 연간 생산 가능량의 비율(실제 생산량/연간 생산 가능량 

× 100)을 평가지표로 설정하 다. 연간 생산 가능량을 산정하기 해 ｢2008 신‧

재생에 지 보 통계｣의 신재생에 지 환산기 을 활용하 다. 본 척도에서 활

용한 에 지원별 환산기 은 다음 <표 4-4>와 같다.

에너지원 태양열
태양광

(자가용)

바이오펠렛

(우드칩)

풍력

(자가용)

연료전지

(자가용)
지열

환산계수 0.064toe/㎡ 0.292 toe/kW
실제 발열 

열량(Mcal)
0.377 toe/kW 1.789 toe/kW

0.618toe/RT(냉

난방 합계)

비고
시스템효율 

44%
이용율 15.5% -

이용율

20%

이용율

95%

부하율 냉방 

60%, 난방 70%

<표 4-4> 신재생에너지원별 환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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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는 에 지원별 환산기 을 활용하여 측한 연간 생산가능량12)과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5  척도에 균등하게 배분(1: 0% 이상~2.5% 미만, 5: 

100% 과)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총 에 지 감량의 척도는 기  자료의 부재

로 2008~2009년 BRP 민간부문 실 13)의 에 지 감률을 기 으로 활용하

다. 최소 감률인 2% 미만을 최소값(1 ), 최  감률인 90% 과를 최 값

(5 ), 평균 감률인 16.5%를 기 값(3 )으로 설정하여 척도를 구성하 다.

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2008 신재생에너지 환산기준
2008~2009년 BRP 민간부문 

실적

에코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표
연간 생산 가능량 대비 생산량 

비율(%)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절감량(MWh)

척도

1점 0 이상~2.5% 미만 1점 2% 미만 1점 0~9.77 미만

… … …

3점 50 이상~52.5% 미만 3점 15.775~16.5% 3점 195.46~205.23 이하

… … …

5점 100% 초과 5점 90% 초과 5점 390.914 초과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2008 신재생에너지 환산기준
2008~2009년 BRP 민간부문 

실적

에코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표
연간 생산 가능량 대비 생산량 

비율(%)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절감률(%)

척도

1점 0 이상~2.5% 미만 1점 2% 미만 1점 0%

… … …

3점 50 이상~52.5% 미만 3점 15.775~16.5% 미만 3점 9.5 초과~10% 이하

… … …

5점 100% 초과 5점 90% 초과 5점 19.5% 초과

<표 4-5>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생산량)의 사업별 평가척도

12) 에 지원별 연간 생산가능량 = 에 지원별 환산기 ×신재생에 지 시스템 설치 용량

13) 서울시 보도자료,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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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부문의 총 에 지 감량 평가 척도 기 은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에서 상한 기 효과 수치를 활용하 다. 에코마일

리지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감될 것으로 기 되는 에 지양은 200TOE 이

며, 이를 연간 감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205.233MWh의 에 지 감을 기 할 

수 있다. 이 연간 감량을 기 값(3 )으로 하여 척도를 구축하 다.

에코마일리지사업 개별평가부문의 경우, 단  건물의 에 지 감목표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코마일리지사업의 단 건물 마일리지 지 기 (가정 부

문 CO2 배출 10% 감)을 차용하여 0.1  간격으로 척도화하 다.

사업별 총 에 지 사용 감량(생산량)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하면 

의 <표 4-5>와 같다.

3) 사업체당 에너지 사용 절감량(생산량)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생산량)은 총 에 지 사용 감량을 사업체 수

로 나  값이다. 따라서 평가지표가 감률인 경우는 총 에 지 사용 감량(생

산량)의 척도 구축 방식을 활용하여 척도를 구축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개별 건물의 설비 용량 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생산량)의 척도를 총 에 지 사용 감량(생산량)

과 동일하게 연간 생산가능량과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구축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은 개별 건축물의 에 지 감률 실 을 활용하여 

총 에 지 감량(생산량)의 척도를 구축하 기 때문에 동일한 척도 용이 가

능하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총 에 지 감량 기 이 정량 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총 에 지 감량 기 을 사업체 수로 나 어 활용한다.

사업별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생산량)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

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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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2008 신재생에너지 환산기준
2008~2009년 BRP 민간부문 

실적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지표
연간 생산가능량 대비 생산량 

비율(%)
에너지 절감률(%)

총 에너지 절감량(MWh) / 

사업체 수(X)

척도

1점 0 이상~2.5% 미만 1점 2% 미만 1점
0 초과~

(205.23/X)/20×1 이하

… … …

3점 50 이상~52.5% 미만 3점 15.775~16.5% 3점
(205.23/X)/20×20 초과 ~ 

(205.23/X)/20×21 이하

… … …

5점 100% 초과 5점 90% 초과 5점 {(205.23/X)/20}*40 초과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척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 4-6> 사업체당 에너지 사용 절감량(생산량)의 사업별 평가척도

4) CO2 배출 저감량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서울시의 별도 CO2 배출 감 목표가 설정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일반 인 척도를 활용하여 감률의 최소값인 0%(1 )와 최

값인 100%(5 )를 기 으로 0.1  간격으로 균등하게 배분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총괄부문의 CO2 배출 감량은 서울시 탄소 녹

색성장 마스터 랜에서 2030년까지 1,366천 톤으로 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근거자료를 기 으로 연간 감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CO2 감 기 량은 

59,391.3tCO2이며, 이를 기 값(3 )으로 균등하게 배분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개별부문에서 개별 건물의 CO2 배출 감량을 근

거자료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에 지 감량 기 을 CO2 배출 감량 기

으로 차용하 다.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평가의 CO2 배출 감량은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

스터 랜에 2020년까지 1,000tCO2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보도 자료의 실제 

연간 감축량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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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서울시 기준이 따로 없음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에코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표 CO2 배출 저감률(%) 연간 저감량(tCO2) CO2 배출 저감률(%)

척도

1점 0.0% 1점 0~ 2,969.57 tCO2 1점 0.0%

… … …

3점 47.5 초과~50% 이하 3점
59,391.30

~62,360.87 tCO2

3점 9.5 초과~10% 이하

… … …

5점 97.5 초과~100% 이하 5점 118,782.6 tCO2 초과 5점 19.5% 초과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서울시 기준이 따로 없음 에너지 사용 절감량 척도 활용
에코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표 CO2 배출 저감률(%) CO2 배출 저감률(%) CO2 배출 저감률(%)

척도

1점 0.0% 1점 2% 미만 1점 0.0%

… … …

3점 47.5 초과~50% 이하 3점 15.775~16.5% 3점 9.5 초과~10% 이하

… … …

5점 97.5 초과~100% 이하 5점 90% 초과 5점 19.5% 초과

<표 4-7> CO2 배출 저감량의 사업별 평가척도

따라서 개별사업(가정부문)의 인센티  지 기 인 10% 감률을 기 값(3

)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이 항목은 다년간의 CO2 배출 감량 데이터를 확

보한 후에 추후 보강이 필요하다.

에코마일리지사업 개별평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이 10% 이상이면 마일리

지 인센티  지 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기 값(3 )으로 하여 척도를 

균등하게 배분하 다.

CO2 배출 감량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14) 서울시 보도자료(2010년 7월 30일)에 따르면, 2009년 9월~11월에 가입한 가정부문의 CO2 

감축량은 총 36,616 tCO2로 연간 기  감축량인 1,000tCO2보다 큰 수치임. 여기에다 단체부문

의 감축실 을 추가할 경우, 감축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되므로 목표량의 재설정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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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회수기간

투자회수기간은 사업 시행을 통한 에 지 감비용을 이용해 기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으로 별도의 사업별 평가기 은 없으나, 각 사업의 설치 상 설

비  건물의 내구연한보다 투자회수기간이 긴 경우는 경제성이 없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 모두 상 설비  건물의 내구연한을 최소값(1 )으로 

하여 척도를 구축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상 설비인 신재생에 지시스템의 수명을 내구

연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 지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에 상 없이 경제

수명기간을 15년15)으로 정하고 있으나, 태양 시스템은 최  수명기간을 25

년16)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의 상가구 부분이 태양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태양 시스템의 수명기간인 25년을 최소값(1

), 경제수명기간 15년을 기 값(3 )으로 설정하여 척도를 균등하게 배분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은 사업 상이 건축 구조물과 설비에 국한된다. 

따라서 건축 구조물과 설비의 최  내구연수인 20년17)을 최소값(1 )으로 하여 

0.1  간격으로 균등하게 분배하 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 건물의 운 단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건물의 내용

연수를 척도의 기 으로 하 다. 건물 내용연수는 일반 으로 45~55년18)이므

로 간값인 50년을 최소값(1 )으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 다.

사업별 투자회수기간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15) 김은일 외, 2008, “신‧재생에 지 이용 발 력 기 가격 산정에서의 쟁 ”, ｢한국 신‧재생

에 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회 논문집｣.

16) ‘ 연보고’에서 태양 발  25년, 풍력발 은 20년 등으로 설비별 설계수명기간을 인정

17) 구조물‧건축설비의 내용연수와 개수주기는 그 종류별로 다르지만, 일반 으로 구조물 는 

설비의 내구연수는 10~20년임.

18) 변운섭 외, 2002.12, “건물 리모델링 기술”, 월간 ｢설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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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신재생 설비의 경제수명 기간 

및 최대수명기간
구조물-설비의 최대 내구연수 건물의 평균 내용연수

지표 투자회수 기간(년) 투자회수 기간(년) 투자회수 기간(년)

척도

1점 25년 이상 1점 20년 이상 1점 50년 이상

… … …

3점 15년~15.5년 3점 10년~10.5년 3점 25년~26.25년

… … …

5점 0.75년 미만 5점 0.5년 미만 5점 1.25년 미만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신재생 설비의 경제수명 기간 

및 최대수명기간
구조물-설비의 최대 내구연수 건물의 평균 내용연수

지표 투자회수 기간(년) 투자회수 기간(년) 투자회수 기간(년)

척도

1점 25년 이상 1점 20년 이상 1점 50년 이상

… … …

3점 15년~15.5년 3점 10년~10.5년 3점 25년~26.25년

… … …

5점 0.75년 미만 5점 0.5년 미만 5점 1.25년 미만

<표 4-8> 투자회수기간의 사업별 평가척도

6) 참여도

참여도는 잠재  참여 가능 사업체수와 실제 참여 사업체수의 비율로, 6가지

사업평가유형에 동일한 척도를 용할 수 있다. 참여도에 한 평가기 은 따

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인 척도를 활용하여 0%는 최소값(1 ), 

97.5% 과~100%인 경우는 최 값(5 )을 용하여 균등하게 분배하 다. 사

업별 참여도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 - -

지표 참여율(%) 참여율(%) 참여율(%)

척도

1점 0.0% 1점 0.0% 1점 0.0%
… … …

3점 47.5 초과~50% 이하 3점 47.5 초과~50% 이하 3점 47.5 초과~50% 이하
… … …

5점 97.5% 초과~100% 5점 97.5% 초과~100% 5점 97.5% 초과~100%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척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 4-9> 참여도의 사업별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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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 효과

고용효과는 사업 시행을 통해 새로 고용된 인원수를 의미하며 평가지표로 활

용할 수 있다. 각 사업 총 평가의 경우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에

서 기 값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의 경우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3개의 상사업  연간 시행 사업수를 비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물

에 지합리화사업의 개별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척도를 구축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총괄 평가 척도는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에 기재된 기 수치를 기 값으로 활용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의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5,229명으로 추산되며, 이를 연간 고용인원으로 계산하

면 약 249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간 고용인원 수치를 기 값(3 )으로 설정하

고 0명을 최소값(1 )으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총괄 평가 척도 역시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에서 제시한 고용인원 기 수치를 활용하여 연간 1000명을 기 값

(3 )으로 설정하 다. 한 0명을 최소값(1 )으로 하여 척도를 구축하 다.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 평가의 고용효과 기 값은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

스터 랜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1,442명의 기 효과를 통해 연간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용하 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 되는 연간 

고용인원은 127명이며, 이를 기 값(3 )으로 설정하 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개별 평가 척도는 총  평가의 고용효과 기 값

을 연간 시행 사업수로 나 어 기 값으로 설정하 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

(BRP)의 연간 시행 사업수는 2008년 40건, 2009년 86건으로 연평균 63건이 산

출된다. 연간 고용효과인 1,000명을 63건으로 나  결과 사업체당 약 16명의 고

용인원 창출이 기 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16명을 기 값(3 ), 0명을 

최소값(1 )으로 설정한 후 균등하게 배분하 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에코마일리지사업의 개별 평가 척도는 건물에 지

합리화사업의 총  평가척도와의 비율을 산출하여, 개별 고용효과 기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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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 다. 기 값의 산출결과를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4명, 에코 

마일리지 사업은 2명이며, 0명을 최소값(1 )으로 설정하여 척도를 구축하 다. 

사업별 고용 효과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지표 연간 기대 고용인원(명) 연간 기대 고용인원(명) 연간 기대 고용인원(명)

척도

1점 0명 1점 0명 1점 0명

… … …

3점
236.55명 이상 ~249명 

미만
3점

951명 이상

~1,000명 미만
3점

120.65명 이상

~127명 미만

… … …

5점 485.55명 이상 5점 1,951명 이상 5점 247.65명 이상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척도 

변형 활용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 2008, 2009년 

민간부문 실적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척도 

변형 활용

지표 고용인원(명) 고용인원(명) 고용인원(명)

척도

1점 0명 1점 0명 1점 0명

… … …

3점 4명 3점 16명 3점 2명

… … …

5점 8명 초과 5점 32명 이상 5점 4명 초과

<표 4-10> 고용효과의 사업별 평가척도

8) 사업지원의 타당성

사업지원의 타당성은 상  계획과의 일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모든 사

업평가 유형에서 공통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별 사업지원의 타당성 평가

항목의 평가기 , 지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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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

지표 상위 계획과의 일치 정도

척도

1점 전혀 일치하지 않음 1점 전혀 일치하지 않음 1점 전혀 일치하지 않음

… … …

3점 보통 3점 보통 3점 보통

… … …

5점 매우 일치함 5점 매우 일치함 5점 매우 일치함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척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 4-11> 사업 지원 타당성의 사업별 평가척도

9) 파급가능성

이 연구에서는  가능성을 지역구내의  가능성이 아닌 타 지역구에 

미치는 향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타 지역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평가 상 사업을 벤치마킹으로 활용한 사업 수를 평가지표로 설정하 으며, 6

가지 평가유형에서 공통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가능성의 평가척도는 국 

지역구 황(2010년 8월 재)  서울시를 제외한 시의 개수(167개)로 1.0부터 

5.0까지 균등하게 배분한 후, 체 으로 20%를 상향하 다. 이 척도 구성은 추

후 기존 사업 실 을 통해 객  데이터를 축 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전국 시도 개수 기준-상향조정

지표 타 지역의 벤치마킹 건수(건)

척도

1.8점 0~4건 1.8점 0~4건 1.8점 0~4건

… … …

3점 49건~ 52건 3점 49건~ 52건 3점 49건~ 52건

… … …

5점 129건~132건 5점 129건~132건 5점 129건~132건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척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 4-12> 파급가능성의 사업별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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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는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를 상으로 사업 시행 후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척도는 상사업의  평가유형에 

5  척도를 공통으로 설정하 으며, 최소값(1 ) 매우 불만족, 기 값(3 ) 보

통, 최 값(5 ) 매우 만족으로 척도를 구성하 다. 총  평가의 경우 통계 처리

된 설문 결과를 반 해야 하므로 소수 단 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하 다.

총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설문조사 결과 반영

지표 이용자 만족 정도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

… … …

3점 보통 3점 보통 3점 보통

… … …

5점 매우 만족 5점 매우 만족 5점 매우 만족

개별

평가

구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 에코 마일리지

기준 설문조사 결과 반영

지표 이용자 만족 정도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

… … …

3점 보통 3점 보통 3점 보통

… … …

5점 매우 만족 5점 매우 만족 5점 매우 만족

<표 4-13> 이용자 만족도의 사업별 평가척도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의 중요도

1) 평가항목의 중요도 설정 방법

에 지 효율화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목표와 방법으로 서

울시의 에 지 소비 감을 유도하고 있다.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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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각 평가항목의 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 인 사업평가를 해 각 

항목의 요도를 도출하여 평가모형에 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4-1>과 같이 평가항목을 계층구조로 구성하고, 두 

계층의 가 치를 반 한 종합가 치에 의해 최종 으로 통합  사업평가를 실

시하도록 하 다.

한 각 평가항목의 요도 도출을 해 정성 , 정량 , 유형  기 을 동시

에 용할 수 있는 다 의사결정법인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한 문가 조

사를 실시하 다. 상  평가항목인 건물성능, 경제성, 공공성,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법을 활용하여 상  평가항목의 요도를 1차 으로 단하고(Step 1), 

각 상  항목의 하  평가항목은 7  척도를 사용하여 그 요도를 조사하 다

(Step 2).

<그림 4-1>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가 방법

하  평가항목은 비교법 수행 시, 결합수가 많아 단의 어려움이 

있으며 요도 평가결과의 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한 이해 수 이 높은 자기기입식 조사와 표본의 크기가 작은 이론연구에 활용

되는 7  리커드 평가방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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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개요

- 1970년대 초반 T.Saaty에 의하여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

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론임.

- 계층분석기법은 정성적, 정량적, 유형적 기준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가 동일 계

층 내 서로 다른 두 구성요소 간의 쌍대비교19)를 통해 계층 내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

인 강도와 효용성을 측정하고, 이를 비율척도로 환산함.

- 계층분석기법(AHP)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음.

 1) 문제의 구조화 단계(계층구조 구축)

 2) 중요도 측정 단계(의견추출단계-설문조사)

 3) 가중치와 평가치 설정, 종합화 단계(비교지표의 생성 단계)

 4) 대안의 순위와 최선책의 결정단계(대안의 비교단계)

- 계층 분석기법의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평가항목을 두 개씩 선출하여 쌍대비교(일반적으로 9점 

척도 사용)하여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계산함.

- 일관성 검증은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사용하며, 0일 경우 가장 신뢰도가 높고 

0.1보다 큰 경우는 일관성이 없는 응답으로 판단함.

7점 척도를 이용한 평가의 개요

- 7점 척도를 이용한 평가는 각 평가항목이 획득한 점수의 평균값을 분석하여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임.

- 신뢰도 평가는 상위 평가에 대한 하위 평가항목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다음의 Cronbachʼs 

alpha(크론바하 알파)계수20) 검정을 활용함.






















N=문항 수




  =총 분산




  =각 문항의 분산

- 신뢰성 평가기준은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7 이상, 개별문항 수준인 경우 0.9 이상이면 신뢰도 

높음으로 평가됨.

19) 비교는 계층분석기법에 기반하여, 두 요소 사이의 상 인 요도(importance), 선호도

(preference), 가능성(likelihood) 등을 단하는 방법으로 기 들의 요도를 으로 비교하고, 

규정된 척도를 이용하여 요한 정도를 강도(intensity)로 나타냄.

20) 크론바하 알 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문항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를 구하고 이의 평균치를 산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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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항목의 요도를 평가하기 해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문가 

설문조사는 상 항목의 요도 평가(Step1)과 하 항목의 요도 평가(Step2)

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그림 4-2>와 같이 두 단계에서 도출한 요도를 종합

하여 항목별 최종 가 치를 분석하 다.

<그림 4-2>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 프로세스

설문조사의 상인 문가 집단으로 공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상 사

업에 한 기본  사항  평가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원 32명과 실제 사업

의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공무원 15명을 선정하 다.

문가 설문조사에 한 기본 개요는 다음 <표 4-14>와 같다. 유효 설문지는 

설문기재 사항  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으며, 1단계 설문의 경우 일

성비율(CR)이 0.15 이하인 것으로 유효설문 부수를 제한하 다. 일반 으로 

CR 값이 0.1(10%) 이하이면 평가자들의 평가가 일 성이 있다고 하며21), 0.15 

이내이면 허용 가능한 범 의 평가22)라고 할 수 있다. 유효성 검정을 거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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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Step1)의 유효 설문 회수부수는 31부, 2단계(Step2)의 유효 설문 회수부

수는 46부 으며, 이를 유효 설문지를 상으로 항목 가 치를 도출하 다.

단계별 분석 방법  일 성 검정 기 , 일 성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15>

와 같다.

설문기간 2010.7.20~29(10일간)

설문 대상 및 인원

연구원(명) 32

서울시 공무원(명) 15

소계(명) 47

설문방법 직접 조사 / 온라인 조사

유효 설문 회수 부수
1단계(부) 31

2단계(부) 46

<표 4-14>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설문조사 분석 방법 일관성 검정 기준 일관성 검정 결과

상위항목

(Step1)

- 엑셀 워크시트를 이용하여 상위 항목별 중요도 

및 일관성비율(CR) 계산
CR 0.15 이하 총 31부의 유효설문

하위항목

(Step2)

-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항목의 획득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

- 내적일관성 검증은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ʼs Alpha 계수 검정 실시

전체항목 Cronbachʼs 

Alpha 계수 0.7 이상

검정 결과 0.828로 내적 

일관성 검정 기준 만족

<표 4-15> 전문가 설문조사의 분석 방법 및 일관성 검정 결과

3)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목별 요도를 도출하 다. 상 항목의 

요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 <표 4-16>과 같이 건물성능 항목의 요도가 1  

총합 기 에서 0.3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이용자 만족도(0.216), 경제성

21) Saaty, T.L., “Axiomatic Found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 32, No.7, 1986.

22) 이정 외, “AHP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선택에 한 연구”, ｢한국산업경 시스템 학회지｣, 

Vol.28, No.1,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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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공공성(0.198) 순으로 요한 평가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항목의 요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7>과 같다.

상위항목 평균 가중치

건물성능 0.371(37%)

경제성 0.215(21%)

공공성 0.198(20%)

이용자만족도 0.216(22%)

합계 1.000(100%)

<표 4-16> 상위항목의 중요도 평가결과 

상위 항목
평균 가중치

(7점 만점)

건물성능개선 5.67

총 에너지 절감량 

(생산량)
6.02

사업체당 에너지 

절감량(생산량)
5.46

CO2 배출 저감량 5.72

투자 회수기간 4.89

참여도 4.50

고용효과 4.54

사업지원 타당성 4.89

파급가능성 5.02

이용자만족도 4.85

<표 4-17> 하위항목의 중요도 평가결과 

총 에 지 감량(생산량) 항목의 요도는 6.02 으로 하 항목  가장 높

았으며 반 으로 건물성능 하 항목의 요도가 모두 5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명된 항목은 고용효과(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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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참여도(4.50 )이지만 두 항목 모두 보통(4.00 ) 이상의 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의 최종 가 치 산정의 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이 산출되었다. 

최종 가 치는 상 항목과 하 항목의 가 치를 종합한 가 치로서, 10개 평가

항목의 상  요도를 나타내기 해 총합이 1이 되도록 하 다.

상위항목 하위항목
상위항목 

가중치(A)

하위항목 

가중치(B)

종합

가중치(C)

최종

가중치(D)
우선순위

건물 성능

건물성능개선

0.371 

5.670 2.106 0.147 3

총 에너지 절감량 (생산량) 6.020 2.236 0.156 1

사업체당 에너지 절감량(생산량) 5.460 2.028 0.141 4

CO2 배출 저감량 5.720 2.125 0.148 2

경제성 투자회수기간 0.215 4.890 1.049 0.073 5

공공성

참여도

0.198 

4.500 0.892 0.062 10

고용효과 4.540 0.900 0.063 9

사업지원의 타당성 4.890 0.969 0.068 8

파급가능성 5.020 0.994 0.069 7

이용자만족도 이용자만족도 0.216 4.850 1.047 0.073 6

<표 4-18>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최종 가 치 분석 결과 상 항목과 하 항목의 가 치 결과와 동일하게 건물

성능 항목의 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공공성에 해당하는 항목의 요도가 상

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하 항목의 가 치는 총에너지 절감량(생산량) - CO2 

배출저감량 - 건물성능개선효과가 상 권으로, 사업지원의 타당성 - 고용효과 - 참

여도는 하 권으로 분석되어 요도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밝 졌다.

이 에서 조사한 평가항목별 요도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단계에 직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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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모형 Algorithm

이 에서는 앞의 평가구조  평가항목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모형 

Algorithm을 설계하 다. 제시한 평가모형 Algorithm은 건물에 지 소비 감사

업의 평가 로그램(Seoul Building Energy Evaluation, SeBEE)의 제작에 활용

된다.

사업 평가의 Algorithm은 다음 <그림 4-3>과 같이 크게 평가 상사업의 유

형  단  선택, 평가 상 사업 정보 입력, 평가항목 분석, 사업평가(1단계 평

가, 2단계 평가), 결과 출력으로 진행된다.

<그림 4-3>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모형의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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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lgorithm이 시행되면 평가자는 평가 상사업의 유형  단 를 선정

한다. 평가 모형은 평가 상 사업별로 앞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계산하기 

해 필요한 입력 정보를 구성하며, 사업 정보 입력단계를 진행한다.

입력이 필요한 사업 정보는 일반정보, 건물성능정보(그린홈 100만호 보 사

업,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개별 평가), 에 지정보, CO2 정보, 산정보로 구

성되며, 평가자가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평가항목 분석 단계로 진행된다.

분석단계는 평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 로 평가항목의 값을 출력하며, 이때 

평가항목별 가 치를 함께 제시한다. 분석단계가 완료되면 평가모형은 사업평

가단계로 진행된다. 

사업평가단계는 1단계 평가(평가항목 평가)와 2단계 평가(총 평가)가 단계

으로 진행된다. 1단계 평가는 상사업의 유형과 평가항목별로 구축한 척도

에 따라 항목별 가 치를 반 하여 각 평가항목의 평가 값을 제시한다. 2단계 

평가에서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논 과의 련정도를 악하여 평가논 별 상

사업 평가결과를 분석‧제시한다.

평가결과의 출력은 1단계 평가(평가 항목평가)와 2단계 평가(총 평가)의 단

계에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의 출력 후 사업평가단계(Algorithm)를 종료한다.



제1   평가 로그램 제작 개요

제2   평가 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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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 

프로그램

제1절 평가 프로그램 제작 개요

앞서 제작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상사업의 

평가가 가능한 로그램을 제작하 다. 로그램명은 SeBEE(Seoul Building 

Energy Evaluation)이고 제작 로그램은 Adobe Flex를 활용하 다. 평가 로

그램 제작 개요는 다음 <표 5-1>과 같다.

Adobe Flex 

- 플렉스(Flex)는 플래시 플랫폼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개발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Adobe사에 의해 2004년 Flex 1.0버전이 개발된 이래로, 현재까지 Flex는 4 버전이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음.

- 플렉스(Flex) 프로그램의 특징은 MXML이라고 불리는 XML 기반 언어를 사용하여 GUI를 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웹 서비스, 원격 객체, 드래그 앤 드롭, 컬럼 정렬, 차트, 그래픽 객

체,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음.

- 플렉스(Flex) 프로그램은 상호 간의 통신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음. 플렉스 의 언어와 파일 

구조는 디자인으로부터 응용 로직을 분리하도록 구성되어 프로그램 제작이 비교적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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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SeBEE(Seoul Building Energy Evaluation)

제작 프로그램 Adobe Flex

제작 기간 2010년 6월~ 2010년 8월(3개월간)

평가 가능 

사업

유형

총괄

평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개별

사업장 

평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표 5-1> 평가 프로그램(SeBEE)의 제작 개요

제2절 평가 프로그램의 구성

평가 로그램은 평가모형 Algorithm을 기반으로 제작하 으며, 다음 <그림 

5-1>과 같이 로그램이 실행되면 평가 상사업  단  선택 - 사업정보 입력-

사업분석 - 평가 결과 제시 - 결과 장 후 종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평가 상사업  단  선택 단계는 평가하려는 사업과 총 사업평가, 개별사

업장평가 여부를 선택하는 단계이며, 사업정보 입력 단계는 평가 상사업에 

한 일반정보, 건물성능정보, 에 지 정보, CO2 정보, 산정보를 입력하는 단

계이다. 

<그림 5-1>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 프로그램(SeBEE)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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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입력

데이터

평가 대상

사업 선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에코마일리지사업

평가 대상 

단위 선택

사업 총괄

개별 사업장

출력 데이터 프로그램 설명

<표 5-2> 평가 프로그램(SeBEE) 대상사업 및 단위선택 단계 입력/출력 데이터

사업 분석단계에서는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각 평가항목의 추정값  항목 가

치를 출력한다. 평가 결과부분은 크게 평가항목 평가부분과 총 평가부분으

로 분류되며, 분석된 평가결과가 출력된다. 

로그램의 평가 상사업  단 선택 단계의 로그램 해당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표 5-2>와 같다.

로그램의 사업정보 입력 단계는 일반정보입력, 건물성능정보입력, 에 지

정보 입력, CO2 정보 입력, 산정보 입력으로 진행된다. 일반정보에는 사업의 

개요와 사업목표, 해당 사업의 분류23)  구성 비율, 벤치마킹 실 , 이용자 만

족도, 상 계획과의 일치성 등이 포함된다. 일반정보는 평가단 (총 평가, 개

별사업장평가)에 따라 정보의 구성이 달라진다. 일반정보 입력단계의 로그램 

해당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다음 <표 5-3>과 같다.

23) 해당사업의 분류는 한국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구성하 으며, 각 산업의 구성비율과 취업

유발계수를 통해 고용효과를 단하는 기  정보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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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총괄 평가

(전 사업 동일)

참여 사업체 수(개소)

사업 시행 기간

잠재적 참여 가능 사업체 수(개소)

사업목표(에너지생산량, CO2 저감량)

사업 분류 및 구성비율

벤치마킹 실적(건)

이용자 만족도

상위 계획과의 일치 정도

개별 사업장

(전 사업 동일)

주소

건물 연면적(㎡)/ 층수(층)

건물유형

사업시행기간

적용 신재생시스템(그린홈 100만호 사업만)

사업목표(에너지생산량, CO2 저감량)

고용 인원(행정, 시공)

이용자 만족도

<표 5-3> 평가 프로그램(SeBEE) 일반정보 입력 단계 입력/출력 데이터

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개별 사업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

기존 건물의 EPI 건축 부문 소계

기존 건물의 EPI 기계 설비 부문 소계

기존 건물의 EPI 전기 설비 부문 소계

기존 건물의 EPI 신재생 부문 소계

기존 건물의 EPI 평점 합계

사업 시행 후의 EPI 건축 부문 소계

사업 시행 후의 EPI 기계 설비 부문 소계

사업 시행 후의 EPI 전기 설비 부문 소계

사업 시행 후의 EPI 신재생 부문 소계

사업 시행 후의 EPI 평점 합계

건물성능 개선효과(%)- 건축부문

건물성능 개선효과(%)- 기계설비 부문

건물성능 개선효과(%)- 전기설비 부문

건물성능 개선효과(%)- 신재생 부문

건물성능 개선효과(%)- 총 개선 효과

<표 5-4> 평가 프로그램(SeBEE) 건물 성능정보 입력 단계 입력/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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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사업정보 입력 단계  건물성능정보 입력 단계는 EPI 개선도 산

출이 가능한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과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개별평가의 

경우에 정보입력이 필요하다. 해당 입력 정보는 기존 건물의 부문별 EPI 수, 

기존 건물의 총 EPI 수, 사업시행 후의 부문별 EPI 수, 사업 시행 후의 총 

EPI 수이다. 각 수는 직  입력하거나 EPI 산출시트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

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하다. 한 부문별 EPI 개선도와 총 개선효과

는 자동계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도록 로그램을 작성하 다. 건물성능 정보 입

력단계의 로그램 해당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앞의 <표 5-4>와 같다.

로그램의 에 지 정보 입력 단계는 상 사업마다 시행 방식과 감 가능

한 에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정보입력항목에 차이가 난

다.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은 신재생에 지시스템의 보 을 통해 시행되며 

최종 으로 기와 열에 지를 감할 수 있다. 따라서 에 지 정보는 신재생

에 지시스템의 설치 용량과 실제 에 지 생산량, 력과 열의 총 에 지 생산

량, 에 지원별 단 가격, 에 지원별 생산이익으로 구성된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각종 설비와 건축  에 지 약 기법을 활용하여 

에 지를 감한다. 따라서 건물에 지 합리화를 통한 에 지 감정보는 사업 

시행 의 력 - 도시가스의 사용량과 사업 시행 후의 력 - 도시가스 사용량

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에 지 정보는 사업 

시행 의 에 지 사용량(baseline24)), 사업 시행 후의 에 지 사용량, 각 에

지원별 에 지 감량, 에 지원별 단 가격, 에 지원별 에 지 감이익, 총 

에 지 감이익으로 구성된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자발 인 행동에 의한 에 지 약으로 

시행되므로, 감 가능한 에 지원은 력, 도시가스, 수도 등이다.

24) 이 로그램에서는 사업 시행 의 에 지 사용량을 사업시행  2개년간의 에 지 사용량의 

평균으로 설정하여 baseline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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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총괄평가-개별사업장 

동일)

설치 설비용량-태양광 발전(MW)/ 태양열 급탕

(Mcal/hr) / 소형풍력 발전(MW) / 지열(Mcal/hr) 

/ 바이오 펠렛(Mcal/hr) / 연료전지(MW)

실제 생산량-태양광 발전(MWh)/ 태양열 급탕

(Mcal) /소형풍력 발전(MWh)/ 지열(Mcal)/ 바이

오 펠렛(Mcal)/ 연료전지(MWh)

전력 총 생산량(MWh)

열 총 생산량(Mcal)

에너지원별 전력 단위가격(원/kWh)

에너지원별 열 단위가격(원/Mcal)

전력 에너지생산이익(원)

열 에너지생산이익(원)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총괄평가-개별사업장 

동일)

기존 월별 에너지 사용량(2개년간 평균) -전력

(MWh)/도시가스(N㎥)

기존 연간 에너지 사용량(2개년간 평균) -전력

(MWh)/도시가스(N㎥)

사업시행 후 월별 에너지 사용량 -전력(MWh)/도

시가스(N㎥)

사업시행 후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전력(MWh)/도

시가스(N㎥)

에너지절감량-전력(MWh)/도시가스(N㎥)

에너지원별 단위가격-전력(원/MWh)/도시가스(원/N㎥)

전력 에너지 절감이익(원)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이익(원)

총 에너지 절감이익(원)

에코-

마일리지

사업

(총괄평가-개별사업장 

동일)

기존 월별 에너지 사용량(2개년간 평균)

-전력(MWh)/도시가스(N㎥)

기존 연간 에너지 사용량(2개년간 평균)

-전력(MWh)/도시가스(N㎥)

사업시행 후 월별 에너지 사용량

-전력(MWh)/도시가스(N㎥)

사업시행 후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전력(MWh)/도시가스(N㎥)

에너지 절감량- 전력(MWh) / 도시가스(N㎥)/ 수도(㎥)

에너지원별 단위가격- 전력(원/MWh)/도시가스

(원/N㎥), 수도(원/㎥)

에너지 절감이익-전력(원), 도시가스(원), 수도(원)

총 에너지 절감이익(원)

<표 5-5> 평가 프로그램(SeBEE) 에너지 정보 입력 단계의 입력/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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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사업의 입력 데이터는 사업 시행 의 에 지 사용량(baseline), 

사업 시행 후의 에 지 사용량, 에 지원별 에 지 감량, 에 지원별 단 가

격, 에 지원별 에 지 감이익, 총 에 지 감이익으로 구성된다. 에 지 정

보 입력단계의 로그램 해당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앞의 <표 5-5>

와 같다.

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총괄평가,

개별 사업장

공통

(전 사업 동일)

시공예산-재료비용(원)

시공예산-노무비용(원)

행정예산(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비율(원/%)

전력원가연동(%)

가스원가연동(%)

수도원가연동(%)

사회적 할인율(%)

<표 5-6> 평가 프로그램(SeBEE) 예산 정보 입력 단계의 입력/출력 데이터

사업정보 입력 단계  산 정보 입력 단계는 모든 사업 평가유형에 공통으로 

용된다. 이 단계는 평가항목  투자회수기간  고용효과 산정을 해 정보

를 수집하는 단계로, 시공 산(재료, 노무비용), 행정 산, 연간 유지보수 비용

(비율), 에 지원별 원가연동, 사회  할인율로 구성되어 있다. 산 정보 입력

단계의 로그램 해당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의 <표 5-6>과 같다.

로그램의 다음 진행 단계인 상사업 분석 단계는 이  단계에서 입력한 

각종 정보들을 조합‧계산하여 각 평가항목에 한 추정값을 제시한다. 이때 각 

항목의 가 치를 함께 출력하며 평가모형 구축단계에서 문가 설문조사를 통

해 산출한 항목별 가 치가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입력된 기본값 외에 사

업유형에 따라 항목별 가 치를 조 하여 직  입력할 수 있다.

상사업 분석 단계의 평가항목은 평가단 (사업 총 평가, 개별사업장 평

가)에 따라 다르게 용된다. 총 평가의 경우 건물성능개선효과 항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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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평가항목이 포함되며, 개별 사업장 평가는 참여도, 사업체당 에 지 사

용 감량, 사업 지원의 타당성, 가능성 등 총 평가에서 평가 가능한 항목

을 제외한다. 상사업 분석 단계의 로그램 해당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다음 <표 5-7>과 같다.

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사업 총괄평가

(전 사업 동일)

총 에너지 절감량 추정값(MWh)

사업체당 에너지 절감량 추정값(MWh)

CO2 배출 저감량 추정값(tCO2)

투자회수기간 추정값(년)

참여도 추정값(%)

고용 창출인원 추정값(명)

사업 지원의 타당성 추정값

파급가능성 추정값(건)

이용자 만족도 추정값

총 에너지 절감량 항목 가중치

사업체당 에너지 절감량 항목 가중치

CO2 배출 저감량 항목 가중치

투자 회수 기간 항목 가중치

참여도 항목 가중치

고용 창출인원 항목 가중치

사업 지원의 타당성 항목 가중치

파급가능성 항목 가중치

이용자 만족도 항목 가중치

개별사업장

평가

(전 사업 동일)

건물성능 개선효과 추정값

에너지 절감량 추정값(MWh)

CO2 배출 저감량 추정값(tCO2)

투자회수기간 추정값(년)

고용 창출인원 추정값(명)

이용자 만족도 추정값

건물성능 개선효과 항목 가중치

에너지 절감량 항목 가중치

CO2 배출 저감량 항목 가중치

투자 회수 기간 항목 가중치

고용 창출인원 항목 가중치

이용자 만족도 항목 가중치

<표 5-7> 평가 프로그램(SeBEE) 대상사업 분석 단계의 입력/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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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결과 단계는 상사업 분석 단계의 항

목별 추정값과 가 치,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그리고 평

가항목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5  평가논 에 입각한 총 평가를 수행한다. 따

라서 이 단계에서는 각 항목의 평가값(최소값 1 , 최 값 5 )  사업의 

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효용성 의 평가결과(100  만 )와 이의 

평균인 총 평가결과(100  만 )를 출력한다. 평가결과 단계의 로그램 해당

화면  입력, 출력데이터의 값은 다음 <표 5-8>과 같다.

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사업 총괄평가

(전 사업 동일)

총 에너지 절감량 평가결과

사업체당 에너지 절감량 평가결과

CO2 배출 저감량 평가결과

투자회수기간 평가결과

참여도 평가결과

고용 창출인원 평가결과

사업 지원의 타당성 평가결과

파급가능성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 결과단계> 이용자 만족도 평가결과

평가사업의 적절성 점수

평가사업의 효율성 점수

평가사업의 효과성 점수

평가사업의 지속가능성 점수

평가사업의 효용성 점수

평가사업의 총괄 점수<총괄 평가 결과단계>

<표 5-8> 평가 프로그램(SeBEE) 평가 결과 단계의 출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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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당 화면 구분 내용

개별사업장

평가

(전 사업 동일)

건물성능 개선효과 평가결과

에너지 절감량 평가결과

CO2 배출 저감량 평가결과

투자회수기간 평가결과

고용 창출인원 평가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가결과

평가사업의 적절성 점수<평가항목 평가 결과단계>

평가사업의 효율성 점수

평가사업의 효과성 점수

평가사업의 지속가능성 점수

평가사업의 효용성 점수

평가사업의 총괄 점수<총괄 평가 결과단계>

<표 계속> 평가 프로그램(SeBEE) 평가 결과 단계의 출력 데이터

제3절 평가 프로그램 검증

이 연구는 입력정보의 구득이 가능한 사례를 상으로 건물에 지 소비 감

사업 평가 로그램인 SeBEE를 검증하 다. 본래 로그램 검증은 실제의 평

가결과와의 오차나 타 평가 로그램과의 결과 비교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작한 SeBEE는 기존의 평가와 다른 평가구조-평가 방법을 갖는

데다 평가 상인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에 한 객 인 평가결과를 구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로그램 검증은 로그램 내  구조상의 

결함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하 다. 한 엑셀시트에 로그램의 산출 로직을 

용한 후 로그램 결과와의 오차범 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하 다.



제5장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 프로그램  107

로그램 검증 상사업은 서울시 소재 2007년의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

(사업 총 평가)과 건물에 지합리화사업(개별사업장 평가)이다.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의 총 평가부문의 로그램 검증을 해, 동일한 

입력값을 제작한 엑셀시트와 로그램에 입력하 다. 로그램의 입력값을 정

리하면 다음 <표 5-9>와 같다.

상사업의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램을 통해 구한 사업평가의 결과와 엑셀

시트를 통해 산출한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10>과 같다.

엑셀시트를 사용하여 계산한 사업평가 결과와 SeBEE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

과값은 투자회수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는 것(오차 ±0)으로 나타났다. 투

자회수기간의 경우 가를 산출하는 제한연수(내용연수)를 50년(평가척도의 최

소값에 해당하는 기 값)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50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 투자회수기간은 51년으로 일  출력된다. 따라서 이 검증의 입력

값을 통해 추정된 투자회수기간은 72년이므로 51년으로 출력되는 것이 재 

로그램 설정 상 옳다. 따라서 이 로그램은 그린홈 100만호 보 사업 평가부분

에서는 내  구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일반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참여 사업체수 247 평가 대상 기간 2008.1~2008.12

잠재적 참여가능 사업체수 7,467

사업

분류 

및 

구성

비율

사업분류 건설업

사업

목표

에너지생산량 0 비율(%) 90 

보급 가구수 7,467 취업유발계수 17.3

벤치마킹실적 0 사업분류 -

이용자만족도 4.1 비율(%) 10 

상위 계획과의 일치 5 취업유발계수 14.3

<표 5-9>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07년)의 프로그램 입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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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태양광
출력량(MW) 0.486 단위

가격

전력(원/MWh) 97.580

실제생산량(MWh) 803.474 열(원/Mcal) 60.990

태양열
출력량(Mcal/hr) 107.920 생산

이익

전력(원) 78,402,993

실제생산량(Mcal) 107,493.950 열(원) 6,556,056

CO2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태양광
생산량(MWh) 803.47

태양열

생산량(Mcal) 107493.95

CO2 저감량(tCO2) 340.67 
CO2 저감량(tCO2) 25.10

총 절감량(tCO2) 365.77

예산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시공예산(원) 2,831,220,000 행정예산(원) -

유지보수 비용(원) 46,877,400 사회적 할인율(%) 5.5

전력 원가연동(%) 5.23
가스 원가연동(%) -3.44

수도 원가연동(%) -1.59

<표 계속>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07년)의 프로그램 입력정보

구분
엑셀시트 산출 SeBEE 산출 오차

(결과점수)추정값 결과 점수 추정값 결과 점수

평가항목 

평가

총에너지생산량 928.5 5.0 928.5 5.0 ±0%

사업체당 에너지생산량   3.8 5.0   3.8 5.0 ±0%

CO2 배출저감량 365.8 5.0 365.8 5.0 ±0%

투자회수기간 72 1.0 51 1.0 ±0%

참여도   3.3 1.0   3.3 1.0 ±0%

고용창출인원  47.5 1.0  47.5 1.0 ±0%

사업지원타당성   5.0 3.7   5.0 3.7 ±0%

파급가능성   0.0 1.0   0.0 1.0 ±0%

이용자만족도   4.1 3.3   4.1 3.3 ±0%

총괄평가

(100점 

만점)

적절성 - 87.00 - 87.00 ±0%

효율성 - 85.00 - 85.00 ±0%

효과성 - 64.44 - 64.44 ±0%

지속가능성 - 57.67 - 57.67 ±0%

효용성 - 61.50 - 61.50 ±0%

총점 - 71.12 - 71.12 ±0%

<표 5-10>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총괄)의 결과 검증



제5장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 평가 프로그램  109

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개별사업장 평가 로그램 검증을 해,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사례를 활

용하여 동일한 입력값을 제작한 엑셀시트와 로그램에 입력하 다. 로그램

의 입력값을 정리하면 다음 <표 5-11>과 같다.

다음 <표 5-12>는 평가 상사업의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램으로 산출한 평

가결과와 엑셀시트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항목은 평가항목별 

추정값과 결과 수, 총 평가의 평가논 별 결과 수이며, 오차는 결과 수

를 기 으로 산출하 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에 지 감량, CO2 배출 감량, 투자회수기간 항목

의 추정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항목의 추정값 

간의 차이는 평가 결과에 향을 끼치지 않는 범 의 오차로 분석되었으며, 따

라서 결과 수 간의 오차는 모두 ±0.0%를 만족했다. 이 결과를 통해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개별사업장 평가 로그램에 한 내  검증을 실시할 수 있었

으며, 검증 결과 비교  내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추정값 간

의 오차로 인해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정값 간의 오차 원인을 추

하고 수정하여 로그램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주소 서울시 예장동 외 2 건물유형 사무소

건물

규모

연면적(㎡) 66,457 사업시행기간(평가대상기간)
2009년 1월~

2009년 12월

층수(층) 지하1층~5층 이용자만족도 보통

사업

목표

에너절감량(TOE) 333
고용

인원

행정 2

CO2 절감량(tCO2) -
시공 14

총인원 16

<표 5-1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개별사업)의 프로그램 입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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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에너지 

절감량

전력(MWh) 1,172 절감

이익

전력(원) 91,738,629 

도시가스(㎥) 76,834 도시가스(원) 53,647,592 

단위

가격

전력(원/MWh) 78.3 
총 절감이익(원) 145,386,221 

도시가스(원/㎥) 698.2 

CO2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전력
절감량(MWh) 1,171.6 

도시

가스

에너지 절감량(㎥) 76,833.7 

CO2 저감량(tCO2) 496.8 
CO2 저감량(tCO2) 171.3 

총 절감량(tCO2) 668.1 

예산 정보

정보 분류 입력값 정보 분류 입력값

시공예산(원) 2,930,000,000 행정예산(원) 2,187,500 

유지보수 비용(원) - 사회적 할인율(%) 5.5

전력 원가연동(%) 5.23
가스 원가연동(%) -3.44

수도 원가연동(%) -1.59

<표 계속>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개별사업)의 프로그램 입력정보

구분
엑셀시트 산출 SeBEE 산출 오차

(결과점수)추정값 결과 점수 추정값 결과 점수

평가항목 

평가

건물성능개선효과 - 4.3 - 4.3 ±0.0%

에너지절감량 2,037.5 5.0 2,036.9 5.0 ±0.0%

CO2 배출저감량   668.1 5.0   667.8 5.0 ±0.0%

투자회수기간  22 1.0  21 1.0 ±0.0%

고용창출인원  16 1.9  16 1.9 ±0.0%

이용자만족도   3 2.2   3 2.2 ±0.0%

총괄평가

(100점 

만점)

적절성 - 85.00 - 85.00 ±0.0%

효율성 - 62.80 - 62.80 ±0.0%

효과성 - 73.50 - 73.50 ±0.0%

지속가능성 - 63.00 - 63.00 ±0.0%

효용성 - 64.29 - 64.29 ±0.0%

총점 - 69.72 - 69.72 ±0.0%

<표 5-1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개별사업)의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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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결과

서울시는 민선 4기에 선진도시화를 해 건물에 한 에 지 기 을 격히 

강화하고 지원 기 을 확충하여 다양한 건물부문 기후변화 응사업을 시행하

다. 서울시는 새로운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기존 건물에 지 련 단 사업

에 해 투명하고 객 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건물부문 기후변화 응사업의 향후 진행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

만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업을 총  평가하는 방법  모형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상 사업을 선정, 분

석하여 통합 으로 운용이 가능한 평가기 과 지표를 마련하 다. 한 평가항

목의 평가결과를 평가논 에 의해 종합 으로 평가하는 단계  평가구조를 제

안하여 이 평가구조를 근간으로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모형

과 평가 로그램을 최종 으로 구축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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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안 고찰 및 평가모형 제시

이 연구는 다각  평가논 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정량  성과 주의 사업 

평가와 달리 정성  평가항목의 결과를 반 할 수 있도록 상사업에 통합  

운용이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 다. 선정된 평가항목은 건물성능 개선효과, 

총 에 지 사용 감량, 사업체당 에 지 사용 감량, CO2 배출 감량, 투자

회수기간, 참여도, 고용효과, 사업지원의 타당성, 가능성, 이용자 만족도이

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며, 항목별 평가결과를 평가논 으

로 종합 으로 평가하는 단계구조의 평가방안을 제시하 다. 

한 이 연구는 기존의 평가가 어려웠던 건물성능 자체의 개선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 다. 건물성능 개선효과의 평가지표는 사업시행 ‧후

의 건물성능개선효과를 단하기 해 다음 <그림 6-1>과 같이 에 지 성능지

표(Energy Performance Index, EPI)를 활용한다.

<그림 6-1> 건물성능 개선효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EPI는 ｢건축물의 에 지 약설계기 ｣의 평가지표로 건축물의 에 지 성능

을 용도에 따라 건축부문, 기계 설비부문, 기 설비부문, 신재생 설비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부문별 사업시행효과를 단하기에 용이하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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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기존에는 설비 시스템설치 주의 정책운용으로 건물자체 성능에 

한 평가방법이 미비하 지만, 이 지표는 평가결과를 상 정책  사업에 환

류(Feedback)하여 정책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평가지표가 될 것

으로 단된다.

◦사업별 평가척도 구축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을 평가하기 해 상사업

별 평가척도를 구축하 다. 평가척도의 기 으로 서울시 건물에 지 련 기

과 ｢서울시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의 사업별 목표  기 효과 수치, 사

업계획서 상의 목표 등을 활용하 다. 사업별 평가척도 기  조사 결과, 상사

업의 장기 인 목표  기 효과는 수립된 상태이나, 단기 인 목표 수립은 미

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평가척도  정확한 척도의 구축이 가능치 않은 항목이 

있었으며, 이러한 항목에 하여 단기 목표의 수립과 사례연구를 통한 추후 보

완이 필요하다.

◦객관적 정보 구득

이 연구에서는 사업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해 사업 황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는 사업의 평가  사후 차기 목표 제시를 한 기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한 이 연구에서는 평가항목별 요도를 산출하기 하여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상 항목은 건물성능(0.371)>이용자 만족도

(0.216)>경제성(0.215)>공공성(0.198) 순으로 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세부 평가항목은 건물성능 - 이용자만족도 - 경제성 - 공공성, 세부항목은 총 

에 지 감량 - CO2 배출 감량 - 건물성능 개선효과의 순으로 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세부 항목의 요도는 차후 건물에 지 소비 감사

업 목표 설정  평가에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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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프로그램(SeBEE) 개발

이 연구는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의 평가구조와 평가모형을 제시

하고, 최종 으로 평가 로그램(SeBEE, Seoul Building Energy Evaluation)을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은 재 상사업의 사업총 평가, 개별 사업장 평가

에 활용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항목별 평가, 총 평가의 순으로 출력되며, 총

평가는 5  평가논 의 용을 통해 사업시행 성과의 종합 수를 제시할 수 있

다. 이 로그램은 추후 범 를 확 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가가 가능하고, 실제 

사업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다.

다음 <그림 6-2>는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2> 연구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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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후 연구방향 

이 연구는 서울시 건물에 지 소비 감사업 평가를 해 평가모형을 설계하

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로그램을 제작하 다. 이 연구의 추후 연구방향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업 평가항목의 보완

재 사업 평가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연구단계에서 B/C 비율 항목을 

제외하 다. 하지만 사업의 사회  효과를 계량화한 사회  B/C 비율 항목

은 사업평가에 반 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사업별 비에 지 편익 계량화를 거

쳐 평가항목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사업 평가척도의 보완

재의 평가척도는 사업별 장기목표를 기 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척도 구축이 가능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단기목표 설정과 실제 

사례 결과를 반 하여 평가척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평가 가능한 사업 유형의 확대

재의 평가 로그램은 상사업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건물

에 지 소비 감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으로 창출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재 한정되어 있는 평가 로그램의 평가유형범 를 차 확 하여, 평

가 로그램이 지속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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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민간 부문 실적(2008~2009)부록1

1) 2008년도: 총 8건

순번 건물명
융자지원금액

(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률(%)

1 이마트 가양점 93
∙ 공조기인버터

∙ LED 조명설치
2,348 48 2.0 

2 이마트 성수점 204
∙ 고효율조명(LED조명, 초절

전램프 등)
2,074 121 5.8 

3 이마트 은평점 500

∙ 냉동기 최적화

∙ 고효율조명(LED)

∙ 인버터

5,247 474 9.0 

4 이파트 명일점 500

∙ 냉동기 최적화

∙ 고효율조명(LED)

∙ 인버터

2,008 281 14.0 

5 이마트 월계점 500

∙ 냉동기 최적화

∙ 고효율조명(LED)

∙ 인버터

2,599 295 11.4 

6 동대문 밀리오레 500 ∙ LED조명 설치 5,017 704 14.0 

7 조선호텔 494
∙ 히트펌프

∙ 고효율 보일러설치
4,210 179 4.3 

8 LS 용산타워 500
∙ 냉난방 공조개선

∙ 고효율 모터 설치 등
4,079 43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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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총 42건

순번 건물명
융자지원금액

(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률

(%)

1 박정형 외과의원 936

∙ 단열

∙ 인버터승강기

∙ 고효율전등 설치

21 12 57.1 

2 LS 용산타워 500 ∙ 냉각탑 교체 3,114 416 13.4 

3
남서울

빌딩
602 ∙ 단열(창호포함) 개선 114 10 8.8 

4
푸른 마을 

2단지아파트
45

∙ LED조명

∙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424 36 8.5 

5 사이버 CVS ㈜ 1000

∙ LED조명

∙ 단열(창호)개선

∙ 시스템 에어컨

22 14 63.6 

6 타운빌딩 150
∙ 단열개선

∙ 단열필름
55 19 34.5 

7
KLAPP 

양재동사옥
1000

∙ 단열(창호포함)

∙ 냉난방개선

∙ LED조명 교체

84 23 27.4 

8 새울빌딩 500
∙ 단열(창호포함) 개선

∙ 전기배선 및 조명
109 43 39.4 

9 영신빌딩 1000

∙ 단열(창호포함)

∙ LED조명

∙ 냉난방 개선

24 14 58.3 

10 한국기독교 회관 700 ∙ 창호개선공사 261 52 19.9 

11 정진빌딩 39
∙ 창호공사

∙ 외벽단열공사
18 4 22.2 

12
정릉스카이 

쌍용아파트
69 ∙ LED조명 교체 410 41 10.0 

13 새평화쇼핑 90 ∙ LED조명 교체 559 52 9.3 

14
독산동중앙 

하이츠빌 아파트
47

∙ LED조명

∙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562 30 5.3 

15
중계3차 

벽산아파트
22 ∙ LED조명 설치 284 20 7.0 

16
연희동 

다세대주택
426

∙ 단열(창호)

∙ 고효율조명

∙ 절전형 보일러 등

12 3 25.0 

17
상봉동 

우정아파트
52

∙ LED조명

∙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370 14 3.8 

18 다솜빌딩 152
∙ 단열개선

∙ 시스템창호 설치
14 3 21.4 

19 성금사 11 ∙ LED조명 설치 7 6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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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건물명
융자지원금액

(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률(%)

20 ㈜세광 에이엔시 71
∙ 외부샤시

∙ 창호개선공사
60 12 20.0 

21 구로성심병원 40 ∙ 단열필름 공사 522 26 5.0 

22 마일스디오빌 94 ∙ LED조명 설치 63 45 71.4 

23 대현동 상가건물 821
∙ 건물단열

∙ 리모델링 공사
31 11 35.5 

24 창동 상가건물 50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공사
86 13 15.1 

25 골드스톤 2 50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공사
21 11 52.4 

26 문명빌딩 119
∙ 건물단열

∙ 리모델링 공사
18 7 38.9 

27 남지빌딩 496
∙ 건물단열

∙ 리모델링 공사
84 35 41.7 

28 동림빌딩 65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공사
20 12 60.0 

29 암사현대 아파트 140 ∙ LED조명 설치 120 76 63.3 

30 KDN 빌딩 40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23 7 30.4 

31 동양빌딩 993
∙ 건물단열

∙ 리모델링
104 56 53.8 

32
한강동아

아파트
30 ∙ LED조명 설치 20 13 65.0 

33 ㈜ 오토산업 58 ∙ LED조명 설치 80 32 40.0 

34 조이빌딩 30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7 3 42.9 

35 약산빌딩 80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85 34 40.0 

36 영한빌딩 1,000
∙ 건물단열

∙ 리모델링
7 3 42.9 

37
송정동 

금호베스트빌
24 ∙ LED조명 설치 10 8 80.0 

38
대성유니드 

아파트
30 ∙ LED조명 설치 20 17 85.0 

39 성수금호타운 14 ∙ LED조명 설치 5 3 60.0 

40 두원아파트 16 ∙ LED조명 설치 10 9 90.0 

41
신내두산 

화성아파트
39 ∙ LED조명 설치 17 14 82.4 

42 동서한방병원 116 ∙ LED조명 설치 75 52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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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프로그램 적용 척도부록2

1) 건물성능 개선효과

평가

항목 
건물성능 개선효과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개별평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개별평가

지표 사업 시행 전후의 EPI 개선 정도

척도 EPI 점수(점) 척도 EPI 점수(점)

1.0 X 미만 3.1 X+[{(86-X)/39}×20]~X+[{(86-X)/39}×21]

1.1 X~X+[{(86-X)/39}×1] 3.2 X+[{(86-X)/39}×21]~X+[{(86-X)/39}×22]

1.2 X+[{(86-X)/39}×1]~X+[{(86-X)/39}×2] 3.3 X+[{(86-X)/39}×22]~X+[{(86-X)/39}×23]

1.3 X+[{(86-X)/39}×2]~X+[{(86-X)/39}×3] 3.4 X+[{(86-X)/39}×23]~X+[{(86-X)/39}×24]

1.4 X+[{(86-X)/39}×3]~X+[{(86-X)/39}×4] 3.5 X+[{(86-X)/39}×24]~X+[{(86-X)/39}×25]

1.5 X+[{(86-X)/39}×4]~X+[{(86-X)/39}×5] 3.6 X+[{(86-X)/39}×25]~X+[{(86-X)/39}×26]

1.6 X+[{(86-X)/39}×5]~X+[{(86-X)/39}×6] 3.7 X+[{(86-X)/39}×26]~X+[{(86-X)/39}×27]

1.7 X+[{(86-X)/39}×6]~X+[{(86-X)/39}×7] 3.8 X+[{(86-X)/39}×27]~X+[{(86-X)/39}×28]

1.8 X+[{(86-X)/39}×7]~X+[{(86-X)/39}×8] 3.9 X+[{(86-X)/39}×28]~X+[{(86-X)/39}×29]

1.9 X+[{(86-X)/39}×8]~X+[{(86-X)/39}×9] 4.0 X+[{(86-X)/39}×29]~X+[{(86-X)/39}×30]

2.0 X+[{(86-X)/39}×9]~X+[{(86-X)/39}×10] 4.1 X+[{(86-X)/39}×30]~X+[{(86-X)/39}×31]

2.1 X+[{(86-X)/39}×10]~X+[{(86-X)/39}×11] 4.2 X+[{(86-X)/39}×31]~X+[{(86-X)/39}×32]

2.2 X+[{(86-X)/39}×11]~X+[{(86-X)/39}×12] 4.3 X+[{(86-X)/39}×32]~X+[{(86-X)/39}×33]

2.3 X+[{(86-X)/39}×12]~X+[{(86-X)/39}×13] 4.4 X+[{(86-X)/39}×33]~X+[{(86-X)/39}×34]

2.4 X+[{(86-X)/39}×13]~X+[{(86-X)/39}×14] 4.5 X+[{(86-X)/39}×34]~X+[{(86-X)/39}×35]

2.5 X+[{(86-X)/39}×14]~X+[{(86-X)/39}×15] 4.6 X+[{(86-X)/39}×35]~X+[{(86-X)/39}×36]

2.6 X+[{(86-X)/39}×15]~X+[{(86-X)/39}×16] 4.7 X+[{(86-X)/39}×36]~X+[{(86-X)/39}×37]

2.7 X+[{(86-X)/39}×16]~X+[{(86-X)/39}×17] 4.8 X+[{(86-X)/39}×37]~X+[{(86-X)/39}×38]

2.8 X+[{(86-X)/39}×17]~X+[{(86-X)/39}×18] 4.9 X+[{(86-X)/39}×38]~X+[{(86-X)/39}×39]

2.9 X+[{(86-X)/39}×18]~X+[{(86-X)/39}×19]
5.0 86 초과

3.0 X+[{(86-X)/39}×19]~X+[{(86-X)/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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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생산량)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평가

항목
총 에너지 생산량

평가

항목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총괄 ․ 개별 공통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총괄 ․ 개별 공통

지표 연간 생산가능량 대비 생산량 비율(%) 지표 에너지 절감률(%)

척도 생산(%) 척도 생산(%) 척도 절감(%) 척도 절감(%)

1.0 0~2.5% 3.1 52.5~55% 1.0 절감률 2% 미만 3.1 16.5%~20.175%

1.1 2.5~5% 3.2 55~57.5% 1.1 2%~2.725% 3.2 20.175%~23.85%

1.2 5~7.5% 3.3 57.5~60% 1.2 2.725%~3.45% 3.3 23.85%~27.525%

1.3 7.5~10% 3.4 60~62.5% 1.3 3.45%~4.175% 3.4 27.525%~31.2%

1.4 10~12.5% 3.5 62.5~65% 1.4 4.175%~4.9% 3.5 31.2%~34.875%

1.5 12.5~15% 3.6 65~67.5% 1.5 4.9%~5.625% 3.6 34.875%~38.55%

1.6 15~17.5% 3.7 67.5~70% 1.6 5.625%~6.35% 3.7 38.55%~42.225%

1.7 17.5~20% 3.8 70~72.5% 1.7 6.35%~7.075% 3.8 42.225%~45.9%

1.8 20~22.5% 3.9 72.5~75% 1.8 7.075%~7.8% 3.9 45.9%~49.575%

1.9 22.5~25% 4.0 75~77.5% 1.9 7.8%~8.525% 4.0 49.575%~53.25%

2.0 25~27.5% 4.1 77.5~80% 2.0 8.525%~9.25% 4.1 53.25%~56.925%

2.1 27.5~30% 4.2 80~82.5% 2.1 9.25%~9.975% 4.2 56.925%~60.6%

2.2 30~32.5% 4.3 82.5~85% 2.2 9.975%~10.7% 4.3 60.6%~64.275%

2.3 32.5~35% 4.4 85~87.5% 2.3 10.7%~11.425% 4.4 64.275%~67.95%

2.4 35~37.5% 4.5 87.5~90% 2.4 11.425%~12.15% 4.5 67.95%~71.625%

2.5 37.5~40% 4.6 90~92.5% 2.5 12.15%~12.875% 4.6 71.625%~75.3%

2.6 40~42.5% 4.7 92.5~95% 2.6 12.875%~13.6% 4.7 75.3%~78.975%

2.7 42.5~45% 4.8 95~97.5% 2.7 13.6%~14.325% 4.8 78.975%~82.65%

2.8 45~47.5% 4.9 97.5~100% 2.8 14.325%~15.05% 4.9 82.65%~90%

2.9 47.5~50%
5.0 100% 초과

2.9 15.05%~15.775%
5.0 절감률 90% 초과

3.0 50~52.5% 3.0 15.77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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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코마일리지사업

평가

항목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

평가

항목
총 에너지 사용 절감량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총괄평가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개별사업 평가

지표 에너지 절감량 지표 에너지 절감률
척도 절감량(MWh) 척도 절감량(MWh) 척도 절감률(%) 척도 절감률(%)

1.0 0~9.773 미만 3.1 
205.23

~215.003 이하
1.0 절감률 0% 3.1 10초과~10.5% 이하

1.1 
9.773

~19.546 이하
3.2 

215.003

~224.776 이하
1.1 0초과~0.5% 이하 3.2 10.5초과~11% 이하

1.2 
19.546

~29.319 이하
3.3 

224.776

~234.549 이하
1.2 0.5초과~1% 이하 3.3 11초과~11.5% 이하

1.3 
29.319

~39.091 이하
3.4 

234.549

~244.321 이하
1.3 1초과~1.5% 이하 3.4 11.5초과~12% 이하

1.4 
39.091

~48.864 이하
3.5 

244.321

~254.094 이하
1.4 1.5초과~2% 이하 3.5 12초과~12.5% 이하

1.5 
48.864

~58.637 이하
3.6 

254.094

~263.867 이하
1.5 2초과~2.5% 이하 3.6 12.5초과~13% 이하

1.6 
58.637

~68.410 이하
3.7 

263.867

~273.640 이하
1.6 2.5초과~3% 이하 3.7 13초과~13.5% 이하

1.7 
68.410

~78.183 이하
3.8 

273.640

~283.413 이하
1.7 3초과~3.5% 이하 3.8 13.5초과~14% 이하

1.8 
78.183

~87.956 이하
3.9 

283.413

~293.186 이하
1.8 3.5초과~4% 이하 3.9 14초과~14.5% 이하

1.9 
87.956

~97.729 이하
4.0 

293.186

~302.959 이하
1.9 4초과~4.5% 이하 4.0 14.5초과~15% 이하

2.0 
97.729

~107.501 이하
4.1 

302.959

~312.731 이하
2.0 4.5초과~5% 이하 4.1 15초과~15.5% 이하

2.1 
107.501

~117.274 이하
4.2 

312.731

~322.504 이하
2.1 5초과~5.5% 이하 4.2 15.5초과~16% 이하

2.2 
117.274

~127.047 이하
4.3 

322.504

~332.277 이하
2.2 5.5초과~6% 이하 4.3 16초과~16.5% 이하

2.3 
127.047

~136.820 이하
4.4 

332.277

~342.050 이하
2.3 6초과~6.5% 이하 4.4 16.5초과~17% 이하

2.4 
136.820

~146.593 이하
4.5 

342.050

~351.823 이하
2.4 6.5초과~7% 이하 4.5 17초과~17.5% 이하

2.5 
146.593

~156.366 이하
4.6 

351.823

~361.596 이하
2.5 7초과~7.5% 이하 4.6 17.5초과~18% 이하

2.6 
156.366

~166.139 이하
4.7 

361.596

~371.369 이하
2.6 7.5초과~8% 이하 4.7 18초과~18.5% 이하

2.7 
166.139

~175.911 이하
4.8 

371.369

~381.141 이하
2.7 8초과~8.5% 이하 4.8 18.5초과~19% 이하

2.8 
175.911

~185.684 이하
4.9 

381.141

~390.914 이하
2.8 8.5초과~9% 이하 4.9 19초과~19.5% 이하

2.9 
185.684

~195.457 이하
5.0 390.914 초과

2.9 9초과~9.5% 이하

5.0 19.5% 초과

3.0 
195.457

~205.23 이하
3.0 9.5초과~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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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체당 에너지 사용 절감량(생산량)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평가

항목
사업체당 에너지 생산량

평가

항목
사업체당 에너지 사용 절감량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총괄평가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총괄평가

지표 연간 생산가능량 대비 생산량 비율 지표 에너지 절감률

척도 생산(%) 척도 생산(%) 척도 절감(%) 척도 절감(%)

1.0 0~2.5% 3.1 52.5~55% 1.0 2% 미만 3.1 16.5~20.175%

1.1 2.5~5% 3.2 55~57.5% 1.1 2~2.725% 3.2 20.175~23.85%

1.2 5~7.5% 3.3 57.5~60% 1.2 2.725~3.45% 3.3 23.85~27.525%

1.3 7.5~10% 3.4 60~62.5% 1.3 3.45~4.175% 3.4 27.525~31.2%

1.4 10~12.5% 3.5 62.5~65% 1.4 4.175~4.9% 3.5 31.2~34.875%

1.5 12.5~15% 3.6 65~67.5% 1.5 4.9~5.625% 3.6 34.875~38.55%

1.6 15~17.5% 3.7 67.5~70% 1.6 5.625~6.35% 3.7 38.55~42.225%

1.7 17.5~20% 3.8 70~72.5% 1.7 6.35~7.075% 3.8 42.225~45.9%

1.8 20~22.5% 3.9 72.5~75% 1.8 7.075~7.8% 3.9 45.9~49.575%

1.9 22.5~25% 4.0 75~77.5% 1.9 7.8~8.525% 4.0 49.575~53.25%

2.0 25~27.5% 4.1 77.5~80% 2.0 8.525~9.25% 4.1 53.25~56.925%

2.1 27.5~30% 4.2 80~82.5% 2.1 9.25~9.975% 4.2 56.925~60.6%

2.2 30~32.5% 4.3 82.5~85% 2.2 9.975~10.7% 4.3 60.6~64.275%

2.3 32.5~35% 4.4 85~87.5% 2.3 10.7~11.425% 4.4 64.275~67.95%

2.4 35~37.5% 4.5 87.5~90% 2.4 11.425~12.15% 4.5 67.95~71.625%

2.5 37.5~40% 4.6 90~92.5% 2.5 12.15~12.875% 4.6 71.625~75.3%

2.6 40~42.5% 4.7 92.5~95% 2.6 12.875~13.6% 4.7 75.3~78.975%

2.7 42.5~45% 4.8 95~97.5% 2.7 13.6~14.325% 4.8 78.975~82.65%

2.8 45~47.5% 4.9 97.5~100% 2.8 14.325~15.05% 4.9 82.65~90%

2.9 47.5~50%
5.0 100% 초과　

2.9 15.05~15.775%
5.0 90% 초과

3.0 50~52.5% 3.0 15.77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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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코마일리지사업

평가

항목
사업체당 에너지 사용 절감량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총괄 평가

지표 총 에너지절감량(MWh) / 사업체 수(X)

척도 절감량(MWh) 척도 절감량(MWh)

1.0 0MWh~(205.23/X)/20×1MWh 3.1 {(205.23/X)/20}×21~{(205.23/X)/20}×22

1.1 {(205.23/X)/20}×1~{(205.23/X)/20}×2 3.2 {(205.23/X)/20}×22~{(205.23/X)/20}×23

1.2 {(205.23/X)/20}×2~{(205.23/X)/20}×3 3.3 {(205.23/X)/20}×23~{(205.23/X)/20}×24

1.3 {(205.23/X)/20}×3~{(205.23/X)/20}×4 3.4 {(205.23/X)/20}×24~{(205.23/X)/20}×25

1.4 {(205.23/X)/20}×4~{(205.23/X)/20}×5 3.5 {(205.23/X)/20}×25~{(205.23/X)/20}×26

1.5 {(205.23/X)/20}×5~{(205.23/X)/20}×6 3.6 {(205.23/X)/20}×26~{(205.23/X)/20}×27

1.6 {(205.23/X)/20}×6~{(205.23/X)/20}×7 3.7 {(205.23/X)/20}×27~{(205.23/X)/20}×28

1.7 {(205.23/X)/20}×7~{(205.23/X)/20}×8 3.8 {(205.23/X)/20}×28~{(205.23/X)/20}×29

1.8 {(205.23/X)/20}×8~{(205.23/X)/20}×9 3.9 {(205.23/X)/20}×29~{(205.23/X)/20}×30

1.9 {(205.23/X)/20}×9~{(205.23/X)/20}×10 4.0 {(205.23/X)/20}×30~{(205.23/X)/20}×31

2.0 {(205.23/X)/20}×10~{(205.23/X)/20}×11 4.1 {(205.23/X)/20}×31~{(205.23/X)/20}×32

2.1 {(205.23/X)/20}×11~{(205.23/X)/20}×12 4.2 {(205.23/X)/20}×32~{(205.23/X)/20}×33

2.2 {(205.23/X)/20}×12~{(205.23/X)/20}×13 4.3 {(205.23/X)/20}×33~{(205.23/X)/20}×34

2.3 {(205.23/X)/20}×13~{(205.23/X)/20}×14 4.4 {(205.23/X)/20}×34~{(205.23/X)/20}×35

2.4 {(205.23/X)/20}×14~{(205.23/X)/20}×15 4.5 {(205.23/X)/20}×35~{(205.23/X)/20}×36

2.5 {(205.23/X)/20}×15~{(205.23/X)/20}×16 4.6 {(205.23/X)/20}×36~{(205.23/X)/20}×37

2.6 {(205.23/X)/20}×16~{(205.23/X)/20}×17 4.7 {(205.23/X)/20}×37~{(205.23/X)/20}×38

2.7 {(205.23/X)/20}×17~{(205.23/X)/20}×18 4.8 {(205.23/X)/20}×38~{(205.23/X)/20}×39

2.8 {(205.23/X)/20}×18~{(205.23/X)/20}×19 4.9 {(205.23/X)/20}×39~{(205.23/X)/20}×40

2.9 {(205.23/X)/20}×19~{(205.23/X)/20}×20
5.0 {(205.23/X)/20}×40 초과

3.0 {(205.23/X)/20}×20~{(205.23/X)/20}×21



부 록  135

4) CO2 배출 저감량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평가

항목
CO2 배출 저감량

평가

항목
CO2 배출 저감량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총괄․ 개별 공통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총괄 ․ 개별 공통

지표 CO2 배출 저감률(%) 지표 CO2 배출 저감률(%)

척도 저감률(%) 척도 저감률(%) 척도 저감률(%) 척도 저감률(%)

1.0 0.0% 3.1 50~52.5% 1.0 0% 3.1 10 초과~10.5% 이하

1.1 0~2.5% 3.2 52.5~55% 1.1 0 초과~0.5% 이하 3.2 10.5 초과~11% 이하

1.2 2.5~5% 3.3 55~57.5% 1.2 0.5 초과~1% 이하 3.3 11 초과~11.5% 이하

1.3 5~7.5% 3.4 57.5~60% 1.3 1 초과~1.5% 이하 3.4 11.5 초과~12% 이하

1.4 7.5~10% 3.5 60~62.5% 1.4 1.5 초과~2% 이하 3.5 12 초과~12.5% 이하

1.5 10~12.5% 3.6 62.5~65% 1.5 2 초과~2.5% 이하 3.6 12.5 초과~13% 이하

1.6 12.5~15% 3.7 65~67.5% 1.6 2.5 초과~3% 이하 3.7 13 초과~13.5% 이하

1.7 15~17.5% 3.8 67.5~70% 1.7 3 초과~3.5% 이하 3.8 13.5 초과~14% 이하

1.8 17.5~20% 3.9 70~72.5% 1.8 3.5 초과~4% 이하 3.9 14 초과~14.5% 이하

1.9 20~22.5% 4.0 72.5~75% 1.9 4 초과~4.5% 이하 4.0 14.5 초과~15% 이하

2.0 22.5~25% 4.1 75~77.5% 2.0 4.5 초과~5% 이하 4.1 15 초과~15.5% 이하

2.1 25~27.5% 4.2 77.5~80% 2.1 5 초과~5.5% 이하 4.2 15.5 초과~16% 이하

2.2 27.5~30% 4.3 80~82.5% 2.2 5.5 초과~6% 이하 4.3 16 초과~16.5% 이하

2.3 30~32.5% 4.4 82.5~85% 2.3 6 초과~6.5% 이하 4.4 16.5 초과~17% 이하

2.4 32.5~35% 4.5 85~87.5% 2.4 6.5 초과~7% 이하 4.5 17 초과~17.5% 이하

2.5 35~37.5% 4.6 87.5~90% 2.5 7 초과~7.5% 이하 4.6 17.5 초과~18% 이하

2.6 37.5~40% 4.7 90~92.5% 2.6 7.5 초과~8% 이하 4.7 18 초과~18.5% 이하

2.7 40~42.5% 4.8 92.5~95% 2.7 8 초과~8.5% 이하 4.8 18.5 초과~19% 이하

2.8 42.5~45% 4.9 95~97.5% 2.8 8.5 초과~9% 이하 4.9 19 초과~19.5% 이하

2.9 45~47.5%
5.0 97.5~100%

2.9 9 초과~9.5% 이하
5.0 19.5% 초과

3.0 47.5~50% 3.0 9.5 초과~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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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평가

항목
CO2 배출 저감량

평가

항목
CO2 배출 저감량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총괄평가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개별 사업평가

지표 CO2 배출 저감량 지표 CO2 배출 저감률(%)
척도 저감량(tCO2) 척도 저감량(tCO2) 척도 저감률(%) 척도 저감률(%)

1.0
0 

~2,969.57 이하
3.1

62,360.87

~65,330.43 이하
1.0 2% 미만 3.1 16.5~20.175%

1.1
2,969.57

~5,939.13 이하
3.2

65,330.43

~68,300.00 이하
1.1 2~2.725% 3.2 20.175~23.85%

1.2
5,939.13

~8,908.70 이하
3.3

68,300.00

~71,269.56 이하
1.2 2.725~3.45% 3.3 23.85~27.525%

1.3
8,908.70

~11,878.26 이하
3.4

71,269.56

~74,239.13 이하
1.3 3.45~4.175% 3.4 27.525~31.2%

1.4
11,878.26

~14,847.83 이하
3.5

74,239.13

~77,208.69 이하
1.4 4.175~4.9% 3.5 31.2~34.875%

1.5
14,847.83

~17,817.39 이하
3.6

77,208.69

~80,178.26 이하
1.5 4.9~5.625% 3.6 34.875~38.55%

1.6
17,817.39

~20,786.96 이하
3.7

80,178.26

~83,147.82 이하
1.6 5.625~6.35% 3.7 38.55~42.225%

1.7
20,786.96

~23,756.52 이하
3.8

83,147.82

~86,117.39 이하
1.7 6.35~7.075% 3.8 42.225~45.9%

1.8
23,756.52

~26,726.09 이하
3.9

86,117.39

~89,086.95 이하
1.8 7.075~7.8% 3.9 45.9~49.575%

1.9
26,726.09

~29,695.65 이하
4.0

89,086.95

~92,056.52 이하
1.9 7.8~8.525% 4.0 49.575~53.25%

2.0
29,695.65

~32,665.22 이하
4.1

92,056.52

~95,026.08 이하
2.0 8.525~9.25% 4.1 53.25~56.925%

2.1
32,665.22

~35,634.78 이하
4.2

95,026.08

~97,995.65 이하
2.1 9.25~9.975% 4.2 56.925~60.6%

2.2
35,634.78

~38,604.35 이하
4.3

97,995.65

~100,965.21 이하
2.2 9.975~10.7% 4.3 60.6~64.275%

2.3
38,604.35

~41,573.91 이하
4.4

100,965.21

~103,934.78 이하
2.3 10.7~11.425% 4.4 64.275~67.95%

2.4
41,573.91

~44,543.48 이하
4.5

103,934.78

~106,904.34 이하
2.4 11.425~12.15% 4.5 67.95~71.625%

2.5
44,543.48

~47,513.04 이하
4.6

106,904.34

~109,873.91 이하
2.5 12.15~12.875% 4.6 71.625~75.3%

2.6
47,513.04

~50,482.61 이하
4.7

109,873.91

~112,843.47 이하
2.6 12.875~13.6% 4.7 75.3~78.975%

2.7
50,482.61

~53,452.17 이하
4.8

112,843.47

~115,813.04 이하
2.7 13.6~14.325% 4.8 78.975~82.65%

2.8
53,452.17

~56,421.74 이하
4.9

115,813.04

~118,782.60 이하
2.8 14.325~15.05% 4.9 82.65~90%

2.9
56,421.74

~59,391.30 이하
5.0 118,782.6 tCO2 초과

2.9 15.05~15.775%

5.0 절감률 90% 초과

3.0
59,391.30

~62,360.87 이하
3.0 15.77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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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회수기간

평가

항목
투자회수기간

평 가

항목
투자회수기간

평가

항목
투자회수기간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총괄․개별 공통

대 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총괄․개별 공통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개별 공통

지표 투자회수기간 지표 투자회수기간(년) 지표 투자회수기간(년)
척도 기간(년) 척도 기간(년) 척도 기간(년) 척도 기간(년) 척도 기간(년) 척도 기간(년)

1.0 25년 이상 3.1 
14.25

~15년
1.0 20년 이상 3.1 9.5~10년 1.0 50년 이상 3.1 

23.75

~25년

1.1 
24.5

~25년
3.2 

13.5

~14.25년
1.1 

19.5

~20년
3.2 9~9.5년 1.1 

48.75

~50년
3.2 

22.5

~23.75년

1.2 
24

~24.5년
3.3 

12.75

~13.5년
1.2 

18

~19.5년
3.3 8.5~9년 1.2 

47.5

~48.75년
3.3 

21.25

~22.5년

1.3 
23.5

~24년
3.4 

12

~12.75년
1.3 

18.5

~19년
3.4 8~8.5년 1.3 

46.25

~47.5년
3.4 

20

~21.25년

1.4 
23

~23.5년
3.5 

11.25

~12년
1.4 

18

~18.5년
3.5 7.5~8년 1.4 

45

~46.25년
3.5 

18.75

~20년

1.5 
22.5

~23년
3.6 

10.5

~11.25년
1.5 

17.5

~18년
3.6 7~7.5년 1.5 

43.75

~45년
3.6 

17.5

~18.75년

1.6 
22

~22.5년
3.7 

9.75

~10.5년
1.6 

17

~17.5년
3.7 6.5~7년 1.6 

42.5

~43.75년
3.7 

16.25

~17.5년

1.7 
21.5

~22년
3.8 9~9.75년 1.7 

16.5

~17년
3.8 6~6.5년 1.7 

41.25

~42.5년
3.8 

15

~16.25년

1.8 
21

~21.5년
3.9 8.25~9년 1.8 

16

~16.5년
3.9 5.5~6년 1.8 

40

~41.25년
3.9 

13.75

~15년

1.9 
20.5

~21년
4.0 

7.5

~8.25년
1.9 

15.5

~16년
4.0 5~5.5년 1.9 

38.75

~40년
4.0 

12.5

~13.75년

2.0 
20

~20.5년
4.1 

6.75

~7.5년
2.0 

15

~15.5년
4.1 4.5~5년 2.0 

37.5

~38.75년
4.1 

11.25

~12.5년

2.1 
19.5

~20년
4.2 6~6.75년 2.1 

14.5

~15년
4.2 4~4.5년 2.1 

36.25

~37.5년
4.2 

10

~11.25년

2.2 
19

~19.5년
4.3 5.25~6년 2.2 

14

~14.5년
4.3 3.5~4년 2.2 

35

~36.25년
4.3 

8.75

~10년

2.3 
18.5

~19년
4.4 

4.5

~5.25년
2.3 

13.5

~14년
4.4 3~3.5년 2.3 

33.75

~35년
4.4 

7.5

~8.75년

2.4 
18

~18.5년
4.5 

3.75

~4.5년
2.4 

13

~13.5년
4.5 2.5~3년 2.4 

32.5

~33.75년
4.5 

6.25

~7.5년

2.5 
17.5

~18년
4.6 3~3.75년 2.5 

12.5

~13년
4.6 2~2.5년 2.5 

31.25

~32.5년
4.6 5~6.25년

2.6 
17

~17.5년
4.7 2.25~3년 2.6 

12

~12.5년
4.7 1.5~2년 2.6 

30

~31.25년
4.7 3.75~5년

2.7 
16.5

~17년
4.8 

1.5

~2.25년
2.7 

11.5

~12년
4.8 1~1.5년 2.7 

28.75

~30년
4.8 

2.5

~3.75년

2.8 
16

~17.5년
4.9 

0.75

~1.5년
2.8 

11

~11.5년
4.9 0.5~1년 2.8 

27.5

~28.75년
4.9 

1.25

~2.5년

2.9 
15.5

~16년
5.0 

0.75년

미만

2.9 
10.5

~11년
5.0 

0.5년

미만

2.9 
26.25

~27.5년
5.0 

1.25년

미만
3.0 

15

~15.5년
3.0 

10

~10.5년
3.0 

25

~26.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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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도

평가

항목
참여도

평가

항목
참여도

평가

항목
참여도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총괄․개별 공통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총괄․개별 공통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개별 공통

지표 참여율 지표 참여율 지표 참여율

척도 (%) 척도 (%) 척도 (%) 척도 (%) 척도 (%) 척도 (%)

1.0 0.0% 3.1 
50~52 .5

% 이하
1.0 0.0% 3.1 

50~52 .5

% 이하
1.0 0.0% 3.1 

50~52 .5

% 이하

1.1 
0 ~ 2 . 5 % 

이하
3.2 

52 .5~55

% 이하
1.1 

0 ~ 2 . 5 % 

이하
3.2 

52 .5~55

% 이하
1.1 

0 ~ 2 . 5 % 

이하
3.2 

52 .5~55

% 이하

1.2 
2 . 5 ~ 5 % 

이하
3.3 

55~57 .5

% 이하
1.2 

2 . 5 ~ 5 % 

이하
3.3 

55~57 .5

% 이하
1.2 

2 . 5 ~ 5 % 

이하
3.3 

55~57 .5

% 이하

1.3 
5 ~ 7 . 5 % 

이하
3.4 

57 .5~60

% 이하
1.3 

5 ~ 7 . 5 % 

이하
3.4 

57 .5~60

% 이하
1.3 

5 ~ 7 . 5 % 

이하
3.4 

57 .5~60

% 이하

1.4 
7.5~10% 

이하
3.5 

60~62 .5

% 이하
1.4 

7.5~10% 

이하
3.5 

60~62 .5

% 이하
1.4 

7.5~10% 

이하
3.5 

60~62 .5

% 이하

1.5 
10~12 .5

% 이하
3.6 

62 .5~65

% 이하
1.5 

10~12 .5

% 이하
3.6 

62 .5~65

% 이하
1.5 

10~12 .5

% 이하
3.6 

62 .5~65

% 이하

1.6 
12 .5~15

% 이하
3.7 

65~67 .5

% 이하
1.6 

12 .5~15

% 이하
3.7 

65~67 .5

% 이하
1.6 

12 .5~15

% 이하
3.7 

65~67 .5

% 이하

1.7 
15~17 .5

% 이하
3.8 

67 .5~70

% 이하
1.7 

15~17 .5

% 이하
3.8 

67 .5~70

% 이하
1.7 

15~17 .5

% 이하
3.8 

67 .5~70

% 이하

1.8 
17 .5~20

% 이하
3.9 

70~72 .5

% 이하
1.8 

17 .5~20

% 이하
3.9 

70~72 .5

% 이하
1.8 

17 .5~20

% 이하
3.9 

70~72 .5

% 이하

1.9 
20~22 .5

% 이하
4.0 

72 .5~75

% 이하
1.9 

20~22 .5

% 이하
4.0 

72 .5~75

% 이하
1.9 

20~22 .5

% 이하
4.0 

72 .5~75

% 이하

2.0 
22 .5~25

% 이하
4.1 

75~77 .5

% 이하
2.0 

22 .5~25

% 이하
4.1 

75~77 .5

% 이하
2.0 

22 .5~25

% 이하
4.1 

75~77 .5

% 이하

2.1 
25~27 .5

% 이하
4.2 

77 .5~80

% 이하
2.1 

25~27 .5

% 이하
4.2 

77 .5~80

% 이하
2.1 

25~27 .5

% 이하
4.2 

77 .5~80

% 이하

2.2 
27 .5~30

% 이하
4.3 

80~82 .5

% 이하
2.2 

27 .5~30

% 이하
4.3 

80~82 .5

% 이하
2.2 

27 .5~30

% 이하
4.3 

80~82 .5

% 이하

2.3 
30~32 .5

% 이하
4.4 

82 .5~85

% 이하
2.3 

30~32 .5

% 이하
4.4 

82 .5~85

% 이하
2.3 

30~32 .5

% 이하
4.4 

82 .5~85

% 이하

2.4 
32 .5~35

% 이하
4.5 

85~87 .5

% 이하
2.4 

32 .5~35

% 이하
4.5 

85~87 .5

% 이하
2.4 

32 .5~35

% 이하
4.5 

85~87 .5

% 이하

2.5 
35~37 .5

% 이하
4.6 

87 .5~90

% 이하
2.5 

35~37 .5

% 이하
4.6 

87 .5~90

% 이하
2.5 

35~37 .5

% 이하
4.6 

87 .5~90

% 이하

2.6 
37 .5~40

% 이하
4.7 

90~92 .5

% 이하
2.6 

37 .5~40

% 이하
4.7 

90~92 .5

% 이하
2.6 

37 .5~40

% 이하
4.7 

90~92 .5

% 이하

2.7 
40~42 .5

% 이하
4.8 

92 .5~95

% 이하
2.7 

40~42 .5

% 이하
4.8 

92 .5~95

% 이하
2.7 

40~42 .5

% 이하
4.8 

92 .5~95

% 이하

2.8 
42 .5~45

% 이하
4.9 

95~97 .5

% 이하
2.8 

42 .5~45

% 이하
4.9 

95~97 .5

% 이하
2.8 

42 .5~45

% 이하
4.9 

95~97 .5

% 이하

2.9 
45~47 .5

% 이하 5.0 

　

97.5~100

%

2.9 
45~47 .5

% 이하
5.0 

97.5~100

%

2.9 
45~47 .5

% 이하
5.0 

97.5~100

%
3.0 

47 .5~50

% 이하
3.0 

47 .5~50

% 이하
3.0 

47 .5~5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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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 효과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평가

항목
참여도

평가

항목
참여도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총괄평가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개별사업장평가

지표 연간 기대 고용인원 지표 고용인원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1.0 0명 3.1 249명~261.45명 1.0 - 3.1 -

1.1 1명~12.45명 3.2 261.45명~273.9명 1.1 0 3.2 -

1.2 12.45명~24.9명 3.3 273.9명~286.35명 1.2 - 3.3 -

1.3 24.9명~37.35명 3.4 286.35명~298.8명 1.3 - 3.4 -

1.4 37.35명~49.8명 3.5 298.8명~311.25명 1.4 - 3.5 5

1.5 49.8명~62.25명 3.6 311.25명~323.7명 1.5 1 3.6 -

1.6 62.25명~74.7명 3.7 323.7명~336.15명 1.6 - 3.7 -

1.7 74.7명~87.15명 3.8 336.15명~348.6명 1.7 - 3.8 -

1.8 87.15명~99.6명 3.9 348.6명~361.05명 1.8 - 3.9 -

1.9 99.6명~112.05명 4.0 361.05명~373.5명 1.9 - 4.0 6

2.0 112.05명~124.5명 4.1 373.5명~385.95명 2.0 2 4.1 -

2.1 124.5명~136.95명 4.2 385.95명~398.4명 2.1 - 4.2 -

2.2 136.95명~149.4명 4.3 398.4명~410.85명 2.2 - 4.3 -

2.3 149.4명~161.85명 4.4 410.85명~423.3명 2.3 - 4.4 -

2.4 161.85명~174.3명 4.5 423.3명~435.75명 2.4 - 4.5 7

2.5 174.3명~186.75명 4.6 435.75명~448.2명 2.5 3 4.6 -

2.6 186.75명~199.2명 4.7 448.2명~460.65명 2.6 - 4.7 -

2.7 199.2명~211.65명 4.8 460.65명~473.1명 2.7 - 4.8 -

2.8 211.65명~224.1명 4.9 473.1명~485.55명 2.8 - 4.9 8

2.9 224.1명~236.55명
5.0 485.55명 이상

2.9 -
5.0 -

3.0 236.55명~249명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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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평가

항목
참여도

평가

항목
참여도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총괄평가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개별사업장평가

지표 연간 기대 고용인원 지표 고용인원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1.0 0명 3.1 1001명~1050명 1.0 0 3.1 17 

1.1 1명~50명 3.2 1051명~1100명 1.1 1 3.2 18 

1.2 51명~100명 3.3 1101명~1150명 1.2 - 3.3 -

1.3 101명~150명 3.4 1151명~1200명 1.3 2 3.4 19 

1.4 151명~200명 3.5 1201명~1250명 1.4 3 3.5 20 

1.5 201명~250명 3.6 1251명~1300명 1.5 4 3.6 21 

1.6 251명~300명 3.7 1301명~1350명 1.6 5 3.7 22 

1.7 301명~350명 3.8 1351명~1400명 1.7 - 3.8 - 

1.8 351명~400명 3.9 1401명~1450명 1.8 6 3.9 23 

1.9 401명~450명 4.0 1451명~1500명 1.9 7 4.0 24 

2.0 451명~500명 4.1 1501명~1550명 2.0 8 4.1 25 

2.1 501명~550명 4.2 1551명~1600명 2.1 9 4.2 26 

2.2 551명~600명 4.3 1601명~1650명 2.2 10 4.3 27 

2.3 601명~650명 4.4 1651명~1700명 2.3 - 4.4 - 

2.4 651명~700명 4.5 1701명~1750명 2.4 11 4.5 28 

2.5 701명~750명 4.6 1751명~1800명 2.5 12 4.6 29 

2.6 751명~800명 4.7 1801명~1850명 2.6 13 4.7 30 

2.7 801명~850명 4.8 1851명~1900명 2.7 14 4.8 31 

2.8 851명~900명 4.9 1901명~1950명 2.8 - 4.9 -

2.9 901명~950명
5.0 1951명 이상

2.9 15 
5.0 32 

3.0 951명~1000명 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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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코마일리지사업

평가

항목
참여도

평가

항목
참여도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총괄평가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개별사업장평가

지표 연간 기대 고용인원 지표 고용인원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척도 인원(명)

1.0 0명 3.1 127명~133.35명 1.0 - 3.1 -

1.1 1명~6.35명 3.2 133.35명~139.7명 1.1 - 3.2 -

1.2 6.35명~12.7명 3.3 139.7명~146.05명 1.2 0 3.3 -

1.3 12.7명~19.05명 3.4 146.05명~152.4명 1.3 - 3.4 -

1.4 19.05명~25.4명 3.5 152.4명~158.75명 1.4 - 3.5 -

1.5 25.4명~31.75명 3.6 158.75명~165.1명 1.5 - 3.6 -

1.6 31.75명~38.1명 3.7 165.1명~171.45명 1.6 - 3.7 -

1.7 38.1명~44.45명 3.8 171.45명~177.8명 1.7 - 3.8 -

1.8 44.45명~50.8명 3.9 177.8명~184.15명 1.8 - 3.9 -

1.9 50.8명~57.15명 4.0 184.15명~190.5명 1.9 - 4.0 3

2.0 57.15명~63.5명 4.1 190.5명~196.85명 2.0 1 4.1 -

2.1 63.5명~69.85명 4.2 196.85명~203.2명 2.1 - 4.2 -

2.2 69.85명~76.2명 4.3 203.2명~209.55명 2.2 - 4.3 -

2.3 76.2명~82.55명 4.4 209.55명~215.9명 2.3 - 4.4 -

2.4 82.55명~88.9명 4.5 215.9명~222.25명 2.4 - 4.5 -

2.5 88.9명~95.25명 4.6 222.25명~228.6명 2.5 - 4.6 -

2.6 95.25명~101.6명 4.7 228.6명~234.95명 2.6 - 4.7 -

2.7 101.6명~107.95명 4.8 234.95명~241.3명 2.7 - 4.8 4

2.8 107.95명~114.3명 4.9 241.3명~247.65명 2.8 - 4.9 -

2.9 114.3명~120.65명
5.0 247.65명 이상

2.9 -
5.0 -

3.0 120.65명~127명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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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지원의 타당성

평가

항목
사업지원의 타당성

평가

항목
사업지원의 타당성

평가

항목
사업지원의 타당성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총괄평가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총괄평가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평가
지표 상위계획과의 일치 정도 지표 상위계획과의 일치 정도 지표 상위계획과의 일치 정도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1.0 

전혀

일치하지

않음

3.1 
바(Bar )로 

조절
1.0 

전혀

일치하지

않음

3.1 
바(Bar )로 

조절
1.0 

전혀

일치하지

않음

3.1 
바(Bar )로 

조절

1.1 
바(Bar )로 

조절
3.2 

바(Bar )로 

조절
1.1 

바(Bar )로 

조절
3.2 

바(Bar )로 

조절
1.1 

바(Bar )로 

조절
3.2 

바(Bar )로 

조절

1.2 
바(Bar )로 

조절
3.3 

바(Bar )로 

조절
1.2 

바(Bar )로 

조절
3.3 

바(Bar )로 

조절
1.2 

바(Bar )로 

조절
3.3 

바(Bar )로 

조절

1.3 
바(Bar )로 

조절
3.4 

바(Bar )로 

조절
1.3 

바(Bar )로 

조절
3.4 

바(Bar )로 

조절
1.3 

바(Bar )로 

조절
3.4 

바(Bar )로 

조절

1.4 
바(Bar )로 

조절
3.5 

바(Bar )로 

조절
1.4 

바(Bar )로 

조절
3.5 

바(Bar )로 

조절
1.4 

바(Bar )로 

조절
3.5 

바(Bar )로 

조절

1.5 
바(Bar )로 

조절
3.6 

바(Bar )로 

조절
1.5 

바(Bar )로 

조절
3.6 

바(Bar )로 

조절
1.5 

바(Bar )로 

조절
3.6 

바(Bar )로 

조절

1.6 
바(Bar )로 

조절
3.7 

바(Bar )로 

조절
1.6 

바(Bar )로 

조절
3.7 

바(Bar )로 

조절
1.6 

바(Bar )로 

조절
3.7 

바(Bar )로 

조절

1.7 
바(Bar )로 

조절
3.8 

바(Bar )로 

조절
1.7 

바(Bar )로 

조절
3.8 

바(Bar )로 

조절
1.7 

바(Bar )로 

조절
3.8 

바(Bar )로 

조절

1.8 
바(Bar )로 

조절
3.9 

바(Bar )로 

조절
1.8 

바(Bar )로 

조절
3.9 

바(Bar )로 

조절
1.8 

바(Bar )로 

조절
3.9 

바(Bar )로 

조절

1.9 
바(Bar )로 

조절
4.0 일치함 1.9 

바(Bar )로 

조절
4.0 일치함 1.9 

바(Bar )로 

조절
4.0 일치함

2.0 
일 치 하 지 

않음
4.1 

바(Bar )로 

조절
2.0 

일 치 하 지 

않음
4.1 

바(Bar )로 

조절
2.0 

일 치 하 지 

않음
4.1 

바(Bar )로 

조절

2.1 
바(Bar )로 

조절
4.2 

바(Bar )로 

조절
2.1 

바(Bar )로 

조절
4.2 

바(Bar )로 

조절
2.1 

바(Bar )로 

조절
4.2 

바(Bar )로 

조절

2.2 
바(Bar )로 

조절
4.3 

바(Bar )로 

조절
2.2 

바(Bar )로 

조절
4.3 

바(Bar )로 

조절
2.2 

바(Bar )로 

조절
4.3 

바(Bar )로 

조절

2.3 
바(Bar )로 

조절
4.4 

바(Bar )로 

조절
2.3 

바(Bar )로 

조절
4.4 

바(Bar )로 

조절
2.3 

바(Bar )로 

조절
4.4 

바(Bar )로 

조절

2.4 
바(Bar )로 

조절
4.5 

바(Bar )로 

조절
2.4 

바(Bar )로 

조절
4.5 

바(Bar )로 

조절
2.4 

바(Bar )로 

조절
4.5 

바(Bar )로 

조절

2.5 
바(Bar )로 

조절
4.6 

바(Bar )로 

조절
2.5 

바(Bar )로 

조절
4.6 

바(Bar )로 

조절
2.5 

바(Bar )로 

조절
4.6 

바(Bar )로 

조절

2.6 
바(Bar )로 

조절
4.7 

바(Bar )로 

조절
2.6 

바(Bar )로 

조절
4.7 

바(Bar )로 

조절
2.6 

바(Bar )로 

조절
4.7 

바(Bar )로 

조절

2.7 
바(Bar )로 

조절
4.8 

바(Bar )로 

조절
2.7 

바(Bar )로 

조절
4.8 

바(Bar )로 

조절
2.7 

바(Bar )로 

조절
4.8 

바(Bar )로 

조절

2.8 
바(Bar )로 

조절
4.9 

바(Bar )로 

조절
2.8 

바(Bar )로 

조절
4.9 

바(Bar )로 

조절
2.8 

바(Bar )로 

조절
4.9 

바(Bar )로 

조절

2.9 
바(Bar )로 

조절
5.0 

　

매우

일치함

2.9 
바(Bar )로 

조절 5.0 
매우

일치함

2.9 
바(Bar )로 

조절 5.0 
매우

일치함
3.0 보통 3.0 보통 3.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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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급가능성

평가

항목
파급가능성

평가

항목
파급가능성

평가

항목
파급가능성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총괄평가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총괄평가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평가

지표 타 지역 벤치마킹 건수 지표 타 지역 벤치마킹 건수 지표 타 지역 벤치마킹 건수

척도 건수(건) 척도 건수(건) 척도 건수(건) 척도 건수(건) 척도 건수(건) 척도 건수(건)

1.0 - 3.1 53~56건 1.0 - 3.1 53~56건 1.0 - 3.1 53~56건

1.1 - 3.2 57~60건 1.1 - 3.2 57~60건 1.1 - 3.2 57~60건

1.2 - 3.3 61~64건 1.2 - 3.3 61~64건 1.2 - 3.3 61~64건

1.3 - 3.4 65~68건 1.3 - 3.4 65~68건 1.3 - 3.4 65~68건

1.4 - 3.5 69~72건 1.4 - 3.5 69~72건 1.4 - 3.5 69~72건

1.5 - 3.6 73~76건 1.5 - 3.6 73~76건 1.5 - 3.6 73~76건

1.6 - 3.7 77~80건 1.6 - 3.7 77~80건 1.6 - 3.7 77~80건

1.7 - 3.8 81~84건 1.7 - 3.8 81~84건 1.7 - 3.8 81~84건

1.8 0~4건 3.9 85~88건 1.8 0~4건 3.9 85~88건 1.8 0~4건 3.9 85~88건

1.9 5~8건 4.0 89~92건 1.9 5~8건 4.0 89~92건 1.9 5~8건 4.0 89~92건

2.0 9~12건 4.1 93~96건 2.0 9~12건 4.1 93~96건 2.0 9~12건 4.1 93~96건

2.1 13~16건 4.2 
97~

100건
2.1 13~16건 4.2 

97~

100건
2.1 13~16건 4.2 

97~

100건

2.2 17~20건 4.3 
101~

104건
2.2 17~20건 4.3 

101~

104건
2.2 17~20건 4.3 

101~

104건

2.3 21~24건 4.4 
105~

108건
2.3 21~24건 4.4 

105~

108건
2.3 21~24건 4.4 

105~

108건

2.4 25~28건 4.5 
109~

112건
2.4 25~28건 4.5 

109~

112건
2.4 25~28건 4.5 

109~

112건

2.5 29~32건 4.6 
113~

116건
2.5 29~32건 4.6 

113~

116건
2.5 29~32건 4.6 

113~

116건

2.6 33~36건 4.7 
117~

120건
2.6 33~36건 4.7 

117~

120건
2.6 33~36건 4.7 

117~

120건

2.7 37~40건 4.8 
121~

124건
2.7 37~40건 4.8 

121~

124건
2.7 37~40건 4.8 

121~

124건

2.8 41~44건 4.9 
125~

128건
2.8 41~44건 4.9 

125~

128건
2.8 41~44건 4.9 

125~

128건

2.9 45~48건 5.0 

　

129~

132건

2.9 45~48건
5.0 

129~

132건

2.9 45~48건
5.0 

129~

132건3.0 49~52건 3.0 49~52건 3.0 49~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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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자 만족도

평가

항목
이용자 만족도

평가

항목
이용자 만족도

평가

항목
이용자 만족도

대상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총괄 ․ 개별 공통

대상

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총괄 ․ 개별 공통

대상

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총괄 ․ 개별 공통
지표 이용자 만족 정도 지표 이용자 만족 정도 지표 이용자 만족 정도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척도 내용

1.0 
전혀 만족

하지 않음
3.1 

바(Bar )로 

조절
1.0 

전혀 만족

하지 않음
3.1 

바(Bar )로 

조절
1.0 

전혀 만족

하지 않음
3.1 

바(Bar )로 

조절

1.1 
바(Bar )로 

조절
3.2 

바(Bar )로 

조절
1.1 

바(Bar )로 

조절
3.2 

바(Bar )로 

조절
1.1 

바(Bar )로 

조절
3.2 

바(Bar )로 

조절

1.2 
바(Bar )로 

조절
3.3 

바(Bar )로 

조절
1.2 

바(Bar )로 

조절
3.3 

바(Bar )로 

조절
1.2 

바(Bar )로 

조절
3.3 

바(Bar )로 

조절

1.3 
바(Bar )로 

조절
3.4 

바(Bar )로 

조절
1.3 

바(Bar )로 

조절
3.4 

바(Bar )로 

조절
1.3 

바(Bar )로 

조절
3.4 

바(Bar )로 

조절

1.4 
바(Bar )로 

조절
3.5 

바(Bar )로 

조절
1.4 

바(Bar )로 

조절
3.5 

바(Bar )로 

조절
1.4 

바(Bar )로 

조절
3.5 

바(Bar )로 

조절

1.5 
바(Bar )로 

조절
3.6 

바(Bar )로 

조절
1.5 

바(Bar )로 

조절
3.6 

바(Bar )로 

조절
1.5 

바(Bar )로 

조절
3.6 

바(Bar )로 

조절

1.6 
바(Bar )로 

조절
3.7 

바(Bar )로 

조절
1.6 

바(Bar )로 

조절
3.7 

바(Bar )로 

조절
1.6 

바(Bar )로 

조절
3.7 

바(Bar )로 

조절

1.7 
바(Bar )로 

조절
3.8 

바(Bar )로 

조절
1.7 

바(Bar )로 

조절
3.8 

바(Bar )로 

조절
1.7 

바(Bar )로 

조절
3.8 

바(Bar )로 

조절

1.8 
바(Bar )로 

조절
3.9 

바(Bar )로 

조절
1.8 

바(Bar )로 

조절
3.9 

바(Bar )로 

조절
1.8 

바(Bar )로 

조절
3.9 

바(Bar )로 

조절

1.9 
바(Bar )로 

조절
4.0 만족함 1.9 

바(Bar )로 

조절
4.0 만족함 1.9 

바(Bar )로 

조절
4.0 만족함

2.0 
만 족 하 지 

않음
4.1 

바(Bar )로 

조절
2.0 

만 족 하 지 

않음
4.1 

바(Bar )로 

조절
2.0 

만 족 하 지 

않음
4.1 

바(Bar )로 

조절

2.1 
바(Bar )로 

조절
4.2 

바(Bar )로 

조절
2.1 

바(Bar )로 

조절
4.2 

바(Bar )로 

조절
2.1 

바(Bar )로 

조절
4.2 

바(Bar )로 

조절

2.2 
바(Bar )로 

조절
4.3 

바(Bar )로 

조절
2.2 

바(Bar )로 

조절
4.3 

바(Bar )로 

조절
2.2 

바(Bar )로 

조절
4.3 

바(Bar )로 

조절

2.3 
바(Bar )로 

조절
4.4 

바(Bar )로 

조절
2.3 

바(Bar )로 

조절
4.4 

바(Bar )로 

조절
2.3 

바(Bar )로 

조절
4.4 

바(Bar )로 

조절

2.4 
바(Bar )로 

조절
4.5 

바(Bar )로 

조절
2.4 

바(Bar )로 

조절
4.5 

바(Bar )로 

조절
2.4 

바(Bar )로 

조절
4.5 

바(Bar )로 

조절

2.5 
바(Bar )로 

조절
4.6 

바(Bar )로 

조절
2.5 

바(Bar )로 

조절
4.6 

바(Bar )로 

조절
2.5 

바(Bar )로 

조절
4.6 

바(Bar )로 

조절

2.6 
바(Bar )로 

조절
4.7 

바(Bar )로 

조절
2.6 

바(Bar )로 

조절
4.7 

바(Bar )로 

조절
2.6 

바(Bar )로 

조절
4.7 

바(Bar )로 

조절

2.7 
바(Bar )로 

조절
4.8 

바(Bar )로 

조절
2.7 

바(Bar )로 

조절
4.8 

바(Bar )로 

조절
2.7 

바(Bar )로 

조절
4.8 

바(Bar )로 

조절

2.8 
바(Bar )로 

조절
4.9 

바(Bar )로 

조절
2.8 

바(Bar )로 

조절
4.9 

바(Bar )로 

조절
2.8 

바(Bar )로 

조절
4.9 

바(Bar )로 

조절

2.9 
바(Bar )로 

조절 5.0 
매우

만족함

2.9 
바(Bar )로 

조절 5.0 
매우

만족함

2.9 
바(Bar )로 

조절 5.0 
매우

만족함
3.0 보통 3.0 보통 3.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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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중치설정 설문조사지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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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Evaluation Methods for Building Energy 

Saving of Seoul

Min-Kyeong Kim ․ Hang-Moon Cho ․ Sang-Hyeon J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rengthened the standard of building 

energy for an advanced urbanization by policies in the 4th stage, and 

conducted several projects for the Climate Change Action in building with 

expanding a budget. Since the 5th stage has been officially launched, city of 

Seoul is in a great need to transparently and objectively evaluate the programs 

for existing building energy.

Curr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42 kinds of 

Climate Change Action Plan based on Climate Change Budget(appx. 17 billion 

by 2009, 45.3 billion by 2010). Particularly, considering that the energy usage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accounts for the largest percentage at 56% 

of the Seoulʼs annual energy consumption, energy saving in the building sector 

is very crucial. Thus, several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a method and a model of evaluation for the overall 

programs hasnʼt been developed yet. Also, the programs only focus on energy 

and CO2 reduction, excluding the evaluation of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 

although it is the program for building energy saving.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draw up a plan for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Seoulʼs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we selected the 

target project- The 1,000,000 Greenhome Plan, Building Retrofit Project(BRP) 

and Eco-mileage among the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presented article 

and index for evaluation by analyzing the target projects, formulated the 

stepwise organization of evaluation, and finally developed a 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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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a software program for the Seoulʼs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study and suggestion of a method and a model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result of qualitative articles of evaluation as against 

the existing quantitative evaluation, the articles of evaluation we extracted for 

the overall application to the target projects are as follows: a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 a total amount of energy saving, an amount of 

energy saving by project, an amount of CO2 emission reduction, a payback 

period, a degree of participation, an employment effect, a validity of project, 

a ripple effect and a user satisfaction. Based on the articles of evaluation, we 

evaluated projects and suggested an evaluation method of stepwise structure 

for the overall evaluation. Furthermore, the models of evaluation we developed 

in the study includes the index of evaluation for the effects of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 which was hard to evaluate in existing ways. As the 

index of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 we used EPI(Energy Performance 

Index) to judge the effects of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project. EPI is the evaluation index of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 and calculates energy performance by categorizing the building use 

such as building sections, mechanic systems, electronic systems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The advantage of EPI, therefore, is that it is convenient to 

evaluate projects by sections. Up until now, evaluation methods of building 

performance were inadequate because of the policies mainly with building 

facilities. However, we expect that our index would be useful for improving 

policies through the feedback of the result of evaluation to the policies and 

projects.

◦An establishment of evaluation index

The evaluation index of target projects for evaluating the Seoulʼs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 was established in the study. For the standard of 

evaluation index, we utilized Seoulʼs building energy standards and the figure 

of aims and expected effects of “Seoulʼs low carbon green growth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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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While the project set up the long-term goals and expected effects, the 

short-term goal is incomplete. Thus, there was some inadequate parts for 

gaining an accurate index, which is in a need for supplementation.

◦A collection of objective information

In order to set up an evaluation model, we collected data of current 

conditions of projects which can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the next termʼs aim. Also, in order to extract the importance by 

evaluation articles,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e expert 

survey is shown that a building performance, a user satisfaction, economic 

needs, public needs ranked by order of importance for the evaluation articles 

of programs, and also a total amount of energy saving, an amount of CO2 

emission reduction, a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 ranked by order of 

importance for the subsection. The importance of subsection would be 

reflected in the next aims and evaluations of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Development of SeBEE

In the final stage of this study, we presented an evaluation model and 

developed a software system(SeBEE, Seoul Building Energy Evaluation). This 

system enables for evaluating the overall and individual evaluations of target 

projects. The output of evaluation contains the evaluation under the subsection 

and the overall project in order, and it presents the overall score based on 5 

evaluation articles. This system will be continually complemented for the 

expanded services in practical project.

In this study, we designed an evaluation model for evaluating the Seoulʼs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and developed a software system. We set up 

the standard of index based on the Seoulʼs building energy design standards. 

However, since most of projects didnʼt structure a short-term goal, a 

supplementary study is needed using actual data for the accurate index. 

Moreover, it is expected to create various building energy saving programs in 

Seoul, so we will keep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evaluation system by 

enlarging the range of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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