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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녹색건물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뉴욕

제1절 뉴욕시 녹색법규 특별위원회

1. 서문 

뉴욕은미국의다른도시들과는달리이미훌륭한대중교통시스템을갖추고

있어서특별히교통체계와관련한환경정책을고심할필요가없다. 반면에뉴

욕의 온실가스배출량의 75%와 물 사용량의 85%를 건물 부문이 차지한다.

 뉴욕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안내하기 위해 종합 환경 의제인

PlaNYC(2007)를출간하였으며에너지및물사용량을줄여 2030년까지온실가

스배출량 30% 감축을목표로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감축목표는기후보

호법(지방법 55)으로 성문화되었다.

 LEED 등급제도는부동산업계가건물의설계, 건축, 운영등의개선에상당

한 잠재력을 인지하게 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 뉴욕 부동산 위원회: 그린 빌딩 건축

- 건물주 및 관리자 연합: 녹색 임대차 계약(green lease) 모델 개발

- 국제법규위원회 (International Code Council), ASHRAE(Th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녹색

법규(green codes) 개발

- 일부노조: 그린트레이닝프로그램(green training program) 개발및녹색

도시(Urban Green)와함께 GPRO를통해추가트레이닝인녹색프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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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기술 프로그램(the Green Pro Building Skills program) 개발

 

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그린빌딩은여전히건축업계에있어원칙보다는

이례로남아있다. 다양한그린 빌딩기술및소재가 업계에 널리퍼져있지만

대부분의건물들은잠재적효율성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더군다나그린빌딩

은비싸고고급건물에제한되어중 저소득층뉴욕시민들은이익을받지못하고

있으며 최저소득층은 비효율적인 건물관리를위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2008년뉴욕시장마이클블룸버그와시의회대변인크리스틴퀸은시의회

에뉴욕시녹색법규특별위원회(Green Code Task Force)를소집했다. 해당위

원회의 임무는 뉴욕시 건물분야에 영향을 주는 법규 및 규정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할수있도록제안하여 “다음단계”로넘어서게하는것이었다. 뉴욕은일

부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민간 건물에 LEED를 의무화하지 않고(이미 뉴욕시

내공공건물들은 LEED가의무화되어있다) 지침기준보다는지도기준으로

운용하고있으나뉴욕시지도층은대규모변화를꾀하기위해지침기준을높이

고자한다.

 법규를친환경적으로바꾸는것은민간영역에 LEED제도를의무화하는것

이상으로큰이익을가져온다. 법규개선은전문기술및자재분야양측에규

모의경제를일으켜비용을저감시킨다. 또한법규는강제성을띠고기존제도

및업계관행에기반한다. 더불어특정지역의조건과우선사항에맞춰조정이

가능하다. 법규는또한시장의실패를조정할수있으며사회적형평성및환경

정의를달성할수있다. 결국법규를변경함으로써비용을절감하고시민모두

에게 그린 빌딩의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

 다행히뉴욕은세계적수준의건축가및기술자들을보유하고있어이러한

과제를수행하는데큰문제가없으며, 뉴욕시자체로도그린빌딩과관련한자

랑스러운역사를간직하고있다. 1980년대후반, 그린빌딩운동의수많은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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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뉴욕에서활동하였으며환경주의를재정립하는것은일종의도시현상

이었다. 1990년대에는뉴욕시의설계및건설국과 Battery Park 시당국, Durst 

Organization이그린빌딩에대한실험을시작하여뉴욕의부동산업계전문가

들은그린빌딩의선두주자가되었다. 그결과오늘날뉴욕은공무원에서부터

설계, 건설및부동산업계에이르는수많은그린빌딩전문가들을확보하게되

었다.

 비록뉴욕시녹색법규대책위원회는 111개의내용을뉴욕시에맞춰제안했

지만, 대부분은다른지역에서도적용할수있다. 대책위원회의제안사항은주

로신축건물과 기존 건물개보수에 적용되지만 일부는 기존건축물들에 만연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스크포스팀의기본원칙은법규의목적으로환경및기후변화문제가보

건및안전에분명히반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환경문제는공공보건및안

전에장기적으로심각한영향을주기때문에첫번째제안사항은뉴욕시의건

축법규의목적이 “환경보호”를포함할수있도록개선하는것이다. 해당원칙

은 본 보고서의 많은 제안사항들 뿐 만 아니라 법규를 녹색화 하는데 필요한

향후 노력을 위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2. 보고서 작성과정 개요

 The New York City Green Codes Task Force 보고서는설계및건설업계의

다양한자원봉사자들및지도자들이만들어낸성과물이다. 이는장기계획및

지속가능성에대한뉴욕시장사무실의지원및시의회대변인크리스틴퀸사

무실의지원및조언아래 Urban Green Council의담당자들의지휘로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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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위원회 조직

2008년 7월 14일첫회의를시작으로 3개월간거의매일기술위원회의회의

가이어졌다. 첫회기동안기술위원회는장애가되어제거해야하는법규와뉴

욕시의법및규정에추가개선되어야하는법규에대한논의를진행하고다른

도시및주(州), 국가의제안법규를검토하여기타지역에서시행되지않았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뉴욕시 건물 분야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이어지는회기에서해당아이디어들중에서우선순위를정하고선택하여법규

제안초안을마련하였으며관리위원회와관련시기관이해당초안을검토하였

다.

 

- 운영위원회: 의사결정담당, 8개기술위원회대표, Urban Green 대표, 시

장 사무실, 시의회 대변인 사무실 및 뉴욕시 주요 기관

- 산업자문위원회: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과일관성에대한피드백을제

공하기 위한 업계

- 이해관계자그룹(개발업자, 건축주, 사업자, 노조, 환경단체, 대학, 저비용

주택 전문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 산업 및 전문 단체 대표)

- 기술위원회 × 9 : 설계전문가들로구성, 대부분의아이디어제공, LEED 

관련분야전문기술및뉴욕시의관심영역에기반. 8개위원회및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Urban Green이각단계에서해당절차를담당하고이해관계자들사이의조

정을맡고각내용을구체화하고정보를제공했다. 대책위원회는 4개의공식제

안서를작성하고관리위원회와관련당국은이를검토하고의견을제시하였다.

산업자문위원회의요청에따라각제안서의초기비용및상환기간을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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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비용 분석, 재수정, 지지 선언

시장사무실및시의회대변인사무실에서최종검토하기위해제안서의실

질적인수정은 2009년 8월에마무리되었다. Bovis Lend Lease는비용평가초

안을준비하였고산업자문위원회와기술위원회대표들이이를검토하였다. 건

설부(DOB: Department of Buildings)가 2006년법규개정을위해개발한비용

접근법을기초로최종비용분석은다양한건물형태에따른평가를포함하였다.

제안서는원래각기술위원회가맡고있는주제별로묶어졌으나주요주제

들이 각 위원회의 영역이 중복되면서 새롭게 분류되었다. 

끝으로 산업자문위원회가 제안서의 4번째 초안을 검토하고 본 보고서는

2010년 2월 1일뉴욕시장마이클블룸버그와시의회대변인크리스틴퀸에게

전달되었다.

  

3. 보고서 읽는 법(Reading This Report)

 태스크 포스 보고서의 100개 이상의 제안사항이 10개 분야로 분류되었다. 

본 요약문은 각 제안사항이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T/F의 “제안사항”에대한간결한설명과각제안사항이환경, 보건, 절약및비

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간략한 도표를 담고 있다. 

 

1) 도표설명

각제안사항은환경, 보건, 운영절약및건설비용에예상되는영향을감안하

여분석되었다. 앞의세영역은왼쪽에함께표시하고해당이익을얻기위한비

용은오른쪽에정리했다. 예상되는영향은아래기호를이용하여설명하였으며

각영역의 ‘-‘ 표시는미미한정도의영향을뜻하고 N/A는예측할수없는영향

이나 해당 영역이 제안서에 적용되기 힘든 경우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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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 환경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

● 건물 별 낮은 긍정적 환경영향과 작은 수의 건물에 미치는 영향

●● a) 건물 별 낮은 긍정적 환경영향과 작은 수의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나

     b) 건물 별 높은 긍정적 환경영향 및 작은 수의 건물에 미치는 영향

●●● 건물 별 높은 긍정적 환경영향 및 많은 수의 건물에 미치는 영향

 

 (2) 보건

○ 공공보건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
● 건물별로공공보건에미치는낮은긍정적영향및작은수의건물에미치는

영향

●● a) 건물별낮은긍정적공공보건영향및작은수의건물에미치는영향

혹은 b) 건물별높은긍정적공공보건영향및작은수의건물에미치는

영향

●●● 건물별높은긍정적공공보건영향및많은수의건물에미치는영향

 

2) 비용 및 절감

구체적인내용은재정비용및절감방법부분을참고하라. 비용분석은다양

한형태의건축물을통틀어표준건설비용대비초기건설비용증가분을추정

한다. 건물형태나설계전략에따라비용의차이가다양해지며일부제안사항

들은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 및 부정적 영향 모두와 이

영역 내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영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몇몇사례는제안사항의추정비용이건물형태에따라차이를보인다. 추정

치에차이를보이는경우일부특정건물형태에서보이는비용증가는개방원

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는 최소추정비용 증가분이 0.01%이고 하나 이상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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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0.5% 이상의 비용 증가를 보임을 뜻한다. 각 제안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Appendix A에 첨부되어 있는 비용분석 초안을 참고한다.
운영비절감은에너지, 조명, 물을 관리하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만 추산되었

다.

  

(1) 비용

● 제안사항이 초기 건설 비용을 절감시킬 경우

－ 제안사항이 0.01% 이하로 초기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 제안사항이 초기비용을 0.01% ~ 0.05% 증가시킬 경우

●● 제안사항이 초기비용을 0.05% ~ 0.5% 증가시킬 경우

●●● 제안사항이 초기비용을 0.5% 이상 증가시킬 경우

 

 (2) 절감

- 해당 제안사항은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없음

● 운영비용절감으로 10년이상의재정적회수기간이추산되나해당설비

및 구조물의 예상 수명보다 짧음

●● 운영비용 절감으로 3 ~ 10년의 재정적 회수기간이 추산됨

●●● 운영비용 절감으로 3년 이하의 재정적 회수기간이 추산됨

  

4. 제안사항 요약

 1) 법규의 중요성

기후변화에대한인식이커져감에따라그린빌딩운동은건물설계와운영에

큰영향을가져왔다. 이를테면, 미국국회의에너지법안은지난 30년간특별한

변화없던에너지법이향후 20년간신축건물의효율을 75%까지높이도록지

시한다.

건물업계에서이와같은극적인변화를수용하려면정부및민간영역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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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역량강화가필요하다. 각기술위원회는법규및법규시행에대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지속가능한건물의운용을향한변화를반영하고수용하기위해해당

법규의범위가확장되어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건축법규가환경보호를의

무화하는것이며이는건강및안전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것이다. 그린빌딩

법조항은 2009년 7월에완공된건물뿐만아니라모든거물에적용되어야한

다. 더불어해당법규는경관설계및건설에대한내용도종합적으로포함해야

한다. 

 

1. 환경보호를 건축법규 기본 원칙으로 추가

2. 뉴욕시 건축법규 전면 강제시행

3. 녹색(친환경)법규 대상에 기존 건물을 포함할 것

4. 녹색(친환경)법규 태스크 포스팀을 재소집할 것

5. 경관 설계와 관련한 규정과 통합할 것

6. 녹색 기술 및 사업 승인을 간소화할 것

7. 건축가 및 엔지니어들을 위한 법규 트레이닝을 강화할 것

 

<그림 1-1> 건축허가 발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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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 & 유독성

뉴욕시는보다건강한도시환경을위해신규건축법규, 구역설정요건, 공원

건설및 개선된 위생시설 체계를갖추었다. 이신규 법규및기반시설은공공

면역프로그램과함께작동시켜 1900년과 2000년사이에뉴욕시민들의평균

수명을두배로증가시켰다. 전염병으로인한사망률은 1880년 57%에서 2005

년 9%로 떨어뜨렸다. 

여전히도시환경은만성질병을퍼뜨리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실내공

기오염및야외스모그는현재백만명에이르는뉴요커들에게천식을유발하

고있으며건축자재및가구에쓰이는유독성화학품은암을유발하고내분비

계 장애 등 기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이장에서제안하는법규는뉴욕의거주환경을건강하게하여만성질병을

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야외오염물질수준의 1000배이상까지이를수있

는실내오염물질수준을낮추는것이다. 건축자재에쓰이는위험물질을제한

하고건물출입및환기시스템을통해유입되는오염물질을줄이는것이다. 추

가적으로기존조명기에서찾아볼수있는유독성물질을줄이고청결하지않

은난방용연료사용을줄여실내및실외공기질을개선한다. 화석연료사용

을줄여대기질을개선하는것은또한본보고서의에너지& 탄소배출부문에

서도 다뤄진다.

 

 1. 카펫 유독성 물질 배출 제한

2. 페인트 및 접착제 유해물질 배출 제한

3. 건축 소재 중 발암 물질 포름알데히드 제한

4. 실외 오염물질 실내 유입 제한

5. 실내 유입 공기의 그을음 여과

6. 주택의 환기장치 확보

7. 화장실/욕실에 곰팡이에 강한 소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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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 중 그리고 이후 대기 질 개선

9. 청결하지 않은 난방용 연료 사용 단계적 폐지

10. 유독성 & 비효율적인 고정형 조명설비 이용 단계적 폐지

11.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소집

12. 긴급 조명에 쓰이는 배터리를 적당한 사이즈로 이용

13. 부식성 콘크리트 세척 오수 처리

14. 석면 제거를 위한 “절차” 축소

15. 계단 이용 촉진

16. 투명한 유리문을 달아 계단 이용 촉진

17. 다양한 표식을 활용하여 계단 이용 촉진

18. 계단 출입문을 열어두어 계단 이용 촉진

19.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단을 설계하면 zoning bonus 지급

20. 식수대 수를 늘릴 것

            

<그림 1-2> 뉴욕시 사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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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천식 내원율

 <그림 1-4> 중앙 계단 건물

주: 계단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 사람들을 엘리베이터 보다 계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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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 탄소배출: 기본원칙

 지역수준에서 뉴욕시는 2007년 지방법 55조를 통과시켜 2030년까지 도시

온실가스배출량의 30%를감축할것을선언하였다. 이와같은극적인감축목

표는도시의엄청난에너지사용량을감안할때쉬운일은아니나뉴욕시내의

백 만개에이르는건물의수많은에너지시스템을포함한대규모체계적인변

화가필요하다. 이러한복잡성때문에본보고서의 111개의법규제안중절반

에 이르는 내용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본에너지 & 탄소배출부문은관련법규와건물의에너지시스템축소를명

확히하는기초작업에해당하는기본원칙부문과에너지효율, 운영및유지

보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원칙에해당하는첫번째영역은뉴욕시의에너지기본법규를확인하

고진전시키는제안사항을담고있다. 그중하나는상업용건물의설계자가오

래된버전의 ASHRAE(미국공조냉동공학회)와기본법규대신에 ASHRAE 90

(미국난방, 냉동, 냉방엔지니어협회가정하고갱신하는에너지기준)의최근

버전을이용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에너지& 탄소배출부문의제안사

항대부분은 ASHRAE 90.1의 2007년버전에개정안에해당한다. 다른하나는

높은에너지기준을달성하는에너지모델링을이용하도록하는것이다. 신설주

택사업은 미국에너지스타 인증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안사항도 있다.

 기본원칙의두번째영역은패시프설계전략을이용하여에너지수요를줄

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외피는 전체적으로 밀폐시켜 단열을

최소수준으로하고모범사례에인센티브를주는것이다. 외부단열을가로막

는장애물이나그늘지게하는장치를제거되고자연통풍이용이하게한다. 또

한지붕과노면을가볍게하여냉방하중을줄이고자연채광을이용하여조명

설비 이용을 줄이는 것이다.

 끝으로 분산형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제

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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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비용

N/A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그림 1-5> 컴퓨터를 이용한 에너지 모델 <그림 1-6> 시스템 수명

 1) 상업용 에너지 법규를 최근 ASHRAE90.1로 단순화

- 문제점: 에너지법규는상업용건물과관련하여두개의주요준수사항과 12

개의부가사항을담고있다. 이는결과적으로법규체계를극도로 복

잡하게 하여 허점을 남기고 법 시행을 어렵게 한다. 

- 제안: 해당 법규의 준수와 시행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상업용 건물은

ASHRAE90.1을 따르도록 한다.

                

※여러가지역사적인이유로뉴욕주(州)는현재상업용건물을대상으로

ASHRAE 90.1과 ICC Chapter 8이라는 두 개의 철저하고 복잡한 에너지

법규를따르도록하고있다. 이는설계자가기준요건을확인하고법규담

당공무원이준수사항을분석하는설계및법규검토과정전체를복잡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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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2) 신축 주택은 에너지 스타(Energy Star) 기준에 따른다.

- 문제점: 신축주택은비용효과적이며에너지를절약하는방법으로설계되

지않는다. 에너지스타는에너지효율적인주택설계를위해전국

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기준이다.

- 제안:  3층이하모든신축주택은에너지스타기준에따라건축되어야한

다.

    

※최근에너지법규는하나의사업이한시스템내의저효율을다른시스템

에서효율을높이는것으로균형을맞추는것을허용한다. 이를테면, 고효

율조명을이용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면최소단열로마감한저효율건

물외피를허용하는것이다. 그러나조명의경우수명이다하면갈아끼울

수있지만저효율건물은전체에너지성능을장기간에걸쳐견뎌야한다

는 차이가 있다.

3) 외부 벽을 통한 열 손실 제한

- 문제점: 건물외피설계는겨울열손실과여름열흡수에큰영향을미친

다. 현에너지법규의유연성을감안하면설계자들은건물외피의

열보존성에 대하여 기계 및 조명 설비의 효율로 상쇄하여 에너지

효율요건을충족시킬수있다. 건물외피는백년이상을바라보고

설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허용조건은 근시안적이다.

 - 제안: 건물 외피의 열 손실과 기계 및 조명 설비 별도의 성능 요건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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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한 다. 

 

4) 완벽 단열 외벽

- 문제점: 뉴욕시는 “용적”을외장벽의두께를포함한건물의크기로정의한

다. 이에따르면두껍고에너지효율적인외벽은불리하고얇고단

열이 좋지 않은 건물이 유리하다.

- 제안: 완벽 단열된 외벽은 최고 8인치까지 “용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5) 구역 제한을 넘어 외벽 단열 허용

- 문제점: 건물외벽단열은열전달과연료소비를줄이는데가장효과적이

지만대부분의건물은 zoning setback(제한선)까지지어올리기때

문에 건물 외벽에 단열을 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안: 기존 건물의 측면과 후면으로 확장하여 외벽 단열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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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6) 차양 허용 면적 향상

- 문제점: 차양장치는열흡수와눈부심을막아주고냉방에너지양을줄여주

는효과가있다. 현건축법은이차양장치를건물로부터 10인치까

지확장하는것을허가하고있으나그효과가떨어진다. 이는또한

Zoning Resolution(개발제한법) 상으로 “허가된 장애물”이 아니다.

- 제안: 차양장치는가리개(awnings) 및덮개(canopies)와동일하게취급하여

건물로부터 5피트까지확장할수있도록한다. 또한이러한장치들을

Zoning Resolution 상으로 “허가된 장애물”로 명시한다.

  

※제대로디자인된차양은냉방을 30-60% 줄일수있고실내기온을 25도까

지낮출수있어여름낮시간대와같이에너지수요피크시간대에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

 

7) 건물 외벽을 통과하는 공기 누출의 최소화

- 문제점: 공기벽(air barrier)에 대한 에너지 법규는 건물내외의 공기누출을

막는데불충분하다. 효과적인공기벽은환기수준을통제하고통풍

을막고, 난방수준을낮추며전체에너지사용량을줄일수있어야

한다.

- 제안: 보다 효과적인 공기벽을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에너지 법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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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8) 자연 통풍을 위한 방충망 제공

- 문제점: 여름에는많은사람들이벌레때문에창문을열지않는다. 이는에

너지소모가없는자연통풍을차단한다. 이는기후변화로열대성

곤충의 서식지가 확장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 제안: 7층이하의모든신축창문에규격에맞는방충망을제공한다. 2016

년에는 모든 창문에 펼칠 수 있는 방충망을 제공한다.

 

 

9) 주택용 정밀 개폐창 확보

- 문제점: 정밀개폐가가능한창문은전기를쓰지않고냉방이가능하여에

너지를절약할수있으며정전이되었을때에도실내생활이가능

하도록해준다. 건설업자들은보건법규정을잘못이해하여건축법

규와 맞지 않게 4.5인치까지만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했었다.

- 제안: 건설부는거주용건물은법에따라창문을충분히여닫을수있도록

강제 규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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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10)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에서의 인공조명 사용을 줄인다

- 문제점: 수많은뉴욕의건물들은실내공간에자연채광을최적화하도록설

계되었음에도불구하고필요한만큼의채광이들어오는낮시간대

에도 인공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 제안: 일광이충분할경우에인공조명사용을줄이는주광센서시스템필요

  

※상업용공간에서주광센서조명설비를이용하게될경우최고 30%까

지조명에필요한에너지를절약할수있다는수많은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11) 지붕 색깔로 여름 더위를 줄인다.

- 문제점: 밝은색지붕은빛과열을대기로반사하여건물과도시의온도를

낮춘다. 건축법은 지붕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해당기준은수많은건설업자들이따르는 LEED와일치하지

않는다.

- 제안: 지붕색깔에대한규정이 LEED와일치하도록구체사항을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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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12) 서늘하고 그늘진 건물 공간으로 여름 더위를 줄인다.

- 문제점: 민간건물지구에건물이차지하지않는공간은뉴욕전체면적의

3분의 1정도에해당한다. 이공간들은어둡고, 가로막이되어있지

않은 포장재로 덮여있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초래한다.

- 제안: 건물지구의 빈공간의절반가량의면적에나무를심고밝은색으로도로를

포장한다.

 

 

13)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한다.

- 문제점: 건축법은건물지붕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기위한기준을명시하

지 않고 있다.

- 제안: 건설부는건물지붕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기

준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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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14) 건물 지붕 대형 태양광 시스템 설치 허가

- 문제점: 현재규정은태양광이설치되어추가용적으로처리되지않는지붕

면적을제한하고있다. 이는태양광패널의실제비용을증가시키

거나 설치를 방해한다.

- 제안: 태양광이 덮는 지붕면적에 대한 제한을 면제한다.

 

15) 대체에너지에 걸림돌이 되는 구역제한 제거

- 문제점: 개발구역제한(Zoning Resolution)은건물지붕에건물허용높이를

초과하는다양한기계설비를허용하고있으나대안에너지혹은분

산형 에너지 설비는 “허가된 장애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 제안: 태양광 및 태양열 등 대안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설비를 “허가된

장애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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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16) 대안에너지에 걸림돌이 되는 랜드마크 제거

- 문제점: 역사적인구역에서는랜드마크보존법에따라거리에서태양광패

널, 풍력발전기등을포함한지붕설비가보일경우설치가허용되

지 않는다.

- 제안: 대안에너지및분산형에너지설비를거리에서보여도지붕에설치가

허용되는 기타 기계 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

17) 바이오연료 허용

- 문제점: 바이오연료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고 자원소비를 줄이고

대기오염을줄일수있으나현기계법(Mechanical Code) 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안: 대안 연료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연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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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N/A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6. 에너지 & 탄소 배출: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감축은제일먼저그리고가장저렴하게에너지효율을통해서달

성할수있다. 컨설팅회사McKinsey & Company의 2009년미국에너지이용

에대한연구에따르면 2020년까지가정및상업부문에서탄소배출 20%를비

용효과적으로감축할수 있다. 뉴욕시는화석연료 가격이 훨씬저렴했을때

설계된건물들이몇몇은 100년동안유지되었기때문에많은시스템들이수명

을다하여교체되어야하므로이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다. 이장에서는이러

한시스템교체가다양한건물에너지효율을증가시키는형태로일찍제대로

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건물영역에서도다양한목적으로에너지가사

용되기때문에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해서건물형태별로다양한기술과규제들

이필요하다. 약 30개의제안사항이두부분으로나누어정리되었다. 첫째는현

재선택적으로적용되고있는규제가의무화될필요가있는영역과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설비 기준에 대폭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1) 건물 설계 상 에너지 모델링 개선

- 문제점: ASHRAE 90.1은설계자들이규정준수사항을설명하기위해에너

지모델링을이용하거나규정된절차를따르도록하고있으나에너

지 모델링은 조작이 쉽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이 효율이

떨어지면 다른 시스템에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 제안: 에너지모델링을이용하는사업의경우규정사항보다에너지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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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14% 낮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2) 설계 기간에 난방 및 냉방 수요 분석 개선

- 문제점: 건물 난방 및 냉방 설비는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되어 비효율적

으로 작동된다. 해당 설비의 크기를 적절히 하기 위해 건물 난방

및 냉방 수요정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안: 건설국승인을받기위해제출하는설계도의일부로구체적인냉난방

부하정점계산 내용을 포함한다.

 

3) 대형 건물의 열병합 타당성 평가

- 문제점: 적절히설계된열병합시스템은발전중에나오는폐열로작동되기

때문에일반전기보다대략 2배가량효율적이다. 건물주는종종건

물 내 열병합 잠재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 제안: 350,000ft² 이상의신축건물의경우열병합타당성분석을요구할것.

 



- 26 -

편익                                  비용

N/A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N/A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4) 주택 매매 시, 에너지 & 물 효율 개선

- 문제점: 주택부문은뉴욕시총에너지소비량의 37% 이상을차지한다. 해

마다주택은매매전후로개보수되지만이때비용효율적인에너

지 및 물 효율 개선을 감안하는 경우는 드물다.

- 제안: 1-2명으로구성된가정의주택및아파트를매매혹은대형개보수시

재정적인압박으로인한매매가아니면간단한에너지및물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한다.

 

5) 보일러와 열배분 시스템의 효율 개선

- 문제점: 에너지 법규는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다.

- 제안: 난방시스템효율기준을향상시키고비효율적난방시스템설치를금

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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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6) 대형 냉방 시스템 효율 개선

- 문제점: 뉴욕사무용건물의에너지사용량의약 17%가냉방부문이차지

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냉방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상당한

에너지 수요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 제안: 오래되고비효율적인냉방설비를설치하는것을금지하여건물의효

율적인냉방시스템설치를장려한다.

 

7) 아파트 건물의 조명 효율 개선

- 문제점: 현주택관리법규상으로복도, 계단, 공동세탁공간등의조명과

관련한 규정은 백열등을사용하던오래된조명용어로정의되어있다. 

또한위공동이용공간의조명은항상켜져있어야한다고되어있

다.

- 제안: 기타지방법특히에너지법규에맞게해당법에사용된용어를최신

용어로갱신할것. 최소전구효능을구체화하고복도및계단조명은

함께쓸수있도록하고공동세탁공간의조명은센서식으로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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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 절감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8)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가정기기 설치 장려

- 문제점: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와같은가정기기들은건물에

너지소비에막대한영향을준다. 에너지스타인증을받은가정기

기는 보다 효율적이며 구하기가 쉽다.

- 제안: 건물 및 아파트 주인이 주방 및 세탁 설비를 건축할 때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가정기기를 구입하거나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구입하도

록 한다.

9) 아파트 건물의 건조기 작동 개선

- 문제점: 다가구주택의공용세탁건조기는자주사용되기때문에상당한에

너지소비를초래한다. 대부분의건조기는장시간을기준으로작동

(45분에서 1시간)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작동하게 된다.

- 제안: 공용 세탁건조기 작동 시간을 15분 이하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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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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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미국 신상품 냉장고 평균 에너지 소비량

10) 아파트 과도한 난방을 줄일 것

- 문제점: 대다수의아파트거주자들은개별난방제어시스템을갖추고있지

않기때문에겨울에불필요하게높은온도의난방을하게되며이

경우 창문을 열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 제안: 10년에걸쳐가정용건물의각방혹은각호의개별온도제어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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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하지 않는 호텔 객실의 기기 전원 오프

- 문제점: 호텔의빈객실에조명, 텔레비젼, 냉난방시스템등이종종전원이

켜져 있다.

- 제안: 객실키컨트롤러처럼마스터스위치를설치하여객실을비울때자

동으로 기기들의 전원이 꺼지게 한다.

 

 12) 대규모 공간의 경우 환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 문제점: HVAC(냉난방환기)시스템은실내공간이부분적으로이용되고있

거나비었을때에에너지를낭비하고가장북적일때에실외공기

를투입한다. 수요대응능동환기시스템(demand control ventilation)

은 실내로 필요한 만큼의 공기를 투입한다.

- 제안: 다양하게쓰이는대형공간의경우수요대응능동환기시스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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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동 전원식 조명 사용

- 문제점: 재실감지센서조명은실내로들어가면켜지고나가면꺼진다. 이

는실내로들어갈때언제나조명이필요한것은아니라는점과잠

깐이용하거나햇빛이들어올때를감안하면효과적인에너지절약

방법이 아니다.

- 제안: 스위치처럼수동으로작동하는빈공간감지센서와장시간공간이

비어있을 때 조명이 꺼지는 재실감지센서가 필요.

  

14) 영업 시간 이후 상가 조명 규제

- 문제점: 뉴욕의많은상가들이밤새조명을켜놓는다. 이는상가들이대부

분전력소모가많은조명설비를이용한다는점에서특히나에너지

를 낭비하게 된다.

- 제안: 영업시간이후진열대에이용되는조명외상가조명을규제하거나

상가가 문을 닫을 때 조명 전원을 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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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광이 들어오는 로비 & 복도 인공조명 이용을 줄일 것

- 문제점: 건축법은비어있는공간에과도한조명을의무화해놓고자연광이

들어오거나 비어 있는 공간에도 인공조명을 밝히게 했다.

- 제안: 뉴욕시빈공간조명요건을국가기준에맞추고필요한조명은자연

광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되자주이용되는공간의경우뉴욕시의

현 기준을 유지할 것.

16) 건설 현장 조명 효율 증대

- 문제점: 건설현장의조명기준은오래되어비효율적인조명설비를허용하

여 에너지 낭비를 부추긴다.

- 제안: 건설현장조명효율기준을갱신하고안전용조명은별도의회로를

이용하게 하고 발판이나 임시 통로는 자연광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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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뉴욕시 건물에너지 사용

17) 냉방을 위해 실외 공기 이용

- 문제점: 기온이충분히낮을때에는실외공기를이용하여건물실내냉방

이가능하다. ASHRAE 90.1은이에너지효율적방법이뉴욕시기

후대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 제안: 기온이 적절할 때 냉방을 위해 실외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HVAC(냉난방 통풍)시스템이 필요.

 

 18) ConEd 난방의 폐열 이용

- 문제점: Con Edison 난방에서구입한고온응축열이폐기되면서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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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 안전

●●    환경   

낭비되고있다. 그리고상당한양의식용수가응축열을하수관으로

폐기하기 위해 화씨 150도까지 냉각시키는데 낭비된다.

- 제안: Con Edison 난방이응축열을냉각시키는데필요한난방시스템을신

축하거나재건축한다. 이를통해상당량의에너지및물을절약할수

있다. 

 

※ Con Edison 지역난방은난방을위해도시하수관으로응축열을냉각시켜

폐기한다. 이응축열은보통화씨 212도에서폐기되기전에화씨 150도까

지 냉각된다. 보통 식용수를 응축열에 더하여 냉각시키므로 물과 에너지

모두낭비된다. 100가구건물은매년 75억Btu의열을소비한다. 위 18번의

제안을통해 5억 5천만 Btu의열을절감하고 70만갤런의물을절약할수

있다.

 

19) 설비 통기

- 문제점: 보일러를건물측벽에서통기하여비용을절감함으로써효율적으

로기기를이용할수있으나종종건물조사관들이당국의가이드

라인이명확히기술되지않았다는이유로측면통기를인정하지않

곤한다. 이는건설업자들이효과적인설비를설치하는것을방해

한다.

- 제안: 건물측벽통기가허용되는물리적인조건을 정립하고 명시하되 이

기준이 국가 기준과 일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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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일러 관련 규정 현대화

- 문제점: 뉴욕시의보일러관련규정은현대기술과동떨어진오래된기술을

기반으로 1973년에 성문화 되었다.

- 제안: 보일러전문가, DEP Air Engineering staff, 녹색법규태스크포스멤

버들모두보일러기존관련규정을검토하고개정안을마련해야한

다.

  

21) 사무실 조명 전력 요건 완화

- 문제점: 오래된전력법조항은사무공간이에너지법상으로허용되어있는

양의세배의조명전력을보급용량을확보할것을의무화한다. 이

는 냉방 부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비싼

HVAC(냉난방통풍)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제안: 에너지법과 보다 잘 맞는 조명전력 용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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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콘크리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 문제점: 시멘트생산하는데있어콘크리트성분의대부분은상당량의에너

지를소모하고이산화탄소를배출한다. 콘크리트의성분인시멘트

는 손쉽게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자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안: 콘크리트의허용된시멘트양을제한하고손쉽게구할수있는산업

부산물과 같은 유사 자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23) 기능성 콘크리트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 문제점: 뉴욕시현행건축법은제설제에노출되는콘크리트에사용되는재

활용 자재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 제안: 콘크리트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활용 자재 비율을 최대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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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그림 1-8> 세계 탄소 배출량
 

24)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문제점: 수수료를지불하는것은일반적으로건물시스템에적용되지않는

품질보증절차이다. 종종생략되고는하지만수수료를지불하는것

은설계및설치상의결점을확인하고바로잡는데효과적이며건

물 고성능 및 에너지 고효율을 달성한다.

- 제안: 모든신축건물, 대형개보수및 5만ft² 이상의확장공사에수수료를

적용하고 5천ft²~ 5만ft² 규모의사업에건물합격테스트를의무화한

다.

 

25) 조명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 38 -

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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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조명시스템은날이갈수록정교한센서및제어장치에의존하여에

너지소비를절감하고있다. 이시스템들은설치이후에반드시확

인 및 조정하여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안: 조명센서및제어장치기능을검사하고설계한대로작동하는지확

인할 것.

  

※뉴욕시탄소배출량의 16%를조명이차지한다. 26번제안사항을통해 3년

이하의 재정 회수기간 동안 조명용 에너지 5-15%를 절약할 수 있다.

 

26) 통풍구를 통한 누출 감소

- 문제점: 통풍구와 통풍기가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낭비됨

- 제안: 모든통풍구를확인하여밀폐하고신축혹은개보수시에는통풍구를

조절

 

27) 보일러 효율 검사 및 조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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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환경보호국은 3년에한번대형보일러에한해서보일러연소효율

검사를한다. 매년검사하게되면고장을확인하고조절할수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보일러를 작동시킬 수 있다.

- 제안: 시간 당 2백만 BTU 이상 생산하는 보일러나 5만ft² 이상의 건물의

보일러를매해검사하고필요에따라보일러청소, 조절, 보수를의무

화함. 이 내용은 이미 시 당국이 검토 중에 있음.

 

7. 에너지 & 탄소 배출: 운영 및 유지보수

2030년 뉴욕시 부동산의 85%를 현재 기존 건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사용에있어서그운영에따라각건물마다설계와실제이용사이에

큰차이를보인다. 이는낡은설비교체결정및매일운영스케쥴과유지보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 운영은 소홀하고 유지 보수는 미뤄져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막대한

운영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장에서는세입자및건물운영자들이에너지사용에대한인식을향상시

키는것을목표로한다. 승인이되는대로신축대형건물은주요시스템과세

입자공간의에너지사용량을측정할수있는미터기를사용하고자동에너지

기록을 의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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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년 마다 대형건물 재정비

- 문제점: 아무리잘설계된건물시스템도시간이지나면최적의성능을보

이지 못한다.

- 제안: 7년마다 5만ft² 이상의건물은대형건물시스템을재정비하여재검

사를받아야한다. 이와유사한제안사항은본보고서발행이전에법

제화된 the Greener, Greater Buildings Plan에 통합되었다.

  

2) 세입자의 공간 에너지 사용량 측정

- 문제점: 일반적으로상업용세입공간에서사용되는전력량은측정되지않

기때문에세입자들은에너지소비량에대해인식하지못하여과도

한 에너지 사용과 낭비를 초래한다.

- 제안: 10,000ft² 이상의신축상업용세입공간의전력사용량을측정한다. 이

와유사한제안사항은본보고서발행이전에법제화된 the Greener, 

Greater Buildings Plan에 통합되었다.

  

※뉴욕주(州)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다세대주택세입자의전력사용량측

정으로 아파트 전력 소비량의 약 17-27%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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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3) 건물 운영자들에게 에너지 효율 교육

- 문제점: 건물운영자의현행요건은효율적인건물운영과에너지효율혹

은 전체 건물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제안: 50,000ft² 이상규모건물의운영자는에너지효율적운영에대한교

육을받고자격증을받아야한다. 이에대한적절한교육과자격요건

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비를 마련한다.

 

4) 건물 에너지 이용 자동 기록

- 문제점: 많은건물관리자및운영자들은건물에너지시스템이효과적으로

(혹은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있는지잘모르고있기때문에시스

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에너지 절약 기회를 놓치고 있다.

- 제안: 50,000ft² 이상규모의모든신축건물은건물관리자및운영자들에

게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에너지관련데이터를기록하는건

물통제시스템 전산화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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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그림 1-9> 일반적인 건물 관리 시스템 

5) 상업용 냉난방통풍 시스템 검사 및 유지 보수

- 문제점: 정기적으로냉난방통풍시스템을검사하고유지보수하지않으면

에너지 효율, 열쾌적도, 실내 공기 질을 보장할 수 없다.

- 제안: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통풍 시스템 검사 및 유지보수에 ASHRAE 

180P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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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절감                   - 비용

○     보건 & 안전

●●     환경

6) 최고 난방 온도 및 최저 냉방 온도 설정

- 문제점: The City Multiple Dwelling Law는난방이필요한계절에최소실

내온도를규정하고있으나최고온도는설정하지않아과도한실

내난방이이뤄지고있으며냉방이필요한계절에도실내온도규

정이 없는 실정이다.

- 제안: 중앙겨울난방및여름냉방시스템의온도규제타당성연구수행

  

 8. 건물 복원성

 뉴욕의역사적으로중요한건물들은에너지및냉방가격이저렴해지기전

에지어졌기때문에주광및자연통풍을이용할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실제

로공동주택법상으로채광과통풍에대해여러차례언급되어있다. 그러나 2

차대전이후뉴욕의건물들은점점더전력조명과기계설비및외부공급에너

지에의존하게되었다. 허리케인카트리나가보여주었듯이건물들은에너지공

급이 떨어지면 지탱하기 어렵거나 거주가 불가능해진다. 

뉴욕은해안선이 580마일이넘는군도여서홍수에극도로민감하며전력여

유용량이미미하기때문에단전에취약하다. 뉴욕의건물들은긴급상황에시

민들에게거처를제공할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그기능을조속히회복해야

한다. 기후변화와테러리즘문제가잦아짐에따라건물의보호기능이향상되어

야할필요가있다. 건물수준의복원성(탄력성)을향상시키면뉴욕시장사무실

의지속가능성장기 계획에 따라전력망, 하수및 교통시스템등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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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복원성(탄력성)은오랫동안건설업계에서심도있게발전하여모범적인

제도로널리 인정받고있는 LEED로구체화된 다른 그린빌딩 계획과는달리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이장에서는당장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제안사항들을포함한정

책 변화 내용을 제시한다. 

이제안사항들은첫째, 홍수면을재정의하고새로운건축법규에홍수관련

부문을추가하는것과둘째, 단전이되었을경우에도적은에너지로기능을유

지할수있도록하는것뿐만이아니라비상예비시스템을통해서건물기능

을유지할수있도록건물거주성에대해서언급하고끝으로아직잘알려지지

않은해수면상승, 강풍및호우등의 기후변화가 건물에미치는영향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상되는 기후변화를 기초로 2080년 홍수 범람도 작성 및 활홀용

- 침수가능지역 저장 유독성물질 보호

- 침수 대비 적응 계획 연구

- 침수 외 기후변화 위험 대비 적응 계획 연구

- 2080년까지의 침수 외 기후변화 위험 예측

- 정전 발생 시 거주성 유지 전략 분석

- 정전 발생 시 화장실 및 개수대 작동 확인

- 정전 발생 시 건물 내 물 공급 개선

- 환경영향보고서에 기후변화 부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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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뉴욕시 해수면 3m 상승

※뉴욕은 580마일이넘는해안선을끼고있어미국어느도시보다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뉴욕시 기후변화 패널에 따르면

2080년까지해수면이 12-23인치상승하고뉴욕시의기후는현재북부캐

롤라이나의 기후와 비슷해질 것이다.

<그림 1-11> 건물 옥탑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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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뉴욕시 기온 상승 예측

            

<그림 1-13> 뉴욕시 해수면 상승 예측 
  

9. 자원 보전

매년전세계적으로소비되는물질의총 40%인약 30조톤이건설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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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고있다. 이와같은대량의물질흐름은생산주기단계별로막대한영향

을초래한다. 이를테면, 삼림벌채는삼림파괴를, 광물추출은유해한노천채

굴및수로오염을초래한다. 건축자재의생산및운송으로에너지와수자원이

소비됨과 동시에 오염물질을 발생한다. 전국 고형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축폐기물의경우정원폐기물은적고인구밀도가높은뉴욕시의비율은이보

다 높은 60%에 해당한다.

건축자재로인한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우선내구성이강한자재를이

용하여유지함으로써소비를줄이는것이다. 대부분의자재들은재사용이가능

하며새로운자재생산에재활용될수있다. 이는인증된건축자재및건설과

정을 토해서 실행될 수 있으며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장에서언급되는제안사항들은건축폐기물의재사용및재활용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의폐기물처리시스템은폐기물처리장에서혼합건축폐기물을따로

처리하거나별도의처리장으로이송하여처리한다. 뉴욕시는건축폐기물의약

70%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LEED 2포인트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부재활용가능한자재들이이와같은시스템에서유지되기에는너

무취약하기때문에별도의공간에서생산되어야함을언급하고있다. 더불어

다른 폐기물들이 현재 시스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여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자재 생산에 해당 폐기물을 재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활용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건물의 재활용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거주용 건물에 재활용 공간을 갖추도록 제안한다.

 

- 건축폐기물 재활용

- 아파트 건물에 재활용 공간 제공

- 콘크리트에 재활용 골재 이용

- 재활용 아스팔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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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채취 가능한 목재 이용으로 삼림 보호

<그림 1-14> 톤당 자재 재활용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10. 물 효율

 뉴욕시기후변화패널에따르면 2050년까지뉴욕시가뭄빈도는 2배가될

것이며 21세기말에는 5배로증가할것이다. 물보전은기후변화혹은기반시설

취약성으로단수가될경우도시의존속을위한일종의사전대책에해당한다.

1990년대뉴욕시환경보호부는주거용건물을계량측정하여물공급시스템

의누수문제를해결하고화장실환불프로그램을제도화하였으며이로인해

1988년뉴욕시 1인당일평균 208+ 갤런의물사용량이 2006년 3월 1인당 134

갤런으로 떨어졌다.

 물 소비량은 기존 낭비가 심한 배관 설비 및 공급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상당량줄어들수있다. 이를위한여러가지시도에더하여뉴욕시는우수포

집및폐수정화를시작하였으나뉴욕시법규정상허용되지않는문제들이있

다.

 이장에서는뉴욕시세입자및건물주들에게낭비되고있는물이용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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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알리기위한제안사항들을담고있다. 몇몇사항은극도로낭비되고있는

물소비행태를금지하고배관설비개선및건물개보수를통한효율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물소비량을줄일수있도록하며시규정을개정하여우수및

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물 이용 효율 기준 향상

- 건물 개보수 시 저효율 화장실, 샤워기, 수도꼭지 효율성 개선

- 물 이용량 계측을 통한 누수 확인

- 물 재활용 촉진

 

                

<그림 1-15> 뉴욕시민 가정내 1일 식수량

<그림 1-16> 화장실 효율개선으로 인한 물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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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雨水)

미국 북동부는 홍수 문제가 심각하다. 

자연상태에서는우수가여러경로를통하여강이나호수로흘러가지만도시

에서는별도의우수처리시스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자연적인수문학적처

리를활용하는지역기반우수처리시스템구축가능성이논의되고있다. 뉴

욕항정화를위한연방규정이 PlaNYC가뉴욕시의수로 90% 개조목표와병행

하여 폭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우수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폭우로인한 “통합폐수범람” 문제로뉴욕항오염이심각해지고있다. 이문

제 해결은 일부 지역 범람을 방지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장에서는뉴욕시의우수문제를두영역으로나누어담고있다. 현재우

수처리요건은일부대형신규개발지역에한하고있으나그요건마저도충분

하지않기에기존제한영역을다양하게확장하도록하고, 우수피해방지를위

한 기술 영역을 확장하도록 제안한다.

1. 노면 포장율 저감

2. 신규 개발지역의 유거수 감량

3. 건설현장의 유거수 감량

4. 빗물을 수로로 유도

5. 우수처리 혁신화 촉진

6. 지역기반 빗물처리 시스템 유지

7. 기존 개발 지역의 유거수 감량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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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The Staben island의 '블루벨트'

12. 도시 생태 

이장에서는도시생태의관점에서현재뉴욕시면적의 8%와불침투성노면

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 공공 영역의 경관 상 생물다양성 향상

- 보도용 가로수 다양성 향상

- 지속가능한 보도 건설

- 100년 이상 된 나무 보존

- 건설기간 동안 가로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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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보수성 포장재 이용한 가로수

              

 <그림 1-19> 가로수와 건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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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단열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춘 런던

제1절 환경위원회 단열화 사업 논의(런던시의회)

1. 환경위원회 구성 

- Darren Johnson (위원장)      녹색당

- Murad Qureshi (부위원장)    노동당

- Gareth Bacon                보수당

- James Cleverly               보수당

- Roger Evans                 보수당

- Nicky Gavron                노동당

- Mike Tuffrey                 자유민주당

  

2. 주요내용

- 런던시의 기존 주택 단열 개선의 혜택 및 장벽은 무엇인가?

- 이전단열계획의강점및약점은무엇이었으며, 향후계획에주는교훈

은 무엇인가?

- 런던시장존슨의단열화계획이어떻게실천될것이며, 이를어떻게주

택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적용할 것인가?

- 단열공사가어려운아파트단지, 개인임대주택및낙후된주택등런던

내 단열화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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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 서문

 주택단열은크게주목받지못하고있으나지붕및벽단열등돈을절약하

고탄소배출을저감하는데에는가장효과적인주택개선방법이다. 점점더많은

사람들이단열개선이주는편익을인정하고있으나런던의단열비율은국가

수준에못미치고있다. 본보고서는런던주택단열화비율이낮은이유와이

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검토한다.

 런던 시장은 연료빈곤문제를언급하면서이산화탄소배출저감목표를확고히

한바있다. 본보고서는몇가지사례를통하여이목표를달성하는데주택단열

화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4. 주요사항 

1) 요크셔 서부 커클리즈(Kirklees in West Yorkshire)

- 주택단열화절차간소화로주택단열화성공. 이에반해런던단열화계

획은복잡하고지원부족으로시민들의참여를저하시킴. 런던시는단열

화절차를단순화하여전화한통으로관련정보를제공, 건물주가 적당한 비

용으로보수할수있도록조언, 설치업체방문까지주선할수있어야함.

 2) 런던 주택 개선으로 인한 각 세대주 및 지역의 경제적 혜택 강조

- 현재단열화비율로는런던주택전체를단열화하는데 65년이상이걸

릴것이고이는런던시장의탄소저감목표를달성하는데 50년이나늦어

짐을 뜻한다. 연 9만 호 단열사업을 위한 단기 계획 확장 필요

 이를 위한 전략적리더쉽과단열화사업의통합적시행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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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런던시내의개인주택단열화현황을검토한바, 런던이국가단열화수준에

미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음. 연료비상승및단열화를통해얻을수있는

혜택, 탄소배출량저감을위한과감한조치를감안할때런던주택단열화수준

대폭 강화해야 함.

런던내약 250만호가벽체단열로혜택을볼수있으며, 100만호이상다락

방 단열 개선 필요함.

1) 개인주택 단열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1) 공동임대주택보다 개인 주택이 에너지 비효율적

(2) 구청 입장에서 수백 만 건물주의 참여가 필요한 개인 주택 

단열화 사업에 비해 지원만 충분하면 공동임대주택 개선이 

쉬움

- 런던내시행된단열화사업수를정확히수치화하는것은어려운일이나

2007년런던에서 4만~5만5천건의단열화사업이시행되었음을추정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단열화 사업은 정부 지정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Warm 

Front Scheme을통해런던은 2007/2008년에겨우 5천건의단열화사업

을 시행하여 미미한 성과를 보임.

- 이보다 규모가 큰 에너지효율성 의무화 사업(현재 탄소배출저감목표, 

CERT: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에서도런던의사업지원금비

율은 낮게 나타남. 

- 에너지효율성의무화사업아래런던은지난 2년간 4.5% 이하의단열화

사업을시행하였으나이는런던이전국인구의 12.8%를차지하고있음

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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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1: 산업감시기관인 Ofgem이정기적으로지역별 CERT(탄소배출

저감목표) 이행 수치를 작성할 것을 요청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60-80%까지저감하기위해거의모든주택에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과 같은 보수가 필요.

- 지금과 같은 단열화 수준으로는 런던 주택 전체를 단열화 하는데 꼬박

65년혹은그이상이걸릴것이므로런던시장이선언한 2025년까지탄

소배출량을 60% 감축목표 달성은 50년이나 늦춰질 전망.

- 런던내 30만가구이상이연료빈곤층에속하며이수치는계속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렇게시급한문제해결을위해주택단열화사업을 ‘연료비저감을통

한 연료빈곤층 구제’의 주요 수단으로 삼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제안사항 2: 런던시장이발표할기후변화및에너지전략에서어떻게주

택부문의탄소감축목표를달성할것이며증가하고있는연료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설명할 것. 

주택 단열화 사업의 모범 지역인 북부 요크셔의 커클리즈(Kirklees)는 The 

Kirklees Warm Zone 아래각가정을방문하여전체가구의 3분의 1까지주택

내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무료단열을해주는것을목표로지난 3년간최소

4만에서 최고 6만 호 단열화 사업 실행. 

2) 커클리즈 주택 단열화 계획 성공요인:

- 적극적인행정(정치)적지원, 주민들에게무료단열및추가지원기금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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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이고 간단한 단열 사업계획

-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단열화 사업관련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역

사무소. 이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사업으로 업계 역량 유지 가능.

3) 런던 단열화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1) 런던은 CERT(탄소배출저감목표) 실행이 저조하여 주택 단

열화 사업 지원용 기금 수백만 파운드를 놓치고 있음(1인당 

8% 정도 기대치 이하 수준). 에너지 공급자들은 최저 비용으

로 탄소감축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조건이 복잡하

며 보수가 힘든 주택이 많은 런던의 단열화 사업을 꺼리고 

있어 런던 내 단열화 사업 수준이 저조. 

 

○제안사항 3: 에너지기후변화부가런던의단열화사업기금부족문제를해

결하기위해 CERT 관련규칙을재고하고보수하기힘든주택문제를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2) 런던의 여러 계획을 다양한 기관이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경향이 있으므로 단열화 사업 절차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4: 런던의여러계획들을최대한통합하여시민들이전화한통

화로관련상담및지역별최적의사업체연결및사업시행을돕도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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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 사업체들이 런던 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

어 업계 역량이 부족한 실정.

○ 제안사항 5: 런던 내 단열화 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런던 개발국(London 

Development Agency)의 지원 및 교육 투자 촉구

개인주택단열화계획은대다수건물주의참여에달려있다. 전문가들도복잡

한단열화절차와비용과편익에대한이해부족으로시민참여가저조하다는

데 동의. 

4) 단열화 사업 시민참여 증대 방안:

(1) 체계적인 단열화 사업 상담을 위해 지역별 각 가구 방문 런

던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소극적인 건물주들의 참여

에 효과적일 수 있음.

 

○제안사항 6: 런던시장이협력기관들과함께런던내지역기반계획수립.

(2) 지방세환급제도 : 런던의 3개 지역구에서 적용되어 일부 성

공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보다 많은 성과를 보임.

두방법모두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외에보다다양한단열개선지

원방법과 함께 적용할 경우 런던 내 보다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5) 런던 주택 단열화 문제점:

(1) 런던은 다락방이나 이중벽(중공벽) 단열과 같은 일반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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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주택 비율이 전국 수준 보다 높

은 편으로 이들 대부분은 고형 벽체(solid wall)로 지어진 주

택. 런던이 단열화로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

분의 2 이상이 고형벽(solid wall)의 단열화에 달려 있음. 

(2) 런던 내 개인 임대주택 비율이 높음.

○제안사항 7: solid wall 형태의개인주택단열화시범사업을추진, 런던

내 solid wall 주택 60%를 대상으로 단열화 사업을 지원. 

○제안사항 8: 기존인센티브적극홍보, 각지역구최악의에너지등급주택

공개로 개인 임대주택의 단열화 사업 참여 증대

기후변화및연료빈곤문제해결을위한런던시장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서는런던내주택단열화사업증대를위한전략적접근과쉽게달성할수있

는 목표 이상의 계획 필요. 

○제안사항 9: 단기적으로주택연 9만호단열화실행, solid wall 주택단열

화사업 대폭 확대등을통한단열화사업확장. 기존 계획 확대및단열

업계 사업 확실성 보장, 해당 계획 실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

 

제2절 서문

 1. 단열화 주택의 장점

 1) 에너지 비용 절약

주택 단열 개선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구당 연

250-300 파운드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solid wall로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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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일수록 단열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2) 탄소배출저감

기후변화는지구적인문제이지만가정에서이뤄지는조치는중요한해결책

으로단열을통해런던가정부문연탄소배출량의 4분의 1 가량을줄일수있

다.

 

3) 따뜻하고 건강한 집

 단열이되지않은집은춥고습하며이로인해감기나폐렴등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장마비, 발작 등의 위험이 커진다. 

 이 보고서는 민간 부문 주택에 초점에 맞춰 런던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열

계획의효과를평가하였는데영국내다른지역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단열화

수준이낮게나와런던시장이선언한탄소감축목표및연료빈곤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런던의단열화사업비율이낮은몇가지이유는단열화계획자금을지원

하는에너지공급업체입장에서는런던외지역에서단열화사업을하는것이

저렴하고, 런던의기존사업계획이너무복잡하고기존인센티브와지원이시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런던보다훨씬작은도시인커클리즈의사례를참고하여기존단열화계획을효

과적으로운영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단열화 업계에서 ‘녹색일자리

(green job)’을늘려나갈것을제안한다. 더불어중앙정부는런던이적당한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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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낙후된 런던 주택 

 

1. 런던의 단열 낙후 주택에 필요한 개선사항

1) 벽체

약 80%의 런던 주택이 벽체 단열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1) 벽체 단열 종류

-  주택 벽체가 비어있는 형태일 경우, 이중벽(중공벽) 단열

-  Solid wall 단열은 solid wall로지어진주택이면내부나외부어디든가

능하다. 런던의 주택 60%가 solid wall 형태의 주택이다.

 

이중벽으로된주택약 3분의 2 정도가벽체단열이되지않았으며, 런던내

solid wall 주택의 대부분이 단열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지붕

대부분의주택은다락방일부를단열하고있으나다락방단열을개선하게되

면 전체 주택의 4분의 1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3) 창문

런던전체주택 3분의 1이단창(單窓) 주택이며 2분의 1 이상이전체적으로

이중창을 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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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런던 내 단열이 부족한 주택의 수

필요한 조치 단열이 필요한

총 주택 수

다락방 단열 1,174,000

이중벽(중공벽)단열 836,000

Solid wall 단열 1,607,000

이중창 1,620,000

           주:  런던 내 2억 9천 2백만 주택에 기초하여 Energy Saving Trust가 환경위원회에 

                제공한 추정치 (출처: 보고서 p.15)
 

소유권별수치가따로나와있지않기때문에위수치들은전체주택수에

해당한다. 여기에서중복성때문에단열이필요한전체주택수에단열개선이

필요한각부분의수가합산되지않음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 일

부주택은벽체및다락방모두단열이필요할수있으며이중창도필요할수

있다.

 

2. 런던 내 단열화 사업 진행 규모

런던내시행된단열화사업수를정확히확인하는것은어렵다. 보고서작성

중에 런던시장, 에너지절약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 에너지기후변화부

모두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수집된정보에의하면 2007년런던에서 4만~5만5천건의단

열화사업이시행되었으나여전히국내기타지역들보다런던의단열화사업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단열 사업과 관련 수집된 정보의 분석은

부록 2 참조).

 대부분의단열사업은정부지정계획하에진행되었으며, 환경위원회의분

석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인 에너지효율의무(the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 프로그램을통해 2007년에 3만5천~5만건의단열화사업이

시행되었다. 그외대규모기금인Warm Front를통한단열화사업은 2007 / 08

년에 걸쳐 런던 내 5천 건 이상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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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의무화 사업(EEC - 現 탄소배출저감목표 CERT)을 통해 시행된

단열화사업및기타탄소저감계획에대한정확한정보가부족하여런던시장

및 시의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실행하고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제안사항 1

산업 감독기관인 가스전력시장사무국(Ofgem: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은정기적으로지역별탄소배출감축목표시행수치를수집하고공개해야

한다. 

현재런던내단열화수준으로는기후변화및에너지가격상승, 연료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3. 기후변화

런던탄소배출량의 38%가가정부문에서나오며이들대부분의주택은 2025

년까지 계속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런던시장은 2025년까지 1990년수준탄소배출량의 60% 감축을선언하였

으며이에더하여런던계획(London Plan)은 2010년까지최소 15% 감축을예

상하고있다. 전런던시장의기후변화대응계획에따르면해당목표를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BAU대비 이산화탄소 3천3백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60-80% 감

축하기위해서는보수가능한주택전체에다락방이나이중벽(중공벽) 단열조

치를 해야 할 것이며, 현 정부계획 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solid wall 

단열, 열펌프,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고비용 기술도 적용해야한다.

 주택을단열및이중창으로보수하면런던가정부문탄소배출량전체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4.2백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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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료 빈곤

이렇게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열화를 ‘연료비 저감을

통한연료빈곤층구제’의주요수단으로삼기위한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난방용연료에수입의 20% 이상을지출하는가정을연료빈곤층이라고한다. 

전체수입을놓고보면 30만가구이상이런던내연료빈곤층에속하며, 주택

비용같은기타고정비용을감안할경우이숫자는 76만가구에달한다. 지난

2년간연료비상승으로연료빈곤층수는급증했으며이번겨울에는더큰증

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런던시장은런던기후변화및에너지계획이어떻게중앙정부의에너지정

책목표달성에기여할것인지제시해야한다. 중앙정부는 2010년까지취약가

정의연료빈곤문제를근절하고 2016년까지전체가정으로확대하는것을목

표로하고있으나연료빈곤상태가심각해지면서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

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런던시장인리빙스톤은 ‘런던시민들중특히취약계층에게저렴한난방

을보장하여연료빈곤문제를근절’하는것을에너지정책주요목표로삼았

다. 이는단열수준을개선하는등주택의에너지효율을향상하는것을포함한

다. 후임 시장존슨은이런던 주택 부문의에너지효율개선목표를수용하고

주택계획안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 제안사항 2

런던 시장은 기존 주택부문의 탄소감축 규모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이번 기후변화 및 에너지계획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에너지빈곤문제근절을위한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조치도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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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범사례: 커클리즈(Kirklees)

커클리즈는인근지역의주택부문에너지효율개선의선두주자로명성이자

자하다. 커클리즈의사업계획은적극적인행정적지원과해당사업전용자금

지원, 종합적이고간단한실행계획으로지역단열사업수를대폭향상시킬수

있었다. 

커클리즈는허더스필드(Huddersfield)와인근요크셔지역을포함한다. 커클

리즈의 주택 수는 166,000가구이며 이 중 4분의 3 이상이 개인 소유이다.

1) Kirklees Warm Zone

Kirklees Warm Zone은영국내가장야심찬단열화계획중하나로 3년동안

에걸쳐커클리즈내각주택을방문하는것을목표로하여취약계층만이아니

라지역내전주택의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에성공했다. 커클리즈는

2010년 9월까지각가정의단열화비율을 55%까지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

고 있다.

Warm Zone 프로그램은구역별각거리별로시행되었으며, 각가정을방문

하여단열화관련조언을해주고단열화보수작업을시행하였다. 의회는확보

하고있는정보에따라각구역을선정하여저소득층및노년층가정등우선

순위의가구들과기타가정사이의균형을맞추었다. 이러한노력으로계획의

사업자금을지원하는에너지공급자인 Scottish Power가 CERT(탄소배출저감

목표) 사업의 40%를취약가구대상으로시행하도록하는규칙을준수할수있

게 되었다.

단열화 계획 담당자들은 주민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에 호별 평가를 마치고

이평가절차를통해각세대주가단열화사업수혜조건에해당하는지혹은원

하는지아니면기타서비스를원하는지확인한다. 여기서기타서비스라함은

부채및혜택에관련한조언, 일산화탄소경보, 화재안전점검소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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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과 관련한 조언 등을 포함한다.

2) The Kirklees Warm Zone 관련 주요 통계

Kirklees Warm Zone은 2007년 4월 발표되어 향후 3년 간 운영됨.

이계획은지방의회가 Warm Front와 CERT 지원금에서차용하여 2천만파

운드이상을확보하고있다. 최소 4만에서최고 6만가구를단열화할경우이산

화탄소 연 2만3천~5만5천 톤을 감축할 수 있다.

2008년 8월 현재:

1만 3천가구가단열화사업의혜택을받았고, Warm Front로위탁하여 2천

가구가 중앙난방이나 기타 난방 개선 혜택을 받았다.

최초 4구역에서주민 4천명이상이혜택을받았고해당주민들은약 411,218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계획은 75개의 상근 및 58개의 비상근 직업을 창출했다.

전체주택의 4분의 1은이미단열개선을했거나단열하기힘든주택이어서

이단열화계획의혜택을받지못하였다. 커클리즈의계획도다락방이나이중

벽(중공벽) 단열로는단열개선이힘든주택의경우단열화사업을시행하지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

3) 커클리즈 사례의 교훈

커클리즈와런던은일부비슷한문제들이있지만인구나면적면에서비교가

힘들다. 커클리즈의 에너지 공급자들도 대도시의 높은 운영비용을 겪고 있는

반면, 런던의 solid wall 주택비율은높지만커클리즈는매우낮은비율을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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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클리즈 계획의 주요 강점

 (1) 행정(정치) 및 자금 지원

커클리즈계획은커클리즈의회의다양한정당이지지하고재정지원이잘되

었기 때문에 사업 확대 실행에 도움이 되었다. 

커클리즈의회내각은이계획을승인하면서전체가구가무료로단열개선

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초예산 1.6백만파운드-최초계획은보조금 65파운드

를 지급하는 것이었음-에서 9백만 파운드로 확대하였다. 

커클리즈공무원들은무료단열개선서비스로주민들이비용문제로고민하

지않고해당계획에참여할수있었다고생각한다. 커클리즈는일부기금을다

락방에서물건들을옮기거나다락방에쪽문을다는데추가지원하여번거로움

을줄였다. 커클리즈는단열화사업이무료임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사업참

여를 거부하는 이유가 ‘번거로워 하기 때문임’ 을 알게 되었다.

 

(2) 참여절차 단순화

커클리즈주민들이Warm Zone을호평하는것은계획담당자가직접가정을

방문하고모든구체사항을직접처리하여그절차가간단하기때문이다. 세대

주들은 이를 통해 각 주택에 알맞는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며적당한가격의서비스를받기위해여러곳에전화하고확인하는번거로

움을 줄일 수 있다.

 The Kirklees Warm Zone은단열화계획실행을위한실제지원및상담을

위한담당사무소를세워거의모든세대주들을일대일로만나종합적인정보

를 제공하여 커클리즈내 주택 25~35% 단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커클리즈주민을면담한결과가정방문당시단열화관련점검

과동시에필요서류작성이완료되었고바로보수공사날짜를잡았으며공사

완료후최종점검에이르는모든절차가가정방문후 3주안에처리되었다고

답했다.



- 71 -

(3) 세대주 참여 촉구

커클리즈 의회는 직접 방문을 통한 계획 실행과 무료 단열화 사업을 통해

Warm Zone 사업의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기타 요인으로 에너지가격 상승과

단열화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커클리즈단열화계획은주민들이주택단열화와관련해서직접상담을받을

수있도록하였는데이를위한가정방문은사업시행을가로막는장벽을최소

화하고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주요사업과함께다락방청소, 에너지효율대출, 단열화가힘든주택

의단열화계획등다양한서비스를한데묶어모든주민들에게최대한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4) 단열화 업계 역량 구축

커클리즈의회는단열화사업체들에게몇년간지속적으로사업성을보장해

주어커클리즈Warm Zone 계획이많은단열화사업을상대적으로빨리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열화사업비율의조절은단열화계획이구역별로실행되었기때문에가능

했던것으로보인다. 해당계획이홍보가되었더라도주민들은각구역에서계

획이 실행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구역별실행계획은단열공사가에너지가격상승과같은외부요인에의한

일시적인변화가아니라꾸준히유지되는데일조한다. 커클리즈의회는주민

들의전화신청으로계획을실행할경우사업신청수도적을뿐만아니라공

사도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해당단열화계획이지역내단열사업을대폭증가시키면서초기공사는외

부사업체들이시공할수밖에없었으나이후Miller Pattison이라는업체가 1년

에걸쳐사업역량을키워현재커클리즈에유통점을내고직원 75명을고용하

였으며그중 35명이커클리즈출신이다. 이업체는커클리즈단열화계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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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위해늘어나는교육수요에맞추어이지역에단열화업계국내교육센터를

세웠다.

(5) 결론

커클리즈 Warm Zone 사업에서 구역별 접근 방법의 장점

- 직접가정방문은주민들에게상담을통해단열화사업을선택할수있게

해주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단열사업의안정적인보급으로주민들은오래기다리지않아도되고업

계는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업계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음

- 하나의사업계획아래여러서비스를연계하여간단한절차를통해다양

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7. 런던 단열계획 평가

1) 런던 내 에너지 공급업체 기금지원

런던 시민들은 에너지 요금을 통해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그로인한혜택은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이며시민들의주택단열사

업에 필요한 수 백만 파운드가 새어나가고 있다.

 에너지공급업체들은 CERT(탄소배출저감목표)에따라주택부문탄소배출

감축사업기금을지원해야한다. 탄소배출감축을위한사업으로단열화, 에너

지고효율전구교체등에소요되는비용은시민들의에너지요금에서지불되는

데 Ofgem이 추산한 결과 해당 사업 비용 전체를 시민들이 지불하게 될 경우

각 가정에 에너지 요금이 연 35파운드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환경위원회에제출된자료에의하면런던은단열

화 조치에 있어 1인당기대치보다 약 8%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자료가

정확하다면, 런던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에너지효율의무화 기금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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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파운드 이상 놓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해당기금이두배로늘어난것을감안하면손실액규모는상당할것

이다.

 이보다훨씬적은금액의정부지원Warm Front 계획은런던내에서전국

비율정도로실행되었다. 2000~2005년의Warm Front 계획의평가에따르면런

던주택의 24%가정부의 Decent Homes(좋은집) 기준에따라매매되었으며이

는전국비율 25%에준하는수준이다. 여기서좋은집이란적절한단열과효율

적인난방설비를갖추고있음을뜻한다. 런던은물론이고전국적으로 58%의

저급 주택이 좋은 집으로 바뀌었다.

 다른지역과는달리핵심기금인 CERT(구, EEC)도런던에서는효과적이지

못하다.

 에너지공급업체들은탄소감축의무사업을최소비용으로실행하고자한다. 

Scottish Energy와 Southern Energy는에너지공급업체들이의무감축목표수행

을 위해서 비용효과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에너지공급업체의런던외지역의무감축사업지원이저렴하고쉬운이유:

-  런던주택의경우상대적으로에너지효율적일수는있으나오래된 solid 

wall 주택과아파트및개인주택의임대비율이높아단열사업이용이

하지않다. 전국주택의 40%가단열이어려운주택인반면에런던은 70%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  런던은 교통혼잡, 주차비 등 운용 비용이 더 비싸다.

 

○ 제안사항 3

런던이상대적으로적은기금을받고있다면에너지기후변화부는에너지공

급업체의무(CERT) 제도를둘러싼규정을재평가하여적절한규모의기금을할

당하도록해야한다. 이내용은 2011~2014년에해당하는다음적용기간에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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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에너지기후변화부는에너지공급업체의무제도를통해 solid wall 단

열등보다다양한단열조치를어떻게확대할것인지계획해야한다. 장기적으

로탄소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이러한사업들과관련된시장이필요하게될것

이고단기적으로는단열개선이힘든낡은주택비율이높은런던이혜택을받

게 될 것이다.

2) 복잡한 계획

런던내단열화사업절차및관련정보제공기관을최대한통합하고간소화

하여전화한통화로상담을받고단열화관련정보를얻을수있도록해야한

다.

 

(1）단열화 사업 신청 방법

여러계획이광고, 전단지, 에너지요금청구서, 지방정부간행물, 가정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열화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2）단열화 계획 홍보 최초상담

주택형태, 기존단열상태및재정적지원여부를확인하기위한가구수입

등의정보를수집함. 직접가정방문을하는계획도있고각가정별로상담전화

를 통해 단열화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함.

일부는단열사업업체에소개하거나단열화사업시공을위해서는다른사

업계획 담당자를 연결시키기도 함.

 

(3）주택 상태조사

 단열화 사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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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열 시공

 단열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나 세금 상환을 위한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 런던상담센터가부분적으로나마

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고지역별단열화계획으로연결해주는역할을시작했

으나아직도단열사업을신청하고자하는세대주와적절한시공업체를전부연

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별 계획사이의 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있어런던시장과시의회사이의협조를향상시키기위한합의문인런던시

선언문(the City Charter)의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제안사항 4

런던시장은 시민들이 주택 단열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할

방법을모색해야한다. 런던시선언문을이용하는것을생각해볼수도있고런

던내단열화사업에대한상담을할수있는런던전체통합상담전화서비스

아래 에너지 공급업체들을 통합시키는 노력도 생각해 볼 만하다.

3) 업계 역량부족

전국적으로단열사업체가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런던의경우해당업

계대부분이런던외지역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더욱심각하다. 단열화계획

에투자를늘리고통합하여해당업계가장기전망을가지고안정적으로단열화

산업에 대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복잡하고귀찮은교통문제및기타사업운용과관련한고비용때문에

업체들이런던내사업에참여하는것을주저하여단열화사업이지체되고있

다.

관련 사업 여러 건을 동시에 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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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을 것이다.

 런던단열화파트너쉽(The London Insulation Partnership)은각업계대표들

과정부및에너지공급자들이모여설립한단체로위에언급했던문제에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런던내단열화사업대폭확대를위해서는지역사업체들이늘어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단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열화사업및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런던시장이정의한바있는불황타

개투자사업에포함될수있으며노동력을런던주택기반시설개선에투입하

여 런던의 장기 전망 및 일반 거주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제안사항 5

런던개발국(The London Development Agency)는런던내단열화업계역량

강화방안을마련하여고용을창출하고탄소감축사업을도모해야한다. 런던단

열화파트너쉽(The London Insulation Partnership)은이를위한중요한협력단체

가 될 것이다.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런던개발국은 단열화 공사와 같은 기술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장기적으로기존주택보수를통해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고

‘녹색일자리(green job)’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8. 건물주 참여 촉구 방안

개인주택의단열화계획은다수건물주의참여에달려있으며건물주가단열

화사업에참여하도록할수있는여러가지유인(정보제공, 상담, 조언,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한다.

 다양한주택단열화계획의장점들을전문가들과논의한결과복잡한단열

화절차와비용대비편익에대한이해부족으로시민참여가저조하다는데동

의했다. 런던시민들은시간이오래걸리는일에거부감이있기때문에사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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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예로 British Gas는국내다른지역과달

리 런던의 경우 고객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상담 전화

및 시공업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업에 참여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여로유도하기위해서는세금이나현금환급의방법을쓰거나직접가정방문

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전문가들은건물주의참여를촉구하기위한유인을마련하는것이점점

더힘들어지고비용이많이들게되는것을우려한다. 옥스포드환경변화연구

소는 Home Truths라는보고서에서주택에너지효율최소기준을적용하여최악

의상태의주택들이개선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하였으며건설자연합도주

택 개선을 위한 에너지 의무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　구역별 계획

구역별 접근법은 커클리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런던에서는제한적으로적용되어왔다. 이구역별접근법은다락방및이중벽

(중공벽) 단열외에다양한방법과함께적용될경우소극적이었던건물주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역별계획은단열화계획담당자가체계적으로집집마다방문하여단열및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상담과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여러장점에도불구하고구역별계획이런던에서 확대되지못하는이유는집

집마다방문하여상담할수있는조사원고용비용때문인데런던의경우사람

들이집에있는시간이적기때문에여러차례방문을해야하기때문에더많은

비용이 든다.

 Kirklees Warm Zone과이와유사한다른계획들은다른서비스를해당계

획에통합하여주택방문조사원고용비용예산을함께부담함으로써이문제

를해결하였다. 런던Warm Zone 계획은일부지역에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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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구역별계획을실행하여런던내최저가로단열화사업을실행할수있었

다.

 런던내의구역별계획은주로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이필요한주

택들이 모여 있는 구역이나 연료빈곤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어

해당 구역의 주택들은 기존 계획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서비스들이통합될수록더많은수의주택이단열화계획의혜택

을받게되며가정방문방법이더욱비용효과적이게된다. 이방법은보수가쉽

지않은주택수가많은런던에적용해볼법하다. 주요관련기금인 CERT와

Warm Front도이러한주택개선비용을지원하는경향이적다. 커클리즈의사

례에서볼수있듯이, 이러한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한프로그램들은자금지

원이 가능한 구역별 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

 구역별접근법은사업참여가힘든계층의참여를촉구하는데유용할것이

다. Lewisham은 Energy Action Zone 프로그램하에 3개구역에걸쳐가정방문

을위한계획을완성하였다. 주요목표중하나는 ‘에너지효율과관련한다양

한상담과지원제도에대해서몰랐던시민들을찾아가는것’이다. Warm Zone 

모델에대한평가에서도가정방문을통해기존제도의혜택을받지못했던가

정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구역별 접근법은 아파트나 고층건물처럼

전체 건물의 단열 설비를 한꺼번에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런던의주택들은다양한형태를띠고있어서국가수준과달리단열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여태 런던 환경에 맞는 구역별계획은 상대적으로

널리 적용되지 못했다.

 

○ 제안사항 6

런던시장은 런던의 각 구(區) 및 에너지 공급업체, 에너지절약트러스트(the 

Energy Saving Trust)와함께런던의조건에맞는구역별주택단열계획을세우

고시민들에게단열및에너지효율관련상담을포함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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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직접 방문상담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2) 지방세 환급

지방세환급은시민들이주택단열화참여유인으로일부성공하기는했으나

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과같은손쉬운방법이상을실행하지는못했다.

 런던시장은지역구별단열화사업을위한지방세환급계획을세우도록촉

구하였다. 즉, 일정기간안에지역구별계획을마련하고 2009년봄지방세고

지서와함께해당계획에대한안내문을발송하도록하는것이다. 이계획을실

행하기 위한 기금 및 지원에 대한 구체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Croydon 의회는대표적인지방세환급성공사례이다. 이지역구는다락방

및이중벽(중공벽) 단열에지방세 100파운드를 1회환급해주고 2년만에 1,200

건의단열화사업을성사시켰다. British Gas는전국여러지방정부와지방세환

급제도를 이용하여 2만 건 이상의 단열화 사업을 진행했다.

Croydon구청장은지방세환급이다른여러방법들중에서단열화사업을홍

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회고했다. 

Braintree구의경우세대주 4분의 3이지방세환급제도를거쳐단열화사업

에참여했다. 그러나다른제도로인하여단열화사업에참여하게되었는지혹

은다른제도가좀더혹은다른동기부여를하게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하지

는 못했다.

 에너지절약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가 2006년재정적유인에대해조

사한바에따르면세금환급제도가보조금제도보다효과적인유인이었는지는

증명할수없으나재정적유인이주민참여를유도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지방세환급이어디에서나효과적인것은아니다. 런던템즈강근처

Richmond구는 2007년 지방세 환급을 적용하였으나 극히 미미한 성과를 보여

단열화 사업 홍보를 위해 현재 London Warm Zone으로 계획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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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ydon구와 Richmond구에서적용된세금환급제도의차이는해당제도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Croydon에서는 세금환급 제도

뿐만 아니라 단열화 사업 홍보에 헌신적인 직원들도 사업 성공에 기여했으며

단열 수준이 형편없는 일부 주택 대상의 방문상담도 효과적이었다.

British Gas는 Croydon 및인근지역에이중벽(중공벽) 단열이필요한주택이

많기때문에단열화사업을위한지방세환급제도가성공적일수있다고보고

했으나 Croydon은해당단열수요가충족되고나면다른접근방법도마련할계

획이다. 

지방세환급제도는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처럼개선이쉬운부문에

서부분적으로성과를보였다. EnergySavingTrust는이와같은단열조치가가능한

주택들이대부분런던외곽지역에위치하고있음을보여준다. 대다수의런던

내 주택은 solid wall 형태여서 단열 조치가 더욱 힘들다.

 

<그림 2-1> 이중벽 단열이 필요한 런던내 지역구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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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 단열화

1) Solid Walled homes

런던내주택 70%가보수가힘든주택으로분류되어있으며이들중대다수

가 solid wall로지어졌으나런던의 solid wall 단열계획은충분하지않은상태

이다. 런던주택의 60%가 solid wall 형태의주택임을감안하면해당단열계획

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Solid wall 주택은 이중벽 주택보다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형태의 벽체

단열개선을통해상당한탄소배출량을저감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

단열계획이가장비용효과적이며손이덜가는다락방및이중벽(중공벽) 단열

에 치중하고 있어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런던의경우전국수준의두배에이르는 solid wall 주택비율을보이기때문

에 이를 위한 단열 조치는 특히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감축하기 위해서는 solid wall 단열 조치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런던이단열을통해감축할수있는이산화탄소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이 solid wall 단열개선으로부터가능하며주택부문열손실의 3분의 1 

가량이주택벽체문제이기때문에이부문의단열조치없이연료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08년 London Homebuilding and Renovating Show에서수집한시민들의질

문 4분의 3 가량이 solid wall 단열에관한것이었다는국내단열협회의보고를

감안하면 런던 시민들의 단열 사업 참여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단열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런던 전체

차원의 지속적인 전략은 부재한 상태다. 정부의 신규 녹색이웃(Green 

Neighbourhoods) 프로그램은 solid wall 주택을 포함하여 개선이 힘든 주택을

대상으로하고있으나 1회성기금 3억 5천만파운드로전국 100개소의주거단

지에제한하고있다. 그래서일부지역구청은이외다른기금을이용하여 so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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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형태의 몇몇 공공건물을 단열화했다.

○ 제안사항 7

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여 Solid wall 단열사업을위한시장을발전시켜

야 함:

- 저탄소구역(Low Carbone Zone –부록 4 참조) 등을통해개인주택부문

solid wall 단열에 초점을 맞춰 시범사업 시행. 사업자금은 녹색이웃

(Green Neighbourhoods)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2) 개인임대주택

200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런던 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4분의

3 가량이가정에너지비용상승으로인한영향을걱정하고있다. 런던시민 5

명중한명꼴로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개인임대주택이평균적으로에

너지 효율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열및에너지효율적인난방개선공사비용을지불하는것은집주인이지만

실제에너지비용절감혜택을보는것은세입자이기때문에개인임대주택의단

열화 사업은 쉽지 않다.

정부는 건물주 에너지절약공제(Landlord’s Energy Savings Allowance) 제도

를통해임대주택단열화비용을보조하기위해집주인에게세금 1,500파운드

를공제해주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몇몇구청이단열화사업홍보및보

조금과세금혜택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건물주포럼을운영하고있으나세금

공제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은 2008년 10월부터주택을임대할때주택에너지등급을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세입자는 에너지효율 및 단열수준이 높은 주택을 선호하게

되므로이규정이개인임대주택의에너지효율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더

불어건물주는주택에너지등급증명을통해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취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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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세입자들이고가의난방비를지불하기힘든저가주택의경우건물주

의임대수익도적기때문에이영역의에너지효율향상은연료빈곤및탄소배

출저감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택에너지효율파트너쉽(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for Homes)의

보고서는지역별구청에주거지역안전및위생을보장할책임을강조하고있

다. 최저에너지등급(F, G)의주택은 추위와 습도로인한 거주자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건강, 안전 등급 시스템(the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아래 최저등급 주택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역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물주는에너지효율및단열수준이낮아건강문제를초래할수있는주택

을임대할수없게해야하며각구청은해당기준이하의주택을파악하고모

든 주택이 주택건강안전등급 시스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계획은 개인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 및 단열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을담고있으므로런던시장이해당부문의구체적인문제들을해결할것으

로 기대한다.

○ 제안사항 8

런던시장은 개인임대주택 단열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인센티브의 폭넓은 홍보

- 각지역구청이최저에너지등급주택을파악하고개선할의무를수행하도

록 지원

(예) 건물주가주택단열개선을거부할경우, 단열화계획담당자가구청

으로 해당 사례를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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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단열화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런던시장이선언한기후변화및연료빈곤문제해결을위한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는런던내주택단열화를위한계획을공동임대주택부문과이중벽(중

공벽) 및 다락방 단열화 사업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탄소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런던주택부문의탄소배출량을국가

수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빨리 감축시킬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수준으로는

런던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런던이 Kirklees를 따르게 될 경우, 최소한 3년 만에 보수가 가능한 주택의

3분의 1과다락방단열이되지않은주택의 3분의 1을대상으로단열화사업을

실행해야 하며 이는 주택 연 9만3천호의 단열을 뜻한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분석에따르면 2007년에위에해당하는수치의절반가량이이중벽(중공벽) 및

다락방 단열 공사를 거쳤다.

반면, Kirklees와달리런던주택의절반가량이 solid wall 형태로기존계획

으로 벽체 단열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탄소감축목표및연료빈곤문제해결을위해서는이 solid wall 주택을포함

한개선이힘든주택들의단열방안이필요하다. 2025년까지아직단열되지않

은런던내 solid wall 주택의절반을단열화하려면연 4만5천호를추가단열해

야한다. 현재전국적으로단열화성과는이수치의절반이하에그치고있으므

로 런던 내 solid wall 단열 사업 시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원회는런던의모든시민들이신청할수있는지원프로그램을마련할

것을요청한다. 이를위해서기존에전문업체단열공사에 100파운드, 직접다락

방 단열을 할 경우 50파운드를 지급하는 현금환급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해당인센티브가 solid wall 단열공사에도적용되고건물주에게보다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

런던시가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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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빈곤 및 탄소배출감축을 목표로 폭넓은 가정부문 탄소배출량 저감

전략 수립

- 건물주의관성을깨뜨리는제도를포함하고단열화사업수요대폭증대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쉽게 할 것

- 단열 업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사업 안정성 보장

- 런던 전 지역에 지원금에 대한 정보 제공

- 다른 산업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 적용(다락방 및 이중벽 단열의

경우 대략 75%)

-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개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의 사업체와

연결해주는등한곳에서모든절차가가능한원스탑샵(one-stop-shop)에

합류 혹은 설립

- 에너지효율 홍보사업을 하는 타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이산화탄소

및 에너지 비용을 최대 절감할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할 것

- 행정, 홍보, 담당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 제안사항 9

런던주택단열화달성을위한프로그램에위에제시된수치가적용될수있

어야 한다.

런던시장은곧발표될런던시선언문에서단열화사업을실행하기위한시장

과각 지역구의 책임을분명히밝혀야한다. 단열화 사업의 대폭확대를위한

야심 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현재 뒤쳐진 런던의 단열화 비율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연 9만 건의 다락방 및 이중벽 단열 사업을 실행해야 하며

solid wall 단열 사업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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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런던 내 단열화 사업 평가

1. The Energy Saving Trust 추산

- 사업기간 : 2002년 1월 ~ 2007년 9월

- 다락방 단열 : 75,000 건

- 이중벽(중공벽) 단열: 주택 약 6만 호

→ 연 약 2만 5천호 단열공사 추산

  위사업기간말기에이르러 2005년중반보다단열사업기금이두배가

까이 늘어 비로소 상당수의 사업이 진행됨.

2. 주요 정부 단열사업 

2007년런던내실행된단열사업은 4만~5만5천건에달하지만여전히미미

한 수준.

1) Energy Efficiency Commitment(에너지효율의무화기금; 현재 

CERT로 바뀜)

지역별수치및공공임대주택과개인주택단열사업을분류한수치가보고

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알 수 없음.

○ 추산방법

1) 각 에너지 공급업체가 지원한 단열사업 건수 확인

2) 에너지회사를통해얻은전국단열사업수에대한런던사업건수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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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업체

런던 내 EEC 단열사업 비율 단열사업 건수

British Gas British Gas 전체 단열 사업 중 4.3%를 
런던에서 지원

2007년 주택 15,000호(추산) 다
락방 및 이중벽 단열 지원

EDF Energy 런던 중부 단열 사업 중 2.7% 지원 연 10,000건 이하(추산)

E. On 런던 단열 사업 중 2.2% 지원 2007년 1,500건(추산)

Npower 　모름 모름

S c o t t i s h 
Power

런던 단열 사업 중 1-2% 지원 2007년 1,700건(추산)

Scottish and 
S o u t h e r n 
Energy

모름
2007년 1,304건 지원(0.6%)

2007년 런던 개인주택 단열 사업 
1,304건 지원
공공주택 부문 수치 부재

<표 2-2>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 EEC 단열사업 내용

2) Warm Front

- 사업기간: 2007/2008년

- 다락방 단열사업: 1,200건

- 이중벽(중공벽) 단열: 4,000건

→ 일부 단열 사업은 EEC기금으로 진행됨.

<부록 2> 중앙정부의 단열화 사업계획

1. CERT(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탄소배출저감목

표, 구 에너지효율의무 사업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 기타탄소저감기술사업외개인주택단열사업주요지원기금으로주택

부문탄소배출저감을위해에너지공급자가수입의일부를해당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

- 2008년~2011년 3백 3십억 파운드 투자 예정

- Ofgem은해당기금전체를에너지요금으로부과할경우각가정에연



- 88 -

35파운드 추가될 것으로 추산.

- 노인 및 저소득 계층 주택에서 이산화탄소 40% 저감해야 함

- 전 런던 시장 및 현 시장의 주택단열계획 기반 기금

- 최근브라운국무총리는에너지공급자의 CERT 지원기금을확대하여

국민들의에너지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에너지정책기금 10억파운

드를 제시하였음.

2. Warm Front

- 주택 단열 및 난방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계획 기금으로 2,700파운드

- 정부보조금수령자, 60세이상노령자, 자녀가있거나장애인에한해지

원

- 2008~2011년 기금 9억 파운드 계획

<부록 3> 런던시의 단열화 사업계획

 

1. 런던 광역시(GLA: Greater London Authority) 계획

1) 현금환급

- 2007년 런던시장 리빙스톤이 런던 전체 다락방 및 이중벽 단열을 위한

현금환급계획 도입하여 단열 사업 5,885건을 성사시켜 이산화탄소

82,000톤 저감 성과를 냄.

- 220만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에 비하여 낮은 홍보 효과

- 일부에너지공급자들을통해기존사업계획이소홀했던아파트이중벽

단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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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린홈 계획(Green Home scheme / Green Home Concierge)

- 2007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

- 런던 에너지절약트러스트 상담센터 확장 기금 확대

- 에너지절약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는 탄소저감정책 홍보를 위한

정부설립단체로지원금수령대상발굴, 단열사업과정정보등가정별

탄소저감방안 조언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 가구당 199파운드 책정

- 런던지역조건에맞는에너지절약홍보캠페인, 지역프로그램및행사

주관

 

3) 저탄소구역(Low Carbon Zones)

 저탄소구역은 지역별 탄소배출 대폭 저감을 위해여러 협력단체들과지정

구역의주택및사업체를대상으로단열, 교통계획, 폐기물관리, 지역기반재생

가능에너지 계획, 지역난방 등 다양한 탄소저감조치를 지원하고 실행함.

 런던 단열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던 LCZ의 전형 에너지행동구역(Energy 

Action Areas)에 반해 LCZ의 보다 폭넓은 역할이 기대됨. 

기존 Energy Action Areas이재개발, 신규주택및사무용건물, 일부공공주

택 개선 등으로 확대됨. 

런던시장은 2009년부터 Energy Action Areas 계획의 2단계로개발될 6개신

규 저탄소구역을 발표함.

 런던에너지파트너쉽(London Energy Partnership)은 LCZ가 신규건물 보다

탄소저감효과가 큰 기존 건물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함.

4) 지역구

CERT기금에기반한 4가지지역구별지원계획은각구마다지역조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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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금 확보 차이를 보인다.

 

(1) London Warm Zones

- 18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런던 내 최고 단열 계획. 

- 2008년 말까지 2년간 10,000건의 단열 사업 계획

- 단열 외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조언, 난방 개선 등 기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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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구역 내 각 주택 방문 및 전화상담

- 일부 노령 및 저소득 가구 무료 단열 서비스

 

(2) Coldbusters

- 런던 내 9개 구 시행

- 연료빈곤 가구의 단열 및 난방 개선 전화상담 서비스

 

(3) Warm And Wise

- 저소득층및지원금혜택을받지못하는가구를대상으로단열및기타

에너지효율 사업 비용 할인

 

 (4) Warmth and Comfort

- 런던 북부 6개 구에서 실행

- 저급 주택 무료 난방 및 단열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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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그린빌딩 가이드 안내

제2절 산타모니카 주거용 그린빌딩 가이드

제3장 이해당사자별 지침을 
제시하는 산타모니카  

제
3
장

이해
당사
자별
지침
을제
시하
는산
타모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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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환경영향

미국 전력 총 소비량의   65.2%

미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0%

미국 내 건축폐기물 1억 3천 6백만 톤(약 2.8 lbs/인/일)

미국 내 식수 12%

세계 원자재 이용량의   40%(연 30억 톤)

제3장
이해당사자별 지침을 제시하는 

산타모니카

 제1절 그린빌딩 가이드 안내

 1. 주거용 그린빌딩

최근산타모니카시(市)의설문조사에따르면산타모니카시민 93%가환경

적으로책임있고건강한건물을짓는것이중요하다고답했다. 그린빌딩은보

다건강하고환경적으로건전하며경제적이다. 그린빌딩의원리는고품격디자

인, 쾌적한 미적(美的) 정서, 기능성, 안락함, 웰빙을 추구한다.

 

<표 3-1> 건물의 환경영향

 

건물은환경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거주자들의건강에도영향을줄수있

다.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한연구에따르면, 실내공기질은실외공기

질보다 2-50배나쁠수있다. 더불어캘리포니아시민들은일상시간평균 87%

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은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그린빌딩은매월공공요금의 25%이상을줄일수있으며다양한

에너지 절약 습관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락한 주택을 실현할 수 있다. 

건물과관련한목표를세워설계자와설계도에적용하고시공사와합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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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간을투자하면건강하고환경에책임을지며에너지효율적인주택을실

현할수있다. 혁신적인디자인과고비용의흔하지않은자재를이용하는건물

주도있지만추가비용을들이지않고주택유지및보수면에서비용을절약할

수있는방법은많다. 깨끗한공기, 최소환경영향, 공공요금절약등은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사치품이다.

2. 주거용 그린빌딩 가이드 안내 

1) 주거용 그린빌딩 가이드의 목적

그린빌딩가이드는산타모니카시(市)가시민들의다음과같은편의를돕기위해

작성되었다:

-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 신축 및 건물 개보수와 관련한 건강 및 환경 정책의 확인

- 건강한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사 및 시공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 그린빌딩 관련 추가 재원확보

 

설계자와시공사가그린빌딩자재및실천방법에익숙해지면지속가능한주

택을 건설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린빌딩자원센터(Green Building 

Resource Center)를방문하면그린빌딩자재및조치를찾아보거나경험있는시

공사를 소개 받을 수 있다.

 

본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2) 그린빌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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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시스템및자재를설명하는단어또는개념들로그린빌딩관련상

품이본인의목표에맞는지확인하고평가하는데도움이될것이며, 이용어들

은 가이드 전반에서 언급될 것이다.

 

3) 건물주: 유의사항

보다일반적으로쉽게적용할수있는그린빌딩조치를설명한다. 주택건설

시포함하고자하는그린빌딩목표를설정하는데이용하고설계자및시공자와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4) 건축업자: 구체적인 조치

이 내용은 시공업자나본인이직접공사하는건물주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

 

5) 건축업자: 체크리스트

본인의 그린빌딩 목표가명확하게작성되었는지설계자및시공자와함께확인하

라.

제2절 산타모니카 주거용 그린빌딩 가이드 

 

1. 그린빌딩의 특성

 주택을설계할때고려해야할건강하고환경적으로건전한자재및건축방

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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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

- 자연분해가되는상품은생물학적으로안전하고빨리분해가된다. 생분

해성상품을매립지로보내는것은그목적에어긋난다. 퇴비화할수있

는물질은퇴비화과정에서분해되는고형생분해성물질로퇴비화는생

물원료를 퇴비라는 비옥한 흙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 내구성

- 내구성있는자재는자주폐기할필요가없기때문에환경적으로건전하

며 유지 및 교체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애주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에너지 효율

- 전구에서부터 보일러까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단열

및이중창을통해냉난방에소요되는에너지를절약할수있다.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상품은 기본 모델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 포름알데하이드-프리

- 단열재,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반경질섬유판(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및이와같은소재로만들어진가구는독성포름알데하이드

를 함유할 수 있으므로 포름알데하이드-프리 자재를 선택해라.

 ○ FCS 인증

- FSC(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는 삼림 생태계에 영향을 덜 주는

과정을 통한 목재를 인증하므로 보다 건강한 삼림을 위해 해당 제품을

선택해라.

 

○ 지역성

- 건축자재생산으로인한환경영향에더하여장거리자재운송을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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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으므로이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구입해라.

 

○ 저 / 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페인트, 방수제, 접착제, 카페트등에서사람에게유해하고스모그의원

인이 되는 휘발성유기성화합물(VOCs)이 발견되므로 해당 성분 함량이

적거나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선택해라.

 

○ 무독성

- 건축자재는사람에게유해한독성을포함할수있다. 대부분의자재는

상대적으로양호하지만 CCA처리된목재처럼일부자재는유해독성을

포함할 수 있다.

 

○ 산업(공업)후/ 소비후 재활용자재

- 산업(공업)계재활용자재는산업(공업) 과정의폐기물, 소비자재활용자

재는 폐지 등 도시 폐기물의 재활용 성분을 포함한 자재를 뜻한다. 

 

○ 재활용/재활용 가능성

- 재활용성분을포함한제품을이용하면일단사용된원료가매립지에묻

히지않아그만큼천연자원을추출하지않아도된다. 재활용성분을포함

한 자재는 이를 테면 시멘트, 타일, 철강 및 카페트 등을 들 수 있다.

 

○ 자원효율성

- 자연자원을적게사용한제품이나사용하는방법은친환경적이다. 시멘

트바닥은추가바닥재가필요없으며, 물이용효율성이높은수도설비

와 관개시설은 물을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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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가능성

- 재생가능성은단기간사용한물질의자원을고갈시키지않고교체할수

있다는뜻이다. 단기재생가능원료는 10년안에회복이가능한것을뜻

하며, 대나무, 짚, 자연섬유카페트등이여기에포함된다. 재생가능에너

지는 태양, 바람, 지열 등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 폐품 이용

- 오래된 주택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자재는현재해당상품을생산하기위해동일상품을미래에

생산할수있는능력에영향을주지않는것을말한다. 지속가능한자재

는 재생가능한 원료와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운송되어야 한다. 

 

○ 물이용 효율성

- 물이용효율성이높은수도설비, 변기, 가전제품, 샤워기등은매월물사

용량을대폭절감시킨다. 더불어물이용이적은조경설계나물이용효

율성이높은조경용수시스템으로마당의물사용량을대폭줄일수있다.

2. 건물주: 유의사항

 다음내용은건설단계및신축주택요소에맞는그린빌딩목표를설명하고

있다. 각목표는설계및자재와설비결정을할때건설지침으로기억하고있

어야한다. 아래목표들은보다친환경적인주택을건설하는데기여할수있는

일반적인자재및조치를설명하고있다. 해당리스트는종합적이지는않지만

손쉽게실천할수있는방법들을강조한다. 보다자세한내용은건축업자: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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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조치부분과이가이드의끝에첨부되어있는추가정보를참고하거나그

린빌딩자원센터(The Green Building Resource Center; 

www.globalgreen.org/gbrc)를 방문하라.

1) 건축폐기물

목표: 폐건축재재사용율확대및낭비되거나매립지로보내지는새건축자

재 이용량 절감

<표 3-2> 건축폐기물

자재 / 방법 설명

√ 재활용가능한 폐자재 건물 철거 시 재활용가능한폐건축자재확인. 폐
자재를 캐비넷, 창문, 문, 설비, 목재바닥, 규격목
재   등을 만드는데 이용하여 매립지용폐기물절
감. 

√ 매립지용 건축폐기물 전환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산타 모니카시(市) 인
증 수거업자 및 폐기설비를 이용할 것. 폐기물 
최소 60% 전환. 산타   모니카의 지방법은 
1,000ft.² 이상 혹은 50,000달러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시 건축폐기물재활용계획제출을의무화
하고있다.

  

√ 무비용 / 의무 $ 저비용 & 빠른 회수 건강한 집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City of Santa Monica Solid Waste Division, (310) 458- 8714

• The Reuse People, (888) 588-9490, www.thereusepeople.com

• Habitat for Humanity ReStore, 2165 South Grand Ave., Santa Ana, CA 

92705 www.restore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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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방법 설명

√ 동-서 축을 따라 방향 설정 태양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건물의 장축을동서로마주
보게한다.
산타 모니카 토지 대부분이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창문 위치 설정 자연환기를 통한 냉방, 자연광 이용, 겨울 태양열   난방이 
가능하도록 창문위치를정할것.

                 

<그림 3-1> 건축폐기물 재활용

2) 건물의 방향

목표: 건물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주택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중하나이다. 주택위치와창문위치에따라자연광및환기, 여

름에는그늘을이용하고겨울에는단열할수있다. 이를통해전력조명을덜쓰

고, 주택냉난방용에너지를절약하고, 보다안락한실내환경을만들수있다.

 <표 3-3> 건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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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방법 설명

√ 자연광 낮 동안 집안에 들어오는 자연광이 많을수록 조명을 적게 사용하므로  
 전기를 절약하고 실내 조명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간접조명을사용한다.

$ IC Canlight 꼭대기층 지붕에 Can   light을   이용할 경우, “단열겸용(Insulation   
Compatible)”(IC)을 선택할 것. Can light이 단열겸용이 아닐 경우에는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그림 3-2> 창문 방향

 3) 조명

목표: 가정용 조명 에너지효율 향상

<표 3-4>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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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을 해치지 않도록 Can light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 형광등 형광등은 일반 백열등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적고 수명은   훨씬 
길다. T5나 T8 타입의 램프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수은 함량이 
적은 전구를 선택할 것.

$ 콤팩트 형광
전구

콤팩트 형광전구는 일반 백열등과 바로 교체 가능하며 그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75% 적고 수명은 13배가 길다. 수은 함량이 적은 전구를 선택할 
것.

자재 / 방법 설명

√ 자연환기 산타 모니카는 시원한 해풍의 혜택으로 냉방을 적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주택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Department of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www.eere.energy.gov

 

             

<그림 3-3> 실내 자연광

4)　난방 및 냉방

목표: 냉난방용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락한 주택 유지

 
<표 3-5> 난방 및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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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하면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든다. 채광창을 이
용하면 따뜻한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여 자연환기에 
도움이 된다.

$ 창문 블라인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거나 여름직사광
선을차단할수있도록창문방향을설정하면실내온도
를낮추어 냉방을 할 필요가 적어진다.

$ 수동형 태양열 난방
(passive solar heating)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을집안으로포집하
여수동적으로난방할수있도록창문과주택의방향을
정한다.

$ 축열체 남부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온화하기 때문에 축열체
(대부분 콘크리트 벽과 타일 바닥의 형태)가 실내 
기온의 변동을   완화하여 기계 냉난방을 할 필요가 
적다.

$ 공기 필터 및 통풍구밀폐 통풍구를 제대로 설치(똑바로   세우고 테이프로 이
어 붙인)하면 냉난방된 공기의 누출을 줄이고 곰팡
이를 방지할 수 있다. HEPA필터는 공기로부터 미립
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 단열 벽면과 천장에 최소 단열량 이상으로 단열할 것. 벽
면은 R-19, 천장은 R-30까지 단열하면 주택 단열
성이 높아진다.

$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난방 시스템을 선택할 것: AFUE>90%(혹
은   HSPF > 8). 에너지스타 인증 상품을 선택할 
것.

$ 고효율 냉방시스템 에너지스타 고효율 인증냉방시스템을설치할것
(SEER > 12)

온수온돌 온수온돌은 보다 안락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미립
자를 공기중으로 방출하지 않으며 기존 공기식   난
방보다 에너지 효율적일수있다.

$ 기타 환기 냉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주택용환풍기, 천장용 환
풍기, 다락방 환풍기를설치할것.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Energy Star, www.energystar.gov

• Building Green Article on Thermal Mass, 

   www.buildinggreen.com/features/tm/thermal.cfm

• Soutern California Gas Company, www.socalgas.gov

• Soutern California Edison, www.s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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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조치 설명

$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모든 주요 브랜드에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 에너지 소모량은 적지만 
효율은 동일하거나 높은 에너지스타   인증제품이 있음.

$ 수평형 세탁기 수평형 세탁기는 세탁에 보다 효과적이며 세탁물을 덜 상하게 하고 
물은   40%, 에너지는 50% 적게 사용한다. 그리고   세탁건조기는 
세탁물을 건조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적게 든다. 대부분 H형 세탁
기는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이다.

<그림 3-4> 건물 돌출부 

5) 가전제품

목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품질 가전제품을 선택할 것.

<표 3-6> 가전제품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Energy Star, www.energystar.gov

• Santa Monica Environmental Programs, www.smepd.org

• Soutern California Edison, www.s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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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 조치 설명

√ 물 이용 효율이 높은 
수도설비 / 변기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저(低)수량 샤워꼭지, 수도꼭지, 
최저수량   변기를 사용할 것. 저수량 수도꼭지와 샤워꼭지를 
사용하면 물을 가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저수량 수도꼭지나 대/소변 물 이용량이   구분되어있는변기
는캘리포니아지방법으로의무화.

$ 온수기 및 온수파이프
단열

열 손실로 낭비되는 에너지 절감. 산타 모니카 지방법상의무
화.

√ 열차단 트랩(heat 
trap)

열차단 트랩을 온수저장탱크에 설치하여 냉수가 저장탱크로 
다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산타 모니카 지방법으로의무화.

$ 고효율 온수난방장치 에너지 계수(EF: Energy Factor) 0.6 이상의   고효율온수난
방장치를설치할것. 탱크가없는온수난방장치를고려할것. 탱
크 없는 온수난방장치는 에너지계수(EF)가 0.8 이상으로 차
지하는 공간면적이 훨씬 적다.

 대/소변 물 이용량이 
구분되어 있는 변기

대/소변 물 이용량이 구분되어 있는 변기는 필요에 따라 물의  
 양을 반으로 줄여 내리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절감한다.

워터 필터 워터 필터는 염소와 연수를 제거하고 물맛을 살려준다.

 태양열온수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한다. 전기나 가스 온수기를 사용할 필
요가   적어지거나 없어진다. 

 중수 시스템 수도꼭지, 샤워기, 세탁기   등 화장실 폐수를 제외하고 한번 
사용한 수돗물은 정화하여 조경용수로사용할수있다.

<그림 3-5> 에너지스타 인증 세탁기 및 건조기  

                 

 6) 배관 / 가정용 온수

목표: 온수 에너지 효율 향상, 수질 향상, 실내 물 소비량 절감

 
<표 3-7> 배관/ 가정용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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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조치 설명

√ 웨더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문틈막기)

신축 건물 혹은 건물 개보수 시 문틈을 막아주는 것은 가장
비용효과적인냉난방비용절감방법이다.

$ 내구성 강하고 친환경적
인 외벽마감

내구성이 강한 외벽마감재를 선택할 것. 목판이나 기타 외장
목재를   이용할 경우, FSC인증 목재를 선택하거나 하드보
드를 선택할 것.   혹은 내구성이 강하고 흰개미에 강한 목모
시멘트 사이딩을 고려할 것. 비닐 사이딩은 친환경적   선택
이 아님.

 FSC나 에너지스타인증을
받은목재출입문

원목 소재의 문을 선택할 경우, FSC인증 목재로 제작되었거
나   에너지스타 등급이 매겨진 문을 선택할 것.

○ 참고:

• Green Resource Center, www.greenresourcecenter.org/GreenMaterials.html

• Oikos, www.oikos.com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Graywater Guide, www.owve.water.ca.gov

• Santa Monica Environmental Programs, www.smepd.org

                     

<그림 3-6> 태양열 온수기
 

7) 건축 외장

목표: 에너지효율적이며내구성이강한건축외장을공사할때재생가능하

고 재활용자재 혹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이용을 늘릴 것.

<표 3-8> 건축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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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가능하거나 보다 지
속 가능한 틀(창틀 및 문
틀)

재활용 경량형강 틀, FSC인증 목재, finger jointed studs틀 
이용. ICF(Insulated concrete forms)와   구조단열판넬
(structural insulated panel)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목재집
약성이 낮은   건축 방법이다. 외장 및 바탕바닥(subfloor)용
으로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가 합판보다 친환경적이다. 합판을 사용하게 될 경우   FSC
인증합판을 사용할 것.

$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에너지 효율이 높은 low-e이중창을   이용하고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을 선택할 것. FSC인증 목재나 재활용알루미늄 
소재 창틀을 선택하고   서멀 브레이크(thermal break)를  
 이용한다. 높은 초기 비용은 기계시스템이 작아지고 냉난
방비를 절감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 기초 / 석판 기초 및 판석용으로는 플라이애쉬(fly-ash)성분이 높은 콘
크리트를쓸것. 플라이 애쉬(fly-ash)는   일반적으로 콘크
리트에 사용되는 원료를 대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립되는 물질로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방출되는 온실가스
를 줄일 수   있다.

$ 지붕 / 광선차단기 태양광을 반사하는 밝은색의‘시원한 지붕’ 소재를 선택할 것 
– 열섬효과를줄이고실내공기를낮추어냉방의필요성을줄인
다. 다락방에 광선차단기를 설치하고 실내 공기를   낮추어 
냉방의 필요성을 줄인다.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Energy Star, www.energystar.gov

• Green Resource Center

    www.greenresourcecenter.org/GreenMaterials.html

• Oikos, www.oikos.com

• Forest Stewardship Council, www.fsc.org

• EPA, Coal Fly Ash,

    www.epa.gov/epaoswer/nonhw/recycle/jtr/comm/cfa.htm

• Rocky Mountain Institute, www.rmi.org

• PATH (Partnership for Advanced Technology inHousing) 

   www.toolba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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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조치 설명

 내부 벽 틀 재활용된 경량형강틀이나   FSC인증 목재를 내부 벽틀로 
이용할 것.

√ VOC성분이 적
거나 없는 페인
트 및 마무리칠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적거나  
 없는 페인트와 마감바름재를 이용할 것.

 인증 받은 목재
나 에너지스타 
인증 받은 출입
문

원목을 이용할 경우,   FSC인증 목재로 만들어진 캐비넷을 
선택하거나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해 포름알데하이드 성분
이 적거나 없는 파티클보드 / MDF로 만들어진 캐비닛을 이
용할 것. 공장에서 완성된 캐비넷은   통제된 조건 아래 건조
되어 가정 내 유기성화합물 방출을 줄여줄 것이다.

 재활용 성분이 
포함된 타일

주방용 조리대, 욕실용   타일은 재활용성분이 들어있는 타
일을 선택할 것. 유리나 전통적인 세라믹 타일은 재활용성분
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할 수 있음.

 재활용 센터 설계시, 재활용품   저장공간을 배치할 것.

 

<그림 3-7> 재활용 목재 들보

8) 내부 및 마감

목표: 휘발성유기성화합물(VOC) 함량이적고, 포름알데하이드성분이없으

며 보다 지속가능한 자재를 선택할 것.

 <표 3-9> 내부 및 마감 

○ 참고: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materials/matfinishes.html



- 111 -

자재 / 조치 설명

 인증 받은 목재 혹은 
폐목재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로 FSC인증을 받은 목재나 폐목재 선
택

√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맨바닥은 내구성이 강하고, 건강하며 바닥재를 
추가로   깔 필요 없이 바름재로 착색하거나 광택을 낼 수 
있다. 콘크리트 바닥은 양질의 축열체(thermall mass)이
다.

 재생가능한 바닥재 대나무는 견목 바닥보다 빨리 재생가능한 자재이다. 팜나
무   바닥재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생산되며 코르크와 천
연리놀륨 또한 재생가능한 바닥재이다. 시공시 휘발성유
기화합물(VOC) 함량이 적은 접착제를 사용할 것.

• Green Resource Center

   www.greenresourcecenter.org/GreenMaterials.html

• Oikos, www.oikos.com

• 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 Products that Passed  

  Section 01350 :  www.ciwmb.ca.gov/GreenBuilding/Specs/EastEnd

<그림 3-8> 재활용 타일 <그림 3-9> 재활용 유리타일 

9) 바닥

목표: 무독성, 재생가능하거나재활용되었거나재활용할 수있는바닥재선

택

<표 3-10>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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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섬유 카페트 모직, 사이잘초(草), 황마, 거머리말, 야자껍질 섬유 등 재
생가능한 천연섬유로 만들어진 카페트를   선택할 것. 

√ 재활용가능한 / 재활
용 카페트

재활용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재활용이 쉽게 디자인된 카페
트를 선택할 것.

$ 저휘발성유기화합
물(VOC) 카페트

실내 공기 질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CRI 그린인증을 받은  
 카페트를 선택할 것.

 재활용 성분이 포함
된 타일

타일 바닥재를 선택할 경우, 재활용 성분이 포함된 타일을  
 선택할 것. 유리나 전통적인 세라믹 타일은 재활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할 수 있음.

 

○ 참고:

• Green Resource Center

   www.greenresourcecenter.org/GreenMaterials.html

• Oikos, www.oikos.com

• CRI, www.carpet-rug.com

               

<그림 3-10> 대나무 
 

10) 조경 / 시설물(landscape/hardscape)

목표: 산타 모니카 바닷가의만으로쓰레기, 기름, 기타 파편들을 유입시키는

유거수를적게설계하고조경용수가많이필요하지않도록조경및시설물을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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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조치 설명

√ 침투조 침투조(침투용 웅덩이)는   빗물을 포집하여 길거리나 만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대부분을 땅속으로 침투시킨다. 산타 모니카 
지방법   상 신축 건물에 의무화.

 투수성 / 대안형 포장재 투수성 포장시스템은 빗물을 흘려 보내는 대신 흙으로 침투시
켜 오염된 빗물을 산타 모니카 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 대수층을 채운다.

$ 제 리 스 케 이 프
(Xeriscape)

제리스케이프는 심고 나서 따로 물을줄필요가없는토종혹은개
종식물로설계된조경을말한다.

$ 토종 / 가뭄에 강한 식물 토종 식물이나 가뭄에 내성이 있는 식물은 조경용수가 많이 
필요 없다.   토종 조경은 토종 조류와 나비의 서식지를 제공한
다.

$ 기후 기반 조경용수 제어 자동 조경용수 스마트 제어장치는 기후 및 계절에 따라 필요한 
조경용수의 양을 줄여준다. 

$ 세류(細流) 관개 세류관개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에 적은 양의 물을 
공급하고 과다한 공급 및 증발로 인한 낭비를   줄여준다.

 빗물저장 지붕의 빗물은 저장하여 조경용수로쓸수있다.

<표 3-11> 조경/시설물 

 
○ 참고:

• Theodore Payne Foundation, www.theodorepayne.org

• Bewaterwise.com, www.bewaterwise.com

• Oikos, www.oikos.com

• Santa Monica Green Building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landscape/landscape.html

• Santa Monica Environmental Programs, www.smepd.org

           

<그림 3-11> 물 이용이 효율적인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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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조치 설명

$ 데킹(표장재) 데크용으로 100%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 목재 
합성 목재를 사용할 것. 반드시 목재를 써야 할 경우 FSC인
증 목재를 선택할 것.

√ 방부목 방부목은 조경에 많이 쓰이고 데킹 지지대로 쓰인다. 전통
적인 CCA목재는 독성 때문에 위해성이 적은 ACQ방부목
으로 대체되고   있다. 폴리우드와 같은 합성목재로 고려할 
것.

11) 실외 데크

목표: 인증받은목재나목재대체제및독성물질을함량이적은방부목으로

데크 제작

<표 3-12> 실외테크 

 

○ 참고:

• Oikos, www.oikos.com

• Green Resource Center, www.greenresourcecenter.org/GreenMaterials.html

         

<그림 3-12> 합성목 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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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 조치 설명

 태양전기판 태양전기판은 대부분 옥상에 설치되지만 지붕에 세우거나 상
대적으로 평평한 지붕의 경우 건물통합형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면허가 있는 태양광 설치업체가 지붕에 태양광시스템 설
치가 적절한지 평가해줄 것이다.

12) 태양전기

목표: 전력회사로부터구입하는전력량을줄이기위해태양전기(혹은태양광

발전)판설치. 태양전기판넬은장거리발전소에서화학연료를태워생산하는

전력 대신 지역에서 태양광을 직접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무공해 전기이다.

 <표 3-13> 태양전기

○ 참고:

• Clean Power Estimator

   www.consumerenergycenter. org/renewable/estimator/index.html

• Consumer Energy Center (for rebates), www.consumerenergycenter.org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www.nrel.gov/clean_energy/solar.html

                

<그림 3-13> 주택용 태양광 발전

13) 가구

목표: 천연섬유나재활용성분을포함하는가구를선택할것. FSC인증목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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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하이드-프리 가구제품을 구입할 것. 방염제 PBDEs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폼(synthetic foams)은 암을 유발하거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림 3-14> 지속가능한 목재 

3. 건축업자: 구체적인 조치

이장은주택건설시시공사가이용할수있는다양한그린빌딩자재및기술을설명

한다. 이는주택주나시공사가그린빌딩디자인과건축방법을주택건설에적

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현장

- 건축 및 철거 폐기물 재활용

- 미사용 자재 기부

- 현지 토양 보호

- 기존 식물 및 나무 훼손 최소화

- 건설현장 빗물 관리

- 조경설계 특성을 활용한 수자원 품질 보호

- 자원효율적인 조경 및 정원 설계

- 조경 영역에 자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성분이 포함된 자재 이용

- 고효율 조경용수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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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집수장치 설치

 

○ 기초공사

- 콘크리트에 플라이애쉬(재활용 물질) 혼합

- 형틀 재사용

- 알루미늄 형틀 사용

- 재활용 성분이 포함된 골재 사용

- 뒷채움 이전 기초 / 석판 단열

    - Insulated Concrete Forms(ICFs) 형틀 설치

 

○ 구조재

- 견제재목을 공학목재로 대체

- 구조용삼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인증목재이용

- 바닥 및 천장에 대단위 집성목(I-joists) 이용

- 내부 강철 웹 트러스(형구) 이용

- 밑바닥및외장용으로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이용

- 일반 목재 (間柱) 대체제 이용

- 내부 구조는 재활용 성분이 포함된 스틸스터드(간주間柱)이용

- 벽체 및 지붕 구조단열패널(SIPs: Structural Insulated Panels) 이용

- 재생목재 이용

-. 최적가치공학(OVE: Optimal Value Engineering) 구조기술 이용

 

○ 외장마감

- 지속가능한 데킹 자재 이용

- FSC인증 목재 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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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용 자재 아래 긴밀막(House Wrap) 설치

- 대체 외장재 이용

 

○ 배관

- 냉온수 파이프 단열 및 히트트랩 설치

- 수도꼭지 및 샤워기 수량저감기(flow reducer) 설치

- 최저수량 혹은 대/소변 구분 수량 변기 설치

- 샤워기 염소필터 설치

- 탱크없는 온수기 설치

- 중수도 시스템 설치

- 수도꼭지 정수장치 설치

- On-demand 온수순환펌프 설치

 

○ 전기

- 백열등을콤팩트형광전구(Cfls: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s), 일반

형광등으로 교체

- 콤팩트 형광전구용 Insulation-Compatible(IC) Recessed 조명기구 설치

- 조명제어장치 설치

- 고효율 천장용 선풍기 설치

 

○ 가전제품

- 에너지스타 인증 가전제품 설치

- 수평축 세탁기 설치

 ○ 단열

- 법24장 요건 이상으로 벽체 및 천장 단열 등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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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성분이포함된포름알데하이드-프리유리섬유단열이나면화단열

실시

- 섬유질 단열

- 틈새 막기

 

○ 창문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설치

 

○ 난방, 환기, 공기조화(HVAC)

- 도관접합부에 도관용 매스틱(Duct Mastic; 회반죽의 일종) 이용

- 통제된 공간에 배관설치

- 통풍용 레인지후드를 실외로 설치

- 설치 전에 도관 청소

- 다락방 환기시스템 설치

- 전체 주택용 환풍기 설치

- 밀폐형연소보일러(sealed combustion furnace) 및 온수기 설치

- 계절별에너지효율비율(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12 이상

의 온도식자동팽창밸프(TXV:Thermostatic Expansion Valve) 냉방설비

설치

- 염화불화탄화수소(HFFC) 냉각제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 설치

- 연(年)연료이용효율 90% 이상의 보일러 설치

- 장작화로 제거

- 구역별, 순환수식, 복사난방설비 설치

- 고효율 집진필터(HEPA: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설치

- 폐열회수환기유닛(Heat Recovery Ventilation Unit) 설치

- 주차장 별도 배기송풍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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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가능에너지 및 지붕

- 태양열온수설비를 위해 미리 수도관 설치

- 태양열온수시스템 설치

- 향후 태양광(PV) 설치를 위해 미리 전선 설치

- 태양광판 설치

- 태양광 야외산책로 조명 설치

- 안전성 및 내구성 강한 지붕 소재 선택

- 지붕 외장용 광선 차단막 설치

 

○ 자연 난방 및 냉방

- 수동적 태양열 시스템 적용

- 남향 창 위로 차양 설치

- 주택 서남부에 낙엽성 그늘용 나무 식수

 

○ 실내공기질 및 마감 바름재

- 주택 전체 진공청소 시스템 설치

- 저 / 무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하이드-프리 페인드 사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적고 수성 목재 마감 바름재 이용

- 솔벤트-프리 접착제 사용

- 파티클보드를 포름알데하이드-프리 소재로 대체

- 실내용으로 실외용 등급 합판 사용

- 포름알데하이드 프리 MDF 및 자재 사용

- 노출된 파티클보드나 MDF 전체 봉합

- FSC인증 목재 제품 이용

- Finger-jointed 혹은 재활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외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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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 FSC인증 나무 바닥재 선택

- 속성 재생가능한 바닥재 이용

- 재활용성분이 들어있는 세라믹 타일 사용

- 비닐 바닥공간에 천연리놀륨 깔기

- 노면콘크리트를 바닥마감으로 할 것.

 

○ 기타

  - 건물 내 재활용센터 설치

4. 건축업자: 체크리스트 

             

<그림 3-15> 건축업자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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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료

1) 그린빌딩 자원 센터

2218 Main Street, Santa Monica

Wed, Fri, Sun 10 AM - 3 PM,

Thu 5 PM - 8 PM.

(310) 452-7677

 

그린빌딩 자원 센터는 시민들의 그린빌딩 건축을 돕기 위해 노하우를 갖춘

직원과자재샘플, 책, 잡지, 제품정보, 지역전문건설업체목록을갖추고있다. 

<http://www.globalgreen.org/gbrc>

 

2)　인터넷 자료

- Santa Monica Green Building Website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

- Oikos Green Building Source  <www.oikos.com>

- Green Builder Sourcebook  <www.greenbuilder.com/sourcebook>

- 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 Recycled Content 

Products  <www.ciwmb.ca.gov>

- California Materials Exchange (CalMAX) Home Page  

  <www.ciwmb.ca.gov/CalMAX>

- Rocky Mountain Institute  <www.rmi.org>

- PATH (Partnership for Advanced Technology in Housing)  

  <www.toolba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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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자료

- Environmental Building News  <www.buildinggreen.com>

- Natural Home Magazine   <www.naturalhomemag.com>

- Eco Structure Magazine   <www.eco-structure.com>

 

4) 재정자료

- City of Santa Monica Green Building Grants  

<www.greenbuildings.santa-monica.org/mainpawhatsnew.htm>

- Clean Power Estimator 

  <www.consumerenergycenter.org/renewable/estimator>

- California’s Renewable Energy Rebate Program   

<www.consumerenergycenter.org/erprebate>

- California Energy Star New Home   

<www.socalgas.com/construction/energystar.shtml>

- Energy Efficient Mortgages   <www.energyefficientmtg.com>

5) 주요 전화번호 

- Green Building Program   (310) 458-8549

- Water Conservation   (310) 458-8972

- Stormwater Management  (310) 458-8223

- Planning   (310) 458-8341

- Building and Safety (310) 458-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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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는 볼더

제1절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1. 원리

1) 서문

1974년볼더시(市)는역사적건물및구역의적절한보존에관한조례를규

정하였다. 일찍이볼더시(市)의역사적환경에대한중요성이인식되면서오늘

날 콜로라도를 포함한 미국내 가장 혁신적이며 훌륭한 역사 보존 프로그램을

자랑하게되었다. 2006년볼더시(市)는교토의정서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

를따르는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용하였다. 다음내용은역사적으로지정된건

물주들이환경발자국을줄일수있는방법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담고있다. 

<그림 4-1>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사례 - 역사 지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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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낡은건물, 역사성이있는주택은보다에너지효율적이고안락한주

택으로탈바꿈할수있다. 대부분의신축건물은 “유지보수가필요없게” 설계

되어뭐든하나가고장나면직접수리하는대신에전문업자를고용하여해당

부분을교체해야하는반면, 오래된건물의경우고장나거나낡은부분이생기

는것은당연하다. 역사적건물을짓는데사용된대부분의자재들은목재, 유리, 

벽돌, 돌등으로시간이지나면보수및수리가필요한것들이었다. 극도로심

각한상태가아니면역사적건물들의대부분이시간및자재에큰투자를하지

않더라도수리가가능하다. 이같은절차를밟는것은건물주는물론지역사회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역사적 건물을 복구해야 하는가?

 

○ 경제성

에너지효율향상을통해오래된건물에새로운생명을불어넣고건물주에게

는비용절약을넘어경제적이익까지가져다줄수있다. 외풍을줄이고에너

지효율이높은난방시스템을갖춘주택은안락함을더하여전매(轉賣) 가치를

높여준다. 역사및건축보전을유지하되에너지절약을위해보수를하는것은

현재 편의성을 보장하고 향후 보수의 필요성을 줄여주며 장기적으로는 건물

가치를 높여주므로 잠재 구매자가 선호하는 사항이다. 

 다행히건물주가에너지절약을위한보수공사에투자할수있는자금으로

에너지효율융자(EEM: Energy-efficiency mortgage)를받을수있다. 에너지요

금을 절약하면 높은 융자 비용까지 상쇄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순이익이

된다. 해당융자금은에너지효율개선에투자하려는구매자나현건물주모두

에게 해당된다. 

(참고: 에너지효율 융자 건물주 가이드

www.pueblo.gsa.gov/cic_text/housing/energy_mort/energy-mortga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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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주택은비싼에너지비용에대한부담으로유지보수가잘되지않아

건물상태가더욱악화되는데이런주택들을대량교체하는것은각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있어 경제적인 대안이 아니다. 볼더시(市)의 역사보존조례와 설계

가이드라인은지정건축물의외관을보존하겠지만지속적인보수를위한자금

을 지원하더라도 에너지 관련 보수를 통한 내부 보존이 필요하다.

 환경 지속가능성전문가들은 기존건물들을 짓는데상당량의 에너지가소

모되었기때문에이건물들을철거하고재건축하게되면경제및환경적효익

이적다는데동의한다. 건물신축에소요되는에너지및자원비용은건물의평

균수명을감안하면완전회수되기가어렵기때문에역사보존전문가들에따

르면 “가장 환경적인 건물은 이미 지어진 건물들” 이라고 한다.

 오래된 건물들은자재나 건축법에있어서 신축건물보다 내구성이 높고환

경적인문제를덜일으키기때문에제대로보수하고개선하기만하면신축건물

보다더오래유지될수있기때문에경제적으로나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다.

 

○ 안락함

역사적건물의에너지효율을향상시켜주는적절한건물보수를통해신축주

택과 같은 에너지 효율 및 안락함을 기대할 수 있다.

 

○ 역사보존

볼더시(市)는지정건물및역사적구역으로지정된곳에위치한건물들을적

절히보수할수있도록역사조례및설계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있다. 해당건

물들의외관을개보수할경우역사적건물개축인증(LAC: landmark alteration 

certificate)을 따라야 한다.

 LAC는역사적구역에위치하고있는건축물이나개별역사건축물에행해

지는개보수작업이적절하며건축물및지정구역의특징을보존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신중한계획을위해서건강, 안락함, 공간이용외에역사보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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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및가이드라인에대한관심이요구된다. 역사적건물의효율적에너지이용

을 감안한 개보수 설계는 장기적으로 자원에 대한 최선의 투자가 될 것이다. 

LAC 적용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boulderhistoricpreservation.org> 참고. 

 

○ 오래된 건물의 탄소발자국

역사적건물에는중앙난방및냉방, 가정용온수(DHW: domestic hot water), 

전자제품을위한배선, 생활공간확장같은현대적편의시설들이포함되어있

을뿐만아니라때로는천연가스와전력소비가늘어나면서해당부분의개선

작업이이뤄지기도했다. 건물운영단계에서의화석연료사용및이를위한건

물의구조적변화는건물의탄소발자국을대폭증가시킨다. (탄소발자국계산

기 www.carbonfootprint.com)

이와같은영향은역사적건물의에너지효율진단및에너지를고려한현대

적 에너지 이용을 적절히 따름으로써 축소시킬 수 있다.

 

○ 복구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역사적 건축의 딜레마

가장효율적으로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기존주택의자재및구성요소를

교체하는것보다보수하는것이바람직하며, 역사적건물및지정구역내건

물의외관을보수할경우각건물의특징및자재를보존해야한다. 새로운자

재로 재건축할 경우에는 건물의 미적 가치와 역사적 조화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고 현대적 이용 수요에 맞추어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방법보다 기존 자재 및 외형의 보존에 집중해야 한다.

 현대자재및제품의시장가격은하락한반면에성능, 내구성, 수명은보장

되지않는다. 원래건물의문과창문을보수하면수명이다할때까지오랫동안

사용할수있었지만보수하기에너무낡아버렸을경우자재, 치수, 측면과외

관이 원래 건물과 유사한 고효율의 창문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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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는 www.boulderhistoricpreservation.org 참고.

 ○ 조심스러운 해체

역사성의보존및환경적관점에서도기존건물을최대한보존하는것이최

선이지만필요에따라서는건물을완전철거하는것보다해체하는것이바람직

할수도있다. 해체는지붕에서벽및기초까지진행되며지역회사가해당서

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주는 세금을 대폭 면제받을 수 있다.

 

○ 건물 구성 부분의 확인 및 이해

기존 역사적 건물들은 종종 원래 건물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개보수또는추가확장이이루어져문제가생기곤한다. 최초설계및

설계 각 요소를 이해하면 잘못 수리된 부분을 반복하여 고치지 않아도 된다.

 

○ 일반적인 위험성 피하기

바람직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피해야 하는 유의 사항:

- 역사적 건축요소 훼손 및 철거

- 역사적으로 설계된 건물의 중요한 창문이나 문 교체

- 건물의 표면을 훼손시키는 페인트, 접착제 사용

- 건물의 빈 공간 습기 발생

- 변기 및 기타 건물 내 누수 발생

- 건물 구조상의 지지벽 제거

- 견고하고 오래된 자재 혹은 건물 요소를 수명이 제한적인 대체재로 교체

- 건물에너지성능을위한중요한요소방해(예: 공기유입관을막으면난방

로 효율 저하)

- 장식용 커버 뒤 라디에이터 차단(열전달 방해)

- 바닥 온도조절장치를 가리는 것(전체 난방시스템 불균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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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내공기질, 습도, 열배분문제를일으킬수있는공기흐름패턴변경. 

불균형적인난방/통풍시스템은연소장치에역류를발생시킬수있으며자

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됨. 낡은 난방로와

보일러를폐쇄연소형으로바꾸면에너지를대폭절약하고실내공기질을

보호할 수 있음

- 건물 높이에 적절하지못한 유리설치. 건물 남쪽에태양열흡수율이낮은

단열유리를 설치하면 겨울에열 손실을 줄일 수 있으나춥지만 맑은 날의

경우 도움이 되는 태양열흡수율마저 저감시킬 수 있다.

- 창문 및 문에 엉성하게 페인트 칠을 하여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는 것

- 문풍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과 창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는 것

- 낡은배선및서비스패널의과부하. 건물의주요개보수이전에전력부하

및 용량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건물거주자가납먼지, 석면등독성물질에노출되는것. 인증받은전문가

의 위험물질 검사 권고.

 

○ 공기 누출: 일반적인 문제

역사적건물의문제중가장일반적이고쉽게해결할수있는것중하나가

외풍문제이다. 

대부분의주택이동계에너지이용량의 30%를빈틈을통해빠져나가는공기

를 덥히는데 낭비하고 있다.

 단열은견고한자재를이용하여에너지(냉난방) 흐름을차단하기위한것으

로 대류열 전달성 손실을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성 손실을 저감시키는

것이기때문에그자체로는외풍을막을수없다. 단열을하기전에주택내공

기 누출이 없도록 낡은 건물의 빈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공기가누출되는빈틈을막는것은저렴하고가장비용효과적인조

치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빈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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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세게불지않을때주택내기류이동의주요원인을 “굴뚝(연돌)효과” 

또는공기유입및유출이라고한다. 이는따뜻한공기는상승하고차가운공기

는하강하기때문에생긴다. <그림 4-2>에서볼수있듯이겨우내실내온도는

실외온도보다높기때문에공조건물외피하부에실외차가운공기가실내로

유입되는부압이발생하고상부에는실내의따뜻한공기가실외로유출되는양

압이발생한다. 실내외공기차이가크고건물높이가높을수록굴뚝(연돌)효과

는 커진다.

 <그림 4-2> 굴뚝(연돌)효과 유입 및 유출은 공조건물 외피의 하부와 상부에서 최대 
상태가 됨

물론건물상하부의빈틈의크기와형태에따라실외공기의주택유입량이

달라진다. 주택중간부분을향한압력은중간수준을유지하기때문에이부분

의굴뚝(연돌)효과로인한공기흐름이적다. 반면천장부단열바로밑틈새는

공기유출의주요원인이될수있으며유입되는공기의양만큼유출되기때문

에 연중 가장 추운 계절에 에너지 낭비가 가장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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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내일반적으로발생하는다양한공기누출문제해결방법은 2편의부

록 B 참고

 

2. 건물 성능에 대한 체계적 접근

1) 최우선책 및 차선책

건물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서는건물에너지이용및손실의종합평가혹

은진단을통해우선순위를정하고비용효과적이며적절한비용의조치를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 주택 평가 과정 

○ 주택에너지 진단절차

전문가의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이용 분석으로 시작하여 기밀성 측정기 및

기타기기를이용하여도관상태, 천연가스기기효율및안전성, 압력균형, 전

기 이용 및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택 및 시스템을 점검한다. 

 

○ 에너지소비량 평가

건물의에너지이용을이해하기위해서는건물내에서사용되는전력및천연가

스등여러형태의에너지원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영국열량단위(Btu: British 

thermal unit)는에너지열량기본단위로 1 Btu는 1파운드의물을화씨 1도올

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전기에너지는 열량 3412Btu/kWh의 킬로와트시

(kWh)로산정된다. 백만 Btu(MMBtu)는전력 293kWh에해당하고천연가스 1

섬(therm)은열량 100,000Btu에해당하기때문에MMBtu는가스 10섬(therm)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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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단위 Btu/단위 비용/단위 $/MMBtu

석탄 톤 28,000,000 $55 $1.96

원유 배럴 6,300,000 $70 $11.11

난방유 갤런 140,000 $2.75 $19.64

프로판 갤런 92,000 $1.85 $20.11

천연가스 섬 100,000 $1.10 $11.00

전력 kWh 3,412 $0.10 $29.30

<표 4-1> 에너지원별 비용 및 등가에너지 환산표

 전력비용이 $29/MMBtu인 반면 천연가스 비용은 $11/MMBtu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즉, 전력을보존하고절약하는것은천연가스를절약하는것보다 3배

정도의비용을절약하는셈이다. 그리고콜로라도전력의 80% 이상이발전과

정에서 kWh당 물 1/2 갤런을 낭비하는 석탄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1 kWh를

절약하면 발전소에서 석탄 3/4파운드와 물 1/2갤런을 절약할 수 있다.

 볼더시(市)에서 100MMBtu/연이상을이용하는주택은드물지만오래된주

택의경우는다르다. 따라서요금명세서상의에너지소비정보를확인하는작

업은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물크기및가족수에따른에너지이용량이적절한지, 월별, 계절별혹은

학기중과방학중의이용량패턴이어떻게다른지, 천연가스보일러를기본으

로사용하고있는주택내긴급전기저항난방사례가있는지등을확인하는것

은 에너지 진단 및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전략 설계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가 연료 1갤런을 소비하여 몇 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날씨나주택크기에따른난방에너지소비자수는건물의에너지이용량

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난방을하지않는기간의평균에너지소비량을제하여 1년이상기타에너

지이용량에서공간난방에너지이용량을구분함으로써월별난방에너지이용

량을 대략 산정할 수 있다. 

주택크기에공간조건이맞추어진에너지소비량지수는거주공간을평방피

트로나누어 Btu/ft²로산정되며이와유사하게에너지이용정보를통해냉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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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에너지도 산정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평가의최종단계는날씨에맞춰조정하는것이다. 날씨정보는

정기적으로여러기관을통해수집되고홈페이지에기록된다. 겨울혹한에따

른에너지소비량을산정하는데가장흔히이용되는방법은겨울일일평균기

온이화씨 65도처럼주어진온도이하로떨어지는만큼을합하는것이다. 겨울

철 ‘난방도일(heating degree days)’은 65에서일일평균기온(최고기온과최저

기온을 합하여 2로 나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들면, 일일최고기온이화씨 30도이고최저기온이화씨 10도일경우, 

평균기온은화씨 20도이므로 65에서 20을차감하면 45가되며이수치는해당

일의난방도일이된다. 난방용으로연료를사용한기간의난방도일은요금고

지서를통해서확인할수있으며해당기간동안의해당수치의합을 Btu/ft²로

나누어산정한다. 이수치는예상되는난방에너지소비지수로 Btu/ft²/HDD로표

기된다. 날씨및공간크기별로조정된동계난방지수가 3 Btu/ft²/HDD 이하이

면공간난방절약을위한비용효과적인개보수기회가적어진다(그렇다고전

무하지는않다). 이지수가 3-8 Btu/ft²/HDD이면개보수를통한에너지절약기

회를찾을수있으며 8 Btu/ft²/HDD 이상이면에너지절약가능성이세배이상

이 된다.

  볼더와 덴버의 연평균 난방도일은 5466과 6023이다. 참고로, 와이오밍주

(州) 샤이엔의 평균 난방도일은 7315, 아리조나주(州) 피닉스는 1444이다.

3) 대류열 손실 

주택에서 공기가 누출되는 빈틈을 막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크롤스페이스

(crawl space)와 천장과 빈 다락방 사이의 틈을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의 공기 누출부를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곳은

겉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에너지진단전문가들이주택의기압을낮추는 “기밀

성측정기(blower door)”라는기기를이용한다(그림 4-3). 이점검은주택의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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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도를확인하고건물외피및도관시스템의틈새를찾아낸다. 기술자들은

기밀성측정기를 외부 출입구에 설치하고 나서 모든 연소설비를 끄고 주택을

동계조건으로설정한다. 그리고나서측정기팬의속도를조정하여건물의

모든면에바람약 20mph를적용하여주택의기압을낮춘다. 만일측정기가이

만큼의압력차를형성하기위해심하게작동하면팬을통한기류가높고주택

의 공기 누출도가 높다.

                        

<그림 4-3> 기밀성측정기는 여러 출입구에 설치되어 다양
 

측정결과는난방기간동안의대류열손실정도를측정하는데도움이된다. 

볼더시(市)의역사적구역내일부주택대류열손실을상쇄하기위한난방비는

겨울마다 500달러 이상에 달한다.

전문가들은공기가누출되는공간에서주택내부로공기를끌어들이는팬으

로건물내모든공간을체계적으로체크한다. 대다수의누출부가눈에보이지

않기때문에정확히어느부분이공기유입/유출부인지확인하고나서틈새막

음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같은절차는진단자가적정거리를두고건물표면의기온을신속히확

인할수있는적외선(IR)기온탐지기를이용하면더욱정확하게확인할수있다. 

그림 4-4의적외선기온탐지기는부엌진열장의환풍기도관가까이에서발생



- 138 -

하는 차가운 공기 누출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4-4> 적외선탐지기는 건물 표면의 기온을 거리를 두고 측정
 

기밀성측정기와 적외선 탐지기가 찾아내는 대류열이 누출되는 공간:

- 내린 천장(dropped ceiling)과 개보수 외장재는 공기누출 문제를 가리거나

찾기 힘들게 할 수 있다.

- 소형승강기, 굴뚝, 빨래 활송장치, 쪽미닫이문

- 배관, 전선로, 매입등

-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는 발룬구조(balloon framing)나 다락방 천장판

- 일부 실내벽(공기가 새는 공기배출구와 스위치)

- 이웃과의 공유벽

- 계단통

- 붙박이

- 기초벽 및 토대목

- 천장이나 마루바닥 밑의 통풍공간

- 통풍구 – 유입 및 유출

- 지하실 및 다락방 등 건물추가구조

- 주택 내 다른 공간들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밀폐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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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구, 문, 기타 복도

- 창문

- 벽에 난 구멍, 갈라진 틈, 기타 찾기 힘들거나 들어가기 힘든 공간

 

(1) 전도열 손실

오래된건물은보통단열상태가낙후되어있으므로공기누출이없도록철저

히 빈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5> 옥상 단열 부족

<그림 4-6> 옥상 바로 아래 복도 매입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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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단열이 되지 않은 구역

보통건물주나시공사는이런문제를단열공사를추가하여해결하려고하지

만원래건물구조를확인하고건물실내및실외를크게손대지않고기존건

물의벽이나천장의빈틈을막아공기누출을차단하고성능을향상시키는것

이 바람직하다.  

측벽을고밀도로단열하는것은대류및전도열손실을막아에너지를절약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 다락방 바닥 / 지붕 단열 

다락방을창고로이용하는경우공기누출을막고, 단열을강화하여비용효과

적인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3) 기계설비 시스템 

에너지진단전문가는 냉난방, 온수시스템, 가스레인지, 오븐 등의 에너지 성

능을점검하여안전성및효율면에서에너지개선이필요한부분을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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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연소 탐지기, 연소 분석기 

이연소분석기는기기가최대로작동할때연료를얼마나효율적으로연소

하는지를보여주는연소효율 “안정상태”를측정한다. 대부분의오래된기기들

은 굴뚝을 통한 자연적인 환기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소과정에서 굴뚝

밖으로발생한열이계속하여빠져나가는 “대기손실(standby losses)”을보이며

이는 전체 계절별 작동 효율인 연별연료이용효율(AFUE: Annual Fuel 

Utilization Efficiency)의 10-20%를 저감시킬 수 있다.

 
(4) 도관 

보일러에서혹은보일러에서부터공기를전달하는도관의성능은종종에너

지낭비및안전성문제를일으킨다. 에너지진단전문가들은도관의상태를확

인하기위해다양한기기를이용하여공기누출량을측정하여적절한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찾아낸다. 

<그림 4-9> 도관의 공기 누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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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동온도조절장치 

에너지진단전문가들은보일러, 온수기, 냉장고등자동온도조절장치가달려

있는 기기들의 기능과 설정 상태를 확인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가쉽고에너지및비용을절약할수있는저렴한다기능설정전자자동

온도조절장치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림 4-10> 전자자동온도조절장치 

(6) 온수시스템

가정용 온수는 천연가스나 LP가스 혹은 전기를 이용한다. 전기온수기는 구

입가가저렴하고통풍구나연소용공기공급장치가필요없는반면전기요금은

천연가스요금의 3배에달하기때문에운영비용은가스온수기보다비쌀수있

으므로가능하면가스온수기가낫다. 비용이나안전성면에서가장좋은온수

방법은태양열온수시스템으로간혹온수공급이부족할경우전기예비시스템

을 갖추면 비용효과적일 것이다.

가정용가스온수시스템을이용할경우, 가스파이프에서가스가새는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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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 가정용온수는바로사용하기에너무뜨거운온도로저장혹은전달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과 섞어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화씨 125도 이하이면

온수로사용하기적당하기때문에온수온도를내리면저장탱크나파이프를통

한 대기열 손실을 저감하여 에너지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샤워기의유량을확인하여에너지및물이용량을줄일수있다. 보통

샤워기유량은 4gpm(갤런/분) 비율인데샤워를 10분정도한다고치면물 40갤

런을쓰게된다. 1.5gpm이면별문제없이샤워를할수있기때문에같은시간

에물 15갤런만쓰게되어기존사용량의 62%까지줄일수있다. 그림 2-13은

물 1.5gpm 이상을쓰는샤워기를 1.5gpm으로바꾸었을때절약할수있는비용

을 환산한 그래프이다.

<그림 4-11>  연별 가스 및 물 사용 절약비용(샤워기 유량을 1.5gmp로 바꾸었을 때)  
주: 샤워기 가격은 8달러, 설치비용은 10달러, 1일 6분 샤워 2회를 가정.

 

4) 전기 

(1) 배선 안전성 

오래된건물은낡은배선과새배선으로뒤죽박죽이기쉽고접속배선함, 콘

센트, 회로차단함등이부식되어전기저항의원인이되기도한다. 전기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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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경우별문제가없지만부하가커지면이부분이쉽게뜨거워질수있다. 

처음으로주택단열을할경우해당부분의열흐름을방해하여위험한상황을

초래할수있다. 따라서, 에너지진단전문가는단기회로부하를 15amp로설정

한특정회로점검기를이용하여전압강하율을측정한다. 전압강하율이 5% 이

상일 경우 비정상이며, 8% 이상이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Suretest™”미터기도가선저항, 중성, 접지, 기타파라미터들을측정한다(그

림 2-14). 에너지진단시주택내모든콘센트를점검하고벽이나다락방단열

등 큰 공사 후 배선에 문제가 없도록 재확인해야 한다.

 

(2) 냉장고 및 냉동고 전기 에너지 이용 평가

에너지진단전문가는냉장고및냉동고와연결되어있는콘센트를점검하고

난뒤간단한와트시미터(watt hour meter)를설치하고진단기간동안해당전자

제품들의에너지이용을점검한다(그림 4-12)를통해장기(월별혹은연별) 에

너지소비데이터를표준화하여특정에너지비효율적인모델을최신냉장고나

냉동고로교체하는것이비용효과적인지분석할수있다. 냉장고및냉동고는

많은가정에서약 12%에달하는상당량의전기요금을차지한다. 대부분의구

형모델은연 1200kW를소비하나에너지스타인증모델의에너지소비량은연

500kW 이하에 그친다.

<그림 4-12> 와트 미터기 등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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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 

대부분의역사적건물들은비효율적인실내및실외조명을갖추고있다. 비

용효과적이며에너지효율적인조명이널리이용되고있음을감안하여역사적

빌딩에최고의조명기술을적용할때이다. 조명의에너지성능을파악하기위

해서는다양한형태의조명이전력을단위당빛으로바꿔주는효율인발광효율

(luminous efficacy: lm/W)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와트수가높은백열등은 16-17 lm/W, 냉장고안의조명과같은백열등은 11 

lm/W 정도의발광효율을보인다. 백열등은빛뿐만아니라상당한열을발생하

기때문에보통발광용에너지및추가로발생하는폐열을식히기위한냉각시

스템에도에너지가소요되기때문에보다에너지효율적인조명을사용하는것

이 중요하다.

최신형광등은발광효율이 60-75 lm/W로백열등의 4배이다. 에너지스타인

증 컴팩트 형광등(CFL: compact fluorescent light)은 백열등보다 수명이 길어, 

25와트컴팩트형광등의가격은 2.50달러정도이지만전체수명을감안하면 75

달러이상을절약할수있다. 더불어컴팩트형광등은소음이생기지않고발광

품질 또한 뛰어나며 백열등을 사용하던 곳에 거의 들어맞는다(그림 2-16).

  
(4) 매입등 

매년 2천개이상의매입등이설치되며, 그중상당수가천장과다락방사이

의경계면에설치된다. 그림 4-13은볼더시(市)의역사적건물에설치된전형적

인 매입등이다.

<그림 4-13> 매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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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꼭대기층 천장에 매입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

- 연돌효과의 공기누출정도가가장큰지점에구멍을내기때문에단열천장(IC: 

Insulated Ceiling)의 매입등을 통해 공기가 새나간다.

- 매입등을켰을때발생하는열은 “연통효과(flue effect)”의 누기를 대폭

증가시킨다(온수보일러가 연통과 연결되었을 경우, 보일러가 뜨거워지

면 뜨거운 공기의 부력은 기온이 높아지는 비율로 주택 밖으로 공기를

몰아내는경향을보인다). 다른모든요인이동일할경우, 13와트전구를

켰을 때 공기가 새는 매입등을 통해 침기는 60%까지 올라가고 50와트

전구는 170%, 100와트는 400%까지 증가한다. 이는 에너지 낭비 뿐 만

아니라습기가많은뜨거운공기를다락방으로전달하여대형고드름을

만들고 지붕 데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 특히에너지비효율적인백열등에서발생하는열이단열이된곳까지매

입등온도를높이게되면화재가발생할수도있다. 매입등에온도감지

안전스위치가 있어 조명기구가 너무 뜨거워지면 알아서 조명이 꺼지더

라도 안전성을위해일반매입등은단열하지않는것이좋다. 전도 및 대류에

너지 손실은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 매입등 조명은 천장에 밝은 반점을 만들어 눈부시게 할 수 있다.

- 어떤건물이든지발광과함께상당한열을발생하는백열등을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이다.

 

<그림 4-14>는눈오기전후의콜로라도의주택사진이다. 이주택은공기가

새는매입등을천장에달고있었는데적절히보수하였다. 조명이꺼져있더라도

눈이연돌효과로인해눈이녹을만큼따뜻한공기가빠져나간다. 보수된매입

등은완벽히공기차단이된반사경과밸러스트시스템으로 3장에서설명된것

처럼 단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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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눈오기 전 후 콜로라도 주택

 

(5) 천장용 선풍기

역사적건물에서자주찾을수있는천장용선풍기는비효율적인모터와디

자인이적절하지않은날개를써서공기를움직이는데매우비효율적이다. 더

불어백열등을달고있는선풍기는컴팩트형광등으로바꿔야한다. 천장용선

풍기의특징은 cfm/W 당움직이는공기비율이다. 선풍기는효율적이든비효

율적이든지간에속도가빠를수록비효율적이기때문에속도를늦추는것이현

명하다. 천장용선풍기는방안의사람들이시원하게느끼도록하는데최고의

장치이나작동할때열을발생시켜실내온도를낮추지는않는다. 천장용선풍

기는겨울에체감기온을낮추어유용성이떨어지고천장이높은공간을제외하

고는 열의 성층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적다.

 

(6) 환풍기

환풍기는건물내악취나습기를제거하는데중요한장치이나작동하지않

을경우에는온도조절이된건물외장에환영받지못하는구멍일따름이다. 이

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풍기가 효율적이고 조용히 잘 작동되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필요하지않을경우에는꺼지도록하고적절히설치하여설계된대로작

동하고유지보수가가능하도록해야하며댐퍼(진동을멈추는장치) 또한제대

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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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단 전문가는 배기 송풍기의 흐름을 점검하여주택이 필요한통풍

량을 확인한다.

 환풍기는 완전히구멍을 실외로빼는 것과 환풍기에서 측벽이나 다락방을

통과하는배기덕트를통한공기누입을막는것이중요하다. 실외로연결하는

덕트는적절한크기의부드러운금속파이프여야하며원활한공기흐름을위

하여굴곡은최소한의형태가 좋다. 길이는최대한짧게하는 것이좋고움푹

들어가응축물이모이지않도록한다. 도관이난방이되지않는공간을지나게

될 경우 응결을 막기 위해 단열이 필요하다.

 고품질배기송풍기신제품중에소음등급 3손(sone) 이하의제품을구입하

라.  

끝으로, 댐퍼(진동을멈추는장치)와팬을깨끗하게유지하면장치가제대로

작동할수있고불필요한누기를피할수있다. 가스레인지나오븐을이용할때

부엌환풍기를작동시키는것이좋고, 욕실의경우샤워하기전에작동시켜끝

나고 5분이지날때까지켜두는것이좋다. 일부욕실환풍기는조명스위치와

바로연결되어조명이켜지면자동으로작동하게되어있다. 욕실환풍기의시

간조절장치가달려있으면필요에따라작동시키고자동으로꺼지게할수있

어 편리하다. 움직임감지장치가 달려 있는 욕실환풍기도 있다.

 좀더정교한환풍기는지속적인통풍수준을유지시키는단계와상황에따

라좀더강력한단계를나누어작동하는데낮은단계로작동할때전력소모가

훨씬 적다.

열교환식 통기시스템(heat-recovery ventilation system, air-to-sir heat 

exchanger)은건물주들이건물개보수에자주이용하는시스템으로중앙유닛

은실외에서유입되는공기를재가열하는데필요한추가에너지비용필요없

이배기공기로주택내통풍을가능하게한다. 오염원교환없이에너지만교

환된다. 이러한환풍기보수는주택전체공기누출막음공사이후에특히유

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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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너지 진단을 위한 최종 확인사항 

위에서언급된사항들은에너지진단중에확인된대표적인시스템들로종합

적인것은아니다. 기술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들이에너지진단을하게되면

특정건물에특이한상황들을발견하곤하는데, 특히오랫동안개보수를하지

않았던오래된역사적건물들이이에해당된다. 에너지진단전문가는건강, 안

전, 에너지문제를확인하여가장비용효과적인해결책을찾는것을목표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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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지방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1절 기후변화 관련 대응 보고서

1. Los Angeles, Climate Action Plan(2007)

 산페드로만에위치하여캘리포니아남부국제무역의관문으로환경문제

해결의선도적인역할을해왔던 LA는지구온난화에대응하기위해기후대응계

획을발표했다. LA는 2030년까지 1990년대비 35%의 CO2 감축을목표로재생

가능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개선, 도시패턴 변화를 통한 교통에너지 감소에

노력하고있다. 이보고서는 LA항만부가지방정부차원에서온실가스인벤토

리와부문별온실가스저감을위해선택한여러가지방법들을포함하고있다.

건물부문과 관련 해서 LA는 그린빌딩 정책을 적용하면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전력소비를 20%까지저감할수있다는사실에착안해 2006년에에너지

조사를시행한바있다. 건물관련온실가스저감방안으로는에너지효율적인

조명기기설치및개보수, 공기조화시스템효율개선, 냉방시설용량최적화, 건

물지붕 ‘cool roof’ 재료사용, 자동제어장치설치, 운용기간중정기적인유지보

수관리등이있다. 또한신축건물의경우에는그린빌딩지침을반드시준수해

야한다. 담당직원들이정해진건물을조사하고나면개보수의우선순위를정

해실행일정을수립한다. 에너지절약의중요성에대한교육도건물의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2. San Francisco, Climate Action Plan(2004)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샌프란시스코환경부에서 2004년에발간한보고



- 154 -

서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까지 1990년대비 20%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배출 감축을 위해 CCP(Cities for 

Climate Protection)에참여하는등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보고서

에서는최근의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기후변화가샌프란시스코에미치는영

향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샌프란시스코온실가스인벤토리를검토하

고있다. 또한이를통해 2012년까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교통,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고형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

자체의 대응방식을 이행전략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건물부문이온실가스배출량의약 50%를차지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는건물부문온실가스저감방안을주거및상업용건물, 공공기

관의기존건물과신축건물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성측면에서인센티브및기

술지원, 교육확대, 법규및기준강화등으로구분해기존전략및추가가능한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인센티브 및 기술 지원

소비자들이 직접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설비를

설치한지 1년뒤절약된전력및열에대한보조금지원및에너지진단, 설계지

원 등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1> 1990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온실가스배출량(e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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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1990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eCO2)

○ 주거용 건물

기존주거용에너지효율개선프로그램은고효율가전제품구입및고효율냉

난방시스템보조금지급, 주택에너지종합개선인센티브, 에너지스타인증주

택구입도모, 에너지생산및공급자인센티브등을포함한다. 이에더하여우

선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소매상, 설비상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주거용건

물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확대할수있다. 또한에너지고효율전구이용을확

대하는 조명효율개선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다.

○ 상업용 건물

다양한에너지관련기관에서첨두부하저감및에너지효율개선에초점을두

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적용해볼만한 정책은 건물관리자 및

건설업자를대상으로교육및자격증을제공함으로써냉난방, 환기, 조명, 온수

설비등의제어시스템조정, 건물진단및수리처럼정교한에너지관리시스템

을구축하는것이다. 또한첨두부하를줄이기위해에너지효율관련인센티브

를확대하고대규모에너지소비업체에에너지진단등의에너지관리서비스를

무료로제공할수있다. 소규모사업체를위해서는기술지원및인센티브를한

꺼번에 제공하는 ‘턴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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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조명효율개선, 건물외피및에너지관리제어설비업그레이드등공공기관에

다양하게시행되는에너지효율및수요저감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확대될필

요가있다. 각기관별에너지 5년계획을수립해차별화된에너지진단, 효율개

선, 관리자 교육과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 교육 확대

다양한매체를통해기존의대중인식제고프로그램과이해관계자대상차별

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화할 필요가 있다.

 

(3) 법규 및 기준강화

캘리포니아주는 모든신축건물이에너지효율건축기준을따르도록하고있

으며, 중앙정부는 에너지효율기준에 따른 에너지스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그린빌딩조례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공공기관 설계기준

을제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샌프란시스코는신축및기존건물의에

너지효율기준과 법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이 보고서를 통해기존에 시행되고있는 에너지효율관련

정책과향후적용할만한정책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즉, 인센티브, 직

접설치, 기술지원등의수요관리프로그램은에너지소비자가에너지고효율설

비를설치하고에너지효율적건물을설계할수있도록유도가필요하며, 에너

지효율개선으로인한혜택에대한대중들의인식을전환하기위해여러기관

및전문가들과협력해서캠페인을진행할필요가있다. 궁극적으로는에너지효

율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지역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Copenhagen, Climate Plan(2009)

코펜하겐은 고유의 자전거 전용도로망과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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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의 30% 이상을탄소중립적인에너지로공급함으로써이미상당량의이

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할수있었지만더살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 2005

년부터 2015년까지 20%의 CO2 배출을감축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이보고

서에서는 대체에너지, 교통,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lighthouse project라는 이름 아래 6개 분야의 50개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코펜하겐은건물신축및리모델링시에너지효율개선에투자해장기적인에

너지비용을낮추는것이건물부문의에너지소비를줄일수있는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도시전체바닥면적의 5%를소유하고있으며, 공공기관및기타용

도로약 100만m²에달하는공간을임대하고있는코펜하겐시(市)는기후대응계

획에서특히공공기관의에너지효율개선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국가에

너지등급제도를기반으로덴마크지방정부연합은에너지등급이부여되고 5년

미만의회수기간을갖고있는모든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5년안에완료하겠

다고동의했지만, 코펜하겐은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이르는공공기관에너지

효율사업까지로대상범위를확대한바있다. 한발더나아가시너지효과가있

는대규모리노베이션사업의경우에는회수기간을 2025년이상으로연장할계

획이다. 이를 통해 1등급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신축건물이 전체 공공건물의

15%를차지하고있으며, 매년에너지비용 3천크로네(약 4백만유로)를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펜하겐은 2015년온실가스감축목표외에 2025년까지탄소중립도시로거

듭나려는비젼을세우고있다. 이를위해우선공공기관건물의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소요되는비용대비깨끗한공기, 적은소음, 쾌적한주변환경및

건강한실내환경을보장할수있는투자임을전세계에모범적으로선보일계

획이다.

4.  Portland, Climate Action Plan(2009)

포틀랜드는미국지방정부중에최초로 1993년부터이산화탄소감축전략을



- 158 -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멀트노마 카운티가 1990년 대비 10%라는 2010

년감축목표를설정해 150개의장단기탄소배출량감축계획을수립한바있다. 

2008년에는빠른인구성장에도불구하고 1990년수준이하의이산화탄소배출

량을기록할수있었다. 2007년포틀랜드는 2050년까지 80%의탄소배출감축

목표를채택하였으며, 이보고서는이를위해포틀랜드에서노력해야할각종

대책들을포함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40%의감축목표를수립

한바있으며, 이보고서를통해서향후 3년간중점적으로취해야할계획도제

시하고있다. 건물과에너지, 도시형태와교통, 소비와폐기물, 산림, 식량및

농업, 고용, 기후변화대응, 지차체운영이라는크게 8부분으로나누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3> 포틀랜드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멀트노마카운티이산화탄소배출량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050년

까지기존건물의 50% 가량이남아있을건물부문의배출량을줄이기위해크

게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2010년까지 전체 건물에너지의

25%를줄이고, 두번째로모든건물과주택의순온실가스배출량을제로로만

들며, 세번째로재생가능에너지를이용해전체에너지소비의 10%를공급하

고, 네번째로신축건물및리모델링건물이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유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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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멀트노마 카운티의 부문별 탄소배출량 (1,000 metric tons)

    

포틀랜드는 주거용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개선 전략 중에 Clean Energy 

Works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절약, 고용창출, 사회적 형평성

향상을달성하고있다. 이는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건

물주에게저리융자를제공한뒤 15~20년에걸쳐에너지사용요금에추가로부

과되어환급하는프로그램이다. 또한저소득가구에게는최저이율을보장해주

고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도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시 이율을 낮게

책정해주고있다. 비영리기관인 Architecture 2030은 2010년이후의신축건물에

서사용되는화석연료의비율을 50% 이하로유지하고 5년마다 10%씩줄여나

가 2030년에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가구별에너지사용이기후변화에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비교할수있도록

주택면적과 천연가스 이용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동네 단위의 탄소저감전

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5-4> 2008년 포틀랜드 단독주택의 난방용 천연가스 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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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포틀랜드 단독주택의 평균 바닥면적

 포틀랜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핵심은 양질의고용창출과 사회적형평

성향상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탄소배출을줄이기위한에너지사업

을통해고질적인사회문제까지함께해결할수있도록다양하고구체적인전

략을제시함으로써설득력을얻을수있었을뿐만아니라시민들의적극적이고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Berkeley , Climate Action Plan(2008)

이 보고서는 2006년 버클리 시민들이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80% 감축할것을목표로시장에게기후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요

청하면서작성되어보고서로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배포된기후대응

계획(안)이다. 버클리는 건물부문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3%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절반이주거용건물에서배출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신축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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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을높이고재생가능에너지로전환함으로써에너지소비를 35% 줄

이고 2050년까지 ‘0’으로만드는것을최종목표로세우고있다. 이보고서는주

거및상업용건물과공공건물의에너지낭비를줄이고건물내에공급되는에

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의 그린빌딩정책

- 건축/공간구획 계획 담당자 대상 그린빌딩 기술교육

- 신축/리모델링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 상향조정

- 건물설계시최첨단그린빌딩기준적용을장려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시 

- 설계대로작동할수있도록건물모니터링, 진단, 위탁관리서비스확대

- 그린빌딩확대를위한경제적인센티브, 비용절감, 세금환급정책의개발

 
버클리그린빌딩정책은신축공공건물 LEED인증의무화와신축주거용건

물에 적용하는 캘리포니아주의 GPR(Green Point Rated) 등급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인 BIG(Build It Green)가 실행하고

있는 Best Builders라는프로그램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프로그램은주거및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그린빌딩 전문가들과 상의해

LEED나 GPR의 ‘그린빌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사업기간 동안 꾸준히

업데이트를해야한다. 특히바닥면적이 10,000 ft² 이상인비주거용신축건물

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2)  주거용 기존 건물 대상 정책

- 에너지 고성능건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주거용 건물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 및 개정

- 에너지절약 조례에 주택 에너지등급제 포함

- 에너지 절약장치 및 서비스의 무료 보급 및 보조금 확대

- 임대주택 에너지 절약 관련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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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는 정부 단열지원금으로 고효율 전자제품, 온수 보일러 단열장치

(water heater blanket),창문수리및교체, 저압샤워꼭지보급등에너지효율개

선및절약사업을통해저소득층에너지부담을줄여주고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지원금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프로그램(LIFE: Low-Income Energy 

Efficiency)을통해다락방단열, 에너지고효율냉장고보급및바닥/벽수리서

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매년 520가구(저소득층가구 4%)를지원하고있다. 법

적으로는 1980년버클리에도입된주거용에너지절약조례(RECO: Residential 

Energy Conservation Ordinance)에의거해주택의매매및이전또는 5만달러

이상이소요되는리노베이션을시행할경우다양한에너지효율기준을준수해

야한다. 현재 RECO 시행으로건물에너지의 10~20%가절약되었지만, 범위를

좀더확대하고종합적인에너지진단과정을거쳐주택에너지등급으로발전시

킬필요가있다. 또한기존주택의자발적에너지효율개선도이끌어낼필요가

있다. 버클리주택부문에너지정책중가장흥미로운것은청년에너지전문가

2명이각가구를방문해에너지소비량을확인하고에너지절약장치를무료로

지급하는 California Youth Energy Services(CYES)라는프로그램이다. 이는에

너지절약은물론지역청년들을위한교육및고용프로그램과연계해서운영

되고있으며, 매해 325가구를방문해총에너지소비량 150,000 kWh의저감효

과를 얻고 있다.

 

(3) 상업용 기존 건물 대상 정책

- 에너지 고성능건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 확대

- 상업용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 및 개정

- 건물 매매 시점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전략 개발

- 상업용 임대건물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개발

- 상업용 건물 전체 대상 에너지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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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대차계약에건물에너지효율정보를포함시키도록장려및의무화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에너지절약 전략 확대

- 상업용 대형 건물을 위한 에너지절약 전략 확대

 

버클리 상업용 에너지절약 조례(CECO: Commercial Energy Conservation 

Ordinance)는 1985년부터시행되었으며, 건물주는상업용건물의매매또는냉

난방공간을 10% 이상확장하는 5만달러이상의리노베이션및증축시해당

조례를준수해야한다. CECO 시행으로인해상업용건물에너지의 10~15%가

절약되었다. 일반주택처럼 CECO에도종합적인에너지진단과정을추가해상

업용건물에너지등급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위원

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기금으로운영되는 Smart Lights 프

로그램은소규모사업자대상효과적인에너지절약프로그램으로조명수요를

추정해 고품질 고효율 조명 및 냉장설비 개선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2002년

이래로 350만kWh, 58만 달러에 달하는에너지절약효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버클리의보고서는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달성하려면기존의건물에

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6. Albuquerque, Climate Action Plan(2009)

2008년앨버커키는각계대표 60명으로이뤄진기후대응태스크포스팀을구

성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2000년 대비 2012년

20%, 2020년 25%~30%, 2050년 80% 감축을목표로기후대응계획을수립한바

있다. 이보고서는앨버커키시민들의환경, 사회, 경제적이해관계의조율을통

해온실가스배출감축을달성하기위한정책, 프로그램, 교육및지원측면에서

의 49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생산품과 농업, 

재활용, 사회변화, 교통 분야로 구분해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제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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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위한앨버커키의실천전략도함께제시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을줄

이기위한전반적인저감기술과함께건물의경우에는주거및상업용건물과

건물별발전설비, 에너지공급분야로구분해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 제도적

기반구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앨버커키는 2030년모든신축건물의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한노력의일환

으로2007년뉴멕시코주에서는최초로지방정부와건물관련산업부문의노력

을바탕으로에너지절약조례를제정한바있다. 기존건물과신축건물의에너지

소비저감및관련법규시행을위한최선의방법은사업주와건물주에게경제

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임을강조하고있으며, 건물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

위해그린빌딩기준을달성한건물의신축및개보수사업에혜택을제공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신기술과

국내외 법적 기준을 반영해 에너지절약조례를정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신축

건물에는 주택에너지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기

준에맞춰부담금차등부과및인센티브를부여하고자한다. 또한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콤팩트 형광등 같은 고효율 기기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앨버커키의경우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기위해서는교육과홍보를통한시

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7. City of San Rafael, Climate Change Action Plan(2009)

샌러팰은현재대비 2020년까지온실가스 25% 감축을목표로삼고있으며, 

이보고서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을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전략을

제시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저감방법으로는생활양식, 건물, 환경, 경제라는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건물분야는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에너지생산, 수자원보전이라는세가지측면을중심으로전략을제

시하고있다. 샌러팰의건물에너지소비현황은주거/상업부문모두조명, 난방, 

냉방, 취사부문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다.



- 165 -

건물부문이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3분의 1을차지하는샌러팰은샌프란시

스코만의북쪽만지역에서 2007년처음으로그린빌딩조례를의무화했다. 이조

례에따르면모든신축주거용건물에그린포인트등급을매기고신축상업및

공공건물은 LEED 인증을적용받도록요구하고있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한비

용대비가장효과적인방법은기존건물의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는것으로그

린포인트등급이부여된주택은동일한크기의일반건물에비해전력 53%, 천

연가스 34% 적게소비하고 LEED 기준을준수하는상업용건물의에너지효율

은 18~3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샌러펠의기후변화대응계획은일반 시민들과이해관계자들이도시계획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동체기반 거버넌스’의

원칙을 잘 구현하고 있다. 샌러펠 시장이 2005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 내

도시별온실가스배출량의자발적감축에동의하고난이후, 시의회는 2008년

에 샌러팰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녹색리본위원회(Green Ribbon 

Committee)를구성하고기술적인조언을위한녹색팀(Green Team) 자원봉사자

들을 모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민워크샵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전략 관련

아이디어를 수집해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

이이를분석한뒤녹색리본위원회가우선순위를결정해대중적워크샵을거쳐

시민들과공유한뒤도시계획위원회와시의회에제출해승인되는절차를거치

고있다. 온실가스배출량을대폭감축하기위해서는모든영역에서시민들의

참여가필수적이기때문에, 이처럼폭넓은여론수렴과홍보가중요할수밖에

없다.

 

8. Denver, Climate Action Plan(2007)

2005년덴버시장이 2012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10% 감축목표를설

정한이후이보고서는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25% 감축목

표를제안하며, 10개분야별세부목표를별도로제시하고있다. 온실가스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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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 지역사회보건, 에너지안보등덴버시전반적인

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향이제시되어있다. 덴버시의주요온실가스배출

원은교통, 주거/상업/공업, 도시자재이며, 이를바탕으로건물과발전부문, 교

통부문, 재료및폐기물부문으로구분해온실가스배출저감전략을제시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존건물과 신축 건물로 구분해 기술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은요소별(단열, 창호, 주광, 태양열등) 기준을, 기존건물은에너지효율개

선, 물 효율개선, 식생 등에 관한 정책적 제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에너지사용량의실시간확인이가능한스마트계량기이용으로주택에너

지 10% 절약

- 수요관리, 상쇄, 재생가능에너지 이용과 함께 탄소배출거래제 구축으로

온실가스배출량 2019년까지 10% 감축

-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 에너지 고효율 전자제품의 장려 정책 확대

- 주택용 에너지고효율 전구 보급 확산

- 에너지 진단 서비스 무료 제공

- 저소득층 에너지절약 방법 및 교육의 통합 제공

-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 솔선수범

- 주거/상업용건물에너지기준설정으로비용절약, 에너지절약및탄소배

출 감축

 이보고서는다양한인센티브제공, 의무화, 자발적참여확대등을통해삶

의 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웰빙, 삶의질개선을도모할수있다고설명한다. 또한이보고서는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9.  Evanston, Climate Action Plan(2008)

2006년에반스톤시의회는미국시장들이기후보호협약에동참하기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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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뒤온실가스배출량인벤토리구축과더불어대응전략으로서이보고서를작

성하였다. 에반스톤시는 2012년까지 1990년대비 7%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

목표로삼고있으며, 9개분야 200여개의전략들을제시하고있다. 에반스톤의

온실가스감축전략은교통및토지이용, 에너지효율성과건물, 재생가능에너지, 

폐기물감축및재활용, 산림, 초원, 식량생산및배분, 정책및연구, 교육이라

는 9개범주로나누었으며, 건물에너지와관련해서는주거/상업/공업건물, 공

공건물 및 공공장소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전기와 천연가스 소비량 저감

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전략실행으로예상되는온실가스배출감축량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에반스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사용으로인해발생하고있기때문에도시전체감축목표의 87%가건

물부문에해당한다. 이보고서는주거/상업용건물과공공건물및산업용건물

의에너지효율개선과공공장소의전기및천연가스이용으로인한배출량저

감전략에중점을두고있으며, 저감전략제안및온실가스예상감축량, 전략

적 정책파트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보고서는우선상업용건물, 정부기관, 산업용건물의전기및가스사용

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해공공서비스프로그램을통한에너지

효율개선, 기업의자발적참여, 에너지효율관련자료제공, 조례/정책/법안등을

고려하고있다. 이를위해첫째, 전력회사와함께사업주들의인식제고와상업

용에너지효율개선인센티브프로그램참여를독려할것을강조하고 20개대

규모 에너지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

여달성하도록한다. 둘째, 주거용건물의에너지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

량 감축을 위해 시민 참여, 교육 및 자발적 참여, 관련 조례/정책/법의 제정을

유도할수있는전략을제시한다. 셋째, 시소유및시영건물, 공원, 주차장, 거

리에서이용되는 시설물의 에너지효율개선 방안과 관련조례/정책/법안을제

시한다. 이계획은현재정책을검토하고새로운정책으로발전시키려는제안

사항으로이를시행하기위해서는시당국이주요역할을담당하더라도온실가

스 배출량의 13%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시민들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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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감축 목표 배출량

저감효과

목표 B-1: 2020년까지 공공기관 건물에너지효율 10% 향상 ♣

목표 B-2: 2020년까지 주거용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20% 향상 ♣♣

목표 B-3: 2020년까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에너지이용 20% 저감 ♣♣

목표 B-4: 2020년까지 역사적 건물 30% 그린화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반스톤은 전문

상담사나공무원이계획을세우기보다지역단체인지속가능성연합과파트너

쉽을맺고, 일반시민들이팀장을맡는 9개의태스크포스팀을구성해시민주도

형회의를통해기후대응계획을수립하기위한준비절차를거쳐여러차례제

안과발표를거듭한뒤시민들이열람할수있도록확정안이온라인에게재되

었다.

10. Benecia , Climate Action Plan(2009)

2007년 베니시아 시의회는 ICLEI에 가입하면서2020년까지 2000년 대비

10% 온실가스배출감소를목표로온실가스저감을위한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온실가스저감을이행할수있는분야를교통및

토지이용, 건물, 공업및상업, 수자원, 고형폐기물, 공원및오픈스페이스라는

8가지분야로나누고, 각분야의온실가스감축목표와예상배출량을제공하고

있다. 건물분야는 공공기관/주거/역사적 건물과 공업용/상업용 건물이라는 두

부문에대한전략이제시되어있다. 각각의부문별목표를설정한뒤, 이를달

성하기위한전략들을제시하고있다. 베니시아는역사적건물에초점을맞춰

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온실가스감축전략이제시되어있다는측면에서특징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2> 건물에너지 감축 목표 

(1) 공공기관 대상 전략

- 공공기관 LEED인증 의무화

-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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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의 업그레이드

(2) 주거용 건물 대상 전략

- 그린빌딩 법규의 단계별 적용

- 그린빌딩 사업의 확대

-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최저에너지효율기준 및 단열개선 의무화

- 그린빌딩 법규에 주택 리모델링 기준 반영

- 주택 에너지 진단

- 에너지 효율개선 보조금 지급

- 고효율 콤팩트 형광등으로 전환

(3) 역사적 건물 대상 전략

-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장려

- 에너지 효율개선을 포함한 역사적 건물 보존계획 수립

- 역사적 건물에 LEED인증 및 그린포인트 등급인증 장려

- 건물주, 도시계획가, 지역업체의 교육

- 모범사례의 홍보를 통한 보급확산

- 시청의 에너지 효율개선

베니시아기후대응계획의건물부문에서가장특징적인것은시내에보존되

고있는역사적건물들의에너지효율개선및재이용, 재활용등을통해지속가

능성 관점에서 역사적 건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1. Delaware, Climate Change Action Plan(2000)

델라웨어는각계각층의대표들로 구성된 기후변화컨소시엄의조언을받아

201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를 7% 감축한다는목표아래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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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수립했다. 이계획에서는공업, 주거, 상업, 교통, 전기기기, 폐기물, 산

림, 공공교육부문으로 구분해 현황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에너지

관련전략으로는공기조화시스템의최적화된디자인, 조명기기의효율개선, 재

생가능에너지이용등이있으며, 교육정책이온실가스배출저감전략의일환으

로 제시되어 있다.

(1) 산업부문 전략

- 산업용 조명 효율개선시 세제혜택 부여

-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진단 확대

-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

 

(2) 주거부문 전략

- 건축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 주거용건물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중앙정부프로그램에

참여 확대

- 난방및온수용에너지를전기에서천연가스로전환하거나에너지고효

율 전자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

- 소비자들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관련 정보 제공

- 비용-효과적이며 에너지효율적인 조명 보급 확산

 

(3) 상업부문 전략

- 고효율 조명 기준 적용

- 냉난방시 천연가스 이용 지원

- 에너지 고효율 냉장기술 보급 확대

- 건물일체형 태양광기술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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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러웨어의기후변화대응계획은분야별분석결과를토대로적용가능한다양

한대책들을제안하고있다. 대부분의정책대안들은관련문헌연구와다른지

역의 기후대응계획 및 정책들을 통해서 증명된비용효과적이며 에너지효율적

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12.  Miami, MiPlan: Climate Action Plan(2008)

마이애미는 2005년미국기후보호시장합의에서명하고나서 2007년에합의

문을공식적으로채택했으며, 이후 ICLEI가개발한가이드라인에따라인벤토

리를작성하고기후행동계획을마련한바있다. 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20년까

지 2006년대비 25%로설정한뒤건물, 에너지, 교통, 토지이용, 적응측면으로

구분해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분야의 주요 에너지 소비원은 냉방, 

조명, 온수및각종기기들로총 7가지의전략이제시되어있다. 기존의공공건

물과민간건물의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한전략들이상세히제시되어있으며, 

열섬효과를감소시키기위해건물부문에서시행할수있는전략들도함께포함

되어 있다.

마이애미는온실가스배출량의절반가량을건물부문이차지하고있으며, 건

물부문에서소비되는에너지의 90%가전기이고남부의따뜻한기후때문에미

국내다른도시들에비해난방보다냉방관련에너지소비량이높다는특징을

갖고있다. 재실감지센서나온도조절장치등을설치하거나보다정교하게는건

물에너지진단을거쳐불필요하게낭비되고있는에너지소비를줄여나갈수도

있을 것이다. 오래된 건물에너지을 수리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함께줄이는부가효과를얻을수있다. 마이애미건물부문의에너지

소비저감전략은냉방용전기에너지저감에집중되고있다. 마이애미에서는기

존건물의 80%가 20년이상된건물일뿐만아니라상업용건물이도시전체

면적의 35%와전력소비의 60%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해당부문에너지효

율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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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idney, Sustainable Sydney 2030(2006)

시드니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2050년까지 70% 

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시드니의2030년비젼은 ‘A Green, Global, Connected 

City’로녹색산업으로경제성장을이끌어낼뿐만아니라모범적인친환경활동

으로세계적인환경리더로인정받고, 세계적관광지라는명성을배경으로문화

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국제도시로서의위상을유지하며, 도시내교통

망을폭넓게구축해어디든쉽게연결되는도시가되겠다는전망이다. 이를위

해시드니는구체적으로다양한활동의중심지로시내중심가의재활성화, 교

통망의 통합,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거리 등의 녹색공간 확대, 에너지 및 물

효율개선, 주택가의저렴하면서도품격있는대중공간확보를목표로하고있

다. 이를위해 10가지행동전략을제시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적행동

의 선도적 실천’이 기존 건물의 환경성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시드니정부의자원절약정책은신축건물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 2030

년까지기존건물에서소비되는자원과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효율

적인대책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시드니정부는친환경행동모델

개발을통해그동안도시관리영역에서소홀히다루어졌던건물효율개선을위

해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효과를얻을수있을

것이다. 또한주거용및상업용기존건물의개보수를확대하기위해서는에너

지및물이용요금의상향조정뿐만아니라등급별세금면제등의인센티브지

원이필요할수밖에없다. 더불어시드니내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이

해가낮기때문에에너지효율이높은건물과낮은건물을구분하기위한그린

파워등급제를시행함으로써공급과수요측면에서의재정적연결고리를구축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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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시드니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이보고서는에너지에포커스가맞춰져있다기보다는사회전반적인지속가

능성을다루고있으며, 도시경쟁력, 교통, 도시계획, 경제, 문화, 주택정책으로

나누어진전략들을제시하고있다. 건물관련정책으로는기존건물의에너지

효율개선을추진하기위한재정적인센티브부여의필요성과제도적기반을바

탕으로 제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14.  Toronto, The Power to Live Green(2009)

토론토시의회는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80% 감축목표를달성함

으로써저탄소도시로거듭나기위한계획을 2007년에수립한바있다. 2009년

에작성된이보고서에서는토론토가지속가능한에너지전략을수용하고나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수립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12년까지전기절약및에너지수요관리를시행하고 2014년까지는석탄화력

발전소의단계적폐지를위해재생가능에너지발전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중

기계획으로는석탄화력발전폐지이후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의주범이될

천연가스의소비량을줄이고장기적으로도 2050년까지기존발전시스템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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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보고서에서는에너지소비현황, 기존건물의에너지효율관련문제, 경제·

사회·환경적배경및기존에너지정책에대하여설명하고 2020년까지전기수

요, 천연가스수요를줄이기위한기술적방법과더불어지역별기후변화적응

및에너지계획의필요성을제안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한도시를목표로건

물에너지, 에너지공급인프라, 교통등과관련된다양한전략들을제시하고있

다. 현재토론토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60%가전력및천연가스최종소비과

정에서발생하고있며, 그중에서난방및온수부문이 58%, 전기가나머지 42%

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은 상업부문, 천연가스는 주거부문에서 비

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부문별 전력 및 천연가스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과관련해서는기존토론토건물의 80% 이상이 2050년까지사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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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감안하면최근신축건물에적용되는기준외에기존건물에도에너지효

율기준을의무화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저소득층가구의경우대부

분임대주택에거주하며집세에고정된에너지요금이포함되어있고건물자

체의에너지효율개선에영향을끼칠수없기때문에에너지소비를줄이는데

관심이없다는구조적문제점이존재하고있다. 2011년까지기존건물을포함한

모든건물에법적에너지효율기준을도입하고건물주가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보조금이나세금혜택등다양한재정적지원

을늘려나갈계획이다. 2010년에는기존에너지정책에건물에너지기준과등

급제를추가하고우선적으로공공건물의효율개선을진행하며재생가능에너지

를상업및주거용건물부문으로확대하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금융업계

에서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자제도를 적극

적으로추진할것이다. 토론토의건물부문에서적용되고있는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The Mayor’s Tower Renewal : 공공건물 및 고층 주거용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프로그램

  (www.towerrenewal.ca/Index.php)

 - The Tronto Green Development Standard : 지속가능한건물을개발하기

위해 신축건물에 에너지 효율개선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www.toronto.ca/planninggreendevelopment.html)

- Home Energy Assistance Toronto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저층주택의

소유주가건물에너지절약시시정부로부터최고 1,000 달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통합지원금으로부터최고 1만달러까지추가적으로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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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프로그램

  (www.toronto.ca/livegreen/home_energy_heat.html)

- Better Building Partnership : 건물냉난방및조명에이용되는에너지로

인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개선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고공공기관및비영리기관건물의에너지절약및재생가능에너지보

급을 위해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

  (www.toronto.ca/bbp)

- Toronto Hydro Corporation : 토론토 수력공사는 주거/상업/산업용 민간

및 공공건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 프로

그램

  (www.torontohydro.com)

- Live Green Toronto: 2008년부터주택및상업용건물에지열시스템이나

옥상녹화사업에 2,000만달러를투자해관련정보와지원을한번에제공

하는 서비스 시스템

  (www.livegreentoronto.ca)

 - Toronto Solar Neighbourhoods : 2010년에추진될태양열급탕확대캠

페인을 추진하기위해 주택 150가구에 시범적으로 태양열 온수기를설

치에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www.solarneighbourhoods.ca)

 

- Cool It, Power It, Grow It – the Greening of City Hall : 토론토시청에

옥상녹화, 건물단열, 자동제어, 소규모발전, 재생가능에너지등을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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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www.toronto.ca/ewmo/)

- Eco-roofs : 산업용 및 상업용 건물의 옥상 녹화시 최고 1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www.toronto.ca/greenroofs/Index.htm)

 

토론토는건물부문의지속가능한에너지전략과관련해서주거및상업부문

을 대상으로 한 지방조례 제정 및 기준수립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대폭 저감

및 고효율 에너지제품의 의무화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15. Manchester, Shaping Partnership Energy 

Priorities(2010)

 이 보고서는신설 맨체스터 에너지그룹이 제시하는정책의 우선순위를부

여하기위해작성되었다.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간의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10개 도시의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연합체인 Greater 

Manchester정부연합은주거계획, 보건, 시민보호, 신경제, 환경, 교통, 효율개선

등의분야에서에너지관련탄소배출을줄이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

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 냉방, 발전, 교통, 산업의 에너지

시스템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영국의기후변화대응계획에서는 2050년까

지탄소배출을 80% 저감하는것이목표이며, 2020년까지는 1990년대비 34%, 

2010년까지는 10%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보고서는건물부문과관련해서기존건물에서 45%의에너지가소비되고

있기때문에기존건물의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한재정, 기술, 공급, 연구전

략을제시하고있다. 또한에너지빈곤을최소화하기위한단열개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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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공유, 기존건물개선을위한기금확보와비용효과적인전략의이행

및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절 건물에너지관련 보고서

1. NewYork City GreenCodes(2010)

2007년뉴욕은지속가능한성장을안내하기위한종합환경의제를출간함으

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목표 30%를 제시한 바 있다. 뉴욕의 경우에는

이미훌륭한대중교통시스템을갖추고있기때문에미국내다른도시들과달

리건물부문이온실가스배출량의대부분인75%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

에뉴욕시는건물분야의온실가스배출을획기적으로줄이기위한법률및규

정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린빌딩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시민들

에게그린빌딩의혜택을제공하기위해이보고서가작성되었다. 신축건물과기

존건물개보수를중심으로 10개분야(보건및유독성, 에너지및탄소배출, 빌

딩탄력성, 자원보전, 물효율, 우수, 도시생태)에서 100여개의법률개선안을

제시하고있다. 각각의제안은환경, 보건및비용절감측면의효과를반영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관련제안사항들은법률개선관련기본원칙과에너지효율, 

운영및유지보수라는세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보고서가법률의친환경

적개선에중점을두고있는이유는법이기존제도및업계의관행에강제적

변화를요구할수있기때문이다. 즉, 법률개선을통해서기술개발및자재공급

양측에규모의경제를일으켜비용을저감시킬뿐만아니라지역적조건과우

선순위에맞춰조정이가능하고시장실패의조정도가능하며사회적형평성및

환경정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에너지와탄소배출부문의기본원칙에는뉴욕시

의에너지법규를검토한뒤개선시키는제안을담고있다. 대표적으로는상업

용 건물의 설계시 미국공조냉동공학회의 오래된 기준 대신에 최신 ASH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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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기준을이용하도록요구하는법률개정이있다. 또한건물에너지효율을높

일수있도록모델링적용을요구하는규정과신축주택에대한미국에너지스

타인증규정도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패시프하우스설계기법을이용한에

너지수요저감전략도포함되어있다. 예를들면, 건물외피가단열기준을충

족시킬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개선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분산형에

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보급에걸림돌이되는사항을제거하는법률개정도포

함되어 있다. 

2. Santa Monica, Green Building Guide(2005)

산타모니카그린빌딩가이드는산타모니카시가주거용건물의개보수관련

정보제공, 신축 및 기존건물의 개보수 관련 건강 및 환경정책의 점검, 친환경

주택을건설하기위한설계및시공사와의협력체계구축, 그린빌딩관련재원

확보방안등을마련하기위해작성되었다. 산타모니카의가이드는크게그린빌

딩의 특성, 건물주의 유의사항, 건축업자들의 실행지침 및 체크리스트로 구성

되어 있다.

이보고서는주택을설계할때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친환경건축자재및

시공법을설명함으로써그린빌딩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건물주의유의사항

은건설단계및신축시주택요소별그린빌딩목표를설명함으로써각각의목

표를달성하기위해설계, 자재, 설비의결정시참고해야하는건설지침들로구

성되어있다. 여기에주택시공업체가적용할수있는다양한그린빌딩자재및

기술을보완설명하고각각의항목들을체크리스트로작성해서첨부하고있다.

이보고서는그린빌딩가이드라인에따라주택을건설하기위해서는건물주

의의지만이아니라설계자, 시공사모두가그린빌딩자재및실천방법에익숙

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타모니카는 그린빌딩 건축자재, 설계기

법 및 시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린빌딩 자원센터(Green Building 

Resource Center)를운영함으로써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는부분에주목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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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3. London, Leading to Greener London(2009)

이보고서는 2009년환경개선, 기후변화완화, 오염저감, 저탄소경제, 효과

적인자원이용및자원소비저감등을통해친환경도시로자리매김하고자했던

런던시장의확고한의지와요청에의해작성되었다. 환경적인측면에서런던

은1)시민들의삶의질개선 2)기후변화완화 3)기후변화관련적응을목표로삼

고있다. 이로인한기대효과로는 a)친환경적이고, 깨끗하며, 안락한런던만들

기 b)에너지효율개선및재생가능에너지보급확대 c)폐기물을자원으로전환

d)교통의환경적영향저감등을들고있다. 에너지와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의 25%를

분산형에너지로전환하고건물에너지효율을극대화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시내주택들의단열현황을검토한런던시는국가평균단열수준에미치지못하

고있는점을강조하며, 탄소배출을줄이기위한주택분야의가장효과적인대

책이 단열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런던의 에너지 프로그램

 

-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및 물 이용율 증진

- 공공설비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 혁신적인 탄소배출 저감수단의 저탄소 시범구역 10개소 지정

- 분산형 에너지프로그램의 확대

- 저탄소 경제의 편익 확인

 

이중에서첫번째와두번째내용은특히건물에너지와깊이관련된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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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다. 주택부문은매해런던총탄소배출량의 38%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

절반이상을난방이차지하고있다. 신축주택의경우에는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과공동으로에너지소비저감, 공급에너지효율개선, 재생가능에

너지이용방안을모색함으로써탄소배출을최소화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으

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런던의기존주택은타지역에비해단열이힘든건물이많아에너지효율개선

이쉽지않지만다양한개보수작업을통해에너지요금을절약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런던의 300만주택가운데절반이상을개보수해나갈계

획이다. 런던은전체탄소배출량의 28%를차지하는공공건물및상업용건물

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프로그램(BEEP: Buidling 

Energy Efficiency Programme)을시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건물에너지효

율개선조치를통해에너지요금과탄소발자국을저감하는혁신적사업모델로

인정받고있으며, 여러시범사업을통해탄소배출량을평균적으로 25% 감축해

매년백만파운드이상의에너지절약효과를거두고있다. 이프로그램의시범

사업이성공을거둠에따라다양한분야로사업이확대되고있으며, 시장이급

속도로 확대되어 런던 건물부문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런던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Better Buildings Partnership이 시행되고 있는데

11개의 대형 상업건물 및 공공건물들이 에너지, 폐기물 관련 효율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을통해서최근에는녹색임대절차안내문도출간된

바 있다.

이보고서는런던시장의환경비젼을실현하기위해작성된것으로, 종합적

이지는않지만규제및재정적변화를도모하기위한지속적인로비를통해보

다구체적인사업들이런던시의정책으로구현될것으로전망된다. 이보고서

는에너지공급, 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부문에서런던은세계적인도시

로성장하는데가장큰장애물로기술이아니라상업및재정적문제를제시하

고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런던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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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현가능한사업모델을효과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있다. 즉, 모든분야의적극적인참여를끌어내기위해서는무엇보다경제적유

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Boulder, Making Your Historic Building Efficient (2007)

역사적건물및구역의적절한보존에관하여조례를 1974년에규정한바있

는볼더시(市)에서는고(古)건물의역사적보존및에너지효율에대한논의가

2004년에 활발히 진행되었었다. 결국 볼더 시의회는 역사건축위원회

(Landmarks Board)와 환경자문위원회(Environmental Advisory Board)에두영

역이어떻게조화를이룰수있을지를연구, 분석, 제안하도록지시하기에이르

렀다. 2006년에기후변화대응계획이통과되면서고(古)건물의역사적보존및

에너지효율에대한논의는더욱활발해졌으며, 그결과로고(古)건물의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역사적 구역 및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들이 원래 건물의

외관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에너지효율을개선할수있도록역사적건축물의

복원, 재건, 보수및리모델링을위한기준을명시해야한다는방향으로의견이

모아질수있었다. 이보고서는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고건물의에너지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낡은건물을수리해야하는필요성으로는경제성, 안락함, 역사보존, 탄소발

자국축소등을들수있다. 무엇보다건물주는경제적인측면에서건물운영비

용을장기적으로절약할수있기에지방정부차원에서건물내부의에너지효

율개선 조치를 위해 에너지효율융자(Energy-Efficiency Mortgage)를 제공하고

있다. 시차원에서는이를통해철거및재건축비용보다저렴하게건물의지속

가능성을제고할수있다. 역사적건물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

선에너지진단을거쳐에너지소비량을산정하고건물의기밀성을측정해열이

손실되는부분을점검한뒤단열을강화하고각종전기설비및전자제품, 조명

설비의효율을높여비용효과적인보존방법을제시하는절차로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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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더시처럼역사적건물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한조치들이건물을새로

짓는것보다내구성이높을뿐만아니라환경문제를덜일으키기때문에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5. Minnesota, The State of Minnesota Sustainable Building 

Guidelines(2009)

2000년미네소타주의회는 2004년이후정부지원을받는전체신축건물을

대상으로의무화할수있는지속가능한건물설계가이드라인을행정상업부에

요청한바있다. 2008년에는 2009년이후정부자금을지원받아시행되는대형

리노베이션건물의경우에도포함되도록의무대상이확대되었다. 이보고서는

이런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존의제도를기반으로진행사항을기록하기위한

서류들을구비한뒤손쉽게점검하기위한지침으로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건물의실제비용과편익을추정할수있는절차를제공하고있다. 특히사무용

건물과 대학건물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시범사업을통해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은건물의

전생애주기에걸친건물효율개선을목표로운영관리, 대지와물, 에너지와대

기, 실내환경, 재료와 폐기물이라는 5개 범주로 구분해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에너지소비저감, 건물이용자의건강및생산성증진, 자연환경개선이

라는측면에서지속가능한건물의비용및편익을정량적으로제시하고있다.

건물에너지와관련해서에너지비용및미네소타주의경제에영향을미치는

생태적영향을줄이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대상건물들이에너

지관련지방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에너지사용량보다 30% 적게사용하도록

장려하며, 건물의장기적운영비용을고려한재생가능에너지기반분산형전력

사용을권장하고있다. 신축건물에대해서는전체에너지소비의 2%를풍력및

태양광으로공곱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기존건물을리노베이션할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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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조건을권유하고있다. 이최소기준을충족하기위한비용은외부발전

소에서에너지를공급받고탄소배출을저감하기위해소요되는현재및미래

의비용과비교하여추정되어야하며, 기획설계단계에서는이로인한환경및

경제적영향을포함한두개이상의시나리오를분석하도록권유하고있다. 추

가적으로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줄이기위해에너지스타등급을받은전기

설비 및 전자제품을 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보고서는지속가능한설계를위한세부항목의의도와요구조건을구체적

으로설명하고가이드라인상의관련내용과도움이될만한자료들을명시하고

있기때문에지속가능한건물프로그램에참여하는건물주나사업주또는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6. Austin, Green Building Commercial Guidebook(2009)

이 보고서는 오스틴 에너지 그린빌딩 등급제(The Austin Energy Green 

Building Rating)를뒷받침하는자료로상업용건물을대상으로등급별점수를

얻기위해필요한지속가능한건물수단의목적과의도, 기본요건및구비서류

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작성되었다. 상업용그린빌딩이되기위한조건들을

크게기본요건, 대지, 에너지, 물, 실내환경, 자재및자원, 교육등의8개분야

로 구분해 온실가스배출 저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와관련해서는옥상녹화, 단열, 조명, 물, 냉방, 재생가능에너지등

에대한기존의법적, 제도적자료들을비교해자세히기술하고있다. 예를들

면에너지법에서는건물에너지효율관련최소기준을규정하고있는데, 이기

준이상을달성해건물에너지소비및부하를저감하면화석연료발전소건설

과온실가스배출량, 건물운영비용을줄일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를위한

첫번째요건은현재오스틴시의건물외피와조명효율을각각 15% 이상개

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ASHRAE/IESNA 90.1-2004 Appendix G 같은

건물성능등급규정을 15% 이상달성하는것이다. 추가적으로에너지이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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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건물성능등급 규정을 17.5% 이상 달성할 경우에는 2.5% 마다 1점씩

추가점수가 부여된다.

그린빌딩등급제시행을위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보고서로평가

항목별의도와요건, 구비서류, 참고자료뿐만아니라해당조치를취했을때부

여되는 점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민들

의 이해를 돕기에 유용한 보고서이다.

 

7. Chicago, Best Practices for Green Building(2003)

그린빌딩홍보자금을지원받고있는 시카고는 일반적으로상업, 산업, 주거

용건물및공공건물등건물용도에따른전략을제시하는다른도시보고서들

과달리건물주, 건축가, 개발업자, 시설관리자등의이해관계자별로그린빌딩

설계시고려사항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 ‘모범사례들’을정리해서이보고

서를작성했다. 이보고서는그린빌딩관련에너지효율성, 수자원, 자원절약, 실

내공기질, 단지 설계분야로구분해실행이쉽고 적용가능한기술을이용해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린빌딩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1) 시설관리자

그린빌딩을신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건물의지속가능한운영을위해

관련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시설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 기존설비의에너지진단, 현장에서의운영데이터수집, 에너지절약방법

모색, 절약가능한 사항 추정

- 건물 자동제어시스템 설비

- 에너지스타 등급 설비 및 장치의 구입

- 건물 및 설비의 정기점검

 



- 186 -

(2) 개발업자

개발업자는 부지 선정같은 의사결정단계에 관여한다.

- 재개발용지 개발

- 옥상녹화 및 밝은 색 지붕을 통한 단열

- 재생가능에너지 및 분산형에너지 설치

- LEED인증 전문가 등의 고성능 건물 설계 전문가의 고용

(3) 건축가

전문건축가는다양한전문기술들을정리해고효율저비용의시너지를유도

할 수 있다.

- 물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경관 설계

- 에너지이용공간을에너지공급원가까이에배치함으로써에너지손실의

최소화

-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열병합 발전설비 설치

- 조명, 냉난방, 환풍 등 통합적인 공간 설계

 

(4) 건물주

상업용건물과달리주택의경우에는건물주가모든의사결정을하기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타이머같은 에너지 제어장치 설치

- 에너지스타 등급의 고효율 가전제품 이용

- 건물 외피 단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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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그린빌딩전략을적용하는데있어서건물주들의적극적인참여

를유도하기위한경제적인센티브가부족하기때문에관계부처는관련규정을

공지함과동시에해당기준을만족하는건물주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해야한

다. 또한에너지및물이용의효율을개선하기위한전략들의법률적장애요인

들도 제거해야한다.

 

8. Davis, Home Remodeling Green Buiding Guidelines(2004)

데비스는알라메다카운티폐기물관리및재활용당국뿐만아니라지역건설

업계, 건축가, 시공사, 그린빌딩전문가들과의협력을통해서그린빌딩가이드

라인을작성했다. 이그린빌딩가이드라인은전문건설업체와건물주를대상으

로건축폐기물최소화, 주택내구성강화, 건물운영비저감, 자원효율적인건축

자재의생산자를지원하기위한고형폐기물관리, 에너지효율개선, 자원절약등

의 비용효과적인 제안사항들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효율 건축자재, 재

활용건축자재등을활용함으로써매립장으로보내지는폐기물을줄이는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신축건물과기존건물리모델링을대상으로대지, 기초, 구조

물, 외부마감, 배관, 전기, 설비, 단열, 창, 공기조화, 재생가능에너지, 난방, 냉

방, 실내공기질, 바닥으로 구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데비스의그린빌딩정책은다음과 같은그린빌딩전문가자격증과그린포인

트라는 건물등급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그린빌딩 전문가 제도

전국리모델링산업연합의 샌 프란시스코만 지부(SFBA NARI: The San 

Francisco Bay Area chapter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 Remodiling 

Industry)는알라메다카운티폐기물관리당국과함께캘리포니아건물전문가종

합자격증코스를운영하는등건물리모델링에그린빌딩건축기법과건축자재

를적용하는방법을교육하고있다. 소비자들은각지역의인증받은그린빌딩



- 188 -

전문가들을 홈페이지(www.sfbana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전문가들은위해그린리모델러길드(Green Remodeler Guild)라는조직

을만들어그린빌딩건축자재및기법에대한정보와관련교육을꾸준히제공

하고 있다.

 ○ 그린포인트 제도

  건물전문가들과건물주들이건물의친환경성을평가할수있도록만들어

진등급제도로실행이쉽고저렴한 25개의리모델링항목을자원, 에너지, 실내

공기질/건강 부문으로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다(www.stopwaste.org).

 

        

<그림 5-6> 마이애미의 건물 부문별 누적 면적

마이애미의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개선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대학, 학교, 병원 등 비영리기관과의 에너지효율개선 제휴

- 에너지진단, 에너지시스템개보수, 에너지스타등급설비구입등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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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

- 기존민간건물의개보수및매매시에너지효율개선의무화또는인센티

브 및 패널티 부여

- 신축건물의 그린빌딩 의무화, 인센티브 부여 및 에너지법규 개정

- 신축건물녹색지붕의무화, 기존건물인센티브부여, 나무심기등을통

한 열섬효과 저감

- “마이애미녹색연구소(Miami Green Lab)”의설립을통해건물에너지효

율, 분산발전, 재생가능에너지등에대한정보및관련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

-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개선 범위의 정기 점검

 

마이애미는 고도가 낮은 해안가에 위치해 반면에 건물 밀도가 높아 해수면

상승으로인한위험에크게노출되어있어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취약한도시

로꼽힌다. 따뜻한남부지방에위치함으로인해다른도시들과다른에너지소

비패턴을보이기때문에건물부문의냉방과조명에초점을맞춰에너지효율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