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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건물에 지 소비 감은 ‘서울친환경에 지기본계획 2030’의 핵심과제

－건물에 지 소비 효율향상은 2008년 수립 후 2009년에 개정된 서울친환

경에 지기본계획 2030의 핵심과제로 선정됨.

－신축건물보다 기존건물의 에 지소비 감에 정책역량을 집 해야 함.

◦법‧제도  기반 미흡

－용 률 인센티  제도, 건물에 지 약계획서, 건물에 지효율 등 인

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서울시장에게는 지역에 지계획 수립의무는 있으나 건축기  제정권한

은 없음.

2) 연구목적

◦민선5기의 지원 략 제안

－민선5기에 실행 가능한 사업 심으로 소득계층 주택의 에 지소비 

효율향상을 한 지원 략 

－규제보다는 지원 심의 건물에 지소비 효율향상 략 수립

◦민선5기 이후의 장기 유도 략  규제 략 제시

－유도 략  규제 략 추진을 한 제도  기반 구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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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정책 , 제도 , 기술  근

－35개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보고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 제도

, 기술  근방안 모색

－건물에 지 시뮬 이션 로그램(eQUEST) 활용  문가 설문조사

－해외 사례 벤치마킹, 효과분석  용방안 제시

<그림 1> 연구의 체계 

Ⅱ. 주요 연구내용

1. 국내외 건물에너지 정책현황

1)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건물에 지 감정책을 활발히 추진 임.



iii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 보고서는 목 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나는 ‘기후변화’ 응책을 제시하기 한 보고서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빌딩’ 련 지침을 제시하기 한 보고서들임.

－건물 성능개선방안 제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도출하기 해 해외의 건

물에 지 효율향상 련 보고서를 분석하 으며, 서울시의 건물에 지 

감 략 련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한 정책유형의 기 자료로 활

용함.

2) 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정부는 건물에 지 약을 해 신축건물을 상으로 하는 ｢건축법｣과 기

존건물을 상으로 하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을 토 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임. 

－신축건물 상 법·제도로는 건축물 에 지 약 설계기 , 건물에 지 효

율등 제, 주택성능등 표시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등이 있으나, 추

진체계 미비, 기술발  미반 , 지원정책의 비실효성, 인식수  열악 등

의 한계를 지님.

－기존건물 상 법·제도로는 에 지사용량 신고제, 에 지 진단, 건물 자

발  약 등이 있으나, 강제성 결여, 일반주택 배제, 노후건물 방치 등

의 한계를 지님.

◦2009년 11월에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기 인 건물

에 지 정책 강화계획을 발표함.

－신축건물 : 에 지 사용량을 이기 한 건축물 설계기  강화, 에 지

소비총량제 도입, 그린홈 100만호 공  등

－기존건물 : 개보수 비용의 지원, 에 지 진단, 에 지 소비증명서 발 을 

통한 민간의 참여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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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정책

◦서울시도 건물의 에 지소비를 이기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임.

－신축건물 상 친환경 건축기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친환

경  에 지 약형 설계 기 을 제시함. 공공부문은 의무 으로, 민간

부문에 해서는 자발  참여를 권장하기 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용 률 인센티 를 부여하는 제도임.

－기존건물 상 건물에 지합리화 사업 : 에 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건물

의 에 지손실 요인을 찾아내 난방, 단열, 조명, 지붕  창문을 개조함

으로서 에 지 약  이용효율을 극 화하는 사업임.

－서울시는 최근에 기 강화를 통해 모든 신축 공공건물을 에 지효율 1

등 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강동

구가 ‘ 에 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기 으로 재건축 사업을 

검토할 정임.

◦따라서 서울시는 건물의 에 지소비를 이기 해 집 해야 하는 ‘정책

상’을 찾아내 상건물에 용 가능한 ‘요소기술’을 발굴해낸 뒤, 요소기술

이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확산되도록 ‘제도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 전략목표의 선정

◦ 황분석

－기존건물 분포특성 : 2000년 이 의 건물수가 91%, 주택의 연면 은 

64%, 건물수는 76%, 도시가스의 58%가 주택에서 소비 

－ 소득층 분포 : 서울시에서 소득수 이 최 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체

의 7.2%인 25만가구이며, 차상 계층은 약 76,000 가구, 차차상 계층은 

약 58,000 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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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층과 에 지 복지 로그램 :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

자에게 기 생활비의 5.6%에 해당하는 열비를 보조하는 등 차상

계층까지 난방효율 개선 지원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 : 서울시에는 국 등록문화재의 약 15%에 달하

는 6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4 문 안에 집  분포

◦민선5기 략 추진을 한 목표선정의 평가지표

－공공성 : 공공의 보조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함.

－ 복성 : 정부나 서울시의 보조가 복되지 않도록 함.

－보존가치 : 등록문화재 는 문화  가치가 높은 건물은 사유재산이면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들 건물을 보존하려면 공공의 보조가 필요함.

◦민선5기 이후 장기 유도 략  규제 략 추진을 한 목표선정의 평가

지표

－경제성 : 기투자비 비 에 지 약 효과가 가장 높은 주택은 단독주

택이며 다세 주택과 공동주택이 뒤를 이음.

－효율성 : 벽단열과 창문교체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추진 시 단독주택의 

에 지 약효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다세 주택 순임.

－수월성 : 건물별 련 이해당사자 수는 단독주택(1.4세 /동), 다가구주

택(3.9세 /동), 다세 주택(7.3세 /동), 공동주택(360세 /단지) 순으로 

많음.

◦민선5기 략목표의 선정

－다가구매입임 주택은 즉시 시행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우선 지원 상

－최 생계비 이하의 가구  정부보조를 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 상에 

포함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도 지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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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요소기술 적용방안

◦건축, 설비, 부지 등 3분야의 요소기술 추출 

－건축 : 지붕‧벽체‧창호‧통로‧공간(실)

－설비 : 냉난방‧환기‧조명‧제어시스템

－부지 : 녹지공간‧도로‧물

◦표 건물 용

－건물 유형은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에서 분류한 주거용, 비주거용 “표

건물”과 해외 문헌에서 요하게 언 되고 있는 “역사  건물”로 구분

－표 건물은 건물유형별로 주거용 건물 4개(공동주택, 다세 주택, 단독

주택,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용 건물 5개(사무소건물, 학교, 호텔, 백화

, 병원) 등 총 9가지

◦요소기술 용 효과분석 

－요소별 용효과에 한 문헌조사  정량 , 정성  분석

－eQUEST 로그램을 이용한 에 지 성능 시뮬 이션을 통한 정량  분석

－시뮬 이션이 어려운 요소에 한 문가 설문조사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를 통한 정성  분석

◦우선 용되어야 할 요소기술 추출

－주택 : 난방부하 

－호텔 : 난방부하

－병원 : 탕부하

－비주거용(호텔, 병원제외) : 력부하

◦주택은 건축부분 요소기술을 심으로 먼  개선되어야 하며, 벽체 단열개

선  창문의 효율개선이 매우 요

◦옥상녹화의 경우 단독주택이 다른 건물에 비해 용 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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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은 설비부분 개선, 즉 공조 시스템 용량 최 화, 에 지 리 

시스템 도입, 창문효율 개선효과가 큼. 특히 학교의 경우 단열강화  창문 

효율 개선이 매우 요함. 

◦역사  건물은 외 이나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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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사무소 학교 호텔 백화점 병원

냉방 난방 급탕 전력

<그림 2>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비율

4. 건물 유형별 효율향상 효과

◦효과가 높은 유형은 연간 6,944kWh의 에 지를 소비하는 다세  주택이

며, 기본 단열을 할 경우 2,000kWh의 에 지를 감하는 것으로 상됨. 

서울시에서 건물에 지 감을 하여 을 다세  주택의 단열사업에 

맞출 경우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상됨.

◦ 재의 가스요 으로 환산하여 감액을 분석하면, 기본 단열을 보강할 경

우 단독주택은 연간 35만원, 다세 주택은 연간 15만원, 공동주택은 연간 

20만원의 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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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난방비 812,442 2,284,995 501,449 

기본(벽면+창호) 195,553 345,635 151,381 

기본+현관문교체 268,392 418,474 224,220 

기본+지붕 201,528 392,463 168,195 

기본+보일러 234,603 374,816 191,082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349,149 504,375 283,121 

<표 1> 가구당 에너지 절감액
(단위: 원/가구)

◦ 기 공사비는 기본설비만 할 경우, 다세 주택이 약 472만원, 공동주택은 

약 752만원, 단독주택은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기본(벽면+창호) 7,519,055 9,845,902 4,722,465 

기본+현관문교체
주)

8,692,013  11,018,860  5,895,423  

 기본+지붕 7,625,857 10,682,946 5,023,011 

 기본+보일러 8,323,055 10,649,902 5,526,465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9,602,815  12,659,904  6,999,969  

주) 현관문 :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현관문을 단열처리한 철문으로 교체

<표 2> 가구당 초기공사비
(단위: 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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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역사적 

건물공동

주택

단독

주택
다세대

주상

복합
사무소 백화점 학교 호텔 병원

건축

지붕 단열 강화 △ ◉ ◉ △ ◉

옥상녹화 ◦ ● ◉ ◦ ◉ ◦ ◉ ◦ ◉

지붕 반사율 조절 △ △ △ △

벽체 단열 강화 ● ● ● ● ◉ ◦ ● △ ◦ ◦

벽면 녹화 ◦ ◦ ◦

창문 효율개선
주)

● ● ● ● ● ● ◉ ◉ ◦

창틀 단열강화 ● ◉ ● ◉ ◦ ◦ ◉

창틀 기밀성 개선 ◉ ◉ ◦ △ ◦ ◉

공간 구성 ◦ ◦ ◉ ◦ ◉

설비

개별 온도제어 ◉ ◦ ◉ ◦ ◦ ◦

보일러 효율개선 △ ◦ △ △ △ ●

공조(용량 최적화) ◉ ● ● ● ●

환풍기 설치 ◉

배기열 회수 ◦ ◦

자연환기(창문 활용) ◦ ◦

환기(용량 최적화) ◦ ◉ ◉

자연채광(조광제어) ◉ ◦ ◉ ● ◉ ● ◉ ● △

재실 감지센서 △ △ △ ● △ △

조명 효율개선 ◦ ● ◦ ◦ △

에너지관리시스템 ◦ ● ● ◦ ● ● △

대지

수목 식재 ◦ ◦ ◉ ◦ △

수변공간 조성 ◦

절수형 기구 ◉ △

주) 이 연구에서는 창문 및 창틀에 현관문도 포함시킴

<표 3> 건물 유형별 우선 적용되어야 할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선택

5.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 건물에너지 정책의 유형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유형 : 법  규제, 직  시행, 경제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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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교육  홍보 등 5개 유형

◦법  규제 : 건축 규제, 인증제, 표시제, 약으로 세분됨.

－건축 규제: 건축물, 설비, 입지 요인의 법  에 지효율 기  설정

－인증제: 에 지성능 인증의 의무화를 통한 건물에 지 감 정책

－표시제: 인증제를 강화해 주택 거래 시 에 지성능  인증을 표시하도

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가격에 에 지요인이 반 되도록 유도

－ 약: 기업과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약을 체결하며, 정부는 약

상자에게 인센티 를 제공함.

◦직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에 지효율개선사업을 직  시행하는 방식

－ 소득 가구 상 사업과 기타 민간부문 상 사업으로 구분

◦경제  지원 : 에 지효율개선을 유도하는 시장기반 정책

－보조 : 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물에 지 효율개선사업 추진 

시 정부가 보조 을 지원

－융자: 에 지 효율 인 기기  단열개선사업을 장려하기 해 사업비용

을 장기 리로 융자

－세 : 건물에 지 감사업을 지원하기 해 통 인 조세시스템을 이

용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

－용 률: 민간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기 해 친환경‧에 지 소비 요

소를 용한 신축건물에 용 률 인센티 를 부여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와 연계한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해 건물에

지 사용량을 감축

◦기술  지원 : 에 지, 진단, 컨설 , 가이드라인 등 

－에 지 진단: 건물의 에 지소비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 인 요인을 찾아

내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

－컨설 : 문가와 일반인을 상으로 건물에 지의 효율  리 는 에

지 약 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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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건물 설계  운용 단계의 건물에 지를 이기 해 건물

요소별, 이해당사자별 지침을 제시

◦교육  홍보 : 에 지 소비형 건물  기술을 보 하기 한 사회  분

기를 조성함.

－여러 지자체들은 이해당사자별로 세분화해서 건물에 지 감  기술

보 의 활성화, 지속 인 리를 목표로 교육‧홍보 로그램을 시행함.

2) 국제기구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안

◦건물에 지 감 략에 한 국제기구의 제안

－UNEP(2009)는 건물의 표 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규제 정책, 시장

기반 정책, 경제  지원, 정보제공  자발 인 참여에 한 평가를 제공함.

－WBCSD(2009)는 건물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이해 계자별 권고사

항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함.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09)는 건물에 지 효율개선사업을 활성

화하기 한 다섯 개의 주요 정책을 명시함.

－Carbon Trust(2009)는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을 탄소 빌

딩으로 환하기 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함.

3)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 관련 제도적 기반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 정책은 법  규제, 직  시행, 경제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홍보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건물에 지 

감정책에 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르면 법  규제를 기반으로 다른 보

완 인 정책들과의 정책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함.

◦서울시 건물에 지 감정책 시안(試案)

－최우선 정책: 입지 기  강화, 소득가구 상 건물 효율개선사업 추진, 

에 지 효율 주택의 실태 악  건물주 상 컨설  등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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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기존 정책 최근 정책 서울

법적

규제

건축 

규제

·건축물 효율 기준 강화 ∨ ●

·설비 효율 기준 강화 ∨ ●

·입지 기준 강화 ∨ ○

인증제 ·건축물 인증 의무화 ∨ ○

표시제 ·건물 에너지성능 표시제 ∨ ○

협약 ·자발적 협약 체결 ∨ △

직접

시행

저소득

·건축물 효율 개선 ∨ ●

·설비 효율 개선 ∨ ●

·입지 요인 개선 ∨ △

기타민간

·건축물 효율 개선 ∨ ●

·설비 효율 개선 ∨ ●

·입지 요인 개선 ∨ △

경제적

지원

보조금 ·설치비 지원 ∨ △

융자 ·저리대출 지원 ∨ △

세금
·세금 감면 ∨ △

·지방세 환급 ∨ △

용적률 ·건축 규제 용적률 완화 ∨ △

거래제 ·배출권 총량 거래제 ∨ ○

기술적

지원

진단

·건물에너지소비조사 ∨ △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 △

·최저에너지등급 주택 파악 △

컨설팅
·건물주 대상 컨설팅 ∨ △

·건축·건설업자 컨설팅 ∨ △

가이드라인
·건물 요소별 지침 ○

·이해당사별 지침 △

교육 및 

홍보

교육 ·에너지 관리교육 △

홍보 ·그린빌딩 홍보 △

● : 매우 효과적인 사업

○ : 효과적인 사업

△ : 효과는 작으나 의미있는 사업

∨ :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정책

<표 4>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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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전략

1.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전략의 기본 원칙

－ 력강화의 원칙: 정부와 경쟁하지 말고 력할 것

－모범 확산의 원칙: 시범사업을 만들어 확산시킬 것

－공공성 증진의 원칙: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익성을 담보할 것 

2. 중기 유도전략 

－건물에 지효율등  표시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상으로 잘 

보이는 곳에 건물에 지효율등 을 표시하도록 함.

－건물에 지 정보 제공: 건물의 에 지 효율등 이나 에 지소비량에 

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용 률 인센티  강화: 리모델링이나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시행 시 

건물의 총 에 지 부하를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용 률 인센티 를 부여

－세  감면: 에 지효율등 이 1등  이상인 건물에 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탄소부담  도입: 온실가스 다량배출 건물의 소유자 는 유자에게 탄

소배출부담 을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  제도와 연계

－지원책으로 보완  병행: 컨설   교육지원, 공공성 확보를 제로 

소득층주택  역사  건물 등의 에 지효율향상을 한 보조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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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규제전략

－서울시 건축기  제정: 건축법 개정을 통해 역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강

화된 건축기 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에 지 약계획서 심의제도 도입: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을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에 지 약계획서를 심의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

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 의무화: 소규모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해 에 지효율등  인증 의무화, 소규모 건물에 해서는 자발  인증 

유도  지원

－건물에 지 소비량 공개 의무화: 에 지소비량이 연간 500TOE 이상인 

건물부터 에 지소비량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소규모 건물로 공개범

 확

－탄소거래제 도입: 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련 자발  참여 유도

4. 민선5기 지원전략

◦민선5기 추진사업

－제도 ‧재정  제약 아래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 심으로 추진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득층을 우선 지원

－사업규모 : 다가구매입임 주택 포함 약 40,000건, 역사  건물 약 100건

－주요사업: 단열강화, 창문교체(필요하면 지붕단열  보일러교체)

◦다가구매입임 주택 

－다가구임 주택 매입 후 에 지효율향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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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건축물 설비

지붕

단열

옥상

녹화

지붕 

반사율

벽체

단열

벽면

녹화

창문

효율
주)

공간

구성

개별온도

제어

보일러 

효율

자연

채광

중요도 ● ◦ △ ● ◦ ● △ ◦ ◎ ◎

주) 창문효율개선 : 현관문 단열성능개선 포함

<표 5>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요소기술
● 긴급 ◎ 매우 권장◦권장 △ 유의미

◦ 소득층 주택 

－임 료 상승 방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담보하는 내용을 계

약서에 명시

－건물이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여 출입문 교체, 보일러 설치, 개별온도

제어시스템 도입 등의 다양한 요소기술 용

요소

건축물 설비

지붕

단열

옥상

녹화

지붕 

반사율

벽체 

단열

벽면

녹화

창문

효율
주)

공간

구성

개별온도

제어

보일러 

효율

자연

채광

중요도 ● ◦ △ ● ◦ ● △ ◦ ◎ ◎

주) 창문효율개선 : 현관문 단열성능개선 포함

<표 6> 저소득가구 단열향상 요소기술
● 긴급 ◎ 매우 권장◦권장 △ 유의미

◦문화  가치가 높은 건물의 보존 

－건물에 한 에 지 진단과 컨설 을 실시한 후 건물의 외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시행

요소

건축물 설비

지붕

단열

옥상

녹화

지붕

반사율

벽체

단열

벽면

녹화

창문

효율
주)

공간

구성

개별온도

제어

보일러 

효율

자연

채광

중요도 ◎ ※ ※ ● ※ ※ △ ◦ ● ◎

주) 창문효율개선 : 현관문 단열성능개선 포함

<표 7> 근대역사적 건물 요소기술 
● 긴급 ◎ 매우 권장◦권장 △ 유의미 ※문화재의 외형보전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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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 및 효과분석

◦사업비용

－창문교체, 내벽단열, 지붕단열과 보일러교체를 모두 할 경우 약 590만

원~710만원 소요, 가구당 500만원한도 지원(최상층은 600만원) 

－민선5기 기간동안 지원사업 추진 시 약 2,020억원 소요

◦사업효과

－창문교체  벽면단열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약 7,650TOE의 에 지 

약  17,670톤의 온실가스 감축, 보일러 교체 시 약 9,290TOE의 에 지 

약  21,690톤의 온실가스 감축, 문 교체 시 연간 약 11,052TOE

의 에 지 약  25,815톤의 온실가스 감축 

◦재원조달

－기후변화기  활용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원 이상 기후변화기 에 출연

6.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로드맵

1) 민선5기 단기사업

◦다가구매입임 주택 에 지효율향상 사업 

－다가구매입임 주택의 에 지 효율에 한 가이드라인 제정

－다가구매입임 주택에 한 에 지효율개선 의무화

◦ 소득층 주택 에 지효율향상 사업

－ 소득층 주택의 에 지효율향상 계획수립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  실 평가

◦근 역사  건물에 지 효율향상 사업

－근 역사  건물의 황  에 지 소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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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역사  건물의 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  실 평가

◦ 장기 사업 추진을 한 비

－기업 심의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에 한 지원 방향 재검토

－용 률 인센티  정비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을 한 담조직 설립

2) 중장기 사업

◦유인책 마련

－리모델링  재건축 시 에 지효율향상을 제로 인센티  부여

－에 지효율향상 사업을 시행한 건물에 한 세  감면

－탄소배출부담 제도 도입방안 검토

◦건물에 지효율 규제

－에 지 원회의 상강화  건물에 지 약계획서 심의제도 도입

－서울시 자체의 건축기 을 제정 

<그림 3>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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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서울친환경에 지기본계획 2030의 실천과제

－2008년 서울 ‘친환경 에 지 기본계획’ 수립

－ 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 의 기본 략으로 담은 ‘국가에 지기본계

획’ 수립

－‘국가에 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09년에 ‘서울친환경에 지기본계

획 2030’ 수립

－‘서울친환경에 지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으로 에 지 효율개선이 

가장 큰 목표이며, 이를 하여 건물에 지 효율개선이 무엇보다 요한 

정책으로 지목

◦건물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 지를 소비 

－서울시 부문별 에 지 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  가정‧상업부문의 

에 지소비량이 체의 5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송부문 32%, 산업

부문 9%, 공공부문 4%의 순임.

－특히 에 지 소비량은 가정‧상업부문에서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4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그림 1-1>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 여야

－서울시 력의 60%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소비됨.

－도시가스 사용량은 가정용이 체

의 57.8% 유

－화석연료인 도시가스는 주택의 난

방에 지원으로 많이 사용됨으로

써 주택의 에 지효율향상의 필요

성이 높음.

<그림 1-2> 서울시 전력 및 도시가스 소비량

◦신축건물보다 기존건물의 에 지효율향상에 정책역량 집  필요

－서울시의 기존건물 비 신축건물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존건

물 심으로 에 지 효율향상을 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법‧제도  기반 미흡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용 률 인센티

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나, 개발의 주체는 에 지효율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렴하거나 분양조건에 유리한 항목 심으로 용 률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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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함. 이에 따라 용 률 인센티 제도가 실질 으로 건물에 지

효율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건물 신축 시 에 지 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장은 이에 한 심의 권한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음.

－정부는 건물의 에 지효율등 인증 의무화  효율등  공개 계획을 수

립하 으나, 아직까지 법 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 으며, 서울시장에

게 이에 한 권한이 임되지 않은 상태임.

－서울시장은 신축건물에 한 건축기 을 제정할 권한이 없어 정부의 획

일 인 기 에 따를 수밖에 없음.

2. 연구목적

1) 민선5기 에너지정책의 핵심전략 

◦기존건물에 지 소비 감 략 제안

－민선5기에 실행 가능한 사업 심으로 기존건물의 에 지소비 감 

략 제안

－규제보다는 지원 략 심으로 건물에 지소비효율향상 략 수립

◦공공성을 제로 소득층 건물에 지 감 략 수립

－시민의 세 으로 지원되는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에 있어서 소득의 

양극화를 가 시키지 않도록 소득층 심의 지원 략 수립

－등록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에 해서도 에 지효율향상 방안 

제시 

◦건물에 지 효율향상을 한 요소기술의 도출과 용방안 제시

－국내외 다양한 도시와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 정책을 분석

－정책제안뿐만 아니라 용가능한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용방안 제시

－요소기술 용에 따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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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5기 이후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제시

◦ 장기 략 제시

－민선5기 이후에 에 지 정책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구축방안 제시

－ 장기 으로는 유도 략과 규제 략을 추진하되 지원 략도 보완 으

로 시행함.

◦제도  기반 구축방안 제시

－건물에 지 효율향상에 있어서 가장 효과 이며 경제 인 수단은 기  

강화 등의 규제 정책임.

－법‧제도  에서 서울시장은 건물에 지 효율향상에 한 규제권한

이 없음.

－서울시장은 규제보다는 지원이나 유도정책을 통해 건물의 에 지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기  유도 략 제시

－건물에 지효율 련 정보제공, 에 지효율향상을 제로 한 용 률 인

센티  정책 개선, 세 감면 등 유인책 제시

◦장기  규제 략 제시

－서울시장의 건축기  제정권한 확보, 에 지 원회의 에 지 약계획서 

심의의결, 탄소배출권거래 등 다양한 규제 략 제시 

제2절 연구체계 및 방법

◦문헌  사례조사

－건물에 지 소비량에 미치는 향인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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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근방안과 기술  근 방안 모색

◦정책  근

－33개의 해외 지방정부 건물에 지 련 정책을 집  분석

－직  시행, 법  규제, 경제  지원, 기술  지원 등으로 정책을 범주화

◦ 략목표의 선정

－민선5기에는 법‧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략과 략

목표 선정

－민선5기 이후의 장기 인 략목표 선정

－ 략목표 선정을 한 지표 평가 시 요소기술의 효과분석 결과 이용

◦요소기술의 효과분석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정책을 분석하여 요소기술 도출

－각각의 요소기술에 해 문가설문조사와 건물에 지 시뮬 이션 로

그램(eQUEST)을 병행하여 평가

－서울시에 용성이 높은 요소기술에 한 용방안과 효과분석

<그림 1-3>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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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 도출

－민선5기에 즉시 시행할 지원 략 도출

－법‧제도  기반을 구축한 후 시행하여야 할 장기 유도 략  구체

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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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건물에너지 정책 현황

제1절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1. 건물에너지 정책 개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해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건물에 지 감정책을 추진 임.

◦이 연구에서는 해외 지방정부를 심으로 총 35개의 건물에 지 련 보고

서를 검토함으로써 국제 인 정책동향을 악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건물

에 지 감 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1)

－지방정부 보고서 : 27편

－국제기구 보고서 : 8편

2. 연구 목적별 보고서의 종류

◦27개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 보고서는 목 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1) 35개 해외 건물에 지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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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응하기 해 작성된 보고서들이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한 지자체의 심이 높아져 가는 추

세이므로 앞으로도 기후변화 응과 연계된 건물에 지 감 략 보고서

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망됨.

－이 연구에서 검토한 기후변화 응 련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 정책보

고서는 총 15편이며, 표 인 보고서는 덴버(2007)의 “Climate Action 

Plan”, 샌러펠(2009)의 “Climate Change Action Plan”, 코펜하겐(2009)의 

“Climate Action Plan” 등임.

－다만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응 련 보고서들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체 부문의 략을 다루고 있으므로 건물정책은 부분 략으로 핵심방

향만 제시되는 한계가 존재함.

◦두 번째는 ‘그린빌딩’ 련 지침을 제시하기 해 작성된 보고서들이 나머

지를 차지하고 있음. 옥상녹화, 친수공간 조성, 친환경 자재사용 등과 련

된 그린빌딩 한 건물 체분야를 다루는 포 인 주제이지만 최근 들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에 지소비 감 략

이 폭 강화되는 추세임.

－이 연구에서 검토한 그린빌딩 련 지방정부의 건물에 지 정책보고서

는 총 12편이며, 표 인 보고서는 뉴욕(2010)의 “New York City 

Green Codes”, 시카고(2003)의 “Best Practice for Green Building in 

Chicago”, 런던(2009)의 “Leading to a Greener London” 등임.

3. 해외 건물에너지 보고서의 활용

◦해외의 건물에 지 련 보고서는 4장에서 건물 성능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한 요소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5장에서 건물에

지 감 련 서울시의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한 정책유형의 기 자료

로도 활용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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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물에 지 보고서의 목록은 <표 2-1>과 같음.

도시 및 기관명 연도 제목 발행처/출처

미국

뉴욕 NY 2010 New York City Green Codes Urban Green Council

데비스 DS 2004 Green Building Guideline Development Committee

덴버 DV 2007 Climate Action Plan GDAC

델라웨어 DEL 2000 Climate Action Plan CEEP

로스앤젤레스 LA 2007 Climate Action Plan LA Harbor Department

마이애미 MIA 2008 Climate Action Plan City of Miami

미네소타 MN 2009 Sustainable Building Guidelines CSBR

버클리 BK 2008 Climate Action Plan Berkeley Community

베니시아 BC 2009 Climate Action Plan City of Benicia

볼더 BD 2007
Making Your Historic Building Energy 

Efficient
SSC

샌프란시스코 SF 2004 Climate Action Plan DE

산타모니카 SM 2005 Green Building Guide City of Santa Monica

샌러펠 SR 2009 Climate Change Action Plan Sanrafael Green

시카고 CG 2003 Best Practice for Green Building in Chicago DE

앨버커키 AQ 2009 Climate Action Plan Albuquerque Green

에반스톤 AS 2008 Climate Action Plan CEOS

오스틴 AT 2009 Commercial Guidebook Austin Energy

포틀랜드 PL 2009 Climate Action Plan CPBPS

유럽

라인란트팔츠 LF 2009 Rheinland-Pfalz 조항문(2009)

런던 LD 2009 Leading to a Greener London GLA

맨체스터 LM 2010 Greater Manchester Energy Group AGMA

베를린 BL 2009
“Climate Policy Activities: Berlin’s 

Pioneering Role”
Hella DungerLöoper 

코펜하겐 CH 2009 Climate Action Plan CCC

기타

도쿄 DK 建築物環境計劃 이수철(2010)

오사카 OS 2009 建物環境配慮制 City of Osaka

시드니 SD 2006 Sustainable Sydney 2030 City of Sydney

토론토 TR 2009
The Powertlive Green Toronto’ Sustainable

Energy Strategy
City of Toronto

<표 2-1> 해외 지방정부 중심의 건물에너지 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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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기관명 연도 제목 발행처/출처

기술

보고

서

Carbon Trust 2009 Building the Future, Today Carbon Trust

CAP 2009 Rebuilding America CAP

UNEP 2009 Building and Climate Change UNEP

WBCSD 2009
Energy Efficient in Building Transforming

in Market
WBCSD

Deutsche Bank 2010 Green building Deutsche Bank

NREL 2006
Lessons Learned from Case Studies of 

Six High-Performance Buildings
NREL

USGBC 1996 Sustainable Building Technical Manual USGBC

IEA 2008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IEA

<표 계속> 해외 지방정부 중심의 건물에너지 정책 목록

제2절 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1. 건물에너지 관련 법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물에 지 감 련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이며, 정부는 건물에 지 약과 련해서 신축건물을 상으로 하는 

｢건축법｣과 기존건물을 상으로 하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을 토 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임.

－｢건축법｣은 신축건물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리에 한 기 을 제

시하고 있으며, 기 에 합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해서는 조경면 이

나 용 률, 건축물 높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공함.

－｢에 지이용합리화법｣은 기존건물을 상으로 에 지 약에 한 융

지원, 고효율에 지기기 사용, 에 지 약 문기업과 자발  약체결

에 한 지원, 에 지 다소비업자에 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에 지이용합리화법｣을 기 으로 신축건물과 

기존건물로 구분해서 건물에 지 약제도의 황, 실 , 문제  등에 

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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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건물 관련 에너지 절약 제도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물에 지 약에 있어 가장 기본 인 제도는 건축물의 단열 기 과 설비 

성능 기 을 정해놓은 ｢건축물의 에 지 약 설계기 ｣임.

－이 규정은 ｢건축법｣과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을 근거로 국

토해양부에서 주 하고 있으며, 크게 단열재에 한 의무기 과 에 지

약계획, 에 지성능평가검토로 이루어짐.

－단열기 은 모든 건축물이 의무 으로 수해야 하는 창과 바닥 등에 

한 지침이며 정부가 제시한 단열재의 시공으로 창‧바닥‧벽의 단열성능이 

일정 수  이상의 열 류율을 담보하도록 요구하는 기 임.

－에 지 약계획서 제출과 에 지성능평가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만이 의무 상이며, 에 지 약계획서에는 단열재의 종류‧ 도‧

두께 같은 건축물의 단열구조, 보일러‧냉동기 등의 설비효율 등에 한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함.

－에 지성능평가(EPI: Energy Performance Index)는 앞에서 작성한 에

지 약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모든 건물이 60  이상의 평가 수

를 획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건설교통부, 2005).

◦에 지 약 설계기 은 1975년에 처음 발표될 당시 건물단열재 두께가 제

시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본격 으로 시행된 것은 1979년부

터임. 이후 건물 용도에 맞는 에 지 약설계기 이 마련되기 시작해 2001

년 발표된 설계기 으로 통합 고시됨.

◦단열재 기 에 이어 에 지 약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은 1985년부터

이며, 1995년부터 에 지성능평가가 추가되어 지 의 모습을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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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75년 ｢건축법｣에 에너지절약조항 명시(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선언적 규정)

1979년 시행규칙 제정, 건물 단열규제 시작 

1985년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1992년 사무소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마련

1994년 숙박업소, 목욕장, 수영장, 병원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 마련

1995년 총량규제 방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적용(단 병원건축물만 외피열성능 검토 도입)

1996년 관람․집회시설, 학교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마련 

1999년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2001년 기존건물의 용도별 기준을 폐지하는 통합 방안

2007년 및 2008년 일부 규정 강화

자료: 윤용진 ․ 이승언(200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2호

<표 2-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변화

◦에 지 약 설계기 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열기 은 단열재의 허용두

께를 정한 후 지역별2), 건물 부 별3) 열 류율의 만족 여부로 단됨.

◦모든 건물이 만족해야 하는 단열기  외에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건축 시 

작성해야 하는 에 지 약계획서에 건축부문4), 단열구조5), 기설비부

문6), 신‧재생에 지7)에 한 내용을 기입해야 함(<표 2-3> 참조).

◦에 지성능지표는 건물용도별8)로 약계획서에서 기입한 건축, 단열, 

기설비, 신‧재생에 지 부문의 약설계에 한 구체 인 성능지표, 단열 

 기설비의 효율정도 등을 근거로 채 됨.

◦에 지성능지표는 최근 들어 건물에 지와 련된 다양한 제도에서 폭넓

게 활용되는 추세임.

2) 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3) 지붕, 창문, 외벽, 바닥 등

4) 창문과 바닥 등의 단열구조, 창의 치

5) 난방, 냉방, 펌 , 송풍기 등의 종류  효율

6) 변 , 동력, 승강, 조명, 승강, 력, 기 력 설비 등

7) 태양열, 태양 , 지열, 풍력 등

8) 사무, 매, 병원, 숙박, 목욕, 학교, 람,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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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대상

1.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또는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

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 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

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자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2호

<표 2-3>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 대상

2)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도

◦건물에 지 효율등 제도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2001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임.

－건물에 지 효율등 제도는 18세  이상 공동주택을 상으로 에 지

약 설비  장치를 보 하기 해 마련되었으며, 의무제도가 아닌 자

율  신청제도로 일정 기  이상의 건축물에 인증등 을 부여하는 제도임.

－신청주택은 표 주택9) 비 에 지 감률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신청주택의 에 지효율등 이 부여됨.

－공공기 이 새로 건축하는 공공청사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에

지효율 1등 과 2등 을 취득하도록 규정됨(국무총리 지시 제2009-4호).

9) 표 주택은 신청주택의 에 지 효율등 을 평가하기 해 기 이 되는 주택으로, 재 가장 

많이 설계되고 있는 일반 인 수 의 건물을 말하며, 용도별 표 주택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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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총 에너지 절감률

1 33.5% 이상

2 23.5~33.5% 미만

3 13.5~23.5% 미만

자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호 

<표 2-4>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등급 기준

◦건물에 지 효율등 제도의 인증 황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말 재 

314개 단지 213,484세 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등  인증 35개 

단지, 2등  인정 256개 단지, 3등  인정 23개 단지임.

◦건물에 지 효율등  인증을 활성화시키기 해 정부는 리로 융자를 지

원하거나 건축기 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 를 제공함.

인센티브 종류 내용 관련법

저금리 융자제공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혹은 2등급 예비인증 

건물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후 3년 이내 사

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80% 

이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자금을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기준 중 선택 및 분할 적용가능)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6%, 2등급 또는 EPI 80점~90점 미만 4%, 

3등급 또는 EPI 70점~80점 미만 2% 제공

건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b, 200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2호

<표 2-5>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센티브제도

◦건물에 지 효율등 제도는 평가 상과 기 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

닌 제도로 평가됨(송승 ‧이수진, 2007).

－평가 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에 지 효율등 제도는 공동주택, 특히 

난방에 지만을 상으로 삼는다는 한계를 지님. 즉, 아직까지는 에 지 

소비량이 많은 상업용  공공기  등의 기타 건물에 한 효율등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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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 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표 주택의 건물부 별 열 류율이 다

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은 단열성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평가기 이 되는 표 주택의 성능수 은 바로 인증제도의 수

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 한 검증작업이 요구됨.

◦이로 인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공동주택 외에 업무용 건물에 한 

평가기 을 정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정임.

－이로써 세부지침이 없었던 신축 공공청사의 건물에 지 효율등  인증

도 가능할 것으로 단됨.

－업무용 건물의 에 지 효율등  평가방법은 표  주택 비 난방에 지

의 차이를 비교하던 공동주택의 평가방식과 달리 난방‧냉방‧ 탕‧조명‧

환기에 사용되는 에 지를 부 포함해서 단 면 당 에 지 소비량으

로 평가하는 방식임.

－공동주택의 에 지 효율등 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될 정임.

등급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총에너지 절감률)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년)

1 40% 이상 300미만

2 30%~40%  300~350  

3 20%~30%  350~400  

4 10%~20%  400~450  

5  0%~10%  450~500  

자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시 2009.12.31

<표 2-6>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3)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주택성능등  인정  리기 ｣을 근

거로 국토해양부 주 하에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 표

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공 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인기 의 

인증을 받아 주택성능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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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 은 소음, 구조, 생활환경, 화재‧소방, 환경 련 등 을 기

으로 평가되며, 평가항목에는 환경 련 등   에 지성능(열환경) 항

목이 포함됨.

－에 지성능(열환경)의 평가 기 으로 에 지 약 설계기 의 에 지성

능 평가기  는 건물에 지 효율등 의 활용이 가능함.

－제도 시행 기에는 2,000세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성능등 을, 500세

 이상의 경우 에 지성능등 을 표시해야 했지만, 지 은 1,000세  

이상의 경우 주택성능등 을, 300세  이상의 경우 에 지성능등 을 

표시하도록 의무가 강화됨.

등급 점수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0점~90점

3등급 70점~80점

4등급 60점~70점

자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1호

<표 2-7> 에너지성능 부문 등급 기준 

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자재생산부터 폐기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건물

이 환경에 미치는 제반요소를 평가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건축물의 환경성능에 한 인증제도로 ｢건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주 하고 있음.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련해서 토지이용‧교통‧에 지‧재료‧자원‧수자

원‧ 기오염‧유지 리‧생태환경‧실내환경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뒤 85

 이상이면 최우수등 , 65  이상이면 우수등 이 부여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는 공동주택을 상으로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 주거복합건물  업무용건물, 2005년에는 학교, 2006년에는 

매  숙박시설 순으로 인증 상이 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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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에 따라 세부 인 평가기 에는 차이가 있지만 에 지소비와 

련해서는 에 지 약 설계기 의 에 지성능지표가 용됨.

◦친환경 비인증, 즉 최우수등 과 우수등 을 받은 건물에 해서는 기본

형 건축비 가산비용 비율10)이 각각 2%, 1% 용될 뿐만 아니라 취‧등록

세도 한시 으로 3년간 감면됨.

◦2009년 11월 재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황(국토해양부, 2009)

－등 별: 최우수 80건, 우수 1,386건

－용도별: 공동주택 608건, 학교 623건

5) 신축건물 에너지절약제도의 문제점 

◦신축건물 상 에 지 약제도에는 추진체계의 미비, 기술발 의 미반 , 

지원정책의 미흡, 인식제고 노력의 부재 등 네 가지 문제가 존재함.

◦첫째, 신축건물 상 에 지 약제도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 부서, 

세부규칙, 인센티  등이 달라 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하

는 총 조직의 부재도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임.

－담당 부처가 다른 문제는 련 제도의 보완이나 개정 시 일 성과 효율

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련 제도들 간의 공통목표도 

수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결과 으로 건물 에 지 약제도가 에 지  온실가스 감과 련됨

에도 불구하고 개별 제도들이 장기 인 감목표 없이 시행되는 실정

임(이승언 외, 2009; 이기홍 외, 2009; 조동우 외, 2009).

◦둘째, 건물에 지 약제도에 기술발 이 신속하게 반 되고 있는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에 지 약기 을 용하는데 있어서 기술

발 에 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도 큰 문제임.

10)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기본형 건축비에 한 

가산비율이 인센티 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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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발 을 정기 으로 반 하기 해서는 기술 련 기  자료의 

구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이승언 외, 2009).

◦셋째, 건물에 지 효율개선 정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한 인센티 가 

충분한가에 한 문제가 제기됨.

－의무 용을 제외한 자율  제도들은 건축기  완화  건축비 가산 비율 

등을 인센티 로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임(이승

언 외, 2009).

－건물에 지 약효과를 얻기 해서는 인센티   세제혜택 등을 지속

으로 제공하고 동시에 비  지원책을 통해서 제도시행의 해요

인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넷째, 건물의 에 지 효율개선 련 소비자들의 인식을 환하기 한 방

안이 무한 실정임.

－다양한 건물에 지 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나 설계업체들이 에 지효율 련 기술, 자재, 설비 등의 정보를 손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 실임.

－결과 으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은 시장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지 못

하는 결과로 이어져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

센티  지원  법규 강화와 더불어 사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3. 기존건물 관련 에너지 절약 제도

1)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기존건물의 에 지 약과 련해서는 크게 에 지사용량 신고제, 에 지

진단, 건물 자발  약 등 세 가지 제도가 있음.

◦먼  에 지사용량 신고제는 ｢에 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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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담당하는 제도임.

－에 지사용량 신고제는 에 지사용량이 연간 2,000TOE 이상인 에 지

다소비사업자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년도의 에 지사용량‧제품생산

량‧에 지이용합리화 실 과 해당 연도의 에 지사용‧제품생산 정량

‧에 지사용 기자재 황‧에 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2) 에너지 진단

◦에 지 진단 역시 ｢에 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사업장의 에 지사용 

련 최 의 안을 컨설 해주는 제도임.

－에 지진단은 공 , 수송, 사용부분 등에 걸쳐 이루어지며, 2007년 1월

부터 에 지다소비사업자를 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5년 주기로 에 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국 으로 2,500여개

에 달하며, 이들 업체의 에 지사용량은 국내 총 에 지사용량의 33%를 

차지함.

－각 사업장은 일반사항, 산업체 리기 , 건물 리기 으로 구성된 에

지 리기 을 수할 의무가 있으며, 에 지 진단 시 리기 의 

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표를 작성해야 함.

3) 건물 자발적 협약

◦건물 자발  약은 ｢에 지이용합리화법｣과 ｢에 지 약  온실가스배

출 감소를 한 자발  약 운 규정｣을 근거로 에 지 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해 1999년부터 시행됨.

－자발  약의 상은 에 지사용량이 연간 2,000TOE 이상인 동시에 

연료사용량이 연간 500TOE 이상인 사업장11)으로, 약 체결 년도의 

11) 산업부문은 일반 제조업 외에 발 사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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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사용량을 기 으로 선정되며, 약기간은 체결 연도로부터 5년임.

－ 약체결기업에 해서는 지식경제부 주 으로 정보제공, 실행계획 수

립지원, 세제혜택, 시설자  지원, 기술지원, 목표 달성 시 홍보  포상 

등의 인센티 가 제공됨.

－특히 20,000TOE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단  개선 등의 보다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게 됨.

연도 사업장

1999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 삼성전자 등 145개 사업장

2001 S-Oil 등 162개 사업장

2002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 현대오일뱅크(주) 등 164개 사업장

2004 LG필립스LCD 등 411개 사업장

2005 SK(주) 울산 Complex 등 468개 사업장

2006 현대제철(주) 등 237개 사업장

2007 동양제철화학(주) 등 201개 사업장

2008 대한유화공업(주) 등 158개 사업장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표 2-8> 건물 자발적 협약 추진 현황 

4) 기존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존건물 련 에 지 약제도의 문제 은 의무조항이 없고, 상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으며, 노후 건물에 한 에 지 리가 무하다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재 시행 인 기존건물 련 에 지 약제도는 에 지 다소비 사

업장에 한 신고‧진단‧자발  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에 지 약에 

해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실질 인 에 지 감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실정임(이승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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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나마 련 규정이 존재하는 사업장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에

지 신고나 진단규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에 지 다소비 주택은 기존건물 

련 에 지 약 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서울시, 2010).

◦셋째,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1979년 이 에 지어져 단열기 을 수하지 

않는 노후건물이 연면  기 으로 체 건물의 1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후건물의 개보수 련 에 지효율개선 기 이 없는 것도 

문제임(국토부 외, 2009).

－노후건물 개보수 기 과 지침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노후 연수에 

따른 진단  효율  약 방법에 한 컨설 을 제공하자는 안이 제

시되는 상황임(이승언 외, 2009).

4. 정부의 최근 건물에너지 정책

1) 녹색건물 활성화 방안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한 건물 분야의 응방안으

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2009년 11월에 발표함(국토부‧교과

부‧행안부‧지경부‧환경부‧산림청, 2009.11.5).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건물에 지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 계획을 포 으로 제시함.

2) 신축건물 관련 에너지기준의 강화

(1) 건축물의 설계기준 강화 및 설비의 시범보급

◦정부는 기존의 에 지 약 설계기 에서 열손실이 큰 창호의 단열기 을 

2012년까지 2배로 강화하고, 2010년부터 냉방에 지 감을 한 설계기

을 신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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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약계획서의 경우 행 제출 의무 상을 모든 공동주택  바닥면

 500㎡ 이상의 건물로 확 할 정이며, 에 지성능평가의 경우 최  기

 수를 60 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2)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도입 및 단계적 강화

◦정부는 에 지소비 총량제를 2010년에 도입할 정임.

－구체 으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재 비 에 지소비량을 2012년 30%, 

2017년 60% 감축을 거쳐 2025년에는 제로에 지를 의무화한다는 목표

를 제시함.

2012년 2017년 2025년

주거용 현 수준대비 30% 감축 현 수준 대비 60% 감축 제로에너지 의무화

비주거용 현 수준대비 15% 감축 현 수준 대비 30% 감축 제로에너지 의무화

자료: 국토부 외, 2009

<표 2-9> 건축물 유형별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 

(3) 그린홈 100만호 공급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 자리주택을 통해 그린홈을 매

년 10만호씩 공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린홈 주택의 목표: 에 지 소비량의 30% 감  난방비 감을 통한 

리비 15% 인하

－20세  이상의 모든 신축 공동주택은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되어야 함.

◦ 행 그린홈 설계지침

－ 용면  60㎡ 과: 에 지 사용량의 15% 이상 감

－ 용면  60㎡ 이하: 에 지 사용량의 10% 이상 감

(4)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해서는 2010년 친환경 인증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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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차 그 상을 확 해나갈 계획이며, 신‧재생에 지 설비 의무

설치 상도 연면  3,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 할 계획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 지 설비 투자 련 의무조항도 2012년부터는 에

지사용량의 10%를 신‧재생에 지로 공 하도록 개정됨(｢신에 지  재

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18 통과).

(5)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 포함

◦환경 향평가법에 의거한 건물의 환경 향평가 시 평가항목에 2011년부터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에 지 사용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됨.

－환경 향평가 기단계인 평가 항목  범 의 결정 단계에서 에 지개

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

하는 사업은 온실가스를  항목으로 평가받게 될 정임.

－평가 상 온실가스는 기환경보 법으로 정해진 기후‧생태계 변화 유

발물질(염화불화탄소)과 6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

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임.

－온실가스의 평가는 원단 를 활용해 발생량을 측하며, 정량 인 평가

뿐만 아니라 최 기술의 사용여부와 목표 달성을 한 최선의 노력 수행

여부 같은 정성 인 평가도 포함됨.

3)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 촉진

(1) 민간의 참여 유도

◦정부는 건물의 매매  임  시 에 지소비증명서 발 을 2012년까지 의무

화함으로써 에 지등 이 낮은 건축물에 해 에 지성능의 개선을 유도

해나갈 계획임.

◦2010년까지는 모든 공공건물에 친환경인증을, 신축 업무용 건물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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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효율등  인증을 확 해나갈 정이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취

‧등록세 인하  환경개선부담  감면을 계획함.

(2) 에너지효율개선 지원확대

◦에 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주택은 2018년까지 100만호의 그린홈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보수 비용의 지원  리융자 제공, 녹색채

권 발행  건축기  완화 등을 검토 임.

(3)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

◦공공건물 련: 정부청사 상 에 지진단, 지자체 청사 상 정 진단, 기

별 에 지 약 목표  시행계획 제시

◦학교 련: 국 50개 ‧ ‧고등학교의 그린스쿨 조성, 에 지다소비 캠

퍼스의 그린화를 한 지표개발 등

4) 건물 사용자의 절약 유도

(1)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 

◦에 지 약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해 2009년부터 국 으로 실시되

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지속 으로 운 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 해나

가며, 계 기 의 조를 강화하는 등 미비 을 보완해나갈 계획임.

(2) 에너지목표 관리제의 도입 및 가전제품의 효율 개선

◦에 지를 연간 2,000TOE 이상 소비하는 형건물은 2008년 기 으로 851

개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에 지다소비 형건물을 상으로 정

부와 건물주가 에 지사용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공동으로 리하는 ‘에

지목표 리제’를 도입할 정임.

◦에 지목표 리제는 에 지다소비 사업장  형건물이 에 지 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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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한 뒤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 를 지 받거나 패 티를 지불하게 되

는 제도임.

◦에 지를 연간 50만TOE 이상 소비하는 46개 사업장은 2010년부터, 5만 

TOE 이상 소비하는 222개 사업장은 2011년부터, 2만TOE 이상 소비하는 

423개 사업장은 2012년부터 에 지목표 리제를 용받게 됨. 특히 에

지 소비량이 연간 1만TOE 이상인 공공건물과 형건물은 2011년부터 에

지목표 리제를 면 용받게 됨.

제3절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정책

1. 신축건물 대상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

1) 친환경 건축기준 개요

◦서울시는 2007년 4월 친환경에 지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비 

에 지 소비량의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감한다는 목표를 제시

했으며, 2009년 6월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비 에 지 소비량의 20%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연장한 상태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해 2007년 8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 지소비를 일 수 있는 ‘서울 친환경 건축기

’을 제정함.

◦친환경 건축기  요건  지원

－친환경 건축기 은 친환경‧에 지 약형 설계  유지 리 기 을 제시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 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자발 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해 인센티 를 제공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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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친환경기 과 에 지등 을 만족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 건축

물 인허가 기 에 따라 Ⅰ등 은 20%, Ⅱ등 은 15%, Ⅲ등 은 10%, Ⅳ

등 은 5%의 취‧등록세를 경감해 (<표 2-10> 참조).

－ 한 최우수등 의 경우에는 인증비용의 100%, 우수등 의 경우에는 

50%를 추가 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환경기준

에너지기준
85점 이상 76점 이상~85점 미만 65점 이상~76점 미만

EPI 81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Ⅰ

(Platinum)

Ⅱ

(Gold)

Ⅲ

(Silver)

EPI 74점 이상 81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Ⅱ

(Gold)

Ⅲ

(Silver)

Ⅳ

(Bronze)

자료: 서울시, 2009a.

<표 2-10> 서울시 신축건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기준 및 등급

자료: 서울시, 2009b.

<그림 2-1> 서울시 친환경 인증표시

◦친환경 건축기  상

－신축 공공건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65  이상, 에 지성능지표 74  

는 건물에 지 효율 2등  이상을 만족해야 함. 한 공공건물은 표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 지 설비에 의무 으로 투자해

야 함.12)

12) SH공사에서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주택성능등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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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민간건물은 친환경 기 과 에 지 기 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지방

세인 취‧등록세 감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시 가산비용 용, 공동주택 용 률 완화 등의 인센티 가 제공됨. 

한 신재생에 지 시설 설치에 표 건축공사비 1%를 투자하거나 건물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 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됨.

－지 까지 친환경 건축기 으로 인정을 받은 건물은 2008년 6개소, 2009

년 13개소임(서울환경운동연합, 2010).

2) 용적률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기  상 용 률 인센티

－친환경 건축기 으로 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용 률 인센티 를 받을 

수 있음. 즉, 2008년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 신축 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친환경건축  에 지 약설계 등에 한 인센티  항목을 추가하고, 이

에 따른 허용 용 률13) 제도를 도입함.

－따라서 친환경 건축기 을 용하지 않은 건물은 인센티  용 률의 

80%까지만 용받을 수 있고, 친환경 계획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나머

지 20%를 받을 수 있음(허용 용 률 용은 원칙 으로 우수디자인 건

축물 10%, 친환경 계획 5%, 에 지 약 설계 5%임).

◦지구단 계획에도 친환경 계획요소를 일부 반 한 용 률 인센티  제도

가 포함됨.

－2008년부터 옥상녹화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 확보, 수도 시

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공사비 는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 지 설비에 지출, 에 지 약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하여 인센티  용 률을 부여함.

13) 기존용 률에 우수디자인건축물 등 인센티 로 제공되는 용 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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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계획요소 에서도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등 비교  손쉬운 항

목으로 80%가량 편 된 인센티  완화 기 이 여러 친환경요소가 다양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됨.

◦에 지 약계획이 친환경 인센티 에 도입됨으로써 일반주택을 상으로 

에 지 감률, 에 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연계해 등 별로 

인센티 를 차등 제공함.

구분 세부항목 인센티브(%)

에너지

1. 에너지성능표시
EPI 81점 이상(에너지효율 1등급) 2.5

EPI 74~81점(에너지효율 2등급) 1.5

2. 단열성능강화설계 강화된 평균 열 관류율값 적용 0.5

3. 신·재생에너지 설계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적용 2.0

건축공사비의 0.5~1% 적용 1.0

소계 5% 이내

친환경 1. 친환경 인증표시
친환경 최우수등급(85점 이상) 인증 5% 이내

친환경 우수등급(75점 이상) 인증 3.0

계 10% 이내 

자료: 서울시, 2009b

<표 2-11> 친환경공동주택 지원제도의 용적률 완화 기준

2. 기존건물 대상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개요

◦서울시의 기존건물 리

－기존건물에 해 서울시는 용도별 단 면 당 연간 에 지사용량을 기

으로 에 지 감률에 따라 등 을 나눠서 리함.

－공공건물은 2007년부터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단 로 에 지 원단

 감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연간 에 지사용량이 100TOE 이상인 공

공건물은 5년마다 에 지 진단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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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은 500TOE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에 지 진단을 받도록 권장하

며, 에 지 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유

도할 수 있음.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성격  추진 경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2007년 5월 뉴

욕에서 개최된 C40 도시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결과로 시작되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임.

－건물에 지합리화 사업은 에 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건물의 에 지손실 

요인을 찾아내 단열, 조명, 지붕  창문을 개조함으로써 에 지 약  

이용효율을 극 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이는 로젝트임.

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추진 실적

◦공공부문의 선도  추진

－서울시는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기 하여 시청사와 산하 사업소, 자치구 등 공공부문에서 건물에 지 

합리화사업을 우선 으로 추진함.

－공공건물 상 1단계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서울시 청사  별  10

개동 66,457㎡를 상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바 있음.

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연간 기대효과

시청사(10개 동) 2008.6~2008.11 30억 원
에너지사용량 333TOE 절감

온실가스 747TOC 감축

8개 산하 

사업소(11개 동)
2008.11~2009.1 21억 원

에너지사용량 524TOE 절감

온실가스 1,173TOC 감축

자치구 11개소 2008.10~2009.2 14억 원
에너지사용량 330TOE 절감

온실가스 710TOC 감축

자료: 서울시, 2009.

<표 2-12> 2009년 공공부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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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에 지사용량은 연간 2,510TOE의 13%인 333TOE를 감하

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5,298TOC의 14%인 747TOC을 일 수 있

는 것으로 상됨.

◦민간부문의 사업 추진

－공공부문 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서울시는 기후변화기 을 

활용해 기비용을 리융자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 임.

－민간부문에서는 2009년 4월까지 42개 건물이 참여해 30개 건물이 완료

된 상태이며, 조명  냉난방 설비개선을 통해 매년 에 지 사용량 

7,053TOE, 온실가스 배출량 14,085TOC의 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

정됨.

－2009년에는 건물합리화사업의 지원규모를 2008년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 하는 등 차 늘려나갈 계획임.

자료: 서울시, 2009,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그림 2-2>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참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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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건물에너지 관련 최근 동향

1)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

◦2010년 3월 서울시는 모든 신축 공공건물을 에 지효율 1등 으로 건설하

는 등 건물에 지 련 기 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서울시는 업무용 공공청사에 해 단 면 (㎡)당 에 지 사용량을 

300kWh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 용 가능한 기술과 신·

재생에 지를 최 한으로 활용할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수 임.

－미술 ‧병원‧박물  등 공공건물은 에 지사용량을 40% 이상 감할 

정이며, 민간 공동주택  업무용 건물은 에 지효율 2등  이상을 취

득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임.

－기존의 탄소 그린에 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외벽‧지붕‧바닥의 

열 류율 기 을 높이고, 의무 상의 에 지성능지수를 74 에서 86  

이상으로 강화함(서울시 주택국외, 2010).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 2,000개 민간건물을 상

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기후변화기  2,200억 원을 조성해 매년 300

억 원을 리로 지원해나갈 계획임.

2) 강동구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강동구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구내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모든 공동주택에 용하겠다고 발표함.

－가이드라인은 냉난방 에 지 소비량의 40% 이상 감, 공용시설의 제로

에 지화, 생태면 률 40% 이상 확보, 에 지소비량의 3% 이상을 신·재

생에 지로 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09년 재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용할 정지역은 고덕지

구 18,540가구와 둔 지구 9,090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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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질 친환경 공동주택은 기존보다 강화된 단열기 을 용해 

냉난방 에 지 소비량을 감량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특히 단지의 인공

녹지와 수공간 등의 생태면 률을 지 면 의 4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특히 단지 내의 열섬 상 완화  온실가스 발생을 이기 해 

생태공간과 실개천, 바람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국토해양부‧강동구 

보도자료, 2010).

4. 서울시 건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1) 신축건물 대상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의 문제점

◦건물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으로 인해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모두에서 기 했던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먼  서울시가 신축건물을 상으로 추진 인 ‘서울 친환경 건축 기 ’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존재함.

－첫째, 신축건물에 한 건축기  등 부분의 권한이 정부에 집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가 융통성 있게 운 할 수 있는 법  재량권이 없는 실

정임.

－둘째, 재 시행 인 서울 친환경 건축 기 은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부분 복되는 제도임. 실제 서울 친환경 건축 기 은 정부의 ‘에 지

효율등 제’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혼용한 제도임.

－셋째, 민간건물의 에 지 약을 유도하기 해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 기

은 용 률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물소유주  개발자 입장에

서는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인센티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환

경 건축 기 을 수할 필요가 없음(<표 2-13> 참조). 한 용 률 인센

티 는 건물공간을 넓힘으로써 기에 의도했던 에 지 소비 감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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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에 권한이 집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센티

 제공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신축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 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기존건물 대상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문제점

◦정부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서울시는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건물 심으

로 정책 상을 좁힐 필요가 있지만, 행 기존건물 상 ‘건물에 지합리

화사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첫째, 기존건물 상 에 지정책의 경우에도 정부로 권한이 집 되어 있

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2,000TOE 이상의 에 지다소비 건물을 

상으로 에 지 사용량 신고‧진단‧ 약 등을 통해 리하는 제도  기

반을 재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에 지‧온실가스 목표

리제를 통해 형건물에 한 에 지 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상태임. 이처럼 형건물 상 에 지 리 권한이 정부로 집 되

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법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에 지소비

감을 유도하는 략이 필요함.

－둘째, 재 서울시가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융자 지

원 은 잘못된 상에게 지 되고 있는 실정임(<그림 2-2> 참조). 즉, 서

울시는 형건물을 상으로 에 지 감사업에 한 자 을 지원하는 

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정부

지원 보다 에 지 가격변동에 의해 자발  감축이 이 지기 때문에 자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Loughran and Kulick, 2004).

－셋째, 서울시의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은 결과 으로 잘못된 정책 상에 

한 지원으로 인해 기 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됨. 즉, 형 건물에 해서는 지원이 아니라 합리 인 시장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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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규제가 필요하며, 경제  지원정책은 소득 가구나 공익 인 

용도의 건물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문제 들로 인해 서울시에서 심을 가져야 하는 기존건물 상 에

지 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서울시 건물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결론 으로 서울시는 ‘불필요한 신축건물’을 상으로 용 률 인센티  제

공이라는 ‘불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기 했던 건물에 지 감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건물의 경우에도 형건물이라는 ‘잘못된 정책

상’에게 융자지원이라는 ‘잘못된 지원’을 통해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사업에 치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울시는 지 이라도 건물에 지를 이기 해 집 해야 하는 ‘정

책 상’을 찾아내 상건물에 용 가능한 ‘요소기술’을 발굴해낸 뒤, 요소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확산되도록 ‘제도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

이 필요함. 이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상 선정은 3장에서, 요소기술 

도출은 4장에서, 제도  기반구축은 5장에서 다루고자 함.

내용

항목
완화기준 비    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0.4  

획지간 공동개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5~0.15  

필지교환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2   

공동

개발 

등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5a

∙2필지: a=0.1

∙3~4필지: a=0.15

∙5필지 이상: a=0.2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 0.1~0.15

<표 2-1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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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목
완화기준 비    고

건물 

용도
권장용도

전 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주차장을 제외

한 건축연면적) × 0.2

특정층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해당층 바닥

면적) × 0.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위치지정 시

조성형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0~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위치지정 시

조성형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제공/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a=0.5

∙침상형구조: a=0.8~1.0

∙개방형구조: a=1.0~1.2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0~1.2

대지

내 

통로

보행통로

지상보행 기준용적률 × (제공/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0
입체보행 기준용적률 × (제공/대지면적) × a

보차혼용 기준용적률 × (제공/대지면적) × a

건물

외관

옥외광고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5 옥외광고물 조례적용

지하철 관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0.15 건물내 통로 설치 시

환경

친화

건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 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1~0.2

옥상녹화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제공/대지면적) ×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중수도․우수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5~0.1 서울시 기준적용

녹색주차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5 서울시 기준

주차 

등

공동출구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0.2
지정 시 적용

공동주차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0.2

건물공간의 공공제공 제공 시 기준용적률 × 0.2~0.3  

자료: 도시계획국, 2007, 내부자료(수정)

<표 계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제1   서울시 건물 황

제2   략목표 선정을 한 평가지표

제3   략목표의 선정

제3장  전략목표의 선정

제

3

장

전

략

목

표

의

 

선

정



제3장 전략목표의 선정  43

제3장
 전략목표의 선정

제1절 서울시 건물 현황

1. 단열기준의 변천 

◦건축물의 에 지 약설계기

－1975년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법 최  제정

－1979년 5월에 열손실방지를 한 단열두께를 규정

－ 재 “건축물의 에 지 약설계기 ”에서 지역별 단열기 을 규정

◦열 류율

－냉난방에 지의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 는 외피임.

－건축법은 서울지역의 연도별 건축물 외피시스템의 열 류율 기 은 <표 

3-1>과 같이 건물외벽 0.47W/㎡K 이하, 창 3.84W/㎡K 이하, 최상층의 

반자  지붕 0.29W/㎡K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표 3-1> 참조)

－건축시기별 단열기술 용 는 <표 3-2>와 같이 1980년 11월 ~ 2001년 

4월에 허가된 건물의 경우 벽체단열은 50mm, 유리는 3mm 2 창이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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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위
~1980.11 1980.12

~1987.6

1987.7

~2001.4
2001.5 ~

주거용 기타

거실의 외벽
W/㎡K 1.05 이하 2.1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0.47 이하

kcal/㎡h℃ 0.9 이하 1.8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0.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W/㎡K 1.1 이하 0.58 이하 0.41 이하 0.29 이하

kcal/㎡h℃ 0.9 이하 0.5 이하 0.35 이하 0.25 이하

창
W/㎡K 2.56 이하 3.4 이하 3.4 이하 3.84 이하

kcal/㎡h℃ 2.2 이하 3.0 이하 2.9 이하 3.30 이하

분류 표준1 표준2 표준3

<표 3-1> 건축법 제21조 관련 서울지역 건축물 외피부위의 열관류율

부문 건물유형별 연도별 기술명

비주거용 건물

상용건물
1980이전 무단열/24mm 복층유리

1981~2000 50mm 단열/24mm 복층유리

공공건물
1980이전 무단열/24mm 복층유리

1981~2000 50mm 단열/24mm 복층유리

학교
1980이전 무단열/3mm 이중유리

1981~2000 50mm 단열/3mm 이중유리

병원
1980이전 무단열/18mm 복층유리

1981~2000 50mm 단열/18mm 복층유리

숙박시설
1980이전 무단열/18mm 복층유리

1981~2000 50mm 단열/18mm 복층유리

판매시설
1980이전 무단열/18mm 복층유리

m1981~2000 50mm 단열/18mm 복층유리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1980이전 무단열/3mm 단창

1981~2000 50mm 단열/3mm 2중창

아파트
1980이전 무단열/3mm 단창

1981~2000 50mm 단열/3mm 2중창

기타
1980이전 무단열/3mm 단창

1981~2000 50mm 단열/3mm 2중창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에너지기술 DB구축 사업

<표 3-2> 열관류율 기준에 따른 평균적인 단열조건(중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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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현황 

◦건물수

－서울시건축물 리 장에 수록된 건축물은 684,222개소임(2008년 5월 

재).

－5,000㎡ 미만인 건축물은 666,051개로 97%, 연면 이 30,000㎡이상인 

형 건축물은 948개로 0.14%임.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신축건물의 구성비는 평균 약 2% 내외이며 감소하는 추세임.

－2000년 이 에 건축된 건물이 연면  기 으로 82%, 건물수 기 으로는 

90%를 차지

－따라서 신축건물보다는 기존건물의 에 지 효율향상을 한 정책이 

심이 되어야 함. 

◦연도별 분포

－1979년 이 에 건축된 건물수는 242,517개소로 35.4%임.

－1980~1989년에 건축된 건물수가 164,187개소로 24%임.

－1990~2000년에 건축된 건물수가 214,614개소로 31.4%임.

－2001년 이후 건축된 건물수가 62,904개소로 9.2%임.

－1980~2000년의 단열기 이 용된 건물의 수는 55%이며 연면 은 

68%임.

◦용도별 분포

－주택이 연면  기  64%, 건물수 기  76%임.

－도시가스의 58%가 주택에서 소비됨.

－따라서 서울시 건물에 지 감을 하여 업무용 건물보다는 주택을 

심으로 건물에 지소비 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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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건축시기별 건축물수 <그림 3-2> 건축시기별 건축물 연면적

구분 1979년 이전
1980년

~1989년

1990년

~2000년
2001년 이후 합계

~500㎡ 미만
건물수 229,249 133,676 159,577 30,536 553,038

연면적 24.37 28.19 38.66 9.07 100.28

~5,000㎡ 미만
건물수 240,819 159,675 205,661 59,896 666,051

연면적 39.27 60.75 90.03 41.69 231.74

5,000㎡ 이상

~10,000㎡ 미만

건물수 944 2,299 4,985 1,762 9,990

연면적 6.69 17.12 36.94 12.48 73.22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수 369 1,451 2,196 623 4,639

연면적 4.50 17.56 26.59 7.42 56.07

15,000㎡ 이상

~20,000㎡ 미만

건물수 172 404 758 210 1,544

연면적 2.97 6.88 12.98 3.64 26.47

20,000㎡ 이상

~25,000㎡ 미만

건물수 45 94 361 124 624

연면적 0.99 2.06 8.06 2.79 13.90

2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수 23 60 176 69 328

연면적 0.64 1.65 4.82 1.91 9.01

30,000㎡ 이상

~50,000㎡ 미만

건물수 52 107 261 113 533

연면적 2.10 4.09 9.87 4.37 20.44

50,000㎡ 이상~
건물수 24 88 204 99 415

연면적 2.19 11.23 74.70 20.35 108.46

합계
건물수 242,517 164,187 214,614 62,904 684,222

연면적 59.34 121.34 263.99 94.65 539.32

주) 건축물대장 2008년 5월 자료임.

기준년도는 허가일자-착공일자-사용승인일자순으로 적용, 5,000㎡미만에는 500㎡ 미만 포함

<표 3-3> 건축시기 및 규모별 서울시 건축물 현황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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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현황

◦주택보

－2000년 이후 서울시 주택 보 률은 연평균 3.5%씩 증가

－다세  주택이 연평균 9.9%로 가장 많이 증가(일시 인 상)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감소하는 추세

－아 트가 체의 56.4%로 가장 높고, 이어 다세 (18.8%), 단독(10%), 

다가구(8.8%), 연립(6.1%) 순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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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그림 3-3> 서울시 주택보급 현황 <그림 3-4> 서울시 주거형태별 비율

◦주택의 건축시기별 분포

－2000년 이  주택의 비율이 체의 83%를 차지

－단독주택의 73%, 공동주택의 76%가 1980~2000년의 단열기 을 용

받음.

－따라서 신규 주택의 에 지 효율 향상보다는 기존주택의 에 지 효율향

상을 한 정책에 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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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거용 건물의 연령별 분포 

◦주택의 유형별 분포

－단독주택 : 강북권, 특히 강북구, 도 구, 성북구에 많이 분포 

－다세 주택 : 단독주택과는 달리, 은평구, 서 문구, 마포구, 구로구 등 

서부권에 주로 집

－공동주택: 서울시  지역에 골고루 분포

◦일반상업지역 분포

－일반상업지역은 주로 역세권을 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음.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  있어 사업시행에 있어서 많은 수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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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시 단독주택 분포 

<그림 3-7> 서울시 다세대주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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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서울시 공동주택 분포 

<그림 3-9> 서울시 일반상업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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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목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1. 평가지표 구성

◦공공성

－서울시의 산이나 기  등을 투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하

여야 함.

－민간건물의 에 지 효율향상 사업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공의 보조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함.

◦ 복성

－정부나 서울시의 보조가 복되지 않도록 함.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의 경우 에 지복지정책과 련해 다양한 지원

을 받고 있으나, 국민기 생활보장수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 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원 상자에 포함시켜야 함. 

◦보존가치

－등록문화재 는 문화  가치가 높은 건물은 사유재산이면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들 건물을 보존하려면 공공의 보조가 필요함.

◦경제성

－ 기투자비용과 에 지 감 효과 등으로 평가하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투자비 회수기간이나 B/C 등은 고려하지 않음.

◦효율성

－에 지 감효율이 크거나, 감효과가 큰 건물을 선정함.

－1980~2000년 기간 동안 건축된 건물은 서울시 건물의 부분을 차지하

지만 에 지효율이 낮은 편임.

－단독주택이나 다세 ‧다가구 주택은 냉난방 면 비 외피면 이 넓어 

냉난방에 지 손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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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이해 계가 복잡하게 얽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가 많을 경우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

2. 평가지표 분석

1) 공공성

◦지원 상과 사회  형평성

－공공성확보를 제로 한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은 공공건물과 기타 

공익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에 국한됨.

－공공건물과 복지시설에 한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은 정부의 지침이

나 기존의 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함.

－ 소득 계층을 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성을 제로 하는 정책 인 지

원사업의 표 인 사례로서 부의 재분배효과가 큼.

차차상위계층 57.5천가구 (1.7%)

차차상위계층 75.9천가구 (2.2%)

수급자

115.4천가구

(3.3%)

비수급자

136.1천가구

(3.9%)

재산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최저생계비의 120%

최저생계비의 100%

주주：비율은 일반가구수 대비 비율임.

자료 : 진상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조사 실태분석’

<그림 3-10>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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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층 규모

－서울시에서 소득수 이 최 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체의 7.2%인 25만

가구임. 이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는 115,400가구, 비수 자는 

136,100가구임(<그림 3-10> 참조).

－소득수 이 최 생계비의 120%인 차상 계층은 약 76,000가구

－소득수 이 최 생계비의 150%인 차차상 계층은 약 58,000가구

◦ 소득 가구의 주거 황

－ 소득층의 76%가 다세 주택 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 소득층의 82%가 1999년 이 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

－주택 유형별 소득층의 가구당 주거면 은 다세 주택 67.9㎡, 공동주

택 66.8㎡, 단독주택 49.9㎡ 순으로 나타남.

◦ 소득 가구의 에 지비용

－가처분소득 비 에 지비용이 1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7.3% 

－소득수  하  10% 계층의 소득 비 열비 비율은 8.7%로 에 지빈곤

층에 근  

<그림 3-11> 서울시 저소득층 주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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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서울시 저소득층 주택의 연령

구분 전기료 연료비 공동주택난방비 광열비 소득 광열비 비율

1분위 30,280 32,345 2,769 65,393 750,000 8.7%

2분위 33,365 41,232 2,914 77,511 1,344,280 5.8%

3분위 34,921 45,340 3,356 83,617 1,830,000 4.6%

4분위 35,952 45,325 4,048 85,325 2,200,000 3.9%

5분위 39,556 42,842 3,412 85,810 2,700,000 3.2%

6분위 41,259 46,271 5,684 93,213 3,294,000 2.8%

7분위 46,758 49,954 7,953 104,665 3,815,200 2.7%

8분위 51,457 52,966 4,730 109,153 4,597,556 2.4%

9분위 54,718 44,171 9,929 108,818 6,171,577 1.8%

10분위 65,678 44,367 11,885 121,931 29,634,356 0.4%

자료： 통계청, 2008, “가계조사(서울)”

<표 3-4> 소득분위별 광열비 지출구조

◦다가구매입임 주택

－SH공사, LH공사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 주택을 공 하는 사업을 

시행

－국가계획으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총 52,500호의 

가구를 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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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단순 리모델링만을 하여 분양하고 있음.

－에 지효율향상 사업으로 벽면단열과 창호시스템을 교체하여 분양한다

면 에 지효율향상을 높이고, 에 지비용을 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

함.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SH 공사를 통하여 즉각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그림 3-13>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 

◦지원 상 

－에 지효율이 낮은 모든 주택이 지원 상임.

－다가구매입임 주택을 비롯하여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 등 소득

가구를 심으로 지원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도 지원 상에 포함되나 정부지원과 복여부

를 고려하여야 함.

－ 체로 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세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며, 건축시기별로는 단열기 이 강화되기 이 인 2000년 이 에 

건축된 건물이 주요 지원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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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분포 

2) 중복성

◦ 복지원 배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 지복지 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동일한 가구에 복 지원되지 않도록 함.

◦정부의 에 지복지 로그램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 자에게는 기 생활비의 5.6%에 해

당하는 열비 보조

－차상 계층까지 집수리사업 등을 통해 난방효율 개선 지원

－ 력요  20% 할인, 고효율조명기기 지원, 지역난방기본요  감면

◦ 복성을 고려한 지원 상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는 정부의 에 지복지 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으므로 차상 계층과 차차상 계층 심으로 지원사업 추진



제3장 전략목표의 선정  57

◦사각지  최소화

－가구당 소득이 최 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 자에 포함되지 않

은 가구에 해서는 극 인 지원 필요 

3) 보존가치

◦등록문화재 황

－서울시에는 국의 등록문화재의 약 15%가 있으며 종로구와 구 등 4

문 안에 주로 집되어 있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수 64 10 8 5 10 17 5 26 33 21 32 45 66 27 36 21 426

<표 3-5> 등록문화재 전국 분포 

◦보존가치를 고려한 지원 상

－등록문화재 외에도 문화 ‧ 술  가치가 높은 건물, 역사  보존가치

가 높은 건물은 공공성도 높아, 이들 건물의 보존을 해 정부 는 서울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유형 빈도(개) 비율 내용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17 23.0%

대한의원, 운현궁 양관, 구서울대학교 본관, 구공업전습소 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경교장, 윤보선가, 덕수궁 중명전, 

약현성당, 구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명동성당, 한국은행 본관, 

서울역사, 원구단

시지정

문화재

유형

문화재
13 17.6%

석파점, 석파점 별당, 황학정, 천도교중앙대교당, 기기국 번사창, 

조계사 대웅전, 승동교회, 동아일보 사옥, 탑골공원 팔각정, 침류

각, 성공회 서울성당, 구제일은행 본점, 미국공사관

기념물 4 5.4% 이화장, 구배재학당 동관, 광통관, 구세군 중앙회관

민속

자료
11 14.9%

반계 윤웅렬 별장, 백홍범가, 민병옥 가옥, 가회동 한씨 가옥, 김상

협 가옥, 홍종문 가옥, 김형태 가옥, 와룡묘, 오위장 김춘영 가옥,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도관수 이승업 가옥

문화재 

자료
2 2.7% 이준수 가옥, 박노수 가옥

<표 3-6> 서울시 4대문안 근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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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개) 비율 내용

등록문화재 21 28.4%

구경기고교, 창경궁 대온실, 고희동 가옥, 배렴 가옥, 이장수 별장

터, 박종화 가옥, 홍난파 가옥, 배화여고 생활관, 이상범 가옥 및 

화실, 북촌문화센터, 혜화동 성당, 장면 가옥, 한국전력 사옥, 이화

여고 심슨기념관, 구국회의사당, 서울시청 청사, 구대법원 청사, 

구미국문화원, 경운궁 양이재, 구신아일보 별관, 박정희 대통령 

가옥

기타 6 8.1%
가회동성당, 김성수 거주지, 박인환 거주지, 한용운가, 서울과학교

육원, 국립중앙극장

합계 74

<표 계속> 서울시 4대문안 근대문화유산 

<그림 3-15> 등록문화재 서울분포

4) 효율성

◦요소기술과 효율향상

－표 건물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토 로 건축자재별 냉난방에 지 

감률을 분석하면, 보일러교체 5.5%, 벽면단열 100mm 5.3%, 단열창틀 

2.6%, 삼 유리 2.4%, 로이유리 1.5%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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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층 주택의 에 지효율향상 사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리

와 창틀은 조합을 이루어야 하는 요소기술이므로 단열창틀과 유리의 효

과를 합산하여 분석

－가능한 한 가구단 로 지원 가능한 요소기술 용

◦유리창 교체 : 로이유리 2 창

－ 소득층의 주택은 체로 벽체가 얇은 구조이기 때문에 삼 유리를 

용하기 곤란하므로 로이유리 2 창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로이유리 2 창 용 시 연간 가구당 난방에 지 감량은 공동주택  

1,391kWh/가구/년, 단독주택 1,167kWh/가구/년, 다세 주택 954kWh/가

구/년 순임.

◦벽면단열 : 내벽 100mm단열

－외벽단열공사는 건물 체 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많을

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므로 내벽단열 심으로 추진

－내벽단열을 통해 단독주택 가구당 연간 1,553kWh, 다세 주택의 경우 

933kWh, 공동주택의 경우 566kWh의 난방에 지를 감할 수 있음.

◦ 문 교체 : 알루미늄 도어에서 단열제를 삽입한 스틸도어로 교체

－ 문을 알루미늄 도어에서 에 지 효율이 높은 스틸도어와 단열재를 

삽입한 문으로 교체하면 가구당 연간 1,463kWh의 난방에 지를 감할 

수 있음.

◦지붕단열 : 100mm단열

－박공지붕인 경우 지붕단열, 슬래  지붕인 경우 천정단열 시행

－최상층인 주택은 지붕단열을 통해 가구당 연간 480~660kWh의 난방에

지 감

◦보일러 교체

－에 지효율이 80.6%인 기존의 보일러를 에 지효율이 88.7%인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400~550kWh의 난방에 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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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요소기술의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

◦난방효율향상 시나리오

－ 소득층주택에 한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추진 시 효과가 큰 벽면

단열과 창문교체를 심으로 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보일러 교체, 지

붕단열, 문 교체 방안 등을 추가

－창문교체와 벽면단열을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연간 약

1,900~2,700kWh의 난방에 지 감

－지붕단열을 추가할 경우 가구당 연간 2,400~3,200kWh의 난방에 지 

감

－보일러교체 추가 시 가구당 연간 2,400~3,100kWh의 난방에 지 감

－ 문 교체 추가 시 가구당 연간 3,300~4,200kWh의 난방에 지 감

－지붕단열과 보일러교체, 문 교체 모두 추가 시 가구당 연간 4,500~ 

5,000kWh의 난방에 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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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요소기술의 복합적인 적용과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

5) 수월성

◦이해당사자

－건물을 반 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각 건물에 거주하는 세 수가 

많을수록 이해 당사자가 많아짐.

－건물당 평균 세 수는 단독주택은 1.4세 , 다가구주택은 3.9세 , 다세

주택은 7.3세 , 연립주택은 9.8세 , 아 트단지는 360세 인 것으로 

분석됨. 

◦요소기술 용 제한

－지원 상이 세 단 인 경우 여러 세 가 거주하는 주택에 용 가능한 

요소기술은 건물 내부로 국한되기 때문에 외벽단열,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의 기술은 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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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주택용도별 평균 세대수

5) 경제성

◦주거유형과 에 지 감효과

－벽면단열과 창문교체 등 기본사업에 한 기투자비용 100만 원당 연

간 에 지 감효과는 다세 주택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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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초기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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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유형과 평가지표

1)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지표

－보조  지원 상 선정 시 공공성, 복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공공성

－소득의 양극화를 조장하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보다는 소득층 주택으로 국한하

여야 함.

◦ 복성

－정부의 에 지복자 로그램과의 복성을 고려하면 차차상  계층으로 

국한하여야 하나, 2008년에 정부가 에 지효율개선사업으로 지원한 자

은 국 으로 285억 원에 불과하여 차상  계층  수 자가 희망하

더라도 모두 지원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들도 지원 상에 포함시

키는 것이 바람직함14).

◦효율성

－벽면단열, 창문교체, 지붕단열, 보일러교체를 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효율이 낮은 모든 주택을 

상으로 하되 소득층의 부분이 거주하는 다세 ‧다가구주택을 

 지원

14) 2005년 서울복지재단․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원자료를 토

로 추정한 결과, 2008년 서울의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는 11.5만가구, 비수 자는 13.6만

가구, 차상 계층은 7.6만가구, 차차상 계층은 5.8만가구로 추정됨.

정부의 에 지복지정책 상은 차상 계층 이하이므로, 서울시 에 지복지 정책소요(정책

상 가구수)는 32.7만 가구임. 이는 서울의 일반가구(2008년 추정치 345.2만가구)의 9.5% 정도

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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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가치

－등록문화재를 우선 지원하되, 술 , 문화 , 역사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도 지원해야 함. 

2) 융자 지원 사업 

◦주요지표

－융자지원사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할 지표로는 경제성, 효율성, 수월성 

등이 있음.

◦경제성

－ 기투자비용, 투자비 비 에 지 감량 등으로 평가

－경제성 에서 보면 단독주택, 다세 주택, 공동주택 순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성

－요소기술 용에 따른 가구당 에 지 감량으로 평가

－효율성은 단독주택이 가장 크고, 공동주택과 다세 주택이 서로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남.

◦수월성

－건물당 가구수로 평가

－이해 당사자는 단독주택이 가장 으며, 이어 다세 주택, 공동주택 순

으로 나타남.

◦건물 유형별 사업 우선순  평가 

－경제성, 효율성, 수월성 등의 지표를 5  배  방식으로 평가

－분석결과에 따라 최우선 상과 차이가 으면 1  차감, 차이가 크면 

2  차감

－사업 우선순 는 단독주택, 다세 주택, 아 트 순으로 나타났으나, 민

간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신청이 제되어야 하므로 신청자의 수에 따라 

지원 상의 우선순 를 탄력 으로 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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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경제성 5 2 3

효과성 5 3 2

수월성 5 3 1

<표 3-7> 융자지원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

제3절 전략목표의 선정

1. 전략의 선택 

1) 전략추진 단계

◦지원 략

－법이나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단기  략 

◦유인 략

－다소간의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기  략

◦규제 략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며 정부와 긴 하게 력하면서 

추진하여야 하는 장기  략

2) 민선5기의 추진전략

－지원 략을 심으로 추진

－ 장기 으로 유인 략과 규제 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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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목표

1) 전략목표의 전제조건

－규제보다는 지원사업을 통해 민선5기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함.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함.

2) 목표건물의 용도

－ 형 상업용 건물의 경우 기업 스스로 에 지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주택부문이 난방용 도시가스의 58%를 소비하는바, 주택을 우선 지원

상으로 선정

－등록문화재나 문화 , 역사  가치가 높은 건물도 지원 상으로 선정

3) 목표건물의 건축시기

－1980~2000년에 건축된 주택을 목표로 선정 : 단열이 미흡하고 단열재가 

노후화하여 성능이 히 하되었기 때문에 효율향상 효과가 클 것으

로 상됨.

－이외의 건물에 해서도 효율이 낮은 주택을 상으로 함.

4) 소득계층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 :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목표로 선정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 을 지원받고 있고 

에 지 련 시설보조도 받고 있음. 따라서 이들보다 에 지 소요가 많

고 주거면 도 넓어 에 지 손실이 많은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을 

심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계로 수 자  최

소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이면서 비수 자인 가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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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물의 요소기술 적용방안

제1절 건물에너지 분석을 위한 방법론

1. 분석 개요

◦건물에 지 소비를 이기 하여 건물 내부의 에 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이를 통해서 건물 내부에서 소비되는 에 지를 이는 

기술 용이 요구됨.

◦건물에 지 감을 한 요소기술을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추출하

으며, 각 요소기술은 건축, 설비, 지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됨.

◦추출된 성능 개선 요소들은 각각 비용, 에 지, 환경 측면에서 그 효과가 

달라지며, 건물 유형별 우선 용 순 도 달라짐.

◦건물 유형의 선정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에서 에 지소비량  감량의 산출을 하여 선

정한 9가지의 “표 건물”과 국외 문헌조사를 통한 “역사  건물”임.

◦표 건물은 건물유형별로 주거용 건물 4개(공동주택, 다세 주택, 단독주

택,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용 건물 5개(사무소건물, 학교, 호텔, 백화 , 병

원)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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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요소  외벽, 바닥, 지붕  창호의 단열성능, 건물유형별 냉난

방 설정온도는 건축법규에 하여 설정함.

－바닥  지붕면 , 외피면 , 창면 비 등은 기존의 연구문헌을 참고로 

설계인자를 설정함.

－다양한 시뮬 이션 변수를 설정하고, 건물에 지 성능개선 기술 용 시

의 에 지 사용량 감 효과를 측함.

◦건물 유형별 에 지 성능개선을 해 우선 으로 용해야 할 요소기술을 

선정하기 하여 용효과에 한 문헌조사  정량 , 정성  분석 실시

－성능개선요소에 하여 eQUEST 로그램을 이용한 에 지 성능 시뮬

이션을 통해 정량  분석

－시뮬 이션이 어려운 요소에 하여 문가 설문조사 등 정성  분석

2. 정량적 분석

1) 건물에너지 해석 

◦eQUEST(the QUick Energy Simulation Tool) 로그램은 미국 에 지성

(DOE: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으로 Lawrence Berkely Lab에서 개발

한 DOE-2를 기반으로 마법사 기능과 그래픽 기능을 부가하여 자료의 입력

과 출력이 용이도록 간편화된 툴임.15)

－에 지 소비나 에 지 약을 효율 으로 하기 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건물에서 이용되고 

있는 에 지를 분석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범 하게 응용 가능

－지속 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건축구조에 한 해석은 

어렵지만, 기존건물의 다양한 항목에 한 시뮬 이션에 유리함.

15) eQUEST = enhanced DOE-2 + Wizards +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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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부하량은 Internal heat gain, Schedule, Envelope, Building mass, 

Infiltration 요소를 기 로 하여 1년간 시간별 계산(<그림 4-1> 참조)

◦HVAC은 System16)과  Plant로 구성17)

<그림 4-1> eQUEST 프로그램의 구성

2) 시뮬레이션  대상 및 기본 조건

◦분석 상

－서울시 건축에 지 소비량 측을 해 선정된 주거용, 비주거용의 9가

지 유형의 표건물

∙주거용 건물 :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 주택, 주상복합

∙비주거용 건물 : 사무소, 학교, 호텔, 백화 , 병원

◦기후데이터

－서울지역의 한민국 표  기상데이터를18) 이용

－표  기상데이터는 14개 기상요소(습구온도, 건구온도, 기압, 운량, 설

량, 강수량, 풍향, 습도, 공기 도, 엔탈피, 수평면일사, 직달일사, 

운형, 풍속)로 이루어짐.

16) Thermostat action, HVAC control, Fanheat, Duct loss, Air rated capacity, Partition heat transfer, 

Design temperature, Infiltration latend load, Ventilation air sensible and zone and system CFM's

17) Auxiliaries, Energy consumption, Part load performances, Equipment size

18) 이 연구의 시뮬 이션에 사용된 기후데이터는 한국태양에 지학회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

회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한민국 표  기상데이터를 이용함(등록번호 : 서울 

2010-Seoul-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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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chedule

－건물유형별 타임스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주 과 주말의 재실스

, 조명스 , 기기스 에 차이를 둠.

◦Material

－재료의 구성(면 /두께/길이)

－열 류율, 반사율, 열성능, 효율, 용량, 제어

－재료  종류별 두께, 열 도율, 도, 비열, 유리 이어, U-factor, Solar 

Heat Gain Coefficient, Transmittance

◦성능개선요소의 효과 분석을 한 시뮬 이션 변수

－지붕  벽체 단열두께, 반사율

－옥상  벽면 녹화 유무

－유리  창틀 재료 종류

－자연채  이용 유무(조 제어)

3) 건물 유형별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 및 성능 분석19)

<그림 4-2>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이미지

19) 각 건물 유형에 한 세부 인 시뮬 이션 입력 조건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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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별 에 지 성능 시뮬 이션을 실시하 으며, 9가지 유형을 표

하는 상 건물의 개요는 다음 <표 4-1>과 같으며, <그림 4-2>는 시뮬 이

션을 통해 구 한 몇 가지 건물 이미지임.

◦9가지 유형의 에 지 소비 형태별 원단 는 <표 4-2>와 같음.

　 건축면적(㎡) 연면적(㎡) 벽면적(㎡) 창면적(㎡) 창면적비(%) 비고

공동주택 511.4 7,671.0 3,605.3 1,849.0  33.9 15층(60세대)

단독주택  87.7 154.4 209.5  32.9  15.7 2층

다세대주택 143.9 502.6 476.8 101.8  17.6 4층(6세대)

주상복합 1,214.0 23,212.0 6,849.0 4,547.0  39.9 
지하4층, 지상15층 

(주거용 72세대)

사무소 939.9 30,071.0 1,345.0 766.5  36.3 지하2층, 지상7층

학교 3,451.9 15,462.8 7,750.2 1,961.8  20.2 지하1층, 지상5층

호텔 2,382.5 12,570.0  15,427.6 6,486.6  29.6 지하1층, 지상8층

백화점 2,775.0 31,772.0  22,177.8 1,850.2 7.7 지하3층, 지상8층

병원 1,130.9 10,161.5 3,327.2 657.5  16.5 지하2층, 지상6층

<표 4-1> 건물 유형에 따른 개요

냉방 난방(취사) 급탕 전력 합계

공동주택  55.1  77.9(10.12)  39.0  70.8 252.9 

단독주택  32.0 191.4(13.51)  24.5  76.2 337.7 

다세대주택 104.1  71.8(11.10)   29.4  61.0 277.4 

주상복합 113.7  64.6(12.78)  39.0  89.5 319.6 

사무소  97.2  60.9   8.4 130.8 297.4 

학교  70.0 125.8   7.7 114.4 317.9 

호텔  83.4  74.7  44.4  53.8 256.4 

백화점 130.0  73.2   8.4 166.3 377.9 

병원 108.7  64.4 248.6 126.0 547.7 

<표 4-2> 주거용 건물 에너지 원단위
(단위 : kWh/㎡․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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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적 분석

1)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건물에 지 련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용 가능한 건물 에 지 감 련 요소 기술들을 도출함.

◦에 지 감을 한 요소 기술은 건축, 설비, 지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됨. 

－에 지 소비를 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건물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

로 구성되는데, 건물의 외부환경은 지와 련되고 건물의 내부환경은 

건축  설비와 련됨.

－건축은 지붕‧벽체‧창호‧통로‧공간(실)으로, 설비는 냉난방‧환기‧조명‧

제어시스템으로, 지는 녹지공간‧도로‧물로 구성됨.

방안 내용 참고사례

건축

지붕 단열 강화, 옥상 녹화, 반사율 조절 1), 2), 3)

벽체 단열 강화, 벽면 녹화, 반사율 조절 3), 5), 7),18)

창호 창문 효율개선, 창틀 단열강화, 창틀 기밀성 개선, 외부차양 9), 11), 17)

통로 계단이용 촉진, 방풍실 구축 4), 17)

공간(실) 공간 구성 10)

설비

냉난방 개별 온도제어, 보일러 효율개선, 공조(용량 최적화), 환풍기 4), 11), 12), 19)

환기 배기열 회수, 환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방충망 확대 1), 4), 16), 20)

조명 채광(조광제어), 재실 감지센서, 조명 효율개선 4), 8), 11), 12), 13)

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4)

대지

녹지공간 수목 식재, 수변공간 조성 1), 6)

도로 포장색 조절 14)

물 우수 활용, 중수 이용, 절수형 기구 11), 14),15)

※ 참고사례
1) LA 2) 시카고 3) 런던 4) 뉴욕 5) 에번스턴
6) 마이애미 7) 베를린 8) 덴버 9) 시애틀 10) SA
11) 산타모니카 12) 델라웨어 13) 시드니 14) 미네소타 15) 도쿄
16) 에관공 17) 건교부(초고충건설) 18) 버클리 19) 베네시아

<표 4-3>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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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지 소비를 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있음.

－벽면의 단열 강화  창문의 효율개선: 겨울철에 외부로 유출되는 난방

열의 손실을 일 수 있으며, 옥상 녹화  반사율 조  등을 통하여 여

름철에 내부로 유입되는 열을 차단함으로써 냉방에 지 감

－통로  방의 공간 조정을 통하여 건물 내부 열에 지의 보존도 가능

◦설비시스템의 에 지 효율 개선을 통하여 에 지 감

－냉난방 시스템은 개별 건물의 정 에 지 소비량에 최 화된 용량의 설

비를 사용함으로써 에 지가 감되며, 제어시스템은 개별 설비를 넘어

서 건물 체의 에 지를 더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이 가능

◦ 지는 건물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에 지 감이 가능한 요소임.

－수변  녹지공간은 증발산 효과를 통해 건물 외부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미기후의 개선이 가능함. 단지 내에서는 우수나 수를 재활용함으로써 

용수공 에 소요되는 에 지 소비를 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설문조사 개요

◦건물의 에 지 성능개선방안을 제안하기 해 에 지 성능요소별 에 지 

감 효과, 비용 감 효과, 환경성을 단함에 있어 정량 인 평가가 어려

운 항목은 문지식과 경험에 의한 델 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선 으

로 용해야 할 요소를 유형별로 추출함.

◦설문조사는 각 건물 성능 개선요소들의 효과 정도를 평가하기 해 각 요

소의 효과  실무경험 등의 지식이 있는 연구직, 설계자, 건축계열 공무원

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함.

◦설문조사는 직  방문하여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는 직 면형과 E-mail을 

통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43부를 분석에 이용함.

◦설문조사는 국내외 해외사례를 통해 추출된 개선 요소 항목을 상으로 에

지 감효과, 비용 감효과, 환경 효과의 정도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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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문분석은 SPSS12.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통계처리를 통해 문항

별 빈도, 평균, 우선순 를 분석함.

3)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설문 응답자 특성

◦설문응답자 비율은 연구직이 32.6%, 설계자가 32.6%, 공무원이 34.8%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응답자들의 경력분포는 20년 이상이 34.9%,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5.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1.6%, 5년 미만이 27.9%로 오랜 기간 련 직종에 

종사한 문가 집단의 비 이 높음.

<그림 4-3> 건물성능개선 요소기술의 부문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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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감 효과

◦설문을 통해 요소별 에 지 감 효과 정도에 따라 5  척도로 평가함. 각 

수는 5  만 에 평균 수가 높을수록 그 효과도 큼.

◦에 지 감 효과는 건축 부분이 평균 3.65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설

비부분이 평균 3.58 , 지부분이 평균 3.25 으로 나타남.

◦요소별 에 지 감효과의 1∼10순 의 요소기술은 <표 4-4>와 같으며, 1

순 로 벽체 단열 강화 4.49 , 2순 로 창문 효율개선 4.35 , 3순 로 창

틀 단열강화와 창틀 기 성 개선이 각각 4.33 으로 나타남.

◦1∼10순 의 요소  5순 까지 상 를 차지하는 요소들은 건축계획 부분

에 해당하는 요소기술들로 나타남.

구분 평균점수 순위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평균

건축 3.65

1 벽체 단열 강화 4.49

2 창문 효율개선 4.35

3 창틀 단열강화 4.33

설비 3.58

3 창틀 기밀성 개선 4.33

5 지붕 단열강화 4.26

6 채광(조광제어) 4.00

7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3.91

대지 3.25

8 외부차양 설치 3.86

9 조명 효율개선 3.79

10 개별 온도제어 3.77

<표 4-4> 에너지 절감 효과 평균 점수 및 요소별 점수 순위

(3) 비용 절감 효과

◦설문조사 결과 건축계획 부분의 요소들이 평균 3.52 으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설비부분이 평균 3.42 , 지부분이 평균 2.99 으로 나타남.

◦요소별 에 지 감효과의 1순 로는 벽체 단열 강화, 창틀 기 성 개선, 

창문효율 개선이 4.16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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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감 효과와 마찬가지로 1∼5순 에 해당하는 요소기술들은 모두 

건축계획 부분으로 비용 감 효과 역시 다른 부분에 비해 건축계획 부분

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평균점수 순위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평균

건축 3.52 

1 벽체 단열강화 4.16 

1 창틀 기밀성 개선 4.16 

1 창문 효율개선 4.16 

설비 3.42 

4 창틀 단열강화 4.14 

5 지붕 단열강화 4.00 

6 채광(조광제어) 3.77 

6 조명 효율개선 3.77 

대지 2.99 

8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3.67 

9 외부차양 설치 3.65 

10 개별 온도제어 3.63 

<표 4-5> 비용절감효과 평균 점수 및 요소별 점수 순위

구분 평균점수 순위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평균

건축 3.66 

1 옥상녹화 4.31 

2 채광(조광제어) 4.20 

3 벽면 녹화 4.10 

설비 3.54 

3 수목 식재 4.10 

5 수변공간 조성 4.00 

5 우수 활용 4.00 

7 절수형 기구 3.95 

대지 3.82 

7 공간 구성 3.95 

9 지붕 단열강화 3.90 

10 벽체 단열강화 3.83 

<표 4-6> 환경성 평균 점수 및 요소별 점수 순위

(4) 환경성

◦설문조사 결과 에 지  비용 감효과와 달리, 지부분이 평균 3.82 으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축계획 부분이 평균 3.66 , 설비부분이 평균 

3.42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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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에너지 절감-비용 효과

<그림 4-5> 에너지 절감-환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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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 환경성 순 로 옥상녹화가 4.31 으로 1순 , 채 이 4.20 으로 2

순 , 벽면녹화와 수목식재가 각각 4.10 으로 3순 임.

◦환경성이 높은 요소기술은 부분 지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녹화, 수

목식재, 수변공간과 같은 자연친화 인 요소들이 이에 해당됨.

(5) 에너지 성능개선 요소별 효과분석

◦<그림 4-4>와 <그림 4-5>는 각각 요소별 상 인 에 지-비용 효과, 에

지-환경효과를 나타냄.

◦각 효과는 0~100으로 표 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큼.

(6)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우선순위

◦건물 성능 개선 요소의 선정은 에 지 감, 비용 감, 환경효과의 3가지 

에 따라 향을 받으므로 요소 선정을 해 각 요소에 한 가 치를 

 비교를 통해 산정함.

◦얻어진 비교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든 수 을 구성하는 평가항목들의 

가 치를 추정하고, 얻어진 각 평가항목별 가 치에 해 일 성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함.

◦일 성지수 값이 0인 경우 완벽한 일 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확

할수록 그 값이 커져 0.1을 과하면 일 성이 무의미한 것으로 단함. 

◦일 성지수 값이 0.1을 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설문응답에 한 

평균 가 치를 산정한 결과, 에 지 감효과가 0.42, 비용 감 효과가 

0.21, 환경 효과가 0.37로, 에 지 감 효과 > 환경 효과 > 비용 감 효과 

순으로 나타남.

◦가 치는 건물 유형별 최종 인 성능 개선 요소 우선순  결과를 도출하기 

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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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산정 결과
평균 일관성지수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 환경

0.42 0.21 0.37 0.019

<표 4-7> 요소선정을 위한 가중치 산정 결과

제2절 요소별 효율개선 효과

1. 분석 항목

1) 비용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분석은 건축물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모

든 비용을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 액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재가

치로 환산하고 가치의 소로 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임.

◦LCC분석은 기투자비용과 운 비용의 합이 가장 작은 지 을 선택함으

로써 투자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건축비용은 기투자비, 에 지 사용비용은 유지 리비용을 건축비용으로 

하여 건물성능 개선 후 기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계산함.

일회성 비용 
  





 

(∵-1<i<∞)

등가성 비용 




 

Ft=투자에 대한 t연도 말 순익, =이율

◦건축비용 산정에는 개산견 방법을 용하 으며, 시공 시 소요되는 지 , 

가설공사비, 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자재의 재료비와 노무비만으로 산정함.



82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에 지 사용비용 산출은 최근 10년간 이자상승률 평균인 5.5%, 최근 10년

간 물가상승률 평균인 2.63%를 용하여 매년 증가되는 비용을 계산함.

◦가스 비용 산출은 서울지역 2010년 가스요  기 20)을 기 으로 함.

◦ 기 비용 산출은 2010년 기요  기 21)을 기 으로 함.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370 처음 100kWh까지 55.1

101~200kWh 사용 820 다음 100kWh까지 113.8

201~300kWh 사용 1,430 다음 100kWh까지 168.3

301~400kWh 사용 3,420 다음 100kWh까지 248.6

401~500kWh 사용 6,410 다음 100kWh까지 366.4

500kWh 초과 사용 11,750 500kWh 초과 643.9

<표 4-8> 주택용 전력(저압)
적용일자 : 2009년 9월 1일

2) 에너지

◦에 지 성능개선 요소  지붕과 벽체의 단열강화  녹화, 반사율 조 , 

창문효율 개선, 보일러효율 개선, 채 (조 제어)요소에 하여 eQUEST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함.

◦eQUEST 로그램을 이용한 시뮬 이션이 어려운 요소는 설문조사를 이

용한 정성  분석 결과 는 련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 보고서  

논문 등 기존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그 효과 정도를 평가함.

◦시뮬 이션을 실시한 변수에 따른 에 지 성능 개선 결과와 비용회수기간

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6>과 같이 표 됨.

20) http://www.seoulgas.co.kr/(서울도시가스), 714.33원/㎥, 기본요  840원

21) http://www.kepco.co.kr/(한국 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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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에너지 성능 개선 변수에 따른 결과

3) 환경성

◦<그림 4-7>22)과 같이 개발 지향 인 건설 활동은 건물의  생애  에

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음.

<그림 4-7> 가치사슬(Value Chain)별 건설 산업의 주요 환경 문제

22) 박정호, 2010, ｢건설 산업의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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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히 건물의 에 지 소비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체 건설부분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성을 평가하기 한 요한 요소가 됨.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2008 G8(Group of Eight)정상회담에 

제출한 에 지 효율 권고사항에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국가에서 

건물의 에 지사용량은 국가 총 에 지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에 지 소비량이 매우 은 주택(passive energy houses)과 에 지 순 소비

량이 0인 건물(zero energy buildings)을 권고하고 있음.

◦에 지 사용량에 따른 CO2 배출량을 산정하기 해 우선 에 지 사용량에 

따른 석유환산톤23)을 계산

석유환산톤 = 연료사용량 × 총발열량 ÷ 10⁷

◦에 지 열량환산기 24)은 에 지법 시행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 을 

용하여 환산하며 환산된 석유환산톤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C, TCO2 계산을 거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이

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시에는 총발열량이 아닌 순발열량을 용하고, 력

의 경우 력사용량에 0.4448TCO2/MWh을 곱하여 산정)

TC = 해당연료의 TOE × 탄소배출계수(TC/TOE)

TCO₂= TC × (이산화탄소분자량)/(탄소원자량)25)

23) 석유환산톤 즉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 지로, 국제

에 지기구(IEA)에서 정한 단

24) 에 지법 시행규칙, 2010년 4월 14일 시행

25) (이산화탄소분자량)/(탄소원자량) =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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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종류 단위
순발열량

석유환산계수
kcal MJ 환산

도시가스(LNG) N㎥ 9,550 40.0 0.955

전력 kWh 2,150 9.0 0.215

<표 4-9> 순발열량 기준

연료 종류 탄소배출계수

도시가스(LNG) 15.3(Kg C/GJ) 0.637(Ton C/TOE)

전력 0.1213 TC/MWh 0.4448 TCO₂e/MWh

<표 4-10> 탄소배출계수(IPCC)

4) 분석내용의 표기

◦건물 성능 개선 요소별 효과 분석은 비용, 에 지, 환경성 등 3가지 에

서 이루어졌으며,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이 각 에 따라 상, , 하로 

구분하여 평가함.

비용 분석 에너지 분석 환경성 분석

■ ■ ■

■ ■ □

■ □ □

경제적

보통

비경제적

▧ ▧ ▧

▧ ▧ □

▧ □ □

높은 개선

보통

낮은 개선

▒ ▒ ▒

▒ ▒ □

▒ □ □

높은 개선

보통

낮은 개선

2. 건축물

1) 단열 강화

(1) 개요

◦지붕  벽체에 열 류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피를 통한 에 지 

손실을 감함으로써 냉난방 에 지 사용량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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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부 발열부하가 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은 외피부하 지배형 

건물로 난방부하 감을 해 벽  지붕 단열성능 강화가 매우 요함.

◦건축법에 제시되어 있는 2010년 서울시의 탄소‧그린에 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기 을 보면, 에 지 성능지표 검토서에서 규정한 부지

방 건축법규 비 지붕은 34.5%, 건물외벽(창  문 포함)은 40% 강화된 

성능을 요구하고 있음.

부위별 설계기준* 2009서울시 기준 서울시 개정기준

건물외벽

(창 및 문 포함)

일반건물 1.95 1.34 31.30% 1.14 41.50%

공동주택 1.41 0.96 31.90% 0.82 41.80%

최상층 지붕 0.29 0.22 24.10% 0.19 34.50%

최하층 거실바닥 0.41 0.31 24.40% 0.19 36.60%

*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표 4-11> 서울시 저탄소 ․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단위 : W/㎡K)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벽체 단열 강화 ■ ■ ■ ▧ ▧ ▧ ▒ ▒ □
지붕 단열 강화 ■ ■ ■ ▧ ▧ ▧ ▒ ▒ ▒

◦시뮬 이션은 단열재의 두께를 무단열, 50mm, 100mm 순으로 늘려가며 실

시하 으며, 단열재의 열 도율은 다음 <표 4-12>와 같음.

구분 재료명 두께(mm) 열전도율(W/mK)

단열재 두께 조절 발포폴리스틸렌 0, 50, 100 0.034

<표 4-12> 단열재 열전도율

◦벽의 단열재 두께에 따른 건물 에 지 소비량은 시뮬 이션 결과에 따르면 

무단열인 경우에 비해 단열재 50mm를 설치한 경우 20.6%, 100mm를 설치

한 경우 24.8%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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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단열을 강화한 경우 무단열인 경우보다 50mm 단열재를 설치한 경

우 4.1%, 100mm 설치한 경우 5.4%의 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남.

◦건물의 단열재의 치가 외단열인 경우 내단열에 비해 난방부하의 8.4%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26).

<그림 4-8> 벽체 단열 강화

 

<그림 4-9> 지붕 단열 강화

◦ 한주택공사(1988)27)는 실험을 통하여 단열과 외단열로 시공된 기존 

건축물에 해 소요 력량을 평가하여 각 단열 시스템에 한 에 지 

감률을 비교평가하 으며, 외단열이 단열에 비해 약 3.9%의 에 지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함.

(3) 적용방안

◦1980년 이 , 아 트의 1.4배(90:65) 정도로 주거형태를 표하던 단독주

택은 지속 으로 공 되는 아 트에 선두를 내 지 오래이며, 재 453,806

가구로 아 트 세 수의 1/3을 차지함. 

◦단독주택은 80년  건설 붐에 의해 지어졌으므로, 노후화 한 반 인 

문제가 되고 있음.

26) 송승  외, 2009, ｢열교부 의 손실열량이 공동주택 동단  난방부하에 미치는 향 분석｣

27) 한주택공사, 1998, ｢외단열공법 실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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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규정이 용되지 않았던 1980년 이 에 건축된 단독주택은 <표 4-13>

에서와 같이 체 주택의 35.8%에 이르므로, 간단한 단열 시공을 통해서도 

큰 에 지 감이 가능하며, 단열규정이 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노후화로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구분
’80년 이전 준공 ’81~’01년 준공 ’08년 기준 총 물량

연면적(천㎡) 비율(%) 연면적(천㎡) 비율(%) 연면적(천㎡) 비율(%)

공동주택 31,438 1.9 1,196,110 71.7 1,668,685 100

단독주택 162,666 35.8 230,011 50.6 454,448 100

비주거용 139,132 11.7 668,712 56.2 1,189,575 100

합계 333,236 10.0 2,094,833 63.2 3,312,708 100

1) ’80년 이전 준공 : 단열규정이 미적용된 건축물

2) ’01년 이전 준공 : 단열규정 등의 설계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

<표 4-13> 노후화된 건축물 현황(참고: 국토부,2009)

◦서울시는 탄소 그린 에 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2009년 제정하여 

법규 비 31.30% 향상된 설계기 을 제시하 으며, 2010년에는 10.20%

의 추가  기 강화를 제시함.

◦ 재 기존 건축물을 일정기  이상으로 에 지효율 개선 시 용 률 등 건

축기  완화, 외단열시스템(두께 250mm 이상) 용 시 단열재 보강 두께

를 면  산정에서 제외28)

◦벽체  지붕 단열 개선은 열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기 에서 정하는 단

열두께 이상으로 하여 단열부 의 열 항을 높이도록 하며, 열교가 없는 

단열재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녹화

(1) 개요

◦옥상  벽면 녹화는 열을 흡수하는 신 반사시켜 도시의 열섬 상을 

28) 국토해양부, 2009,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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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우천시 발생하는 비 원 오염  토양 유출을 이는 효과가 있음.

◦ 한 건물 외피로부터의 열손실을 이고, 건물의 거주자에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시각 인 즐거움을 주며, 작은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벽면녹화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시뮬 이션은 벽면녹화와 옥상녹화에 해 실시하 으며, 각 녹화재료는 

아래 <표 4-14>와 같이 용함.

◦시뮬 이션 결과, 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옥상녹화 시 1.2%, 벽면녹

화 시 2.3%의 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능개선요소 재료명 두께(mm) 열전도율(W/mK) 성능개선요소 재료명 두께(mm) 열전도율(W/mK)

벽면녹화

잔디 50 0.09

옥상녹화

잔디 50 0.09

토양 90 0.22 토양 90 0.22

부직포 3 0.07 부직포 3 0.07

배수층 50 0.36

<표 4-14> 녹화 재료 열전도율

<그림 4-10> 옥상 및 벽면 녹화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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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물을 상으로 옥상녹화를 한 경우에 한 연구29)에 따르면, 2000

년 8월부터 9월까지 냉방기간 동안 옥상녹화를 용한 경우 12~15%의 에

지 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턴30)의 Climate Action Plan 2008에 따르면, 밝은 

색의 지붕 설치, 다공성 재료의 사용, 옥상이나 벽면에 녹화를 하는 경우 

상업용  사무소 건물은 약 48~105 TCO2를 잠재 으로 감 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은 식재의 그늘을 만들거나, 옥상녹화, 벽면녹화와 같은 요소 

기술을 이용하여 약 54~114TCO2를 감 가능함.

(3) 적용방안

◦지붕  벽면 녹화의 잠재성을 고려한 요소기술을 권장하도록 함. 시카

고31)는 그린빌딩 요소  Developer-Owner에 한 Best Practices의 6 로 

옥상녹화를 선정하고 있으며 실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6,000

개의 옥상정원을 조성할 계획임.

◦토양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수를 함유할 수 있는 양이 많아져 여름철 

장기간 비가 오지 않더라도 토양이 가지고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온도를 

지속 으로 감시켜  수 있기 때문에 토양심도가 깊을수록 여름철 온도

감을 안정 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32)

－옥상녹화 의 건물 천장면이 일반옥상 의 건물 천장면보다 온도가 낮

게 나타난 것은 옥상녹화에 따라 건물 내로 유입되는 열을 여  수 

있기 때문임.

29) 유 종, 2007,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의 냉방부하 감 효과에 한 연구｣

30) The City of Evanston, 2008, Evanston Climate Action Plan 2008

31) City of Cicago, 2003, Best Practices for GB in Chicago

32) 이동근 외, 2005,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온도 감 효과에 한 연구｣



제4장 건물의 요소기술 적용방안  91

<그림 4-11> Cool Roof 개념

3) 반사율 조절

(1) 개요

◦지붕이나 외벽의 소재  색감을 이용한 

반사율 조 을 통해 건물 주변의 미기후 

조 이 가능함.

◦밝은 색 지붕은 옥상녹화와 마찬가지로 

빛과 열을 기로 반사하여 여름철 냉방

부하 감  열섬 방지 효과가 있음.

◦최근 지붕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

반 인 지붕에 비해 지붕 표면 온도를 

10~15℃ 낮게 유지하며 냉방부하 감효과를 갖는 쿨루 (cool roof) 시스

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높은 반사율과 방사율을 갖는 다양한 색과 재료의 용으로 가능함.

◦2009년 여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 로 지붕을 냉각시키는 장치인 쿨루

(cool roof)의 자격 요건을 제정함. 한 산업용 건물에 하여 쿨루 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지붕 반사율이 높을수록 건물의 냉방에 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

으나 체 에 지 소비량은 냉방에 지 감량보다 난방에 지 소비량의 

증가폭이 큼.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반사율 조 에 한 시뮬 이션은 지붕면의 반사율을 30%, 50%, 70%로 

조 해 가면서 실시하 으며, 반사율은 페인트칠을 통해 변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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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지붕 반사율 조절 시뮬레이션 결과

(3) 적용방안

◦미국 LA의 Climate Action Plan33)에서는 건물의 지붕재를 쿨루 로 선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카고34)의 Best Practices에서도 다양한 요소기술  

Facilities Manager에서 13 , Developer-Owner에서 7 로 상 를 차지함. 

따라서 우리도 국내 기후와 여건에 맞는 형태의 쿨루 의 개발과 보 을 

고려해야 함.

4) 창호

(1) 창문 효율개선

① 개요

◦창을 통한 에 지 손실을 감하기 하여 일반 인 유리에 비해 열 류

율이 낮은 복층유리, 삼 유리, 로이유리 등을 사용한 창문의 성능개선이 

필요함. 

◦외부로 면한 문도 구성재료의 열 류율이 낮아야 함.

33) the City of Los Angeles Harbor Department, 2007, Climate Action Plan

34) City of Cicago, 2003, Best Practices for GB in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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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시뮬 이션은 유리를 단창, 복층유리, 복층로이유리, 삼 유리로 교체했을 

경우에 하여 실시하 으며, 용된 각 유리의 특성은 <표 4-15>와 같음.

◦단창인 경우에 비해 복층유리를 용한 경우 4.3%, 로이유리를 용한 경

우 5.7%, 삼 유리인 경우 6.5%의 에 지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성능개선요소 재료명 두께(mm) 열전도율(W/mK)

유리 종류

단창 6 6.25

복층유리 18 4.19

복층로이유리 18 2.59

삼중유리 24 1.82

<표 4-15> 유리 열전도율

<그림 4-13> 창문의 성능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4> 단열문의 구성

③ 적용방안

◦국내 에 지 약 설계를 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건물에 사용되는 창유리

는 22㎜ 는 24㎜ 복층창을 사용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거나 창면 이 큰 

부 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유리를 사용하거나 3 창(복층유리창 + 단

층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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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토해양부는 난방에 지 감을 해, 열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단열기 을 2012년까지 2배 수 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함.35)

◦창문뿐만 아니라 외기와 한 문을 통해 발생하는 에 지 손실을 막기 

해 문의 단열  기 성능 향상이 요구됨. 단열문은 기존 목재문 

비 단열성능이 4~5배 이상 뛰어나고, 틈새로 바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

여 열손실을 80% 이상 임.

(2) 창틀 단열강화 및 기밀성 개선

① 개요

◦창유리를 통한 열손실 외에 창틀의 열 도 손실이나 틈새를 통한 침기에 

의한 손실 한 실내 냉난방부하를 증가시킴.

◦열손실을 차단하기 해 열 류율이 낮은 소재의 창틀 사용  창틀의 틈

새 메꿈을 통한 열손실 차단이 필요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창틀 단열 강화 ■ ■ ■ ▧ ▧ ▧ ▒ ▒ □
창틀 기밀성 개선 ■ ■ ■ ▧ ▧ ▧ ▒ ▒ □

◦알루미늄창호, 목재창호, 단열 창호를 용했을 경우에 해 시뮬 이션을 

한 결과, 알루미늄 창틀을 용한 경우가 에 지소비량이 가장 컸으며, 목

재창틀의 경우 에 지소비량이 2.2%, 단열창틀인 경우 에 지소비량이 

2.6% 감됨.

③ 적용방안

◦유리의 성능뿐만 아니라 창틀의 성능 한 요하므로 열 류율이 낮은 창

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35) 국토해양부, 2009,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창호의 열 류율(W/m2K, 단 면 당 열손실량) : (종 ) 3.84 → (2008.7) 3.0 → (2010) 

2.4 → (2012) 1.5 →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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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재창틀이나 양극산화 처리한 알루미늄 창틀의 사용을 권장함.

－창틀은 일반 으로 목재, 비닐( 라스틱), 유리섬유, 알루미늄으로 만들

어지며, 목재, 라스틱,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창틀이 알루미늄 창틀에 

비해 단열성능이 우수함.

－그러나 양극산화 처리한 알루미늄 창틀은 내구성과 단열이 우수하며, 비

닐 창틀은 라이 사이클 인 에서 보면 우선  용은 부 합함.

◦고효율에 지기자재 인증 성능기 에서는 건축물  외기와 하는 곳에 

사용되는 창  창틀은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 류율이 3.42W/㎡K 이

하 이며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 성 등 의 통기량이 3㎥/h‧㎡ 이하인 

것으로 정하고 있음.

5) 방충망 확대

(1) 개요

◦여름철 창문을 열어 둘 경우 벌 들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통풍을 

통한 냉각효과를 기 할 수 있음에도 창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자연통풍을 확 하기 한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방충망 설치에 

한 고려가 필요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방충망을 사용하게 되면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흐름에 항이 생기는데, 

이러한 항이 클수록 풍속은 어들게 됨. 방충망을 설치했을 경우 실내

로 들어오는 풍속 감소량은 다음 <표 4-16>36)과 같음.

36) The Royal Australian Institute of Architects, Richard Aynsley, 2007, Australian Council of 

Built Environment Design Professions Ltd (BEDP) Environment Design Guide －Natural 

Ventilation in Passiv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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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미설치 시

풍속(m/s)

풍속 감소량(%)

bronze wire screen

(5.5 wires/cm, 공극률 80%)

plastic coated fibreglass

(7 threads/cm, 공극률 66%)

깨끗한 상태 먼지 낀 상태 깨끗한 상태 먼지 낀 상태

0.5 0.25(50%) 0.18(64%) 0.10(80%) 0.08(84%)

1.0 0.55(45%) 0.40(60%) 0.35(65%) 0.25(75%)

1.5 1.06(29%) 0.85(43%) 0.80(47%) 0.65(56%)

2.0 1.50(25%) 1.30(35%) 1.15(43%) 1.00(50%)

2.5 2.00(20%) 1.65(34%) 1.50(40%) 1.35(46%)

<표 4-16> 개구부를 통한 자연통풍 시 방충망 설치에 따른 풍속 감속량

◦방충망 설치 시 풍속이 어든다 하더라도 깨끗한 bronze wire screen은 방

충망 미설치 시 들어오는 풍속의 5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연환기에 

충분히 효과 임.

(3) 적용방안

◦뉴욕시37) 가이드라인은 7층 이하의 새로 시공되는 모든 창문에 그 규격에 

맞는 방충망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시의 모든 창문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6) 차양 장치

(1) 개요

◦차양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일사열 획득량과 부심을 이며, 냉방에 지

부하를 감하는 효과가 있음.

37) the City of New York, Urban Green Council, 2010, New York City Green Codes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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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Dubbed Aqua Tower in Chicago, Architects Studio Gang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뉴욕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제 로 디자인된 차양은 냉방을 30~60% 일 

수 있고 실내 기온을 25도까지 낮출 수 있어 여름 낮 시간 와 같이 에 지 

수요 피크 시간 에 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 함.

(3) 적용방안

◦국내 차양의 길이에 한 기 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차양효과에 따른 규

정이 필요함. 1m를 넘기지 못하는 재의 규정을 완화하여, 차양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7) 계단 이용 촉진

(1) 개요

◦계단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치시키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를 설치

하여 계단 이용을 진시킴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이용률을 낮춰 에 지를 

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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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계단의 가시화에 따른 계단 사용자의 증가 효과에 한 연구 논문38)에 따

르면, 계단의 치를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설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계단 이용이 52~190% 증가함. 

◦계단이용 진은 상 으로 에스컬 이터나 엘리베이터 이용 감소로 이

어져 에 지가 감됨.

(3) 적용방안

◦뉴욕시39)는 투명한 유리문을 달아 계단을 가시화하는 방법, 다양한 표식을 

활용하여 계단의 치를 알리는 방법, 계단의 출입문을 열어 두는 방법, 건

물의 설계 시 이용이 편리한 치에 계단을 배치할 경우 조닝에 한 인센

티 를 주는 방법 등으로 계단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3. 설비

1) 개별 온도제어

(1) 개요

◦실별 온도 조 을 통한 냉난방이 필요한 실에만 공 하고, 불필요한 냉난

방 에 지 공 을 제거함으로써 에 지 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2000년  기의 난방시스템 부분은 거실 는 안방에

서 온도를 조 하도록 하는 세 제어 방식(온도조 기 1개로 온도를 조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큰방이나 북쪽에 치한 방, 외벽이 많은 방들은 

난방이 잘되지 않아 난방 불균형이 발생하여 난방비의 부담은 커짐.

38) Oliver J. Webb, BSc., Frank F. Eves, PhD., 2007,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s in a Stair 

Climbing Intervention: Generalization to Stair Descent

39) the City of New York, Urban Green Council, 2010, New York City Green Codes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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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시뮬 이션분석을 통한 개별온도제어에 따른 난방에 지 감에 한 국

내 연구 논문40)에 따르면 개별온도제어로 10~20% 정도의 난방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적용방안

◦ 다수의 아 트 거주자들은 개별난방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겨울에 불필요하게 높은 온도의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 환기하므

로, 에 지가 낭비됨. 따라서 주거용 건물 실별 혹은 세 별로 개별온도제

어장치를 차 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2) 보일러 효율개선

(1) 개요

◦ 효율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면 에 지 감이 가능함. 한 사이즈의 

고효율 보일러는 건물 운 비를 감해주고, 천연자원을 약하며, 연소 

가스로 인한 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에 지 시뮬 이션 분석 결과, 보일러 효율개선에 따른 성능개선 효과는 

효율이 80.6%인 보일러를 88.7%로 개선하면 약 5.5%의 에 지가 감됨.

(3) 적용방안

◦뉴욕시41)는 형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연소 효율을 3년에 한번 검사하도록 

40) 박유원 외, 2003, ｢실온제어에 따른 공동주택의 난방에 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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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법규를 강화해 시간당 2백만 BTU 이상 생산하는 보일러나 5만ft² 

이상의 건물의 보일러에 한해 매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보일러 청소, 조 , 

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효과 으로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산타모니카 가이드라인42)에서는 90% AFUE(Annual Fuel Utilization 

Efficiency)이나 그 이상의 고효율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재 우리나라의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등에는 보

일러의 설치 치와 배기 등에 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보일러

의 최소 효율 기 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보일러 련 규정의 화  최소 효율 기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최소 

효율 기 은 80.0%) 향상에 한 방안이 필요함.

3) 공조 및 환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1) 개요

◦건물 냉난방 설비는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되어 비효율 으로 작동되고 

있으므로 정 용량의 설비 구축을 통해 에 지 과소비를 방지하여야 함.

◦환기시스템 한 실내에 필요한 만큼의 공기를 주입하여 100% 외기도입

으로 인해 재가열되는 에 지의 손실을 이도록 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Al-Homoud43), Wetter and Wright44)의 연구에 의하면, 건물과 공조시스템

의 설계가 최 화될 경우 5∼30% 정도의 에 지 사용량이 감됨.

41) the City of New York, Urban Green Council, 2010, New York City Green Codes Task Force

42) City of Santa Monica, 2010, Santa Monica Residential GREEN BUILDING GUIDE

43) Al-Homoud, M., 1997, Optimum thermal design of office buildings

44) Wetter, M., 2004, Generic Optimization Program User manual 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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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무소를 상으로 한 공조시스템 최 화를 통한 건물 에 지 약 

연구45)에 따르면 ‧소규모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연간 에 지 비용의 약

률이 약 6.7%이며, 가스의 감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한 형 

업무용 건물의 경우 약 3%의 연간 에 지 비용이 감되는 것으로 분석됨.

(3) 적용방안

◦설비의 크기를 히 하기 해 최  냉난방부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기본 인 공조시스템 결정 후 건물에 지 시뮬 이션

을 이용하여 공조시스템의 용량  설계변수의 결정이 가능함.

◦건축물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 구체 인 최  냉난방부

하 계산 내용을 담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4) 환풍기 설치

(1) 개요

◦공간별로 다양한 환풍기 설치를 통해 실내의 공기 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냉방 에 지 감이 가능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델라웨어46)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풍기를 통해 실내 공기의 순환을 향상시

킬 경우 약 1.78%의 에 지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결과 환경성이 3.36 으로 가장 높고, 에 지 감성이 3.16 , 비

용 감성이 3.07  순으로 나타남.

◦환풍기 설치 효과에 한 결과 값은 체 요소들의 평균값인 3.54 (에 지 

45) 허정호외, 2006, 공조시스템 최 화를 통한 건물 에 지 감 사례 연구

46) Delaware State Energy Office, 2000, CLIMATE CHANGE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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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3.38 (비용 감성), 3.65 (환경성)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적용방안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곳에 천장 팬을 설치함으로써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

를 로 올리고, 겨울철에는 더운 공기를 으로 내려 실내 환경을 조 할 

수 있음.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 쾌 성을 향상시키기 해 천장에 

팬을 설치하거나, 에어컨의 효율을 최 화할 수 있도록 팬을 설치하도록 함.

5) 자연환기(창문 활용)

(1) 개요

◦ 형건물, 특히 업무상 건물이나 호텔 등의 앙공조식 건물에서 창을 고

정식으로 하여 간기에도 동력에 의한 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내업

무나 기능에 따라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을 개폐식으로 

설치하여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면 에 지 약에 유리함.

◦외기에 한 창문의 개방면 을 최 화함으로써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동

력설비에 의하지 않고 충분한 환기  통풍이 가능하도록 창과 문의 개폐

방식을 선정함.

②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미국은 WBDG를47) 통해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건물 에 지 약을 

한 요소기술로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환기를 용한 건물의 경우 공조시

스템을 이용한 건물에 비해 체 에 지 소비량의 약 10~30%를 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에어컨과 달리 공기의 습도를 이는 효과가 있음.

47) Whole Building Design Guide, http://www.wbd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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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창문의 활용

(3) 적용방안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의 극 화를 해 건물의 창면 비를 최 화하는 

것 외에도 창문을 이용한 환기 효율을 향상하기 해 뉴욕시48)의 가이드

라인에서와 같은 맞통풍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실 계획, 가동창의 설치, 

굴뚝효과 등 다양한 략이 용 가능함.

6) 배기열 회수

(1) 개요

◦배기열회수 시스템은 건물의 설비 시스템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이

용하는 시스템으로 건물 외부로 유출되어 버려지는 에 지를 재활용할 수 

있음.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에 지자립형 태양 건물의 기술 황 분석  보 사례에 한 한국에 지

기술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환기 외기부하의 감을 해 설치한 배

기열회수 시스템을 통해 기존 난방부하의 평균 25%를 감할 수 있음.

48) the City of New York, 1999, High Performance Build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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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방안

◦배기열 회수를 해 열회수 환기 유닛(Heat Recovery Ventilation Unit, HRV)

을 설치하도록 권장함. 열회수 환기 유닛은 실내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공

기와 실내로 들어오는 외기를 서로 교차시켜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HVAC 시스템에서 계획되며 실내의 순수한 외기의 환기회수(Natural Air 

Changes per Hour)는 어도 0.35회가 함.

7) 자연채광(조광제어)

(1) 개요

◦자연채 이 들어오는 공간은 주 센서 등을 활용한 태양 의 극  활용

을 통해 인공조명의 사용을 임.

◦ 재 사무소 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자연채 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인공조명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

한 에 지가 소비되고 있음.

◦최근 에 지 다소비형 형 상업용 건물에서 조명 부하가 체 부하의 

20~50%까지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채  한 자연에 지 

활용  에 지 약 측면에서도 매우 요한 설계변수로 간주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디 센서를 설치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한 시뮬 이션을 실시하

으며, 자연 을 조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디 센서를 이용한 경우 조

명기기 사용으로 인한 력소비가 크게 감되기 때문에 단 면 당 체 

에 지 소비량이 0.7% 감되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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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방안

◦업무용 건물에서 주  센서 조명 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조명에 지를 

최고 30%까지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일 이 충분할 경우에는 인

공조명 사용을 이는 주 센서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함.

8) 재실감지센서

(1) 개요

◦센서‧스 치 등을 활용해 조명에 지 활용도 개선

◦재실감지센서는 사람들의 부재여부를 감지하여 조명을 자동으로 켜고 끄

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명 에 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감토록 할 수 

있지만 실제 설치된 센서의 감액은 훨씬 작을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장소에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하기 에 그 실의 특성 악이 

요함. 자주 비워두는 공간인 회의실, 창고, 장실, 복도, 계단, 사무 휴게

실 등에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 임.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재실감지센서는 사람들의 부재여부를 감지하여 조명을 자동으로 끄고 키

므로 조명 에 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감할 수 있음.

◦반면 실제 설치된 재실감지센서의 감액은 훨씬 작을 수도 있으므로, 특

정 장소에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하기 에 그 실의 특성 악이 요하며, 

자주 비워두는 공간인 회의실, 창고, 장실, 복도, 계단, 사무 휴게실 등에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 임.

◦재실감지센서의 에 지 감효과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표 4-1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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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재실감지센서 설치 시

              비용절감(뉴욕시)

 

Type of room Energy savings(%)

Private office 13 to 50

Open-plan office 20 to 28

Classroom 40 to 46

Conference room 22 to 65

Restroom 30 to 90

Corridors 30 to 80

Storage area/closet 45 to 80

<표 4-17> 재실감지센서의 에너지 절감

(3) 적용방안

◦호텔의 경우, 객실 키 컨트롤러처럼 마스터 스 치를 설치하여 공실 시 자

동으로 기기들의 원이 꺼지게 함.

◦재실감지센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실내로 들어갈 때 언제나 조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과 잠깐 이용하거나 햇빛이 들어올 때를 주의하여야 하

며, 스 치처럼 수동으로 작동하는 빈 공간 감지 센서와 장시간 공간이 비

어있을 때 조명이 꺼지는 재실감지센서가 필요함.

9) 조명 효율개선

(1) 개요

◦최근 조명 효율개선을 통해 백열램 의 퇴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인 

백열램 는 에 지 사용량의 5%만을 조명을 해 활용하고 나머지 에

지를 열을 통해 소모하는 매우 비효율 인 조명기기임.

◦ 재 정부는 ‘건물에 지합리화사업(BRP : Building Retrofit Project)’을 실

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발 다이오드(LED)조명 설치, 단열 개선 등 건

물 에 지 감을 한 시설 개선사업을 말하며 련 비용을 렴하게 융

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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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IEA 보고서에 따르면 백열램 를 에 지 효율 인 소형 형 램 (CFL)로 

교체할 경우 2030년까지 1.3조 달러의 에 지 비용 감과 6.4Gt의 CO₂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음.

◦건물 리를 통한 에 지 약에 한 에 지 리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

면, 실제 아세아시멘트사옥을 상으로 실시한 에 지 약사업에서 자

식안정기  고조도 반사갓을 이용하여 조명시스템  사무환경을 개선한 

결과 기존 비 0.4억원/년의 에 지가 감됨.

(3) 적용방안

◦ 재 정부는 LED 보  활성화, 모든 가 제품 기 력 1W 달성, 백열

구 퇴출과 같은 사업을 추진 임.

◦최소 구효율을 규정하고, 복도  계단 등의 조명을 함께 사용하며, 공동

공간의 조명을 센서식으로 규정하는 등의 세 한 계획이 필요함.

10)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1) 개요

◦많은 건물 리자  운 자들은 건물 에 지 시스템이 효과 으로(혹은 

비효과 으로) 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효율

으로 운 되고 에 지 약 기회를 놓치고 있음.

◦건물의 종합  에 지 리를 통한 감 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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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건물관리시스템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국내 문헌자료49)에 의하면 일본의 Tokyo Gas, Science Museum에 실제 

BEMS를 도입한 결과 기존 에 지 사용량의 11.4%를 감한 것으로 조사됨.

(3) 적용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은 건물 리자  운 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에 지 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건물통제시스템 산화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49) 김두환 외, 2008, ｢에 지 약을 한 건물 에 지 리 시스템의 도입 활성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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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

1) 수목 식재

(1) 개요

◦건물주변에 수목식재를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스모그, 탄소를 감시켜 공

기질을 향상시키고, 소음차단, 냉난방 효과개선에 효과가 있음.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2007년 캐나다 토론토의 지속가능한 에 지 랜 보고서에 따르면, 수목식

재가 즉시 에 지 감소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3그루의 성숙한 나무는 평균

으로 가정의 냉방 소비량의 25~40%를 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

서 수목식재는 향후 냉난방 에 지 감을 극 화시킬 것으로 상됨.

(3) 적용방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LA에서는 건물 주변에 수목식재를 늘리는 

Expand Tree Planting Program을 진행하고 있음. 이 로그램은 2007년부

터 2010년까지 진행될 정이며, 총 7,179 그루가 식재될 정임. 

◦탄소 감소율은 수목의 종류, 토양의 타입, 지역  기후  지형과 그 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므로 목표량 측  그에 합한 세부계획이 

필요함.

◦서울은 주변지역보다 평균 3~5도 정도 기온이 높은 도시열섬 상이 심각

함. 기온이 1도씩 상승하면 스모그가 5%씩 늘어난다는 결과를 토 로 도

시의 기온을 낮추기 하여 수목식재의 확 가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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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변공간 조성

(1) 개요

◦도시 내 조성된 수변공간은 물의 증발 효과를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온도를 

낮추며, 그에 따른 도시 열섬 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짐. 한 수변공

간은 지역주민을 한 어메니티 공간이면서 도시 생태환경에 정 인 

향을 .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서울 청계천 복원 ‧후의 주변지역 온도 변화 측정에 한 연구 결과50), 

서울 8월 평균기온이 25.7℃로 나타남. 한 서울 심부인 청계천 주변지

역 온도는 복원 에는 27.8℃로 평균기온보다 2.1℃ 높았지만, 복원 후에

는 26.6℃로 평균기온보다 1.2℃ 낮아진 것으로 측정됨. 이러한 온도변화

는 주변 건물의 냉방부하 감으로 이어지는데, 주변 건물들의 8월 한 달 

냉방부하가 약 15% 감됨.

◦수변공간 주변의 온도는 주지역 여름철 열섬에 한 연구결과51)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심구역에 비해 도심하천이나 수변지역은 0.6~2.2℃ 낮은 온도

를 유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녹지지역도 2℃ 낮은 온도로 측정됨.

(3) 적용방안

◦일본에서는 도시의 평균 기온이 지속 으로 상승하여 냉방 에 지 소비량

을 증가시키고, 겨울철에도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질병률이 상승함. 일본 정

부는 이를 막기 하여, 2008년 도쿄 마스터 랜 계획 시 도심의 열섬 상

을 고려한 수변공간 계획을 시행함.

50) 한수곤 외, 2006, ｢청계천 복구에 따른 주변건물의 냉방부하 감효과에 한 연구｣

51) 박석 , 2004, ｢ 주지역의 여름철 열섬 상 측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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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 조성 시, 기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토양의 침식을 막

고, 사이트의 고유특성을 보존하여야 함.

◦수변공간과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시스템을 형성하여 도시의 열섬 상을 

완화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변공간의 수심이 낮아지고 수질이 

하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시키려는 계획이 요구됨.

3) 포장색 조절

(1) 개요

◦도로의 포장색 조 로 도시기온을 낮춤. 밝은색 포장으로 반사율을 높여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춤으로 체 인 도시 기온에 향을 미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도로 포장재의 색깔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에 한 J. S. Golden의 연구52)

와 류을렬의 연구53) 등을 살펴보면, 포장면의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정

도인 알베도가 높을수록 표면의 온도가 낮음.

◦J. S. Golden의 연구에서는 보통 사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를 같이 사용하

더라도 알베도가 0.20인 어두운 표면과 흰색 페인트를 칠해 알베도가 0.25

인 표면의 온도가 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한 포장 재료의 두께

도 표면온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적용방안

◦캐나다 토론토의 열섬 상 완화를 하여 시행된 “Cool Cities” 로그램에

서도 도로 포장을 밝은 색으로 하여 도시의 기온을 낮추고자 함.

52) J. S. Golden 외, 2006, Mesoscale and microscale evaluation of surface pavement impacts on 

the urban heat island effects

53) 류을렬 외, 2006, ｢충북 주요도시 열섬 상 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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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을 한 색깔맞추기식의 계획이 아닌, 

도시의 열섬 상을 감소시키기 한 도로 표면 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밝은 색과 높은 알베도(반사율 30 이상)의 포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의 방안이 필요함.

4) 우수 활용

(1) 개요

◦버려지는 우수를 류하여 용수공  련 에 지를 감하고, 수원(水源)의 

분산화를 통해 용수 공 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수자원 자립도를 높임.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4인 가정에서 상수 사용량의 20%를 우수로 이용하게 되면 연간 271,659

원54)을 약할 수 있음.

◦우수시스템 용사례에 한 김병 의 연구55)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설치

된 우수시스템(집수면 13600㎡)은 청사내 ‧소변기에서 사용되는 수량

의 12%(8500㎥) 이상을 우수로 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일반 으로 물비용 비교 상이 되는 상수요 은 우리나라의 경우 물값 

실화율이 89.5%로 낮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무소 등 물사용량

이 많은 건축물에서는 우수이용의 가능성이 높고 개인주택 등 물사용량이 

은 건축물에서는 우수시스템 도입이 비경제 이 되기 쉬움.56)

(3) 적용방안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는 우수 리의 경제  효과에 해 높게 평

54) 2002년 상수도 통계 1인1일 수량 362ℓ, 평균수도 요  5140원 기

55) 김병  외, 2007, ｢우수 시스템을 용한 친환경 리모델링 방안｣

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건축물 우수 류침투시설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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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우수 리비용 체제를 갖추었으며 우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미네소타 우수 리 매뉴얼을 마련함.

◦신축, 재축, 도시계획에 우수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한 용수공 , 빗물의 

자연스런 유입을 통한 수변 공간 확보, 효율 인 우수의 재활용이 가능함.

5) 중수 이용

(1) 개요

◦ 수 이용 시스템은 한번 사용한 오염도가 낮은 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으

로 인체에 하지 않은 용도(화장실, 세차, 살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임. 사용된 물을 정화하여 재이용함으로써 상수 공 에 따른 에 지 

감이 가능함.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건물의 수시스템 이용에 따른 약 효과는 20% 정도이며, 공장의 경우 

훨씬 높음. 수시스템의 운 으로 약되는 수량만큼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을 원거리까지 수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에 지가 약됨.

◦주택공사의 수도 설치 지침서57)에 따르면 산본 주공 아 트의 수도시설 

설치에 약 150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수생산비는 ’94년 기  307원/톤임. 

이에 비하여 국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수도요 은 가정용

의 경우 180원/톤으로 서구국가에 비하여 무 렴하여 경제성이 미흡함. 

그러나 비거주용인 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도요 이 수생산비보다 

3배 정도 비싸므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으며, 롯데월드 수도 시설의 경우 

연간 216백만 원의 수도요 의 감으로 투자비를 2.7년만에 모두 회수됨.

57) 한주택공사, 수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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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방안

◦지속가능한 건물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해서는 조경용수 등의 수자원  

수 활용이 요함. 조경설계, 유지 리 시 우수를 50% 이상 활용하도

록 하며, 100%의 우수 활용을 권장함.

◦효과가 큰 형건물이나 공장시설부터 수시스템 용이 용이함.

6) 절수형 기구

(1) 개요

◦ 수  에 지 효율을 높이는 기구들을 사용하여 용수 공   온수 련 

에 지를 감함.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시행하는 2010 그린빌딩 가이드라인에는 물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비량을 이고, 온수의 에 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한 다

양한 수기구들에 한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

는 그린빌딩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리모델링 시 수  에 지 효율을 

높이는 신기구들로 교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 분석내용

비용 에너지 환경

■ ■ □ ▧ ▧ □ ▒ ▒ ▒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제시한 그린빌딩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는 리

모델링 시 1.6 gpf(gallons per flush)의 수가 가능한 Ultra-Low-Flush toilet

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모든 수도와 샤워헤드에 유량 감속기를 

장착할 것을 제시함. 권장 감속량은 부엌 2.0gpm 이하, 화장실 1.5gpm 이

하, 샤워헤드 2.5 gpm 이하이고, 이를 통해 40% 정도의 물 사용량을 감

할 수 있음. 

(3) 적용방안

◦ 수형 샤워헤드와 수 , 물의 양을 조 할 수 있는 이  물내림 변기(dual 

flush toilets)의 사용을 권장함. 한 열효율을 극 화시키는 열차단 트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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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에 설치하도록 유도함.

◦에 지 팩터(EF) 0.6 이상의 에 지 효율 온수장치를 설치하고, 태양열 온

수장치를 사용하여 가스  기 사용량을 감하도록 함.

5. 에너지 효율향상 효과

◦건물 성능 개선 요소별 효과 분석은 비용, 에 지, 환경성 등 한 3가지 

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요소에 한 평가는 에 지 성능 시뮬 이션분

석  경제성 평가 결과, 설문결과, 기타 국내외 문헌자료를 통해 이루어짐.

◦ 체 성능개선요소에 한 평가는 다음 <표 4-18>과 같음.

◦비용  에 지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요소는 지붕, 벽체 단열강화  창문

효율개선, 창틀 단열, 기 성 개선과 같은 창호 성능개선 련 요소들로 나

타났으며, 환경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요소는 지붕단열강화, 옥상  벽면

녹화, 공간구성, 채 , 수목식재, 수변공간 조성 등으로 나타남.

◦비용, 에 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요소는 지붕단열강화

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벽체 단열강화  창호 성능개선 련 요소들 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 성능개선요소 비용 에너지 환경

건축

지붕 단열강화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지붕 반사율 조절 ■ □ □ ▧ □ □ ▒ □ □

벽체 단열강화 ■ ■ ■ ▧ ▧ ▧ ▒ ▒ □

벽면 녹화 ■ ■ □ ▧ □ □ ▒ ▒ ▒

벽체 반사율 조절 ■ □ □ ▧ □ □ ▒ □ □

창문·창틀 효율개선, 차양설치 ■ ■ ■ ▧ ▧ ▧ ▒ ▒ □

계단이용 촉진 ■ □ □ ▧ □ □ ▒ □ □

방풍실 구축 ■ ■ □ ▧ ▧ □ ▒ □ □

공간 구성 ■ ■ □ ▧ ▧ □ ▒ ▒ ▒

<표 4-18> 에너지 성능개선요소별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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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개선요소 비용 에너지 환경

설비

개별 온도제어, 보일러 효율개선 ■ ■ □ ▧ ▧ □ ▒ □ □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 ■ □ ▧ ▧ □ ▒ ▒ □

환풍기 설치 ■ □ □ ▧ ▧ □ ▒ □ □

배기열 회수, 환기 ■ ■ □ ▧ ▧ □ ▒ ▒ □

환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 □ □ ▧ ▧ □ ▒ ▒ □

방충망 확대 ■ □ □ ▧ □ □ ▒ □ □

채광(조광제어) ■ ■ ■ ▧ ▧ □ ▒ ▒ ▒

재실 감지센서 ■ ■ □ ▧ ▧ □ ▒ ▒ □

조명 효율개선 ■ ■ ■ ▧ ▧ □ ▒ ▒ □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 □ ▧ ▧ ▧ ▒ ▒ □

대지

수목 식재, 수변공간 조성 ■ □ □ ▧ ▧ □ ▒ ▒ ▒

도로 포장색 조절 ■ □ □ ▧ □ □ ▒ □ □

우수 활용 ■ □ □ ▧ ▧ □ ▒ ▒ ▒

중수 이용 ■ □ □ ▧ ▧ □ ▒ ▒ □

절수형 기구 ■ ■ □ ▧ ▧ □ ▒ ▒ ▒

<표 계속> 에너지 성능개선요소별 효과 분석

제3절 건물 유형별 건물성능 개선 방안

1. 건물 유형별 우선적용 요소선정 

1)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건물성능 개선요소를 용하는 경우 각각의 요소에 따라 냉방부하, 난방부

하, 력부하 등 각 부분에 미치는 향이 다름. 건물의 유형별 에 지 소

비 특성에 따라 우선 으로 용해야 할 성능개선요소가 달라짐.

◦주거용의 경우 체 에 지 부하  냉난방부하의 비 이 높으며, 비주거

용의 경우 력부하의 비 이 높음. 그러나 비주거용의 경우 호텔은 냉난

방부하의 비 이 높으며, 병원은 탕 부하의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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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용 건물  호텔은 난방부하, 호텔  병원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은 력부하, 병원은 탕부하 감을 한 성능개선요소가 우선 용

되어야 함.

◦따라서 문가 설문 조사에 따른 성능 개선을 한 건물 유형별 요소와 각 

건물의 에 지 소비 특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하여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에 한 성능개선요소를 제안함.

0%

20%

40%

60%

80%

100%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사무소 학교 호텔 백화점 병원

냉방 난방 급탕 전력

<그림 4-19>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비율

2) 역사적 건물

◦역사  건물은 일반 인 건물과 달리 역사  보존가치가 높은 외 이나 건

물 구조  시스템의 변형과 개선에 많은 제약이 따름.

◦미국이나 국에서는 역사  건물의 개수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텍사스 등 미국 각 지역에서는 역사  건물에 한 리모델링 보조

 지원  세 감면 정책을 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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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소 참 고 사 항

건축자재
• 애틱, 난방하지 않는 지하실, crawlspaces 등에 단열재 설치

• 내단열 : 창이나 다른 인테리어 주변 실내 구조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창

• 원래 설치되어 있던 에너지 절약 구조를 이용 : 창문 및 루버로 된 블라인드 등 유지(자연통풍

에 이용)

• 열성능 향상 : 비바람이 새는 것을 막는 틈마개, 덧창, 틈새 매꿈, 실내 차양

• 덧창 설치 : 기존 창문을 훼손하지 않도록 air-tight gasket, ventilating holes, removable 

clips와 함께 설치, 창과 프레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외부에도 설치 가능

• 기존의 차양장치 제거, 창호 교체, 외부 덧창의 색깔이나 크기 등으로 인해 건물 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주출입구
• 원래 설치되어 있던 포치(porch)나 전실이 있는 현관을 유지 : 열을 유지하고, 일사를 막으며, 

자연통풍 시 유리

실내장치 • 본래의 에너지 절약 요소인 실내 셔터, transom 유지

기계설비 • 애틱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기계 설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향상

부지
• 식재, 나무, 조경 구조물 등 유지 : 특히 일사 차단 및 방풍과 같은 자연형 태양열 에너지 

절약 요소 기능을 하는 조경 요소의 유지

추가 설치 

요소

• 건물의 입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추가 

시스템 설치 가능

지붕 단열재 교체

   

기존 창호 안쪽에 덧문 설치

   

기존 루버나 셔터 이용

<표 4-19> 미국의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 요소

◦미국의 The Standards for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Interior regulations, 

36 CFR 67)은 역사  건물의 크기, 구성재료, 구조물의 종류 등에 한 기

이며, 역사  건물을 등록할 경우 그 소유주에게 세 감면 혜택을 제공

함. 역사  건물의 개선에 한 가이드라인58)에서 에 지성능 향상요소를 

규정하며, 건물특성에 따른 주의가 요구됨.

58) http://www.nps.gov/history/hps/TPS/tax/rhb/stan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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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방법 성능 외관 주의

단열

급탕실린더 
● ◦

－건물 구조가 설치 중 훼손될 수 있음

－기존 난방시스템의 일부가 보전가치가 있는 경우

기밀성능개선(Dra

ught proofing)
● ◦

－틈새 매꿈 전에 창문 수리

－창문이 원래 모양에서 벗어나는 경우 어려움

－창문이 오래되거나, 금속 프레임 창인 경우 어려움

－문이나 창이 괜찮으나 부분적으로 망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적합하지 

않음

지붕 아래 

공간(Loft) 단열
◦ ●

－난방하지 않는 다락과 같은 공간은 당연히 통풍이 필요한 공간으로 

단열재 설치로 인해 통풍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지붕공간이 습하거나 물이 들어올 경우,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

율적이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단열재는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기 케이블위

에 설치되어서는 안 됨

중공층을 채워 

벽체 단열
× ●

－기존의 중공벽으로 설계된 건물의 경우 그 중공층이 안쪽벽을 건조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공층에 단열재를 채우게 되면 습기로 인한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단일벽59)

(Solid wall) 단열
◦ ×

－이 방법은 기존건물 성능과 조화되기 어려움

－기존건물의 역사적인 중요성 또는 실외측이나 실내측 벽의 외형을 훼손

하는 사례가 많음

－비용이 매우 비쌈

복층유리 ◦ ◦

－건물의 외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건물의 특성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을 가할 수 있음

－드물지만 어떤 창문의 경우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음

보조 창

(덧창)
● ◦

－덧창을 열거나 닫기 어려운 경우는 설치하지 않음

－창이 비상구로 사용된 경우 적합하지 않음

난방배관 

연료교체
● ●

－새로운 파이프나 와이어를 설치하는 경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구조

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태양열 급탕 ◦ ◦ －만약 지붕선이 경사인 경우

● : 적용가능◦: 신중한 고려 후 적용  × : 금함

<표 4-20> 영국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요소(EPCs)

◦ 국도 역사 인 건물에 한 에 지 성능 인증에 한 기 60)을 마련하

고 있으며, 몇 가지 성능 개선 요소를 추천하고 있음. <표 4-20>은 가이드

라인에 제시된 각 성능 개선 요소에 한 용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한 

결과임.

59) 단일벽(Solid wall) : 내벽을 만들 때 쓰이며 단열재를 채우는 공간 없이 한 겹으로 쌓는 벽

60) UK, English Heritage, 2007, English Heritage Interim Guidance -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for Historic and Traditional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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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유형별 성능 개선 요소 적용방안

◦다음 <표 4-21>은 건물 유형별로 우선되어야 할 성능 개선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정량 , 정성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의 개선

요소와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낸 역사  건물의 개선요소를 보여 .

◦문헌고찰과 국내외 사례에서 추출한 항목  벽체반사율 조 , 외부차양 

설치, 계단이용 진, 방풍실 구축, 방충망 확 , 도로 포장색 조 , 우수 

활용, 수 이용 등은 에 지, 경제성, 환경성의 모든 면을 고려하 을 때 

상 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용에 따른 변수가 많음.

◦역사  건물의 개선 시 우선되어야 할 요소는 미국과 국의 가이드라인 

 용사례를 참고로 추출한 것임.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로 건축부분 요소기술을 심으로 먼  개선되어야 

하고, 난방에 지 감에 효과가 큰 벽체 단열개선  창문의 효율개선이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독주택의 경우 다른 건물에 비해 옥상녹화

가 용 비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됨.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설비부분 요소기술  공조 시스템 용량 최 화, 에

지 리 시스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고, 창문효율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냉난방을 하여 주로 공조설비 시스

템이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학교의 경우 별도의 공조

설비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단

열강화  창의 효율성 개선이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남.

◦역사  건물은 외 이나 건물 구조  시스템 개선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

로 일반 인 건물과 달리 용 가능한 요소기술이 제한 이며, 용 시 그 

결과를 고려하여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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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역사적 

건물공동

주택

단독

주택
다세대

주상

복합
사무소 백화점 학교 호텔 병원

건축

지붕 단열 강화 △ ◉ ◉ △ ◉

옥상녹화 ◦ ● ◉ ◦ ◉ ◦ ◉ ◦ ◉

지붕 반사율 조절 △ △ △ △

벽체 단열 강화 ● ● ● ● ◉ ◦ ● △ ◦ ◦

벽면 녹화 ◦ ◦ ◦

창문 효율개선 ● ● ● ● ● ● ◉ ◉ ◦

창틀 단열강화 ● ◉ ● ◉ ◦ ◦ ◉

창틀 기밀성 개선 ◉ ◉ ◦ △ ◦ ◉

공간 구성 ◦ ◦ ◉ ◦ ◉

설비

개별 온도제어 ◉ ◦ ◉ ◦ ◦ ◦

보일러 효율개선 △ ◦ △ △ △ ●

공조(용량 최적화) ◉ ● ● ● ●

환풍기 설치 ◉

배기열 회수 ◦ ◦

자연환기(창문 활용) ◦ ◦

환기(용량 최적화) ◦ ◉ ◉

자연채광(조광제어) ◉ ◦ ◉ ● ◉ ● ◉ ● △

재실 감지센서 △ △ △ ● △ △

조명 효율개선 ◦ ● ◦ ◦ △

에너지관리시스템 ◦ ● ● ◦ ● ● △

대지

수목 식재 ◦ ◦ ◉ ◦ △

수변공간 조성 ◦

절수형 기구 ◉ △

<표 4-21> 건물 유형별 우선 적용되어야 할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
● 매우 중요 ◉ 중요◦보통 △ 선택

3. 건물 유형별 효율향상 효과

◦주택유형별 효과성을 분석하기 하여 우선 시뮬 이션 결과값을61) 바탕

으로 요소별 감량과 감액을 산출하고, 기  공사비를 분석함.62) 

61) 단독형 서울형 주택을 기본으로 시뮬 이션을 하 고, 벽면 , 창면 , 지붕면  등을 바탕으

로 요소별 연면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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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면적당 절감량

(kWh/㎡요소면적당)

요소면적당 절감액

(kWh/㎡요소면적당)

요소공사원가

(원/요소면적)

벽면+창호(기본) 75 5,451 232,091 

기본+현관문교체 85 6,130 1,405,049

기본+지붕 85 6,152 244,622

기본+보일러 84 6,036 1,036,091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103 7,416 2,221,580

<표 4-22> 요소면적당 절감량, 절감액, 기초공사비

◦이 연구에서 효과성 분석을 해 사용한 기 단 는 가구이며, 주택유형별 

가구당 에 지 감률을 분석한 결과 다세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순

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다세 주택은 기본설비(벽면+창호시스

템 교체) 만으로 평균 30.2%의 에 지 감률이 있고, 다음으로 공동주택

은 24.1%, 단독주택은 15.1%의 에 지 감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벽면+창호(기본) 24.1% 15.1% 30.2%

기본+현관문교체 29.7% 17.1% 39.2%

기본+지붕 24.8% 17.2% 33.5%

기본+보일러 33.3% 16.8% 38.6%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39.6% 20.9% 51.0%

<표 4-23> 건물당 에너지 절감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세 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에 지 소

비량이 가장 높고, 감량 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단독주택은 연간 

31,643kWh의 에 지를 난방에 지로 소비하며 기본 단열을 하 을 경우 

연간 약 5,000kWh의 에 지를 감할 것으로 상됨. 

62) 문 교체의 경우, 소득 가구는 알루미늄도어에서 단열도어(단열재삽입)을 의미하며 표

주택을 기 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경우는 단열재도어(할로우 코어)에서 단열도어(단열재삽

입)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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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표준 에너지 소비량 11,251 31,643 6,944

벽면+창호(기본) 2,708 4,786 2,096 

기본+현관문교체 3,336 5,414 2,724 

기본+지붕 2,791 5,435 2,329 

기본+보일러 3,744 5,327 2,679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4,454 6,604 3,540 

<표 4-24> 세대당 에너지 절감량
(단위 : kWh/가구)

◦효과가 높은 유형은 연간 6,944kWh의 에 지를 소비하는 다세  주택으로 

기본 단열을 하 을 경우 2,000kWh의 에 지를 감할 것으로 상됨. 따

라서 서울시에서 건물에 지 감을 하여 단독세 로 구성된 단독주택

보다는 다세  주택의 단열사업에 을 맞출 경우 효과가 훨씬 클 것으

로 상됨. 

◦이를 재의 가스요 으로 환산하여 감액을 분석하면, 단독주택은 연간 

230만원의 난방요 을 지출하고, 기본 단열을 보강하 을 경우 연간 35만

원의 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다세 주택은 연간 50만원의 난방

요 을 지출하고, 기본 단열을 보강하 을 경우 연간 15만원의 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공동주택은 연간 81만원의 난방요 을 지출하고, 기본 

단열 설비를 하 을 경우 연간 20만원의 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개선요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난방비 812,442 2,284,995 501,449

벽면+창호(기본) 195,553 345,635 151,381

기본+현관문교체 240,897 390,979 196,724 

기본+지붕 201,528 392,463 168,195 

기본+보일러  270,335 384,708 193,469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321,653 476,879 255,626 

<표 4-25> 가구당 에너지 절감액
(단위: 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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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설비를 하 을 경우 다세 주

택은 약 472만원, 공동주택은 약 752만원, 단독주택은 약 1,000만원의 비

용이 소요됨.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세 주택이 비용 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그다음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순임. 

　개선요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벽면+창호(기본) 7,519,055 9,845,902 4,722,465

기본+현관문교체 8,692,01 11,018,860 5,895,423 

기본+지붕 7,625,857 10,682,946 5,023,011

기본+보일러 8,323,055  10,649,902 5,526,465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9,602,815 12,659,904 6,999,969

<표 4-26> 가구당 초기공사비 
(단위: 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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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제1절 지방정부 건물에너지 정책 유형

◦건물에 지를 이기 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법  규제, 직  시행, 경제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홍보 등 5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63)

－법  규제: 건설, 사용, 폐기 등 건물의  과정에 해 법률을 토 로 

규제하는 방식

－직  시행: 건물의 에 지효율을 개선하기 해 지자체가 직  시행하거

나 시공해주는 방식

－경제  지원: 민간이 건물에 지 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조 , 융자, 

세 감면 등의 경제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식

－기술  지원: 진단, 컨설 ,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한 지원방식

－교육  홍보: 건물에 지효율개선사업에 한 시민들의 인식 환  기

술보  활성화를 해 교육  홍보하는 방식

◦5개 정책유형들이 실 으로는 첩되기도 하고 복 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자주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5개 정책유형의 개념  구분을 통해 

63) 2장에서 살펴본 35개 해외 건물에 지 보고서를 토 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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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용가능한 정책의 원형(prototype)들을 이론 인 차원에서 검토

하고자 함.

방안 내용 자료

법적

규제

건축 규제

·건축물 효율기준 강화 버클리, 미네소타

·설비 효율기준 강화 덴버, 오스틴, 미네소타

·입지요인의 기준강화

인증제 ·건축물 인증 의무화 에반스톤, 베네시아, 마이애미

표시제 ·건물에너지 성능 표시제 런던

협약 ·건물주와 정부 간의 자발적 협약 런던

직접

시행

저소비

·건축물 효율개선 버클리

·설비 효율개선 버클리

·입지 요인개선 -

기타 

민간부문

·건축물 효율개선 샌프란시스코

·설비 효율개선 샌프란시스코

·입지요인 개선 에반스톤

경제적

지원

보조금 ·설치비 지원 라인란트팔츠

융자 ·저리대출 지원 라인란트팔츠

세금
·세금 감면

·지방세 환급

버클리, 런던

앨버커키

용적률 ·신축 시 용적률 완화 마이애미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도쿄

기술적

지원

진단

·건물에너지소비조사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최저에너지등급 주택 파악

LA, 볼더, 런던

컨설팅
·건물주 대상 컨설팅

·건축·건설업자 대상 컨설팅

덴버

라인란트팔츠

가이드라인
·건물요소별 지침

·이해당사자별 지침
버클리

교육

및

홍보 

교육 ·에너지관리 교육 버클리, 마이애미, 뉴욕

홍보 ·그린빌딩 홍보 베네시아

<표 5-1> 지방정부 건물에너지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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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규제

1) 건축 규제

◦친환경 건축 법규의 네 가지 편익(뉴욕, 2009)

－첫째, 법률 개정은 기술  원자재 분야에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비용을 

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둘째, 법규는 기존의 제도와 행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고유 여건과 

우선순 에 맞춰서 세부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임.

－셋째, 친환경 건축법은 건물에 지의 효율개선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형평성  환경정의의 달성도 가능하게 함.

－넷째,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 모두에게 미치는 그린빌딩의 효과

가 큰 정책임.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을 상으로 에 지 효율개선 련 

법  기 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구체 으로 건축물, 

설비, 입지 요인의 기 을 강화하기 해 노력 임.

－ 표 지역: 뉴욕, 버클리, 베네시아, 덴버, 오스틴, 미네소타 등

◦뉴욕시(미국)

－건물 련 다양한 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린빌딩 련 기술  

소재가 부분의 건물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건물에만 제한

으로 용되고 있는 것이 실임. 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그린빌딩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층은 에 지 낭비 인 노후 건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뉴욕 시장과 시의회는 인 변화를 유도하기 해 녹색법규 특

별 원회를 소집해 건물에 지 련 법규를 친환경 으로 변경하는 방

안의 수립을 지시함. 그 결과 이 특별 원회는 건물의 문제 을 개선한

다는 목표하에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개보수에 용되는 111개의 법률 

개선 사항을 뉴욕시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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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는 모든 상업용 건물을 상으로 미국냉동공조학회(ASHRAE)

의 지침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3층 이하의 모든 신축주택을 상

으로는 국  에 지스타 기 에 따를 것을 제안함. 한 주택의 개보

수가 부분 매매 후로 이 짐에도 불구하고 에 지 효율개선이 진행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택  아 트의 매매 시 에 지 약을 의

무화함.

◦버클리(미국)

－기존  신축건물 모두를 상으로 에 지효율에 한 법  기 을 강화

함. 주거용 에 지 약 조례(Residential Energy Conservation Ordinance)

는 에 지를 약하기 한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  기 을 제시

하고 있음.

◦베네시아(미국)

－온실가스 감 련 리더십을 발휘하기 한 공공기 의 역할을 시하

며, 여러 가지 략을 제안함.

－공공건물은 기존의 주거, 상업  역사  건물보다 더 높은 기 의 수

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LEED 인증을 획득하도록 요구함.

2) 인증제

◦해외 지방정부들은 각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서 건물에 지 소비를 이는 목표를 갖고 있음.

－ 표 지역: 에반스톤, 마이애미 등

◦미국 인증제도: 에 지스타 홈(Energy Star Home),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에 지스타 홈: 인증기 의 에 지스타 평가를 통해 일정 기  이상의 

에 지 효율을 인정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에 지스타 홈으로 

인증을 받게 됨. 에 지스타 홈은 기본 으로 신축주택을 상으로 하지

만, 기존주택도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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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 에 지스타 홈과도 연계되어 일정 등  이상을 받아야 함. 즉 표

주택 비 100  만 에 86  이상이면 에 지스타 홈으로 인증을 받

게 됨.

－LEED: 사무실, 호텔 등의 상업용 건물, 교육용 건물, 고층 공동주택을 

평가하기 한 그린빌딩 의회의 인증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의 등  기 과 동일한 래티늄(1등 ), 골드(2등

), 실버(3등 ), 론즈(4등 )로 인증등 을 구분함.

LEED 인증등급 심사점수

LEED 플래티늄 52점 이상

LEED 골드 39점 이상 51점 이하

LEED 실버 33점 이상 38점 이하

LEED 브론즈 26점 이상 32점 이하

<표 5-2> LEED 인증등급 기준

◦에반스톤

－모든 신축  리모델링 건물을 상으로 LEED 실버 인증을 최소 기 으

로 요구함.

◦마이애미(미국)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해 LEED 실버 인증을 최소 기 으로 요구함.

3) 표시제

◦표시제는 인증제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 건물의 에 지 성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성능표시를 의무화한 제도임.

－즉, 건물의 매매  임  시 에 지 사용량을 표시한 에 지소비증명서

를 발 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주택 거래 시 에 지 사용량이 고려되

어 에 지 감을 유도하기 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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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들로 하여  건물의 에 지효율을 개선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

은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 지효율 라벨을 부착하게 만드

는 정책임. 왜냐하면 에 지 소비형 건물이라는 표시는 부동산 거래 시 

임 자에게 유지비가 게 드는 매력 인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표 지역: 런던, 독일 등

◦런던

－2008년 10월부터 주택 임  시 주택에 지등 의 표시를 의무화함으로

써 세입자가 단열이 잘된 고효율 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Warm Front 계획을 통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런던 주택의 24%

가 ‘좋은 집’ 기 64)으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국 평균 실 (25%)에 

하는 수 임.

◦독일

－주택과 상가의 거래 시 소유주가 건물의 에 지소비량을 의무 으로 표

시하는 제도를 2008년 7월1일부터 단계 으로 도입함.

－독일 에 지청(DENA)은 2003년에 도입된 ‘에 지증명서(Energiepass)’

를 2007년 발효된 에 지 약규정(EnEV)에 의거해 ‘에 지소비량인증

서(Energieausweis)’로 환함.

－ 용 상: 주택, 상가 등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물

－평가요소: 난방기구, 온수이용 방식, 창문 형태, 지붕구조, 벽두께, 다락

방유무 등

－표시방식: 건물의 에 지소비량(Energiekennwort)을 면 당 kWh로 산정

해 록과 빨강의 연속 인 색상으로 구분해 인증서에 기재함.

64) 좋은 집(Decent Homes)이란 한 단열과 효율 인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는 주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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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독일 에너지소비 인증서

4) 협약

◦에 지를 생산‧공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에 지 

약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발 으로 약을 체결

－정부 지원: 자 융자, 세제지원, 기술지원 등의 인센티  제공

－ 표 지역: 마이애미, 런던 등

◦마이애미

－ 학, 고등학교, 병원 등의 비 리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 마련, 

직 시행, 에 지 효율 인 기기 사용 등을 통해 건물에 지 소비를 

일 수 있도록 약을 체결함.

◦런던

－런던 단열 트 십(London Insulation Partnership)65): 건물에 지 소비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열을 상으로 단열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

고 고용을 창출하며 탄소감축을 도모하기 한 런던개발국의 사업

65) 런던 단열 트 십은 업계 표들과 정부, 에 지 공 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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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시행

◦기존건물의 에 지효율을 개선하기 해 지자체들이 직  시행하는 사업

－직  시행은 크게 소득 가구를 상으로 건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에

지 사용을 감하고자 하는 에 지 복지 차원의 로그램과 기타 기존건

물의 에 지효율을 개선하기 해 낡고 비효율 인 기기를 새롭고, 효율

인 신형 기기로 교체하는 로그램으로 구분됨.

－ 표 지역: 런던, 버클리 등

◦런던

－실태조사 결과 시내 주택의 단열 황이 국가 단열수 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자 가장 효과 인 탄소배출 감 책인 주택 개선사

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지붕  벽체의 단열개선사업을 무료로 지원함.

－녹색이웃(Green neighborhood) 기 을 활용해 탄소 구역의 개인주택

을 상으로 단열개선 심의 시범사업을 진행함.

◦버클리

－ 소득 가구를 상으로 1982년부터 에 지 고효율 기기  창문 수리, 

유량 샤워기 보  등을 지원하는 로그램(weatherization program)을 

운 함.

－이 로그램으로 소득 가구의 4% 정도인 520가구를 매년 지원하고 있

으며, 결과 으로 에 지 소비를 10~25% 감하고 에 지비용을 100,000

달러 이상 약하는 효과를 거둠.

3. 경제적 지원

1) 보조금

◦보조 은 건물에 지 련 개인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기 해 정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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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자 을 의미하며, 많은 지자체들이 보조  지 을 통해 건물의 에

지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건물의 에 지효율개선 사업은 그 자체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시장의 실패로 인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보조  지원이 필요함.

－지자체는 보조 을 통해 건물의 에 지효율을 개선하고 에 지 련 설

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에 지 약과 지속가능한 에 지 리, 

장기  비용 감이 가능함.

－ 표 지역: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라인란트팔츠

－사업: 기존건물 상 리모델링 사업에 한해서 보조  는 융자를 지원

하는 로그램을 시행 임.

－목 : 이 로그램은 1995년 1월 1일 이 에 지어졌거나 건설 계획이 수

립되었던 주택들에 한해 리모델링을 장려함으로써 에 지를 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한 목 임. 결과 으로 에 지 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  경제  이익을 

얻기 한 사업임.

－내용: 건물 단열, 창문 개조, 고효율 펌  설치, 환기설비 설치 등 문가

에 의해 수행되는 로젝트에 한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조 을 지원하

는 방식임. 

－지원: 보조  비용에는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에 지 

련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됨. 특별 교부 을 통한 리모델링 과정

에서 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가의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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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

◦많은 지자체들이 건물에 지의 효율개선을 장려하기 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에게 자 을 일정 기간 리로 출

－ 기비용이 높아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건물에 지 효율개선사업의 문

제 을 해소하기 해 출이라는 경제  지원을 통해 에 지 효율 인 

기기의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건물의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표 지역: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 등

◦라인란트팔츠

－건물에 지 감을 목표로 리 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

지 효율개선 목 의 리모델링이 상임.

－라인란트팔츠주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작은 건물은 보조  지  방식으

로, 큰 건물은 리 출 방식으로 지원함.

－15년 한도로 지원되는 출은 처음 5년간 2.5%, 6~10년 동안 3.5%, 마지

막 5년간 5%의 이율이 용됨.

3) 세금

◦ 통 인 조세시스템을 이용해 건물에 지 감사업을 추진하기 해 참

여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

－세  환 을 통해 시민과 건물주들이 에 지 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 임. 

－ 표 지역: 런던, 앨버커키 등

◦런던

－지방세 환 을 통해 시민들의 주택 단열사업을 지원함.

－지역구별로 계획을 마련해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해당 계획에 한 안내

문을 발송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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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ydon구: 지방세 환 이 성공한 표 인 지역이며, 구체 으로는 

British Gas와 연계한 단열사업을 추진하고 다락방  이 벽 단열에 

해 지방세 100 운드를 환 해 으로써 2년 만에 1,200건의 단열사업

이 시행됨.

－Braintree구: 세 주의 4분의 3이 지방세 환  제도를 통해 단열 사업에 

참여하는 실 을 거둠.

－Richmond구: 2007년에 지방세 환 제를 도입했지만 미미한 성과를 보

임에 따라 지방세 환 의 효과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앨버커키

－HERS 평가를 토 로 환경 향부담 (impact fees)을 감면해 .

－HERS 60등 인 건물은 환경 향부담 의 25%, HERS 50등  이상인 

건물은 환경 향부담 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세 (Sustainable Remodeling Property Tax)은 건물 

소유주가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세 감면이 인센티 로 제공됨으

로써 감세와 에 지 약이 히 혼용된 제도임.

4) 용적률

◦에 지 약 인 건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해 에 지 약주택

을 상으로 용 률 인센티 를 부여 

－즉, 설계 단계에서 친환경  에 지 약 인 요소를 용할 경우 용

률 인센티 를 부여함으로써 건축주 스스로가 친환경 인 요소를 용

할 수 있도록 유도

－ 표 지역: 뉴욕, 마이애미 등

◦뉴욕

－용 률이 외벽 두께를 포함한 건물의 크기로 정의되기 때문에 두꺼운 에

지 고효율 외벽은 불리하고 얇은 효율 건물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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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벽 단열이 열 달을 막아 연료 소비를 여주는 효과 인 기술

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건물들이 법  요구조건에 맞춰서 시공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의 단열을 보완하는 작업이 실 으로 이 지지 않음. 

이에 따라 외벽 단열을 보강하기 한 방안으로 용 률 인센티 가 제안

됨. 즉, 완벽하게 단열된 건물은 용 률 계산에서 외벽을 최고 8인치까지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 를 부여하는 방식임.

◦마이애미

－신축 그린빌딩에 한해서 일종의 용 률 인센티 (density bonuses)를 제

공함으로써 에 지 약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 임.

5) 탄소배출권 거래제

◦건물에 지를 이기 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 상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며, 최근에

는 건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용범 가 넓어짐.

－재생가능에 지도 장려하기 해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기 으로 태양

열·풍력·지역·소수력 등에 1.5배의 크 딧이 부여됨.

－참가사업자들은 설비투자비 보조, 잉여배출권의 매각, 배출권 거래제도 

련 경험획득, 온실가스 배출 련 기반구축, 에 지비용 감, 기업이

미지 개선 등의 혜택을 얻게 됨.

－ 표 지역: 도쿄도

◦도쿄66)

－ 형 건물을 포함한 규모 사업장을 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66)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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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함.

－ 년도의 연료, 열, 기 등 에 지 소비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67) 

이상인 약 1,400개 업무용 건물을 상으로 함.

－연료, 열, 기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만 거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온실가스는 감축의무에만 사용되고 거래가 불가능함.

－감축의무 미달 시 부족량의 1.3배에 해당되는 감축명령을 받게 되고, 명

령조차 반할 경우에는 최고 50만엔의 벌  부과와 반사실이 공표됨.

자료: 이수철, 2010.

<그림 5-2> 도쿄의 배출권 거래제

4. 기술적 지원

1) 진단

◦에 지 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의 에 지 낭비요인을 찾아내고,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 임.

67) 한국의 석유환산 기 으로는 약 1300톤(TOE)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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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용: 건물 크기  가족 수에 따른 에 지 이용량이 한지, 월

별·계 별 이용량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비상시 기보일러 이용사례가 있는지 등

－ 표 지역: 포틀랜드, 볼더, LA 등

◦포틀랜드

－건물 소유주, 세입자, 매수인에게 건물의 에 지 성능 련 정보를 제공

하기 해 진단을 통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짐.

◦LA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건물에 지 소비 조사  진단이 이루어짐.

－6개 권역: 425 Palos Verdes Street, 250 W. 5th Street(High School), The 

Boys and Girls Club, Berth 68(Port Pilots), Port of Los Angeles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Yard

◦볼더

－역사  건물을 상으로 문가가 에 지 진단을 실시함.

－에 지 소비행태의 분석을 시작으로 기 성, 도  상태, 천연가스 기기 

효율  안 성, 압력 균형, 기 안 성 등에 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

택의 에 지소비실태를 검함.

2) 컨설팅

◦많은 지자체들이 에 지를 효율 으로 리하거나 에 지 약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기 해 문가와 일반인을 상으로 컨설 을 시행함.

－ 표 지역: 국의 커클리즈와 런던, 산타모니카 등

◦커클리즈

－Kirlees Warm Zone 계획을 통해 커클리즈 내 주택을 3년 동안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다락방  이 벽( 공벽)

을 상으로 단열사업을 시행함. 



제5장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141

－2010년 9월까지 가정의 단열비율을 55%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구역별·거리별로 시행되었으며, 가정을 방문해 단열 련 조언을 해  

뒤, 단열보강 작업을 시행함.

－단열계획 담당자들은 주민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에 호별 평가를 마치고 

이 평가 차를 통해 각 세 주가 단열화 사업 수혜조건에 해당하는지,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확인함.

－담당 공무원들이 직  방문해서 진행함으로써 신청 차의 번거로움이 

사라져 참여율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한 정보‧ 개센터

를 만들어 일반 가정이 간단하게 상담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제도를 소개받을 수 있게 함.

◦런던

－소도시인 커클리즈의 성공사례를 도시에 용하기 한 방안을 모색

함. 결과 으로 런던에서는 화 한 통화로 단열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산타모니카

－그린빌딩 자원센터와 연계해 그린빌딩 자재  기술과 경험 있는 시공사

를 소개함.

3) 가이드라인

◦건물요소  이해당사자별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즉 건물의 설계  운용 

단계에 용 가능한 에 지 약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에 지 소비 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주택 건설 시 시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린빌딩 자재  기술을 설명함

으로써 건물주와 건축업체가 그린빌딩 디자인과 건축방법을 주택 건설

에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표 지역: 산타모니카, 데비스, 오스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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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해 그린빌딩 가이드를 작성함.

－주택 개보수 련 정보의 제공, 신축  건물 개보수 련 정부지침의 

확인, 건강한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한 설계사와 시공사 간의 력

체계 구축, 그린빌딩 련 추가 재원확보 등이 목 임.

－건물주와 건축업자로 구분해서 지침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도 함께 제공됨으로써 목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설계자와 시공

자가 같이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3> 산타모니카 그린빌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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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홍보 

◦건물 에 지 감  기술보 의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지자체들이 교육홍

보 로그램을 운  임.

－지자체는 상을 기업, 시민, 문가 등으로 세분화해서 교육  홍보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표 지역: 버클리, 샌 란시스코, 뉴욕 등

◦버클리

－ 소득 가구를 상으로 기술지원과 더불어 에 지를 효율 으로 리

하기 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함.

◦마이애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의 에 지 효율개선 사업에 한 기업과 시민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공서에 해서는 에 지스타 인증을 받은 기기를 우선 으로 구매하

도록 교육함.

◦뉴욕

－아직까지는 건물 리자를 상으로 한 효율 인 건물 운 과 에 지성

능 모니터링에 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의 건물에 해서는 리자들에게 에 지의 효율  운 에 한 교육  

자격증을 받도록 요구해나갈 계획임.

제2절 국제기구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안

◦제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에 지 감 략에 한 해외 지방정부

의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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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건물에 지 감 략에 한 국제기구  연구단체들의 제

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해외에서도 건물에 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2009년에 국제기구  연구단체들이 발표한 4편의 건물에

지 감 략들을 살펴보고자 함.

－UNEP(2009): Building and Climate Change

－WBCSD(2009):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 Transforming in Marke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09): Rebuilding America

－Carbon Trust(2009): Building the Future, Today

1. Building and Climate Change(UNEP, 2009)

◦최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해 다

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그 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건물에 지 감

노력은 실질 인 온실가스 감축에 제한 인 향만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음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건물에 지 감 략이 실패하는 

것으로 단됨.

－수많은 건물 하나하나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작게 느껴짐.

－건물의  생애주기의 단계마다 다양한 이해 계자가 개입됨.

－에 지효율 련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효과는 불확실함.

－에 지 효율개선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한 지식이 부족함.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건

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정책수단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해

서 각각에 한 효과성을 평가함.

－규제 수단

－시장기반 경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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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인센티

－정보 제공  자발  약

정책 수단
배출저감 

효과성

비용대비 

효율성
비고

규제 수단

효율 기준 높음 높음
성공 요인: 정기적인 기준 조정, 독립 운영, 정보제공, 

의사소통, 교육

건축 법규 높음 중간 정기적인 기준 상향 시에만 효과적임

에너지효율 의무 높음 높음
지속적인 개선, 즉 시장을 변화시킬 새로운 에너지 효

율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의무적 감사
높음

(가변적임)
중간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수반될 경우 효과적임

표시제 중간/높음 높음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임

수요관리 프로그램 높음 높음 거주부문보다는 상업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시장기반 경제적 수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높음 중간 장점: 공적지출 및 시장 간섭이 필요 없음

협동조합 방식의 조달 높음 중간/높음 성능기준 및 표시제와의 공동시행이 필요함

에너지효율 인증제 중간 높음/중간 거래비용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교토의정서

유연성 메커니즘
낮음 낮음 단점: CDM & JI 건물 프로젝트가 제한적임

세제 및 인센티브

탄소세 낮음 낮음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함께 

시행할 때 효과적임

세금 감면 높음 높음
기존 및 신축건물 대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의 도입에 

적용 가능

공적 기금 중간 높음
성공요인: 자금의 독립적 운영, 정기적 모니터링, 간단

하고 명료한 디자인

보조금 및 대출 높음 낮음 저소득 가구에 효과적임

정보 제공 및 자발적 협약

자발적 협약 중간/높음 중간
다른 재정적 지원이나 규제정책의 효과가 적을 경우 

시행이 필요함

리더십 프로그램 중간/높음 높음/중간 강제적 프로그램이 지원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임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낮음/중간 중간/높음 상업용보다 주택 부문에 더 적용이 필요함

탄소정보 공개 중간 중간 성공조건: 다른 정책 및 정기평가의 결합

<표 5-3>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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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축 목표를 고려해서 정책을 선정해야 함.

－개별 정책수단의 특징에 따라 효과 인 용이 가능함.

－법  규제  리 정책이 비용 비 가장 효과 인 수단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해 정부는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고려

할 수 있음.

－건물 에 지 효율 개선

－고효율 기기 사용

－에 지 생산  배분

－이용자의 행태 변화

－재생가능에 지 사용

◦그린빌딩의 보 을 확산하기 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노력이 필요함.

－건물은 긴 생애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온실가스 감 잠재량

이 큰 분야임. 따라서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탄소배출 감이 가능한 형

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략이 필요함.

－이를 해서는 정량 으로 비교가 가능한 에 지성능기 , 정확하고 포

인 데이터  정보 수집, 에 지 성능을 평가하고 에 지효율 인 

정책을 집행하기 한 정책결정자의 역량 강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건물부문 이해당사자들이 기후변화에 응하기 해 이행해야 할 우선사업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하며, 2020년 감축목

표의 설정  략을 개발해야 함.

－민간부문: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탄소 거래제를 도입하고, 탄소배

출 감을 극 화하기 한 건물 개조,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설명해

야 함.

－연구  교육기 :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한 교육기 을 설립하고, 

에 지·온실가스배출·정책집행에 한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함.

－NGO와 시민사회: 정보공유, 교육, 행동 변화 등을 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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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 Transforming in Market(WBCSD, 

2009)

◦세계지속가능발 기업 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건물의 에 지효율에 한 보고서를 발표함.

－WBCSD는 EEB(Energy Efficiency in Building) 로젝트를 통해 건물의 

에 지 효율개선 련 권고사항  로드맵을 제시함.

－ 상: 에 지 소비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라질, 국, 유럽, 인도, 일

본, 미국 등 6개 국가

－분석: 재  미래의 건물 련 데이터를 기 로 소비자의 선호  행

동, 건물 설계  기술, 에 지효율화 정책 등을 고려

－범 : 건물 사용기간 동안의 에 지 소비

<그림 5-4> EEB 프로젝트와 건물의 생애주기

◦WBCSD는 탄소발자국을 77% 이기 해 신축  기존건물을 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함.

－소극  응(Sleepwalking) 시나리오: 극 인 행동을 취하지 못해 기

후변화에 제 로 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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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응(Too little too late) 시나리오: 건물부문 에 지효율이 증

으로 개선되기는 하지만 궁극 으로 기후변화 응에는 부족함.

－ 극  응(Transformation) 시나리오: 건물부문의 에 지효율을 높이기 

해 이해 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응함.

◦WBCSD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이 

시나리오를 실 속에 구 하기 해 지역 고유의 맞춤형 건물 략을 구성

할 것을 제안함.

<그림 5-5> WBCSD의 세 가지 시나리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개발업자, 건물 소유주에서부터 정부와 

정책 결정자에 이르기까지 건물 련 모든 이해 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

－정책 결정자와 정부는 건물 련 법규를 지역  기후조건에 맞게 에 지 

효율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에 지 감사제뿐만 아니라 성능

을 측정하고 세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한 표시제 개발도 필요함.

－정부는 에 지 효율 인 투자에 해 세  감면  보조  지  등 경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물의 에 지 소비를 이고 재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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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하여 기업은 건물의 

에 지 효율을 개선하기 한 산업모델을 개발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건물 개발업자는 설계자, 계약자, 사용자들과 함께 통합 인 건물설계를 

통해 에 지 효율 인 건축설계  기술개발을 해야 하며, 정부는 보조

과 인센티  등을 통해 에 지 효율개선을 함께 지원해야 함.

－신축  리모델링된 건물은 에 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한 최신 기술의 

용과 더불어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행동변화를 유발해야 함.

－건물 련 모든 이해 계자들을 상으로 에 지 교육이 가능한 기 을 

설립해야 하며, 특히 건물 리자들을 한 직업 교육 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함.

－정부와 기업은 에 지 련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한 캠페인

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에 지를 일 수 있는 사회 

반 인 분 기의 조성이 가능함.

<그림 5-6> 정부활동에 대한 시장의 반응

◦결론 으로 WBCSD는 이해 계자와 기간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함.68)

68) http://wbcsd.3xscreen.co.uk/wbcsd-ee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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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계자별 로드맵: 정부, 개발업체, 투자자, 소유주, 공 업자  제조

업자, 건축가, 공공기 으로 구분해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건물에 지 소

비를 이기 해 채택할 수 있는 책  제도를 제시함.

－기간별 로드맵: 단기, 장기, 2050년 목표로 나 어 로드맵을 제시함.

<그림 5-7>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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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building America(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9)

◦이 보고서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에 지미래연

합(Energy Future Coalition)이 공동으로 21세기의 경제‧환경  요구 충족

에 필요한 건물의 에 지 효율개선 략을 제시하기 해 작성됨.

－목표: 10년 이내에 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40%를 상으로 에 지 효

율개선사업 진행

－기 효과: 소기업과 5,000만가구를 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40% 감축

－고용효과: 에 지 효율개선 로젝트를 통해 625,000개의 일자리 창출

◦건물에 지 효율개선 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한 5  정책69)

－주정부와 민간부문의 에 지 효율개선을 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에 지성능을 개선하기 한 재원 마련  수익성 확보 메커니즘의 구축

－쉽게 측정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성능기   질  평가의 도입

－에 지시장을 형성하기 한 효과 이고 실질 인 규정  규제의 수립

－건물에 지 효율개선 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개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건물에 지 효율개선사업의 

편익을 극 화할 수 없음.

－정부와 의회는 에 지효율 성능기  제시, 에 지 감량 측정, 시장행

자의 참여유도를 해 노력해야 함.

－그 지만 앞으로 탄소 가격체제가 구축되고 민간부분의 사업모델이 개

선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차 축소될 것으로 망됨.

69) 특히 인센티 와 기  설정을 결합한 포 인 정부정책은 에 지효율을 둘러싼 수많은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데 필수 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질 인 에 지 효율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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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ilding the Future, Today(Carbon Trust, 2009)

◦카본트러스트는 건물 컨설  문업체인 ARUP社의 지원을 받아 비주거

용 건물을 탄소빌딩으로 환하기 한 최소요건을 제시함.

－ 심 상: 비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 체의 1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에 지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까지 2005년 비 3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됨.

－연구 방식: 분석을 해  분야의 이해당사자 70명을 상으로 한 심층

면 을 토 로 략을 도출함.

◦비주거용 건물 상 에 지 효율개선 사업의 어려움

－건물 형태, 규모, 사용목  등이 달라 일 인 기술 용이 불가능함.

－특히 비주거용 건물은 투자자를 포함해서 이해 계가 복잡함.

－ 기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건물에 지 효율개선에 한 선호도가 낮음.

－에 지 효율개선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함.

◦정부의 역할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과 리더십을 발휘한 정책 통합이 필요함.

－2015년까지는 모든 비주거용 건물의 최근 3년간 에 지소비 데이터를 

공개하고 에 지 성능 인증제를 도입해야 함.

－조명과 난방 등의 효율 련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함.

－비용이 많이 드는 수단들은 강제 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형 공공건물이 비용 비 효과 인 에 지 효율개선 조치를 실행함으

로써 비주거용 건물 에 지 효율개선사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함.

◦기업의 역할

－기업은 비주거용 건물 에 지효율개선 련 기술개발  서비스의 시장

을 확 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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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 관련 제도적 기반

1. 해외 지방정부 건물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법  규제 심

－해외 지방정부는 신축  기존건물 모두에 해 법  규제를 기반으로 

다른 보완 인 정책들과의 정책포트폴리오를 구성함.

－ 표 정책: 건축규제, 인증제, 표시제 등

◦경제  지원

－보조 이나 세 감면 등의 경제  지원을 통해서 건물에 지 소비를 

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 주로 진행함.

－ 표 정책: 소득가구 상 에 지 효율개선사업

◦기술  지원

－경제  타당성이 높은 에 지 효율개선기술을 보 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해 정보  문지식 제공 사업을 추진함.

－ 표 정책: 에 지진단, 컨설  등

◦교육  홍보

－건물에 지 효율개선 련 사회  분 기를 조성하기 한 시민의식 개

선  모범사례의 홍보

－ 표 정책: 건물 리인 상 교육, 일반 시민 상 홍보 등

2.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정책 시안(試案)

◦서울시 건물에 지 감정책의 가능성을 5장 1 에서 살펴본 법  규제, 

직  시행, 경제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홍보 등 다섯 가지 정책 유

형별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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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존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정책들을 제외하고 재 시

행 이지만 보완할 이 많은 정책 는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심으

로 서울시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건물에 지 감정책 련 서울시의 망

－법  규제: 건축 규제, 인증제, 약은 재 정부에서 거의 부분 시행 

인 정책임. 표시제 한 최근에 시행이 고된 정책임. 이들 정책에 

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재량권 부여가 필요함.

－직  시행: 건물과 설비 효율개선 측면에서는 소비 가구를 상으로 

한 정부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서울

시 산하 주택건설업체인 SH 공사의 활용이 필요함.

－경제  지원: 거의 부분이 정부의 기존  최근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

며, 서울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는 지방세 환 이 있음. 서울시가 경

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해서는 재원확보가 건임.

－기술  지원: 정부는 에 지 리공단이라는 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지 련 기술지원을 효과 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서울시 차원에서의 주택에 지등  진단, 건물주 상 

컨설 , 이해 당사자별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함.

－교육  홍보: 그린빌딩, 제로에 지하우스, 그린홈 등의 홍보와 건물에

지 효율개선에 한 인식 환이 필요함. 교육  홍보사업은 정부보다 

일반시민에 착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 임.

◦서울시 건물에 지 감정책의 우선순

－지방정부의 하나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자체 권한인 입지 기 을 강화

하고, 소득 가구 상 건물 효율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에 지 효율 

주택의 실태를 악 하고 건물주 상 컨설  같은 기술지원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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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기존 정책 최근 정책 서울

법적

규제

건축 

규제

·건축물 효율 기준 강화 ∨ ●

·설비 효율 기준 강화 ∨ ●

·입지 기준 강화 ∨ ○

인증제 ·건축물 인증 의무화 ∨ ○

표시제 ·건물 에너지성능 표시제 ∨ ○

협약 ·자발적 협약 체결 ∨ △

직접

시행

저소득

·건축물 효율 개선 ∨ ●

·설비 효율 개선 ∨ ●

·입지 요인 개선 ∨ △

기타민간

·건축물 효율 개선 ∨ ●

·설비 효율 개선 ∨ ●

·입지 요인 개선 ∨ △

경제적

지원

보조금 ·설치비 지원 ∨ △

융자 ·저리대출 지원 ∨ △

세금
·세금 감면 ∨ △

·지방세 환급 ∨ △

용적률 ·건축 규제 용적률 완화 ∨ △

거래제 ·배출권 총량 거래제 ∨ ○

기술적

지원

진단

·건물에너지소비조사 ∨ △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 △

·최저에너지등급 주택 파악 △

컨설팅
·건물주 대상 컨설팅 ∨ △

·건축·건설업자 컨설팅 ∨ △

가이드라인
·건물 요소별 지침 ○

·이해당사별 지침 △

교육 및 

홍보

교육 ·에너지 관리교육 △

홍보 ·그린빌딩 홍보 △

● : 매우 효과적인 사업

○ : 효과적인 사업

△ : 효과는 작으나 의미있는 사업

∨ :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정책

<표 5-4>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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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력

<그림 6-1> 협력 강화의 원칙

제6장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1.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의 기본 원칙

◦ 력 강화의 원칙

－원칙 : 정부와 경쟁하지 말고 력할 것

－세칙 : 정부는 건물에 지를 이기 한 법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형건물 심의 목표 리제를 통해 직  리해나갈 

계획임. 따라서 서울시는 건물에 지 감사업을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

하기보다는 정부와 한 력 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건물에 지를 

여나가는 략을 수립해야 함. 정부도 국가 온실가스 감목표를 달성

하기 해서는 하향식 정책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최소 기 만 제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강화된 기 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에게 권한을 임해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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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확산의 원칙

－원칙 : 에 지 감 노력을 한 시범사업을 만들어 확산시킬 것

－세칙 : 건물단열 같은 에 지효율개선사업은 기술  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  타당성도 높은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불

완 성  비 칭성, 거래비용, 주인- 리인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발 으로 보 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단 이 존재함. 따라서 서울시는 

건물 용도별로 표 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홍보함으로써 에 지효율개

선사업의 딜 마를 깨고 민간에서 자발  확산이 이 질 수 있는 방향으

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 으로는 공공건물의 경우 시장에서 

용 가능한 기술의 시장이자 경제  타당성의 표 인 구  사례로 

만들어야 함.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코엑스나 조선호텔처럼 일반 시민들

의 실생활과 괴리되어 공감할 수 없는 형건물이 아니라 직  체험하고 

그 로 용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유사한 건물을 

심으로 모범사업을 시행해야 함.

<그림 6-2> 모범 확산의 원칙

◦공공성 증진의 원칙

－원칙 : 시장 외 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익성을 담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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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공공성 증진의 원칙

－세칙 : 민간부문은 기본 으로 에 지가격

이라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자발 으로 작

동되어야 하며, 에 지효율개선처럼 여러 

가지 딜 마로 인해 시장메커니즘이 제 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최소기  등

을 통한 강제  규제가 우선 으로 용되

어야 함. 실제로 가 제품의 경우 최 효율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정부지침에 의해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

되고 있으며, 건물과 련해서도 건축기 을 통해 일정 기  이상의 제

품만 용되도록 강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물에 지 효율개선과 

련해서 법  규제가 아닌 경제  지원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

공성을 확보한다는 제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행 서울시 건물

에 지합리화사업의 주요 지원 상인 형 민간건물처럼 정보와 자본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에 지효율개선사업의 딜 마를 자발 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물에 한 법  규제가 필요하며, 에 지 감 잠재량이 더

라도 공익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건물에 한해서 보조 을 제공하고 세

을 감면해야 함.

2. 시기별 추진 전략

◦민선5기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장기 인 사업으로 구분

－단기 : 2010 ~ 2014년(민선5기)

－장기 : 2014년 이후(민선5기 이후)

◦ 장기 략 : 유도  규제 략

－방향 : 법 ‧제도 ‧재무  기반구축을 통한 건물에 지 정책 추진

－규제 : 에 지 효율 기  제정 등의 법  규제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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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 기존건물의 에 지효율개선을 한 유인책 마련

－지원 : 유인  규제 심으로 지원정책도 병행

◦단기 략 : 지원  유도 략

－방향 : 제도 ‧재정  제약하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심으로 추진

－ 상 :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

－복지 :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소득층을 우선지원

－문화 : 문화  가치가 높은 건물도 지원

<그림 6-4> 시기별 전략 대상 모형도

제2절 중장기 전략 

1. 전략의 선택과 방향

1) 전략 추진의 방향

◦공공성 확보 

－지원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보를 제로 사업을 추진

－에 지효율향상뿐만 아니라 에 지복지  문화  가치 증진도 동시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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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로도 인식하여 에 지효율향

상정책 추진

◦도시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가 에 지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바, 향후 국제유가의 상승

에 비하여 에 지 소비형 도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

성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건물에 지효율향상을 통한 건물의 가치상승으로 건물주의 자산증 ,  

임차인의 비용 감, 도시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일자리창출 등으로 도

시의 경쟁력 제고

◦국제  상 제고

－에 지소비 감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함으로서 탄소 녹색도시로

서의 국제  상 제고

2) 시기별 추진전략 선택

◦ 기 유도 략

－ 기 으로는 정부의 법률과 제도가 바 기 까지 유도 략 추진

－지원정책도 보완 으로 병행

◦장기 규제 략

－선진국에서는 에 지효율과 련해서 이미 강력한 규제를 시행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건물에 한 에 지효율 기

 강화

－건물에 지 효율 련 강력한 규제시행과 함께 보완 으로 유도 략과 

지원 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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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도전략

1) 제도적 유인책

◦건물에 지효율등  표시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상으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치에 건물

에 지효율등 을 표시하도록 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물에 지 효율의 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

고 건물의 가치평가에 반 할 수 있도록 유도함.

◦건물에 지 정보 제공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건물의 에 지 효율등 이나 에 지소비

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건물 임차인이 에 지비용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에 지효율이 건물가치 

평가에 향을 미치도록 유도함.

2) 경제적 유인책

◦용 률 인센티

－리모델링이나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시행 시 건물의 총 에 지 부하

를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용 률 인센티 를 부여

－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기존의 인센티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함

◦세  감면

－에 지효율등 이 1등  이상인 건물에 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

도소득세 등을 감면

◦탄소부담  도입

－온실가스 다량배출 건물의 소유자 는 유자에게 탄소배출부담 을 

부과

－기존의 환경개선부담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



제6장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165

3) 지원책의 보완 및 병행

◦컨설   교육지원

－건물의 에 지효율진단 지원

－건물에 지효율향상 컨설  지원

◦공익  사업에 한 지원

－공공성 확보를 제로 소득층 주택  역사  건물 등의 에 지효율향

상을 한 보조  지원

◦에 지효율향상 사업 융자지원

－업무용 건물보다는 일반주택의 에 지 효율향상을 우선 추진

－주택 에서는 단독‧다가구‧다세 주택 주택을 우선 으로 지원하며, 

다음으로는 연립주택  아 트 순으로 추진

3. 규제전략

1) 자치권확대

◦서울시 건축기  제정

－건축법 개정을 통해 역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건축기 을 별도로 제정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에 지기본계획 2030의 목표 달성을 하여 정부

의 기 보다 강화된 건축기 을 제정하여야 함.

－벽면이나 창문 등의 부 별 열 류율뿐만 아니라 외피 체의 총  열

류율에 한 기 을 도입하여야 함.

◦에 지 약계획서 심의제도 도입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을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에 지 약

계획서를 심의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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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 지 원회의 역할 강화를 해 심의기능을 부여하여야 함.

－건축 인허가 시 건물의 이용과정은 물론이고 건물 생애주기(Life Cycle)

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함.

2) 시장메커니즘 작동의 촉진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 의무화

－소규모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해 에 지효율등  인증 의무화

－소규모 건물에 해서는 자발  인증 유도  지원

－건물의 매매  임  시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서 첨부 의무화

◦건물에 지 소비량 공개 의무화

－에 지소비량이 연간 500TOE 이상인 건물부터 에 지소비량을 공개

－추후 소규모 건물도 에 지소비량을 공개

◦탄소거래제 도입

－ 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련 자발  참여 유도

－이후 에 지다소비 건물의 소유자 는 유자에게 탄소배출부담  부과

－탄소거래제 도입 시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한 연구 필요

3) 복지정책과 연계한 공공성의 강화

◦다가구매입임 주택 련 에 지 가이드라인  조례 제정

－다가구매입임 주택의 주거환경  에 지효율 등에 한 가이드라인 

제정

－SH공사  LH공사가 가이드라인을 수하도록 련 조례에 반

◦에 지 복지 련 제도 도입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 등 소득층의 에

지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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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거공간에 한 에 지효율등  향상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

지복지 기반 조성

4. 추진체계 구축

1) 실행조직의 구성 방향

◦조직의 필요성

－에 지가격 상승 비 도시경쟁력 확보

－에 지 소비형 탄소 도시구조로 환하기 한 기획 리조직이 필요

◦조직의 기본방향

－통합 리를 통한 에 지 효율  환경개선 문제의 근본  해결 

－효율  리를 한 계획·집행·운 의 책임  기능 강화

－ 문  리를 통한 정책수립과 집행의 유기  조화

◦서울시 에 지 통합 리 체계 구축

－ 규모 에 지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통합 리

－에 지 원회의 기능을 폭 강화하여 에 지 략의 컨트롤타워 역할

통합관리 효율적 관리 전문적 관리

▪분산관리 지양

▪종합적·체계적 통합관리

▪관련 예산 통합

▪계획·집행·운영의 책임 

및 기능 강화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교통·환경·기후변화·

에너지 저소비에 대한 종

합적 정책 및 전략 수립

통합적 에너지전략 수립 및 시행목표

수단

세부

추진

방안

자료: 김경철 외, 2008

<그림 6-5> 통합적 에너지전략 수립 및 시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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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조직 구성

◦서울시에 지 리공단 설립

－서울시에 지 리공단(SEMCO: Seoul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을 설립(설립 까지는 SH공사 집단에 지 사업단이 수행) 

－건물에 지효율향상사업과 련하여 에 지 진단‧시공‧교육 등을 포함

한 서울시의 에 지 련 사업의 집행

－통합  리를 통해 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조직의 하  단 에 자율과 

책임 부여

◦건물에 지효율인증센터 설립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망

－건물에 지효율인증센터가 인증서를 발 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 수요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 설치

제3절 민선5기 추진전략

1. 단기 지원전략

◦주요 사업내용

－제도 ‧재정  제약 아래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 심으로 추진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득층을 우선 지원

－단열강화 : 내벽단열, 지붕 는 천장의 단열 시공

－창문교체 : 로이유리 이 창과 고효율 창틀로 교체

－지원 상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보일러 교체사업도 추가로 시행

◦ 략목표  우선순

－복지정책 연계 사업 : 다가구매입임 주택은 기존건물 매입으로 인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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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건축물 설비

지붕

단열

옥상

녹화

지붕 

반사율

벽체

단열

벽면

녹화

창문

효율

공간

구성

개별온도

제어

보일러 

효율

자연

채광

중요도 ● ◦ △ ● ◦ ● △ ◦ ◎ ◎

주) 창문효율개선 : 현관문 단열성능개선 포함

<표 6-1>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요소기술
● 긴급 ◎ 매우 권장◦권장 △ 유의미

지효율개선 의무 상에서 배제된 기존건물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소유주여서 효율개선으로 인한 임 료 상승문제를 피해갈 수 있음. 따라

서 다가구매입임 주택에 한 에 지효율개선사업을 최우선 으로 시

행함. 추후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순으로 

사업을 확  추진함.

－문화  가치가 높은 건물의 보존 : 등록 문화재를 포함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  건물 순으로 에 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함.

2. 전략목표별 사업 내용

1)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추진 방법 

－다가구임 주택 매입 후 에 지효율향상의 의무화

－SH공사 다가구매입임 주택 련 에 지 가이드라인  조례 제정

－ SH공사가 시행하는 다가구매입임 주택 련 집수리사업 시 에 지효

율향상을 의무화

－LH공사 다가구매입임 주택의 경우에도 SH공사와 동일한 가이드라인

을 용하도록 유도함.

－벽면단열, 창문교체, 지붕(천정)단열을 등을 으로 시행

－건물이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한 뒤 보일러 설치, 개별온도제어시스템 도

입 등의 다양한 요소기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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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내벽단열 : 단열재 100mm

－최상층 지붕( 는 천정)단열 :단열재 100mm

－창호시스템 교체 : 복층 로이유리, 고단열 창틀

－고효율 보일러 교체 : 기존설비 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

2) 저소득층 주택

◦지원 상

－차상  계층 : 76,000가구

－차차상 계층 : 58,000가구

◦지원내용

－벽면단열, 문교체, 창문교체, 지붕(천정)단열을 등을 으로 시행

－건물이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여 출입문 교체, 보일러 설치, 개별온도

제어시스템 도입 등의 다양한 요소기술 용

－주거공간의 면 과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세 당 지원한도 제한(약 

600만원 상, 단 알루미늄 문의 경우 교체비용 약 117만원 추가지원)

◦사업추진 방법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해 건물주와 합의하

여 시행

－임 료 상승 방지 : 건물의 에 지효율향상 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가치

의 향상으로 인하여 임 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

에 일정기간 동안 임 료 인상 지 조항 명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 : 기존 임차인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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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건축물 설비

지붕

단열

옥상

녹화

지붕 

반사율

벽체 

단열

벽면

녹화

창문

효율

공간

구성

개별온도

제어

보일러 

효율

자연

채광

중요도 ● ◦ △ ● ◦ ● △ ◦ ◎ ◎

주) 창문효율개선 : 현관문 단열성능개선 포함

<표 6-2> 저소득가구 단열향상 요소기술 
● 긴급 ◎ 매우 권장◦권장 △ 유의미

 

◦핵심사업

－내벽단열 : 단열재 100mm

－최상층 지붕( 는 천정)단열 : 단열재 100mm 

－창호시스템 교체 : 복층 로이유리, 고단열 창틀 

3)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건물

◦지원 상

－등록문화재 :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

－기타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 : 문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단

◦사업추진 방법

－실태 조사  계획 수립 : 보존이 필요한 역사  건물에 한 실태 조사 

 상 추정을 통한 문화재 리  건물에 지 감계획 수립

－에 지진단  컨설  : 건물에 한 에 지진단과 컨설 을 실시한 후 

반드시 건물의 외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시행

－내부단열, 보일러교체, 지붕단열과 창문교체 등 모든 요소는 진단 결과

에 따라 선택 으로 시행

－사업비의 70~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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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건축물 설비

지붕

단열

옥상

녹화

지붕

반사율

벽체

단열

벽면

녹화

창문

효율

공간

구성

개별온도

제어

보일러 

효율

자연

채광

중요도 ◎ ※ ※ ● ※ ※ △ ◦ ● ◎

주) 창문효율개선 : 현관문 단열성능개선 포함

<표 6-3> 근대역사적 건물 요소기술 
● 긴급 ◎ 매우 권장◦권장 △ 유의미 ※문화재의 외형보전 제약 조건

3. 효과분석

1) 비용분석

◦이 연구의 정책 상은 소득가구의 단열사업 지원  건물에 지 소비 

감에 있음. 박은철(2009) 연구에 따르면, 소득가구70)의 주택유형별 평

균 연면 은 다음의 표와 같음. 

단위 : ㎡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저소득층 세대당 연면적 66.76 49.89 67.87 

<표 6-4> 저소득가구의 세대당 평균 연면적 

◦가구당 소요 비용

－주택면 이나 외형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큼.

－ 소득층의 주거면 을 고려하여 요소기술 용에 따른 비용 산출

－벽면단열과 고단열 창문교체 시 가구당 약 430만원~560만원 소요

－ 문교체를 추가할 경우 약 540만원~660만원 소요

70) 소득가구라 함은 ｢ 소득가구의 에 지 소비실태 조사 분석｣(2009), 서울시장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 자는 최 생계비 100%, 차상 계층 120%, 차차상 계층 150%의 소득

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소득가구는 차상 계층, 차차상 계층을 포 함. 단, 수 자는 

에 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 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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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교체를 추가할 경우 약 500만원~620만원 소요 

－지붕단열과 보일러교체, 문교체를 모두 할 경우 약 825만원~942만

원 소요 

－ 량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료비와 공사비 인하효과가 있으므로, 약 

500만원이면 벽면단열과 창문교체뿐만 아니라 보일러교체도 가능할 것

으로 상됨.

개선요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평균

기본(벽면+창문) 5,433 5,597 4,251 5,094 

기본+현관문교체 6,606 6,770 5,424 6,267 

기본+지붕 6,270 6,222 5,101 5,864 

기본+보일러 6,237 6,401 5,055 5,898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9,420 9,372 8,251 9,014 

<표 6-5>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
(단위: 천원/가구)

◦ 소득층 주택 에 지효율개선 사업비용

－가구당지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 최상층의 경우 600만원까지 지원

－차상   차차상 계층 가구  민선5기 동안 30%가 신청할 것으로 망

－민선5기 총사업규모는 약 4만 가구

－민선5기 사업비용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

◦등록문화재 에 지효율개선 비용

－등록문화재의 경우 거원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

－약 100개의 건물에 해 에 지 효율향상 지원

－민선5기 기간  약 20억원 소요

◦민선5기 사업비용

－ 소득층 주택 에 지효율향상 사업비 약 2,000억원

－등록문화재 에 지효율향상 사업비 약 20억원

－민선5기 건물에 지 향상 사업비 2,0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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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분석

◦가구당 에 지 감효과 분석

－ 소득층의 주거면 을 고려하여 요소기술 용에 따른 에 지 감효

과를 산출

－창문교체  벽면단열을 통해 가구당 연간 1,900~2,700kWh의 에 지 감

－단독주택이 에 지 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지붕단열이나 보일러교체, 문교체 등을 추가할 경우 약 4,600~5,000 

kWh의 에 지 감

개선요소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기본(벽면단열+창문교체) 1,957 2,721 1,887

기본+현관문교체 3,420 4,184 3,350 

기본+지붕 2,605 3,205 2,546

기본+보일러 2,498 3,125 2,437

기본+지붕+보일러+현관문교체 4,609 5,072 4,559

<표 6-6> 저소득층 주택의 연간 가구당 에너지 절감량
(단위 : kWh/가구)

◦에 지 감효과

－창문교체  벽면단열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약 7,650TOE의 에 지 

약  17,670톤의 온실가스 감축

－보일러교체를 추가할 경우 연간 약 9,290TOE의 에 지 약71)  21,690

톤의 온실가스 감축

－ 문교체를 추가할 경우 연간 약 12,623TOE의 에 지 약  25,815

톤의 온실가스 감축

71)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의 약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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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확보

1) 소요비용

◦ 소득층 주택 에 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범  : 벽면단열, 창문개선, 문개선, 지붕단열, 보일러 교체

－지원 상 : 134,000가구

(차상 계층 76,000세 , 차차상 계측 58,000가구)

－ 상 사업규모 : 40,000가구(지원 상의 약 30%가 신청할 것으로 가정)

－가구당 소요 비용: 500만원

－소요 산 : 약 2,000억원

민선5기 4년간 매년 약 500억원의 산 소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  건물 에 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범  : 진단비용, 진단결과에 따른 효율개선사업

－지원 상 : 재 등록 문화재 64개소  향후 등록 상 건물 등 

－건물당 소요 비용: 2천만원 한도(진단비용 포함)

－소요 산 : 약 20억원(사업규모를 100개소로 상)

2) 재원확보 방안

◦서울시의 에 지정책 련 재원조달 잠재력

－서울 친환경에 지 기본계획 2030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서

울시 에 지계획 련 재원확보 잠재력은 약 168조원으로 추정됨.

－민선5기가 포함된 2015년까지는 약 2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되나 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기후변화기  확 를 통한 재원확보

－민선5기 사업비용 : 약 2,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망

－기후변화기 의 주요 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출연

에 한 배당 이며, 이들 규모는 약 26억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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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500억원 이상 출연

구분　 비고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당해 누적 당해 누적 당해 누적 당해 누적

환경보존

부문예산

구성비

조정(18%)
 1,029  1,029  3,502  14,128  7,263  41,349  11,268  137,272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 14,241 14,241 26,472 142,821 49,206 314,086 150,187 1,350,089

혼잡

통행료
확대시행  2,804  2,804  2,804  22,432  2,804  30,844   2,804   58,884

지방채

발행

추가

잔여분
 3,655  3,655  4,664  32,783  5,953  51,922   9,235  130,544

재원조달 총계 21,729 21,729 37,442 212,163 65,226 438,201 173,494 1,676,788

주주 : 혼잡통행료 확대시행안 : 225개소로 확대시행하고 통행요금을 10,000원으로 하는 경우 연평균 

순수입액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 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 2030

<표 6-7> 서울친환경에너지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전망
(단위 : 억원)

제4절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로드맵

1. 민선5기 단기사업

◦다가구매입임 주택 에 지효율향상 사업

－다가구매입임 주택의 에 지 효율에 한 가이드라인 제정

－다가구매입임 주택에 한 에 지효율개선 의무화

◦ 소득층 주택 에 지효율향상 사업

－ 소득층 주택의 에 지효율향상 계획수립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  실 평가

◦근 역사  건물

－근 역사  건물의 황  에 지 소비실태 조사

－근 역사  건물의 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  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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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사업 추진을 한 비

－기업 심의 건물에 지합리화사업에 한 지원 방향 재검토

－용 률 인센티  정비

－건물에 지효율향상 사업 추진을 한 담조직 설립

2. 중장기 사업

◦유인책 마련

－리모델링  재건축 시 에 지효율향상을 제로 인센티  부여

－에 지효율향상사업을 시행한 건물에 한 세  감면

－탄소배출부담 제도 도입방안 검토

◦건물에 지효율 규제

－에 지 원회의 상강화  건물에 지 약계획서 심의제도 도입

－서울시 자체의 건축기 을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서울시 건축기 ‧조례 제정  친환경건축 가이드라인 강화

<그림 6-6>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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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건물대상 탄소배출권 거래제부록 1

1.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요

◦2008년 일본은 후쿠다 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1)

－더불어 2020년까지는 1990년 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한다는 

기 목표도 함께 제시함.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한 책의 일환

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간부문의 자발 인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정임.

◦배출권 할당방식과 련해서 일본 환경성은 무상배분과 유상배분의 장

을 조합한 하이 리드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즉, 비용부담을 고려해 기

에는 무상으로 할당한 뒤 차 경쟁력 약화가 고 비용 가가 가능한 업

종부터 유상할당으로 환해나갈 정임.

－ 기에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  벤치마킹 방

식을 채택하며, 기술 으로 불가능한 업종에 해서는 제도 시행 이 의 

감 노력을 최 한 감안해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임.

－유상할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실증 사례가 기 때문에 국

제 인 정책동향을 주시하면서 세부 차를 마련할 정임. 이와 련해

서 유상할당으로 인한 배출권 수입의 활용방안에 해서도 검토 임.

1) 일본의 국가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부문이 34%, 수송부문이 19%, 업무  오피스 

부문이 19%, 가정부문이 1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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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상배분방식 유상배분방식

(auction)grandfathering 방식 bench marking 방식

개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

출권을 무상배분하는 방식

·업종별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

·경매 참여자는 입찰에 참여해 

유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

장점

·배분의 용이

·배출자의 부담 경감

·제도 반발 감소

·고효율 기업에 유리

·조기 노력의 반영

·배출자의 부담 경감

·제도 반발 감소

·자의적 배분이 불가

·배출권배분의 공평성

·배분절차의 투명성

·정보절약

·배출권 판매 수입

단점
·조기 노력의 미반영

·조작 가능

·정보요구량 과다

·지표선정의 어려움

·제도도입에 대한 반발

·배출자의 비용 부담

·기업 경쟁력의 약화

자료: 이수철, 2010, “일본의 온난화 대책과 시사점: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크레딧을 중심으로”, ｢제5차

기후변화위크: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미나｣.

<표 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초기 배출권 할당방식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으로 도입하기 이 에 2005년 4

월부터 ‘자주참가형 배출량거래제(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도입해 련 인 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운  련 경

험을 이미 축 해놓은 상태임.

자료: 이수철, 2010, “일본의 온난화 대책과 시사점: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크레딧을 중심으로”, ｢제5차 

기후변화위크: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미나｣.

<그림 1> JVETS의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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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ETS는 자발  참여를 제로 과거 3년간의 평균 배출량을 기 으로 

진행된 cap and trade 방식의 거래제임.2)

－배출권의 배분은 참여기업이 사업소별 감목표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

며, 기본 으로 배출 총량의 1% 이상 감이 이루어져야 함. 신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보조, 잉여배출권의 매각, 배출권 거래제 련 경험습

득, 에 지비용 약, 기업 이미지개선 등의 혜택을 얻게 됨.

－2005년에는 26억엔의 보조 을 통해 76억엔의 설비투자가 이 져 37.7

만톤, 2007년에는 6억엔의 보조 을 통해 28.7만톤의 감효과를 거둠.

－향후에는 편의 이나 슈퍼 같은 체인 을 한 그룹참여제의 도입, 기업

내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의 개선, 거래 참여자의 확  등이 필요함.

2. 도쿄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쿄도는 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 사업장3)을 

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함.

－건물부문은 도쿄도 체 에 지 소비량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에 

노후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 에 지 감사업은 향후 도쿄의 온실가

스 배출을 크게 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됨.

－이와 련해서 도쿄도는 소  ｢환경확보조례｣4)에 근거한 ‘건축물환경

계획’을 통해 연면  1만㎡를 과하는 형건물의 신축  증축 시 에

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한 정책을 2002년 6월부터 실시

하고 있으며,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

2) 지 까지 총 222개 업체가 참가함.

3) 사업장의 범 는 기본 으로는 건물 는 시설을 말하며, 소유자가 같거나 에 지 리상 연동

성이 있는 건물  인  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함.

4) ｢도민의 건강과 안 을 확보하기 한 환경에 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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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책 추진 단계

2000
·도쿄도 환경확보조례의 제정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제도의 도입

2002 ·온실가스 산정·보고·저감목표 설정 및 3개년 저감계획 수립
자발적 

추진 

1단계2005

·사업자 대상 저감대책 관련 도쿄도의 지도 및 조언뿐만 아니라 추진성과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및 공표 추가

·기업들의 2009년 저감목표는 평균 6%

2008
·도쿄도 환경확보조례의 개정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시행 

의무화
2010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저감의무화 및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

자료: 이수철, 2010, “일본의 온난화 대책과 시사점: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크레딧을 중심으로”, ｢제5차

기후변화위크: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미나｣.

<표 2> 도쿄도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경위

◦에 지다소비 사업장은 2010년 4월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2011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정임.

－배출권 거래제 상은 년도 석유 환산 에 지 소비량이 1,500㎘(약 

1,300TOE) 이상인 약 1,400개의 공장과 빌딩5)임.

－ 상 사업장은 온실가스의 연도별 배출량, 기  배출량, 감목표 등을 

기록한 지구온난화 책 계획서를 매년 제출해야 함.6)

－계획기간은 5년씩 두 차례로 나 어지며, 제1차 계획기간은 2010~2014

년, 제2차 계획기간은 2015~2019년임. 제1차 계획기간 종료 후 1년간은 

평가  정리기간으로 명시됨.

◦기  배출량은 사업장을 상으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임의로 선정

된 연속 3년간의 배출량을 기 으로 설정됨.

－기존에 총량 감 실 이 있는 사업장은 2002년 이 을 기 연도로 설정

이 가능함.

－기  배출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면 의 증감, 용도 변경, 설

5) 임  빌딩의 경우 의무부여 상은 기본 으로 건물 소유주임. 특히 바닥면  5,000㎡ 이상 

는 기사용량이 600만㎾ 이상인 특정 임 사업자는 독자 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그 계획에 근거해 책을 실시해야 함.

6) 보고 상 가스는 온실가스 6종류이며, 상가스  연료·열· 기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는 

거래할 수 있지만 나머지 온실가스는 감축의무에만 용되고 거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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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증감, 지역난방사업 공 처의 바닥면 이 기 연도 비 6% 이상 변

경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함.7)

◦사업장별 감 의무비율은 상시설8)에 따라 달라짐.

－오피스빌딩9), 공서와 지역냉난방시설의 감 의무비율은 8%이고, 지

역냉난방을 20% 이상 사용하는 시설은 6%, 기타 사업장은 6%임.

－이때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 기 10)을 80% 이상 충족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감 의무비율을 반, 70% 이상 충족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4분의 

3으로 경감할 수 있음.

◦ 감목표의 과 달성분에 해서는 다음연도의 이 이 가능함.

－마찬가지로 계획기간의 종료 에는 감실 의 매도 가능함. 즉, 기

 배출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  내에서 매가 가능함. 다만 감노

력 없이 배출량이 어든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가 제한됨.

－ 신 감축목표 미달 시에서는 부족량의 1.3배에 달하는 감축명령을 받게 

되고 반 시에는 최고 50만엔의 벌 부과와 더불어 반사실이 공표됨.

자료: 이수철, 2010, “일본의 온난화 대책과 시사점: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크레딧을 

중심으로”, ｢제5차 기후변화위크: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미나｣.

<그림 2> 도쿄도 탄소배출권 거래 개념도

7) 변경된 기  배출량 = 재의 기  배출량 ± 배출량 증감분

8) 상시설은 지역냉난방시설(I-1), 지역냉난방을 20% 이상 사용하는 시설(I-2), 기타 사업장 등 

세 종류로 크게 구분됨.

9) 오피스텔, 상업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10) 온실가스 감 추진체계, 에 지 건물성능, 에 지 설비 등 22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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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개요부록 2

1.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

1) 건물 개요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연면  154㎡(45평)의 1980년  보 주택11)12)

◦창호  개구부, 구조체의 구성 정보는 평면  1983년에 한주택공사에

서 실시한 단독 주택 표  설계도 작성에 한 연구를 기 로 측함.

◦이는 서울에 치하는 다수의 단독 주택이 1980년 에 다수 건설되었으

므로 재의 상황을 반 할 수 있을 것임.

<1층 평면> <2층 평면>

<그림 3> 단독주택 평면

11) 한주택공사, 1983, ｢단독 주택 표  설계도 작성에 한 연구｣

12) 한국에 지기술 연구원, 2001, ｢에 지 약형 건물의 에 지 성능인증기 ․제도  보

진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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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피인 지붕, 창호  개구부, 구조체의 구성 정보는 평면  1983년

에 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단독 주택 표  설계도 작성에 한 연구를 

기 로 측함.

◦단독주택의 건축면 은 87.7㎡의 철근콘크리트조이며 건물의 층고는 2.7m, 

천정고는 2.3m, 층수는 2층임. 한 체 창면 비는 15.7%이며, 방 는 

거실과 안방이 정남(0°)을 향하도록 설정함.

◦단독주택의 외피 구성은 <표 3>과 같음.

구조체 구성 열관류율(W/㎡K)

지붕

천정지(0.5㎜)―합판(12㎜)―단열재(50

㎜)―공기층-콘크리트(120㎜)―몰탈(30

㎜)―슬레이트(9㎜)

0.56

외벽

초배지(0.5㎜)―시멘트몰탈(20㎜)―시멘

트벽돌(90㎜)―중공층-단열재(50㎜)―적

벽돌(90㎜)

0.26

최하층 바닥

초배지(0.5㎜)―몰탈(30㎜)―자갈(100

㎜)―콘크리트(150㎜)―단열재(50㎜)―

방습층-콘크리트(120㎜)

0.55

창호 18T 복층창호 4.19

문 일반 문(스틸-단열두께 20㎜ 미만) 2.7

<표 3> 단독주택 외피 구성

◦에 지 성능을 측하기 한 설비 시스템으로서, 본래는 바닥 복사난방과 

패키지 에어컨이 다수 사용되지만, 본 시뮬 이션의 로그램 선택항의 한

계에 의해 단일 존 에어핸들링 유닛을 설정함.

◦실내온도의 경우 에 지 약 설계기 에서 20℃로 권장하고 있으나 타당

성 검토와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실제 사용조건은 21~26℃로 나타남.

13)14)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자료16)를 참고하여 실제 사용조

13) 이 진 외, 2004, ｢한국형 아 트의 난방에 지 분석2: 난방방식에 따른 차이｣

14) 심윤희, 2006,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난방에 지 표 사용량 산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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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해석에 반 하기 하여 난방 설정온도 24℃, 냉방 설정온도 26℃를 

기 으로 설정함.

◦환기 횟수의 국내 법 기 치는 0.7회/h이나 실제 단독주택의 사용조건을 

반 하기 해 문헌자료17)의 실측 평균 환기 횟수인 0.82회/h로 설정함.

◦거주 인원은 4인 기 으로 하며, 인체 발열은 ASHRAE Fundamentals 2001

을 참고하여 열 70W/인, 잠열 45W/인이 발생한다고 설정하고, 시뮬 이

션에서는 실의 유효면 으로 나 어 단 면 당 발열량으로 계산함.

구분 조건

설정온도 난방 24℃, 냉방 26℃

환기횟수 0.82회/h

난방기간 11/01~3/31

냉방기간 6/11~9/10

내부 발열

인체 현열 70W, 잠열 45W

조명기기 80W

기기 267W

<표 4> 단독주택의 시스템 입력 조건

(2) 다세대주택

◦건축면  143.9㎡, 연면  502.6㎡의 4층 규모 다세  주택(6세 )을 모델

로 함. 창면 비는 17.6%임.

◦1층에 1세 , 2~3층에 각각 2세 씩, 4층에 1세 로 총 6세 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필로티로 구성하여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건물은 2,3층 세 의 거실을 기 으로 건물의 장변축을 남북축으로 설정하

여 시뮬 이션함.

15) 정윤 외, 2005, ｢공동주택 거실 온열환경의 측정  거주자의 온도조 행 에 한 연구｣

16) 유호선 외, 2004, ｢한국형 아 트의 난방에 지 분석1: 치의 향｣

17) 윤종호 외, 2008, ｢충청지역 단독주택의 기 성능 실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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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세대주택 평면도 

<그림 5> 다세대주택 정면도 <그림 6> 다세대주택 단면도

◦다세 주택의 외피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건물 시스템 입력조건은 

단독주택의 입력조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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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구성 열관류율(W/㎡K)

지붕
아스팔트 슁글(40㎜)―콘크리트(160㎜)―

지붕단열재(80㎜)
0.31

외벽
적벽돌 치장(450㎜)―단열재(50㎜)―콘크

리트(160㎜)
0.35

최하층 바닥
무근콘크리트(60㎜)―보호몰탈(75㎜)―우

레탄방수(75㎜)―콘크리트 슬래브(150㎜)
0.41

창호 18T 복층창호 4.19

문 일반 문 (스틸-단열두께 20㎜ 미만) 2.7

<표 5> 다세대주택 외피 구성

(3) 공동주택

◦ 상은 4호 조합 상형 공동주택 표 설계도로서 건축면 은 511.4㎡, 연

면 은 7,671.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건물의 층고 2.7m, 천정고 2.4m이며, 층수는 15층으로 총 60세 , 창호면

은 체 벽체면 의 약 33.9%를 차지함.

<그림 7> 공동주택 기준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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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동주택 입면도 <그림 9> 공동주택 단면도

◦공동주택의 외피 구성은 <표 4>와 같으며, 건물 시스템 입력 조건은 환기 

횟수를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같음. 공동 주택의 환기 횟수는 국내 법 기

치인 0.7회/h를 용함.

구조체 구성 열관류율(W/㎡K)

지붕
아스팔트 슁글(40㎜)―콘크리트(160㎜)―

지붕단열재(80㎜)
0.31

외벽
적벽돌 치장(450㎜)―단열재(50㎜)―콘크

리트(160㎜)
0.35

최하층 바닥
무근콘크리트(60㎜)―보호몰탈(75㎜)―우

레탄방수(75㎜)―콘크리트 슬래브(150㎜)
0.41

창호 18T 복층창호 4.19

문 일반 문(스틸-단열두께 20㎜ 미만) 2.7

<표 6> 공동주택 외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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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상복합 건물

◦ 상 건물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트로 이용되며, 지하 4층, 지

상 15층으로 이루어짐.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계단실  로비로 사용되며, 

2~9층은 오피스텔, 10~15층은 각층 12세 씩 총 72세  아 트로 설계됨.

◦건물의 체 지면 은 2,028㎡, 건축면 은 1,214㎡, 연면 은 23,212㎡

이며, 창면 은 4,547㎡으로 창면 비는 39.9%임.

<그림 10> 주상복합 1층 평면도

<그림 11> 주상복합 2~9층 평면도

<그림 12> 주상복합 10~15층 평면도



부 록  199

<그림 13> 주상복합 남측면도 <그림 14> 주상복합 단면도

(5) 사무소건물

◦ 상 사무소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이고, 지하층은 주로 기계실과 

주차장, 지상층은 사무실로 구성됨.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외장은 속 외장 패 과 칼라복층

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면  939.9㎡, 연면  30,071.0㎡, 창면 비 

36.3%임. 층고는 4m, 천정고는 2.7m로 계획됨.

<그림 15> 사무소건물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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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무소건물 정면도 <그림 17> 사무소건물 단면도

◦사무소건물의 외피 구성은 다음 <표 7>과 같음.

구조체 구성 열관류율(W/㎡K)

지붕
아스팔트 슁글(40㎜)―콘크리트(160㎜)―

지붕단열재(80㎜)
0.31

외벽
적벽돌 치장(450㎜)―단열재(50㎜)―콘크

리트(160㎜)
0.35

최하층 바닥
무근콘크리트(60㎜)―보호몰탈(75㎜)―우

레탄방수(75㎜)―콘크리트 슬래브(150㎜)
0.41

창호 18T 복층창호 4.19

문 일반 문 (스틸-단열두께 20㎜ 미만) 2.7

<표 7> 사무소건물 외피 구성

(6) 학교 

◦학교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이고, 건축면  3,451.9㎡, 연면  

15,462.8㎡의 철근콘크르트 건물로, 외부 마감은 토벽돌 치장쌓기와 화

강석버 구이로 되어 있음. 건물의 층고는 3.7m이며, 천정고는 2.6m임.

◦창면 은 20.2%이며, 아래 그림은 건물의 기 층 평면, 입면, 단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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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학교건물 평면도

<그림 19> 학교건물 입면도

<그림 20> 학교건물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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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원 

◦병원은 건축면  1,130.9㎡, 연면  10,161.5㎡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으

로 구성됨.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천정고는 3.3m, 창면 비는 16.5%임.

<그림 21> 병원 평면도

<그림 22> 병원 입면도

 

<그림 23> 병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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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텔

◦호텔은 지의 경사차이를 이용하여 3층~8층 규모의 A동(우측)과 지하 1

층~4층 규모의 B동(좌측)으로 구성된 건물로 연면 이 12,570㎡, 건축면

이 2,382.48㎡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창면 비는 29.6%로 천정고는 

3.3m임. 

<그림 24> 호텔 평면도

 

<그림 25> 호텔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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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향은 남서 65°로 기울어져 있으며, 건물의 에 지 성능을 측하기 

한 설비 시스템으로서, 냉방열원과 난방열원은 각각 팽창코일과 온수코

일을 선정함. 시스템은 실별 제어가 가능한 Packaged DX Parallel Fan- 

Powered VAV with HW Reheat 시스템을 설정함.

(9) 백화점

◦백화 은 건축면  2775㎡, 연면  31,772㎡, 창면 비 7.7%의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임. 천정고는 4.5m이며, 

창면 비는 7.7%임.

<그림 26> 백화점 1층 평면도

<그림 27> 백화점 입면도 <그림 28> 백화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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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스케줄

◦각 건물 스 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용하 으며, 주상복합의 경

우 주거공간은 주거용 건물 스 을, 업무공간은 업무용 건물의 스 을 

용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실률

월~금 1 1 1 1 1 0.9 0.6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6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0.8 0.6 0.05 0.05 0.05 0.05 0.05 0.6 0.6 0.6 0.6 0.6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0.8 0.8 0.6 0.6 0.6 0.8 0.8 0.8 0.8 0.8 1 1 1 1 1 1 1

조명

월~금 0.05 0.05 0.05 0.05 0.05 0.7 0.7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7 0.7 0.7 0.7 0.3 0.05 0.05

토요일 0.05 0.05 0.05 0.05 0.05 0.7 0.7 0.3 0.3 0.3 0.3 0.6 0.6 0.6 0.6 0.6 0.6 0.9 0.9 0.9 0.9 0.3 0.05 0.05

일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9 0.9 0.9 0.3 0.3 0.05 0.05

콘센트

월~금 0.2 0.2 0.2 0.2 0.2 0.6 0.6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9 0.9 0.9 0.9 0.6 0.05 0.2

토요일 0.3 0.3 0.3 0.3 0.3 0.6 0.6 0.4 0.4 0.4 0.4 0.4 0.6 0.6 0.6 0.6 0.6 0.9 0.9 0.9 0.9 0.7 0.3 0.3

일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9 0.9 0.9 0.9 0.3 0.05 0.05

침기율

월~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냉방

월~금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토요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일요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난방

월~금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토요일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일요일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표 8>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의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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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실률

월~금 0 0 0 0 0 0 0 1 1 1 1 0.5 1 1 1 1 1 0 0 0 0 0 0 0

토요일 0 0 0 0 0 0 0 1 1 1 1 0.5 0.3 0.3 0.3 0.3 0.3 0 0 0 0 0 0 0

일요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조명

월~금 0 0 0 0 0 0 0 1 1 1 1 0.5 1 1 1 1 1 0 0 0 0 0 0 0

토요일 0 0 0 0 0 0 0 1 1 1 1 0.5 1 1 0 0 0 0 0 0 0 0 0 0

일요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콘센트

월~금 0 0 0 0 0 0 0 1 1 1 1 0.5 1 1 1 1 1 0.1 0.1 0.1 0.1 0.1 0.1 0

토요일 0 0 0 0 0 0 0 1 1 1 1 0.5 1 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

일요일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침기율

월~금 1 1 1 1 1 1 1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1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1 1 0.8 0.8 0.8 0.8 0.8 0.8 0.8 1 1 1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냉방

월~금 35 35 35 35 35 35 3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35 35 35 35 35 35 35

토요일 35 35 35 35 35 35 35 26 26 26 26 26 26 26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일요일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난방

월~금 13 13 13 13 13 13 13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3 13 13 13 13 13 13

토요일 13 13 13 13 13 13 13 22 22 22 22 22 22 2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일요일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표 9> 업무용(사무소, 주상복합) 건물의 스케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실률

월~금 0 0 0 0 0 0 0.1 0.7 0.9 0.9 0.9 0.9 0.9 0.8 0.5 0.2 0.1 0.05 0.05 0 0 0 0 0

토요일 0 0 0 0 0 0 0.1 0.9 0.9 0.9 0.8 0.8 0 0 0 0 0 0 0 0 0 0 0 0

일요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조명

월~금 0.05 0.05 0.05 0.05 0.05 0.05 0.3 0.9 0.9 0.9 0.9 0.9 0.9 0.9 0.7 0.5 0.5 0.3 0.1 0.05 0.05 0.05 0.05 0.05

토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3 0.9 0.9 0.9 0.9 0.9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일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콘센트

월~금 0.05 0.05 0.05 0.05 0.05 0.05 0.3 0.9 0.9 0.9 0.9 0.9 0.9 0.9 0.7 0.5 0.5 0.4 0.05 0.05 0.05 0.05 0.05 0.05

토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3 0.9 0.9 0.9 0.9 0.9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일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침기율

월~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냉방

월~금 off off off off off off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off off off off off

토요일 off off off off off off 26 26 26 26 26 26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일요일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난방

월~금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8 18 18

토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일요일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표 10> 학교 건물의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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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실률

월~금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토요일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일요일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조명

월~금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토요일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일요일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콘센트

월~금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토요일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일요일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침기율

월~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냉방

월~금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토요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일요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난방

월~금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토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일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표 11> 병원 건물의 스케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실률

월~금 0 0 0 0 0 0 0 0.1 0.2 0.5 0.5 0.7 0.7 0.7 0.7 0.8 0.7 0.5 0.3 0 0 0 0 0

토요일 0 0 0 0 0 0 0 0.1 0.2 0.5 0.6 0.8 0.9 0.9 0.9 0.8 0.7 0.5 0.2 0 0 0 0 0

일요일 0 0 0 0 0 0 0 0 0 0.1 0.2 0.2 0.4 0.4 0.4 0.4 0.4 0.2 0 0 0 0 0 0

조명

월~금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6 0.5 0.05 0.05 0.05 0.05

토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6 0.5 0.05 0.05 0.05 0.05

일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9 0.9 0.9 0.9 0.9 0.9 0.9 0.6 0.05 0.05 0.05 0.05 0.05 0.05

콘센트

월~금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6 0.5 0.05 0.05 0.05 0.05

토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6 0.5 0.05 0.05 0.05 0.05

일요일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9 0.9 0.9 0.9 0.9 0.9 0.9 0.6 0.05 0.05 0.05 0.05 0.05 0.05

침기율

월~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냉방

월~금 off off off off off off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off off off off off

토요일 off off off off off off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off off off off off

일요일 off off off off off off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off off off off off

난방

월~금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8 18 18

토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8 18 18

일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8 18 18

<표 12> 백화점 건물의 스케줄



208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실률

월~금 0.9 0.9 0.9 0.9 0.9 0.9 0.7 0.4 0.4 0.2 0.2 0.2 0.2 0.2 0.2 0.3 0.5 0.5 0.5 0.7 0.7 0.8 0.9 0.9

토요일 0.9 0.9 0.9 0.9 0.9 0.9 0.7 0.5 0.5 0.3 0.3 0.3 0.3 0.3 0.3 0.3 0.3 0.5 0.6 0.6 0.6 0.7 0.7 0.7

일요일 0.7 0.7 0.7 0.7 0.7 0.7 0.7 0.7 0.5 0.5 0.5 0.3 0.3 0.2 0.2 0.2 0.3 0.4 0.4 0.6 0.6 0.8 0.8 0.8

조명

월~금 0.2 0.2 0.1 0.1 0.1 0.2 0.4 0.5 0.4 0.4 0.3 0.2 0.2 0.2 0.2 0.2 0.2 0.2 0.6 0.8 0.9 0.8 0.6 0.3

토요일 0.2 0.2 0.1 0.1 0.1 0.2 0.3 0.3 0.4 0.4 0.3 0.2 0.2 0.2 0.2 0.2 0.2 0.2 0.6 0.7 0.7 0.7 0.6 0.3

일요일 0.3 0.3 0.2 0.2 0.2 0.2 0.3 0.4 0.4 0.3 0.3 0.3 0.3 0.2 0.2 0.2 0.2 0.2 0.5 0.7 0.8 0.6 0.5 0.3

콘센트

월~금 0.2 0.2 0.1 0.1 0.1 0.2 0.4 0.5 0.4 0.4 0.3 0.2 0.2 0.2 0.2 0.2 0.2 0.2 0.6 0.8 0.9 0.8 0.6 0.3

토요일 0.2 0.2 0.1 0.1 0.1 0.2 0.3 0.3 0.4 0.4 0.3 0.2 0.2 0.2 0.2 0.2 0.2 0.2 0.6 0.7 0.7 0.7 0.6 0.3

일요일 0.3 0.3 0.2 0.2 0.2 0.2 0.3 0.4 0.4 0.3 0.3 0.3 0.3 0.2 0.2 0.2 0.2 0.2 0.5 0.7 0.8 0.6 0.5 0.3

침기율

월~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토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냉방

월~금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토요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일요일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난방

월~금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토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일요일 18 18 18 18 18 2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표 13> 호텔 건물의 스케줄

2. 설문조사에 의한 성능개선 우선순위 결과

◦ 비교를 통한 가 치 산정 결과 에 지 감효과가 0.42, 비용 감 효

과가 0.21, 환경 효과가 0.37로, 에 지 감 효과 > 환경 효과 > 비용 감 

효과 순으로 나타남.

◦가 치는 건물 유형별로 최종 인 성능 개선 요소 우선순  결과를 도출하

기 해 산정되었으며, 산정된 가 치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각 건

물 용도별 우선순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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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순위

건물

유형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순위

공동

주택

벽체 단열 강화 1

다세대 

주택

벽체 단열 강화 1

창문 효율개선 2 창문 효율개선 2

창틀 단열 강화 3 창틀 단열 강화 3

자연채광 활용 4 자연채광 활용 4

개별 온도제어 5 지붕 단열 강화 5

창틀 기밀성 개선 6 옥상녹화 6

옥상녹화 7 창틀 기밀성 개선 7

수목 식재 8 공간구성 8

수변공간 조성 9 개별 온도제어 9

벽면 녹화 10 벽면녹화 10

단독

주택

벽체 단열 강화 1

주상

복합

벽체 단열 강화 1

창문 효율개선 2 창문 효율개선 2

옥상녹화 3 자연채광 활용 3

창틀 단열 강화 4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4

창틀 기밀성 개선 5 창틀 단열 강화 5

지붕 단열 강화 6 개별 온도제어 6

자연채광 활용 7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7

공간구성 8 창문활용 8

보일러 효율 개선 9 환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9

벽면녹화 10 옥상녹화 10

<표 14> 주거용 건물 우선순위

건물

유형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순위

건물

유형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순위

병원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1

학교

자연채광 활용 1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2 창문 효율개선 2

자연채광 활용 3 벽체 단열 강화 3

창문 효율개선 4 수목 식재 4

옥상녹화 5 공간구성 5

공간구성 6 옥상녹화 6

벽체 단열 강화 7 창틀 기밀성 개선 7

개별 온도제어 8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8

배기열 회수 9 조명 효율개선 9

수목 식재 10 창틀 단열 강화 10

<표 15> 비주거용 건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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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순위

건물

유형
건물 성능 개선 요소 순위

사무소

창문 효율개선 1

호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1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2 재실감지센서 2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3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3

자연채광 활용 4 환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4

벽체 단열 강화 5 자연채광 활용 5

옥상녹화 6 창문 효율개선 6

창문활용 7 공간구성 7

개별 온도제어 8 옥상녹화 8

조명 효율개선 9 조명 효율개선 9

창틀 단열 강화 10 개별 온도제어 10

백화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1

조명 효율개선 2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3

환기시스템의 용량 최적화 4

환풍기 설치 5

절수형 기구 6

배기열 회수 7

벽체 단열 강화 8

옥상녹화 9

수목 식재 10

<표 계속> 비주거용 건물 우선순위

◦주거용 건물의 우선순

－모든 유형에서 1순 는 벽체 단열 강화, 2순 는 창문 효율 개선으로 나

타났으며, 그 밖에 지붕 단열강화, 창틀 단열 강화, 창틀 기 성향상과 

같은 건축부분의 요소들이 상 를 차지함.

－주거용 건물의 특이사항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녹화가 3 로 다른 

주거용 건물 타입에 비해 높은 순 를 차지하 으며, 이는 상 으로 

단독주택이 옥상녹화를 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 한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공간에 한 설비를 고

려되기 때문에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 화  에 지 리시스템 구축 등 

설비부분의 요소기술들 한 상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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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의 우선순

－각 건물 유형에 따라 다르나 공조시스템의 용량 최 화, 에 지 리시스

템 구축, 자연채  활용(조 제어) 등 설비 인 요소기술들이 순 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병원, 사무소, 백화 , 호텔의 경우 주로 공조시스템을 통

한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상 으로 학교시설의 경우는 자연채 의 활용 외에 창문 효율개선, 벽

체 단열강화와 같은 건축부분의 요소들이 상 를 차지함.

3.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례

1) Guthrie Building18), USA

◦미국 Oregon, Portland에 있는 1913년에 건축된 사무소건물로 이 지역 최

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2001년 300만달러를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 으며, 2002년 3월 완공

◦2003년도 LEED Silver 등 을 받음.

<그림 29> Guthrie Building 리모델링 전 ․ 후

18) http://www.cement.org/buildings/buildings_office_balfou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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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기술

－단열 강화를 한 덧창 설치

－열반사 지붕(heat-reflecting Energy Star roof)

－주  제어

－건물의 기 성능 향상(틈새바람 최소화)

－ 수 기기 설치

－건설 폐기물의 75%를 회수

－목재품의 58%를 FSC certified forest으로부터의 재품 사용

－유해물질, VOC 방출 자재 사용

<그림 30> Guthrie Building의 업무 공간 환경 개선

2) Joseph Story House19), USA

◦1811년에 지어져 그 당시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최연소 사 던 

Joseph Story가 살았던 연방정부 스타일의 주택으로, 이후 1928년 남극탐

험에 성공한 Vaughan family 등이 거주하 던 건물

◦2006년 리모델링을 실시하 으며, LEED-Sliver 등 을 받음.

19) http://www.greenremodeling.org/contractor/article.aspx?resourceid=60

http://nshoremag.com/the-joesph-story-house-in-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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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Joseph Story House

 

<그림 32> 실내 환경 개선

◦주요 요소기술

－단열강화( 장 발포형 단열재 사용) : 약 40% 에 지 감 효과

－로이유리 사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환기열 회수

<그림 33> 지붕 및 천장 단열 성능 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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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VFAC Building 3320), USA

◦1850년  지어진 공장건물을 1998년에 2100만달러를 들여 인 사무

소 건물로 리모델링

<그림 34> NAVFAC Building 33

<그림 35> 기존건물의 보존 및 실내 환경 개선

20) http://www.wbdg.org/references/cs_bldg3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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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기술

－새로 설치된 창  천창에 고효율 유리 이용

－창문에 반사 블라인드 사용

－천창에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창문에 선반 설치

－단열 강화

－천창을 이용한 자연채 (반사 을 이용)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HVAC 시스템, 고효율 냉동기  냉각탑 설치

－펌  동력 약, 펌 의 크기 조

－고효율 엘리베이터 시스템 모터 사용

－조 제어, 거주자 센서

－VOC 방출 재료 사용

－건설폐기물 최소화

4) Lauriston Place, UK

◦Edinburgh Old Town Conservation Area 내에 있는 치하고 1820년 에 

지어진 국 조지 왕조 시 (1714~1830)의 공동주택 건물

<그림 36> Lauristo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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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젝트는 2007~2008년 리모델링이 실시되었으며, 에 지 효율 향상

을 한 개선 요소는 다음과 같음.

－덧창 설치

－셔터 복원

－개구부의 기 성 향상

－지붕 단열 강화

－바닥 단열 강화

－보일러 성능 향상

－고효율 조명기기

－스마트 모니터

◦건물의 성능 개선에 따라 운 비가 평균 175 운드(최  400 운드 이상) 

감 가능하며, CO2를 평균 1톤(최  2.4톤 이상) 감 가능

◦에 지 소비량은 평균 5,000kWh(최  12,000kWh 이상) 감 가능

<그림 37> 셔터 복원 및 덧창 설치

<그림 38> 바닥 단열 강화 <그림 39> 스마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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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nergy Saving Strategy in Seoul toward 

Low Carbon Society 

Hang-Moon Cho ․ Sang Hyeon Jin ․ Min-Kyeong Kim ․ Yoon Hee Kim

The keyword of ‘green energy master plan, Seoul 2030’ is the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and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buildings. Seoul is weak 

in the law and the institutional basis for building energy.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elected 5 stage strategic plans for building energy, which 

is more important for existing buildings than for new buildings. This research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olitic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pproach.

For the short-term strategy, the public interests, redundancy, and 

conservation values are needed, also for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middle-long-term strategy, the economy, efficiency and excellence are needed.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objectives in the elected 5 stage is the policy 

about Multi-family Rental Housing, priority support of low-income housing, 

support of high conservation value building, which can be performed 

immediately without changing the law.

Technology and energy savings the policy are applied are as follows: 

The effect of 950~1400kWh/household energy savings per year by 

replacement of window items. The effect of 560~1,500kWh/household energy 

savings per year by the wall insulation. The effect of 1,463kWh/household 

energy savings per year by replacement of front door. The effect of 480~ 

660kWh/household energy savings per year by the roof insulation. The effect 

of 400~500kWh/household energy savings per year by replacement of boiler 

items.

Through an analysis of policies and technical effects, an institutional-based 



220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building plan can be divided into 5 types. Regulatory, direct enforcement, 

financial support, technical support, training and promotion. Moreover it is 

desirable to plan various policy portfolio about building energy reducti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building energy-reduction strategies in Seoul 

intensifying cooperation, setting a good example and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these principals, the middle-term strategies are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 system, the 

supply of  building energy information, the consolidation of the floor area 

ratio incentives, tax cuts,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policy.

The long-term strategies are suggeste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building standards in Seoul, the introduction of review system of 

energy-saving plan, the require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certification, th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display, the introduction of 

carbon trading system.

As the most important project promoted by the elected 5 stage, building 

insulation and window replacement will be operated for about 40,000 cases of 

low-income housing including multi-family rental housings and about 10,000 

cases of historic building.

The cost for this project will be estimated approximately between 5.9 

millions and 7.1 millions won per household, and it is effected 9,290 energy 

savings and 21,690 tons of greenhouse gas reductions per year. To secure 

resources, it is suggested to the use of climate change funds, to more than 5 

billions of climate change fund per year in general account.

By building a roadmap based on these suggestions, the elected 5 stage in 

2010-2014 should focus on the supported program, and also the long-term 

program after 2014 sould combine to incentive policy and regulato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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