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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린(Green)’은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였

다. 그린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

율을 높이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환경과 경제를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저탄소 녹

색성장’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해 ‘녹색건물’

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녹색 건물에는 그린홈, 그린 빌딩 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

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녹색 건물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

고, 높은 효율의 에너지 설비와 환경공해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자원을 재활

용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1)

녹색 건축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

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업계, 부동산투자자, 건축주,

부동산 전문가, 일반 국민 등에게 인증제도 및 인증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녹색선진국에 비해 녹색건축물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2)

녹색건축물의 확산의 근본 적인 원인은 지속가능한 건물을 보급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1) 김태훈. 녹색건물의 그린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국제동향. 부동산연구원

2) 엄세연.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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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이러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시공·운영·

유지관리·해체폐기 등 전생애주기 동안의 환경부하 평가를 위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다. 녹색건축물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 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LCA)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방출량을

산정해 환경경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라운드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건축물의 가치를 LCC, LCA로써 비용 및 편익 분석으로 경제적, 환경

적 가치를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자(재실자) 입

장에서 가치는 열 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 환경에서의 쾌적함, 업무의 효

율성, 건강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 정량적인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편익 분석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녹색건축물 관련 현황 분석, 녹색건축

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를 분석함으로

써 녹색건축물 보급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는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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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녹색건축물 보급 현황 및 관련 시장 동향 분석

국내·외 녹색 건축 현황, 녹색건축물 제도 및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녹색

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녹색건축물 시장 수요 파악 및 현황 조사를 통한 확산방법 제시의 초기

단계로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소비자)의 환경, 에너지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

식조사를 통해 현재의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

을 모색하고자 한다.

(3) AHP 기법을 이용한 녹색건축물 가치 분석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감

정적·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

다.3) 건물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LCC(Life Cycle Cost), LCA(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경제 및 환경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사회적 가치로써 사용자의 환경 및 에너지 효과, 업

무 환경 개선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녹색건축물 활성

화 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3)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가론협회,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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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 녹색건축물 이론고찰

· 국내·외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 환경문제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관심도 설문 (전문가, 비전문가)

· 국내 녹색건축물 가치 인식조사 (전문가, 비전문가)

·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항목에 대한 중요도 설문 (전문가)

AHP기법을 이용한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분석

·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이용
·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평가 범주 및 배점 분석

·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설문조사
(건축 설계, 설비, 친환경컨설턴트)

·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도출

결론

Fig.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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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녹색건축물 관련 이론 고찰

2.1 녹색건축물 개요

녹색건축물이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

로 친화하며 공생 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어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

원 절약을 통해서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 하여 인간과 자연이 모두 쾌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건축물이라 한다.

2.2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 현황

국내 녹색 건축 인증이란 현재 인간생활을 위해 건축되는 건물들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인간생활공간을 각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를 만들

어 운영하였으며, 2020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소 목표를 설

정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만들어졌다. 그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

지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외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지자체가 녹색건축

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온실가

스 정보체계를 만들기로 하였다.

2.2.1 에너지 소비 총량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

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

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차지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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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추진경위는 2009년 서울선언에 따른 목표달성은 로드맵 작성을 시작으로

「2030 그린디자인 서울」실행계획 수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Fig.2.1>와 같

이 에너지사용량 20% 감축(2000년 8,920천toe ⇒ 7,140천toe), 온실가스 배출

량 40% 감축(1990년 24,880천 ⇒ 14,930천toe),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확

대(2008년 190천toe ⇒ 1,430천to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총량 및 절감 목표는 <Fig.2.2>와 같다.

시행방법으로는 건축물 5년 단위로 에너지소비총량 분석 후 기준을 설정하

며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

Fig.2.1 단계별 감축목표

※ 새움터 10년(2000～2010) 자료 분석 후 통계기법으로 예측

Fig.2.2 에너지소비총량 및 절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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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평가대상으로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신축 업무시설 및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이다. 평가 기준은 업무시설 280kWh/㎡y미만 공동주택

190kWh/㎡y미만이며, 평가프로그램으로 BESS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가 사용 된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측면
- 설계자 : 요소기술 변경을 통한 다양한 설계가능

- 인․허가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으로 설계 성능 확인

- 건축주 : 에너지절약 성능 기록 관리로 재산가치 향상

- 효용성 : 에너지절약 효과 예측 및 인센티브자료로 활용

▢ 건축정책 측면

- 에너지 성능평가 단순화 ⇒ 시간 및 비용절감

- 에너지소비량 예측 설계 ⇒ 수정 보완시스템

- 중․소규모 건축물 적용 ⇒ 성능중심 건축설계

2.2.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

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 목표

(단위: kWh/㎡․y)

민간건축물 에너지사용 목표

(단위: kWh/㎡․y)

Fig.2.3 공공 및 민간건축 에너지사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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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건축물 외벽 단열재 두께가 120mm 이상이며,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4) 합계 점수를 6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

다. 또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숙박·의료시설, 판매·업무시설 등 연면적 500㎡가 넘는 건축물

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부위별 평

가는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

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은 업무시설 3000㎡ 이상이며, 향후 에너지

소비량 적용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에너지성

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

향5) 되었다.

2.2.3 녹색 건축 인증제(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현 시대 인간생활공간을 위해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인간과 자연의 상생

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생활공간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6) 녹색건축물 확

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은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이다. 또한, 건

축물 소유자는 부동산거래(매매·임대)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

다. 그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효과

 매도·임대인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건물 매매·임대시 홍보 자료 활

용

 매수·임차인은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사용량 정보(가스, 전기, 지역

4) 에너지성능지표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

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5) 외벽 평균열관류율(27→34점), LED 조명비율(3→4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4점)

6) 그린코드 녹색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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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등)를 제공

 매수·임차인은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에너지 요

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매수·임차인은 제공받은 에너지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이 가능하며, 건축물에너지 절약 기술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유도

인증 항목으로는 7개의 전문분야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으로 분

류 및 평가된다.

2.2.4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 지식경제부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국토부와

공동으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7조, 에너지 효율 등급인증 기

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적 설계를 채택, 원천적

으로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보급하고자 한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토록 2013년 09월 01일 이후

신축과 기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인증 등급은 1+++, 1++, 1+, 1~7

등급으로 분류되며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y)으로 상

위 등급을 세분화하고, 하위 등급도 표시할 수 있다.

2.2.5 에너지 소비증명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와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

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서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다. <Table 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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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 서울시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비 주거 건축물 서울시에 위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구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 수도권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비 주거 건축물 수도권에 위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구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 전국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비 주거 건축물 전국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구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비 주거 건축물 전국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Table 2.1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2013년 2월 23일부터 서울시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됨)을 거래할 때 에너지 성

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부화하는 에

너지소비 증면제가 시행된다. 에너지 성능을 건축물 가치에 반영하여 기

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2.2.6 국내 녹색 건축 시장 동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근

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

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 해소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위의 내용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

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7)하는 한편 녹색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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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

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

한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1/4분기 기준

Fig.2.4 연도별 건축물 본인증 현황

국내 녹색건축물 본인증 현황<Fig.2.4>와 같이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

증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서울시 친환경계획, 에너지절약형 설계에 의한 용

적률 인센티브 기준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효과로 2010년까지

증가추세로 나타나지만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

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규모) 연면적 합계 10,000㎡이상→3,000㎡이상

2013년 1/4분기 기준

Fig.2.5 용도별 녹색건축물 본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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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건축물 용도별 본인증 현황은 <Fig.2.5> 와 같이 학교 543건, 공

동주택 37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은

2012년 4분기까지 총 1064건의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1등급 46%, 2등급

48%, 3등급 6%으로 집계 된다. 이는 2007년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1/4분기 기준

Fig.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

녹색건설 관련 시장 동향으로 국내 인프라 시장 규모는 <Fig.2.7>와 같이

2015년까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녹색건설 상품은 건물·

도시 리모델링, 사회간접시설 녹색건설화, 폐기물 및 폐수처리 시설, 노후

화된 시설물 개선 등으로 예상된다.

Fig.2.7 국내 인프라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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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 녹색건축물 관련 현황

미국의 건물 녹색화 제도는 민간 기구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건물 녹색화 제도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 기구는 건물 녹

색화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및 관련 정보 등을 홍보하고 있는 실

정이다. 건물녹색화 관련 연구나 정보는 에너지가 주 대상이다. 건물녹색

화 추진 관련 민간 기구로는 Architecture 2030과 미녹색건물협회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대표적이며, 정부 기관으로는 미 에너지성

(US Department of Energy),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에서 건물 녹색화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주관하고 있다.

2.3.1 Architecture 2030 Challenge (2030건축도전)

Architecture 2030은 태양열 학자인 Edward Mazria가 2002년에 설립한

비영리 민간 단체이다. Architecture 2030은 “2030건축도전(Architecture

2030 Challenge)”이라 명명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단계적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8)

Fig.2.8 Architecture 2030 Challenge

8) http://architecture2030.org/2030_challenge/the_2030_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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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 내용은 <Fig.2.8>와 같이 2010년을 기준 년으로 정하여, 2010년

부터 2014년 까지는 건물을 기준 년에 비해 건물 화석에너지 사용량의

60%를 절감하도록 하며, 2015년에는 70%, 2020년에는 80%, 2025년에는

90%, 2030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을 탄소 중립 (Carbon Neutral) 건물로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2030 건축도전에 제안한 에너지 절감 목표는 현재 정부 차원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국건축가협회(AIA), 영국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 US Green Building Council, ASHRAE, UIA를

포함한 여러 건축 및 건설 관계 학회와Chicago, Seattle, Albuquerque등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인 목표로 채택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2030 건축도전에서 제안된 에너지 절감

량을 건물 에너지스타 인증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 목표량 설정체 (Energy

Target Finder)의 목표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2007년 미의회에서 법제화된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는 모든 연방정부의 신축 건물과 대

규모 개축 공사(Renovation)가 2030 건축도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공공건물의 탄소 중립 건물 제도를 시범삼아 경제적, 기술적인 타

당성을 검토한 후에 추후 민간 건물에 적절한 제도와 목표를 수립하기 위함

이다.

2030 건축도전의 수행 방법 및 탄소 중립적 건물의 실현 방법은 건물 에너

지 효율 증진과 건물이나 단지 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큰 두 가

지의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재의 재생에너지 기술로 소형 건물은 에너

지 생산 방법으로 탄소 중립적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

건물은 건물 외피나 단지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하여 미미하

므로, 건물 에너지 효율 증대가 그 주요 전략이다.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2030건축 도전과 유사한 중장기 건물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건축 및

건설 관련 업체나 기관에 보급하여 법제화하거나 자발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장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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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미국녹색건물협회 (US Green Building Council)의 건물환경평가제

(1) LEED 2009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s

미 녹색건물협회 (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제정한 녹색건물 평가

및 인증제인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의

내용은 이미 국내에 익히 보급되어 있음으로, 본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한 기술보다는 최근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LEED에는 기존 건물의

대형 개축 공사 (Major Renovation)와 신축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인증

제에 포함하고 있다.9) 따라서 기존 건물의 개보수에 따르는 건축적인 전략이

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가산점만에 의거한 기존 건물녹색화의 인증제로서

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신축건물 녹색화와 기존 건물 녹색화의 인증제는 두

유형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 LEED 2009 for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s은 사무소 건물

위주의 상업용 건물 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건축 분야에서 기존 건물녹색

화의 주요 대상인 고층 아파트 건물과는 건축 기술 사항이 다른 면이 있다.

나) 기존 건물은 건물의 위치가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녹색화인증

제에 단지 위치에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건물녹색화 인증 사항

으로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LEED 2009 for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s의 인증 분야 중의 하나인Sustainable Sites중에서 단지 선택

(credit 1), Development Density and Community Connectivity(credit 2),

Brownfield Redevelopment(credit 3) 등의 항목은 기존 건물 인증에는 관련성

이 크게 없다.

다) 개보수는 건물 구조나 외피 부분의 변형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창호나

내부 단열을 제외한 건물 외피의 에너지 효율 증가나 건축 자재의 친환경적인

사항을 기존 건물녹색화 인증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기존 건물

녹색화 인증에는LEED 2009 for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s의

9) http://www.usgbc.org/ShowFile.aspx?DocumentID=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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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분야인Materials and Resources분야의 건물 재활용(credit 1.1), 건축 자재

재활용Material Reuse(credit 3) 항목 등의 재활용 자재의 백분율 계산법의 기

준을 신축 건물과는 달리 마련해야 한다.

라) 국내 아파트 건물의 난방은 지역난방인 경우가 많다. 단독 상업용 건물 인

증에 선수사항 중의 하나인 건물 commissioning에 관한 사항은 국내 아파트

건물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위에 열거된 이유 등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LEED 2009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s는 신축 건물 인증과 기존 건물 대형개

축이 한 인증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후에는 별개의 인증제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 LEED for Existing Buildings

2012년 6월 채택 된 US Green Building Council의LEED건물 환경 평가 등

급제 중 하나인 “LEED for Existing Buildings v2009”는 기존 상업용 건물과

공공 (Institutional) 건물의 유지 관리 (Operation and Maintenance)에 주안한

인증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10) LEED for Existing Buildings:

Operations and Maintenance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항목의 인증 선수사항

(prerequisite)으로 3개월간의 실측 성능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Energy and Atmosphere항목에 대해 인증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간의

실측 성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LEED for Existing Buildings의 주요 항

목으로는 옥외 공간 유지 관리 (Exterior Site Maintenance Program), 물과

에너지 사용 (Water and Energy Use), 친환경 세척제 및 보수 제품

(Productions for Cleaning and Alternations), 지속 가능한 자재 조달 정책,

폐자재 유통 관리 (Waste Stream Management), 실내 환경의 질 관리

(Ongoing Indoor Environmental Quality)등이다. 이 녹색건물인증제는 기존

건물의 녹색화 성능 평가로서, 개보수 관련 녹색화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

다.

10) https://new.usgbc.org/resources/leed-existing-buildings-v2009-current-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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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PA Energy Star

미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Energy Star Rating은 본

래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인증제로 시작되었으나, 추후 상업용 건물과 주

거용 건물의 인증이 포함되었다.11) Energy Star 건물 인증의 주요 내용은

건물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Energy Use Intensity)을 최하1부터100점으

로 나누어 평가된 건물의 성능이 75점 이상일 때 Energy Star 인증을 수여하

는 것이다.

Fig.2.9 Energy Star 에너지 성능 점수 계산법

Energy Star에서 사용되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등급 기준 근거는 2003년

미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에서 출간한 Commercial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urvey Data (CBECS) 에 의거하여 설정되었

다. 따라서 Energy Star 형의 건물 labeling (인증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건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거나 실측하여야 한다. 그 다음 건물 에너지 사용

량을 EPA에 제공하는 Target Finder에 입력하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사용

량 분포도와 비교하여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등급을 결정해준다. Energy

11) http://www.energysta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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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는 한 건물의 효율이 상위 25%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정해 주는 인

증 (Labelling)제도로 구체적인 등급을 지정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Energy Star label은LEED인증제에 비해, 건설 분야 종사자들이나 건물주 사

이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지 않다.

2.3.4 미 에너지성(US Department of Energy) Building America

Program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전수는 미 에너지성 (US

Department of Energy)의 Building America Program에서 주관하고있다.

Building America는 Research Tools, Innovation, Guidance 및 Market

Partnership의 4개 주요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Research Tools 분야에서는 건물 에너지 최적화 프로그램 (Building

Energy Optimization Software) 개발, Field Test Best Practice, House

Simulation Protocol 및 National Residential Efficiency Measures Database

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National Residential Efficiency Measures Database

는 기존 주택의 개축 공사에 관련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2.3.5 미국 녹색건축물 시장 동향

미국의 건설 분야는 GDP의 5.5%를 차지하며 14.7조 (trillion)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1억 평방미터의 건물이 철거되거나 새로 건설된

다. 2005년 무렵부터 시작된 미국 건축 경기의 침체에도 불과하고 녹색건물

시장은 신축 및 기존 건물 개축 공사의 양면에서 급성장해왔으며, 이런 추세

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신축 녹색건물 시장 동향 (2005-2010)

신축 녹색건물 시장은 <Fig.2.10>와 같이 2005년 100억 달러, 2008년 420억

달러에서 50% 이상 성장하여 2010년에는 7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왔

다.12)

12) McGraw Hill Construction (2010). Green Outlook 2011: Green Trends Driv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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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0 2005 - 2010년 전체 녹색 신축 건물 시장 추세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두 부문 모두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신축

비주거용 녹색건물의 성장은 매년 20-30%의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특

히 녹색건물 시장은 비주거용 건물 분야보다 주거용 건물 부분에서 상대적으

로 증가 속도가 현저하다. 주거용 건물 부문의 녹색건물 시장은 2005년에는

녹색건물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비주거용 녹색건물 시장의 3배 이상 규모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녹색건물 설계

나 시공 기술에 특화한 설계회사나 자문회사, 건설사 등은 타 회사에 비해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물주들이 녹색건물을 건설하는 동기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장기적

인 에너지 경비 절감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 건물의 경우, 향상된

건물의 질이다. 건물의 질 향상은 실내의 쾌적도를 증가시켜, 직장에 대한 만

족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게 되기 때

문이다. 또한 기업 건물의 경우, 일반인들의 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자사 건물을 녹색화하는 동기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녹색건물의 장애 사항으로는 잠재 건축주들의 녹색건물의 초기비용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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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도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실제 녹색건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약 7%

정도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잠재 건물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

다.

(2) 신축 녹색건물 시장 전망

녹색전망 2011에 의하면, <Fig.2.11>과 같이 2015년에는 신축 녹색건물 시

장의 규모가 신축 상업용 건물 시장의 40-50%를 차지하는 1,450억 달러 규

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에 비하여 신축 녹색건물의 시장 규모

가 5년 사이 약 3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Fig.2.11 신축 비주거용 녹색건물 시장 규모 예측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되어 녹색건물 시장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물별로는 교육용 건물과 사무소 건물의 경우 거의

50% 정도가 녹색건물로 건설되고 있다. 녹색건물의 건설은 환경 보호나 자원

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이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

적 이득이 있다. 녹색건물의 증가와 함께 녹색건설 일자리는 현재 전체 녹색

일자리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외 녹색건물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

든다는 장점 때문에 사무소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건강 관련

녹색건물 인증제 (labeling)가 점차 건설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건물녹

색화가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동기로는 기업의 이미지나 소비자들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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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다. 미국의

81% 이상의 기업가들은 일반인들이 기업에 대해 여러 형태의 환경 보호 조

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약 30%의 기업 경영인들은 현재 그들의 기업이 보유한 건물의 2/3를

녹색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7% 이상의 기업이 건물 녹색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

(3) 개축 녹색건물 시장 전망

대형 비주거용 녹색개축 (Major Retrofit and Renovated)건물 시장은 2010

년 현재 약 50억 달러로 신축 녹색건물 시장의 10% 정도이다. <Fig.2.12>

그러나 2015년에는 약 140-180억 달러 규모로 약 3배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축건물 시장은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

수의 소규모 개축이 그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체 녹색건물 개축

시장은 위에서 언급된 규모의 2-3배가 될 것이라 추정된다.

Fig.2.12 녹색개축건물 시장 예측

(4) 주거용 녹색건물 시장 동향

녹색전망 2011 (Green Outlook 2011)에 의하면, 주거용 녹색건물 시장 규모

는 2005년 전체 건설 시장의 2%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8%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17%로 급성장해왔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더욱 증가하여 2016에

는 주거용 녹색건물 시장이 전체 주거용 건설 시장의 29-38%를 차지하여

870-11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된다. <Fig.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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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급락한 건설 경기에 반해, 녹색주거용 건물 시장의 규모나 전

체 건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McGraw-Hill Construction 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

이상의 건설업자들은 2015년에는 건설업의 60% 이상이 녹색건물이 될 것이

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녹색건물이 건설 분야의 틈새시장에

서 일반 시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물

녹색화 수요는 과거에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주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

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통하여 유도해왔으나, 현재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

로 녹색건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 문

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녹색건물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잠재적 건물주들은 에너지 절감이나 경제성의 동기로 녹색건물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으로 환경 보호에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녹색

건물의 수요 동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Fig.2.13 주거용 녹색건물 시장 추이 (200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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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럽 녹색건축물 관련 현황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은 건물녹색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EU의 기본 입장은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며 2020년까지 Greenhouse Gas

(GHG)의 배출을 1990년 기준치보다 20% 절감하며 국제적인 합의가 있을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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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제로

에너지 건물로 변환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 계획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Realizing the Potential)을 각 소속 국가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소

속 국가들은 기후, 지역 특성, 실내 환경 요구 사항 및 경제 효율을 고려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건물 에

너지 성능 지시 조항 2010/31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개 주요 분야로

요약 된다.13)

1) 건물 에너지 성능 계산 방법에 대한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체계

(framework) 수립

2)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requirement)의 설정

3) 건물 최저 에너지 성능 인증제 시행

4) 건물 최저 에너지 성능 인증제에 수반하는 냉난방 설비 정기 검사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성능 지시 조항 2010/31는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제도가 그 주요 대상이다. 건물 녹색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제도에는 미흡하나, 건물녹색화의 핵심 부분인 에너지 문제를 제도화한 국가

기간급 제도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2.4.1 건물 에너지 성능 계산 방법에 대한 공통적인 체계 수립

EU는 건물 에너지 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계산법이나 실측

13) European Unio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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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의거한 두 가지 성능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축 건물의 경우,

실측한 건물 성능을 측정하기까지는 완공 후 최소 일년의 가동기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시 조항 2010/31에는 건물 에너지 계산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

이나 방법론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EU 지시 조항2010/31은 건물 에너지 성

능 계산에 다음과 같은 건물의 물리적 특성, 환경 제어 방법, 건물 시스템 유

형, 건물용도 등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건물과 실내 칸막이의 열 특성

1) thermal capacity

2) insulation

3) passive heating

4) cooling elements

5) thermal bridges

(b) 난방 및 급탕 설비

(c) 냉방 설비

(d) air tightness 을 포함한 자연 및 기계 환기량

(e) 조명 설비

(f) 외부 기후 조건과 건물의 디자인, 위치 방향

(g)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및 차양 시설

(h) 실내 환경 조건과 실내 설계 환경 조건

(I) 실내 열 부하 (internal loads)

기타 에너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에너지 관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a) 지역 일조 노출 조건

(b) 기계적 태양열 시스템, 재생 에너지 난방 및 전력 발전 시스템

(c) 열병합 발전 시스템

(d) 지역 냉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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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연 조명

에너지 계산 목적상 건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단독주택

(b) 아파트동 (block)

(c) 사무소 건물

(d) 교육용 건물

(e) 병원

(f) 호텔 및 식당

(g) 스포츠 시설

(h) 도소매 상업 건물

(i) 기타 건물

2.4.2 건물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다. 이외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련된 건물 외피 및 기술 시스템 (technical

building systems)등의 주요 부분을 새로 개축하거나 설치 시, 해당 부분 (건

물 외피나 기술 시스템) 에 관련된 최소 성능 기준을 각기 적용하여야 한다.

건물 기술 시스템은 냉난방 공조 설비, 온수, 조명 시설을 이른다.

냉난방 설비, 급탕, 공조 설비 등의 건물 기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에

너지 성능과 적절한 설치 및 규격 선정 및 제어 방법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

도록 한다.(Article 8)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 계량 시스템 (intelligent

metering system)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화, 제어, 모니터링 방법을 장려

한다. 이외 건물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환기량, 지역

조건, 건물의 용도 및 수명과 생애 주기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생애 주기 경제성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은 건물 최소 성능 기준

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건물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타당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건물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은 매 5년마다 재검토하여 가용한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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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고려, 갱신하여야 한다. 역사적 건물, 종교 건물 등 특수 용도 건물이나,

가설 건물, 건축면적50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신축 건물: 건물의 신축시 a) 재생 에너지에 의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 b)

열병합발전, c) 지역난방 또는 냉방, d) 열펌프 시스템의 기술적, 환경적, 경

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

니어제로에너지 건물: 202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은 니어제로에너지 (Near

Zero Energy) 건물이 되어냐 하며, 소비 에너지의 대부분은 재생 가능한 에

너지로 조달되어야 한다.(Article 9)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성능 지시 조항

2010/31은 각 소속 국가의 니어제로에너지 건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건물 유형별 개별 목표를 수립하도

록 한다. 특히 2018년 말까지 공공기관은 니어제로에너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건물의 선례에 따라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니어제로 건물로 변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해당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Article 9) 니어제로 건물의 정의는 고에너지효율 건물로서, 소요되

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단지 내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만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효율이나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 목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수치는 각 소속 국가가 자국이나 지역의 연 평균치를 기준하여 설정

하도록 하고 있다.

2.4.3 건물 에너지 인증서 (Building Energy Certificates)

건물 에너지 인증제 (building energy certificates)는 유럽연합 건물에너지

성능 지시조항 (EU Directive 2010/31) 의 핵심 사항이다. 이 인증은 건물의

연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물의 인증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치

를 함께 명기하여 건물주들이 그 건물의 다른 건물과의 상대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건물 성능 인증서에는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Article 11)위에 기술된 항목 이

외에, 건물 에너지 인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건물의 외피, 기술 시스템 및 개별 부분에 대한 경비효율적인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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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과 그들을 실행하는 단계.

(b) 가능한 경우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권고 사항들의 경제적 혜택과 투

자회수기간 (payback period).

단독주택의 건물 에너지 인증은 대표적인 건물의 인증에 의거하여 시행될

수 있다. 이는 단독주택의 크기, 형태, 구조나 건축 재료가 유사하거나 동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적인 건물 인증을 피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

화함이다.

(1) 인증서의 발급과 용도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총면적500㎡ 이상 건물의 완공, 판매 또는 임대

될 시점에 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물이 완공, 판매 또는 임대될

시점에 건물의 구매자나 새 임대자에게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구매자나

임대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물주가 건물 매매 광고나 임대 광고

에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Article 12) 건물주는 이 인증

서를 건물 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Article 13)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제는 2015년 이후에는 총면적 250㎡이상의 건물로

확대되어 거의 모든 건물에 해당된다. 인증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건물 구조나 용도 변경으로 인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변

화나 냉난방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

10년마다 재인증하여 실제적인 건물 에너지 성능에 의거한 인증을 유지하도

록 함이다.

EU는 기존 건물의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관한 시범 건물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나 자료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2.4.4 냉난방 시설의 정기 검사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지시 조항14는 난방 설비의 정기 검사를 규정한다.

난방 시설 정기 검사는 20kW이상 보일러 발열기(heat generator), 제어기와

순환 펌프를 포함한다. 난방기 검사의 주요 사항은 보일러의 효율과 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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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특히 보일러의 용량이 건물의 필요 난방 용량에 부합하는지 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EU Directive는 난방 시설 정기 검사의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건물 인증 유효기간과 같이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

방 용량이 100kW 이상의 건물은 매 2년마다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스보일러는 매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사 주기는 검사에 필요한 경비

와 검사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에 열거된 유럽연합의 난방기 정기 검사 조항 대신, 각국은 그에 상응하는

자체적인 난방 설비 검사 및 사용자 권고 사항 고지 방법이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지시 조항 15는 냉방 설비의 정기 검사를 규정한다.

냉방 시설 정기 검사는 12kW용량 이상의 냉방기와 제어기 및 모니터링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냉방기 검사의 주요 사항은 냉방기의 효율과 용량이 건물

의 필요 냉방 용량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냉방 시

설 정기 검사의 주기를 각 소속 국가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와 검사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타 냉방 설비 검

사, 사용자 권고 사항 및 고지 방법은 난방 시설 조항과 같다.

냉난방 설비의 검사 후 위에서 기술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보고서에는 비용효율적인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들은 보고서 작성 당시 적용 가능한 최고 기술에

의거하여 작성 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Article 16). 건물

인증이나 냉난방 설비 검사는 소정 자격을 소지하거나 공인된 전문가나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각국은 공인된 전문가나 전문 업체의 목록을

공시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소속 국가는 건물 에너지 인증이나 냉난방 시설 검사를 관리하는 독립

기관을 설립한다. (Article 18). EU Directive 2010은 2017년 1월 이전에 그

동안의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진전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한다.(Article 19)

- 29 -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지시 조항은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에게 건물 에너

지 효율 증진 방법을 홍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건물 에너지 인증제

와 검사 보고서, 그들의 목적,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진 방법과 가능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국은 위에 열거된 사

항을 집행하는 인력를 위한 안내서와 수련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2.4.5 벌칙 규정

각 소속 국가는2013년 1월까지 국가가 설정한 에너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

는 건물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벌칙 규정은 효율적이며, 위

반한 정도에 비례적이며, 가능한 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취지

로 제정되도록 한다.

2.4.6 입법 및 행정 규정 수립 기간

각 소속 국가는 2012년 7월까지 EU Directive에 관련된 법규, 규정 및 행

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Article 28) 단, 이미 임대된 단독주택에 관련된 건

물 에너지 인증서 발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다. 유럽연합 건물 에

너지 지시 조항은 대규모 개축 (major renovation)공사를 (a) 건물 외피나 기

술 시스템의 보수공사비가 대지가를 제외한 건물 가격의 25%를 초과하는 경

우나 (b)건물 외피 면적의 25% 이상을 보수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2002년

Directive는 보수 면적 규모가 1000㎡이상을 대규모 개축 공사의 하한선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 EU Directive는 하한선을 500㎡으로 하향 조정하여 거

의 모든 규모의 건물의 보수가EU Directive 2010/31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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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1) 최근 미국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건설관련시장의 60%이상이 녹색건물이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에는 연간 24조원 규모의 시장(2010년 대비 24

배 증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녹색건축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아직까지 국내의 녹색건물 정책은 정부 주도인 반면 선진국 미국의 녹

색건축물 정책은 과거 정부 주도의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에서 탈퇴하여 건물

성능의 향상이 생산성 증가나 이미지상승 효과 등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녹색건물의 수요 증

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3) EU에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하여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에게 건물

에너지 효율 증진 방법을 홍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건물 에너지 성

능을 시뮬레이션과 측정 방법의 두 가지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재정적

인 지원 방법이 뒷받침되고 있다.

4) 녹색건물 확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과 녹색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미 미국은 에너지성에서 건물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

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녹색 시장이 성장하였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녹색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녹색건

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총체적인 건물 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축척

하여 녹색 건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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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3.1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설문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작으로 녹색건축물 보급

에 따른 인식 조사 단계로서 크게는 환경문제, 에너지관심,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의 관심도를 파악하고 녹색건축물 보급의 방법을 찾고자 비전문가(소비

자), 전문가(건축업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1.1 설문 배경 및 목적

최근 국토해양부 고시「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14)은 기후변화 대

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으며, 20세대 이상

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09.11월)에 따라 2025

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

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적용되는 건물 용도별 최적가용기술

(BAT)15)을 적용하여 온실가스·에너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안들이 전문가(업계 종사자)에게 국한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의 인식부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기술발전,

소비자의 인식발전이 함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비전문

가(소비자)의 녹색건축물 시장 수요 파악 및 현황 조사를 통한 확산방법 제

시의 초기 단계로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소비자)의 환경, 에너지와 녹색건축물

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현재의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녹

색건축물 확산에 관한 설문을 통해 NEEDS분석 및 인식조사를 하고자 한다.

14) 에너지 의무 절감률 : (‘09)10～15% → (‘10)15～20% → (‘12)30% → (‘25)100%

15) 건물 용도별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

약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용 및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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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는 전문가(건축 환경, 에너지, 설비등 현업의 종사자)와 비전문가(소

비자)를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대상의 설문 내용은 공통질문과 전문적

인 질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3.1.2 설문 방법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인식 분석을 위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령, 직업, 주거종류, 주거의 크기 및 인증참여회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16)을 통해 분석 하고자 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환경 및 녹

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관심도, 녹색건축물 가치,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전

문가(현업의 건축 환경, 에너지, 설비등) 설문을 통해 보급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통적 질문을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환경,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건물의 가치등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3.1.3 설문조사 개요 및 대상

총 202명(전문가 78명, 비전문가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하였다.

조사 개요

조사지역 서울, 경기도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202명 (전문가:78명, 비전문가:124명)

조사방법 개별 배포 및 방문

조사 및 분석기간 2012년 3월~7월 (5개월)

설문지회수율 40.4%(500부 배포, 202회수)

Table 3.1 설문 대상

16) IBM SPSS Statistics 20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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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설문대상자 직업군

설문대상 직업군은 <Fig.3.1>과 같이 회사원(29%), 학생(20%), 건축 환경

연구원(17%), 전업주부(9%), 건축설비 종사자(9%), 기타(5%), 건축시공, 건축

설계 종사자(4%), 사업가(3%)순으로 집계되었다.

3.2 설문조사

설문 내용은 크게 녹색건축물 및 인증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를 전문가와 비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3.2.1 환경문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관심도 설문

(1)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공통질문) Q-1

(2)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공통질문) Q-2

(3)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

문) Q-3

(4) Q-3 질문에 대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대답하신 응답자

에 한하여, 어떤 점에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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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결과

Table 3.2 환경 및 인증제도 인식 설문결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1
전문가 0 1 13 35 29

비전문가 2 9 32 46 35

질문2
전문가 2 6 10 25 35

비전문가 31 61 18 13 1

질문3
전문가 4 5 9 24 36

비전문가 2 4 14 54 50

소비자들의 환경문제 관심도를 확인 하고자 실시한 질문 1의 결과 비전문

가(124명)의 65%(81명)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전문가(78명)의 경우에

도 82%(64명)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질문 1. (비전문가 ) 질문 1.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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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비전문가 ) 질문 2. (전문가 )

질문 3. (비전문가 ) 질문 3. (전문가 )

질문 3. (비전문가 )

Fig.3.2 설문결과

질문 4. (비전문가 ) 질문 4. (전문가 )

Fig.3.3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환경 및 인증제도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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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문가 응답은 124명 중 95%(118

명)가 다수의 인원이 인증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의 응답

에서도 대다수의 인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부 응답자(9명)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질문 4)로 비전문가의 경우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로 응답하였고, 전문가의 경우 “인센티브 정책

에 대한 미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운영 유지비에 경제적인 부분

에 있어 도움이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결과 비전문가, 전문가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비전문

가(소비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은 74%(92명)이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물의 중요도는 88%(104명)이 “중요하다”라는

상반된 설문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이라는 단어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

이라 분석된다.

3.2.2 국·내외 녹색건축물 가치 인식조사

(1) 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2) 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 사는 것이 국가 환경 정책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3) 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받는 것이 받지 않은 건물에 비해 어

느 정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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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조사 결과

질문 5. (비전문가 ) 질문 5. (전문가 )

질문 6. (비전문가 ) 질문 6. (전문가 )

Fig.3.4 국내 녹색건축물 가치 인식조사 설문결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5
전문가 0 14 6 47 11

비전문가 0 2 14 78 30

질문6
전문가 0 11 12 37 18

비전문가 1 2 27 80 14

질문7
전문가 0 7 21 32 18

비전문가 0 1 12 68 43

Table 3.2 친환경 건축물 가치 인식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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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비전문가 ) 질문 7. (전문가 )

설문결과,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에너지 절약적이고, 지속가능

하며, 국가 환경 정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과

반수이상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또한 인증 받은 건축물

에 대한 가치 인식의 질문에서는 전문가의 74%(50명)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답변을 보였으며, 비전문가의 경우 87%(111명)가 “그렇다” 또는 ”

매우 그렇다”의 답변을 하였다. 전문가에 대한 응답이 비전문가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응답을 보이는 것은 녹색건축물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3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

가)

(1) 국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사항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8)

(2) 국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십니까? (질문9)

3.2.4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항목에 대한 중요도 설문조사 (전문가대상) (질문

10)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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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Fig.3.5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설문결과

질문 9

Fig.3.6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설문결과



- 40 -

“인센티브에 대한 활성화”, “인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에서는 국외의 인증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해야한다는 답변

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문 10

부문
업무용건축물

빈도(명) 비율(%)

1. 토지이용 0 0%

2. 교통 7 9%

3. 에너지 12 15%

4. 환경오염 12 15%

5. 재료 및 자원 4 5%

6. 물 순환관리 4 5%

7. 유지관리 3 4%

8. 생태환경 8 10%

9. 실내환경 28 36%

총점 78 100%

Fig.3.7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항목별 중요도 설문결과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평가항목(업무용건축물 기준)의 중요도는 ‘실내환

경’(36%), ‘에너지 및 환경오염’(15%), ‘생태환경’(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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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의 경우 환경(65%) 및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84%)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인증 제도의 활성화는 국가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75%)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일부(18%)가 녹색건축물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

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책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

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히, 녹색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

분에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으로 건축주, 거주자에게 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비전문가의 경우는 대다수가 친환경 및 녹색건축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

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비전문가에 대한 국가정책의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평가항목(업무용건축물 기준)의 중요도는 ‘실내환

경’(36%) > ‘에너지 및 환경오염’(15%) > ‘생태환경’(10%)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현재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별 가중치는 ‘실내환경 및 에너지’(21.43%) >

‘물 순환관리’(13.27%) > ‘생태환경’(12.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

은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실내 환경’이 현행보다(14.57%만큼) ‘중요하다’라

집계되었으며,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그다음 단계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전문가들 응답에서 녹색건축물은 투자회수비용(ROI: return of

Investment)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

는 수익을 가장 우선시하여 녹색건축물의 가치는 “Cost”라고 판단할 수 있다.



- 42 -

5) 따라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두 집단(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

건축물 인증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

성화의 가장 문제는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수요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그러므로 그 해결 방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

여 소비자들의 녹색건축물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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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녹색건축물 가치

분석

4.1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4.1.1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정의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화해,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다기준 의

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방법론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Thomas Satty 교수에 의해 고안된 방

법론이다. 기존의 의사결정론과는 달리 대안들 간의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있

어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이용하며, 인간의 사람의 두뇌의 판단

능력을 토대로 쌍대비교시의 중요도의 지수를 9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쌍대비교에 따른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Consistency Ratio를

도입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17)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계층(hierarchy)적 구조의 설정

상대적 중요도(weight)의 설정

논리적 일관성 유지(logical consistency)

(1) 계층적 구조의 설정

17) 조동우 외 10명.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47



- 44 -

인간은 복잡한 현상을 그 구성요소 별로, 더 나아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

어 종국적으로 계층구조를 설정한다. 어떠한 현상을 동질성을 가진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보다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문제의 구

조에 포함시켜 보다 완벽한 전체(Total)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계층(Hierarchy)

은 맨 윗부분에 Goal(목적)을 두며, 그 밑에 판단기준이 되는 Criteria(기준)을

두고 가장 아래 계층에 Alternatives(대안)을 두는 구조다.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를 여러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riteria밑에 Sub-criteria를

두게 되며, 더 나아가 Sub-sub-criteria를 둘 수도 있다. 이 과정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현상이나 문제, 시스템이 난해하거나, 심층적 분석을 요하거나, 많

은 변수들을 가질수록, 더 복잡한 계층구조를 가지게 된다.18)

(2)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사람은 관측한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유사한 사물들을 짝으로 묶어

특정 기준에 대하여 비교하고, 그 짝의 구성 인자 사이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상상이나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내린 판단을 종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강화한다. 계층화 과

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

을 그대로 반영하여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 요소들의 가

중치(weight) 또는 중요도를 간단한 쌍대비교(1:1비교)를 통하여 산출해 내는

데 있다. 여러 의사결정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서는 그들 사이의 중요도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요소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들 전 요소에 대해 1:1비교 자료를 가지고 비교행렬을

구성한다.

(3) 논리적 일관성 유지

사람은 사물이나 생각들을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

을 갖고 있다. 일관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유사한 사물이나 생각들을

18) 조동우 외 10명.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47

- 45 -

동질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묶는 것과 특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생각이나 사

물들의 관계의 강약을 그 기준에 따라 논리적인 방법으로 구성 한다는 것이

다.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서는 비교행렬의 주고유

벡터를 활용한 1:1비교 결과의 통합과정에서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인 “비일관성지수(Inconsistency

Index)”를 도출하게 되며 이를 이용한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 여

부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

로 비일관성지수(Inconsistency Index)를 Random Index로 나눈 비일관성비율

(Inconsistency Ratio)이 10%를 넘게 되면 의사 결정자가 논리적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

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4.1.2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특징과 장점

다기준 의사결정지원 툴로써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의 대상 또는 목적, 선택기준, 대안들을 정밀하

게 찾아내고 이들을 Family Tree와 유사한 구조로 정리한 후 수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융

합을 통해 측정 용이한 객관적 요소와 측정이 어려운 주관적 요소들을 의사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융합시킴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동양적 직관이나 개인적 경험, 느낌과 같은 질적 요소를 의사결정과정에 통

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감 있는 의사결정,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가능

하게 한다.19)

합리적 집단의사결정 도출은 관련 당사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

우 특정인에 의하여 의사결정과정이 지배, 왜곡되는 현상을 피하고 일련의

간단한 비교와 서열화 및 통합을 통하여 최선의 결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

19) “경영자는 의사결정 전문가” Joseph L. Mas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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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가에 대한 명쾌한 논거를 제공한다.20)

생산성 향상 및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는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한 소요시간

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각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준다. 많은 기관에서

90%의 시간 절약과 50%의 인건비 절감을 이루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1)

Expert Choice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5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래프로 보여 줌으로써 의사결정참

여자와 그 결과의 활용자들이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한다.22)

4.1.3 선행 연구

구분 연구내용 연구결과

조동우23)

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분류체

계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

행 용도별 친환경 기준과 국외 친

환경 기준의 분류체계별 배점의 중

요도를 분석

비주거용 건물의 분류체계별 중요

도는 에너지(30%)>실내환경(16%)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11%) 순

의 가중치를 나타내며, 에너지 부

분과 환경오염 부분 가중치에 대한

상향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음

김광희24)

친환경 기술 요소를 분류해서 항목

을 정리하고, 기획, 계획, 시공 분

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요소

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함

기획과 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은

에너지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하위 항목으로 신재

생에너지이용 기술이 1순위로 꼽혔

다. 시공 분야 전문가 집단은 물/

공기 측면을 중요시함으로써 설계,

설비에서 주요 다루어져야 할 분야

에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밝혀졌음

Table 4.1 선행연구

4.1.4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수행절차

(1) 상대적 중요성 설정

20) “Decision Making 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skill”, C. H. Kepper and

B. B. Tregoe

21) “To chop a tree quickly, spend twice the ime sharpening the ax”, A Chinese

proverb

22) “Measure twice, cut once”, Carpenters

23) 조동우 외,‘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2009년

24) 김광희.‘AHP기법을 이용한 친환경건축요소의 중요도 분석’,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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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를 동등한 조건하에서 비교하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방법

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쌍대비교시 중요도의 척도는 Table 4.2와 같이 9단계

로 설정하며, 현안 A와 B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형식으로 중요

도 정도를 비교토록 한다.

척도 정의 내용(예)

1 동등하게(equal) 중요 A와 B의 중요도가 동일

3 약간(weak) 더 중요 A와 B보다 약간 더 중요

5 강하게(strong) 더 중요 A와 B보다 강하게 더 중요

7 매우(very strong) 더 중요 A와 B보다 매우 더 중요

9 절대적으로(absolute) 더 중요 A와 B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

2,4,6,8 근접한 척도들 간의 중간값 근접한 척도들 간의 중간 값

Table 4.2 선행연구 AHP 쌍대 비교시 중요도 척도

(2) 쌍대비교 계산

쌍대비교는 고유 벡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속성들 간의 상대적인 가중

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유 벡터법은 매우 정교한 가중치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계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의 정밀도는 다소 떨어

지지만 대안들간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 고유벡터 간편법을 선호하고 있

다. 계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행렬 A 각 열의 원소를 그 열의 원소의 합으로 나누어 정규화

- 정규화 값을 행별로 합하여 행의 원소개수로 나누어 가중치를 추정

(3) 논리적 일관성

쌍대비교가 가지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의 요소들 사이를 주관적으로 비교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A가

B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B가 C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당연히 A가 C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쌍대비

교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C가 A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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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y Process)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다중기준(multi-criteria)에

의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쌍대비교의 회수는



 
개가 필요하게 된다.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서는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이 가지는 의미는 (질서/무질서)의 비율로 계산결과

가 10%이내이면 평가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며, 20% 이내이면 허용할 수 있

는 평가라고 여긴다. 일관성지수를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

여기서,

CR: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I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RI :난수지수(Random Index)

일관성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일관성지수는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

산된다.

  
 

여기서,

 :Consistency Vector에서 요소들의 평균값

n :대안의 수

한편, 대안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난수 지수는 Table 4.3과 같은 지수를

사용한다.

n 1 2 3 4 5 6 7 8 9 10

난수지수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Table 4.3 난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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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현재 국내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의 주요 한계점은 소비자가 녹색건축

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건축

물 인증으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재실자)입장의 가치와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Table 4.5>25)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을 바탕으로 계층화 과

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분석하였다.

4.2.1 설문구성

설문지는 크게 제 1계층, 2계층, 3계층으로 나누어 1계층(녹색건축물 사회

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환경문제’, ‘에너지소비’, ‘쾌적

한 업무 환경’으로 3개 분류의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기본

목표에 대한 적용요소에 대해 ‘환경문제’ 4개 분류, ‘에너지소비’ 2개 분류, ‘쾌

적한 업무 환경’ 7개 분류로 나누어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4.2.2 설문대상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건축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0명

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친환경컨설턴트 25명, 건축설계자 10명, 건축설비 전문

가 15명으로 구분된다. <Table 4.4>참조

조사 개요

조사지역 서울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50명

조사방법 개별 배포 및 방문

조사 및 분석기간 2013년 9월~10월 (2개월)

설문지회수율 62.5%(80부 배포, 50회수)

Table 4.4 조사대상

25)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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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분석(업무용건축물)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이용한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분석 (업무용 건물에서 재실자 입장)을 위한 단계로써 국내 녹

색건축물 인증심사기준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다.

(1) 평가 부문

녹색건축물 평가 기준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

원, 물 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으로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2) 평가 범주 및 배점

녹색건축물 평가 범주는 <Fig.4.1>와 같이 생태적 가치(2점), 인접대지 영

향(2점), 교통부하 저감(4점), 에너지절약(18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3점), 지구온난화 방지(6점), 자원 절약(1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7점),

수순환체계구축(3점), 수자원 절약(10점), 체계적인 현장관리(1점), 효율적인

건물관리(4점),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4점), 공기환경(10점), 온열환경(2점),

음환경(2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7점)으로 1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Fig.4.1 녹색건축물(업무용건물) 인증 범주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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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1.

토지

이용

및

교통

1.1 생 태 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

항목

2

1.2 인 접 대

지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

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

항목

2

1.3 교 통 부

하 저감

1.3.1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

항목

2

1.3.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

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평가

항목

2

2.

에너

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

절약

2.1.1 에너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

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

급을 근거로 평가

필수

항목

12

2.1.2 계량기 설치 여부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

기 설치 여부

평가

항목

2

2.1.3 조명에너지 절약 조명밀도 및 조명방식에 대한 평가 평가

항목

4

2.2 지 속 가

능한 에

너 지 원

사용

2.2.1 신 ․ 재생에너지 이

용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

항목

3

2.3 지 구 온

난화 방

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저

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

템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

항목

3

2.3.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3

3.

재료

및

자원

3.1 자원 절

약

3.1.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1

3.2 지 속 가

능한 자

원 활용

3.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

항목

3

3.2.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

항목

2

3.2.3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

항목

2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3.2.4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

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

항목

7

3.2.5 기존 건축물의 비내

력벽 재사용으로 재

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

항목

2

4.

물순

환관

리

4.1 수 순 환

체계 구

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연계면적

의 비율로 평가

평가

항목

3

4.2 수 자 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

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필수

항목

4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3

Table 4.5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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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

점

4.

물 순

환 관

리

4.2 수 자 원

절약

4.2.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

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

용률을 평가

평가

항목

3

5.

유지

관리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

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

항목

1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

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

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

항목

2

5.2.2 TAB 및 커미셔닝

실시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평가

항목

2

5.3 시 스 템

변 경 의

용이성

5.3.1 거주자의 요구에 대

응하여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

이성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서

변경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

평가

항목

4

6.

생태

환경

6.1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6.1.1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

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

항목

2

6.2 외부공간

및 건물

외 피 의

생 태 적

기능확보

6.2.1 생태면적률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

로 평가

평가

항목

6

6.3 생물서식

공간조성

6.3.1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으로 대상으

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

항목

4

7.

실내

환경

7.1 공기환경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필수

항목

3

7.1.2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이용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

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 여부를

평가

평가

항목

3

7.1.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

구 설계도서 확인

평가

항목

3

7.1.4 건축자재로부터배출

되는 그 밖의 유해

물질 억제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는

지를 평가

평가

항목

1

7.2 온열환경 7.2.1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평가

항목

2

7.3 음환경 7.3.1 교통소음(도로,철도)

에 대한 실내 소음

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

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

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평가

항목

2

7.4 쾌 적 한

실내환경

조성

7.4.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

항목

3

7.4.2 거주자를 위한 쾌적

한 실내환경 조성

거주자에게 실내환경조절방식의 제공여부를

통해 평가

평가

항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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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가기준 설정

녹색건축물 인증(업무용건축물) 평가항목 중 재실자(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환경문제 해결, 에너지 소비 감소, 업무효율 향상

3가지 방안으로 분류하였으며, <Fig. 4.2>와 같이 세부 평가 기준은 13가지의

적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1) 환경문제 해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

다.26) 세부 평가 항목(3개)으로는 ‘대중교통 시설’, ‘자전거 보관 시설’, ‘세수

후 건조방식’,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로 분류하였다.

(2) 에너지소비 감소

녹색건축 인증 2013에 따르면 생활용 상수소비 절감률을 평가함으로써 에

너지와 상수 공급, 하수처리를 위한 설비 및 비용을 줄이며, 효율적인 조명

설계에 의한 전력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한다. 세부 평가 항목(2개)으로는

‘수자원 절약(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에너지 절약(조명에너지 절약)으로

분류하였다.

(3) 쾌적한 업무 환경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

키도록 한다. 세부 평가 항목(7개) ‘시스템변경의 용이성’,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공기환경’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 ‘음환

경’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

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온열환경’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으로 분류하였다.

26)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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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계층

(추진계획)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분석

(업무용 건물에서 재실자 입장)

제 2계층

(기본목표)

1. 환경문제 해결
2. 에너지소비

감소

3. 쾌적한

업무 환경

제 3계층

(적용요소)

1.1 1.2 1.3 1.4 2.1 2.2 3.1 3.2 3.3 3.4 3.5 3.6 3.7

1.1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시설 근접성)

1.2 교통부하 저감 (자전거 보관소 시설 설치 여부)

1.3 자원 절약 (화장실 세수 후 건조방식)

1.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재활용 가능한자원의 분리수거)

2.1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2.2 에너지 절약 (조명에너지 절약)

3.1 시스템변경의 용이성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서 변경이 용

이 함)

3.2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3.3 공기환경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3.4 공기환경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

3.5 음환경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3.6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3.7 온열환경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Fig.4.2 계층 구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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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결과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환경문제, 에너지소비, 업

무효율 향상 3가지로 분류한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는 <Table 4.6>과 같다.

제 2계층(기본목표)의 상대적 가중치 도출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구축한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분석을 위한 대분류

인자들(환경문제 해결, 에너지소비 감소, 쾌적한 업무 환경)의 각 변수별 상

대적 가중치 계산 결과는 다음 <Table 4.6>과 같다.

요소
가중치 산정

결과
일관성 비율(CR)27)

1. 환경문제 해결 0.227

0.0892. 에너지 소비 감소 0.303

3. 업무효율 향상 0.470

Table 4.6 제 2계층 기본목표

Fig.4.3 제 2계층 기본목표 결과

27)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가지는 의미는 (질서/무질서)의 비율로 계산결

과가 10%이내이면 평가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며, 20% 이내이면 허용할 수 있는 평가

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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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계층(기본목표) 설문 결과 <Table 4.6>과 같이 업무효율 향상(47%) >

에너지소비 감소(30%) > 환경문제 해결(23%) 순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녹

색건축물 인증 항목 중 실내 환경 부분 22.76%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의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제 3계층(적용요소)의 상대적 가중치 도출

각 적용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환경문제 해결

제 3계층 (적용요소)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설문 결과 <Table 4.7>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37.30%) > ‘대중교통 시설’(36%) > ‘세수 후

건조방식’(16.80%) > ‘자전거 보관 시설’(0.98%) 순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환경문제 해결
가중치 산정

결과
일관성 비율(CR)

1. 대중교통 근접성 0.360

0.092
2. 자전거 보관 시설 0.098

3. 세수 후 건조방식(자원절약) 0.168

4.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 0.373

Table 4.7 제 3계층 적용요소 환경문제 해결

Fig.4.4 제 3계층 적용요소 결과 환경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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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소비 감소

제 3계층 (적용요소)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설문 결과 <Table 4.8>과

같이 ‘생활용수 절감’(82.8%) > ‘조명에너지 절약’(1.72%) 순의 가중치를 나타

내었다.

에너지 소비
가중치 산정

결과
일관성 비율(CR)

1. 생활용수 절감 0.828
0.000

2. 조명에너지 절약 0.172

Table 4.8 제 3계층 적용요소 에너지 소비 설문 결과

Fig.4.5 제 3계층 적용요소 에너지 소비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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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효율 향상

제 3계층 (적용요소) 업무효율 향상에 대한 설문 결과 <Table 4.9>과 같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22.60%) >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19.80%) > ‘자연

환기성능 확보’(16.80%) >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15.3%) > ‘시스템 변

경의 용이성’(12%) >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0.70%) > ‘휴식 및 재충

전을 위한 공간’ (0.66%) 순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업무효율 향상
가중치 산정

결과
일관성 비율(CR)

1.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0.120

0.090

2.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0.226

3. 자연환기성능 확보 0.168

4.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 0.198

5.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 0.153

6.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0.066

7.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0.070

Table 4.9 제 3계층 적용요소 업무효율 향상

Fig.4.6 제 3계층 적용요소 업무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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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위한 기본목표에 따른 세부목표의 상

대적 가중치와 순위를 종합하면 <Table 4.10>과 같다.

대분류 가중치 순위 중분류 세부요인 가중치 순위

환경문제해결 0.227 3

대중교통 근접성 0.360 2

자전거 보관 시설 0.098 4

세수 후 건조방식(자원절약) 0.168 3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 0.373 1

에너지소비 0.303 2
생활용수 절감 0.828 1

조명에너지 절약 0.172 2

업무효율 향상 0.470 1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0.120 5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0.226 1

자연환기성능 확보 0.168 3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 0.198 2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 0.153 4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0.066 7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0.070 6

Table 4.10 AHP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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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녹

색건축물 인증 항목 중 사회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

른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을 기반으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결과,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 분석을 위한 기본 목표의 중요도는 ‘업무 효율 향상’(47%) > ‘에

너지 소비’(30.3%) > ‘환경문제 해결’(22.7%)로 ‘업무 효율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업무 효율 향상(47%)에서 세부적 중요도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

성’(22.6%) > ‘외기급, 배기구의 설계’(19.8%), > ‘자연환기 성능 확보’(16.8%),

>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15.3%) >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12%) >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0.7%),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0.6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22.6%)은 온도, 환기, 풍량, 조명의 실

내 환경 조절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은 외기 ‘급. 배구의 설계’(19.8%) 및

‘자연 환기 성능 확보’(16.8%)는 재실자(사용자)가 실내 공기 환경을 제어 가능

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 ‘에너지 소비’(30.3%)의 세부적 중요요소는 ‘생활용수 절감’(82.8%) > ‘조

명에너지 절약’(17.2%)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용수 절감은 생활용 상

수 소비 절감률을 평가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경문제 해결’(22.7)의 세부적 중요요소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

수거’(37.3%) > ‘대중교통 근접성’(36%), > ‘세수 후 건조방식’(16.8%), > ‘자

전거 보관 시설’(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

수거’의 주요 내용은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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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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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계획, 시스템, 운영 단계에서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거주적 편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건축물 보급의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

치를 규명하고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국내외 녹색건축물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시장 동향 파악 및 기대효과를 예측하고,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보급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최종 목표인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업무용 건물

에서의 재실자 입장)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을 기반

으로 기본 목표인 환경문제 해결, 에너지소비 감소, 쾌적한 업무 환경 세 가

지 현안과 이하 13가지 적용요소의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미국은 녹색건축물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건설 관련 시장의 60% 이상이 녹색건물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2015년에는 연간 24조 원 규모의 시장(2010년 대비 24배 증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까지 국내의 녹색건물 정책은 정부 주도인 반면 선진

국 미국의 녹색건축물 정책은 과거 정부 주도의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으로 유

도하였으나, 현재에는 건물 성능의 향상이 생산성 증가나 이미지 상승 효과

등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

식 변화가 녹색건물의 수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

다. EU에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하여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에게 건물

에너지 효율 증진 방법을 홍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건물 에너지 성

능을 시뮬레이션과 측정 방법의 두 가지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재정적

인 지원 방법이 뒷받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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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물 확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과 녹색건물의 에너지 사

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

미 미국은 에너지성에서 건물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녹색 건물의 에너지 사

용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녹색건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총체적인 건물 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축척하여 녹색 건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

(2)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경우 환경(65%)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84%)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인증 제도의 활성화는 국가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75%)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중 일부(18%)는 녹색건축물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책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

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히, 녹색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으로 건축주, 거주자에게 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 응답에서 녹색

건축물은 투자회수비용(ROI, return of Investment)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

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수익을 가장 우선시하여 녹색건축

물의 가치는 “Cost”라고 판단할 수 있다.

비전문가의 경우 대다수가 친환경 및 녹색건축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

는 비전문가에 대한 국가정책의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두 집단(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종

합해 보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건

축물 인증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수요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그 해결 방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효과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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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 소비자들의 녹색건축물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3)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 중 사회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을 기반으로 중요도

를 분석한 결과 기본 목표의 중요도는 ‘업무 효율 향상’(47%) > ‘에너지 소

비’(30.3%) > ‘환경문제 해결’(22.7%)로 ‘업무 효율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업무 효율 향상(47%)에서 세부적 중요도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

성’(22.6%) > ‘외기급, 배기구의 설계’(19.8%), > ‘자연환기 성능 확보’(16.8%),

>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15.3%) >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12%) >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0.7%),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0.6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22.6%)은 온도, 환기, 풍량, 조명의 실

내 환경 조절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기 ‘급. 배구의 설

계’(19.8%) 및 ‘자연 환기 성능 확보’(16.8%)는 재실자(사용자)가 실내 공기 환

경을 제어 가능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30.3%)의 세부적 중요 요소는 ‘생활용수 절감’(82.8%) >

‘조명에너지 절약’(17.2%)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용수 절감은 생활용

상수 소비 절감률을 평가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22.7)의 세부적 중요 요소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

리수거’(37.3%) > ‘대중교통 근접성’(36%), > ‘세수 후 건조 방식’(16.8%), >

‘자전거 보관 시설’(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

리수거’의 주요 내용은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것으

로,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 요인

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업무 효율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

정되었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녹색건축물인증 과정에서 거주적 평가를

통해 얼마만큼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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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녹색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녹색건물 시장의 성장

에 따른 총체적인 건물 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축척하여 녹색 건물

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두 집단(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종합

해 보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건축

물 인증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

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수요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그 해결 방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효과를 홍보

하여 소비자들의 녹색건축물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

문가의 응답에서 녹색건축물은 투자회수비용(ROI, return of Investment)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수익만

을 우선시하여 녹색건축물의 가치는 “Cost”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해 녹색건축물

의 사회적 가치 분석 결과 ‘업무 효율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

었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녹색건축물인증 과정에서 거주적 평가를 통해

얼마만큼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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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설문지』

  

본 설문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부동산가치 및 활용가치에 대한 전문가 (친환경컨설팅

전문가) 설문조사입니다.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고효율 에너지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저감기술 등

을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전생애에 걸쳐 환경에 대한 피

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입니다.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설문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자의

소중한 의견은 국내 친환경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

중앙대학교 에너지설비연구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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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은 추가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문항 당 한가지 선택하여 주시면 됩

니다.

※ 해당되는 문항에 √로 표기해주세요.

【문 1】귀하의 연령을 선택하여 주세요.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이상

【문 2】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선택해주세요.

① 건축설계회사 ② 친환경컨설팅 ③ 건축설비회사 ④ 건축운영 및 관리

⑤ 공 무 원 ⑥ 교 수 ⑦ 대 학 원 생 ⑧ 기 타( )

【문 3】귀하의 업무 관련 경력을 선택하여 주세요. (전문가용)

① 3년 미만
② 3년이상 ~

5년미만

③ 5년이상 ~

10년미만

④ 10년이상 ~

20년미만
⑤ 20년이상

【문 4】귀하의 친환경 인증 관련 프로젝트 참여경험 횟수를 선택하여 주세요.

(전문가용)

① 0 회 ② 1~3 회 ③ 4~5 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문 5】귀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공통질문)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문 6】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공통질문)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간략하게

알고 있다.

④ 들어 본적

있다.

⑤ 전혀

모른다.

【문 7】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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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질문 7번】“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대답하신 응답자 한하여

어떤 점에서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미흡 ③ 정책 운영에 대

한 미흡 ④ 경제적인 운영 유지비 ⑤ 인증으로 인한 건축물의 가격 상승

【문 9】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0】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사는 것이 국가 환경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1】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이 받지 않은 건물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2】국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질문)

① 녹색 건축물 인증에 따른 효과 가시화

② 녹색 건축물 중요성에 대한 홍보

③ 거주자 및 사용자의 인식 변화

④ 정부 및 운영기관 정책에 대한 개선

⑤ 녹색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활성화

⑥ 선진화된 국외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의 통합 보급

⑦ 기타

【문 13】국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

까? (전문가 질문)

① 국내 인증 주최기관 통합 운영

② 국내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운영

③ 국외의 인증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

④ 국외의 선진화된 인증제도를 도입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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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조사 (전문가 질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평가 항목 3가지 선택해주세요.

부문
업무용건축물 인증항목

1 2 3

1. 토지이용

2. 교통

3. 에너지

4. 환경오염

5. 재료 및 자원

6. 물 순환관리

7. 유지관리

8. 생태환경

9.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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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본 설문은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물의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 가치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치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품은 모두 가치이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 육체적인 쾌적·건강도

가치있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만족을 주는 가치가 있다.

∎ 건축물에서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유형적 가치 (상품적 가치)

LCA(Life Cycle Assessment), LCC(Life Cycle Cost)등을 이용하여 비용 및 편익 분

석으로 건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 무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사회적·심리적 욕구로써 건물안에서 쾌적함, 편리함 등의 가

치로써 주관적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가치에서 무형적 가치(육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

로 ‘계층적 분석 과정’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소중한 의견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

중앙대학교 에너지설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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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① 여성 ② 남성

【질문 2】귀하의 연령을 선택하여 주세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대 이

상

【질문 3】귀하의 직급을 선택하여 주세요.

① 사원, 주

임
② 계장, 대리 ③ 과장, 차장

④ 부장, 이

사
⑤ 상무 이상

【질문 4】귀하의 업무 경력을 선택해주세요.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5년 이상~

10년 미만

④10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질문 5】귀하의 사무실 재실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식사, 휴식 시간 포함)

① 6 시 간

이하

② 6시간이상~

8시간 이하

③ 8시간 이

상~10시간 이

하

④ 10시간

이상~12시간

이하

⑤10시간 이상

- 75 -

설문 개요

■ 본 설문지는 계층적 분석 과정 ‘계층적 분석 과정’ (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을 이용한 건물의 무형적(육체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제 1계층 건축물 사회적 가치이며, 제 2계층 ‘현안 환경문제

해결’,‘에너지소비 감소’,‘업무효율 향상’,‘쾌적성’으로 기본목표로 구분하여 구

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 세부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항

목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 예시 1) 현안 환경 문제 해결과 에너지소비 감소 두 가지 현안 중 어

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환경문제 해결”이 “에너지소비 감소”보다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V 표시해 주십시오

-만일 “환경문제 해결”이 “쾌적한 업무 환경”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V표시해 주십시오

A

‘A’가‘B’보다

중요하다

동

등

‘B’가 ‘A’보다

중요하다

B

절

대

적

중

요

확

실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약

간

중

요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확

실

히

중

요

절

대

적

중

요

환경문제

해결
9 7V 5 3 1 3 5 7 9

에너지소

비감소



- 76 -

-만일 “환경문제 해결”이 “에너지소비 감소”보다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V 표시해 주십시오

-만일 “환경문제 해결”이 “쾌적한 업무 환경”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V표시해 주십시오

A

‘A’가‘B’보다

중요하다

동

등

‘B’가 ‘A’보다

중요하다

B

절

대

적

중

요

확

실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약

간

중

요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확

실

히

중

요

절

대

적

중

요

환경문제 해결 9 7 5 3 1 3 5 7 9 에너지소비감소

에너지소비 9 7 5 3 1 3 5 7 9 쾌적한 업무 환경

환경문제 해결

A

‘A’가‘B’보다

중요하다

동

등

‘B’가 ‘A’보다

중요하다

B

절

대

적

중

요

확

실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약

간

중

요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확

실

히

중

요

절

대

적

중

요

대중교통 근접성 9 7 5 3 1 3 5 7 9 자전거 보관 시설

대중교통 근접성 9 7 5 3 1 3 5 7 9 세수 후 건조방식

대중교통 근접성 9 7 5 3 1 3 5 7 9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

자전거 보관 시설 9 7 5 3 1 3 5 7 9 세수 후 건조방식

자전거 보관 시설 9 7 5 3 1 3 5 7 9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

세수 후 건조방식 9 7 5 3 1 3 5 7 9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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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A

‘A’가‘B’보다

중요하다

동

등

‘B’가 ‘A’보다

중요하다

B

절

대

적

중

요

확

실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약

간

중

요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확

실

히

중

요

절

대

적

중

요

생활용수 절감 9 7 5 3 1 3 5 7 9 조명에너지 절약

쾌적한 업무 환경

A

‘A’가‘B’보다

중요하다

동

등

‘B’가 ‘A’보다

중요하다

B

절

대

적

중

요

확

실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약

간

중

요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확

실

히

중

요

절

대

적

중

요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9 7 5 3 1 3 5 7 9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9 7 5 3 1 3 5 7 9 자연환기성능 확보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9 7 5 3 1 3 5 7 9

외기 급, 배기구의

설계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9 7 5 3 1 3 5 7 9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음환경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9 7 5 3 1 3 5 7 9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9 7 5 3 1 3 5 7 9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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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업무 환경

A

‘A’가‘B’보다

중요하다

동

등

‘B’가 ‘A’보다

중요하다

B

절

대

적

중

요

확

실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약

간

중

요

약

간

중

요

매

우

중

요

확

실

히

중

요

절

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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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설문조사 및

가치분석 연구

-업무용건축물과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중심으로-

이 재 호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그린(Green)’은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였

다. 그린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

율을 높이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

시하였다. 그러나 건축업계, 부동산투자자, 건축주, 부동산 전문가, 일반 국민

등에게 인증제도 및 인증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녹색건축물시장이 확대

되지 못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LCA)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

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LCA분석은 녹색건축물의 정량적 가치만을 평

가하고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의 가치 즉, 사회적 가치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녹색건축물 현황분석과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

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분석, AHP기법을 이용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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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 사회적 가치를 평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도를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녹색건축물 시장은 2015년 연간 24조 원 규모의 시장 확대될 것

이며, 미국 또한 2015년에는 건설 관련 시장의 60% 이상이 녹색 건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주요 문제점은 녹

색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지속 가능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

다. 미국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통하여 유도하였

으나, 현재는 건물 성능의 향상이 생산성 증가나 이미지 상승과 같은 효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녹색 건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소비자 및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의 인지는 현저하게

낮았으며, 전문가들이 건물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간은 비용 및 편익 부분에

서 접근되기 때문에 녹색 건물에서 얻어 질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로부터의

편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여 녹색건축물 사회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업무의 효율성’이 47%로 가장 높게 평

가되었으며, 그 세부 적인 요인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외기 급, 배기

구의 설계’등 얼마만큼 실내 환경 조절을 통해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느

냐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녹색건축물 보급에 따른 설문조사 및 가치분석을 통해 녹색건축

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재실자(사용자) 입장에서의 잠재적

가치 즉,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인증

과정에서 거주적 평가를 통해 녹색건물이 얼마만큼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는

가에 대해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녹색건축물, AHP, 보급, 현황, 설문조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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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and Value-Analysis for the

Prevalence of Green Buildings

- Focusing on Office Building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

Lee Jae-ho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Building Equipment Major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word ‘Green’ has emerged as an issue not only in our (Korean)

society but also in global society. With reference to the effe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word ‘Green’ refers to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rough raising the efficiencies of energy and resources uses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With this regard, our government is promoting ‘Low

Carbon Green Growth’ while aligning it with environment and economy.

Starting 2002, a certific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ly-friendly

buildings has been implemented to promote the prevalence and

proliferation of green buildings. However,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real

estate investors, building owners, real estate professionals, and general

public are not well versed i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its effects, the

green building market has not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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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Cycle Assessment (LCA) is a method predominantly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green buildings, and analyzes the impacts of

manufacturing-distribution-disposal, such as the consumption of raw

materials and energy, production of pollutants and waste, etc., on the

environment. However, CLA analysis is limited in that it only assesses

the quantitative values of green buildings and not able to take the values

from users’ perspectives, in other words social values, into consideration.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and global-green buildings

and the perceptions of users and professionals on the prevalence of green

buildings are analyzed. And the items that can be used to assess the

social values from among the green-buildings, in Korea, validation items

used in the AHP methodology are selected, and then an attempt to derive

its importance is m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1) It is expected that the green buildings market in Korea will grow

to \24 billion per annum in 2015, and in the USA more than 60%

of the total construction-related market will be green buildings in

2015. However, the main problem of invigorating green buildings

market in Korea is lack of verifications of the energy use,

sustain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 buildings. In the

USA, proliferation of green buildings was induced through

incentives and tax breaks, but the current trend is, with such

effects as productivity increases and image enhancements through

building performance improvements, end users are voluntarily

demanding green buildings.

(2)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perception of end users and

professionals on the prevalence of green buildings s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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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although the end users’ interests on green buildings

were high, their recognitions on the information relevant to green

buildings were markedly low, and as the professionals’ perceptions

on building values are the results of costs- and

convenience-aspects approaches, they cannot recognize the

conveniences relevant to the latent values that can be gained from

green buildings.

(3) The social values of green buildings were examined closel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ology, and the

results show the ‘Job Efficiency’ was the highest at 47%, and it is

expected the value of a building will be determined by how

satisfactory the office environments provided, by varying the

specific inside conditions such as ‘creation of a comfortable interior

environment’, ‘design of outdoor air supply and exhaust ducts’, 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ways to invigorate green building

market through a survey and value analysis on the prevalence of green

buildings. Although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s

of green buildings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latent values of green

buildings from users’ perspectives, in other words determining the level

of comfort provided by a green building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of

whether a green building provides interior environments that can improve

work efficiency and are comfortable, should be re-evaluated.

Key words: Green building, AHP, Prevalence, Present condition,

Survey,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