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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o far in our country, green building verification

is not enough for energy use and the economy, especially for the value of green building is urgently needed a database

system. 2) For Needs Analysis and Recognition for green building, more than 90% people were responded, on the

environment have had a lot of interest, especially the response was important certification law. To the problem of the

improvement were proposed the contents such as “incentives for activation”, “Promotion and advertising to the impor-

tance of certification”, and “foreign certification transfer moderately to our country”, In particular, for the diffiusion in

green building, ROI (return of Investment) was the most urgency of solving proposed. 3) For the analysis of social

values,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rough the pairwise comparison are as follows; Factors for the analysis

of social values   is the most important in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22.6%) for work efficiency, water savings (82.8%) in energy consumption and separate collection

of recyclable resources (37.3%) in environmental issues were shows a higher weight.

Key words : Green building, Surve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1. 서  론

‘그린(Green)’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적

게 배출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

리 정부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고 있으며 특히, 녹색건축물의 보급 및 확

산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축업계, 부동산투자자, 건축주, 부

동산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 등에게도 아직 인

증제도와 그 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녹색건축물

시장이 제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녹색건축물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는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가 주로 이용

되고 있는데, 이는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의

정량적 가치만을 평가하고 있을 뿐 사용자 입장에서의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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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녹색건축물의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와 전문가

들의 설문을 조사하였다. 특히, 계층화분석(AHP)을

통하여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 중 사회적 가치를

평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도를 도

출하였다. 이와같은 연구의 궁극적목적은 녹색건축물

의 보급을 위한 기초적자료 제시를 위한 것이다. 

2. 국내 ·외 녹색건축물 관련현황

2.1. 국내 

녹색건축물이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실현을 목

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 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어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통해서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 하여 인간과 자연이

모두 쾌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건축물이라 한다.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과 관련하여 에너지소비총

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 녹색건축인증제(G-

Seed),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에너지소비증명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녹색건축인증제(G-Seed)란 현재 인간생활을

위해 건축되는 건물들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방해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인간생활공간을 각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인

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2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로 출발하여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

행 이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은 Figure 1과 같이 2002년 친

환경건축물 인증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국내 건설경기침체

로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녹색건

설 관련 시장 전망은 건물·도시 리모델링, 사회간접시

설 녹색건설화, 폐기물 및 폐수처리 시설, 노후화된 시

설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2.2. 미국 

미국의 건물 녹색화 제도는 민간 기구 위주로 추진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건물 녹색화 제도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 기구는 건물 녹색화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및 관련 정보 등을 홍보하고 있

는 실정이다. 건물녹색화 관련 연구나 정보는 에너지

가 주 대상이다. 건물녹색화 추진 관련 민간 기구로는

Architecture 2030과 미녹색건물협회(US Green Buil-

ding Council)가 대표적이며, 정부 기관으로는 미 에너

지성(US Department of Energy),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에서 건물 녹색화

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주관하고 있다.

McGraw-Hill Construction 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

면 미국은 최근 미국 건축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녹색주거용 건물 시장의 규모나 전체 건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5년에는 건설업의 60% 이상이 녹색건

물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는 녹색건물이 건설

분야의 틈새시장에서 일반 시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경

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물녹색화

수요는 과거에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주도로 소비자

들에게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통하여 유도

해왔으나, 현재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녹색건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건물주들이 녹색건물을 건설하는 동

기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에너지 경비

절감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향상된 건물의 질과

실내의 쾌적도를 증가에 따른 만족도를 내세우고 있다. 

Figure 1. Certification for green buildings.
Figure 2. Progress of residential green building markets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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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녹색건물의 장애 사항으로는 건축주들의 녹

색건물의 초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실제 녹색건물

은 일반 건물에 비해 약 7% 정도 추가 경비가 소요되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한다.

2.3. 유럽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건물녹색화 정책을 단

계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EU의 기본 입장은 교토의

정서를 준수하며 2020년까지 Greenhouse Gas (GHG)의

배출을 1990년 기준치보다 20% 절감하며 국제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30% 절감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실천 방안으로 2010년 5월 채택된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성능 지시 조항 2010/31(EU Directive 2010/31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는 2020년까지

모든 건물에 대해 니어제로에너지 건물로 변환하기 위

한 목표와 실천 계획(Action Plan for Energy Effi-

ciency: Realizing the Potential)을 각 소속 국가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소속 국가들은 기후, 지역 특성, 실내

환경 요구 사항 및 경제 효율을 고려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EU에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에게 건물 에너지 효율 증진 방법을 홍보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 에너지 인증제와 검

사 보고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진 방법과 가능한 경

우 재정적인 지원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건

물 에너지 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계산법

이나 실측 성능에 의거한 두 가지 성능 방법을 채택하

여 평가하며, 신축 건물의 경우, 실측한 건물 성능을

측정하기까지는 완공 후 최소 1년의 가동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가 현

실적인 대안으로 사용된다.

3. 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

작으로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인식 조사 단계로서

환경문제와 에너지관심도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제

도의 관심도를 파악하고 특히, 녹색건축물 보급의 방

법을 찾고자 소비자(비전문가)와 전문가(건축업무 관

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녹색건축물 보급 전략은 대부분 전문가(업계

종사자)에게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의 인식

부족의 한계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소비자)

들의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NEEDS분석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녹색건

축물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을 찾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총 202명(전문가 78명,

비전문가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대상 분포도는 Figure 3과 같이 회사원(29%),

학생(20%), 건축 환경 연구원(17%), 전업주부(9%), 건

축설비 종사자(9%), 기타(5%), 건축시공, 건축설계 종

사자(4%), 사업가(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설문 내용

Table 1. Survey Summary

Survey

Survey area Capital Area

Questionnaire 

Survey Target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19

Sample Size
202 Person 

(Expert:78, Non-expert:124)

Survey Method Each Distribution & Visit

Survey & Analysis 

Period 
2012.03~07 (5 months)

Survey Recovery
40.4% (500 Copy Distribution, 

202 Collections)

Figure 3. Survey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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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적인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Figure 4 참조).

1) 환경문제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관심도 설문

Q-1.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

습니까? (공통질문)

Q-2.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공

통질문)

Q-3.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공통질문)

Q-4. Q-3질문에 대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

다”로 응답하자 한하여, 어떤 점에서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Q-5. 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맏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물)

Q-6. 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사는

것이 국가 환경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Q-7. 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이 받지 않

은 건물에 비

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공통질문)

Q-8. 국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

해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Q-9. 국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은 어떻게 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Figure 4. Questionnair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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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조사 분석결과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비

전문가와 전문가 모두 약 90%이상이 인증제도가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일부(9명)에서

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질문

4)로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비전문가)” “인

센티브 정책에 대한 미흡(전문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유지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도움이 크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Q-1, Q-2, Q-3, Q-4 설문결과 비전문가, 전문가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문가(소

비자)인 경우 74%(92명)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88%(104명)가 녹색건축물의 중요도

는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녹색”이라는

단어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 분석 되었다..또한, Q-

5, Q-6, Q-7 설문결과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이 에너지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국가 환경 정책

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과반수이상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

였다. 또한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가치 인식의 질문

에서는 전문가 74%(50명), 비전문가 87%(111명)가 “그

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답변을 보였다. 

Q-8, Q-9에 대한 설문에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인센

티브에 대한 활성화”, “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

보가 필요하다”로 응답하였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설문에서도 국외의 인증제

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해야한다는 답변

이 가장 높게(49%) 나타났다. 

4.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녹색건축물 가치 분석

4.1.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의 정의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

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

우, 이를 계층화(Hierarchy)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

들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4.2.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현재 국내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의 주요 한계

점은 소비자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녹색건축물 인증으

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재실자)입장의 가치와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인

증 심사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실시하였다. 

4.2.1 설문 구성

설문지는 크게 제 1계층, 2계층, 3계층으로 나누었는

데 1계층(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에 대해 ‘환경문제’, ‘에너지소비’, ‘쾌적한 업무

환경’으로 3개 분류의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기본 목표에 대한 적용요소에 대해 ‘환경문제’ 4

개 분류, ‘에너지소비’ 2개 분류, ‘쾌적한 업무 환경’ 7개

분류로 나누어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4.2.2 설문 대상

설문대상자는 건축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친환경컨설턴트 25명, 건축설계자 10명, 건축설

비 전문가 15명 등 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Table 2

참조) 

4.3.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가기준 설정

녹색건축물 인증(업무용건축물) 평가항목 중 재실

자(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환경문제 해결, 에너지 소비 감소, 업무효율 향상의 3

가지 방안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 평가 기준은 13가

지의 적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4.3.1 환경문제 해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

Table 2. Survey Summary

Survey

Survey Area Seoul

Questionnaire 

Survey Target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19

Sample Size 50 Person 

Survey Method Each Distribution & Visit

Survey & Analysis 

Period 
2013. 09~10 (2 months)

Survey Recovery
62.5%(80 Copy Distribution, 50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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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

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 세부 평가

항목(3개)으로는 ‘대중교통 시설’, ‘자전거 보관 시설’,

‘세수 후 건조방식’,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로 분류

하였다.

4.3.2 에너지소비 감소

녹색건축 인증 2013에 따르면 생활용 상수소비 절

감률을 평가함으로써 에너지와 상수 공급, 하수처리를

위한 설비 및 비용을 줄이며,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

한 전력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한다. 세부 평가 항목(2

개)으로는 ‘수자원 절약(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에너

지 절약(조명에너지 절약)으로 분류하였다. 

4.3.3 쾌적한 업무 환경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세부 평가 항목(7

개)으로 ‘시스템변경의 용이성’, ‘쾌적한 실내환경 조

성’,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공기환경’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 ‘음환경’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

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

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온열환경’ (실내 자동온도 조

절장치 채택 여부)으로 분류하였다. 

4.4. 계층화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결과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환

경문제, 에너지소비, 업무효율 향상 3가지로 분류한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의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다.

4.4.1 제 2계층(기본목표)의 상대적 가중치 도출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구축한 계층화분석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프로그램을 통

해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분석을 위한 대분류 인자

들(환경문제 해결, 에너지소비 감소, 업무효율향상)의

각 변수별 상대적 가중치 계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즉, 제 2계층(기본목표) 설문에서는 업무효율 향상

(47%) >에너지소비 감소(30%) >환경문제 해결(23%)

순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녹색건축물 인증 항

목 중 실내 환경 부분 22.76%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의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4.4.2. 제 3계층(적용요소)의 상대적 가중치 도출

제 3계층의 각 적용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문제 해결

제 3계층 (적용요소)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설문 결

과 Table 4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

(37.30%) > ‘대중교통 시설’(36%) > ‘세수 후 건조방식’

(16.80%) > ‘자전거 보관 시설’(0.98%) 순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나) 에너지소비 감소

제 3계층 (적용요소)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설문

결과 Table 5와 같이 ‘생활용수 절감’(82.8%) > ‘조명

에너지 절약’(1.72%) 순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Table 3. The Second Level Basic Target

Factor

Weighting 

Calculation 

Result

Consistency 

Ratio

1. Environmental Problem 

Solution
0.227

0.089
2.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0.303

3. Work Efficiency 

Improvement
0.470

Table 4. Environmental Problem Solutions of The third

level Applicable Elements

Solve Environmental 

Problem

Weighting 

Calculation Result

Consistency 

Ratio

1.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0.360

0.092

2. Bicycle Rack 0.098

3. Drying System after 

Wash up (Resource 

Conservation)

0.168

4. Recycling 

of Recyclable

Resources

0.373

Table 5. The Third Level Applicable Elements of Energy

Consumption Survey Results

Energy Consumption

Weighting 

Calculation 

Result

Consistency 

Ratio

1. Household Water Saving 0.828
0.000

2. Lighting Energy 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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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효율 향상

제 3계층 (적용요소) 업무효율 향상에 대한 설문 결

과 Table 6과 같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22.60%) >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19.80%) > ‘자연환기성능 확

보’(16.80%) >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15.3%) >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12%) > ‘실내 자동온도 조절

장치 채택’(0.70%)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0.66%) 순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위한 기본목표

에 따른 세부목표의 상대적 가중치와 순위를 종합하면

Table 7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문조사와 계층화분

석(AHP)을 통하여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 중 사

회적 가치를 평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도를 도출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최근 건축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녹색건물을 요구하는 상황으

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건물소유주들

에게 건물에너지 효율증진 방법을 홍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에너지 인증제와 검사 보고서,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 방법과 재정적인 지원 방법

등으로 점차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녹색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

이 부족하며 특히, 녹색 건물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2) 녹색건축물에 대한 NEEDS분석 및 인식조사를

위하여 총 202명(전문가 78명, 비전문가 124명)을 대

Table 6. The Third Level Work Efficiency Improvement

 Work Efficiency

Improvement

Weighting 

Calculation Result

Consistency 

Ratio

1. Availability of System 

Change
0.120

0.090

2. Thermal Comfort 

Environment
0.226

3. Natural Ventilation 

System
0.168

4. The design 

of exhaust port
0.198

5. Interior noise of 

raffic noise
0.153

6. Relaxation area 0.066

7. Indoor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0.070

Table 7. AHP Questionnaire Result

Classification
Weighting 

Calculation Result
Ranking Detail factor

Weighting 

calculation result
Ranking

 Environmental 0.227 3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0.360 2

Bicycle Rack 0.098 4

Drying System after Wash up

(resource conservation)
0.168 3

Recycling of Recyclable Resources 0.373 1

Energy 0.303 2
Household water saving 0.828 1

Lighting Energy 0.172 2

Zork Efficiency 0.470 1

Availability of System Change 0.120 5

Thermal Comfort Environment 0.226 1

Natural Ventilation System 0.168 3

The design of exhaust port 0.198 2

Interior noise of traffic noise 0.153 4

Relaxation area 0.066 7

Indoor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0.07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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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두

집단(전문가와 비전문가)의 90%이상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지만, 인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

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인센티브에 대한 활성화”,

“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로 응답

하였다. 또한,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에 대해서는 국외

의 인증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해야한

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보

급을 위해서는 투자회수비용(ROI, return of Invest-

ment)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3)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문

제, 에너지소비, 업무효율 향상 3가지로 분류하여 전

문가(친환경컨설턴트, 건축설계자 및 설비 전문가) 50

명에 대한 설문을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하여 녹색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적 가치 분석을 위한 대분

류 인자에서는 업무효율향상>에너지소비 감소>환경

문제해결의 순으로 ‘업무 효율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내용에서는 업무효율향

상은 실내쾌적환경조성(22.6), 에너지소비감소에서는

생활용수절감(82.8%), 환경문제해결에서는 재활용 가

능한 자원분리수거’(37.3%)가 각각 높은 가중치를 나

타내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물의 보급 현황 분석,

보급에 따른 소비자 NEEDS분석 이후, AHP기법을 이

용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가

중치를 산정하였다. 추후 연구로써 사회적 가치 평가

를 위한 평가기준 산정 및 검증을 통해 보급된 업무용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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