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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속가능한 업무용 건축물 설계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현 아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논문은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

축 인증기준을 단순히 평가도구만이 아닌, 실무자에게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

한 지침으로써의 역할 도모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의미와 실행 주체에 따른 지속가능한 건축 개념

의 차이를 살펴보아, 설계자의 입자에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타당성을 제

시하였고,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에 따른 중

요성과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 구현방식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인증기준 분석을 시행하여 국내 인증기준 개선을 위

한 근거를 도출하고, 실무자의 심층적인 인터뷰와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 분석을 

통해 국내 업무용 인증기준 설계 적용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

로 국외 인증기준과 실무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 설계적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문의 목적과 방법 하에 다음과 같은 국내 인증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 업무용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방식은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

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인증기준은 설계 적용 후의 효용성 파악이 어

렵기 때문에, 건축주 및 실무자들이 인증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 및 특징에 상관없이 인증기준의 

점수 득점을 위해 파편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

와 인증 프로세스의 분리로 인해, 인증기준 적용은 실시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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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설계 적용 및 무리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상승을 야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서 인증기

준의 설계적용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설계단계 별 디자인 샤렛

(Charrettes)을 도입하여, 프로젝트의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국내 인증기준에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커미셔닝(Commissioning)을 본연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시행하도

록 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거주 후 단계의 설비시스템의 검증 및 조정을 가능

하게 하여 효율적인 건축물의 운영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합설

계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인증기준의 도입 및 기준 확대와 함께, 개별적인 설계 

전략에 따른 순차적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 인증기준은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설계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실무자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입지

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설계기준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인증기준

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

러한 제한적인 설계기준과 융통성 없는 기준으로 인해 점수 득점에 한계가 있었

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개념과는 상반되는 설계를 수용하게 되며, 프

로젝트의 특징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준 또한 단순히 점수 득점을 위해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인증기준의 융통성과 자율성의 부족

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순차적인 전환과 효용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설계방식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성능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대중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시뮬레이션 비용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설계방식 기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증기준 도입방식과는 달리, 국내 업무용 건축물의 다양한 표본조사와 해

당되는 기준의 시뮬레이션 및 검증,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입

되도록 하며, 해당되는 기준의 설계 적용 시 효용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인증항목 내 평가기준 자체의 모호성, 형평성 부족, 비효율적인 설계

방식 유도, 법적 기준 이하의 평가기준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평가기준의 

불명확한 제시는 이에 대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러한 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 적용의 자율성을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인증기준의 형평성 부족은 단순히 적용개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기준이 해당되

며, 휴게 공간의 일괄적인 면적 제시 또한 형평성이 부족한 인증기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적용 개수에 의한 평가기준은 자재의 가격 비율과 절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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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더 많은 에너지 소

비를 유발하는 기준은 분리된 기준에서 중복 적용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증기준 자체의 오류와 함께, 인증기

관 별 심사기준의 상이점을 세부 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에 대응하는 설계기준 구성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국내 인증기준은 실내 환경 분야의 기준을 통해 업무용 건축물의 거

주자를 위한 설계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설계기준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실

내 환경 쾌적성을 위한 설계가 부족하며, 주변 지역을 위한 인증기준 또한 제한적

이다. 이를 위해 실내 환경 분야에서 부재한 빛 환경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입하도

록 하며, 에너지 분야에 구성되어 있던 조명에너지 절감 항목을 다시 실내 환경 

분야로 편입하여, 조명 에너지 절감보다도 쾌적한 빛환경 구현을 우선시 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열쾌적 설계 및 검증 항목을 도입하여, 쾌적한 실내 온열환경

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주 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을 위한 인증기준은 열섬현상 방지계획 항목과 빛 공해 방지 계

획 항목을 도입하여, 도심 지역 여름철의 냉방부하 저감 효과와 지역 야생 생태계

의 보호를 유도하였다.

국내 설계시장의 현황 파악 없이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일방적 규제는 지속가

능한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계자의 인식 없이 수동적인 기준의 적용을 야기하

고, 설계자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가중시키며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무자가 인증기준 적용 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국내 설계 현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계 단계별

로 고려되어야 하는 인증기준의 설계방식을 매트릭스로 제안하여 참여 전문가들이 

전체론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항목 별 상호적 고려가 필요한 

기준들의 관계성을 제시하여 통합적인 설계를 유도 하였다. 이는 국내 인증기준이 

최종적인 평가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이며, 실무자들로 하

여금 효율적인 인증기준 적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1)

주요어 :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녹색건축 인증기준, 통합설계 프로세스, 인증기준 매트릭스
학  번 : 2010-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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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와 자연자원이 고갈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

은 점차 필수 사항이 되어 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축의 보급을 위해 많은 국

가들과 하부 자치 단체들은 이를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

다. 영국의 BREEAM 인증기준을 선두로 국가별 지역에 맞는 인증기준들이 제시

되고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준 개발은 범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기준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환경문제는 이 자체적인 문제

의 해결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항임이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문제를 효

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인간의 행동, 야망, 욕구와 밀접

한 관계로 환경위기, 발전위기, 에너지위기를 모두 한 문제로 다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제시되었다.2) 하지만, 국내의 지속가능한 건축3)은 좁은 의미인 

‘친환경건축’, 혹은 ‘녹색건축’으로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만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는 

건축보다도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이 친환경건축물을 표상

하고 있다. 이는 건축설계에 의한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는 방식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이 우선시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인간의 질적 

성장 욕구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보다는 직접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

고 있다.

하지만, \ 국내의 기술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설계기준 중에서도 녹색

2)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3) 본 논문의 지속가능한 건축은 친환경건축, 녹색건축, 생태건축 등의 건축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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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증기준은 건축설계의 다양한 분야의 지속성에 관한 성능 및 설계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들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실내 환경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건축 인증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 구현을 위해 가장 포괄적인 지속

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라는 명칭으로 200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그 후 점차적으로 업무용 건축물, 주

거복합 건축물,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로 용도가 확대되었다. 

이후 인증대상이 대규모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을 인증대상에 포함시

켰다. 이처럼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점차적으로 세분화된 용도로 확대되어지고 있

으며, 계속되는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한 정량

적이고 객관적인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점차 많은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고 있으

며, 인증기준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 및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이러한 장점과 함께 많은 부작용도 함께 야기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도입 이후 제도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

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으며, 국내의 짧은 설계기간으로 인해 지속가능

한 건축의 목표는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설계

의 총괄자는 설계자가 아닌 인증 대행 전문가로 옮겨 갔으며, 설계자는 인증을 위

한 협업자의 위치가 되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설계는 인증기준에

서 제시한 제한적인 설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속가능한 설계 및 

대지의 특수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설계의 고려는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건

축가 및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 단순히 목표치의 인증등급을 위해 수동적인 점수 획득방식이 지속가능

한 건축을 위한 설계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평가범위는 크게 범지구적 환경문제부터 거주자의 거주 환

경까지 평가하고 있다. 범지구적 환경문제는 자연자원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방지

를 위하여 자재 및 에너지 소비 저감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거주환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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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의 온열환경, 음 환경, 공기 질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준은 

대부분이 대지 경계선 안의 사항만을 고려한 내부지향적인 설계만을 지향하고 있

으며, 범지구적 환경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주변 지역 및 사회를 고려한 평가는 

부족하여, 주변 환경 및 가까운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설계 대안이 없는 상황

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국외 인증기준을 토대로 개발된 국내 인증기준은 단편화된 

계획기준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건축’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건축적 접근의 변화가 점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건축은 과학적 기술에서 출발하

는 환경적인 측면만의 고려가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사회

적 지속성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4) 이미 국내에서는 환경적인 지속성 측면의 

에너지와 관련된 인증기준들은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녹색건축 인증기준

은 광의의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을 포함하고, 국내의 건축물의 환경과 실무자의 

설계구조를 반영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침으로써의 역할

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을 주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은 아직까지 광의의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현과 인증기준의 효율적인 적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국내의 비주거 건축을 대표하는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로, 국내 인증기준 적용 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국

외 인증기준의 적용방식 및 설계방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항목 별 분절된 평가방

식의 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체 통합설계 프로세스를 유도하는 기준과 프로젝트 

별 특징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구성 및 세부기준,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해 더 고려되어 평가되고 있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분석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인증기준 설계 적용시의 문제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4) Lützkendorf, Thomas, and David P. Lorenz, "Using an integrated performance 
approach in building assessment tools",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06,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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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앞에서 분석한 국외 인증기준의 전체 설계 프로세스의 통합방안과 설계

의 융통성 및 자율성을 위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인증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현재 인증기준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실무자의 인터뷰와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인증기준에서 표

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무적인 적용 및 실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낸다. 그

리고 도출된 인증기준 적용의 한계를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 시의 용역의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더 나아가 업무용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의 부족함의 원인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국외 인증기준의 평가기준 운용방안과 설계기준을 근거로 국내 실

무자가 지적한 국내 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개선방향은 크게 인

증기준을 통한 통합설계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방안, 설계적용의 융통성 및 자율

성을 위한 설계기준의 구성방안, 평가항목 자체의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전

체 프로세스에서 개별적인 평가기준까지 통합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이끌

어 갈 수 있도록 재설정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증기준의 개선을 통해 이를 운용

하는 실무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역할을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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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녹색건축 인증기준이라는 도구를 통해 구현하

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는 이러한 도구 없이 설계자와 

참여 전문가들의 설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의 투자가 적은 국내 설계환경에서 능동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진

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의 지속가능

한 건축을 위한 기준 및 지침들이 다수 시행 및 운영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녹

색건축 인증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사실에 기반을 둔다.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계획기준으로는 법 및 정책과 인증제도에 의한 설계

기준, 가이드라인과 같은 설계지침이 존재한다. 법에 의한 제도와 정책은 의무사

항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계획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공

공건축물5)만이 강제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규정할 뿐, 일반 건축물

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인증심사를 받는다.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설계지침

의 역할로써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와 같은 공공

기관의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건축심의대상6)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기

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기관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본연의 비강제적인 설계지침으로써의 역할이 아닌 설계 성능에 대한 규제사

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설계사무소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활용이 적은 상황이다.7) 이처럼 사기관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녹색건축 인증기준만이 비강제성을 갖는다.

또한 법에 의한 제도와 정책은 일 방향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

하는 건축물은 설계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의 

5)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한하며, 공공건축물 중 청사 또는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6) 서울시의 건축심의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구 심의대상은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 속한다.<서울특별시 건
축조례 제7조>

7)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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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주거

공동주택
소형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표 1-2 인증 평가부문

가이드라인 또한 법에 의한 강제성이 동일하게 부여된다. 특정 용도, 일정 규모, 

특정 지역의 건축물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성능 이상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반해,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설계기준의 

완화와 세금의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의 적용으로 일반건축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4개의 등급으로, 

그리고 한 항목 내 평가기준은 2에서 6단계로 구분되어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

고 있다. 설계자는 목표로 하는 등급에 따라,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입지, 예산에 

따라 실천목표 별 성능을 선택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규제사항 내용적 범위 기준의 특징 비고

법 의무사항 기본방침 제공 절대적 기준

녹색건축 인증제도 권장>의무
설계성능 및 

설계지침
선택적 기준

지속가능한 건축을 포괄한 

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권장<의무

설계성능 및 

설계지침
절대적 기준

에너지절약 측면에 초점을 

둔 설계 성능 제시

표 1-1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기준 및 지침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친환경성 혹은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건축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절약,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가진 건축물로의 

인식이 되어 민간 건축물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녹색건축의 대중성과 

상기한 자발적 참여, 선택적 기준에 의한 자율성 등은 실질적인 설계지침으로써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건축설

계를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현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일부 기존건축

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업무용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사실에 기반을 둔다.

대표적인 국외 인증인 BREEAM, LEED, 

CASBEE의 경우 업무시설의 인증기준 제정이 

가장 선행되었는데, 이는 업무시설이 가장 일반

적이며 다른 인증기준의 기초가 되기에 적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공동주택 인증기준을 가장 먼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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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후 비주거 건축물을 대표하는 용도로 업무용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

을 개발하여 이후 다른 비주거 건축물의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8)

국내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많은 시간을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시행되었으며, 

계속되는 인증기준의 개정과 유사 인증기준과 통합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

다. 하지만 제2의 거주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주밀도가 가장 높은 업무용 인

증기준은 비주거를 대표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계된 연구와 개

정이 부족하다.9) 이에 본 논문은 주거와 달리 고밀도의 실내 환경과 주로 도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징으로 인해 환경문제 및 지역적 지속성 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업무용 건축의 인증기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2) 연구의 범위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증기준 심사분야에 따른 항목

과 인증기준의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건축의 전반

적인 시스템 중에 구체적인 지속가능한 설계방식을 담고 있는 인증기준의 평가기

준의 연구에 한정하도록 한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심사기준] + [운영시스템]
평가방식

평가분야 및 항목

세부평가기준

인증절차

인센티브

사후관리

표 1-3 녹색건축 인증제도 구조

8) 업무용 건축물을 위해 개발된 인증기준 중 일부 항목을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 이외의 부
분을 위한 인증기준으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용 및 주거
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 환경부, 2002.6, p.67> 이는 업무용 
건축물이 비주거 건축물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판단하여 업무용의 일부항목을 비주거건축물
의 공통항목으로 지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공동주택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와 그
린빌딩 인증심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개정된 이후 3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업무용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는 시범사업 
연구를 포함하여 1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단순히 연구기간의 문제가 아닌 내용적인 측면 
또한 국내 업무시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많은 항목이 공동주택 인증기준에서 발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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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구성

(3)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현재 인증기준의 적용 및 운용의 한계점 파악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로, 국외 인증기준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인증기준의 

설계적용의 문제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국내 인증기준의 한계점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외 인증기준의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설계현황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향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일본의 CASBEE, 캐나다의 

SBTool로 대표적인 국외 인증기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SBTool은 가장 먼

저 개발된 공동주택 인증기준의 토대가 되었던 기준이며, LEED, BREEAM, 

CASBEE는 새로운 용도의 인증기준 개발 시와 기존의 기준의 개정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증기준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인증기준임과 

동시에, 많은 피드백을 통해 꾸준히 발전 되어 다른 지속가능한 건축의 인증에 대

한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주거를 대표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연구대상으

로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분석 대상인 국외 인증기준 또한 업무용 인증기

준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LEED의 인증구조 중 LEED for NC(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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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사무실, 기관시설

(도서관, 미술관, 교회 등), 호텔, 그리고 4층 이상의 주거 건축물을 새롭게 건설

할 때 해당되며 건축주나 임차인이 임대면적의 50% 이상 차지하는 건축물, 그리

고 주된 공조기의 교체 및 수리, 건축물의 외관 및 골조에 대한 개보수와 같은 레

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BREEAM은 BREEAM New 

Construction내 업무시설(Offices)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CASBEE는 업무, 학교, 상업시설, 식당, 병원, 호텔, 공동주택, 홀, 공장의 신축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CASBEE for New Construction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으로 SBTool은 다른 인증체계와 달리 용도별, 혹은 규모별로 다른 시스템을 구성

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한 체계를 통해 평가하는 구조로, 프로젝트의 

지역, 용도, 규모에 대한 입력 값을 통해 평가구조를 조정하도록 하는 2세대 평가

방식이다.10) 본 논문에서는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항목에 국한하여 가중치를 분석

하기 위하여 인증범위를 가장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Maximum Scope과 36층 이

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신축업무시설로 지정하고, 설계단계시의 인증으로 설정하였

다. 이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Default 값으로 유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앞에서 분석된 국외 인증기준의 단편적인 도입으로 인증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준 운용 및 설계 적용 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녹색

건축 인증기준을 적용한 경험이 있거나 친환경건축 설계부서에 일하고 있는 설계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인증기준에 표면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증기준 적용 시의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밝히도록 한다.

또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 적용의 문제점이 인증 받은 건축물의 심

사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하여, 인증항목 설계 적용의 문제점 파악 및 실

무자 인터뷰 내용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인증기준의 개정이후에 

인증 받은 업무용 건축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아래 표의 프로젝트는 인

증대행 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제공한 실제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10) SBTool은 iiSBE에서 제공하는 엑셀쉬트를 이용하며, 엑셀쉬트에서 제공하는 용도는 주택, 
공동주택, 호텔, 도서관, 업무용, 학교, 카페, 상업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 극장, 로비 및 
주차장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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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젝
트

인증
등급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규모 소재지
사업
주체

기타

A 우수 15,150.00 15,064.97
15.59

(법정:70)
77.66

(법정:500)
지하1층
/지상9층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혁신도시

공공
복지후생시설
의 부속동

B 우수 4,214.00 47,001.45
55.44

(법정:60)
793.66

(법정:800)
지하4층

/지상17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

C 우수 42,487.00 21,005.00
8.67

(법정:70)
42.71

(법정:500)
지하1층

/지상10층
울산광역시 
우정혁신도시

공공

D 우량 1,341.70 12,807.76
59.84

(법정:60)

711.00
(법정:600,
허용:800)

지하4층
/지상1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

E 우수 8,651.70 8,517.81 27.68 74.25
지하1층
/지상5층

경상남도 창원시 공공
리모델링
(증축)

F 우수 33,058.00 15,409.64
17.53

(법정:70)
45.97

(법정:500)
지하1층
/지상5층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혁신도시

공공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G 우수 4,012.00 4,920.28
29.79

(법정:60)

68.18
(법정:300,
허용:400)

지하1층
/지상3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

H 우수 24,342.00 22,623.00
14.02

(법정:70)
82.14

(법정:500)
지하1층

/지상10층
울산광역시 
우정혁신도시

공공

I 최우수 21,233.30 24,298.92
23.12

(법정:70)
51.95

(법정:500)
지하3층
/지상8층

울산광역시 
우정혁신도시

공공

J 최우수 8,267.10 47,638.32
42.43

(법정:50)
249.58

(법정:250)
지하5층
/지상9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

K 우수 4,052.90 13,316.33
27.40

(법정:70)

205.15
(법정:750,
허용:900)

지하3층
/지상11층

광주광역시 
누문동

일반
리모델링
(증축)

표 1-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중 분석대상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인증 건축물을 모두 예비인증11)을 통과한 사례로 착공되기 

전의 상황으로 일부항목은 적용예정 확인서로 대치되어 인증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의 대부분의 경우 같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그대로 취득하므

로 적용예정 확인서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12) 또한 부록에 첨부된 

프로젝트별 취득한 항목 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사 분류가 아닌, 2013년 

이전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11)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성된다. 예비인증은 허가·신고 또는 사업
계획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2) 친환경건축물 인증취득으로 인하여 세금감면 및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의 부여로 대
부분의 예비인증 받은 대상자는 취득한 등급을 본 인증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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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에서 도출된 녹색건축 인증기준 한계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인증 

개발 및 개정 시 시행되었던 연구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을 업무용 녹색건

축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용 인증기준의 바탕이 되었

던 공동주택 인증기준의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근간이었던 '그린빌딩시범인증'과' 주거환경우수주택 인증제

도13)'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업무용 건축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발

을 위한 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10년 인증기준의 개선을 위해 실

시되었던 용역 또한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연도 주관기관 연구기관 용역 제목

1997.12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Ⅰ)

1998.12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Ⅱ)

2000.02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Ⅲ)

1999.10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환경성능 인증제도(그린빌딩 인증제도) 도입방안

2000.12 환경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그린빌딩시범인증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1.12 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그린빌딩 시범인증 성과 분석 및 국제협력방안 
연구(1차연도 보고서)

2002.06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 

2002.12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적용 시범사업

2009.06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5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개정 관련 용역 중 분석대상 목록

앞에서 제시된 연구의 분석을 통해 현 인증기준 한계점의 원인과 함께, 인증기

준이 업무용 건축물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인증기준이 어떠한 이유로 못 미치고 있

는 지를 밝히도록 한다.

13)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3년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정주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
도 연구』 결과로 주거환경우수주택 인증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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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건축구현을 위한 인증기준 적용 및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의미와 실행 주체에 따른 지속가능한 건축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아, 본 연구에서 설계자의 입자에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발전방향 및 구조를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의 특

징에 따른 중요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내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 구현방식의 문제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의 국내 인증기준의 운용 및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근거로 국외 인

증기준을 분석하여 국내 인증기준 개선방향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준 프로세스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을 분석하고, 설계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지침서의 역할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방식의 자율성과 심사기준의 융통

성을 위한 기준의 구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국외 인증기준의 업무용 건축물

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설계를 위한 평가기준을 분석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되었던 국내 업무용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자의 인터뷰와 인증 받은 건축물의 심사내용을 분석하여, 

인증기준의 실질적인 운용방식의 한계점과 심사 및 설계적용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이 도출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

증기준 개발 및 개정 시의 연구용역들을 분석하고, 업무용 건축물의 특수성에 대

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부족함의 이유를 파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3장의 국외 인증기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의 근

거를 토대로, 4장의 인증기준 운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개선을 위해 4장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합설계의 유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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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써의 역할을 위한 설계기준의 자율성 및 융통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기준 자체적인 문제점인 형평성과 명확성 확보,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에 대응되는 설계방식을 

유도하기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증기준이 실무자 및 이해관

계자의 대화도구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별 인증기준 매트

릭스를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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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15

제2장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 및 국내 인증기준의 현황

2.1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

2.1.1 지속가능한 건축의 함의

지속가능한 건축은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처음 개정되었을 당시에 정의된 친환경건

축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

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1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건축물의 목표를 거시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자연과의 공생, 환경오염부하의 저감, 그리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강조하고 있

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파생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정주지, 즉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의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momiss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tland 

Report, 1987)인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으로 제

시되고, 그 의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공동체가 직면해 있

는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확산해나간 광범위한 맥락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15) 이 보고서의 작성 초기에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증
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예전의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제2조 1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정의를 가지고 온 것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서 내리고 있는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 내리고 있
는데, 이는 앞선 정의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5) Edwards, Andres R. 『지속가능성 혁명』, 오수길 역, 시스테마, 201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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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만 관하여 논의를 제한하고자 하였지만, 환경이 인간의 행동, 야

망, 욕구와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위기, 발전위기, 에너지위

기들을 모두 한 문제로 다루었다. 

‘환경’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 ‘발전’이다. 많은 형태의 발전이 그 토대를 이루는 환

경을 침식하고, 이로 인한 환경악화는 경제발전을 침식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개발도상국에서 부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농지 없는 농부의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개발도상

국은 이미 선진국에서 지구 생태학적 자원의 대부분을 이미 사용해 버린 세계 속

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구의 주요한 ‘환경’ 문제이며, 또한 주

요한 ‘발전’ 문제이다.16) 또한 미래의 후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 및 발전의 

문제는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해

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및 발전, 그리고 불평등에 관련된 

사항을 동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의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음과 같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17)

지속가능한 개발은 후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의 원천은 환경문제에 있으며, 환경적 자산의 한계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이 주요한 목표이다. 인간

의 요구는 식량, 의복, 거주지, 직업과 같은 필수적인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넘어

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며, 이러한 요구는 현 세대 모든 사

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공평하게 충족되어야 한다.18) 

16)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ⅺ-6

17) Ibid., p.43
18) Ibid.,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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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브룬트란트의 지속가능한 개발

이처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경

제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에너지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환

경적인 측면에서 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며, 반대로의 경

우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인과 소속 집단의 이득

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개발이 아닌 인류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전제로 해야 

한다. 

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방안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

위원회의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의제 21(Agenda 21)을 통해 제시된 이후, 

1996년 터키 이스탄불 제2차 유엔 정주회의의 해비타트 어젠다(Habitat 

Agenda)는 의제 21의 내용 중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의 개념을 한 번 더 구체

화하여 지속가능한 정주지라는 개념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19)

해비타트 Ⅱ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와 ‘도시화되는 세계에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인간의 적정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정주지를 포함하여 자연과 조화된 건강하고 생

산적인 삶을 가질 권리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간의 정주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 요소인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지속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해비타트 Ⅱ의 ‘도시화되는 세계의 지속

가능한 정주지 개발’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간의 거주지

의 변화 및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여 만들어졌다. 여기서 도시화의 문제를 부적절

한 재원, 고용 기회의 부족, 노숙자 및 불법거주자의 증가, 빈부격차 증가, 범죄 

19) 이규인, “지속가능한 정주지 계획을 위한 평가지표 수립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획계』, 18권4호(통권 162호), 2002.04,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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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의 증가, 부적절하면서 악화되어가는 빌딩의 가치, 서비스 및 기반시설, 건

강과 교육을 위한 시설의 부족, 부적절한 토지이용, 불안정한 토지 거주권, 교통 

혼잡 증가, 공해 증가, 녹지의 부족, 불충분한 물의 공급 및 위생시설, 통제되지 

않은 도시개발, 그리고 재해의 취약성 증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지이용, 교통 및 통신,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생태환경조성에 관한 환경

적 측면의 실천방안과, 빈곤의 근절,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적 통합과 같은 사회적 

개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과 재건을 사회적 측면의 실천방안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는 재해의 방지 및 완화, 그리고 재해 대비와 재

해 후 복구 능력의 필요성,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정주지를 위해 건축적, 도시 계획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실천방안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를 주된 주체로 삼고 있다. 또한 여성과 

노약자, 장애인의 참여와 고려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20)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체화한 지속가능한 정주지, 즉 건축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동일한 목적 하에 건축 및 도시의 스케일에서 구현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건축은 공통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중요시 하고 있으며, 형평성과 공동체 의

식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범지구적 환경

에서부터 개개 인간의 환경까지의 모든 영역의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만족에 대한 통합적인 구현을 필요로 한다.

2.1.2 실행 주체에 따른 지속가능한 건축 개념의 차이

지속가능한 건축은 앞선 논의와 같이 환경, 경제, 삶의 질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을 가진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체별로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

이 다르게 정의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발 방향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절에

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이 주체 별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별 개념

적 차이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건축의 실행의 주체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도출

하고자 한다.

20) UN, Habitat Agenda, Habitat 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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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환경 중심적 개념

지구 환경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앞에서 논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함께, 각종 환경 협약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 등의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 협

약이 채택되어 발효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등 39개의 환경 협약

에 가입되어 있다.21)

특히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실시된 1997년 쿄토 협약

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제시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였다. 1차기간의 목표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평균 5.2%까지 줄이는 것이었으며, 국내의 경우 1차 기간과 현재

의 시행기간에 의무 감축대상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선정된다.22)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협약과 함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국내 환경위기 및 에너

지 위기를 배경으로 국내에서는 2010년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여, 다음 그림

과 같은 목표를 위한 녹색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2-2 녹색 성장의 비전 <출처:http://www.greengrowth.go.kr>

21) 장덕 외 9인, 『인간 활동과 환경오염』, 건축대학교 출판부, 2006, pp.333-334
22) http://www.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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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 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 따른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와 함

께,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 주체 등의 실행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국가의 성장목표가 “녹색”이라는 가치의 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건축분야 또한 이러한 국가의 비전 아래 “녹색건축”라는 목표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정착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녹색건축을 대표하

는 제도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대체된 제도로 2013년

에 명칭이 바뀌었으며, 인증 제도를 규정하는 법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

칙」24)으로 변경되었다. 이 규칙의 상위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의 1항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이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

행한다.’라고 인증제 시행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의 친환경

건축물의 정의25)와 유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위를 담고 있는 넓은 의미인 

지속가능한 건축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보다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에서는 녹색건축물을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데도 불

구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의 정의 보다 좁은 범위로 환경 지향적인 녹색

건축물로 정의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속한 제50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을 포함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

위에 속해 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로 정의하고 있는 범위가 하위법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의 인증제 목적

보다 좁은 의미와 맥을 같이하며, 이는 단순 단어 선택의 오류가 아닌 녹색성장 

23) http://www.greengrowth.go.kr
24) 2013.6.28 시행
25)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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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녹색건축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3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 관련 법체계

이러한 이유로, 녹색건축 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조 하에 에너지 절

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관련된 항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지향적인 인증기준의 방향성은 아래의 인증기준 기본원칙26)을 통해 알 수 있다.

(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CO2 배출저감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2) 평가항목은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

로 구성하다.

(3) 인증기준의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 인증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며 국내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수립한다.

...이하 생략

이러한 기본원칙은 공동주택 인증기준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연구되었던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논의하였지만, 경제적 지

26) 이는『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인증기준의 기본원칙이며, 이 연구용역을 통한 2010년 인증기준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수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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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측면의 개발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와 이에 대한 연구가 없

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환경적 관점에서의 지속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

행한다는 기본원칙과 맥을 같이한다.27)28) 이는 업무용 건축물 인증기준의 표본이 

되었던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최근의 인증기준 

개정의 원칙 또한 위와 같은 관점으로 항목이 수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 하에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개발 및 개정은 지속가

능한 건축의 개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발자 및 제도 자체의 경향이 아닌 

상위에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녹색성장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건축주 및 거주자: 경제 및 거주 중심적 개념

지속가능한 건축의 실질적인 시행주체인 건축주는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로

부터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 의한 실행이 국내의 주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29)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구현하고

자 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나 정부의 입장과 같은 환경적인 지속성을 위하기보다

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운영비의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직원의 복지를 고려한 실내 쾌적성,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

를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림 2-4 지속가능한 건축의 특징에 따른 경제적 이득
<출처: Energy Manual, p.190>

27)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Ⅰ)』, 건설교통부, 
1997.12, p.6

28)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Ⅱ)』, 건설교통부, 
1998.12, p.4

29) 안용환 외,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 매일경제신문사, 201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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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 그린 오피스의 
20년간의 경제적 이익률
<출처:Capital Analysis, 

www.cap-e.com>

또한 위의 이미지처럼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

에 동참하여 그에 따른 간접적인 이득을 도모한다. 그리고 임대 건축물의 경우에

는 임대비 상승과 공실률 감소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거주자의 입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건축은 새집증후군과 같은 거주 환경에 의한 

건강의 문제 감소와 쾌적성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된 판단의 척도로 삼고 있

다. 이러한 실내 환경의 질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판단하는 이유는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90%에 달하는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은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의 직장생활은 주로 빌딩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화이트칼라의 업

무는 대부분이 고층빌딩 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을 빌

딩 증후군(sick-building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후군의 원인은 에

너지 절감을 위한 관리적 밀폐로부터 오며, 이렇게 고의적으로 밀폐된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건물 내의 공기 흐름과 공기 질이 실외의 자연스러

운 공기 흐름과 공기 질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공간에서 사용되는 복사

기의 잉크류 등의 유해물질 또한 실내 공기 질을 저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30)

이처럼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개념은 거주자에

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의 쾌적성

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업무시설의 경우 건축주 

혹은 기업의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득과 관계가 깊

다.

일반적인 사무소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 비

용은 다섯 시간 정도의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만큼의 저감을 

위한 설계가 근로자 당 다섯 시간의 능률성을 줄이

는 것과 동일한 값어치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거

주자의 업무 능률을 위한 거주 중심적인 설계의 중

30) 정규혁, 김오식, 『환경과 건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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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토쿄 밀레니엄 
타워 계획안 

<출처: Foster+Partners>

요성을 보여준다.31)

(3) 설계자: 환경, 경제, 거주의 통합적 설계

지속가능한 건축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국가 및 정부, 건축주 및 거주자의 

주체에 따라 해석되는 개념이 다르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지향점 

또한 상이하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 하에 지속가능한 건축을 설계하는 실무자의 

개념 또한 다양하지만, 국가 및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과 건축주의 요구사항

에 의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다양한 주체의 지속가능한 건

축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위치이다. 

초기 하이테크 경향의 작품을 보였던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는 1880년

대 중반 이후 선두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구현하고 있다.32) 그가 정의 내리는 

지속가능한 건축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Less is 

more’를 생태학적 해석으로 ‘낭비가 없으면 부족함

도 없다.’는 속담에 빗대어 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계적 시스템에 의한 설계보다도 패시브적인 건축설계

에 의해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33)

또한 노만 포스터는 지속가능한 건축은 개별적인 건

축에 대한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끝없이 팽창하는 도시

와 기반시설의 지속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수직적

인 팽창보다도 현대도시의 수평적인 팽창은 점차적으로 

가용할 토지를 잠식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증가시켜 심

각한 오염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토쿄에 제안한 밀레니엄 타워와 같은 수직적이고, 

복합용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34) 이처럼 노만 포스터

31) Kim, Jong-Jin, and  Brenda Rigdon, Sustainable Architecture Module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sign, 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nter for 
Higher Education, 1998, p.14

32) 임수현, 박현수 “노만 포스터의 친환경 건축계획 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계획계』 제27권 제3호(통권269호), 2011.3. p.92

33) Norman Foster, Architecture and Sustainability, 2003, p.2, 
<http://www.fosterandpartners.com/>

34) Ibid.,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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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 건축물과 대지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과 대지가 속해있는 전체적

인 도시와 지역 스케일의 지속성에 대하여 중요한 설계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중요한 설계 중 하나를 융통성(adaptability)에 두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일의 패턴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미래

의 일의 패턴 또한 변화하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예

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 및 환경은 미래의 환경의 변화에 유연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5) 이러한 융통성을 위해 이중 바닥 구조와 같은 방식이 

그의 설계에 적용되었고, 주거용 건축에도 적용하여 미래의 용도 변화에 대응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설계 원칙은 앞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설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미래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설계로 건축물의 수명

을 연장시키고, 폐기물의 저감, 그리고 경제적 이득의 효과를 가지고 오도록 한다.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의 고갈 없이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브룬트란트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를 지속가능한 건축에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축은 에너지 소비와 같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리차드 로저스는 최

적의 환경성능 구현을 위해 에너지 소비와 자재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예로 영국 웨일스의 국회의사당은 이러한 목적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0에 목

표로 두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저감을 위한 설계는 노만 포스터와 설계방

식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향과 형태를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 방식을 먼저 가장 선

행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외피조절에 의한 자연형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리고 내제 에너지가 적은 자재의 선택과 참여 전문가들의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36) 또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변경 가능한 계획을 통해, 

용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37)

35) Ibid., p.5
36) Richard Rogers, "Lord Rogers of Riverside", In Gree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Vol.71 No.4, 2001. 07, p.36
37) Rogers, Richard, and Philip Gumuchdjian, 『도시 르네싱스』, 이병연 역, 이후, 

2005,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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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환경 중심적인 개념과 함께, 커스틴 차일드(Kirsten childs)와 랜

돌프 크락슨(Randoph R. Croxton)38)은 거주 중심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환경, 지속성, 인간이라는 

세 가지 주된 사항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결정한다. 이 들은 ‘인간 중심적 가치 

없이는 건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하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사회적, 

경제적 평등, 커뮤니티, 인체공학적 디자인, 유해물질의 최소화라는 거주성을 중

요시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디자인은 거주자의 건강, 웰빙, 쾌적성, 

안전을 위한 설계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온열환경과 자연채광, 자연 및 

인공조명, 눈부심 방지, 높은 수준의 공기 질, 무해방출 자재, 미생물 및 곰팡이 

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와 융통성 있는 공간, 인체공학적 가구, 그리고 조명, 공기, 

온도, 음향 등의 개인 조절 성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39) 

거주 중심적인 건축은 단순히 실내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저스는 지속가

능한 도시적 관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자동차에 두고 있는데, 증가되는 자동

차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도시 공기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행자 중심

의 도시가 아닌 차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람들의 공공 공간과 같은 소

통의 공간이 주차장과 도로로 잠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도시는 조닝에 의한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어 지고, 이로 인해 거주지

역과 일터의 거리는 점차적으로 멀어져 자동차의 이용을 점차 상승시키는 악순환

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저스는 밀집된 복합용도의 결

절지를 통해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보행과 자전거의 이용을 증가시켜 근접성을 

보장한 도시의 청사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도시’의 기본전

제는 다양한 행의들 사이의 상호 간섭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40) 

38) Croxton Collaborative Architects의 인테리어 수석디자이너와 건축 수석디자이너
39) Childs, Kirsten, and Randoph R. Croxton, "Human-Centered Sustainable 

Design", In Sustainable Architecture White Papers, Earth Pledge, 2004, pp.39-45
40) Ibid.,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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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퐁피두 센터의 공공 영역
<출처: 『도시 르네상스』, p.79>

그림 2-7 로저스의 밀집 복합용도 결절지의 개념도 
<출처: 『도시 르네상스』, p.39>

로저스의 복합용도의 밀집도시 제안은 자동

차의 이용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제안은 

전술한 것처럼 도심의 공동체, 즉 커뮤니티를 

번성시키기 위함도 있다. 이러한 의도는 도시

설계가 아닌 개별 건축물의 설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렌조 피아노와 공동 설계한 퐁피두센

터는 부지의 절반을 공공 광장으로 설계하여, 

‘건물과 공공 영역 사이의 관계’, 즉 퐁피두

센터와 보부르 궁 사이를 공공 생활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 그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킨 

사례이다. 로저스는 ‘공공 영역은 도시 문화

가 펼쳐지는 마당’으로 이곳에서 시민의식이 

발휘되며, 도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공

간으로 정의하였다.41) 이처럼 건물이 공공 영역의 일부로 제공될 때, 이 건축물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고, 지나가는 이들을 사로잡고, 타인과 교류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고양시킨다.42) 또한 이러한 공공 공간은 사람들 간의 교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주변의 환경, 문화와의 관계성을 형성해 주고, 현재 세

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그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41) Rogers, Richard, and Philip Gumuchdjian, 『도시 르네싱스』, 이병연 역, 이후, 
2005, pp.15-16

42) Ibid. p.76



28

컨스(Kearns)와 튜록(Turok)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는 영역이나 공통된 가치에 기반을 둔 것

이 아닌 사회적 상호관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지역의 문화코드에 관한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43)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장 주된 원인은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로 인한 환경오염, 즉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토양의 오염, 자연자원의 고갈, 식

수의 부족, 생물종의 다양성 저하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었으

나, 인간의 거주 지향적 지속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범지구적 환경의 고려보다는 

건축물 자체, 혹은 그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진다.

영향범주 주된 고려사항 희망되는 결과

지구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저하

도시 효율적인 상호작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증가되는 경제적 
요구와 복지 충족

지역 거주성 거주를 위한 적정 면적의 지속적 공급

표 2-1 지속성의 영향범주
<출처: Sustainable Communities: Dimensions and Challenges, p.10>

지역의 지속성을 위한 개개의 거주 공간 이외의 공공 공간(Public, Open and 

Green Space)의 제공은 지역에 향상된 공기 질을 제공하고, 치유의 공간 및 자연

과 인간의 매개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운동과 아이들의 외부활동 공간 및 심리

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 거주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고립을 해소하는 사회적 지속성에 기여한다. 또한 장소성의 강화와 지

역의 이미지 신장, 커뮤니티에 의한 공간의 질적 가치 상승, 공공 공간을 돌보거

나 이용하기 위한 시민참여 유도 등 지역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한다.44) 

이러한 인간의 거주성 중심의 지속성은 환경 지향적인 지속성에 비해 비가시적

인 분야로, 그 성취에 정량적인 가치와 근거를 찾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45)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중심적 건축은 에너지, 수자원 등의 분야별로 수치적인 

부하의 감소가 측정가능하며, 또한 즉각적으로 비용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43) Kearns, Ade, and Ivan Turok, "Sustainable Communities: Dimensions and 
Challenges", ESRC/ODPM Postgraduate Research Programme, 2004, pp.2-11

44) Ibid., p.43
45) 임연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국내 아파트단지 옥외공용공간 계획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10,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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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 지향적인 지속성은 측정 가능한 가치이기보다는 심

리적이며 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주며, 환경문제 이전의 인간 삶의 근원전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논의와 같이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는 환경 지향적인 지속성과 

인간의 거주 주심적인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도시의 환경문제와 사회문

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사회

적 삶을 향상시키며 서로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46) 이는 도시의 

환경오염이 범지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시에 거주하

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 공간 및 녹지 

공간 또한 도시의 환경문제에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 막비(Samuel Mockbee)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을 ‘미학, 환경, 사회, 

정치,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조합’이며, 환경적 고려사항과 경제적 제약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필요와 

그것을 지탱해주는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47) 이처럼 막비는 

지속가능한 건축은 환경과 경제, 그리고 커뮤니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전체론

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살펴본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

속가능한 개발과 해비타트 아젠다의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며,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성의 측면에 대한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고려로 귀결된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설계자 입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건축은 건축물이 뿌리내린 

장소, 즉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건축물과 거주자와의 지역 관계성에 대한 근원적 

사고의 바탕 위에, 환경 문제와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삶의 질, 그리고 건축물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국가와 건축주, 그리고 거주자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점을 통합하는 설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설계자는 모든 주체를 통합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보다도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46) Rogers, Richard, and Philip Gumuchdjian, 『도시 르네싱스』, 이병연 역, 이후, 
2005, p.32

47) Fox, Mindy, "Building Dreams: An Interview With Samuel Mockbee", In 
Sustainable Architecture White Papers, Earth Pledge, 2004,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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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전체론적이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

루어야 하는 설계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인증기준의 

적용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31

2.2 국내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 현황 및 문제

2.2.1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개요

(1) 인증기준의 도입의미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건축의 유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인증기준은 단순히 녹색건

축 결과물의 평가도구가 아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알려주는 지침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건축주에게 지속가능한 건축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이를 위한 시행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이러한 확장된 역할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연구를 통

해 알 수 있다. 공동주택 인증기준 개발 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그린빌딩시범

인증 위탁연구』는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적인 환경가치 및 인식 제고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 지향적인 환경정보를 제공’이 인증기준을 통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48) 또한, 배정익(2001)은 인증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현뿐만 아니

라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 및 기

준의 구체적인 성능기준 제시로 실질적인 설계가이드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장한다.49)

이처럼 인증기준은 지속가능한 건축을 평가하는 잣대만이 아닌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된 목표를 위해 분야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건축가, 건축주, 거주

자, 운영자, 시공자, 엔지니어 등과의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2) 인증기준의 발전궤적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그린빌딩 시범인증’(1999.10∼

2000.10)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

증’(2000.04∼2000.12)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여러 차례의 실무협

의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통합제도의 명칭을 「친환경 건축물 

48)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그린빌딩시범인증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부, 2000.12, 
p.11

49) 배정익 외, "건축물 환경성능평가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
17권 제9호(통권155호), 2001.09,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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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로 결정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

하였다. 2002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등 3개 기관이 인증업무

를 수행해 나갈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비로소 본격

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50) 2002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03년 주거복합과 업

무용, 2005년 학교시설, 2006년 숙박시설, 판매시설로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2010년 복합용도 및 그 밖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인증 기준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인증등급도 최우수, 우

수에서 2개의 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의 4단계로 세분화 되었다. 그리

고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

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 1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 분

야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인증처리기간, 인증시기 및 

인센티브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1년 12월 개정·고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소형주택51) 및 기존

건축물52)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상호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다. 공공기관이 건

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

로 취득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4곳의 인증기관을 11곳의 인증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53) 2013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서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일부 심사 분야를 재구성 하였

다.

인증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처럼 계속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축하는 모든 용도와 공동주택과 업무주택의 기존건축물 위한 인증기준까지 개발

하여 점차적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 인증기준의 경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2010년 한차례의 개정이외에는 질적인 발전이 미비

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50) 토지주택연구원, <http://huri.lh.or.kr/ecohouse/02_02_01.asp>
51)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주택
52)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53) 국토해양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마련 보도자료,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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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 용

1996-2000 - 국책연구과제 수행 후 인증제도 도입건의(LH→건교부)

1999.10
-2000.10

- 환경부 : 그린빌딩 시범인증
- 시범인증기관 : (주)능률협회인증원
- 대상 : 17개 공동주택

2000.04
-2000.10

- 건설교통부 :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
- 시범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대상 : 8개 공동주택

2001.03
-2001.12

- 인증제도 통합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주거환경우수주택 인증제도와 그린빌딩 인증제도 통합

2002.01.01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공동주택)
- 건교부, 환경부 공동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 3개의 인증기관 선정 및 인증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크레비즈인증원(구 능률협회인증원)

2003.07 - 인증대상 확대(주거복합, 업무용)

2005.03 - 인증대상 확대(학교건축물)

2006.05 -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2006.08
- 인증기관 추가지정
 : 한국 교육 환경 연구원

2006.09 - 인증대상 확대(판매, 숙박시설)

2008.05.27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공포

2010.07
-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개정(국토해양부, 환경부)
- 인증대상 확대(복합용도, 그 밖의 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2등급→4등급)

2012.07

-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일원화
-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2등급 이상 의무화
- 인증대상 확대(신축소형주택, 기존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시설)
- 인증기관 추가지정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공단)

2013.06

-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명칭 변경
- 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9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통합)
- 가산항목 근거 마련
-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의 의무대상 확대

표 2-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연혁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LH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과제,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마련 보도자료(2011.12.29),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3.01.1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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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증제도 운영시스템

(3) 인증기준의 구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대체된 제도로 2013년에 명칭이 바뀌었으며, 인증 제도를 규정하는 법 또한 「녹

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54)으로 변경되었다. 이 규칙의 상위의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의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의 1항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이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라고 인증제 시행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와 환

경부로 2년마다 번갈아 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2

년 녹색건축운영센터로 지정

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의 기준연구 및 제도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기존 4개소에서 2012년에 11

개소로 늘려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청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와 현장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있다. 최

종적인 평가는 인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건축물 소유주 대부분이 인증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하여 인증관련 자료를 준비

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있으며, 2번의 심사방식인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절차에 따

라 인증심사가 이루어진다. 예비인증은 건축 허가 또는 사업승인 이후 신청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유효하며, 본 인증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이와 같

은 과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시에 해당 건축물은 취·등록세 감면, 환

경개선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높이제한의 완화와 같은 건축기준에 대한 인센티브

를 받을 수 있다.

54) 시행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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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및 평가등급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구조는 용도별로 나뉘며,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판

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소형주택,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로 구성된다. 그

리고 2012년 개정으로 기존건축물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용도별, 그리고 신축 혹

은 기존건축물로 나뉘고 있으며, 면적별로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는 차별된 사항

이 따로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만이 단지계획을 위한 사항들이 강화되어 들어 

가 있을 뿐 대지 내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와 도시 및 근린생활 단위의 계획

을 위한 인증기준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공동주택
소형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용

복합건축물

표 2-3 인증 평가부문(2013년)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선을 위해 향후 근린생활 평가부문을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 체계를 통합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의 개편을 

계획 중에 있다.55) 근린생활 단위의 인증부문의 신설은 개별 건축에서 추구하지 

못했던 지속가능성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도체계의 단순화는 모

든 건축물에서 설계 가능한 일반적인 지속가능한 계획에 대한 평가만이 시행되므

로, 개별건축물의 다양한 지속가능한 설계를 수용하기는 더 힘들어 진다. 이는 국

외 인증기준들이 더 세분화 되가는 발전 형태와는 반대적인 입장으로,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녹색건축 인증은 심사분야별 가중치의 합을 근거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최

우수, 우수, 우량, 일반의 4등급으로 분류되며, 2012년 인증대상이 신축소형주택

과 기존건축물로 확대되면서 용도별 점수 또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었다.

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인증제 개정 현황 및 운영방향", 2013 녹색건축 한마당 자
료집 Session 1,2, 2013.10.2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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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 이상 7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70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60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소형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표 2-4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출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평가분야

인증 평가분야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통해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되며, 이전의 

9개의 분야에서 2013년 2월의 개정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

지,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그리고 실내 환경의 총 7개 

전문분야로 구성된다. 항목의 차이는 없으며, 토지이용과 교통이 같은 분야로 구

성되고, 에너지와 환경오염이 같은 분야로 통합되었다. 평가부문에 따라 평가분야

의 구성은 동일하며, 평가분야 내의 항목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된다.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물과 건축물을 포함한 대지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

축물로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관계

된 광범위한 도시적인 측면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재실자를 위한 환경적인 

요소들 실내 환경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다음의 표

가 보여주는 세부 분야처럼 건축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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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해당 세부분야 및 심사기준

토지이용 및
교통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교통공학,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

토지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건물로의 이동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의 소비를 유발하므로 교통유발과 관련된 
항목들을 평가하여 교통부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다.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또는 기계공학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을 평가한다.
건물의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방지, 
산성비 등)을 줄임으로써 지구환경부하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자원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

건축 재료는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천연재료, 또는 천연재료를 가공한 제품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재생재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물순환관리
수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질환경,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한다.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설비 도는 건축시공 및 재료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적 방법을 검토한다.

생태환경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 또는 생물학

대지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발과정에서 대지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상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종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한다.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건강과 복지측면에서 건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한다. 실내 환경에는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이 
포함된다.

표 2-5 인증기준의 심사분야
<출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정보시스템(http://greenbuilding.re.kr/)의 심사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개발되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2002년의 인

증기준의 심사분야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환

경, 실내 환경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에서 Habitat Agenda를 기초로 도출된 토지이용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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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2013)

심사분야 항목수 가중치

토지이용 및 교통 4 10

에너지 및 환경오염 6 30

재료 및 자원 4(2) 15

물순환관리 4 10

유지관리 4 7

생태환경 3 10

실내환경 8 18

합 계 35(2) 100(9)

표 2-6 인증 분류체계 및 항목수, 분야별 배점

통 분야, 환경오염 및 폐기물 분야, 에너지 분야, 자연자원분야를 조정하여 구성한 

것이며, 공동주택을 위한 통합기

준 개발 시 이 구성이 그대로 적

용되었다. 이 구성은 다시 『업무

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

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 

연구에서 BREEAM 98 및 

GBTool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9개로 세분화되었으나, 2013년 

개정으로 다시 7개의 분야로 통

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인증기준의 항목수는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을 위해 바탕이 되었던 GBTool 항목

이 93개였지만, 최종적으로 통합된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은 44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능률협회인증원과 대한주택공사가 제시한 두 기준의 43개항목과 비슷한 

수를 유지하였다. 이후 업무용 인증기준의 항목 수는 개발 시 가산항목을 포함하

여 40개에서 2010년 이후로 35개로 구성되어 심사되고 있다.

구분
공동
주택

주거
복합

업무 학교 판매 숙박
소형
주택

기존
공동

기존
업무

그밖의
건축물

토지이용 및 
교통 8(18) 4(8) 4(8) 4(8) 4(8) 4(8) 5(11) 7(16) 3(6) 4(8)

에너지 및 
환겨오염 방지 4(21) 4(21) 6(27) 7(30) 5(23) 6(27) 4(22) 4(22) 5(24) 5(23)

재료 및 자원 7(17) 6(15) 4(8) 5(10) 5(10) 4(9) 4(9) 4(9) 4(8) 4(8)

수자원 4(15) 4(13) 4(13) 4(13) 4(13) 4(13) 2(6) 2(6) 3(10) 4(13)

유지관리 15(28) 3(4) 4(9) 4(7) 3(5) 4(6) 1(2) 3(4) 3(7) 3(5)

생태환경 4(18) 3(12) 3(12) 5(18) 3(12) 3(12) 1(10) 4(18) 3(12) 3(12)

실내환경 10(28) 8(20) 8(21) 7(19) 6(18) 9(23) 4(13) 5(13) 9(23) 5(12)

가산점 2(9) 2(9) 2(9) 2(9) 2(9) 2(9) 2(9) 2(6) 2(6) 2(9)

총계
52

(145)
34

(102)
35

(107)
38

(114)
32

(98)
36

(107)
23

(82)
31

(94)
32

(96)
30

(90)

※ ( )안의 수가 배점임

표 2-7 인증기준 용도별 평가 항목 수 및 배점 분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은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과 일원화 되면서 

5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이외 용도의 인증기준은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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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에서 36개정도로 구성되어 심사하고 있다. 국외 인증기준에 비해 매우 적은 

수로 구성된 인증항목은 ‘인증절차 및 시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서 준

비과정에서 별도의 연구용역 등의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평가항목을 최대한 배

제한다.’라는 기본원칙의 맥락에서 적은 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 체계

2010년 개정 이전까지는 심사분야별 점수의 합계로 등급을 정하였지만, 2010

년 인증기준의 개정이후로 BREEAM과 유사한 방식인 분야별 가중치의 합계로 등

급을 규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가중치 방식은 기존의 점수 합산 방식이 아

닌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방식으로 향후 개정 작업에 융통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56)

배점이나 가중치는 심사항목의 중요도로 볼 수 있으며, 업무용 인증기준은 처음 

개발 시 실내 환경의 배점이 가장 높으며, 2010년 개정 이후로 에너지 분야가 가

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다. 이는 업무용 인증기준의 개발당시 참고 되었던 공동

주택과 달리 밀도가 높은 업무시설의 실내 환경 질을 고려한 배점의 설정임을 유

추할 수 있다. 또한 심사분야 세분화의 바탕이 되었던 BREEAM 98의 항목별 점

수가 실내 환경 분야가 37%로 가장 높은 점수로 구성되었던 점이 국내 업무용 인

증기준에 크게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 시 기본원칙의 

1항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CO2 

배출저감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57)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의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내 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보다 많이 하향 조정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많

은 시간을 보내며, 주택에 비해 밀도가 높은 실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심

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중치의 설정은 특정 기준 및 근거에 의하여 설정된 것 아닌, 심사분야

와 항목 간의 중요도에 따라, 그리고 인증기준의 목표 및 기본원칙에 따라 상대적

인 점수가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시 바탕이 되었던 GBTool

의 점수배점방식 또한 현재 인증기준의 가중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전문가들

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
구』, 국토해양부, 2009. 06, p.142

57) 위의 연구,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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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워크숍과 설문을 통해 가중치가 조정되었다. 이처럼 가중치 및 배점은 절대적

인 기준 및 원칙에 의거하여 설정된 것이 아닌, 심사분야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

라 분야의 가중치가 결정되고, 심사분야 내 항목의 배점 또한 같은 방식을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평가항목과 가산항목으로 구성되었던 방식이 2010년 개정 이후에 

필수항목과 평가항목으로 변화되었다. 필수항목의 추가는 분야별로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국외 인증의 시행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필수항목의 역할은 편중된 점수의 득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실용적이나, 가산항목의 시스템이 없어진 것은 해당 건

축물의 환경에 따라 더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진 것을 뜻한다. 공동주택 

인증기준이 개발 시에 연구되었던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의 결과로 인증기준은 기본항목과 보너스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본항목은 

전체 주거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지표이며, 보너스 항목은 각 단지

의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항목으로 사회·경제적 지속성 심사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처음 개발된 공동주택에도 적용되어 일반항목과 추

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인증기준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기준과 대한주택공사주공연구소의 친환경우수주택 인증제도 

통합시의 본항목과 추가항목을 구분하여 구성한 것은 인증기준 안을 시범인증 해

본 결과 최저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본항목과 추가항목으로 나누

어 점수를 조정하였다. 이는 국가적 요구도는 높으나 시행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

는 항목을 추가항목에 배치하여 높은 인증등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게 이를 시행

토록 하는 의도였다.58) 2003년 업무용 인증기준은 추가항목이 각 분야로 삽입되

어 가산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그 외의 항목은 평가항목으로 분류되어 구성되었다. 

하지만, 2010년 개정으로 리모델링시에만 평가하는 항목이 가산항목으로 남아있

을 뿐 가산항목의 본래 시스템은 없어져 모든 항목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만 구성되게 되었다. 이는 프로젝트 별 상이한 환경과 목표설정에 따른 

다양한 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융통성이 없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5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빌딩 시범인증 성과분석 및 국제협력방안 연구』, 환경부,  
2001.12,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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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업무용 인증기준의 중요성

(1) 제2의 거주 공간: 대표 비주거 건축물

국내 산업구조는 종래의 중화학 공업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정보·전자 관련, 상

업 및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산업별 

취업자의 규모 또한 2차 산업에서 제3차 산업59)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단순히 산

업 취업자 수의 양적 변화만이 아닌 직종별 구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오피스60) 인구의 급속한 증대가 이루어 졌다.61) 

그림 2-10 주요국의 GDP와 전체 일자리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2009년 기준)
<출처:OECD Stan DB>

업무용 건축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을 포함하여 깨어 있는 시간

의 약1/3에서 1/2정도를 사무실에서 보낸다.62) 그리고 근무 중 앉아 있는 경우가 

일일 근무시간의 78.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63) 일반적으로 활동 강도가 낮은 

59) 3차 산업은 물적 생산에 관계되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
으며, 성질이 매우 다른 산업을 일괄한 개념이다.3차 산업은 주로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여 주는 것으로 교통, 상업, 국제무역, 관과업 등이 여기에 속하며, 운수, 통신, 금융, 보
험, 유통 기타의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출처:위키백과)

60) 오피스(office)란 업무를 보는 공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업무활동 또는 업무기
능 수행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국내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용 건축물로 용도를 지정
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과 일반 업무시설로 구분한다.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광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업무시설은 ‘①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공공업무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며, 일반 업
무시설은 오피스텔과 제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
터 이상인 것에 해당된다.

61) 장동국, 『21세기를 향한 오피스의 계획설계』, 서우문화사, 1997, p.67
62) Kroemer, Karl H.E. and Anne D. Kroemer, Office Ergonomics, 나건 역, 

Fursysbooks, 2005,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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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쾌적성에 민감하다.64)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성을 위한 공간 디자인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이는 기업

의 측면에서 보면 업무자의 건강과 함께 일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경

제적 이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업무용 건축물은 제2의 거주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중요한 건축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무시설은 주택의 서재와 같은 공간의 기능분화로 탄생되었지만, 주택과는 대

조적으로 작업의 효율성과 환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공간으로 

충실히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공간을 세계 공통의 업무 공간 개념을 유지시킨 균

질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특수조건, 제약 조건에 얽매이는 것을 배

제시킨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피스가 업무의 내용과 기술의 발전과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제약이 적은 공간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

다.65) 이처럼 업무용 건축물은 서비스업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균질

공간으로 설계되어 다른 산업 및 다른 용도의 건축물의 바탕이 되는 건축물이다.

국외 대표적 인증기준인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일본의 CASBEE는 

업무용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 제정이 가장 선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용도의 인증기준이 개발되었다. 이는 균질하고, 일반적인 건축물을 바탕으로 다른 

특수성을 갖는 건축물의 바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녹색건축 인증은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을 가장 먼저 개발하였으며, 이 후에 업무용 인증기준이 개발되어 시행되었다. 업

무용 인증기준 개발 시에 국내 인증기준의 전체적인 틀이 구성되었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고, 또한 건축시점을 구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 군(굵은 빨간선으로 구획된 부분)을 먼저 구

성하고 용도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로 적용하여 전체적인 인증기준

을 구성하도록 하였다.66) 

63) 서구민, "남성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3, p.100

64) Olesen, B.W. and K.C. Parsons, "Introduction to thermal comfort standards and 
to the proposed new version of EN ISO 7730", Energy and Buildings, 34, 2002, 
pp.537-548

65) 장동국, 『21세기를 향한 오피스의 계획설계』, 서우문화사, 1997, p.18
6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적용 시범사업』, 환경

부, 2002.12,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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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주거용 건축물 인증기준의 구성체계(좌:신축 및 리모델링, 우:기존 및 거주)
<출처: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적용 시범사업, p.7>

그림 2-12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기준의 구성체계 (좌:신축 및 리모델링, 우:기존 및 거주)
<출처: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적용 시범사업, p.8>

주거부분은 먼저 시행된 공동주택의 항목의 일부가 공통 항목이 되며, 비주거 

부분은 이 연구로 개발된 업무용 건축물의 항목 일부가 공통 항목이 된다.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과 같이 개발된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업

무용 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발췌되어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업무시설은 현대에 대표되는 용도로, 국외 인증기준뿐만 아니라 국

내 비주거 건축물을 대표하는 인증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용도의 비주

거 건축물 인증기준 개발 시 표본이 되는 인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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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주거복합건축물 인증기준 개발 개요도
<출처: 업무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 p.67>

(2) 높은 에너지 소비 공간: 효율적인 에너지 설계 필요

업무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밀집되어 지어진 경우가 

많으며, 입지적 여건과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대지 면적 대비 높은 건폐율과 최대

한의 용적률로 설계되어진다.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사무 공간은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계획되어지며, 이로 인해 높은 밀도의 거주인원에서 

나오는 발열량과 그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발열량은 높은 냉방 에

너지 부하를 발생한다. 이는 주거공간의 수용 인원과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수용 

인원을 비교해 보면, 국제적으로 업무시설의 거주인원 당 면적인 10㎡~30㎡67)인

데 반해, 국내 공동주택의 20평대(80㎡)부터 그 이상의 평수대의 거주인원은 2~4

명 혹은 그 이상으로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밀도의 거주 인원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은 근대 값싼 에너지의 사

용으로 자연환경과 결합하지 않은 폐쇄된 실내 환경 만들어 내부 환경을 인공조절

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고소비 방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많은 사무

기기는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하고, 이에 따른 텁텁한 실내공기의 환기를 위해서 

강력한 환기 장치를 필요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거주자가 창에서 떨어져 있기 때

문에, 자연채광의 부족으로 인공조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업무용 건축

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이 되었다.68)

67) Hegger, M., et al. Eenergy Manual: Sustainable Architecture, Birkhuäser, 2008. 
p.26

68)  Rogers, Richard, and Philip Gumuchdjian, 『도시 르네싱스』, 이병연 역, 이후, 
2005,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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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사용량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생산부문이 53.4%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였으며, 공공 및 서비스 부문이 33.0%, 주택부문이 13.5%의 전력을 사용

하였다. 이처럼 산업용 부문을 제외하면, 비주거 부문이 주거에 비해 3배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호수가 주택부문이 59.4%, 공공 및 서비스가 

32.4%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을 제외한 비주거 부문이 1인당 사용량은 4배 이

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4 부문별 전력판매량(왼), 부문별 고객호수(우)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 2012.12>

  

이처럼 비주거 부문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높은 밀도의 거주인원으로 인하여 업

무시설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높은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소

비 공간의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환경

적 측면의 지속성은 물론 운영비의 절약으로 경제적 지속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3) 도심환경의 주된 구성요소: 물리적, 정신적 도시환경 문제의 재고

역사적으로 일반주택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기능이 분리되어 공장, 창고, 역, 상

점 등이 출현 하였고, 업무시설 또한 도시 기능의 하나로서 독립되었다. 이러한 

주거의 기능의 분화와 함께, 도시 또한 기능별로 구회되어 전용주거가 있는 지역

과 업무지구가 분리되었고, 그 중에서도 업무지구는 도시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

하게 되었다.69) 이러한 도시에서 1990년대에는 지구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만이 

살았으나, 현재 인구의 절반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30년 안에 그 수는 75퍼

69) 장동국, 『21세기를 향한 오피스의 계획설계』, 서우문화사, 1997,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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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까지 증가할 것이다.70) 

높은 밀도의 도시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

며,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공기오염을 유발한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물 소비와 함께 

인공지반의 증가로 집중 호우 시 홍수를 빈번히 발생시킨다. 또한, 도시의 소음, 

하수 및 쓰레기의 증가는 도시의 환경오염을 가중 시키며, 사회기반 시설의 부하

를 증가시킨다.

이외에도 도시의 심각한 문제로 열섬현상을 들 수 있는데, 열섬현상은 도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재료들이 낮의 열을 흡수하여 밤에 방출하여 도시

의 온도를 올리는 현상으로, 이는 겨울보다는 여름의 냉각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과거에 비해 2003년 서울의 주된 도심지역과 

고밀도의 주거 지역에서 높은 온도를 보인다. 이는 업무시설과 같이 냉방부하가 

큰 도심의 건축물은 열섬현상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2-15 서울의 온도 분포
<출처: 중앙일보 2005.05.11, 경일대 조명희 교수 자료 제공>

업무용 건축물은 이러한 환경오염의 근원지인 도시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된 건축물 중의 하나로써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심의 환경적 고려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건축은 이와 같은 환경문제뿐만이 아닌 도시의 커뮤니티, 

공공성에 대하여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70) Richard Rogers, op.cit.,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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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need to b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sustaining, and 

issues like the quality and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the quality 

of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f urban 

stakeholders become crucial, as do issues of spatial segregation in 

cities and poverty.71)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은 물리적인 환경과 함께, 감정적이고, 정신적 

환경 또한 중요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

공공간 및 공공영역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들이 갖는 도시에 대한 

소속감이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도시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며, 참여를 통한 역동적인 힘은 도시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고, 

나아가 도시 건축물에 그 특성을 드러낸다.

...

공공 영역은 도시 문화가 펼쳐지는 마당이다. 이곳에서 시민의식은 발휘되며, 

도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72)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는 도시계획을 선행하여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 공간 및 

녹지 공간을 도시에 부여한다. 도시계획 이후 혹은 기존 도시의 개별 건축물 설계

에 있어서도 도시 거주자의 공공적 공간을 위해서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설계하게 

된다.73) 이처럼 도시계획 상의 공공공간과 개별건축물의 공공공간을 통해, 도시 

내 거주자들이 도시 및 도시의 거주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개별 건축물이 제공하는 공공공간인 공개공지74)는 본연의 목적대

71) Landry, C., The Art of City Making, Earthscan, 2006
72) Richard Rogers, op.cit., 2005, pp.14-16
7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등의 확보)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74) 공개공지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의무면적 이상의 공개공지를 초과하여 계획 시에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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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뉴욕의 시티콥 센터
<출처: http://www.thecityreview.com(위), 

Susan Braybrooke, Hugh Stubbins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1976, 

p.21(아래)>

로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

환경의 질적 증대를 꾀하는 도구로 사용되

기 보다는 법적 규제에 의해, 또는 인센티

브를 위하여 형식적인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사용자의 이용이 없는 공터로 남아있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개공지의 규모

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질적 설계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75) 이는 무

엇보다도 설계자와 건축주의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대지환경의 중요성과 공

개공지의 설계를 통한 도시의 커뮤니티 공

간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뉴욕의 시티콥 센터는 일반 도심 건물과 

달리 하부 35m 높이의 필로티 하부에 공개

공지를 만들어 기존의 교회건물을 유지시키

고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인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밀도가 높은 도심에 위치한 업무

용 건축물은 단순히 법적인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한 공공공간의 설계가 아닌, 주

변 대지를 포함한 주변의 도시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업무용 건축물은 이러한 환경오염의 근원지인 도시에 대부분 위치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입지적 영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가 업무용 건축물을 

위해 필요하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에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75) 이지영 외3인, "공개공지의 체류이용을 위한 계획조건의 사례분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
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6호(통권284호), 2012.06,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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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증기준의 실천적 문제

(1) 인증기준 운용 프로세스의 문제

국내의 인증기준 적용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설계단계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

된다. 건축주의 요구와 프로젝트의 입지적 특징, 그리고 건축가의 디자인 컨셉 하

에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설계 방향이 먼저 결정되고, 녹색건축 인증의 평

가 기준에서 요구되는 설계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적용된다.76) 현재 인증기준이 

단순하게 파편적인 설계적용에 의해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의 전

체 프로세스에 통합적인 고려에 의한 설계가 아닌, 단순히 목표로 설정된 인증등

급의 점수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

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증절차는 인

증대행사무소의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해 운용된다.

이러한 국내의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은 인증기준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효율

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을 구현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초기 단계부터의 통합설계 

방식 구현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업

에 의한 설계 프로세스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7 일반설계방식(좌)과 통합설계방식(우)
<출처 : Fundamentals of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Building>

(2) 인증기준 적용의 문제

국내 인증기준 항목은 국외 인증기준과 비교해 보면 지속가능한 설계방식의 다

양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인증기준을 활용한 설계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설계

에 적용되고 있다.77) 인증기준의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설계방식은 점차적으로 

76) 5곳의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77) 국내 업무용 인증기준의 항목수는 35로, 국외 인증기준과 비교해보면 반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항목 별 설계기준 또한 단편적인 기준이 대부분으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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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와 같이 항목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설계자가 목표

로 하는 등급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라 선택적인 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2002)
업무용(2002) 개발 

중간단계
업무용(2003) 시행안 업무용(2010) 개정안

44개 항목 ⇨ 42개 항목
(36개의 항목이 공동 
주택의 항목과 동일)

⇨ 40개 항목
(중간단계의 항목에서 
4개 삭제, 2개 추가)

⇨ 35개 항목
(2003년 개발항목에서 
13개 삭제, 4개 추가)

표 2-8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 항목수의 변화

현재 업무용 인증기준의 항목은 7개의 심사분야에 따라 35개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개발·시행된 공동주택의 인증항목은 추가항목을 포함하여 44개로 구성되

었으며, 『업무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

연구로 처음 제시된 인증항목은 가산항목을 포함하여 42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 

6개의 항목을 제외한 36개의 항목이 공동주택 인증항목과 동일하였으며, 42개의 

인증항목은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적용 시범사업』연구를 통

해 40개로 축소되었다. 42개의 인증항목 중 4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2개의 항목

을 추가하여 28개의 평가항목과 12개의 가산항목으로 전체 40개의 인증항목으로 

2003년 개발 및 시행되었다. 이후 2009년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다시 35개의 항목으로 축소되어 지금까

지 시행되고 있다. 

국외 인증기준은 국내 인증기준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새롭게 개정

된 LEED v4.0은 ‘지역 및 교통’분야를 추가하여 전체 8개의 분류로 구성78)하

고 있으며, BREEAM 또한 v2006에서 v2008로 개정되면서 혁신분야가 신설되

고, 다른 분야가 세분화 되면서 7개의 심사분야에서 현재 9개의 심사분야로 구성

되었다.79) 이처럼 국외 인증기준의 심사분야는 점차적으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평가항목 또한 같은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의 경우는 국제적인 흐름과

내의 융통성 있는 설계방식의 구성 또한 부족하다.
78) 새롭게 개정된 LEED v4의 심사분야에서 수정된 부분은 Sustainable Sites가 세분화되어 

기획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대지의 선택 항목과 교통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Location and Transport와 대지의 외부환경에 평가하는 Sustainable Sites로 구성된다. 
또한 Integrative process가 추가되어 최고 성능구현과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설계 방식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은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설계 방식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79) 김삼열, 김형보,“BREEAM과 LEED를 통해서 본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2호(통권266호), 2010.12,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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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80) 

이처럼 국내 인증기준은 다양한 지속가능한 설계방식에 대한 기준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입지, 규모 등과 같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설

계 적용의 융통성 및 자율성 부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3) 인증기준의 효율성 부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인증기준의 근원은 대부분이 국외 인증기준에 있는데, 

인증기준 개발 시 국외 인증기준의 효율성 및 효용성의 고려보다는 설계적용의 용

이성과 심사의 용이성을 주되게 고려한 도입으로 인해 국외 인증의 반쪽자리 기준

으로 도입된 항목이 많다. 이로 인해 인증기준을 이용한 설계는 실질적인 쓰임과 

효율성 보다는 단순히 점수의 득점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증기준의 

효용성을 알 수 없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인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의 적

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81)

인증기준의 계속되는 개발과 개정으로 일부 평가항목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

거나 현실성 있게 수정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의 평가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

만, 여전히 일부 항목의 기준의 내용은 단순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항목 수의 

감소와 함께 심사기준의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순화 및 

일반화는 설계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건축설

계를 위한 지침의 역할보다는 평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기준의 경향을 보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통합적인 설계보다는 단편적인 설계 적용으로 인해 설계

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4)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적 설계기준 부족

업무용 건축물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도 업무의 능률성을 위한 거주자의 쾌

적성을 중요시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전술한 것과 같이 업무의 능률성이 에

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보다도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

준은 이러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을 고려한 실내 환경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 

80) 이는 인증기준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던 “인증기준의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 
인증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며 국내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수립한
다.”는 조항과는 반대되는 개정임을 알 수 있다.

81) J, H,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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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경제적 이득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보존에 더 초점을 두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최우수 등급82)을 받은 서울 신청사 또한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미진한 점이 발견된다. 

그림 2-18 서울시 신청사 자연환기 시스템 <출처: 조선일보>

용산구청 신청사와 성남시청 신청사가 여름철‘찜통청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

명이 붙은 가운데, 전면의 유리 외벽을 가진 서울시 신청사도 이러한 우려를 낳았

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정이 97% 진행된 신청사는 여름 폭염 경보에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1층 로비의 온도는 에어컨 등 공조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외온도에 비해 6도가 낮았다. 이는 삼중코팅 유리와 아트리움을 이용

한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이다.83) 

하지만, 서울 신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되고 다음 해에는 “28도의 찜통더위에 보

안문 활짝 연 관공서”라는 제목의 기사로 업무공간의 환경의 쾌적성에 문제를 드

러냈다. 이러한 열환경의 이유는 전력수급의 위기로 인해 공공기관의 냉방기와 공

조기의 가동을 전면 중지로 인해 환기를 위해 보안 출입문을 열어 둔 것이다.84) 

이는 분명 공공기관의 거주자의 쾌적성을 무시한 운영에 먼저 문제가 있지만, 서

울시 신청사의 로비공간처럼 패시브 디자인이 우선시 된 지속가능한 설계가 선행

되었다면, 관례적인 공공기관의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업무환경의 쾌적성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증기준은 거주자의 업무 능률성을 위한 실내 환경의 쾌적성과 같은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을 고려한 설계의 유도가 필요하다.

82) 2010년 인증기준 개정 전의 등급체계로, 이 당시의 등급체계는 최우수와 우수로 구분된다.
83) 조선일보, 2012.08.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4/2012080400199.html>
84) 머니투데이, 2013.08.13 ,

<http://m.mt.co.kr/new/view.html?no=20130813083401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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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는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모색되었지만 이를 위해서

는 환경적인 측면만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과 형평성, 공동체 의식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건축은 거시

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

념은 차이를 보인다. 국가와 정부기관은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가입과 자발적인 참

여로 환경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

색건축 인증기준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와 거주자는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운영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거

주성에 지속가능한 건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자의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축을 가장 통합적인 관

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주체보다도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가장 실천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에 일선에 

있는 설계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인증기준의 적용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가

장 선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단순히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평

가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실무자와 건축주에게 지속가능한 건축의 필요성을 알려

주고 이를 위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지침의 열학을 도모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위한 인증기준이 가장 먼저 개발되었

고, 이어서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과 차례로 모든 용도의 인증기준이 개발되었

다. 하지만, 비주거 건축물을 대표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은 주거용 건축

물을 대표하는 공동주택 인증기준에 비해 연구 및 개정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많

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업무용 건축물은 제2의 거주공간으로써 업무

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높은 거주 밀도로 인해 많은 에너지 소비 

공간이다. 그리고 도심에 주로 위치하는 입지적 특징으로 인해 도심의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상호적 관계속에 있는 건축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 인증기준

의 설계적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도록 한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설계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현을 위해 인증기준을 설계에 적용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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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별도의 프로세스에 의해 진

행되어 파편적인 기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증기준 적용에 한

계가 있으며,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증기

준 적용의 문제이다. 한정된 인증기준 항목과 인증기준의 융통성 및 자율성의 부

재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른 효율적인 설계적용이 어렵다. 세 번째로, 인

증기준의 효율성 문제와 같은 기준 자체의 오류이다.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효용

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에 대응하는 설계를 유도하고 있

지 못하다. 업무용 건축물은 다른 용도보다도 거주자의 밀도가 높은 공간이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시 되며, 도심의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도이다. 

이를 고려한 설계의 유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적용 문제점을 근거로 국외 

인증기준의 분석과 함께, 실무자가 제시하는 심층적인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파악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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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외 업무용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방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된 국내 인증기준 설계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국외 인증기준의 적용 방식 및 설계방식을 분석하여, 국내 인증기준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준 운용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설계 적

용을 위한 기준의 융통성 및 자율성, 그리고 업무용 건축의 특징을 고려한 설계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인증기준 운용의 프로세스는 인증기준 적용을 통해 구현되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프로세스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인증기준 적용 시 참여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협

업을 유도하는 방식과 설계 단계별 회기적 설계를 유도하는 방식을 분석하도록 한

다.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 운용의 관점과 함께, 세부 실천 목표를 위한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기준의 구성방식 또한 함께 분석하여,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증기준의 효율적인 설계 적용을 위해, 국외 인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분석하여, 프로젝트별 특징을 어떠한 범위까지 고

려하여 평가 및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목표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현을 위해 설계의 자율성이 국외 인증기준

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며, 이에 따른 설계방식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중 어떠한 부분의 설계가 특히 고려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다른 용도와는 차별적인 설계가 필요한 기준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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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증기준 운용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건축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은 선형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평가가 아

닌, 항목 별로 분절된 평가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구성은 평가항

목 별 유기적인 관계성에 대한 고려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한

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항목 별 구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외 인증기준

에서 유도되고 있는 인증기준의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운용 방식을 분석하도

록 한다.

3.1.1 참여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 관계 유도

지속가능한 건축의 전체론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정규적인 

회의에 의한 목표의 공유 및 상호간의 피드백 과정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

해 LEED v.4는 새롭게 통합설계 프로세스라는 항목을 도입하여, 국내와 같은 파

편적인 평가기준의 구성을 보완하고 있다. 통합설계 프로세스 항목은 이전에 권장

사항이었던 ‘샤렛(charrette)85)’에 대한 확장된 평가항목으로 설계 초기단계에 

연관된 시스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성능 구현과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있

다.86)

그림 3-1 통합설계 과정 <출처: 7group and Bill>

85) 설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서 프로젝트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회의

86) USGBC, LEED v4 User Guid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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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협업체계
<출처: Bill Reed and 7group>

LEED for Homes는 인증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를 유도하기 위하여 ‘Innovation in Design Process’심사 분야를 별도로 구성

하고 있다. 이 심사분야는 다른 용도의 평가 분야에 속해있는 혁신설계와 지역설

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로 프로젝트의 통합적 계획에 대한 항목

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계획 및 디

자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다. 이 항목은 다섯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예비 평가에 대

한 사항을 의무항목으로 두어, 초기

단계에 건축주와 주된 전문가들의 모

임을 통해 LEED 등급의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된 등급을 위해 필요한 항

목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초

기 목표설정에 대한 항목과 함께, 추

가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은 통합된 

프로젝트 팀 구성, LEED for 

Homes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전문

가의 참여, 디자인 샤렛,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향 계획을 구

성하고 있다.87) 

이처럼 LEED는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다른 규모 및 용도보다도 

건축계획 및 시공의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분야의 커미셔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지만,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은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커미셔닝을 유도하지 않고 이와 같은 설계 프로세스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는 설계 시작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도록 하며, 설정된 목표를 위해 각 분야 전문

가들의 협업을 통해 대안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팀 구성과 단계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단계별 회의의 개

87) USGBC, LEED for Homes Reference Guide, 2009, 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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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는 모든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전체론적인 관점을 유지시키며, 이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성능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88)

3.1.2 검증 및 조정을 위한 방안

앞에서 논의한 샤렛 및 통합적 팀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프로세스의 진행과 함께, 설계 과정과 시공 중에 발생되는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

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외 인증기준에서는 ‘커미셔닝’의 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커미셔닝은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입주 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에 초점을 둔 건축물의 성능구현 방식

으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전 단계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9) LEED와 BREEAM은 커미셔닝 항목을 필

수항목으로 지정하여, 건축계획 초기 단계서부터 필요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통합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커미셔닝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위해 가장 효율

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커미셔닝을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에 

통합시켜 건축주나 투자자에게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보장하고 있다.90)

현재 국외 모든 인증기준에서 커미셔닝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EED는 커미셔닝 여부의 평가를 2개의 항목91)으로 구성하

여, 냉·난방 시스템 및 관련 조절 장치, 조명 및 자연채광 조절 장치, 온수 시스

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하여 시행한다. BREEAM 또한 LEED와 유사한 

설비 기기 시스템에 대하여 커미셔닝을 실시하며, LEED와 BREEAM 모두 완공 

후 일정기간 이후에 커미셔닝의 실시에 대하여 추가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CASBEE와 SBTool의 커미셔닝에 대한 평가는 LEED와 BREEAM과 같이 설계 

전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로써 평가되기 보다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증으

로 축소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88) Ibid., p.33
89) 삼성물산 기술연구센터, 삼우설계 기술연구소, 『LEED Guidebook』, 스페이스타임, 

2010, p.97
90) Kubba, Sam, Handbook of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Elsevier, 

2012, p.529
91) Fundamental Commissioning의 필수항목과 Enhanced Commissioning의 평가항목에서 

커미셔닝의 심화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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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커미셔닝과 에너지 효율성 측정의 관계
<출처: Mills, Evan, Building Commissioning: A Golden Opportunity for Reducing 

Energy Cos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p.3>

이처럼 커미셔닝 기준은 CASBEE와 SBTool 내에서 설계된 시스템이 시공 후에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한 검증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LEED와 BREEAM의 커

미셔닝은 설계와 시공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설계와 운영에 대한 검증 및 조정

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 소비 및 운영비용의 저감, 시공 결함 감소, 설계도면 및 문

서의 질 향상, 거주자의 능률성 향상,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의한 시스템의 

검증과 같은 이득을 가지고 온다.92)

LEED의 커미셔닝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며, 기본 커미셔닝 항목은 의무사항으로 인증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젝트

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강화된 커미셔닝 항목은 기본 커미셔닝보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확장된 검증에 대한 사항으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의 그림은 이 두 가지 커미셔닝에서 시행해야 하는 단계별 검증사항으로, 설계

단계, 시공단계, 그리고 거주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92)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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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본 커미셔닝과 강화된 커미셔닝의 프로세스
<출처: http://www.leeduser.com/credit/NC-2009/EAp1>

커미셔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커미셔너의 선정이 필요한데, 기본 커미셔닝의 

시행은 인증된 커미셔너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50,000ft2(4,645㎡)보다 작은 규모

의 건축물은 설계팀 혹은 시공팀의 일원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커미셔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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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다. 위의 규모보다 큰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팀과 시공팀의 일원이 

아니지만, 같은 회사의 사람 중에 자격이 되는 제3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

지만, 강화된 커미셔닝을 위해서는 인증된 커미셔너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

로 인해 추가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 커미셔닝은 필

수항목으로 설정되었지만, 강화된 커미셔닝은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작은 규모의 경우는 커미셔너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이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화된 커미셔닝의 주요한 차별 점은 프로세스 중간의 검증 단계가 추가되는 것

과 검증된 시스템의 매뉴얼의 제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교육, 그리고 

거주 후 8~10개월 이후에 운영 시스템의 검토하는 사항이다. 이는 좀 더 확장된 

검증 시스템으로,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설계 의도의 구현을 더 정교할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3.1.3 단계적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 제안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인증기준의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전체

론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을 유도하며, 세분화된 설계 전략 내에서는 효율

적인 설계를 위한 단계별 설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BREEAM은 대지 내·외부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배출 기술에 의한 에너지 사용

을 하나의 항목에서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률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에너지전문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위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저탄소 배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이

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타당성 연구는 본 항목에서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컨셉디자인 단계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한

다. 이러한 단계의 설계를 진행시에 전체 3점 중에 1점을 부여하며,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10% 저감 시에는 2점을, 15% 저감 시에는 3점을 부여

하도록 한다.93) 

이처럼 초기설계단계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계획 타당성 분석과 함께 진행될 

93) BRE Global, BREEAM Offices 2008, 2012,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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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Lillis Business Complex의 커튼월 
:자연채광 전략과 PV Cell의 통합적 디자인

<출처: http://www.oldcastlebe.com>

경우,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이산화탄

소 배출 저감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설계 전략과의 통합적 설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항

목 내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단계별 설계의 유도와 함께, 앞에서 

논의한 커미셔닝은 이러한 신·재생 에

너지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증 해 주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의 오

류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 이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

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실내환경 분야에서 열쾌적 설계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

여,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더라도 목표로 하는 거주 쾌적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시기후 조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데, 이는 기후분석과 주변 환경의 

분석을 통해, 지형, 식재, 수공간의 계획으로 외부공간의 환경 조절과 대상 건축물

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CASBEE는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 5개 카테고리의 

9개의 설계기준을 구성하고 있으며, 5개의 카테고리는 열환경을 위한 바람의 이용

계획과 보행자의 열 경감을 위한 그늘 공간의 계획, 식재 및 수공간 계획, 건축물

의 외벽마감 계획,  설비기기의 환풍 장치의 배치 계획으로 구성된다.94) 이러한 

평가방식은 미시기후 조절에 의한 정량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파악하기 어렵

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방식에 대한 실행여부로 점수를 부여하는 한계가 있다.

SBTool은 건축물의 열 취득을 위해 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또한 계절에 

따른 자연환기를 위해 향, 매스, 지형 및 식재, 그리고 외피의 개구부 계획을 통한 

통풍의 영향정도를 평가하여, 계획 설계 단계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

다.

CASBEE와 SBTool은 이상과 같이 선행되어야 하는 미시기후 조절과 건축물의 

형태 계획을 구분된 항목에서 평가하지만, LEED와 BREEAM은 에너지 소비 절

94) JSBC, CASBEE for New Construction Technical Manual, 2010, Q3.2,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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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항목 내에서 이를 포함한 통합적인 에너지 절감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에

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로, 건축물의 형태 및 향에 대한 영향이 건축물의 외

피 및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LEED 

for NC v.4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 초기 검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된 통합설계 항목에서 다음의 그림과 같은“단순한 상자형태”의 에너지 모델

링 분석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도록 한다.95) 이러한 평가기준은 계획 설계 

단계의 간략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지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의 형태 및 

향, 개구율 등의 계획을 도모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의 최적화를 위한 단계별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림 3-6 간단한 박스형태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부하 비교
<출처: http://sefaira.com>

BREEAM의 생태환경 기준 또한 단계별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고 

95) USGBC, LEED v4 User Guid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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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에서 논의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평가처럼 한 평가항목 내 기준을 달

리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토지이용 및 생태환경의 심사분야 내 생태환경의 

보존 및 복구를 위한 항목의 구성을 통해 단계적 설계를 유도한다.

이 심사분야에서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분석과 생태학적 특징의 보존을 필수항

목으로 지정하여, 가장 먼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환경적 영향의 경감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는 대지의 생태계의 강화, 그리고 장기

간의 생물다양성의 영향성에 대한 항목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대지의 현 생태환경의 분석은 생태환경의 보존 및 복구96)를 위한 평가에서 같이 

심사되어 지며, 다른 인증기준과 달리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와 생태적 특징의 보

존에 대한 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두어 대상 대지 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을  시공 시와 완공 시에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태환경의 새

로운 조성보다도 기존의 생태환경을 보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의 생태환경을 위한 설계는 프로젝트 마다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장기적 영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적인 평가항목 구성임을 알 수 있다.

CASBEE의 비오톱의 보존 및 복구를 평가하는 항목 또한 BREEAM과 같이 생

태환경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96) 생태환경의 보존은 부지 내에 있는 생물자원을 부지 내에 남겨두는 대처를 말하며, 부지 
내에서의 이전도 포함한다. 복원은 상실한 부지내의 생물자원을 새롭게 재생하는 것을 말하
며, 부지에 없었던 생물자원을 새롭게 부지내로 도입하는 것을 창출이라고 한다.<출처: 삼
우건축사사무소, 『친환경건축물 요소기술과 설계기법』, 2008,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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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ASBEE의 비오톱 보존 및 복구 항목 
<출처:CASBEE-NC Manual, pp.153-154>

위의 그림은 CASBEE의 평가항목 중 비오톱의 보존 및 복구를 평가하는 항목으

로, 평가항목 내 기준을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다. 각각의 등급은 비오톱의 보존 및 복구를 위해 평가되어지는 항목 중 설계에 

적용된 항목의 수에 따라 구분하며, 설계 적용 방식은 6가지 분야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설계기준으로 ①대지와 대지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오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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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녹화지역 분석
<출처: CASBEE Manual, p.155>

획의 정립, ②생물자원의 보존 및 복구 계획, ③정량적 녹지 계획, ④질적인 측면

의 녹지 공간 계획, ⑤생물자원의 관리 및 사용, ⑥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오톱

의 보존 및 복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오톱의 설계를 위한 순차적인 설

계 방식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녹지 설계는 면적 기준과 함

께 지역 수종97) 및 대지 및 건축물의 특징에 적합한 수종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

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항목 내 가장 높은 5등급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는 정

성적인 기준을 1개 이상 만족시켜야하며, 위에서 제시한 설계방식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CASBEE는 BREEAM과 같이 세부 설계목표를 

위해 단계적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량

적·정성적 측면에 대한 설계기준을 항목 내 등급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항목 내 필요에 따라 가산적인 기준을 구성하

여 설계의 유연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ASBEE의 인

증기준은 BREEAM과 같

이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

해야 하는 항목을 지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

차적인 실행이 아닌 필요

에 의한 선택적인 설계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대

지와 대지 주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오톱 계획의 정립과 같은 항목의 실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

점과 대지의 특징에 따른 비오톱의 계획의 정립,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 대한 항

목의 연계의 부족이 발견된다.

97) 자생식물 및 토착식물과도 뜻이 통하며, 식물이 어떤 지역에서 인공적인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오래전부터 그 곳에 귀화되어 살고 
있는 귀화 식물도 토착식물과 함께 자생식물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식물이 어떠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는 토착식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생식물은 그 지
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여 환경 생태계의 교란이 없고,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조경수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 <출처:김자경,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스페이스타임, 2004, 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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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기준 및 심사방식의 융통성

건축물은 대지 및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인증기준은 용

도, 개별 건축물 및 단지계획 혹은 도시계획, 신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하여 차별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용도이지만, 규모의 차이, 입지의 차

이, 임대방식의 차이, 그리고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가 국외 인증기준 내에 어떻

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른 지속가능한 설계의 유도 

방식을 도출하도록 한다.

3.2.1 규모별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국외 인증기준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최종적인 에너지 절감률로 평가하지만, 일부 인증기준에서는 소규모 프로젝

트를 고려하여 규모 별로 차별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CASBEE는 이러한 방식

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성하고 있는데, 5,000㎡ 이상 면적의 업

무시설은 성능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며, 그 이하의 면적은 표준 지침에 

따른 점수부여 방식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진다. 또한, 2,000㎡ 미만 면적의 업무용 

건축물은 단순화된 표준 지침에 따라 평가되도록 한다. 이는 규모에 따라 건축물

의 냉·난방 시스템 및 설계 접근방식의 차이를 근거하여 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시스템이 대부분 단순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절감률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다.

LEED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평가 또한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는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두 가지는 ASHRAE 혹은 Advanced BuildingsTM Core 

PerformanceTM Guide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뒤의 두 가지 규정

의 시행은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취득 가능한 점

수 또한 적기 때문에 높은 인증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

한 에너지 절감률의 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98) 이는 가이드라인의 시행

98) Option 1.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 1에서 19 점수를 취득할 수 있
으며, Option 2. ASHRAE Advanced Energy Design Guide의 규정은 20,000 ft2(약
1,858㎡)이하의 업무시설인 경우 가능하며, 점수는 최대 1점이 주어진다. Option 3. 
Advanced BuildingsTM Core PerformanceTM Guide의 규정은 100,000 ft2(약9,29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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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낙엽수의 효과
<출처:건축디자인과 환경계획, 

p.189>

보다 에너지 시뮬레이션99)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이 계산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LEED for Homes는 인증기준에서 시뮬레이션이 아닌, 에너지 지침

에 의한 점수부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업무용 인증기준 또한 작은 규모의 경

우 이와 같은 평가방식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평가기준의 융통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시기후 조절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저감에 대한 

평가를 SBTool은 구별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

다. 토지이용 분야와 도시 디자인 평가 분야에서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이

용 분야의 두 항목은 ‘낙엽수를 이용한 건축물

의 차양설계’와 ‘주변 외부공간의 냉각을 위한 

식재 계획’항목으로 식재로 만들어지는 그늘을 

통해 건축물의 냉방 부하 저감과 증발산을 통한 

외부공간의 쾌적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낙엽

수100)는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지만, 겨울

철에는 반대로 열의 획득을 도와주게 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러한 냉·난방 부하의 저감은 고층 

건축물에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층 건축물

에 한정하여 유도하고 있다.101) 이는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른 선택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인 경우 가능하며, 1에서 3점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출처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pp.258-259>

99) LEED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항목은 본문에서와 같이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
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평가 방식은 동일한 건축물에 기본 데이터 값을 입력하여 기
준이 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먼저 구하고, 설계된 데이터 값을 대입하여 기준이 되는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절감된 에너지 소비량의 %로 점수를 부여한다.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위해 대
입하는 요소는 건축물의 외피 성능, 냉·난방 및 환기량, 온수, 전력, 조명, 그 외 기기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다. 또한 차양 시스템, 기밀성, 자연채광의 이용 정도 등도 에너지 시뮬
레이션의 계산 값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100) 이러한 식재 계획은 여름철의 냉방부하와 겨울철의 난방부하 저감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
에, 이산화탄소 저감과 미학적인 측면을 강화 등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다준다.

101) SBTool, A1.6, 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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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소비 저감을 위한 평가기준에서도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 비효율적인 설계 적

용을 방지하고 있다. 물의 소비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인증기준에서 생활용 상수 

소비 저감과 함께, 우수 및 중수의 이용을 통한 수 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는데, 

LEED는 우수 및 중수의 사용으로 인한 상수소비의 절감률을 통합적으로 평가하

는 반면, CASBEE는 우수와 중수의 사용을 구분된 항목으로 평가한다. 우수 사용

에 대한 기준은 전체 물의 사용량 중에 우수의 사용량에 대하여 평가하며, 중수 

사용에 대한 기준은 중수로 이용하는 하수의 타입에 따라 평가한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중수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는 제외하도

록 하여, 소규모 건축물에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적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중

수 설비의 적용에 수반되는 급수배관 이중화의 비용이 우수 처리설비 비용보다 일

반적으로 높으며, 급수개소가 한정된 저층의 건물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102)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하 저감을 위한 방안이면서, 원자재의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항목이 CASBEE를 제외

한 모든 인증기준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다. LEED, BREEAM는 이에 대한 평가기

준을 5,000㎡ 규모 이상과 이하의 건축물의 기준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규모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은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과 그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로 크게 구분되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중·대규모에서만 효율적인 설계방식 및 

기준을 불필요하게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

의 경우 건축물의 시스템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설계의 계획적 접근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의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 인증기준은 LEED 

for Homes처럼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을 위한 구분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준 내에서 차별적 기준을 통해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의 효율적인 지속

성을 도모하고 있다.

102) 삼우건축사사무소, 『친환경건축물 요소기술과 설계기법』, 2008, pp.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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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LEED의 생태서식지 보본 및 복구 항목의 옵션
<출처:http://www.leeduser.com/credit/NC-2009/SSc5.1>

3.2.2 입지별

앞에서 논의한 규모에 따른 프로젝트의 특징과 같이 어디에 대지가 위치하는지

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접근은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특히 외부 공간 설계의 경

우에는 도심 및 지방, 미개발 대지 및 기 개발 대지의 입지적 특징은 명확하게 다

르다. 이러한 입지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LEED는 생태 서식지의 보존 및 복구

를 위하여 개발되지 않은 대지와 기 개발된 대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생태계를 보존

하는 기준103)을, 기 개발된 

대지는 동·식물의 다양성을 

위해 생태환경의 복구할 수 

있는 기준104)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개발 밀도 및 커

뮤니티 연계성’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득점한 도심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생태환경

의 복구를 위한 면적으로 옥

상조경의 면적을 산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조건을 제시

하고 있다.105) 

새로운 생태환경의 설계를 위한 LEED의 기준은 지역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법규가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의 25%이상을 더 녹화하도록 양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 주목할 점은‘생태환경 보전 및 복구’항목과 유사하

게, 도심지역에 대지가 위치하면서 ‘개발 밀도 및 커뮤니티 연계성’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득점한 경우 보행자를 위한 인공요소106)도 녹화면적에 포함될 수 있

103) 건축물 및 보행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의 부분은 개발을 방지하여, 대지 내 일부 생태
환경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104) 복구를 위해서 일정면적 이상의 외부공간에 토착식물 및 재래종을 심도록 한다.
105)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p.77
106)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인정받은 면적의 25% 이상이 녹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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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완화해주고 있다.107)

이처럼 LEED의 외부환경에 대한 기준은 대지의 특징 및 입지에 따라 프로젝트

에 필요한 설계를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에게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3.2.3 임대방식

LEED는 공사의 범위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와 외피에 우선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LEED for Core & Shell(C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LEED 

for CS는 임대공간을 제외한 공용공간과 주된 기계설비와 건축물의 외피 및 구조

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는 사무실, 의료시설, 소매시설 등과 같이 건축주나 임차인

이 임대면적의 50%보다 적게 면적을 차지할 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세입자가 입

주 시 내부를 공사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108) 이러한 이유로 이 임대용 

건축물의 인증시스템은 LEED for Commercial Interiors(CI)와 상호보완적인 관

계로 LEED for CS 인증을 받은 건축물인 경우 LEED for CI를 받기가 유리하

다.109)

LEED for CS는 LEED for NC(New Construction)의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구성되어있다. 거주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설

계와 시공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거주자들의 지속가능한 인테리어 공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LEED for NC에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측정 및 검증 항목은 임대 건축물에서는 2개의 항

목으로 세분화되어 높은 가중치로 구성하고 있다. 하나는 본 건물의 에너지 시스

템의 측정 및 검증을 위한 항목이며, 또 다른 항목은 미래 거주자들을 위한 보조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LEED for CI의 항목과 

연동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거주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가 제외된 임

대 건축물은 비구조체의 재사용 항목, 공사 중의 공기 질 관리 계획(입주전) 항목, 

그리고 조명의 개별 제어에 대한 기준을 인증항목으로 제외하여 공용공간과 주된 

기계설비, 건축물의 외피 및 구조만을 시공하는 건축물에 불필요한 항목은 평가하

107) Ibid., p.85
108) LEED for NC는 LEED for CS와 반대로 사무실, 기관시설(도서관, 미술관, 교회 등), 호

텔, 그리고 4층 이상의 주거 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임차인이 임대면적의 50% 이
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109) USGBC, LEED Green Associate study guide, pp24-25



72

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LEED는 임대건축물을 고려한 인증 시스템을 LEED for 

NC를 바탕으로 따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 건축물에서 필요한 지속가

능한 설계와 개별 거주공간의 지속가능한 인테리어 설계를 더불어 유도하고 있다.

BREEAM은 LEED와 같이 구별된 임대건축물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항목 내에 임대건축물에 필요한 기준과 입주 공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세

분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BREEAM은 건축물 운영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

으로 LEED와 같이 보조 계량기 설치 여부를 평가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계량기 설치 여부에 대한 평가는 2개의 항목으로, 한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주된 에너지 소비 시스템의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임대 건축물인 경우 테넌트 및 최종 사용자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설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BREEAM의 폐기물 분야의‘바닥 마감재’항목 또한 폐기물 절감을 위

해 임대 건축물에 설계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항목은 임대인이 점유하는 공간

의 바닥 마감을 임대인이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간의 바닥 마감을 하지 않

거나, 임대인이 정한 경우는 임대인이 선택한 마감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닥 마감재의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는 동시에 자재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처럼 BREEAM은 지속가능한 건축의 세부 목표를 최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축물의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함께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부적인 설계방식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3.2.4 리모델링

LEED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고 LEED 

for NC 내에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BREEAM은 비주거 건축물의 개보

수에 대한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나, 개발 이전에 개보수 프로젝트

를 위한 기준을 LEED와 같이 BREEAM for NC 기준 내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은 이에 대하여 추가의 기준 및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BREEAM의 에너지 소비 절감 항목은 역사적 건축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유산 

보존 전문가의 연구를 선행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

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재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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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의 건축자재를 재사용 하는 경우 환경 저부하 자재의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빛 공해 방지 항목에서는 추가

의 외부조명 설치하더라도, 기존의 외부 조명과 신규 외부 조명 모두 빛 공해 방

지를 위한 기준을 만족 시키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개

보수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적인 설계기준을 통하여 프로젝트 특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3.2.5 등급별

CASBEE를 제외한 모든 국외 인증기준은 필수항목을 지정하여 인증을 득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필수항목은 용도 별로 지정하고 있으며, 모

든 인증등급에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BREEAM은 필수항목과 필수항

목의 최소점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인증등급별로 차이를 주고 있다. 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수를 득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틀리며, 필수 최소점수 또한 다르다. 

이는 최소점수 기준의 차등을 주어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필수

항목과 그에 따른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하고 있다. BREEAM for NC 중 교육시설

을 제외한 해당 용도는 가장 높은 인증등급 인  ‘Outstanding’을 받기 위해서

는 12개 필수항목의 심사기준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가장 낮은 등급인 

‘Pass’를 받기 위해서는 3개의 필수항목의 심사기준을 만족시키면 된다.

BREEAM은 심사분야 중 교통, 자재, 환경오염 분야는 필수항목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가장 낮은 등급인 ‘Pass’등급을 위한 필수항목은 유지관리 분야의 커

미셔닝, 건강과 웰빙 분야의 고주파 조명 항목과 미생물 오염 항목을 지정하고 있

다. 이는 BREEAM의 인증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항목의 기준에 부

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이러한 설계가 시공 후 잘 반영되어 운영되는 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거주자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높은 등급인 ‘Outstanding’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CO2 저 방출 항목을 1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이러한 차등의 최소점수기

준은 프로젝트별로 목표로 두는 인증등급에 따라 심사분야의 균형 및 유연성을 동

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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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평가항목

인증등급별 최소점수

Pass Good
Very 
Good

Excelle
nt

Outsta
nding

Management

Commissioning 1 1 1 1 2

Considerate Constructors - - - 1 2

Building user guide - - - 1 1

Publication of building 
information (BREEAM Education 
only)

- - - - 1

Development as a learning 
resource (BREEAM Education 
only)

- - - - 1

Health & 
Wellbeing

High frequency lighting 1 1 1 1 1

Microbial contamination 1 1 1 1 1

Energy

Reduction of CO2 emissions - - - 6 10

Sub-metering of substantial 
energy uses

- - 1 1 1

Low or zero carbon technologies - - - 1 1

Water
Water consumption - 1 1 1 2

Water meter - 1 1 1 1

Waste Storage of recyclable waste - - - 1 1

Land Use & 
Ecology

Mitigating ecological impact - - 1 1 1

표 3-1 BREEAM 필수항목의 최소점수기준 <출처: http://www.bree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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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Greater London Authority
<출처:http://www.fosterandpartners.com>

3.3 설계방식의 자율성

3.3.1 성능평가 방식

국내의 인증기준은 최종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설계기준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로, 우수부하 절감을 위한 평가는 절감

량에 대한 평가가 아닌 우수 저수조의 용량으로 평가되어 진다. 하지만, 국외 인

증기준의 경우 최종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최종적인 기준

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평가

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통합적인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적인 절감률로 평

가하며, 이를 위해 입지적 특징, 건축물의 형태 및 향, 그리고 외피 및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BREEAM은 설계자, 건축주,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저에너지, 저탄소 

기술을 고려하기 전에 건축물에 의해 생성되는 탄소배출의 저감 및 환경훼손이 적

은 설계, 그리고 에너지의 요구를 적게 하는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먼저 

권장한다.110) 이는 에너지의 생성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패시브 디자

인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BREEAM은 최종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한 기준을 제시하여, 입지와 규모, 거주자의 특징에 따른 설계자의 최적

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BREEAM의 Excellent 등급을 받은 

런던시청사는 건축물의 형태를 구형으로 

계획하여 외피 면적을 최소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의 손실을 감소 시켰

다. 또한 남측 면을 층별로 조금씩 후퇴

하여 차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전체적으로 남측으로 기울어진 형

태는 북측의 광장에 그늘을 최소화 시켜 

주었다. 이러한 형태적인 계획과 더불어 

자연을 이용한 설계, 그리고 하이테크적

인 설계의 접목으로 일반적인 업무시설

의 1/4정도의 에너지만을 소비하고 있다.111)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에너

110) http://www.breeam.org/about.jsp?id=66 <2013.04.22>
111) Dahl, Torben, Climate and Architecture, Routledge, 2008,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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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요구를 적게 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REEAM은 특정한 설계 적용을 유도하는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능을 

바탕으로 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채광을 평가하는 항목은 임대오피스의 

80%이상의 면적이 평균 2%의 주광률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질

을 위한 항목에서는 신선한 공기의 도입량을 거주인원 당 12 liters/s이상으로 평

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절

감량에 따라 점수기준을 제시하여 통합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물 소비 절감

을 위한 평가항목 또한 1인당 물의 소비량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성능 기

준과 함께, 일부 항목에서는 추가의 설계 기준이 필요시에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연채광 항목은 기준이 되는 주광률과 함께 실 깊이에 대한 기준을 같이 제시하

여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성능 평가만으로 효용성이 부족한 기준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3.3.2 다양한 설계방식 제시

앞에서 논의한 성능평가 방식과는 달리 CASBEE는 구체적인 설계방식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른 선택적인 설계를 구현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기준 방식은 설계 적용에 대한 효용성의 

부재와 건축물에 따른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CASBEE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면적, 혹은 입지에 따른 

차별화된 항목 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BREEAM은 다른 국외 인증기준과 달리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를 위해 

수직 동선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계의 유도는 

고층의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 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

안이다.112) 이 항목은 예상되는 승객수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엘리베이터113)의 

112) 구조 기술의 발전과 엘리베이터의 발명 등으로 등장한 고층 건축물은 주로 대도심과 같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무직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업무용 건축물로 대표되고 있다. 미국의 
ASCE는 이러한 고층 빌딩을 층수나 높이에 기준을 두지 않고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건물의 용적률이 그 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두 
번째로 수직 교통을 위한 기계 설비가 사용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적인 저층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공법 및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을 말한다.<출처: 송도헌, 『초고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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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호주 업무시설의 
일반적인 물 사용 비율

<출처:ESD Design Guide, p.31>

크기와 수를 분석하고, 엘리베이터의 적정 성능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낮은 타입

을 선정하도록 한다. 추가의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중 3가지의 

에너지 효율적인 특징을 적용해야 한다. 제시한 4가지 사항은 ①피크타임이 아닌 

경우 대기모드로의 전환(예로, 엘리베이터 제어장치와 조명과 환기팬과 같은 보조 

장치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을 시에 꺼둔다), ②엘리베이터의 모터가 가변 

속도, 가변 전력, 가변 주기로 운영, ③엘리베이터에 의한 에너지의 자가발전, ④

엘리베이터 내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의 설치로 엘리베이터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

라 추가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14)

수자원 소비 절감을 위해 국외 인증기준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물의 소비 절감을 위한 기준, 물의 재사용을 위한 기준, 그리고 물 운영

의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다. 대부분의 인증기준에서 앞의 두 가지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BREEAM은 다른 인증기준과 

달리 건축물의 운영 시 능동적으로 수자원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는 계량기 설치를 통해 건축물 운영 시의 물의 소

비량을 모니터링하여 물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기

준과 모든 주된 물 공급 장치의 누수 탐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

이 누수로 인한 물의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위생기기

의 물 차단장치를 통해 적은 양의 물 누수 또한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물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LEED와 SBTool은 효율적인 조경수 소비

를 위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토착 식물과 같은 식물 수종과 

식물의 밀도, 미시기후 요소를 이용한 조경 설계와 관개시설의 효율성, 그리고 우

수 및 중수의 활용을 통한 조경수의 절감방식에 대하여 평가한다.115) 이러한 조경

시공』, 기문당, 2002, p.15>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업무시설의 수직교통을 위한 엘리베
이터로, 이는 전력소비가 큰 기계 설비이다.

113) BREEAM의 평가항목은 ‘Lifts’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수직 동선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 건축물의 수직 동선 대부분이 엘리
베이터인 점을 감안하여 엘리베이터라는 용어로 쓰도록 한다.

114) BRE Global, BREEAM Offices 2008, 2012,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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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자재의 선택 시 고려사항
<출처:Fundamentals of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Building, 

p.160>

수의 소비 절감 방식은 특히 대지가 넓은 프로젝트의 경우 물의 소비를 효율적으

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자재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옆

의 그림과 같이 자원의 고갈을 방지를 위한 

자재 및 자원의 효율적인 소비, 그리고 건축

물 운영 시의 유지 및 보수의 용이성을 통한 

건축물의 운영 에너지 소비 저감과 내제에너

지가 적은 자재의 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내의 쾌적한 공기 질을 위해 유해물질을 배

출하지 않는 자재의 선정이다. 이 중에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실내 환경 

분야에서 VOC와 같은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

는 자재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따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료 및 자재 분야에서는 크게 자재

의 사용 절약을 위한 기준과 환경 저 부하 자재의 사용을 위한 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BREEAM, CASBEE, SBTool은 자재의 사용을 절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평가하

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자재의 사용 이전에 자원 소비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설계 방안으로, 자재의 전생애주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116)  BREEAM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바닥 마감재 항목을 구

성하여 임대인이 선택한 마감자재를 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바닥 마감재

의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자재의 사용을 줄

이는 방안이다. CASBEE의 ‘자재의 사용 저감’항목은 고강도 재료의 사용을 

통해 운영 시 자재의 교체를 줄이고자 하며, SBTool은 자재의 절감을 위한 방안

으로 구조와 외피 요소 자재의 효율성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비, 마감재의 사

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증기준에서 재활용 자재의 사용 및 자

재의 재사용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원자재 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115)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p.179

116) 자재의 사용 절약은 자재의 내재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며, 이를 
통한 환경의 오염을 줄여준다. 또한, 시공 및 유지·관리 시의 에너지, 폐기물의 절감에 도
움을 주며,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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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Hearst Tower
<출처:Foster+Partners>

뉴욕의 Heast Tower는 맨해튼에서 처음

으로 LEED의 Gold 등급을 취득한 업무시

설로, 기존의 6층 건축물을 26층으로 증축

한 건축물로 기존의 건축물의 외피를 그대

로 남기고 타워 부분만을 증축하였다. 사선

격자(diagrid) 형태의 구조는 21%의 구조

체 사용 절감을 가지고 왔으며, 사용된 철

골재 또한 90% 재활용한 자재로 시공되었

다.117) 이처럼 Heast Tower는 기존 건축

물의 재사용, 재활용 자재의 사용, 그리고 

새로운 구조형태의 도입을 통해 전체 자재

의 소비 절감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

으며, 내제에너지 소비 절감의 효과를 동시

에 구현 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적용

된 ‘자재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 및 비구조체의 사용’에 대한 평가 항목은 현재 국내·외 인증기

준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

CASBEE는 시스템의 수리 혹은 교체 시 마감재 및 구조체를 유지할 수 있는 설

계118)에 대하여 평가하여, 단순히 자재 자체의 지속가능성만이 아닌, 운영을 고려

한 설계를 통해 자재의 사용을 줄 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BREEAM, 

CASBEE, SBTool은 자재의 내구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자재의 교체로 

인한 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BREEAM은 자재의 내구성을 위한 디자인에 대

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자재의 교체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건축물, 혹은 조경시설

의 노출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권장한다. 이와 같이 국외의 자재 소비 절

감을 위한 기준은 다양한 설계방식에 대하여 평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재의 소비 절감을 위한 방식 이외에, 자재의 선정 시 환경에 부

하를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적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SBTool은 자재의 내제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BREEAM 

117) Foster+Partner, <http://www.fosterandpartners.com/projects/hearst-tower/>
118) 시스템의 갱신성(System Renewability)분류에서 냉방 덕트, 상수 공급 및 하수 배관, 전

기설비, 커뮤니케이션 케이블, 기기장비의 수리 및 교체의 용이성과 예비 공간의 설계에 대
하여 구분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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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 주된 자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

고 있다. LEED는 자재의 통합적인 내제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구체적으로 에

너지를 줄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자재의 사용

을 평가하여 자재의 운송에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 도모와 함께 인증 목재119)의 사

용과 빠르게 재생산되는 자재120)의 사용에 대하여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자재의 사용은 자원의 고갈 방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자재를 시공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와 유지 및 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동안의 에너지 소비를 고려한 선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재의 선정 및 설계적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폐기물 관리에 대한 평가

가 국외 인증기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하 저감을 위한 방안

이면서, 또한 원자재의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항목이 모든 인증기준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영 폐기물의 절감 방안과 함께, 시공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평가가 

LEED와 BREEAM에서 시행되고 있다. LEED는 시공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

용량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BREEAM은 폐기물 발생량을 신축 프로젝

트와 개축 프로젝트의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 시에 발생하

는 폐기물과 시공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절감을 위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기준은 극심하게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 매립지의 증대를 저감시

켜주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교통부하 저감 항목은 지역 환경의 쾌적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대기 오염의 주범을 자동차의 매연에 원인을 두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이용은 매

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행거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121) 다음의 그림

은 미국의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한 도표로, 대기오염원 중 질소산화물과 

유기화합물이 자동차의 운행을 통해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9)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인증된 목재는 환경 보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
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이다.

120) 10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수확되는 식물로 만들어진 자재이며, 대나무 바닥재 및 합판, 
목화솜 단열재, 해바라기씨 보드판넬, 밀보드로 만든 가구, 양털 카펫, 코르크 바닥재 등이 
해당된다.

121) Benton-Short, Lisa, and John Rennies Short, Cities and Nature, Routledge, 
2008,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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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좌), 유기화합물의 배출원(우)
<출처:Cities and Nature, pp.174-175>

 

이처럼 자동차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및 에너지 소비 증가

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 모든 인증기준에서 차량 이용의 저감 방안에 대하여 중

요하게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고밀도 복합개발 기준 및 편의시설의 근접성 기준을 

통해 근본적인 차량 이용을 최소화 시키고, 대중교통의 근접성을 위한 기준과 자

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그리고 보행로 계획 기준을 통해 개인 차량이 아닌 대중

교통 및 자전거의 이용을 유도한다.

또한, BREEAM은 교통계획 항목을 두어, 환경부하가 높은 교통시설의 이용을 

통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항목은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자를 바탕으로 모든 교통시설을 고려한 설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

계를 거쳐,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하는 차의 우선 주차, 자전거 보관소 및 부

속시설의 편의성,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정류장의 조명 및 조경의 쾌적성 등 저부

하 교통의 이용을 위한 질적 쾌적성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BREEAM은 대중교통의 이용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목의 양적 기준과 함께, 이

를 이용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과 추가로 개인 차량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국외 인증기준은 지속가능한 건축의 세부전략에 따른 다양한 설계

방식과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표에 따라 선

택적으로 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3.3.3 창의적 설계방식 평가

새로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을 위해 LEED는 심사분야 중 Innov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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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D) 분야122)를 통해 인증기준 항목 중에 없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건축설

계 방식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목 평가에 

Exemplary performance라는 규정을 두어, 기준 성능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 

구현이나, 한 개 이상의 이행 방법을 만족시킬 시에 추가의 점수123)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EED for NC의 총 64개의 항목 중 다음의 표에 해당되는 항

목이 Exemplary performance 점수를 득할 수 있다.

분야 항목

Sustainable Sites

Development Density and Community Connectivity

Alternative Transportation

Site Development

Stormwater Design

Heat Island Effect

Water Efficiency
Innovative Wastewater Technologies

Water Use Reduction

Energy and Atmosphere

Optimize Energy Performance

On-Site Renewable Energy

Enhanced Commissioning

Green Power

Materials and Resources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use

Recycled Content

Regional Materials

Rapidly Renewable Materials

Certified Wood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Daylight and Views

표 3-2 LEED for NC의 Exemplary Performance 점수 획득 가능 항목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의‘에너지 성능 효율성’항목은 12%에서 48%까지 에

너지 비용을 줄일 경우 1점에서 19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그 이상의 성능인 50%

이상 에너지 비용을 줄일 시에 Exemplary performance 점수 1점이 추가로 부

여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지 분야의 ‘대중교통과의 인접성’은 지하철역이 

1/2mile 이내 거리에 있어서 1개 이상의 라인이 운행하거나, 버스역이 1/4mile이

내 거리에 1개 이상이 있어서 2개 이상의 버스라인이 운행되면 점수를 득할 수 있

122) 새로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에 대하여 최대 5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LEED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참여시 1점을 득할 수 있다.

123) 최대 3점까지 ID분야의 점수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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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데, 이 기준보다 높은 1/2mile 이내 지하철역에 2개 이상의 라인이 운

행하거나, 1/4mile이내 거리에 버스역이 2개 이상 존재하여 4개 이상의 버스라인

이 존재하여 최소 하루에 2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면 Exemplary 

performance 점수를 추가로 득할 수 있다.124) 이처럼 Exemplary performance 

점수는 기준이 되는 성능 이상이나, 그 이상의 수에 해당되는 개수를 만족시킬 경

우 득할 수 있으며, 이는 18개의 항목에서 가능하지만, 최대 3점, 그리고 같은 실

천목표 내 2점 이상 점수의 득점을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쪽으로 치우친 설계를 지양하도록 한다.

BREEAM 또한 LEED처럼 Innovation 분야를 두어 인증기준 항목 중에 없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 및 기존 항목 내 기준 성능을 초과한 월등히 높

은 성능 구현 시에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Exemplary 레벨에 대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Innovation 분야는 전체 점수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득할 수 있

다.125)

분야 항목

Management Considerate Constructors

Health and Wellbeing Daylighting

Energy
Reduction  of CO2 Emissions

Low of Zero Carbon Technologies

Water Water Meter

Material
Materials Specification

Responsible Sourcing of Materials

Waste Construction Site Waste Management

표 3-3 BREEAM for Office의 Exemplary 레벨 점수 획득 가능 항목

이상과 같은 혁신설계의 평가는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의 

특징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설계방식에 열려있는 평가방식이며, 이러한 확장된 지

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에 대한 평가는 설계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적 발전

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124) USGBC, <www.usgbc.org/leed>
125) LEED와 동일하게 BREEAM Assessor가 프로젝트에 참여시 1점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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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업무용 건축설계를 위한 인증기준 구성

3.4.1 입주자의 거주 쾌적성

거주자의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건축물의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내 환경의 

설계는 모든 인증기준에서 주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업무 

능률성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와 설계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거주자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는 실내 공기질, 온열환경, 

음환경, 시환경 분야의 다각적인 설계가 실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 공간적인 쾌적

성과 융통성 등이 추가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내 환경의 설계분야는 모든 인

증기준이 공통되게 평가하고 있으며, 항목의 세분화의 차이와 중요도의 차이를 가

진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설계 중 모든 인증기준에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평가

를 높은 가중치로 구성하고 있으며, 크게 오염물질 사용 억제와 환기성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환기설계 이전에 실내의 오염물질의 방출을 근본적으로 억제

하기 위하여 자재의 선택 시 VOC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의 억제를 국외 인증기준

에서 유도하고 있으며, BREEAM, CASBEE, SBTool은 미생물, 곰팡이 등에 의

한 오염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계분야 전문가의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환기성능은 건축 계획적 접근인 자연환기와 기술적 접근의 기계 환기 성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국외 인증기준 모두 자연환기성능에 대하여 공통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자연환기 방식은 실내 공기 질 확보 및 냉방 효과와 함께, 기계 

환기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설계방식이기 때문이다.126)

LEED와 BREEAM은 자연환기 방식과 기계 환기 방식을 한 항목에서 조건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BREEAM은 이 환기방식에 의한 공기질의 평가와 함

께, 자연환기 가능성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 자연환기 가능성 평가항

목은 환기창의 면적과 함께, 건축물 전체에 고른 환기를 위해 맞통풍을 유도하고 

있다. 이 맞통풍이 가능한 건축물의 깊이를 15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창

의 설치도 또한 이를 가능하도록 맞벽에 균등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SBTool 또한 

자연환기 항목 기준에서 맞통풍이 가능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126) 온열환경요소(예. 습도, 평균복사온도, 공기속도)의 조정으로 인해 쾌적 구간의 온도를 올
라가게 된다. 이처럼 자연환기 방식으로 인한 공기속도의 증가는 실내 환경이 적정 냉방환
경 아니더라도 거주자들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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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를 위한 단순한 환기창의 설치 이외에도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준은 효율적

인 자연환기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서는 설계 초기의 형태 결정 시에 평면의 깊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계 환기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계 환기시의 공

기 질을 위해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에 대하여 평가와 함께, 기계 환기의 효율성

에 대하여 주되게 평가하고 있다. LEED, CASBEE, SBTool은 실내공기질의 모니

터링 여부를 평가하여 운영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LEED는 시공 중과 입

주 전의 공기 질까지도 구분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국외 인증기준에서는 흡연구역 제공 시 담배연기 제어에 대한 평가와 복사 및 팩

스 등의 유해공간에 대한 환기 규제 및 세제와 같은 유해물질의 보관 및 환기에 

대한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 오염물질 저 방출 자재

의 사용과 환기설계가 기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인증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환경은 크게 빛 환경 계획과 조망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빛 환경을 위한 평가기준은 조명 에너지의 소비 절감을 위한 평가

보다도 적정한 조도 및 자연채광의 이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BREEAM

의 경우 외부조명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평가를 에너지 분야에서 구성하고 있

지만, 실내 환경 분야 내에서 자연채광과 적정 조도 등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시

행하고 있다. 이는 실내의 빛 환경은 에너지소비 절감보다 적정 작업환경의 조성

을 중요시 하는 반면, 실외 조명은 에너지 소비 절감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증기준의 빛 환경 계획은 거주자의 업무 능률을 위해 자연채광을 이용

한 적정 조도 계획과 현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주자의 

업무 능률성과 건강을 도모한다. 자연채광의 이용을 위한 설계방식은 건축물의 형

태 및 평면 계획 시부터 자연채광이 최대한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

며, 업무시설의 경우 코어의 위치와 실의 깊이에 따라 자연채광이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실의 깊이가 깊은 업무시

설은 아트리움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연채광 설계에 대한 평가는 모

든 국외 인증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BREEAM, CASBEE, SBTool은 자연채광으

로 인한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차양의 설치를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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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업무시설의 평면에 따른 자연채광
<Lechner, Norbert, Heating, Cooling, Lighting :Sustainable Design Methods for 

Architects, Wiley, 2009, p.396>

LEED의 자연채광에 대한 평가는 시뮬레이션 방식과 체크리스트 형식, 시공 후 

측정방식, 그리고 조합된 방식의 4가지 중 선택해서 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으

며, 차양 설치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CASBEE는 광덕트, 

광선반, 광섬유와 같은 자연채광 장치 설계에 대해 따로 평가하여, 자연채광에 불

리한 공간에도 적극적인 자연채광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3-17 자연채광 방식의 전략
<출처: LEED Reference Guide>

인공조명 설계를 위해 모든 인증기준이 공통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인공조명의 

조닝과 제어인데, 국내 인증과 LEED, CASBEE, SBTool은 적정 구간 및 실에 따

른 조절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BREEAM 또한 조명의 조닝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목 할 점은 창문이나 아트리움 주변은 구별된 조닝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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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연채광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조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BREEAM, CASBEE, SBTool은 인공조명에 의한 공간별 적정 조도의 설계를 평

가하며, CASBEE는 전반조명뿐만 아니라 국부조명의 조도를 세분화 하여 평가한

다. 또한 눈부심 방지를 위한 조명기기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

으며, BREEAM은 거주자의 시환경을 위해 고주파 조명의 사용에 대해 추가로 평

가하고 있다. 이 외의 고효율 기기의 사용을 통한 조명에너지 저감 방식은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저감 효율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인증이 시행하고 있다. 

추가로 조망에 대한 평가는 거주자의 외부로의 조망을 가능하게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LEED와 BREEAM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시환경은 주로 빛 환경에 대한 설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빛 

환경은 자연채광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쾌적성을 도모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한 조명 에너지 부하 절감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자연채광 

설계 시 거주자의 현휘 방지를 위한 설계가 동시에 평가되고 있으며, 빛 환경 설

계는 단순히 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략이 아닌, 거주자의 쾌적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음환경을 위한 국외 인증기준의 설계는 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과 내부의 적정 

음향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CASBEE와 SBTool은 외부 소음원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내부 건축물 시스템의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을 위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EEAM은 개인 업무 공간, 다수의 업무 공간, 세미나실 등 

개별 공간에 따른 적정 소음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위한 음향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실내 음 환경을 위한 설계는 다양한 소음원을 고려

한 저감계획과 각 실마다의 용도를 고려한 적정 음향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가 유

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 환경 요소의 시스템의 개별 제어성은 주로 온도와 조명의 조닝에 의한 조

절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되어지며, 이는 거주자의 특징에 따라 실내 환경의 조절

을 통해, 거주자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여 쾌적성을 도모하게 한다.

조명기기의 제어성은 국부 조명 방식의 도입과 전반 조명의 조닝으로 구분되는

데, 전반조명의 조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건물 외주부의 개구부가 있는 곳의 조명

기기의 조닝을 구분지어 자연채광에 따른 조명기기의 조절을 가능하도록 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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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실과 공용 복도 등의 조닝을 구분하도록 한다. 또한, 전반 조명의 부하를 줄이

기 위한 방안으로 LEED는 국부 조명의 도입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조닝 또한 외주부와 내주부로의 구분이 필요하며, 

CASBEE는 외주부의 향에 따른 조닝 또한 유도하고 있다. LEED는 개별 온열환

경의 조절을 위해 바닥공조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실내 환경의 분야별 설계방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CASBEE는 유일하게 

거주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CASBEE는 인원 당 작업공간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등급127)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작업공간은 거주자가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회의실, OA실,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적정 작업공간의 계획은 거주자의 쾌적성과 일의 능률성 증가를 도모한다. 

호주의 CH2(Council House 2) 프로젝트는 완공 후 1년 후에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층마다 다른 거주자의 밀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달랐다. 이 소

음의 차이로 적은 밀도의 거주자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128) 업무 분야에 

따라 적정 밀도는 상이하겠지만, 적정한 면적의 작업공간은 거주공간의 밀도를 일

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와 인지하는 공간감으로 인

해 거주자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4.2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 설계

개별 건축물의 계획은 지역의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져야 하는

데, 이는 개별 건축물의 설계에 따라, 지역 기반시설의 운영 및 지역 환경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역 환경은 개별 건축물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기준은 다양한 규모 개발에 따라 시스템을 달리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과 도시 및 커뮤니티 단위를 위한 인증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운영을 필요로 한다.129) 이러한 이유로 인증기준의 심사구조는 

127) CASBEE의 평가항목은 6㎡, 8㎡, 12㎡의 세단계의 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용환 외
의 건축계획각론에서는 1인당 연면적에 대해서는 9~11㎡, 전 대실면적에 대해서는 6.5~8
㎡, 순수 사무실 면적은 5~6㎡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28) Yudelson, Jerry, and Ulf Meyer, The World's Greenest Buildings, Routledge, 
2013, p.160

129) Cole, Raymond J. “Buil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redefining 
intentions and roles”,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05,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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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단위 혹은 도시 단위의 계획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8 CASBEE-City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 범주-가상 폐쇄공간
<출처:CASBEE City Manual 2012>

업무시설이 주로 위치해 있는 도시는 건축물의 높은 밀도, 도로의 포장, 차량의 

증가 등으로 특수한 국지기후가 나타나는데, 특히 도시의 열이 쌓여 시가지의 기

온이 교외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열섬현상이라고 한다. 도시의 콘크리트나 아스팔

트 등의 인공물의 증가와 배기가스, 녹지의 감소로 인하 증발잠열의 감소, 공업, 

교통, 공기조화 등의 다양한 인간 활동에 의한 열 배출 등은 열섬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130) 이로 인해 인구가 높은 도심의 연간 온도는 주변 지방 지역에 비

해 1~3℃가 높으며, 특히 저녁의 경우 많게는 12℃까지 차이가 난다. 이러한 도

심의 높은 온도로 인해 여름철 에너지 부하가 높아지며, 에너지 소모로 인한 공기 

오염과 온실가스의 방출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높은 온도로 인한 사람들의 건강

의 문제와 불쾌감이 급증하게 된다.131) 특히 도심에 주로 위치한 업무시설은 이러

한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며, 또한 냉방부하가 높은 업무용 건축물은 여름철 냉방

부하 상승에 의한 운영비가 증가되게 된다. 

130) 가시하라 시로우, 『건축디자인과 환경계획』, 곽동화, 박미진 공역, 기문당, 2013, 
pp.162-163

131)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heatisland/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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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동경의 바람길 :보행자 레벨의 풍속분포
<출처:CASBEE Manual, p.221>

그림 3-19 열섬현상의 요인<출처: 『건축디자인과 환경계획』, 
p.162>

이러한 열섬현상을 완화를 위한 기준을 LEED, CASBEE, SBTool은 평가항목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 그리고 

도시 미기후와 사람, 야생동물의 거주지로의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

LEED와 SBTool은 열섬현상 완화

를 위해서 외부공간에 식수 계획 및 

빛을 반사하는 밝은 재질의 포장재

의 사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LEED는 지붕 자재에 대하여도 동일

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CASBEE

는 LEED와 SBTool의 열섬현상 완

화를 위한 심사를 보다 범위를 넓혀 

평가하고 있는데, LEED와 SBTool

과 같이 조경 및 포장재에 대한 평

가도 시행하지만, 지역의 열 환경에 

대한 분석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계획, 그리고 시행의 검증 단계로 구

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행 시에 차등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

고 이 외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지역의 바람 길에 의하여 주변 

지역의 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방법과 건축물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열기를 줄

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의 구축은 범지구적 환경에서부터 지역 환경, 그리고 바로 인접 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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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축물로의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유익한 영향보다도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상 건축물로 인한 일조 간섭과 빛 공해, 소음, 진동과 같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인접대지로의 영향으로 빛 공해에 대한 평가는 모든 국외 인증기준에

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빛이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외부 조명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외부 거주자 및 야행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를 목

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밤의 일정시간 동안의 실내조명이 밖으로 흘러나오

지 않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고, 또한 외부 조명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적정 조

도로 필요한 곳에만 계획되도록 한다. LEED의 경우 지역을 4단계132)로 구분하

여, 대상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에 따른 적정한 조명설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

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3-21 보호 갓이 없는 조명 범위(좌), 보호 갓이 있는 조명 범위(우)
<출처: LEED Reference Guide, p.140>

CASBEE는 밤 시간의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 건축

물의 벽에 반사되는 태양빛에 의한 주변 거주자에게 미치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

한 항목도 구성하여 다각적인 측면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SBTool은 공공공지의 제공으로 대지 내 거주자와 주변 이웃이 같이 모이고, 쉴 

수 있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응집성을 도모하

며, 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이러한 공공공간이 지역 거주자들의 모임

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133) 이러한 공공 영역은 2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도시문화가 펼쳐지는 장소로 이곳에서 시민의식이 발휘되며, 도시 사회를 하

나로 묶는 중요한 공간이다. 

132) LZ1:Dark(국립공원 내, 혹은 시골 지역), LZ2:Low(거주 지역, 업무지역과 인접한 지역, 
복합거주지역), LZ3:Medium(상업 및 산업, 고밀도 거주지역으로 LZ1, LZ2, LZ3에 속하
지 않는 지역), LZ4:Hign(대도시의 상업지역)의 4개 구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출
처:LEED Reference Guide, p.130>

133) SBTool의 A1.9_Provision of public open space(s)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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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BEE 또한‘지역성을 고려한 설계’항목 내에서 독특한 지역 특징 및 역사

와 문화의 보존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SBTool의 공공공지의 

제공과 같은 도시민을 위한 내·외부의 공공공간 제공에 대한 기준을 함께 구성하

고 있다. 이 외에도 건축물 내·외부를 연계시켜주는 매개 공간의 공급과 범죄 예

방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거주자의 참여를 통한 설계 및 거주 후 평가에 대한 기

준을 함께 제공하여, 지역의 환경 및 지역민을 고려한 설계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

계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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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2장에서 도출된 국내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외 인증기준을 분

석하였다. 국외 인증기준은 개별 항목으로 구성된 설계 적용의 한계를 참여전문가

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위한 디자인 회의와 설비 시스템의 검증 및 조정을 

위한 커미셔닝을 통해 보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체 설계단계 별 통합설계의 유

도와 함께, 인증항목 내에서도 단계적인 설계방식을 제시하여 세부 설계목표에 따

라 최적의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국외 인증기준은 이러한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위한 인증기준과 함께, 프로

젝트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준의 융통성은 프로젝트의 규모, 입지, 임대방식의 차이 및 리

모델링에 대응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를 고려한 인증기준은 규모에 

따른 건축물의 시스템의 차이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규

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지에 따른 설계기준은 기 개발된 대지와 개발되지 않은 

대지를 구분한 항목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외부 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방식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용 건축물인 경우 최종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도

모하기 위한 보조계량기 설치에 대한 평가와 임대공간의 마감재를 입주자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별 특징에 따른 

세부 기준의 제시와 함께, BREEAM은 필수항목을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정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증등급에 따라 심사분야의 균형 및 유연성을 동시에 추

구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방식은 프로젝트마다 다양하며, 또한 설계접근 방식 및 목

표에 따라 상이한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방식을 수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외 인증기준은 2가지의 평가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지는 

성능을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으로, 이는 최종 성능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기

준 성능에 도달하기 위한 설계방식은 규정하지 않는 평가기준이다. 또 다른 한 가

지는 다양한 설계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CASBEE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방식 모두 자율성이라는 장점과 함께 한계점이 발견된다. 성능평가 방

식은 설계의 자율성이 보장되나, 지속가능한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한 효율적인 설계 방식을 구현 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으며, 반대로 다양한 

설계방식을 제시하는 인증기준은 설계자를 위한 지침의 역할에는 효율적이나, 프

로젝트 별 특징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기준의 제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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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이상의 평가기준 이외에도 인증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방식 이외의 지

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창의적인 설계에 대한 평가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설계방식

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을 고려한 국외 인증기준의 설계기준은 거주자의 업무 능

률성을 위한 실내 쾌적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내 공기질, 온열환경, 음

환경, 시환경, 그리고 공간적인 쾌적성의 다각적인 설계가 유도되고 있으며, 

LEED의 경우는 실내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설계와 에

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는 상반적인 관계에 있으며, 에너지 소비 절감보다도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 인증기준

은 도시단위 및 지구단위의 인증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인증기

준 내에서도 지역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시행하여 주변 지역과의 상호적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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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적용의 문제 

및 원인

3장에서는 2장에서 지적된 국내 인증기준을 활용한 설계방식의 문제점을 바탕

으로, 국내 인증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프로세스 

측면과 설계기준의 적용성, 그리고 업무용 건축설계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인증기준의 항목 별 구성의 한계를 설계 단계별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회의와 커미셔닝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인증

기준은 건축물의 지속성을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와 함께 효율적인 지속가능

한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항목의 구성 및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국외 인증기준의 분석을 바탕으로 2장에서 지적된 국내 인증기준의 적용

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프로세스의 문제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며,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인증기준의 문제점이 실제 인증 받은 건축물의 심사내용에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인터뷰 내용의 타당성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인

터뷰 대상자가 파악하지 못한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기준 및 이를 운용하는 문제점이 무엇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를 살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러한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 시에 시행되었던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여, 인증기준

의 구조와 항목의 구성, 그리고 평가기준이 어떻게 개발 및 개정되었는지를 역으

로 추적하도록 한다.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가 현 인증기

준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밝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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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무자의 인증기준 설계 적용 문제점의 구조화

본 절에서는 인증기준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문제점을 실무자의 인터

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실무자의 인터뷰는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

는 인증기준 적용 시에 문제되는 기본적인 의견이었으며,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

뷰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문제점 확인과 그에 대한 실무자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터뷰로 진행하였다.134)

4.1.1 프로세스의 문제: 건축 디자인과 인증 프로세스의 분리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은 녹색건축 인증을 득한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한 건축물, 그리고 에너지 관련 인증을 득한 건축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는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단순히 적용된 친환경 요소로 평가되어지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에서 지

속가능한 건축물을 위해 통합설계 프로세스가 필수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

질적인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 즉 인증 받기 위한 건축물의 설계 프로세스는 목표

로 하는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위해 역방향으로, 적용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설계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예산안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요소를 

대입하는 방식이다.135)

H, J, S, D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며,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순히 

인증 업무를 위해 일정을 반영하는 정도이다. 초기부터 인증기준을 고려해서 설계

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설계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는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분리의 이유는 인증기준이 건축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대부분이 설비 시스템과 자재의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 단순 적용으로도 인증기준

을 만족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목표로 하는 인증등급을 위한 검토는 설계과정 중간 중간에 실시되긴 하지만, 

134) 1,2차의 인터뷰는 J, H, S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와 진행하였으며, D, HR 건축사사무소
의 실무자와는 2차의 심층 인터뷰만을 진행하였다. 1차의 인터뷰는 인증기준 적용의 전반적
인 문제점 파악을 위한 인터뷰로 2차 인터뷰 내용과 깊이 차이만 있는 중복되는 내용으로 
앞의 3사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35)  J, H, S, D,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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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검토와 적용사항 선정은 설계 전체 공정 중 마감에서 역으로 계산된 적

정 시점에 시작한다고 말한다. 다음 그림은 H 건축사사무소가 진행한 공공업무시

설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적용 검토 보고 자료 중 일부이다.

그림 4-1 Y설계사무소 공공업무시설의 예비인증 적용 검토 보고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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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건축사사무소는 이 프로젝트의 인증 심사 기준 적용 현황을 반영, 부분반영, 

조건부반영, 불가로 분류하여, 목표로 하는 최우수 등급을 위해 조건부 반영 항목

의 경제성 및 활용성을 검토하도록 건축주에게 보고하였다. 실시 설계 90% 성과

물로써 적용된 가중치의 합은 70.72점으로 9.28점 이상의 점수를 조건부반영 항

목에서 선택하여 적용해야 했다. 선택의 판단기준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추가 예

상 공사비와 적용 가증한 가중치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건축주가 판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4-2 H건축사사무소 공공업무시설의 최우수 등급을 위해 건축주가 선택해야 하는 
항목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설계사가 목표 점수를 위해 선정한 항목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소음예측보고서처럼 점수의 획득이 불확실한 항목을 제외하여 선정하

고 있으며, 이처럼 최종 목표로 하는 등급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선택하는 항목

의 기준은 설계기준의 적용을 통한 활용성도 있지만, 추가되는 예상 공사비가 주

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전체적인 설계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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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거주성, 효용성이 아닌, 비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설계의 통합적 고려가 아닌. 기준 항목의 파편적인 대입으로 인증

기준에 의한 설계적용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문제와 더불어 인증기준의 설계적용이 설계자의 주도하에 이

루어지기 보다는 인증 대행업체의 조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 디자인과 

별개로 인증기준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제한된 설계비

용과 기간으로 인증업무 수행은 설계 업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

부분의 설계사무소는 인증업무를 대행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 대행 사무

소의 컨설팅은 최적의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현이 아닌, 말 그대로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로 효율적으로 인증점수를 득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인증 접수를 위한 서류 업무와 협의를 대신한다.136) 이처럼 녹색건축 인증 대

행 사무소는 목표된 인증등급을 취득하기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설계 초기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

한 지침을 주지만, 이는 대상 프로젝트가 어떠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목표 하에 이

를 위한 효율적인 설계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증 점

수를 득점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

축설계를 위한 프로젝트의 전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설계자가 해야 하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 지 못하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을 단순히 또 하나의 분야

가 새롭게 추가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137) 

이러한 디자인과 분리된 대행 사무소를 통한 인증기준의 적용과 인증기준의 효

용성에 대한 판단부족,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의 인증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속가

능한 건축을 위한 설계단계마다 목표 성능 구현을 위한 협의 및 검증은 생략되거

나, 혹은 필요한 항목의 점수를 위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준

의 적용방식은 인증기준 적용 이전 시행한 디자인의 수정을 필요로 하거나, 공사

비의 증가를 야기한다. 

아래의 표는 J 프로젝트의 외부조경 변경 안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프

로젝트의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건축물의 설계 및 그에 따른 디자인의 변경이 여

136) J, H, S 설계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37) J,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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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실시되었다. 

1.기본설계-외국사 2.기본설계 변경안-국내사

3.기본설계 변경안 4.기본설계 최종안-심의도서

5.전체적인 설계변경으로 조경 안 변경 6.설계변경 심의

7.인증기준으로 인한 외부조경 재변경

표 4-1 J 프로젝트 외부조경 변경과정

여러 단계의 설계변경을 통해 어렵게 최종적인 설계 디자인과 외부 조경계획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변경 심의를 받았지만,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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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늦은 결정으로 외부조경은 인증기준 점수를 득점하기 위한 비오톱 계획으로 

변경되어 원안의 조경 컨셉인 도시적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안으로 변경 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의 주된 원인은 녹색건축 인증취득 결정을 늦게 하

여, 초기 단계부터 이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지 못한데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는 초기 단계부터 인증등급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는 설계 디자인이 

결정 된 이후에 이로 인한 무리한 설계변경을 해야 했던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국내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설계가 디자인과 구분되어 기준의 단순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기단계부터 순

차적인 진행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설계에 적용하여 건축물이 시공되었지만, 건축물을 

관리 및 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인증기준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예로, J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경우 직원

의 복지를 위해 인증기준의 실내 환경 분야 중 기계설비 환기 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외기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지만, 운영 시 외기 도입을 하지 않

고 실내 공기만으로 환기를 하여, 거주자에게 새집증후군과 같은 불쾌감을 발생시

켰다.138) S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현재 대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운영 및 제어 

시스템이 최첨단이지만, 건축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운영에 미숙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139) 이는 국내인증 기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축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문서 및 지침제공에 대한 항목 또한 단순히 이러

한 매뉴얼 및 지침의 제공 여부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에

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거주자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계 전반의 프로세스와 시공 후의 건축물의 운영의 문제로 S 건축사사

무소의 실무자는 인증기준이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절차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가장 높은 등급을 제외한 인증등급은 일반적인 설계를 통해서도 취

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증 적용이 늦은 시점에 고려되기 때문에 이로 이

한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하고, 또한 디자인 상 변경이 안 되는 경우는 자재 및 시

138)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39)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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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추가적인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비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초반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목표가 정립되고, 이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건

축주가 인증적용을 통해 발생되는 효용성과 이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설계가 필요

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0) 이러한 초기단계에서 부터의 인증 목표의 

공유를 시작으로, 설계 단계 별 혹은 주된 의사 결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들의 

회의의 주최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계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정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안의 수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

로세스를 거칠 때 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건축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시공 후의 효율적인 건축물의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실질적인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이 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현재 국외 인증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 커미셔닝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성능 구현을 위해 LEED

와 BREEAM에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 커미셔닝은 국외 인증기준에서 평가하는 설계 단계별 

및 시공 후의 검증 및 조정의 범위가 아닌, 단편적으로 시공 후 시스템의 검증에 

국한하고 있다.

S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국내에서 LEED 인증을 진행한 경험으로 LEED의 

커미셔닝 항목의 효용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인증기

준 설계적용 프로세스의 개선방향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의 LEED 인증 경험은 커미셔닝의 효용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커미셔닝 항목 적용 시 설계 단계 별 검증 및 조정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시공 후 설비 시스템의 검증이 주가 되어 진행되

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LEED의 레퍼런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검증과 조

정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커미셔닝은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에 국한된 검증 방법이기 때문에, 전반적

인 건축 계획에 대한 단계별 검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1.2 설계 적용의 문제: 인증기준에 대한 판단 및 조율 불가

140)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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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인증기관에서의 해석이 

불가한 경우 많으며, 이로 인해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질의 하게 되지

만 이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141) 이러한 

이유로 설계사무소는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설계 시 제외하여 적용한다고 밝히

고 있다.142)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우수유출 저감 시설을 우수저류

시설과 우수침투시설 등을 포괄하는 시설로 정의내리고 있으나, 우수침투시설과 

같은 자연형 기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 항

목의 점수 취득 시 우수침투시설 계획은 처음부터 제외시키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

만을 고려하고 있다.143) 또한 우수유출 저감 시설 면적에는 조경 면적을 제외시키

는 규정이 있는데, 옥상조경의 경우 배수판을 설치하고 배수구가 확보 되면 이 항

목의 평가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면적 또한 집수면적으로의 인정이 필요하

다.144)

또한, TAB 및 커미셔닝 항목의 평가기준 또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TAB 및 커

미셔닝의 시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며, 결과보고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 그리고 인증기준을 통한 세재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준공 전에 인증이 완료되어야 하나, 이는 커미셔닝이 완료되기 이전으로 

141) 인증대행사무소와의 인터뷰(2013년) 내용이며, 2013년 녹색건축 인증 연차보고서에 따르
면 질의응답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지만, 질의의 회신에 대
한 시간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H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 또한 이와 같은 문제
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 설계의 스케줄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협의 및 질의로 소비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설계사항은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142)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43) 우수침투시설은 우수를 자연지반으로의 침투를 유도하는 시설로 자연지반에 설치된 시설

에 한하고 있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배점 기준은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형인 우수침투시설에 대
한 배점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구 분 우수유출 저감 시설 연계면적 비율 가중치

1 급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1.0

2 급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15% 이상인 경우
0.5

144)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며, H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 또한 이 항목에 
대하여 관점은 다르지만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업무용 건축물의 옥상 조경
면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정된 대지면적 내에서 우수 집수면 확보는 대부분이 불가하
며, 생태면적률 항목과 양립되는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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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운 일정이며, 이에 대해 대응되는 기준 또한 불명확하

다. 실제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분치 않아도 보고서의 제출에 의해 점수를 득할 

수 있었다고 실무자는 말한다. 커미셔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인증기준에 도입되었으나 명확한 기준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일정의 고려가 필

요하다.145) 이러한 커미셔닝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과 함께, 국내 실무자들은 커

미셔닝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실무자와 이해관계자가 커미셔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146)

이러한 인증기준의 불명확성은 설계 적용을 위해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

준을 판단하기 보다는, 짧은 설계기간으로 인해 단순히 해당 인증기준의 적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증 평가기준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의 목표 하에 일정한 설계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데, 실제 설계 시에는 평가기준의 목표에 부합되지만 제시하고 있는 설

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매번 인증기관에 다른 

설계방식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기준의 목표에 부합되어도 제시된 설계 기준에 못 미치면 점수를 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147) 이는 국내 인증기준이 성능 평가 방식이 아닌 설계 지침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인한 한계점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부족과 설

계기준의 모호성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건축물의 특징에 따라 인증기준의 조율이 불가하다. 그 예로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이지만, 한 동에 용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 향

상 평가 항목을 위해서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여

야 한다.148) 녹색건축 인증기준 이전에 에너지성능지표 점수를 한 건축물로 받았

145)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46) S,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며, HR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커미셔

닝을 반영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커미셔닝 수행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기 때
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47)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며, 이에 대한 실례로 실외 급·배기구의 이격 
거리를 10m이상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외기 도입 시 배기된 공기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
한 기준이지만,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의 프로젝트에서는 급·배기구가 건축물의 건물 모서
리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설치되어 배기된 공기의 재순환이 방지되나, 이격거리가 10m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를 위한 시간의 절약을 위해 점수 득점을 포기하였다.

148) J,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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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기 위한 이중의 

작업을 시행해야하며, 용도가 다르지만 소유가 같기 때문에 설비 시스템 또한 동

일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두 개로 분리된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용도가 다른 한 건축물이더라도 자전거 보관소는 각각 설치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용도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에는 타당하지만, 다른 용도의 한 동의 

건축물에는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힘들

며, 이에 대한 평가기준도 평가기관만이 보유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다.149)

녹색건축 인증기준 내의 평가항목 중 일부 심사기준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인

증이나, 현행 법규에 기반을 두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점수 및 등

급의 득점을 인증기준 심사 내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점수 책정으로 인

해 기 계획된 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H 건축사사무소 실무

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 평가항목의 앞에서 논의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와 생태 면

적율의 면적계산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항목이지만, 심사기관 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상황이며, 같

은 항목의 기준이라도 녹색건축 인증 심사인증원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상이하

다.150) 이와 같이 녹색건축 인증기준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다른 인증

기준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 및 기준이 상이하며, 동일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또한 심사기관마다 상이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실무자들에게 인증기준의 설계 적

용에 많은 혼돈을 가져다주고 있다.

2013년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시점을 인증기준 시

행의 정착화단계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로 인해 실무

자는 여전히 현재 녹색건축 인증기준 정착을 위한 과도기로 여기고 있으며, 계속 

강화되는 에너지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본 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는 이

유를 설계의 검증을 위한 것보다는 예비인증 당시의 법을 본 인증 당시에도 그대

로 적용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151)

149)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50) J,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며, 장현숙 외(2014)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 연구에서 우수조 용량의 유효높이 산정 시 심사인증원 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인증원은 88%까지 인정하고, 다른 인증원에서는 70%까지 인
정하는 것과 같인 평가기관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출처: 장현숙 외, 녹색건축인증제도 진
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Vol.14, No.1, 2014.2,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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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인증기준의 문제: 효용성 파악 불가

국내 공공업무시설152)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의 우수등급 이상을 득해야 

하며, 신·재생 에너지 또한 연간에너지 소비의 일정량 이상153)의 공급을 위한 설

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규제로 인해 작은 규모의 주민 

센터와 같은 공공업무시설 또한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설계사무소의 설계

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는 

그만큼의 효용성을 얻기 힘들다고 한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심의 경우 주변 건축

물로 인해 태양광 에너지 설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좁은 대지 면적으로 인해 가

장 많이 쓰이는 지열을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154) 단편적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같이 효용성에 대한 판단 없이 법적규제에 의해 적용할 수밖에 없

는 것이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의 설계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득하는 건축물은 주로 법적 의무대상인 건축물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자사 

사옥의 신축 시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155) 그 외의 민간건축물

의 경우 인증기준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S건축사사무

소 실무자의 경우 민간건축물에는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득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156)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증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효용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무자 또한 인증기준을 왜 받아야 하

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다. 또한, 인증기준의 개별항목 또한 이 기준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점수를 받기 위

151)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52)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
153)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해당건축물 예상에너지소요량의 12%이상(2014년 기

준)의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 생산하도록 함
154) J, H,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55) J, H,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56)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적용을 통한 용적률 및 높이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는 공동주택의 경

우 이를 위해 인증을 득하지만, 업무시설의 경우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보다 인증기준
의 적용을 통해 증가되는 공사비가 더 크므로 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는 거의 없다.<H,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또한, 국내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취득한다고 해
도, LEED처럼 건축물의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의 경우 자발
적인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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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동적인 기준적용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효용성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설계자들은 지속가능한 건축 혹은 이를 위한 설계요소의 적용을 

위해 건축주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157)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설계자와 건축주의 인식은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운

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자원 

소비 절감과 같은 기본 목표는 잘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인증기준의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는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또 하나의 규제의 

시행으로 건축 디자인 외에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

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효용성 및 인식은 에너지 소비 절약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

문에, 업무시설과 같이 입주자의 쾌적성을 통한 업무 생산성의 증가가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인식에는 전혀 사고가 미치고 있지 않다.158)

또한, 패시브 디자인과 같은 자연에너지 조절을 위한 설계방식이 효율성이 좋다

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내 여건에서는 이에 대한 효용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에 적용하기 힘들다.159) 이는 많은 업무시설이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좁은 대지에 최대한의 용적을 구현해야 하는 설계 범위 안에서 패시브 디자

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실무자는 밝히고 있다.160) 현재 국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인증 중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체크리스트 형식에 기반

을 두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기 힘들며, 또 

다른 에너지효율등급은 면적 기반의 제한된 건축물의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파

악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평가가 어려우며, 단순히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그에 다른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이다. 이 또한 건축물의 통합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인증을 위한 작업 이외에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

157)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58)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에 다르면, 인증 받은 건축물 및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완공되어 실제 사용되는 건축물이 현재 시점에서 많지 않으며, 그러한 건
축물의 거주 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성 및 일의 능률성 정도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답하였다.

159) 친환경 교육을 통해 패시브 디자인이 80% 에너지 소비 절감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효용성을 파악하고 건축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계 중간과정마다 종합적
인 시뮬레이션이 힘든 상황이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외주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형 설계사무소에서만 일부 적용하여 검증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설계비용으로 이
를 구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H,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60) H,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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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은 예상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얼마만큼의 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 및 입지에 따라 적합

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능한 신·재생 에

너지 방식의 적용으로 일정량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모 별, 용도 별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유도가 필요하다.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 중에서 목적에 부합되는 효용성 파악이 어려운 항목은 

수자원 절약을 위한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과 같은 기준이다. 이 평가항

목은 ‘생활용 상수소비 절감률을 평가함으로써 에너지와 상수 공급, 하수처리를 

위한 설비 및 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 항목은 환경표지인증

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161)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소비 절감

률을 알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항목과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은 전체 

재료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항목에 부합되는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 아닌, 해당 인증제품의 사용수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적

용 개수로 평가하는 방식은 인증기준 적용 및 평가가 용이할 수는 있지만, 이 기

준을 적용하여 설계했을 시의 효용성은 제시되지 못하며, 또한 이러한 평가방식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162)

161) 아래 예시된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을 전 층의 80% 이상 적용했을 경우 각각 1점씩 부여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개폐방식 샤워헤드
자폐식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정량지수형 기  타 절수용 사워헤드

수도꼭지 절수부속(세면용에 한함) 절수형 양변기
절수용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 - 층별 감압밸브를 사용하거나, 급수압력이 2.5㎏f/㎠이하인 경우 1점 부여
   - 전자감응식 소변기 사용시 1점 부여
   - 최대 4점까지 부여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3호, 녹색건축인증기준, 
p.123>

162)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는 탄소 배출량 정보표시 항목은 DB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재료가 한정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항목은 탄소 배출량
이 적은 재료가 아닌, 단순히 탄소배출량 정보만을 표기하면 이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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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기준에서만 평가되고 있는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항목의 

효용성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이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동 감지식 손 건조기 

방식과 롤링타월 방식 설치 기준이 소비재 절약을 위한 효용성 차이가 얼마나 있

는지를 알 수 없다. S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자동 감지식 손 건조기는 한 회사

가 독점하고 있으나, 설계에 단순 적용하여 쉽게 점수를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점수 

득점이 쉽기 때문에 본 항목을 설계에 적용하지만, 이 항목의 효용성 및 이에 대

한 근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항목이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납

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163)

또한 D, HR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들은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라 결정되는 대

지의 생태적 가치 항목과 대중교통의 근접성 항목은 국내의 경우 프로젝트의 대지

가 먼저 결정되고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인해, 이 두 항목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지의 생태적 가치 항목의 경우 이 항목의 근원적 

가치로 인해 현재까지 인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64) 하지만, 이를 평가하고 있

는 국외 인증기준은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대지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증기준

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 인증항목으로 인해 건축주와 설계자가 대지

를 선정하는 경우가 부재하다.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항목은 시공사의 현장 운용에 대한 평가

가 아닌, 시공회사의 ISO 14001의 획득여부나 환경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평

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실질적인 시공 시 미치는 환경으로의 영향이 아

닌, 시공사의 자격여건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효용성 있는 평가를 위한 개선

이 필요하다.165) 또한 이 항목은 예비인증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점수를 받도

록 하는데, 이는 국내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다.166) 시공사의 선정 시기를 앞당겨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에 참여하고, 시공시

의 친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파악되나, 실질적으로 국내 

현황에서는 이 항목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당기는 상황은 방생하

지 않는다. 국내 현황에 맞으면서,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고

성의 파악이 어려운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163) S,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64) D,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65) D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66) J,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이 항목은 예비인증 시에 적용예정 확인서

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방식으로의 점수 득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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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인증기준 항목의 효용성 및 가치를 알 수 없지만, 프로젝트의 특징

과 관계없이 점수를 득점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설계자와 건축주가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효용성 파악을 

어렵게 하고, 왜 이러한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 

더 나아가 인증기준을 통해 더 큰 효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설정을 어렵게 하

여 기준 이상의 설계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효용성 파악을 할 수 없는 인증기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증기준 적용을 통

해 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우와 효용성이 없는 경우이다. 국내 인증기준에

서만 적용하고 있는 조명에너지 절약 항목은 조도 계산 시 국부조명을 포함하지 

않는다.167) 이는 가변형 조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

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에서 적용되는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에

서는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조명을 직접 조절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168) 이 항목의 점수 득점을 위해 설계자는 국부조명

을 추가로 설치하며, 이는 기준이 되는 조도는 먼저 만족된 상태에서 추가의 국보 

조명을 설치하여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도록 한다.169) 이는 국부 조명과 

같은 설계를 통해 조명 에너지 절감의 효과와 함께 거주자의 빛 환경의 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심사분야의 개별적 항목 구성으로 인하여 잘못된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수도 설치 항목은 시설규모 및 용도에 따라 중수의 합리적 이용 가능성

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인증기준은 규모에 따

라 중수로 이용 가능한 배출 수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

다.170) 이는 목표로 하는 인증기준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 설계에 적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발생시킨다.171)

167) 국외 인증기준에서는 조명에너지 절약을 따로 평가하지 않으며, 실내 환경 분야 내 빛 환
경을 위한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명에너지 절약보다는 쾌적한 빛 환경 조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16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3호, 녹색건축인증기준, p.140
169)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70) D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71)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는 중수도를 설계하여 시공하였으나, 시설 관리자는 이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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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무자의 인증기준 설계적용 문제의 구조

이상에서 논의한 실무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국내 인증기준 적용의 문제를 

다음의 다이어그램으로 구조화하였다.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구현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건축주, 설계자, 인증기준 심사기관의 세 주체에 의해 

실행된다. 건축주는 거주자 및 건축물의 운영자를 포함하며, 설계자는 건축분야와 

함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그리고 건축주와 설계자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및 심사를 위해 인증대행 사무소가 심사를 대행하는 역할

을 한다. 다음의 그림은 이 세 주체를 중심으로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업무용 건축의 설계의 문제점을 도식화 하였다. 

그림 4-3 실무자의 인증기준 설계 적용 문제점의 구조화

인증기준의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위의 그림과 

같이 건축주와 설계자에 의해 진행되는 설계와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설계 프로세

스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점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

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인증 점수를 득점하기 위하여 시공하
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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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통합설계에 의해 운용되지 않으며, 인증대행 사무소에 의해 점수 득점이 용

이한 항목들이 파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적에 부합되는 

설계가 아닌, 부가적인 설계를 진행하게 한다.

두 번째로,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프로젝트 적용 시 기준의 융통성 부재이다. 위

의 인증기준, 인증대행 사무소, 심사기관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증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되는 설계기준은 설계에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모호한 기

준에 대한 심사기관의 협의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로 인해 프로젝트에 특징에 따른 효율적인 설계가 유도되는 것이 아닌, 목표로 하

는 인증 등급의 점수를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에 부합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

져도 단순히 설계에 적용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

성 항목과 TAB 및 커미셔닝 항목이 이러한 평가기준의 모호성으로 문제되고 있으

며, 복합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향상 항목과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항목은 융통성이 부족한 항목으로 논의되었다.

세 번째로, 위의 그림에서 건축주, 설계자, 인증기준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

증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효용성 파악이 어려운 점이다. 이는 실무자뿐

만 아니라 건축주가 인증기준을 설계 적용 후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를 근거로 한 설계방식의 결정이 아닌, 결과적으로 단순히 비용과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설계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생활

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과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항목이 효용

성 파악이 어려운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위의 그림 중 건축주와 업무용 건축물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파편

적이지만 인증기준의 지속가능한 설계의 적용을 통해 구현된 업무용 건축물은 운

영방식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거주자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인증기준의 설계적용은 인증기준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

능한 건축 구현을 위한 실무자와 건축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인식 하에 있는 것

이 아니며, 단순히 규제로써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는 인증

기준 적용과 설계 프로세스가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구현되지 못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유도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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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 분석을 통한 인증기준 문제점의 구조

화

4.2.1 프로세스의 문제: 저비용 항목 및 단순 도입 가능한 항목의 우선 적용

앞선 논의와 같이 설계 프로세스와 인증기준 프로세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이 입지 등과 같은 프로젝트 상의 여건으로 인해 득할 수 있

는 항목과 필수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이외에는 저비용 항목 및 쉽게 도입이 가능

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

이 실제 인증 받은 건축물의 심사내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본 절에서 분

석하도록 한다.

다음의 표는 인증건축물의 점수 획득 비율을 분석하여, 항목 별 평균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였다.172)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인증건축물은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은 프로젝트로 평균 획득 비율의 순위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개

략적인 점수 획득 분포를 확일 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점수 이상을 득해야 하는 항목은 대부분이 점수 

득점 비율이 높으며,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항목과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지

침제공의 타당성 항목은 11개의 프로젝트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필수 항목이 아

니지만, 점수 획득 비율이 높은 항목은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

질 억제 항목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목, 재료의 탄소 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 화

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억제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들은 단순히 해당 재료 및 

시스템의 적용으로 쉽게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항목으로, 디자인에 크게 영향이 

없으며 설계 프로세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이다.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항목, 재료의 탄소 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 화장실에

서 사용되는 소비재 억제 항목 등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기준 적용에 따른 

효용성의 파악이 힘들지만, 점수를 쉽게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

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을 위한 항목 또한 휴게 및 식재 공간의 면적에 의한 평가로 쉽게 적용 가능한 것

을 알 수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항목은 11개의 프로젝트 중 7개가 공공건축물

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 득점이 높은 편이다. 

172) 프로젝트 별 획득한 점수는 부록Ⅱ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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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
점 A B C D E F G H I J K 평

균
순
위 비고

5.2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필수

7.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필수

9.4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억제

9.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필수

2.2 자전거 보관소 설치

4.2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필수

4.3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필수

4.4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4.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3.1 에너지 효율향상 필수

7.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9.7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9.2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5.3 우수 이용

2.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3.3 조명에너지 절약

3.4 신·재생에너지 이용

9.5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3.2 계량기 설치 여부

6.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9.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7.3 TAB 및 커미셔닝 실시

8.3 비오톱 조성

9.8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8.1 자연지반 녹지율

1.2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8.2 생태 면적률

7.4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6.1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5.4 중수도 설치

9.6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

5.1 우수부하 절감대책

4.5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

4.6 비내력벽 재사용 가산

표 4-2 평가항목 별 점수획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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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목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쉽게 점수를 득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프로젝트 중 D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2점 만점을 

득하였는데, D 프로젝트의 경우 자전거 보관소만을 설치하여 1점을 획득하였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샤워시설을 체력단련실의 샤워시설로 점수를 얻었다. 

이처럼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는 비교적 쉽게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항173)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

상 건축물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

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규제보다 낮은 기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수도 설치 항목과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항목174)은 기준 적

용을 위한 공사비의 증가가 비교적 큰 편으로 점수 득점이 낮다. 또한 우수부하 

절감대책은 기준에 대응하는 설계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 득점이 가장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는 별도의 용역을 필요로 하며, 소

음 성능이 기준이상의 결과가 나올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항목의 점수 득점

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용 건축물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

준 이상의 성능이 대부분이 불가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현의 효용성과는 관계없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설계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높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 항목과 신·재생 에너지 항목과 같이 다른 법적인 규제로 중

복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경우는 높은 점수 득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전

거 보관소 설치 항목은 계획 적용이 쉬우면서 법적인 규제보다 낮은 인증기준으로 

인해 쉽게 점수를 득점하고 있다. 반대로 계획의 적용이 난이하거나, 공사비의 증

가가 큰 항목은 점수 득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른 설계가 아닌, 적용이 쉽고 비용이 적은 기준의 

적용 경향은 다음의 표에서 획일적인 점수 득점으로 알 수 있으며,  프로젝트 마

다 점수 분포의 다양성은 떨어진다. 이는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사항과 일치하는 분석으로, 실질적인 인증기준을 적용을 통한 설계방식도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173) 2010.6.29 신설된 항목임
174) 이중 바닥 및 바닥 취출 공조 적용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단순히 공사비 증가뿐만이 아

니라 층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축물 전체의 층수가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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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F G H I J K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2 0 1 0 1 1 0 0 0 0 1 1

1.2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2 0.4 0 1 0 0 1 1 1 0.8 0 0

8.1 자연지반 녹지율 2 0.75 0 1 0 0.25 0.75 0.75 1 1 0 0

8.2 생태 면적률 6 0.5 0 0.75 0 0.5 0.5 0.5 0.75 0.75 0.25 0

8.3 비오톱 조성 4 1 0 1 0 1 0.5 0 1 1 1 0

입 지 혁신 서울 혁신 서울 창원 혁신 대전 혁신 혁신 서울 광주

비 고 증축 증축

표 4-3 입지에 따른 항목 별 점수획득 비율의 차이

4.2.2 설계 적용의 문제: 인증항목 적용의 융통성 및 자율성 부족

국내 업무용 인증기준의 항목 수는 35개로 국외 인증기준의 평가 항목 수175)와 

비교해 보면 적은 수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한 평가가 주되게 이루어지게 하며, 프로젝트 별 특징 및 목표에 따른 차

별화된 적용을 어렵게 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건축물의 대

상지가 결정된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며, 이로 인해 

입지의 특성 상 점수의 득점이 불가한 항목들이 생긴다. 이로 인해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인증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입지 

상 어려운 설계기준이더라도 무리해서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한 

가지 예로, 신·재생 에너지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도심의 경우 주변 

건축물 및 기반시설로 인한 그림자로 태양광의 이용과 좁은 대지로 인한 지역의 

이용이 어렵지만, 입지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를 초래하

고 있으며, 대지 선정 항목과 생태 면적률 항목의 점수는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라 

태생적으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176) 이는 인증기준이 지속가능한 건축

을 위해 실제 쓰임을 고려한 설계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입지 및 특징을 고려할 

수 없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인증 건축물 중에 도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B, D, J로 모

두 서울의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프로젝트는 혁신도시 내 위치하거

나 광역시 등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입지적 차이에 따라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

치 항목과 생태환경 분야의 평가항목 취득점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75) LEED for NC, BREEAM for Office: 64개 항목 수 / CASBEE for Office,  SBTool: 
97개 항목 수

176) S,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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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최대 앙각 계산방법
<출처: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서울 도심에 위치한 B, D, J와 증축 프로젝트인 E, K는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모두 2점 만점을 받았으며, 이 이외의 프로젝트는 반대

로 모두 0점을 취득하였다. 본 항목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 면적의 전체 대

지면적 비율로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는 기 사

용된 대지,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쓰레기매립지 등과 같이 생태학적으로 훼

손된 대지를 말한다.177) 도심지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재사용 대지로써 

쉽게 이 항목에 대해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혁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프로젝트는 이 항목의 점수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입지적 차이에 따라 이 항목에 대한 점수득점은 만점 혹은 0점으로 양분화 

되었다.

또한, 인접대지 영향 항목은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데, 대상건축물이 인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

을 둔다.178) 평가방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

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

이를 재 최대 앙각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다.179)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서울 도심에 위

치한 B, D, J와 지방 도심에 위치한 E, K의 

경우 이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는 없으며, 이 

외의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건축물의 밀도가 

낮은 혁신도시 내 위치하며 취득점수는 0.8

에서 2점 만점까지의 점수를 득했다.

생태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에서는 B, D, K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 0점을 취득하

였다. B, D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최대한의 면적으로 인해 생태환경 분야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K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증축과 함께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로 기존의 옥외공간을 생태환경 분야의 조건에 맞추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J의 경우는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여 설계

되었기 때문에, 고밀도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점수를 어렵

17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p.105
178) 위의 기준, p.107
179) 위의 기준,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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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D 프로젝트의 배치도
<출처: 인증담당 사무소>

59.84%의 건폐율과 711%의 용적률로 계획된 서울 도
심지내의 업무시설로 건축물을 제외한 가용할 옥외공
간은 적다.

게 획득한 것을 알 수 있다.180)

이처럼 국내 생태환경 평가부분

은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 면적

률, 비오톱 조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지반 녹지

율항목은 조경기준보다 강화된 기

준181)으로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

는 자연지반 녹지의 비율로 평가

하는데, 밀도 높은 도심에 위치한 

업무시설의 경우는 주차장 등과 

같은 용도로 지하층을 대지면적의 

최대비율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의 점수 획득이 어려운 것

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으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A, C, F, 

G, H, I 프로젝트는 이 항목에 대한 점수가 2점 만점에 1.5에서 2점을 획득하였

다. 생태 면적률 항목과 비오톱 조성 항목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도심지의 700∼

800퍼센트의 용적률의 B, D 프로젝트와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K의 경우 모두 점

수를 득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로젝트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점수가 양분화 되는 경향은 J 건축

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뒷받침해준다. 이 실무자는 입지에 따라서 단지 인

증기준을 선택할 뿐이지,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가 인증기준에 존재하지 않

는다고 지적한다. 도심의 경우 제한된 외부환경으로 인해 비오톱, 생태면적률 등

의 항목은 적용하기 힘들며, 반대로 시외의 면적이 넓은 대지의 경우 생태 환경에 

대한 설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도심의 경우 비오톱과 생태면적률, 자연지반을 위

한 설계는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182)

180) 설계 담당회사 친환경팀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1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호) 조경기준 제5조에서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

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자연지반 녹지율
에 관한 항목에서는 전체 대지면적 대비 자연지반 녹지면적 비율이 최소 10퍼센트 이상 되
어야 점수를 득할 수 있다.

182)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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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용 인증기준의 생태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며, 두 용

도 인증기준의 차이점은 공동주택의 경우 연계된 녹지축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생태면적률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는 단지계획 중심인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의 외부환경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업무용 건

축물 내에서도 밀도가 높은 도심지에 위치한 업무시설과 밀도가 낮은 지방의 입지

적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일괄적인 기준이다.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대하여 실무자들은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도심의 경우는 그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차별

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항목은 난방, 냉방, 전

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이상을 담당하면 가장 낮은 5급이며, 5% 이상

을 담당하면 가장 높은 1급을 부여한다. 단 의무대상 건축물183)인 경우에는 앞의 

기준보다 +1%를 담당해야 한다.184) 다음의 표는 인증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항목의 점수취득 근거를 분석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효율이 가장 높은 

지열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열 계획 시 쉽게 냉방과 난방의 

기준부하 이상 비율로 3점 만점을 득했다. 

A B C D E F G H I J K

종류
태양광
지열

태양광
지열

태양광
지열

태양광 태양광 지열 태양광 지열
태양열
지열

태양광 -

담당부하
및

설치비율

16%
(난방)
18%

(냉방)
-

(전기)

16.73%
(난방)
2.25%
(냉방)
1.07%
(전기)

35.1%
(난방)

23.13%
(냉방)
0.92%
(전기)

1.07%
(전기)

5.8%
(전기)

39.8%
(난방)
31.8%
(냉방)

5.28%
(전기)

23.59%
(난방)

19.51%
(냉방)

100%
(난방)
75%

(냉방)
29%

(급탕)

1%∼
2%

(전기)
-

득점점수
(3점 만점)

3 3 3 0.6 2.4 3 2.4 3 3 0.6 0

입지 혁신 서울 혁신 서울 창원 혁신 대전 혁신 혁신 서울 광주

대상
의무
대상

-
의무
대상

-
의무
대상

의무
대상

의무
대상

의무
대상

의무
대상

-

면적
(㎡)

15,064 47,001 21,005 12,807
8,517
(증축)

15,409 4,920 22,623 24,298 47,638
13,316 
(증축)

표 4-4 신·재생에너지 이용항목의 분석

하지만, 도심에 위치한 경우 협소한 대지로 인하여 지열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1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조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등이 의무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18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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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B, D, J 프로젝트 중 D와 J 프로젝트는 태양광만을 적용

하여 높은 점수를 득하지 못하였다. K 프로젝트는 증축 프로젝트로 신·재생 에

너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E와 F 프로젝트는 다른 분석대상 보다 규모가 작지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 시스템만으로 의무기준 이상을 적

용하고 있다. 이 외의 시외에 위치한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이 지열 방식을 채택

하여 쉽게 점수를 득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규모 및 입지에 관계없

는 일률적인 신·재생 에너지 항목의 기준은 공공건축물인 경우 그 비용 및 효용

성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기준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해야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

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항목 중 비내력벽 재사용 항목은 설계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단순히 기존 비내력벽의 존치 비율에 의한 평가기준은 

기존 벽체의 다양한 재사용 방안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

다.185)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프로젝트 중 K 프로젝트만이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이

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어려우나, 이 프로젝트의 경우 본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였다. 이 항목의 자율성 부족과 함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위한 차

별화된 인증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설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실무자는 밝히고 있으며, 인테리어 프로젝트 또한 이에 맞는 인증시스템의 

부재로, 불필요한 설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만 인증등급을 취득하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186)

이상과 같이 입지 및 규모, 그리고 그 외의 프로젝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일

률적인 기준과 제한적인 항목의 구성은 개별 프로젝트의 입지적 한계로 인해 적용

하지 못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인증기

준의 선택적 적용을 어렵게 한다. 이는 목표로 하는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 프로

젝트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설계에 적용할 수밖에 없

게 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I 프로젝트와 J 프로젝트 중 도심에 위치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는 J 프로젝트는 도심의 입지로 인해 적용이 어렵지만, 최우수 등급을 

위한 점수 득점을 위하여 적용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85)  D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186)  D,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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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가항목 배
점

가
중
치

J
설계 적용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토지
이용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입지적 특성
1.2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입지적 한계 (-2.5)

소계

교통
2.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입지적 특성
2.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소계

에너
지

3.1 에너지 효율향상 (필수항목) (-1.43)
3.2 계량기 설치 여부
3.3 조명에너지 절약
3.4 신·재생에너지 이용 입지에 의한 설계(-2.86)

소계

재료 
및 

자원

4.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4.2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필수항목)
4.3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필수항목)
4.4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소계

수자
원

5.1 우수부하 절감대책
5.2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필수항목)
5.3 우수 이용
5.4 중수도 설치

소계

환경
오염

6.1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입지적 한계 (-0.83)
6.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소계

유지
관리

7.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7.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필수항목)
7.3 TAB 및 커미셔닝 실시
7.4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시스템 기결정(-1.55)

소계

생태
환경

8.1 자연지반 녹지율 입지적 한계 (-1.67)
8.2 생태 면적률 입지적 한계 (-3.75)
8.3 비오톱 조성

소계

실내
환경

9.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필수항목)
9.2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9.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9.4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억제
9.5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9.6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 입지적 한계 (-1.71)
9.7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9.8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시스템 기결정(-1.71)

소계
합계 점수

*  기 결정된 항목

표 4-5 J 프로젝트의 설계적용의 한계

위의 표에서처럼, 35개의 항목에서 11개의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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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과 입지에 의해 점수가 기 결정된 항목이다. 이 프로젝

트의 경우는 도심에 위치하여 입지적 특징으로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항목과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항목에 대한 점수를 쉽게 득점하였으며, 일조권 간섭방지 대

책 항목과 교통 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

산화탄소 배출저감 항목 또한 입지적 특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에 따른 점수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11개의 항목으로 6.5점의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먼저 확정되었으며, 역으로 최우수 등급을 득하기 위한 가중치의 

여유는 13.5점만이 남은 것이다.

생태환경 중 자연지반 녹지율과 생태면적률은 외부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서 지

하 주차장의 계획으로 인하여 점수 득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비 시스템은 

바닥 취출 공조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경을 한 층

을 더 높이면서 바닥 취출 공조를 적용하지 않았다.187) 이로 인해 공간배치 및 시

스템 변경 용이성 항목은 4점 만점에 2점을 득하였으며,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

내 환경 조성 항목 또한 조명의 개별 제어만이 기준 이상으로 설계되어 4점 중 2

점을 득하였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또한 태양광만을 적용하여 가장 낮

은 등급의 점수를 득하였다. 여기까지의 결정으로 전체 100점의 가중치 중 18점

의 점수를 득점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기 결정된 조경

디자인을 비오톱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변경해야 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중수 

이용 항목과 우수부하 절감대책 항목을 모두 설계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35개의 항목 중 프로젝트의 입지 및 필수항목으로 인해 11개의 항목이 

설계와 상관없이 점수의 득점 여부가 결정되었고, 추가로 5개의 항목 또한 입지적 

한계로 인하여 설계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앞의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최우수 

등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를 모두 득해야만 했다.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와 같이 프로젝트에 효율적인 설계가 유도되기 

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 및 환경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설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

다. J 프로젝트가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준 적용에 제약 사항이 더 많을 수 

있으나, 업무용 건축물이 대부분 J 프로젝트와 같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은 J 건축사사무소 실

187) J 프로젝트는 외국사에서 기획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다시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 
변경이 된 사례이다. 초기의 외국사에 의한 설계에 국내 사무소에서 시스템 결정을 위한 보
고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인증과 미국의 LEED의 취득을 고려하여 바닥 취출 공조 방식에 대
한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사의 설계안을 국내 건축사사무
소에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조방식은 바닥 취출 공조 방식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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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지적한 설계 적용을 위한 항목 선정의 자율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경직된 인증기준의 설계방식은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성능과 프로젝트별 특징에 적합한 설계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문제로 인해 H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기준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적인 규제와 기준이 설계 및 건축의 현황을 앞서나가는 

것보다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불합리한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국내 기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세분화된 기준

의 제시가 아닌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

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별로 응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준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인증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건축을 

인증기준에 한정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 혹은 친환경성

을 위한 어떠한 설계도 I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국내 설계자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하여, 겨우 인증기준 점수의 

득점을 위한 설계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 프로젝트와 같이 인증기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 이상의 성능 구현 및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

은 지속가능한 설계를 시행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인증기준에서는 어떠한 가산적

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I 프로젝트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축물로, 지속가능한 건축 실현을 위하여 디

자인 컨셉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디자인이 시행되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된 전략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건축 계획적 접근인 Pre-Passive와 

Passive 측면과 기술 기반형 접근인 Active 측면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

식의 많은 부분들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략 중 많은 부분이 녹색건축 인증 평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수

를 득 할 수 없었다. Pre-Passive 방식 중 향을 고려하는 부분은 EPI점수와 에

너지 효율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코어위치, 최적 매스 폭, 최적매스 층

고의 전략은 전술하였듯이 건축 계획적 접근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지지만, 녹색건

축 인증과 에너지와 관련된 성능 인증 시에 어떠한 점수를 득할 수 없었다.



124

그림 4-7 I 프로젝트 분야별 절감량 및 최종값
<출처: I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

그림 4-6 I 프로젝트의 주요 에너지절약 전략 <출처: I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

그리고 채광을 위한 광선반의 사용 또한 업무시설의 인증기준 내에서 평가되지 

않으며, Active 방식의 천정복사 냉난방과 쿨튜브 방식 또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다.

위의 설계방식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량은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이는 에너

지효율1등급 성능보다 많

이 상회하는 결과이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주의 

요구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방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계 방

식이 설계자에 의해 능동적

으로 채택되었지만, 인증 

점수 득점에는 한계가 있었

다.

국내 인증기준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혁신

설계에 대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인증항목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혁신적인 설계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88)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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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족한 설계 기간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을 구현하고 있는 국내 현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설계방식에 대한 가점을 부여

하는 방식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단순히 지속가능한 건

축을 위한 프로젝트 별 자율적인 설계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방

안의 수용만이 아니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증기준 자체의 융통성과 자율성이 

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4.2.3 인증기준의 문제: 기준의 모호성 및 형평성 부족

앞선 분석과 같이 현재 인증기준의 구성은 프로젝트의 입지의 특성과 필수항목

을 제외하면, 설계에 적용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평가기준의 모호성으로, 실무자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인증기준 적용 시에 평가기준이 모호한 평가기준을 제외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증기준을 통한 선택적 설계 적용이 더 어려워지

는 결과를 초래한다.

J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

목 내 자연형 우수저감 시설인 우수침투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A, B, J, K 프로젝트가 이 항목에서 점수를 득점하였으며, 반영

된 설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도면 설계내용

A

<우수저수조>

- 옥외 공간의 운동시설과 옥상의 
포장면을 우수를 우수저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산출

- 1.5점 획득(3점 만점)

표 4-6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의 설계내용

188)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녹색건축 인증 연차보고서』,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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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도면 설계내용

B
- 옥상의 포장면의 우수만을 우수 

유입면적으로 산출
- 1.5점 획득(3점 만점)

J

- 옥탑지붕 면적과 옥상의 조경을 
제외한 면적, 3층 테라스, 
썬큰가든을 우수 유입면적으로 산출

- 3점 획득(3점 만점)

K

- 옥상의 조경을 제외한 면적, 썬큰의 
조경을 제외한 면적을 우수 
유입면적으로 산출

- 1.5점 획득(3점 만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11개의 프로젝트에서 4개만이 본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이 4개의 프로젝트 모두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의 인터뷰와 

같이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로 기준을 만족시켰다. 심사를 위한 도면과 산출 내역에

서 알 수 있듯이, 옥상의 조경을 제외한 포장면만이 우수 유입면적으로 계산되었

으며, A 프로젝트의 경우는 옥상의 포장면과 함께, 포장된 옥외 운동시설을 포함

하고 있다. 인증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은 지붕, 도로 

등 강우 시 빗물이 침투, 저류 등이 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 우수관 등으로 유입되

는 면적'을 지칭한다. 이로 인해 배수판을 설치하여 배수구가 확보 된 조경의 경우

도 우수를 집수할 수 있으나, 해당 면적으로는 제외된다. 

또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4개의 프로젝트 모두 우수저류조로 설치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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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의 인터뷰와 같이 우수침투시설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하기기 때문으로, A 프로젝트는 외부공간에 우수침투시설189)을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넓은 자연지반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계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인증기준 

해설서에는 자연지반의 침투시설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형 침투시설을 

위한 설계방식은 제시하고 있으나, 예시로 설명된 설계방식이 얼마만큼의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설계방식을 유도하는

데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 자체의 모호성과 함께, 인증기관마다 평가기준의 상이성 또한 

설계자에 혼란을 야기한다. 앞에서 논의한 우수조 용량에 대한 심사의 상이함과 

함께, 복합건축물 혹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A, F 프로젝트는 단일 건축물이 아닌 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계획

된 프로젝트로 이 중에 F프로젝트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A 프로젝트는 본동인 업무시설과 부속건축물190)인 기숙사로 구성되어 

업무용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다. F프로젝트는 교육동이 업무시설의 부속동으로 속

하여 업무용 건축물 인증을 받았으며, 기숙사동이 숙박시설로 인증을 득하였다.

하나의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계획 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는 가상의 경

계선을 정하여 외부환경에 관련된 항목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두 

프로젝트 모두 가상의 경계선을 규정하지 않고 인증심사를 받았다.191) F 프로젝트

의 경우 업무용 건축물 인증 시 동일 대지안의 다른 건축물인 기숙사동의 인접대

189) 첨두유출부하 저감 및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를 자연지반으로의 침투를 유도하는 시설
로, 자연지반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며, 투수성 포장은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p.122>

190)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 13항은 “부속건축물”을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구내식당·직
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
설의 용도, (라)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의 용도

191)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심사원에 따라 적용이 상이하다. 대학교 내 건축물의 신축은 
증축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상 대지 경계선을 구획하여 인증을 받으나, 복합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경우는 가상 대지 경계선의 구획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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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의 앙각을 근거로 만점인 2점을 득점하였는데, 이는 기숙사동과 업무용 건축

물의 부속동인 교육동이 인접대지에 동일한 조건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

거로 점수를 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무동과 부속동인 교육동 간의 인접성

과는 관계없이, 교육동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앙각으로 평가받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8 F 프로젝트 배치도(왼), 기숙사동 동측면도(우) <출처: 담당 설계사무소의 인증문서>

하지만, A 프로젝트의 경우는 F 프로젝트와는 달리  부속동인 복지 후생동을 

인접대지로 보고 평가하여 2점 만점에 0.8점을 득점하였다.

그림 4-9 A 프로젝트 배치도(왼), 대지종단면도(우) <출처: 담당 설계사무소의 인증문서>

 

이처럼 하나의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로 구성 된 프로젝트인 경우 같은 대지 

내 건축물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지만 

프로젝트마다, 그리고 심사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상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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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 인증기준 중 일부는 명확성이 떨어져 

실무자가 해당 기준의 적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인증기관 별 기준 해석의 차

이로 실무자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함께, 동일한 설계 방식으로 여러 항목에서 중복적

인 점수를 득점하는 경우와 기준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인증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항목은 평가기준이 적용된 개수를 근거로 점

수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재료 및 자원 분야의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

증제품 사용여부 항목과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 물순환관리 분야의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항목은 의무사항으로 환경표

지인증제품193) 또는 GR마크 인증제품194)의 사용 여부를 평가한다. 이 항목의 기

준은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수로 평가되며, 인

증 제품은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하였을 때 인정된다.195) 분석한 프로젝

트에서 3개를 제외하고 모두 3점 만점을 취득하였다. 이 항목의 조건에서 지하주

차장을 외부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공간이 적은 도심의 건축물에서도 적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항목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제출 서류의 적

용 인증제품들196)을 살펴보면, 단순히 적용된 인증제품의 수로 심사하는 이유로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공종 당 적용되는 양이 적은 제품을 주로 적용하는 것을 알 

192) A 프로젝트는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인증심사기관이었으며, F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에이 인증심사기관이었다.

193) 환경표지인증제품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
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
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
한다. <출처: http://ecolab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1>

194) 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제품은 자원재활용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은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새로운 자재나 재료를 만드
는 데에 다시 활용한 것을 말한다. 
<출처: http://www.kats.go.kr/gr/GRcertify/GRRU02_1.asp,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해설서(업무용 건축물), 2011, p.51>

19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p.116
196) 부록Ⅱ 참조



130

수 있다. 예로 외부공간에 사용되는 고무주차블럭, 차선규제봉, 라바콘, 점자블럭 

등이 있다. 또한, J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에 의하면 해당되는 인증제품이 많기 

때문에 본 항목의 점수 득점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예비 인증 시 적용이 쉬운 인

증제품으로 점수를 득하고, 본 인증 시에는 실제 시공된 인증제품으로 교체한다고 

설명한다. 이 항목으로 인해 친환경인증제품이 점차 많아졌으며 지속가능한 자재

의 개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적용된 인증제품의 수로 평가하는 기준

은 인증항목 본연의 목적인 주된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평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 또한 위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197) 여부로 평가하며,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 받은 자

재의 수에 따라 가중치가 결정된다. 분석한 프로젝트 중 2개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2점 만점을 득했다. 이는 현재 탄소성적 인증자재 중 건설 자

재로 인증 받은 제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탄소성적 인증 받은 자재의 수

량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항목도 환경표지 인증을 얻은 제품의 적용 여

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모든 프로젝트 또한 4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절수형의 환경표지인증 제품은 절수형 수도꼭지가 924건, 수

도꼭지 절수부속과 절수형 샤워헤드가 44건, 절수형 양변기가 193건, 양변기 절

수형 부속이 29건198) 으로 보편화 되어 적용이 용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앞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상수 절감률이 아닌 제품의 수로 판단하는 기

준은 형평성의 부족과 설계 적용에 따른 효용성의 파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마련 항목의 획일적인 면적 기준 또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고려가 결여된 불공평한 평가기준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휴게공간과 수공간 및 식재 공간 조성 기준은 어떠한 의도로 두 가

지의 설계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199) 

이는 업무용 건축물의 거주자의 업무 능률성을 위한 중요한 설계요소이지만, 전용

197)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http://www.edp.or.kr/carbon/carbon_intro.asp>

198) 녹색제품정보 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 중 환경표지 제품정보, 
2013.10.1 현황

199) S,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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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과 수공간 또는 식재공간의 조성 면적 15㎡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들 

공간의 질적인 측면이나, 이 두 가지 계획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 D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3점 만점을 득

점하였으며, D 프로젝트는 우량 등급을 득한 건축물로 낮은 등급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았다. B 프로젝트는 일정면적 이상의 휴게공간을 설

계하였으나, 수공간 혹은 식재공간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점 만점에 1.5점을 

득점하였다.

그 외의 프로젝트에 설계 된 휴게공간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면적 

이상의 휴게공간과 식재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실질적인 쓰임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접근성이나 쾌적성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B 프로젝트의 휴

게공간은 용역원 휴게실, 주방 내 위치한 휴게실, 콜센터 내 위치한 휴게실과 같

이 특정 거주자만을 위한 휴게실을 포함하고 있다,200) 

그림 4-10 B 프로젝트의 휴게공간 <출처: 인증담당 사무소>
지하1층 용역원 휴게실(좌), 지상 1층 주방 내 휴게공간(중), 지상2층 콜센터 내 휴게공간(우)

  

 또한 E 프로젝트에서 조성한 휴게공간은 최소한의 면적을 충족시키는 남·여 분

200) 지하1층 휴게공간(용역원 휴게실): 57.92㎡, 지상1층 식재공간: 17.44㎡, 지상1층 휴게
공간(주방 내 위치): 28.83㎡, 지상2층 휴게공간 (콜센터 내, 여자휴게실): 66.19㎡, 지상
10층 휴게공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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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휴게공간으로 쾌적성의 고려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E 프로젝트 휴게실 위치(좌), 휴게실 확대 평면(우) <출처: 담당 설계사무소>

이처럼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필요면적만을 제시한 기준은 거주 인

원을 고려한 설계를 유도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면

적 기준만으로 평가방식은 휴게공간의 실질적인 쓰임을 유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4-12 그린 샤프트 모습(좌), 3층 평면 내 그린 샤프트의 위치(우)
<출처: 유준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요소 공간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 p.19, p.60,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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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수(2012)의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

준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의 휴게공간인 그린 샤프트(Green Shaft)

는 실질적인 이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공용 공간이지만 접근

성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특정한 목적성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트리움 내 공용공간으로의 개방감으로 인해 휴식하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

다.201) 이와 같이 단순히 식재 및 수공간과 휴게공간의 면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주자의 이용성을 위한 설계이기보다는, 단순히 인증기준의 점수를 득

점하기 위한 설계 및 위의 사례와 같이 대외적인 홍보용 공간으로 머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해 5급 이상의 설계를 

시행할 경우 1점을 득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통해 이 두 항목

에서 중복적으로 점수를 득할 수 있다. 인증 받은 프로젝트 중 G와 K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항목에서 모두 1점을 득했는데, 이는 모두 신·재

생에너지 이용항목에서 득한 점수로 인해 자동적으로 얻은 점수이다.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항목은 거주자에게 실내환경 조절방식의 제

공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업무능률과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한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항목은 바닥공

조시스템과 OA 플로어 및 엑세스 플로어를 장려하여 공간배치에 따른 시스템 변

경을 용이하게 한다. 

그림 4-13 B 프로젝트의 바닥취출 공조방식 <출처: 담당 인증대행사무소>

B 프로젝트의 경우 바닥취출 공조방식202)을 채택하여 설계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 유준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요소 공간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건축공학
과 석사학위 논문, 2012

202) 바닥취출 공조방식은 이중바닥면에 설치한 바닥 송풍구를 이용하여 공조급기를 실내로 송
풍하는 방식으로, 공기가 바닥면에서 천장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거주역의 온열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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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분야의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항목과 실내환경 분야의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항목, 그리고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이는 바닥공조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3개의 항목에

서 모두 득점한 경우이다. 

또한, 생태환경 분야의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과 생태면적률 항목은 평가의 목적

이 상이하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연지반 녹지의 계획에 따라서 두 항목에서 

점수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가지의 설계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점수를 득하는 중복적인 기준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그림 4-14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의 자연지반 녹지 면적
<출처: C 프로젝트 인증서류>

그림 4-15 생태면적률 항목의 자연지반 녹지 면적
<출처: C 프로젝트 인증서류>

4.2.4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에 나타나는 인증기준 문제의 구조

이상과 같이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 분석을 통해 실무자의 인터뷰에서 지적된 

인증기준의 문제점이 어떠한 항목과 기준에서 발견되는지를 확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인터뷰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시켜준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컨디션에 따라 풍량 및 풍향
의 조정이 자유롭다. <출처: 『친환경건축물 요소기술과 설계기법』,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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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인증기준의 문제점을 밝혔다.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 분

석을 통해 검증 혹은 발견한 문제점을 4.1.4에서 제시한 실무자의 인증기준 설계 

적용 문제점의 구조화 그림에 다음의 그림과 같이 추가로 표현하였다. 앞에서 논

의된 실무자의 인증기준 설계적용 문제점의 구조화는 회색으로 표현하였고, 본 절

에서는 실무자가 지적한 문제점이 검증된 부분과 추가로 발견된 문제점을 추가로 

검정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16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에 나타나는 인증기준 문제의 구조화

위의 그림의 건축주, 설계자, 인증기준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증기준

의 효용성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의 의사결정은 저비용 설

계기준과 적용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항목으

로는 단순히 자재의 적용으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항

목,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억제 항목,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의 사용,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화장실에서 사용되

는 소비재 절약 항목이 있었다. 또한,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항목과 같이 단순히 문서로 평가되는 항목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쉽게 설계 적용

이 가능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항목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목 또한 높은 

점수득점을 보였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목의 경우는 법적인 규제보다 낮은 기

준으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쉽게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무자의 인

터뷰에서 지적되었던, 저비용의 항목과 쉽게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이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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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론적인 관점이 아닌 파편적으로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증기준의 제한된 항목 구성과 융통성과 자

율성 부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에 경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융통성의 문제는 입지, 규모 등에 따른 설계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심사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생태환경 분야와 

토지이용 분야의 일부 항목이 입지에 따른 설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 항목 또한 입지 및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기

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증기준 항목의 제한적인 구성은 선택적인 설계적

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 구현과 인증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설계방식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인증기준의 모호성은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의 심

사내용에서 일부기준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속건축물과 같이 설계된 프로젝트는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기준에서 

심사기관마다 상이한 심사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이러한 모

호한 인증기준은 설계자가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인증기준 설계방식의 

경직성을 부가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의 모호성과 함께,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부 항목의 기준

은 형평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적용 비율이 아닌 적용 개수로 평가되어지는 

자재의 적용과 수자원 절감을 평가하는 항목과 프로젝트의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만을 제시하고 있는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마련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일한 설계방식으로 여러 항목에서 중복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설계기

준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증기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에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인증

기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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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의 문제

4.3.1 국외 인증기준의 단편적 도입

현재 시행되고 인증기준의 개발방식은 국외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기준 초기에는 GBTool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국외 인증기준을 

참조하는 방식이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 인증기준은 LEED와 BREEAM의 평가

방식을 주되게 도입하여 구성하였다. 

부문 평가항목
인증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참고자료
국외 인증기준과 유사한 

항목

토지
이용 
및

교통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BREEAM/ LEED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SBTool(C5.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LEED

자전거 보관소 설치 BREEAM

에너
지 
및 

환경
오염

에너지 효율향상

계량기 설치 여부 BREEAM

조명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LEED)

재료 
및 

자원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LEED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BREEAM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LEED

수자
원

우수부하 절감대책 LEED/ BREEAM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LEED

우수 이용

중수도 설치 LEED

유지
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LEED/ BREEAM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TAB 및 커미셔닝 실시 ASHRAE Guideline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LEED

생태
환경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 면적률

비오톱 조성 LEED/ CASBEE

실내
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LEED/ BREEAM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BREEAM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BREEAM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BREEAM/ LEED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BREEAM/ CASBEE/ 
SBTool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 SBTool(D4.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CASBEE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LEED

표 4-7 국내 인증기준 중 국외 인증기준과 유사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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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국내의 많은 인증기준 항목이 국외 인증기준과 유사하며, 인증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참고 되어 개발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외 

인증기준의 도입 시 평가기준 목적에 따른 기준의 효용성 및 효율성에 따른 평가

기준이 아닌, 설계 적용 및 심사의 용이성을 고려한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항목

의 목적에 따른 평가기준의 개발이 아닌, 불완전한 평가기준이 도입된 문제점이 

발견된다.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항목은 LEED와 BREEAM의 대지선정 항목을 바탕

으로 개발되었다. LEED는 농무부에서 정하는 주요한 농경지뿐만 아니라 습지대

에서 100ft내의 지역과 바다, 호수, 강과 같은 수자원의 50ft내의 미개발 지역, 

주에서 정한 보호대상 종의 서식처로 확인된 곳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지역에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며. BREEAM는 개발된 지역을 산업

적, 상업적, 주거의 목적으로 50년 이상 사용된 대지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은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형질변경행위 확인원 

등으로 대지의 지역, 지구 및 형질변경 행위의 여부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

의 판단기준이 되는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이나 재사용 대지의 경우 생태학적 가치

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지역지구의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하다. 이처럼 본 항목의 

바탕이 되는 국외 평가기준은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지의 선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인증기준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에 의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내 인증기준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목은 BREEAM을 참고하여 자전거 보관

소와 샤워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BREEAM

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대수를 거주 인원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샤워 시설 

또한 자전거 보관소 10개당 한 개 이상의 샤워시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항목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접근의 안

전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준

은 이러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에 대한 사항까지는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샤

워 시설 또한 구체적인 면적기준 없이 설치 유무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있다. 이처

럼 BREEAM에서 평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단순히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샤워 시설 계획과 같이 질적인 측면

이 결여된 시설의 계획만으로 축소되어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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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AM의 계량기 설치 항목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테넌트가 에너지 소

비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조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 본 건축물의 계량기 설치

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국내의 계량기 설치 항목은 용도별 사용에

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의 설치 수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 및 커미셔닝 항목은 전술한 것과 같이 평가목적이 축소되어 국내 

인증기준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자연환기 항목은 BREEAM의 항목을 바탕으로 기

준이 개발되었으나, 단순히 창 면적 비 기준만이 도입되어 평가 되어 질 뿐 효율

적인 환기를 위한 맞통풍 설계 및 창문 개폐성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국내 인증기준의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항목과 거주자를 위한 쾌적

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은 LEED의 조명과 온열환경 시스템의 제어 항목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온열환경 제어성에 대한 일부 내용은 공간 배치 및 시스

템 변경의 용이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이중바닥과 바닥취출 공조 시스템203) 적용에 

의해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은 시스템의 제어성에 대한 기준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LEED에

서 평가되고 있는 시스템의 제어성에 대하여 한 항목에서는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거

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은 LEED의 조명과 온열환경 시스템의 

제어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바닥 취출 공조 

시스템을 적용 시에 두 개의 항목에서 중복적으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인증항목 중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항목이 수정되어 도입된 항목으로, 업무용 인증기준으

로 도입 시 실별뿐만 아니라 존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적용 비율에 따라 평가되어

지도록 개발되었다. 본 항목은 BREEAM, CASBEE, SBTool의 기준과 동일한 목

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외 인증기준과 달리 단순히 일정 공간 면적 당 자동 

온도조절장치의 개수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BREEAM과 같이 내주부와 외주부

의 구분된 조닝계획과 같이 효율적인 조닝계획을 바탕으로 한 온도조절에 대한 기

준이나 CASBEE와 같이 향에 따른 조닝 계획은 부재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프

203) 바닥취출 공조방식은 이중바닥면에 설치한 바닥 송풍구를 이용하여 공조급기를 실내로 송
풍하는 방식으로, 공기가 바닥면에서 천장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거주역의 온열 환경 및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시켜준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컨디션에 따라 풍량 및 풍향
의 조정이 자유롭다. <출처: 『친환경건축물 요소기술과 설계기법』,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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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중 본 항목에 점수를 득한 대부분의 설계가 적정 조닝계획을 통한 거주자

의 쾌적성과 함께 에너지 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F 프

로젝트는 내주부와 외주부를 고려한 조닝이 아닌 면적에 따른 조닝을 계획하고 있

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림 4-17 F 프로젝트의 지상 3층 자동제어 평면도 <출처: 담당 설계사무소>

앞에서 논의하였던 효용성 파악이 어려운 항목인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

성 항목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 및 탄소배출량 정

보 표시 항목은 LEED와 유사한 항목이지만, 평가기준은 LEED와 같이 수자원 절

감률과 지속가능한 자원의 가격 비율이 아닌 단순히 해당되는 기준의 적용 개수에 

의해 평가되어 지고 있다.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을 평가하는 항목은 공동주택의 

인증항목으로 채택 시에는 주택연구소에서 제시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

한 종류수가 아닌 능률협회인증원에서 제시한 직접재료비 대비 제품 재료비의 비

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료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204) 하지만, 실

제 공동주택 실행 안은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획득한 종류에 따라 5급으로 분류

하여 심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 변경은 관련된 용역이후 시행 안에서 바뀐 내

용이기 때문에 이 변경에 대한 근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증 개발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 적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의 형평성 및 효용성보다

는 단순화 시켜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업무시설의 인증항목 또한 공동주택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평가기준은 탄소 배

출량 정보 표시 항목과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항목에도 영향을 미쳐 같은 방식

인 적용 수로 평가되고 있다.

20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빌딩 시범인증 성과분석 및 국제협력방안 연구』, 환경
부, 2001.12,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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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기준의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체계의 합리성 항목은 전술한 것처럼 

시공자의 자격취득 여부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여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 유사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LEED는 공사 중의 오염 방지를 위해 토목 및 

조경 전문가의 실질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BREEAM은 시공자의 

자질과 시공현장의 친환경적 관리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LEED와 BREEAM은 같은 목적의 항목이지만, 현장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평가

보다도 실질적인 시공의 친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공사 중 주변 환경으로

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준의 효율성 부족으로 앞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던 국내 인증기준의 휴식 및 재

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항목은 CASBEE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 

있다. CASBEE의 휴식 공간 평가항목은 흡연구간만을 제공시에는 3등급을, 추가

로 업무공간의 1% 이상을 휴게공간으로 제공시에 4등급을, 그리고 추가로 자판기

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시에 가장 높은 5등급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준은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부재하기 때문에, 인증

기준의 점수 획득을 위한 면적에 의한 획일적인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외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인증기준의 항목 개발 시 설계 지

침적인 기준으로 개발하여 인증기준의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나, 개발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활용되어 기준의 효용성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한, 국내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적용으로 실제 설계의 적용보다는 평

가에 치중된 기준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가장 주된 이유는 국내 인증기준의 개발 및 개정을 위한 연구들이 짧은 

용역기간205) 동안  용도 별 인증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은 기 실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인증기준과 국외 

인증기준에서 단편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용 건축물의 표본조사 및 인

증항목 기준에 따른 평가 시뮬레이션, 항목 별 해당되는 전문가의 자문 등은 시행

되지 않았으며, 2010년 개정 시에도 심사 분야 별 혹은 항목 별 구체적인 기준을 

위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외 인증기준의 단편적 도입은 설계 적용 및 심사

205) 업무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과 시범사업은 1년 안
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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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이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기준에 의한 설계의 효용성을 알 수 없

는 한계와 함께 기준에 설계된 시스템 및 공간 쓰임과 같은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4.3.2 심사 중심의 인증기준 구성

국내 인증기준 개정 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 중 하나는 “인증심사과정이 복

잡하여 신청자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항목은 배제한다.”206)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평가항목의 지속가능한 건축의 효용성 보다는 심사의 용이성에 주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2002) 업무용(2003) 업무용(2010) 업무용(2013)

심사분야
항목
수

배점 심사분야
항목
수

배점 심사분야
항목
수

가중
치

심사분야
항목
수

가중
치

토지이용 
및 교통

11 27
토지이용 2(1)

5
(2)

토지이용 2 5
토지이용 및 

교통
4 10

교통 2(1)
3

(2)
교통 2 5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관리)

15 41

에너지 3(0)
23
(0)

에너지 4 25
에너지 및 
환경오염

6 30
환경오염 2(0)

6
(0)

환경오염 2 5

⇨ 재료 및 
자원

5(2)
12
(9)

⇨ 재료 및 
자원

4
(2)

15 ⇨ 재료 및 
자원

4
(2)

15

수자원 3(1)
10
(4)

수자원 4 10 물순환관리 4 10

유지관리 1(2)
4

(6)
유지관리 4 7 유지관리 4 7

생태환경 6 18 생태환경 2(2)
13
(6)

생태환경 3 10 생태환경 3 10

실내환경 6 14 실내환경 8(3)
24
(7)

실내환경 8 18 실내환경 8 18

추가항목 6 20

합 계 44 120 합 계
28

(12)
100
(36)

합 계
35
(2)

100
(9)

합 계
35
(2)

100
(9)

( )는 가산항목

표 4-8 인증 분류체계 및 항목수, 분야별 배점(가중치:2010년 이후)의 변화과정

또한 위의 표는 인증기준의 분류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분

류체계가 업무용 인증기준 개발 시 세분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야가 세

분화된 이유를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특정 분야로 점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BREEAM과 GBTool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으

2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
구』, 국토해양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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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렇게 세분화된 분류체계는 국제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

으며, 친환경에 대한 의미전달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207) 

하지만, 2013년 개정으로 분류체계는 9개에서 7개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유사분

류항목의 통합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208)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분야별 

가중치 비중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7개의 분류체

계로 재정립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분야별 가중치의 균등화 및 분야별 

평균값의 획득점수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9)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심사 분야의 통합은 설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분야별 가

중치의 균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증심사 분야는 각각의 중요도에 의해 가

중치가 부여되어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별 가중치의 균등화가 어떠한 의미

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영국의 BREEAM과 미국의 LEED

의 분류 체계와 비슷한 구성을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사한 분류라고 간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4-18 국외 녹색건축물 인증 분류체계 비교 및 개정안 제시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인증제도 통합기준 및 설계지침 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 p.47>

국내 인증기준의 토지이용 분야는 LEED 2012 Pilot의 Location을 위한 항목

의 구성과 같이 대지선정에 한정된 분야가 아닌 더 넓은 의미의 토지이용을 위한 

분야로 이를 동일하게 여길 수 없으며, 오히려 LEED 2012 Pilot의 지속가능한 

2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
발』, 환경부, 2002, p.64

2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00호, 환경부 공고 제2013-10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6

2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인증제도 통합기준 및 설계지침 개발』, 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 2012,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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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처럼 토지이용과 생태환경의 유사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이용과 생태환경 분야의 통합이 더 유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외 인증기준의 경우는 설계분야를 더 세분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통합하고, 일반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심사분야의 변경과 함께, 우연히도 심사인력의 구성의 변화가 다음

의 표와 같이 실시되었다. 평가 분야의 통합이 심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실무자의 설계적 접근

을 고려한 심사분야의 구성은 아니며, 이를 운용하는 설계자 또한 이러한 불편함

을 드러내고 있다.210)

기존

⇨

2010년 개정

⇨

2013년 개정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 
별로 1인 이상 (총4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 1인 이상 
(총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 분야는 반드시 포함

심사인력을 7개 심사분야 
중 5개 분야별 1인 이상 
(총5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

표 4-9 심사 인력 구성의 변화과정

또한, 심사 중심의 평가분야 구성은 중복되는 설계기준의 구성을 야기한다. 심

사분야 별 전문가의 구성으로 진행되는 인증기준의 개정은 해당되는 심사분야에서 

필요한 항목의 도입이 시행되고, 신설되는 항목이 다른 심사분야의 항목과의 관계

성 및 중복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순환관리 분야의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공동주태 인증기준에서 

업무용 인증기준에 그대로 적용된 항목이다. 업무용 인증기준의 개발 중간단계의 

평가내용은 기존의 공동주택 인증기준과 동일하였지만, 2003년 실행된 업무용 건

축물의 시행 안에서는 투수성 포장면 설치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축소되었다.211) 

이후 2010년 개정으로 본 항목은 투수성포장 설치비율이 아닌 우수유출 저감시설

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하도록 수정되었는데, 이는 생태환경 분야의 생태면

적률 항목이 신설되면서, 이 항목의 평가 내용에 투수성 포장설치 면적 비율 기준

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홍수 방지를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 

면적 비율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수정되었다.212) 이러한 평가항목 기준의 개정은 

210)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211) 이전의 기준내용은 우수를 저감하는 침투형 시설인 투수성 포장, 우수 저류지 및 부지 내 

종합적인 우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따라 5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145

다른 항목과 평가기준의 중복을 피하는 표면적인 수정이 진행되었을 뿐, 본 항목

의 목적을 위해 효율적인 설계방식을 유도하는 개정이 아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생태면적률의 평가방식을 인증기준에 그대로 도입하면서, 우수부하 절감대책

의 타당성 항목 평가기준과 중복되면서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그에 따른 

평가기준만이 변경된 사례이다. 2010년 개정으로 생태환경 분야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이 변화되었으며,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이 신설되었다.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은 자연지반 계획 비율에 따라 평가되는 항목으로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생태면적률 항목의 일부 평가기준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순

환관리 분야의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과 동일한 목적인 지하수 수량 확

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하수 수량을 확보를 통해 얻는 이득에 대해 상이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다.213)

업무용(2002) 개발 중간단계 ⇨ 업무용(2003) 시행안 ⇨ 업무용(2010) 개정안

배점 배점 배점

표토 재활용율
2

(평가)
유지 삭제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 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

6
(가산)

수정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 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

6
(평가)

유지 삭제

녹지공간률
6

(평가)
유지 녹지공간률

7
(평가)

유지 삭제

수생비오톱 조성
3

(가산)
유지 수생비오톱 조성

3
(가산)

유지
비오톱 조성

4
(평가)

통합
수정

유생비오톱 조성
3

(가산)
유지 유생비오톱 조성

3
(가산)

유지

자연지반 녹지율
2

(평가)
신설

생태면적률
6

(평가)
신설

항목수:5 8+12 항목수:4 13+6 항목수:3 12
* 업무용(2002) 개발 중간단계의 유지 및 수정은 먼저 시행된 공동주택의 항목에 근거함

표 4-10 생태환경 분야의 항목 변화

2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
구』, 국토해양부, 2009.06, p.171

213)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의 목적-‘우수 부하의 절감은 집중호우시 도시 홍수 
발생가능성을 저감하고 하수도, 처리장 및 우수 체수지와 같은 우수 배제시설 등의 건설, 관
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 유지 및 하천수량, 지하수 수량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의 목적-‘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파괴를 지
양하고 토양생태계 및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양 공간을 확보토록 한
다.’<츨처: 녹색건축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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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심사중심의 항목 구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되는 비효율적인 평가체계를 야기하고 있다.

4.3.3 업무용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개발 부족

업무용 건축물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실내 쾌적성을 통한 업무 능률성 

향상을 위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 거주의 쾌적성을 위한 기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 및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의 실내

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국외 인증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항목

수는 국내 인증기준 항목수가 9개, LEED는 16개, BREEAM은 14개, CASBEE

는 35개, SBTool은 33개 항목으로, 국외 인증기준에 비해 절대적인 평가 항목수

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실내 환경 분야의 전체적인 평가보다는 제한된 분

야만을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준의 심사분야 중 가장 많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실내 환경 분야는 

개정을 통해 인증 초기의 12개에서 8개로 항목이 줄었으며, 가중치 또한 낮아졌

다. 업무용 인증기준 항목 개발 시 12개 중 7개의 항목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나

머지 항목은 공동주택 인증항목에서 발췌되어 업무용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수정되

었다. 2010년 개정으로 12개의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삭제되고 8개의 항목은 일

부 심사내용이 수정되어 현재까지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작업

면의 시환 경 확보’항목은 ‘조명에너지 절감’항목으로 변경되어 에너지 분야

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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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2002) 개발 중간단계 ⇨ 업무용(2003) 시행안 ⇨ 업무용(2010) 개정안

배점 배점 배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저방출자재의 사용

6
(평가)

수정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저방출자재의 사용

6
(평가)

유지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3
(필수)

수정

거주자가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3
(평가)

신설
거주자가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3
(평가)

유지 삭제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3
(평가)

신설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3
(평가)

유지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3
(평가)

수정

공기정화작업 실시
3

(평가)
신설 공기정화작업 실시

2
(평가)

유지 삭제

자연환기 설계 
도입 및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3
(평가)

수정

자연환기 설계 
도입 및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3
(평가)

수정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3
(평가)

유지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억제

1
(평가)

신설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억제

1
(평가)

유지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1
(평가)

유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3
(평가)

수정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2
(평가)

유지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2
(평가)

유지

쾌적한 작업면 
시환경 확보

6
(평가)

신설 삭제

외부소음에 대한 
실내 허용소음

3
(가산) 수정

외부소음에 대한 
실내 허용소음

2
(가산) 유지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2
(평가) 수정

건물내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3
(평가)

신설
건물내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4
(평가)

수정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3
(평가)

유지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4
(가산)

신설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4
(가산)

유지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4
(평가)

유지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1
(가산)

수정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1
(가산)

유지 삭제

항목수:12 31+8 항목수:11 24+7 항목수:8 20

* 업무용(2002) 개발 중간단계의 유지 및 수정은 먼저 시행된 공동주택의 항목에 근거함

표 4-11 실내 환경 분야의 항목 변화

이처럼 국내 인증기준의 실내환경 분야는 제한된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

외 인증기준과 비교 시 환경 설계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기존의 쾌적한 작업면 시환경 확보 항목은 유일하게 실내 환경 분야의 

빛 환경을 위한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에너지 절감 및 CO2 배출저감

을 더 중요시 하여 구성하는 국내 인증기준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분야로 산입되

면서, 평가내용은 동일하나 평가목적이 쾌적한 작업면 시환경 확보는 삭제되고 전

력에너지 절약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자

연채광과 같은 빛 환경에 대한 평가기준 구성이 필요하며, 이 항목의 평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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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광률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214)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자연환기, 자연채광과 같은 설계기준은 단순히 실내 

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만이 아닌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업무

용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은 이를 위한 효율적인 기준과 함께 적극적인 유도방안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많은 프로젝트가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심

의 환경오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거주자에게 주된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변 도심의 환경을 고려한 항목이 필요하며, 밀도가 

높은 도심의 특성 상 인접대지로의 공해 및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

다.

이러한 지역 환경 및 주변 대지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국내 인증기준에서 구성

하고 있는 항목은 차량이용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에의 근접 항목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항목을 통해 공해발생의 저감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

한 지역 기반시설의 우수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

과 건축물 운영 시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재활용 가능자

원의 분리수거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지역 환경을 위한 항목과 함께, 인

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

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항목들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국외 인증기

준의 단편적인 적용으로 인한 반쪽짜리 기준이 많으며,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입지에 따라 점수의 득점이 결정되는 단편적인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의 문제점과 함께, 국외 인증기준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평가항목의 구성과 

비교해 보면, 주변 대지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설계보다는 내부 지향적인 설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HR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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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목표 G-SEED LEED BREEAM CASBEE SBTool

지
역
환
경
을

위
한
 
기
준

대기오염 저감계획(교통수단 제외) - - 1.6 1.25 -

열섬현상 방지계획 - 2 - 2.5 1.9

수자원 오염 방지 - - 0.83 - 0.95

우수부하 저감 2.31 2 - 0.31 0.71

오수 및 하수 부하 저감 - - - 0.31 2.14

빛, 소음, 진동 등의 공해 방지 및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의 영향 감소

2.5 1 1.66 5 5.36

공공공지 제공 - - - - 0.24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 0.78 필수 4.8 - -

폐기물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3.75 필수 1.07 - 1.59

시공 폐기물 관리 - 2 4.29 - -

운영시 폐기물 관리 - - - 0.31 -

차량 이용 저감 및 저부하 교통수단 계획
대중교통의 근접성 2.5 6 2.4 - -

자전거 보관소 및 이용자를 위한 시설 설치 2.5 1 1.6

0.31

0.48

보행로 계획 - - - 0.48

교통 계획 - - 0.8 0.8

복합개발 및 고밀도 개발,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

- 5 0.8 - 3.21

저 부하 교통수단 계획 및 주차대수 제한 - 5 1.6 - 0.71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고려 - - 0.8 - -

외부 조명 제공 - - - - 0.16

접근성 고려 - - - - 0.32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지역성 고려 - - - 2.25 -

지역의 경관 및 조망축 등을 고려 - - - 6 1.44

유산가치가 있는 기존시설의 외피 보존 - - - - 0.48

소  계 14.34 24 24.65 18.24 22.39

항목 수(개) 6 13 14 11 26

표 4-12 지역 환경을 위한 국내·외 인증기준의 설계방식 및 가중치(%)



150

4.4 소결

현재 국내 인증기준 설계 적용의 가장 큰 문제는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가치판

단이 불가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건축주의 설득 및 이해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건

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증기준은 주로 공공 업무

시설과 같이 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방식 또한 프로

젝트의 목표와 특징과 관련 없이 점수득점을 위한 파편적인 적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편적인 인증기준의 적용은 전체 설계 프로세스와 통합

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의 설계변경과 비효율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

으며,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증기준과 설계

와의 분리된 프로세스는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

트의 특징 및 목표에 따라 개별 인증항목의 점수 득점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항목의 점수가 일괄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인증기준 설계적용 방식의 근본적인 이유는 제한된 비용과 설계시

간의 부족에 기인하며, 이 때문에 수동적으로 비용 대비 높은 점수를 득점을 목표

로 인증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인증기준은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응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단순히 입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설계기준을 선택할 뿐이며, 높은 인증등

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러한 입지적 특징으로 인한 점수 득점의 

한계로 인해, 그 이외의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개념과 전혀 다른 설계를 수용하게 되며, 효율성이 떨

어지는 기준도 점수 득점을 위해 적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국

내 인증기준은 프로젝트의 특징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하며, 제한된 설

계기준의 제시로 선택적인 설계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준의 자체적인 문제점 또한 발견된다. 평가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부

재한 항목과 단순히 적용 개수에 의한 평가기준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효율성

이 떨어지거나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기준과 같이 기준 자체의 오류가 

발견된다. 또한 인증기관 마다 상이한 평가기준과 설계기준에 대한 협의의 어려움

은 인증기준 적용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상과 같은 국내 인증기준 문제점의 원인을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을 위해 시

행된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국내 인증기준을 위한 연구 용역은 짧은 연

구기간 동안 시행되었으며, 용도 별 인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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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치우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외 인증기준의 단편적인 도입이 

주를 이루며, 국내 현황을 파악하는 심도 있는 연구와 그에 따른 효용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국내 설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구성

이기 보다는 심사자 위주의 구성과 심사방식, 그리고 업무용 인증기준에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실내 환경 및 지역 환경에 대한 고려의 부족인 현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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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재설정

본 장에서는 국내 인증기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설계기준에 대한 가치판단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증기준의 수동적인 설계 적용, 그리고 파편적인 인증기준 

적용과 같은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프로세스 문제에 대하여, 3장의 국외 인증기

준과 4장의 실무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4가지 체계로 인증기준을 재설정 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의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의 

확장과 새로운 기준의 도입을 제시하고(5.1절),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표에 맞는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의 유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5.2

절). 또한 기준개발 및 개정 시의 오류로 발생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수정방향

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오류의 수정

이 아닌, 시공 후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5.3

절). 마지막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인증기준에서 더 보강

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5.4절).

이상의 인증기준 개선방향과 함께 최종적으로 실무자를 위한 설계 중심의 평가

분야와 평가항목의 구성을 제시하고, 실무자들이 설계 단계별로 인증기준을 효율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증기준 매트릭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체 

설계 프로세스와 인증기준 적용 프로세스가 통합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5.5절, 5.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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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합설계 프로세스 구현

5.1.1 다분야 전문가들의 상호적 관계 구축: 설계단계 별 샤렛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는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진행이 아니며, 앞에서 실무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건축물의 디자인이 결정 된 

이후에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설계 반영 시에는 

공사비의 증가 없이 목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의 설계 

프로세스는 이미 결정된 디자인 내에서 제한적인 설계 변경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비 시스템의 도입 및 재료의 단순 적용으로 목표 성능을 구현하게 되며, 이는 

앞선 방식과 달리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

능한 건축설계는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

자의 워크숍 및 회의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은 이러한 초기단계의 집중적인 의사결정 및 설계와 함께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특히 규모가 큰 건축물 일수록 에

너지 및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며, 대형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

자들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대형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건

축 설계자가 모든 분야의 설계와 시스템을 파악하기 힘들며, 건축주 및 거주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유도

하기 위하여 LEED에서는 디자인 샤렛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의 목표를 설정 및 공유하고, 이를 위한 설계 전략과 설계방식을 

상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회의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설계가 이러한 단계 별

로 필요하다는 것을 건축주에게 인식시킬 수 있으며, 단계 별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 후반에 추가적인 설계방식의 결정을 통한 공사비 

증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한 불필요한 디자인 변경과 시스템 변경을 줄

일 수 있으므로 설계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국내의 인증기준 적용과 디자인 프로세스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방식에서, 이러

한 초기단계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적인 회의는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

과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협업과 초기설계의 중요성

을 인식시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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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LEED는 디자인 샤렛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개정

된 LEED for NC v.4는 통합프로세스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에너지와 수자원 

시스템의 초기설계 단계 분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LEED for Homes의 통합된 

프로젝트 팀 구성 항목과 샤렛 항목, 그리고 태양에너지 이용 항목을 통합하여 더 

업데이트 한 기준이며, 기획 및 계획 설계 단계의 건축물의 형태 디자인 단계부터 

패시브적인 설계를 유도하여, 최종적인 에너지 절약 및 수자원 절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초기 설계단계의 건축물의 형태 및 외피 설계가 에너지 소비 

절감의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며,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의한 에너지 소비 

절감량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초기단계의 패시

브적인 설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단계별 디자인 샤렛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부합하는 디자인 

팀의 구성과 설계 단계 별 회의일정을 먼저 계획하도록 한다. 프로젝트마다 계획

된 설계 일정과 건축물의 규모, 입지, 거주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샤렛 스케쥴

과 참여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경우 참여 전문가가 늘어

날 수 있으며, 스케쥴이 세분화 될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단계 별 

회의 개최수가 적어질 수 있다.

그림 5-1 기획설계단계 통합설계 프로세스
<출처: 이병연, “친환경건축 통합설게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p.186>

전체 디자인 샤렛의 구성원과 스케쥴을 결정 한 후, 가장 먼저 시행되는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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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은 사항들이 분석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환경 조건 분

석과 건축주 및 거주자의 요구사항과 공사비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증기준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 목표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어서 대안개발-최적화-검증의 순서로 디자인 샤렛을 개최하도록 한

다.215) 이러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의 목표와 

수립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모든 관계자들이 전체론적인 시각에서 프로젝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된 목표를 위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설계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5.1.2 커미셔너의 역할 도입: 설계단계 별 검증 및 조정

국내 인증기준은 단편적인 항목의 도입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과 함

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는지와 먼저 설계

된 시스템과의 상반적 작용으로 인한 효과의 저하는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설계 및 시스템에 대한 검증 단계가 부재한 것은 

인증 대행 사무소가 주관한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로 인해, 단순히 점수의 득점을 

위한 설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보완을 위해 앞에서 제

시한 설계 단계 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회의와 함께, 전문가들이 진행한 설

계가 목표로 하는 성능 및 설계, 그리고 건축주와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

는지에 대한 단계 별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 별 수정이 용이해지

며, 목표로 했던 건축물의 지속성과 건축주의 요구, 입주자의 거주성을 위한 설계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내 인증기준에 현재 평가되고 있는 커미셔닝 항목은 국외 인증기준의 단편적 

부분만이 도입되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증기준 도입의 문제

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커미셔닝에 대한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적고, 인증된 커미셔너가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현황에서 커미셔너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건축 설계자 혹은 감리자로써,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이해와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시

행해야 한다. 향후 국외 인증기준과 같이 커미셔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의 인식, 그리고 그에 다른 공사비 절감 및 설계방식의 효용성이 파악된 이후의 

215) 이병연, “친환경건축 통합설게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p.177 의 통합설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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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단계에 가서는 인증된 커미셔너를 통한 회기적인 설계가 진행되도록 한다. 커

미셔닝은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지만, 인증된 커미셔너가 없는 국내 현황에서는 이처럼 단계별 정착화가 필요하

다.

이러한 단계별 정착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평

가되고 있는 커미셔닝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통해 설계된 시스템의 검증 및 조

정 단계의 중요성을 실무자와 건축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는 시공 후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증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검증

이 아닌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부터 설계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커미셔닝의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커미셔닝의 시행여부

의 평가는 커미셔닝 확인서 및 결과보고서로 점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

한 평가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J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수를 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LEED와 BREEAM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커미셔닝이 시행되어야 하는 시

스템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설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그리고 시공 후의 단계

별 필요한 시스템의 검증 및 그에 따른 설계의 수정과 시스템의 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거주자의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커미셔닝 방식이 정립된 이후에는 더 강화된 커미셔닝을 선

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논의 되었던 관리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

해 실내 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졌었다는 J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관리자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거주후 

평가를 통한 시스템의 조절이 추가로 필요하다.216) 커미셔닝을 통한 관리자의 교

육은 단순히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유지보수 일

정 및 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다.217)

216) 거주 후 평가는 LEED와 BREEAM의 커미셔닝의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H 건축사
사무소 실무자 또한 인증기준의 평가가 설계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 후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7) 안용환 외,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 매일경제신문사, p.496 이러한 유지보수의 예
로 조명기구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유지관리는 빛의 출력을 높여
서 불필요한 조명기구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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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건축물에 커미셔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

서는 커미셔너의 역할을 건축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 

LEED for Homes에서는 커미셔닝 항목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설계를 위

한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냉·난방의 시스템이 전혀 다른 소규모 건축

물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5.1.3 순차적인 설계방안 제시

앞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설계의 통합적 프로세스 구현 방안과 함께, 세부 목표 

별 순차적인 설계방안에 대한 제시 또한 필요하다. 현 국내 인증기준은 최종적인 

평가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평가기준은 최종적인 성

능 및 설계기준을 위한 설계방식을 실무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최종적인 설계기준을 위해 주변 환경 및 프로젝트의 

특성의 고려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기 보다는 최종목표인 

평가 기준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인증기준 

개발 및 개정 시 평가기준이 단순화 되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추가

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있으

나, 국내 실무자들의 수동적인 설계방식으로 인해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사항만을 

겨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의 달성 시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신·

재생 에너지와 같은 설비 시스템의 도입은 가장 나중에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방식

이다. 하지만 국내 인증항목은 40% 가량이 기계, 전기를 위주로 하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며, 입지적 조건에 의한 항목이 15%, 준공이후의 유지관리 항목이 

10%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항목은 자재 선정 정도의 항목으로 건축 계

획적 접근에서 평가되는 항목은 부족하다.218) 이러한 항목의 구성으로 인해 패시

브 계획에 의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유도가 힘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적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프로젝트 별 특성에 따라 

설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획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또한 통

합적인 성능을 알 수 있는 국내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되지 

218) H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와의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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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순차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거주자의 온열 쾌적성에 대한 목표 설정 후 설계접근이 

필요하며, 대상 프로젝트의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한 미시기후 조절과 건축물의 형

태 계획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후 외부환경과 실내 환경의 경계에서 열의 교환을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건축물의 외피 설계 및 개구부 설계를 진행하고, 건축계

획 측면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설비 시스템 설계로 보충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의 단계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접근방식이고,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와 같은 시스템의 적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계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건축 계획의 잘못된 결정은 쉽게 기계 장치의 용량을 두세 배 키우게 되고, 이

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건축 

계획적 접근 단계에서 대지계획과 건축물의 형태, 향, 단열, 차양, 기밀화를 통해 

60%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으며, 패시브 디자인을 통해 추가로 20%의 에

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219) 이러한 순차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에

너지 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으로 단계별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비교·분석

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인증기준과 같

이 통합적인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LEED for NC v.4와 같이 설

계 초기단계의 패시브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간략한 에너지 소비량의 분석을 시

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의 형태 및 향, 또는 개구율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여, 설계초기부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순차적 

설계를 유도하도록 한다.

생태환경을 위한 기준 또한 BREEAM과 CASBEE와 같이 단계별 설계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인증기준은 생태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기준만을 제

시하고 있지만, BREEAM은 대지와 대지주변의 생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대지 

내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러

한 보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녹지공간의 조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유지 관리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단계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19) Lechner, Norbert, Heating, Cooling, Lighting: Sustainable Design Methods for 
Architects, Wiley, 2009,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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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혁신도시 내 위치한 I 프로젝트의 
대지현황 사진 <출처: 담당 건축사사무소>

하지만, 국내의 업무용 건축물의 경

우 많은 프로젝트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의 보존은 실질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본 논

문에서 분석한 혁신도시 내 위치한 프

로젝트의 경우 또한 설계 단계 이전에 

먼저 대지를 조성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기존의 생태환경이 파괴된 상태

에서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생태환경의 보존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의 현황을 수용하여 

항목 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녹지 공간 조성 이전에 대지 내 가치

가 있는 생태환경의 보존을 평가하여, 이러한 설계방식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 및 

설계자가 먼저 인식하도록 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가 위와 같은 생태계 파괴

를 먼저 시행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생태환경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기준을 같은 항목 내 추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220) 이를 통해 기존의 생태환경의 보존과 새로운 녹지 공간의 조성, 그

리고 이러한 생태환경의 유지관리 방안이 순차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221)

220) HR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한 인증건축물의 경우 비오톱을 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증항목의 설계
기준에 의해 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의 부재로 인하여 본 항목의 목적에 부합하
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1) CASBEE는 생태환경의 질적 측면에 대하여 지역 수종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태환경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계획이다. 지역 수종 및 토착 식물은 어떤 지
역에서 인공적인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오래전부터 그 곳에 귀화되어 살고 있는 귀화 식물도 토착식물과 함께 자생식물 속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식물이 어떤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는 토착식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생식물은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여 환경 생태계의 교란이 없
고,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유지관리가 용
이하고, 조경수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 <출처: 김자경,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스
페이스타임, 2004, 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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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계적용의 융통성 및 자율성을 위한 확장적 설계방안 제시

5.2.1 효용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설계방식 및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설계의 자율성을 위한 기준으로는 성능을 기반으로 한 평가기준이 3장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기준의 효용성과 형평성 있는 심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에너지의 통합적인 성능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높은 비용

으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에서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일괄

적인 전환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능 중심의 기준은 수동적인 실무

자에게 효과적인 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222) 이러한 국내 설계환경의 한계로 기

존 평가기준 방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식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

하며, 이후 효과적인 설계방식과 성능평가 방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구성하여 점차적인 성능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능평가 방식은 앞선 논의와 같이 기존에 인증기준에 구성하고 있지 못

하던 패시브 설계방식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별 특징에 따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다.223) 현재 국내 인증기준의 에너지 효율 향상 항목은 에너

지성능지표의 점수와 에너지효율등급의 점수 중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진다. 이 중

에 에너지성능지표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분야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 기준을 통해서만이 패시브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계획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가방식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체크리스트 형식의 기준으로 에

너지 소비량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건축 계획적 측면과 설비 시스템의 밀접한 상호작

용224)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

램 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평가를 구축하도록 

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평

가가 아닌, 지침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에서 제시한 

222)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
223)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는 비용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액티브적인 설계방식 보다는 

건축물을 구성하면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적용할 지에 대한 항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J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이러한 항목들이 디자인을 하는
데 더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224) 건축 계획적 접근과 설비적 접근의 상호 작용 예로 자연채광의 도입을 통해 거주의 쾌적
성 증가와 조명 에너지 부하를 줄일 수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채
광을 통한 열획득에 대한 계획적 대처가 필요하며, 거주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차양
의 설계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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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초기설계부터 단계별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

다.225) 또한 초기단계의 미시기후 이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서, 이를 이용한 설계가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이를 참고하여 계획 시 가산점을 부

여하도록 한다. 

그림 5-3 I 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매스계획
<출처: 담당 건축사무소>

225) 현재 초기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간단한 형태 및 향, 개구율과 같은 결정은 간단한 시뮬
레이션 도구를 이용한 검증이 대중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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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의 I 프로젝트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향, 형태, 미시기후 이

용, 평면계획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저감 및 자연 채광 도입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

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패시브 계획에 의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평

가기준은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5.1절에서 제시한 

통합설계 프로세스를 위한 기준과 함께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초기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 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설계가 시행되도록 한다.

인증기준의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에

서 제시한 성능 평가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세부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설계방식의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 인증기준 항목은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세부목표가 국외 인증기준과 비교 시 대부분이 유사하게 설정되어 구성되어 있지

만, 세부 목표를 위한 설계기준의 다양성과 다각적 접근이 부족하다. 이에 프로젝

트의 특징 및 목표에 따른 선택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추가의 설계

기준을 제안한다.

앞에서 논의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 이외에 수직교통의 에너지 효

율성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구성하여, 엘리베이터에 의한 전력 소비가 큰 고층 건

축물에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BREEAM에서 평가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일부 도입되어 상용화되고 있으며, 단순

히 에너지 절약만이 아닌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가 개발되고 있

다.226)227) 국내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전기설비부분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

기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항목으로 엘리베이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전동기에 국한된 엘리베이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방식으로 

BREEAM과 같이 확장된 설계방식의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고층 업무용 건축물인 경우 엘리베이터 수와 이용 빈도의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226) 자가 발전 엘리베이터는 서울시의 서소문 청가 1동과 2동에 행동기관 최초로 7대를 설치
하였다. 이 설비는 엘리베이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전기를 활용해 건물의 조명과 
동력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3개월간의 자가 발전기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간 소비전력
의 35%에 달하는 2만kwh 전기를 생산했다. <출처 :세계일보, 2010-09-0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9/06/20100906005206.html> 이처럼 국
내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엘리베이터 설비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으므로, 국내 인증으
로의 도입이 가능하다

227) 일본  미쯔비시전기는 엘리베이터 전체의 소비전력량을 최대 10%삭감할 수 있는 엘리베
이터 에너지 절약 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그대로지만 소비전력량을 
삭감과 에너지 절약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에너지 코리아 뉴스, 
2010-08-11, 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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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됨으로, 일정 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필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의 수자원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상수의 소비 절감을 위한 기준과 물의 

재사용에 대한 설계만을 평가하고 있다. 상수의 소비 절감 방안은 실내에서 주되

게 사용되는 화장실의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의 물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수자원 절감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부 공간 및 녹지공간이 넓은 프로젝트에서 효용성이 높은 조

경수 소비 절감을 위한 기준과 BREEAM에서 평가하고 있는 건축물 운영 시의 물 

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인 계량기 설치 항목을 도입하여 다각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수자원 소비 절감 방안을 구축하도록 한다.228)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자재의 신중한 선택은 건축가가 쉽게 건축물의 디자인

과 쉽게 통합하여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자재의 선정은 동일한 성능

이라면 비용이 적은 자재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축의 설계를 위해

서는 비용보다도,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자재의 선정이 필요하다.229)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를 필수항

목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인 적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을 구성하여 자재의 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저탄소 

자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은 이러한 환경 저부하 자재

의 선정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재의 사용을 절약을 유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재의 사용을 저감하는 방식은 환경 저부하 자재의 선정 이전에 고려되어 자재의 

전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 일 수 있는 근본적인 설계방안이기 때문

이다. 자재의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부하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모든 단계에

서 발생된다. 자재의 생산단계에서는 원자재의 채취를 위한 에너지 소비와 생태환

경 파괴, 그리고 채취한 원자재를 이용한 자재 가공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생산과

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시공 대지까지 운반을 위한 화석연료의 소비와 이를 

228) BREEAM에서 평가하고 있는 계량기 설치 항목과 누수 방지 시스템은 2015년 개정되는 
인증기준 항목에 새롭게 신설된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녹색건축 인증 연차보고서, p.46>

229) Kim, Jong-Jin, and Brenda Rigdon, Sustainable Architecture Module: 
Qualities, Use, and Examples of Sustainable Building Materials, 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nter for Higher Education, 199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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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기오염이 유발된다. 그리고 건축물 단계의 시공 및 운영에 소비되는 에너

지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철거 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

된다. 이처럼 자재의 사용 저감을 위한 설계는 이러한 환경부하 저감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그림 5-4 건축자재의 전생애 주기의 세 단계
<출처: Sustainable Architecture Module: Qualities, Use, and 

Examples of Sustainable Building Materials, p.8>

이와 같이 자재의 소비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3장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자재의 

소비를 줄이는 구조 및 외피 설계를 통해 가능하며,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적

정한 실내공간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층고를 통해 자재의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는 자재의 절감과 함께, 외피 면적의 최소화를 통해 외부로의 열 

손실 및 열 획득을 최소화 시켜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동반한다. 이처럼 자재 

및 자원 소비 절감은 자재의 생산, 시공, 폐기의 전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설계에 따라 건축물 자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동시에 가지고 오는 

방안이다.

그림 5-5 I 프로젝트의 매스 및 층고 계획 <출처: 담당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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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012년 최종에너지 수급현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또한 자재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내구성을 위한 설계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

입하여, 건축물의 운영 시 자재의 파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하는 

설계를 유도하도록 한다. 이는 교체로 발생하는 자재의 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보

수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 중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영시의 폐기물 저감 방식과 함께, 시공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저

감을 위한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공 폐기물에 대한 평가는 초기 국내 인증기

준 개발 시에는 평가되어졌지만,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평가가 중단된 항목이

다. 하지만, 이 항목의 기준은 폐자재의 재활용률에 의한 평가로 LEED의 시공 폐

기물 절감 방식과 유사하며, 현재 국내에서 LEED 인증을 받은 건축물들이 이에 

대한 점수를 득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인증기준으로 재도입이 가능한 항목

으로 판단된다.230)

국내 교통량 저감을 위한 평가 또한 대중

교통에의 근접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항목으로 제한적인 기준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의 사용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현황을 개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에너지 수급현

황(2012년)을 보면, 산업부문이 가장 많은 

62%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가정 및 

상업 시설에서 18%, 수송부문이 18%로 건

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유사한 양이 수송을 위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교통량 저감을 위한 평가 기준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 저부하 교통수단 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BREEAM과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231)

230) Green Tomorrow 건축물의 LEED 인증 시 본 항목에 해당하는 심사를 통과하였다. <출
처: 『LEED Guidebook』, p.241>

231) 저부하 교통수단 계획기준은 2015년 개정 시 대안적 교통수단 관련 시설 설치여부 항목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녹색건축 인증 연
차보고서』,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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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교통수단의 속도에 따른 필요 면적
<출처: Schoof, Jakob, Electro-mobility: a dead 

end? In Detail, 2012.02, p.18>

자동차의 이용 증가는 도시가 도로

로 잠식되는 것을 가중시키며, 도로

로 인한 대지 간의 인접성이 줄어들

게 된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어 커뮤니티를 감소시키고, 또

한 도로의 확충으로 에너지 소비와 

생태환경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가

지고 온다. 옆의 그림은 교통수단의 

속도에 따른 필요 면적으로 개인 차

량이 가장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통부하 

절감은 단순히 대기 오염 방지와 에너지 소비 절감의 효과만이 아닌, 더 나아가 

도로의 비율을 줄여 사람들과 생태환경의 상호적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

는 방안이다.

이상과 같이 설계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위해 새롭게 제안된 평가항목의 심사기

준은 반드시 업무용 건축물의 표본조사 및 사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해당되는 전

문가의 자문 등이 충분히 선행되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평

가항목 기준의 적용을 통한 효용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5.2.2 프로젝트의 특수성: 입지, 규모, 임대방식, 리모델링에 따른 기준 제시

업무용 건축물이 주로 밀집해 있는 도심 환경은 높은 밀도의 건축물과 그에 따

른 거주자의 밀도, 그리고 거주자의 행위로 인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폐기물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오염이 극심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심의 구성요소인 업무용 건축물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인증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업무시설이 도심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의 경우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도

시232)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11개의 프로젝트 중 

232)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자연경
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과 같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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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프로젝트가 혁신도시 내 위치한다. 하지만, 4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도심

에 위치한 업무시설의 경우는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및 교통에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맞추기가 쉬운 반면에 인접대지의 일조권 간섭방지 및 생태 환

경에 대한 항목의 기준을 통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방처럼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있는 업무시설의 경우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입지에 따라 최적

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괄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평

가점수는 입지의 차이에 따라 양분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해,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및 교통에 관련된 항목

에 대하여 심사기준과 같이 국내의 현황에서 입지로 인해 평가되는 항목은 가중치

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는 국내 프로젝트가 대지가 먼저 정해지고, 인증기준이 

후에 적용되는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외부공간의 계획과 같이 건축

물의 입지에 따라 설계방식에 많은 차이가 나는 평가항목은 대지의 입지적 특징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입지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은 4장에서 밝힌바

와 같이 토지이용 분야 와 생태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다. 이 분야의 항목은 기준 

내 건폐율 및 도심지와 도시지 외의 지역으로 구분233)하여 입지 특성에 따른 평가

항목의 유연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업무시설이 여러 건물이 군을 이루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토지이용 분야의 일부 기준을 도입하여 단지 계획 시 필요한 외부 공

간 계획의 강화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 그리고 건축물 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단지시설과 외부공간이 넓은 대지의 경우 자전거 보관소

의 설치와 함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도록 하

고,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기준에 추가적

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 개발된 대지와 그렇지 않은 대지에 따라 생태환경의 보존 방법 및 복구

방법 제시하여, 생태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대지는 새로운 조성보다는 보존을 우선

하여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고, 기 개발된 대지는 생태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이 적은 부지의 경우 대지 내 수목이나 표토 등은 오

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지역의 생물자원 중 하나로, 생태환경의 새로운 조성 

/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되고 있다. <출처: http://innocity.mltm.go.kr>
233)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프로젝트의 경우 법정 건폐율과 융적를 보다는 서울 도심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분화 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이러한 입지적 차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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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Gommerzbank의 winter 
garden <출처: Klaus Daniels, The 
Technology of Ecological Building, 

Birkhauser, p.91>

이전에 기존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생물자원

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234) 또

한 도심의 경우 4장의 분석과 같이 좁은 대지

면적으로 인해 여유로운 생태환경의 조성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

는 점수를 위해서 식생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이 아닌, 단순히 점수를 득점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설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

효율적인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심과 

같이 외부공간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 LEED

와 같이 완화규정을 통해 옥상조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 층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에서는 중간

층의 일부에 조성하는 조경면적을 평가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거주

자의 휴식 및 재충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세부기준이 필요

하다.235)

국내 인증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모든 규모를 포괄하는 평가기준으로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면적에 따른 차별된 심사내용은 없으며, 일부 평가항목이 

면적당 비율의 차이만으로 심사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건축물과 

대형 및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그에 따른 평가기준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앞선 분석에서 규모 별 차등적 기준의 부재로 문제가 된 항목은 휴식 및 재충전

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한 항목으로, 규모 혹은 거주자의 인원에 따른 휴게공간 

및 식재공간의 면적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휴게공간은 실질적인 쓰임의 고려보다

는 인증기준의 점수 득점을 위한 면적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휴게공간의 접근성과 쾌적성, 그리고 사

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추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또한 앞에서 제시된 

중간층에 조성된 옥외조경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의 배치를 유도하도록 한다.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내 기준의 세분화로 일부 보완 

234) 삼우건축사사무소, 『친환경건축물 요소기술과 설계기법』, 2008, p.413
235) H 건축사사무소 실무자는 인터뷰에서 중간층의 조경에 대한 완화규정과 같은 완화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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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150m 높이건축물 시공 비율
<출처: High-Rise Manual, p.55>

가능하지만, 시스템이 확연히 구분되는 규모, 즉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과 초고층

의 업무용 건축물은 설계 접근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S 건축사사무소의 실

무자가 지적한 것처럼 한 용도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규모 업무

용 건축물은 주민자치 센터와 같은 규모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은 냉·난방을 위해 기계공조 방식보다는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지

고, 환기 또한 기계 환기가 아닌 자연환기를 적용하게 된다. 반대로 초고층 및 대

규모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는 개별 시스템이 아닌 중앙에서 제어하는 기계식 시스

템으로 설계되며, 다른 

규모와 다르게 옆의 그림

처럼 구조 및 수직 동선

에 초점을 두어 설계 및 

시공하게 된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건축물은 패

시브적인 설계방식이 더 

요구되며, 반대로 대규모 

및 초고층 건축물은 설비

적인 시스템 적용이 크게 

된다. 

이러한 규모 별 설계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소형주택이 공동주택 인증기준과 다

른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과 같이,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과 초고층 업무용 건축물

은 용도가 구분되어, 그 건축설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이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

만, 2015년 개정 예정인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오히려 용도별 기준을 통합하는 방

향으로 개정 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인증기준이 가지고 있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한 융통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업무용 건축물은 임대용 용도와 자사 사옥의 경우로 쓰는 건축물의 설계방식에

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임대건축물은 사옥과 달리 개별 공간을 각

기 다른 테넌트가 거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체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와 함께 개별 테넌트의 개별적인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REEAM은 임대공간의 보조 

계량기 설치를 평가하여, 거주자들의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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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입주자 에너지관리시스템 화면
<출처: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 p.526>

을 유도하고 있으며, LEED 또한 임대건축물인 경우 보조계량기 설치에 대한 평가

를 시행하고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들을 

위한 웹기반의 입주자에너지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

스템은 임대공간에서 거주자가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과 더 효

율적인 소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별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자들은 

능동적으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불필요한 곳의 냉·난방과 조

명의 소비를 줄이도록 한다. 이처럼 기존의 입주자들은 그들의 임대한 공간의 에

너지 관리가 힘들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입주자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 것이다.236)237)

국내의 업무용 인증기준은 이러한 임대 건축물에 대응하는 인증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며, 보조계량기 설치 또한 주요한 용도별 계량기 설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의 개선점을 위해 임대 건축물인 경우 이와 같은 보조 계량기 설치에 대

한 기준을 보강하도록 한다. 또한, LEED와 같이 테넌트들의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본 건축물의 시스템 하에 적정한 지속가능한 실

내 환경을 구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인증

기준을 구축하여 인테리어 공사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이 

아닌, 인테리어 설계와 공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건축물

의 인증기준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38)

현재 국내 인증기준은 일부 국외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위

한 평가방식을 신축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36) http://www.esbtour.com/en-us/d/Step3.aspx
237) 안용환 외,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 매일경제신문사, 2012, pp.525-526
238) HR 건축사사무소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며,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 

적용 시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어렵게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증기준의 융통성 부
족에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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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평가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을 위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

링하는 범위에 따라 설계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임대건축물의 

공용부분과 외피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범위를 외피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닌 일정 범위만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설계방식이 다양해진다. 이러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만 범위에 따른 적정한 지

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의 BREEAM과 같이 각 항목 내 

공사범위에 따라 더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항목 내 추가하도록 하여, 프로젝트

의 특징에 따른 효율적인 설계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그림 5-11 BREEAM의 평가기준 내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
<출처: BREEAM Office 2008 Manual>

이상과 같이 건축물의 입지, 규모, 임대 방식, 리모델링과 같은 프로젝트의 특징

을 고려한 항목 및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설계

방식의 자율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함께 개별 건축물의 최적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

인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방식의 자율성을 위해 현재 시행예정 중인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시 및 자료를 공유하여 실무자의 참여를 유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프로젝트 특징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세분화와 함께, 입

지, 규모, 입대방식, 리모델링 이외의 설계 자율성 및 특징을 수용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항목의 의도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및 근거가 있는 경우는 세부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구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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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현재 국내 인증기준의 심사는 단순히 점수를 내기 위한 평가방식인데 반해, 

LEED 심사의 내용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은 모두 다른 입지에 구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 환경은 다양하며, 이에 따른 설계 또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디자인 접근방식을 고려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특징에 부

합되는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설계방식을 수용할 수 있

는 열린 기준을 위한 심사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 설계에 대한 협의의 어려

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1, 2차에 걸친 공식적인

심사방식이 아닌, LEED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평가항목 별 심사를 통해 제출한 

설계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심사

만이 아닌, 항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에 대한 기준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설계자와 심사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바

탕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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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평가항목 기준의 개선

5.3.1 단일 설계로 인한 중복적 평가 통합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 중 평가기준의 목적은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방식

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점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4장에서 지적

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중 치우친 설계반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점수 

득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물순환관리 분야의 우수부하 절감 항목과 생태환경 

분야의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항목이 이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우수부하 절감 항목과 자연지반 녹지율은 지하수 함양 공간을 확보를 유도하는 

유사한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심사 분야에서 중복되지 않는 설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대지 내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 비율’로 평가되며,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은 ‘전

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 녹지의 비율’로 평가된다.239) 2010년 개정으로 

평가방식이 이와 같이 변경되었지만, 자연지반 녹지의 계획은 우수부하 절감을 위

한 설계 방식 중 하나이며,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과 생태 면적률 항목 내의 평가

기준은 자연지반 녹지의 비율에 따른 중복되는 설계방식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240) 생태 면적률 항목의 공간유형 중 포함되어 있는 부분포장 및 

투수포장은 4장에서 밝힌 데로 생태 면적률 항목이 도입되면서, 우수부하 절감항

목의 평가기준에서 제외된 설계방식이다. 하지만, 부분포장 및 투수포장은 생태환

경을 위한 설계이면서, 동시에 우수부하를 절감하는 설계방식이다. 이처럼 세 개

의 항목에서 유사한 설계방식 및 유사한 목적을 위해 중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부하 절감 항목을 물순환관리 분야가 아닌 지역환경 

분야로 편입하고, 물순환관리 분야는 수자원 소비 절감만을 위한 항목을 구성하도

록 한다. 그리고 우수부하 절감 항목과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을 통합하고, 투수성 

포장과 같은 우수 저감 설계방식은 본 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한다.

국외 인증기준의 심사분야 중 수자원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은 수자원 소비 절감

을 위한 평가항목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LEED는 우수부하 절감을 위한 항목을 토

지이용 분야에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BREEAM은 우수부하 저감이 아닌, 수

자원 오염 최소화를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CASBEE와 SBTool은 LEED와 

23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240) 생태 면적률의 산출기준은 13개의 공간유형의 면적을 가중치로 곱해 산정하며, 자연지반 

녹지는 가장 높은 가중치인 1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녹색건축 인증기준>



174

같이 우수부하 저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부하 절감을 위

하여 LEED는 양적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우수부하 절감

의 양적인 기준은 대지의 특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지의 특징

은 개발이 적은 대지인 경우와 기 개발된 대지241)로 구분하고 있다. 개발이 적은 

대지인 경우는 건축물의 개발 이후의 우수 유출량이 기존보다 증대되지 않도록 설

계되어지거나 수로를 보호하는 강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 개발이 대

지는 우수 유출량을 기존보다 25% 이상 감소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설계 방안

으로 투수성 포장적용, 우수의 재활용, 침투성 습지 및 저류 연못, 옥상녹화, 도로

와 보행로의 불투성 포장 면적을 줄이기 위한 집약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오염된 우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질적 평가는 불침투성 표면을 줄이고, 연 

평균 강수량의 90%이상 우수의 연간 퇴적물 하중(TSS, total suspended solids)

의 80%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설계 방안으로 빗물정원과 초목이 

있는 습지, 투수성 포장과 같은 비구조적 설계와 우수탱크, 맨홀 처리장치와 연못

과 같은 구조적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242) G-SEED, CASBEE, SBTool 또한 우

수 배출량과 우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 항목에서 동시에 평가

하고 있다.

식생 습지대 빗물 정원 빗물 저류조

투수 블럭 투수성 포장 지붕 녹화

표 5-1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계전략 <출처:http://www.sandiegometro.com>

국내 인증기준도 이와 같이 우수부하 저감을 위한 평가기준과 생태환경을 위한 

241) 개발이 적은 대지는 불투수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50%미만인 경우이며, 기 개발된 대지
는 불투수면적인 50%보다 큰 경우이다.

242)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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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명확히 구분된 목적으로 최종적인 우수부

하 절감량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해 저감을 위한 항목으로 우

수부하 절감 및 수자원 오염 저감 항목으로 구성하여,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과 통

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태환경을 위한 생태면적률 항목 내 평가기준 중 본 항목

의 평가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한다.

유지관리 분야의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실내 환경 분야의 거

주자를 위한 쾌적한 시내환경 조성 항목은 4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LEED의 조

명 및 온열환경의 시스템 제어 항목을 다른 분야의 항목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

여, 바닥 취출 공조의 설계 적용 시 이 두 항목에서 점수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

는 중복적인 평가로 지적되었다. 또한 바닥 취출 공조 방식 설계를 통해 실내 자

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항목 또한 점수를 득점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스템 

조절방식에 대한 평가가 3가지 항목에서 각기 다른 목적이지만, 유사한 설계방식

에 대한 중복적인 설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항목을 실내 환경 분야로 편입하여, 온열 

환경을 위한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항목과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기존의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서 평가되어졌던 조명의 제어성에 대한 평가내용은 빛 환경을 위

한 평가항목에서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시스템 적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항목과 이산

화탄소 배출 저감 항목에서 이중으로 점수를 득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산화

탄소 배출저감 항목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적용에 따른 점수 득점을 삭제

하도록 한다.

5.3.2 법적 기준 이하의 평가기준 강화

J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되

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이 느리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 규제를 근거로 하는 평가기준의 경우 법의 개정에 따른 기준의 개정

이 같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정기적인 업데이트의 부재로 인하여 개정된 법의 기

준보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

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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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수에 대한 법적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인증기준 기본 원칙인 법

적 기준보다 높은 기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식에 맞지 않으며, 인증기준으로써의 

효용성 없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항목은 앞의 논의와 같이 입지 및 규모에 따른 차등적 기

준의 필요성과 함께, 의무대상 건축물인 경우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본 

항목의 평가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가 난방, 냉방, 전기

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의 합이 1%이상을 담당하면 가장 낮은 5급이며, 5%이상

을 담당하며 가장 높은 1급에 해당한다. 단 의무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앞의 기

준보다 +1%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2014년 기준의 의무대상 건축물은 

전체 예상 에너지의 12%를 담당하도록 하며, 다음의 표와 같이 매년 공급의무 비

율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인증기준에 의하면 의무대상의 건축물도 동일하게 6%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계획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되는 법규의 업데이트에 따라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데

서 발생한다.

해당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표 5-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항목은 이와 같이 의무대상 건축물인 경우 기존 법규의 

공급의무 비율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조정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규모 및 입지

의 차별 없이 일괄적인 기준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선하여, 효율성이 있는 

건축물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5.3.3 평가기준의 형평성 및 명확성 확보

평가기준의 형평성으로 문제가 된 항목은 4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적용된 개

수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물순환관리 분

야의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항목과 재료 및 자원 분야의 유효자원 재활

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항목, 그리고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단순히 적용된 개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료 분야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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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공종 당 적용되는 양이 적은 제품을 주로 평가대상으

로 하였다. 이는 해당되는 평가항목의 목적을 위한 재료 및 자원의 적용이 아닌, 

점수를 쉽게 득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프로젝트

에 따라 적용되는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 항

목들은 국외 유사한 인증기준의 평가기준 도입 시 적용 비율의 기준을 적용개수로 

변경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처음 인증기준이 개발 될 당시 및 현

재 국외 인증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격 비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으로 수정하도

록 한다.

재료 및 자원 분야의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항목과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은 전체 공사비의 적용제품 가격의 비율로 등급

을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제

시된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적용 수에 따른 점수 부여가 아닌, 상수 소비 절감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기준의 형평성과 함께, 기준의 적용을 

통한 효용성의 파악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

목은 단순히 기준의 변경만이 아니라, 4장에서 실무자가 지적한데로 단순히 탄소

배출량 정보만을 표기한 자재는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탄소 배출자재로 기

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준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실무자가 설계 적용에 제외하고 있는 평가기준이 4

장에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제한적인 설계기준에 자율성이 더 축소되는 문제점

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준의 모호성은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 내 우

수침투시설에 대한 기준이 이에 해당되며, 커미셔닝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불명확

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항목은 전술할 것과 같이 단

순히 평가기준의 모호성뿐만이 아니라, 중복적인 평가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

지반 녹지율 항목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단순히 우수의 양적인 절감을 위

한 방안이 아닌 수자원의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지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연형 방안인 우수침투시설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의 명확성과 함께, 효용성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한다.

커미셔닝에 대한 기준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기존의 축소된 평가기준이 아닌, 

통합설계를 위한 확장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국외에서는 필수항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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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하고 있는 커미셔닝의 효용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 설계자와 건

축주가 커미셔닝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규모별로 필요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규모별로 명확한 커미셔닝 프로세스 및 기준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설계 적용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한다.

그리고 동일한 대지 내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기준의 모호성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2동이상의 복합건

축물로 계획되는 경우는 가상대지 경계선 계획에 따라서 인접대지 경계선을 정할 

수 있지만, 부속 건축물이 함께 설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이에 대한 인접

대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다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상이하

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속건축물의 용도 및 위치에 따라 대지 

내 건축물과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일조권을 간섭하지 않는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입지에 따라 본 항목의 기준의 적용이 일괄

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속해 있는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기

준을 제시하여 완화하도록 한다.

5.3.4 평가기준의 효율성 도모

현재 공공업무시설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

기 때문에, 예상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생산하도

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건축물, 혹은 도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이 일정한 

효율이 달성되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BREEAM과 같이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신·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BREEAM은 에너지 생산성과 함께, 자금

회수 기간, 대지이용, 지역 계획 지침, 소음, 시스템으로 부터의 열 혹은 전기로의 

변환 효율성, 전생애 주기 비용과 전생애주기 탄소배출량, 보조금, 대지에 적합한 

모든 기술방식과 개발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다른 기술방식이 제외된 이유에 대

한 검토를 먼저 진행하도록 한다.243) 이러한 타당성 검토의 도입과 함께, 대상 프

로젝트의 대지가 아니어도 인접한 대지 및 근처 대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 

나아가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244) 타당

243) BRE Global, BREEAM Offices 2008, 2012, pp.107-108
244) S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는 신·재생 에너지는 개별 건축물 보다는 다수의 건축물의 통합

적인 에너지 발전시설이 더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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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냉난방의 조닝: 외주부와 내주부 
구분

<출처:Fundamental of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Building, P.136>

성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별 적정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방식과 규모를 적

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일률적인 에너지 생산 비율에 

따른 기준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245) 이러한 근본적인 기준의 수정은 신·재

생 에너지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에 불필요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다.

국내 인증기준에서 평가되고 있는 시스템의 개별 제어성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세 항목에서 일부 중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환

경 분야에서 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분

야의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항목을 실내 환경 분야로 편입하여, 온열 환경을 위한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항목과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

성 항목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항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온열환경의 시스템 조닝을 외주부와 

내주부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외주부의 공간은 외부 기온 및 빛에 의한 영

향을 받아 쉽게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공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온

열환경을 위한 공조시스템의 조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다. 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CASBEE에서는 내주부와 외주부의 구

별된 조닝과 함께, 향에 따른 조닝을 

구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 인증

기준의 온열환경을 위한 시스템의 제

어성 항목 또한 단순히 면적당 제어가

능성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건축

물의 평면에 따른 효율적인 조닝계획

을 유도하도록 한다.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항목 또한 건축물의 면적에 상관없이 휴게공

한다고 밝혔다.
245) 민간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사비 증가로 인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어 그에 따라 계획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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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식재 및 수공간의 면적에 의해서만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쓰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면

적에 따른 차등적인 휴게공간의 면적 기준과 함께,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휴게 용

도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설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

소한의 휴게공간의 질적 측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4장에서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던 접근성의 문제와 휴게공간의 사용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접근성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도록 하고, 기준이 되는 면적의 휴게 공간을 제공시에

는 항목 내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편의시설과 같이 거주자의 휴게를 위한 

공간 계획 시에는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면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

면에 대한 기준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으로써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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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빛환경 설계 프로세스
<출처: Heating, Cooling, Lighting>

5.4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한 기준 개발

5.4.1 거주자의 업무 능률을 위한 실내 환경 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

업무용 건축물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거주자의 업무 능률성을 위한 설계가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직접적인 설계보다

도 더 높은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구현하므로, 다른 용도보다도 업무의 능률성을 

위한 실내 환경의 쾌적성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실무자 및 건축

주, 그리고 개발자의 의식은 이러한 주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국외 인증기준에

서 시행하는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도입하여 그에 따른 설

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

각적인 실내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와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내 환경을 위한 평가는 크게 공기질, 온열환경, 시환경, 음환경, 그리고 공간

계획을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에서는 시

환경에 대한 항목은 부재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명에너지 절감 측면만을 평

가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준에서만 평가되고 있는 실내 조명에너지 절약 항목은 4

장에서 문제점으로 논의한 것과 같이 국부 조명 설계는 조도 계산에 계산되지 않

기 때문에,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을 평가기준을 만족하기 위

해 국부 조명의 설계 시 조명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조명에너지 소비를 더 증가시키는 문제점 이전에 국내 인증기준에서

는 거주자의 실내 환경 쾌적성을 위한 빛 환경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자

연채광과 연계된 조명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및 자연채광을 이용한 실내 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 이에 조명에너지 절약 및 거주자를 위한 빛 환경

의 평가를 위해서 실내 환경 분야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빛 환경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연광은 계

절 및 날씨 등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채광이 전혀 없는 밤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공조명을 이용하

여 적절한 조도를 위한 조명 방식을 선정해야 한

다. 두 번째로 낮 시간의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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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인공조명의 조닝: 자연채광을 고려한 
조닝 필요

<출처:Fundamental of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Building, P.136>

조명 부하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명의 발열을 낮추어 냉방부하를 줄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기기의 선택으로 동일한 조도이지만, 조명에너지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인공조명은 기본적으로 자연채광의 전략과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최상의 조명성능을 부여한다.246) 또한 수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효율적인 자연

채광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시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또한 이는 운영비의 절감

과 거주자의 만족감을 증대시켜준다.247) 현휘 방지가 된 최대 자연채광에 의한 전

체 에너지 절감률은 22-60%에 이르며, 조명 에너지 절감은 35-65%가 된다. 또

한 일의 능률성은 0.45-65%에 이른다.248) 

그림 5-14 자연채광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률(좌) 및 생산성 증가 비율(우)
<출처: http://cbpd.arc.cmu.edu/ebids/pages/strategy.aspx?group=3&strategy=0>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기존에 에너지 분야에서 평가되었던 조명에너지 절

약 항목을 실내 환경에 구성하여, 자연

채광 디자인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실

내의 쾌적한 빛환경을 위한 평가를 유

도하도록 하고, 빛환경을 위해서 자연

채광에 대한 평가항목을 실내 환경 분

야에 새롭게 도입한다. 자연채광을 통

해 인공조명의 에너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 개구부를 구분하는 

246) 7group, Green Building Strategy-Daylighting Design Tips, p.8
247) Kubba, Sam, Handbook of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Elsevier, 

2012, p.341
248) Carnegie Mellon University Advanced Building Systems Integration Consortium, 

<http://cbpd.arc.cmu.edu/ebids/pages/strategy.aspx?group=3&strateg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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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J 프로젝트의 광선반 계획
<출처: 담당 건축사사무소>

그림 5-17 거주자의 눈높이에서의 수평적 조망영역
<출처: LEED Reference Guide, p.567>

조명기기의 조닝을 통해 조명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이를 위

해서 기존에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서 평가되었던 조명의 조절방

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인공조명의 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연광의 질을 위한 해당 공간을 위한 적정 채광방식의 선정과 더불어, 

여름철의 냉방부하 증가를 막기 위한 적

절한 차양설계 및 겨울철의 실내 열 방출

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연채광 도입을 위한 더 적

극적인 방법인 광덕트 및 광섬유의 계획

을 통해, 기술적 접근으로 직접적으로 자

연채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자연채

광을 공급해 주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하고, 광선반의 사용으로 거주자의 눈

부심 방지와 함께 내부 깊은 곳으로 자연

광을 끌어 들여 인공조명 부하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자연채광 항

목에 추가적인 평가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빛환경과 함께 조망에 대한 평가 또한 쾌적한 시환경에 도움을 주

는 설계요소이다. 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LEED와 BREEAM은 외부로의 조망

을 위한 설계를 유도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도록 하며, 유럽 법규에는 창문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249) 이처럼 거주자의 조

망을 위한 설계는 거주자의 쾌적성

을 위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

이다. 이러한 거주자의 조망을 위해

서는 회의실과 같은 상주하지 않는 

공간은 제외하고, 사무실의 거주자

가 외부로의 조망을 위한 개구부와 

실내 가구 및 실내 벽의 개구부의 

249) Yudelson, Jerry, Green Building A to Z, New Society Publishers, 2007,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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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J 프로젝트의 맞통풍 계획 <출처: 담당 건축사사무소>

높이를 규제하도록 한다.

실내 환경 중 공기질을 위한 평가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항

목과 함께, 환기에 대한 사항인 자연환기와 기계 환기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구분

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자연환기 설계에 대한 유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과 함

께, 거주자가 환기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에서는 외부 날씨 및 풍속에 따른 환기창의 제어가 어렵기 때

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 업무용 건축물에서는 자연환기를 통한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제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기창의 면적에 대한 평

가기준만이 아닌 건축물 전체에 고른 환기를 위한 맞통풍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

를 위해 가능한 건축물의 깊이를 규정하고, 환기창의 설치를 맞벽에 균등하게 설

치하도록 평가기준을 추가한다. 다음의 그림은 J 프로젝트의 자연환기 계획을 보

여주는 단면 다이어그램으로 맞통풍을 통한 자연환기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하

여 건축물의 폭을 18M로 계획하고, 환기창을 맞벽에 균등하게 계획하였다. 이러

한 자연환기 계획은 건축물의 형태 계획 시부터 고려되었으며, 자연환기를 위한 

폭이 좁은 평면계획은 자연채광의 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었다.

실내 공기질을 위한 환기계획과 함께, 국외 인증기준에서 구성하고 있는 실내공

기질의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이는 건축물의 운영시의 쾌적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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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업무시설의 회의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 진행 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업무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250)

업무용 건축물의 실내 온열환경을 위한 평가기준은 현재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

치 채택 여부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외 인증기준에서는 온도와 습도, 그

리고 기류 및 복사온도를 고려한 열쾌적 설계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거주자의 쾌적 환경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사무소 건물에서는 냉난방을 실내온도로만 제어

하고 있으며,251) 인증기준에는 에너지 소비 저감 이전에 이와 같은 열쾌적 설계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설계가 거주자의 

쾌적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되며, 이로 인한 업무 능률성의 저하는 더 

큰 에너지 소비와 함께 높은 운영비의 소비를 초래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LEED와 같이 열쾌적 설계와 이를 검증하는 항목을 구성

하도록 한다. LEED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은 거주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실내 환경의 질과 절대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

는 항목은 실내 환경 분야의 ‘실내 공기질’, ‘실외 공기 도입’, ‘환기 증

가’, ‘시스템의 조절성’, ‘온열환경’, ‘자연채광과 조명’으로, 이에 해당

하는 항목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가 더 소비될 수 있으나, 기준은 만족시키

면서 다른 설계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52) 이처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가 업무환경의 쾌적성을 저

해하진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온열 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여,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단순히 실내 온도만이 아닌 습도, 기류 및 복사

온도와 같은 포괄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국내 인증기준의 음환경을 위한 평가는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에 대한 평

가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외부 도로나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을 목적

250) S 건축사사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
251) 김희강, "사무소 건물에서 PMV(Predicted Mean Vote)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분

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1
252)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pp.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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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호주의 CH2(Council House 2) 프로젝트는 완공 후 1년 후에 거주 후 평

가를 실시하였는데, 층마다 다른 거주자의 밀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달랐으

며, 이 소음의 차이로 적은 밀도의 거주자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253) 이

와 같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주자 실내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인증기준의 실내 음환경을 위한 평가가 단순히 외부소음의 차단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의 음환경 평가를 시행하여 거주자의 쾌적성을 위한 설계를 유도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실내 적정 음향성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특히 오픈플랜의 업무용 건축물의 거주자의 밀도가 높은 

수록 소음의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내 소음의 저감을 위한 방안이 더 요구된

다. 또한 거주 공간의 특징에 따른 적정 음향설계와 공조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저감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 측면의 실내 환경 쾌적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는 국내 인증기준의 실내 환경을 위한 평가는 4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외 

인증기준과 비교 시 비슷한 수준의 가중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항목수는 많이 부

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254) 이러한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설계는 

무엇보다도 인증기준 개발자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증기준의 적용

을 통해 설계자가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 쾌적성을 통해 업무의 능률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하며, 다양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방안

이 제안되어야 한다.255)

253) Yudelson, Jerry, and Ulf Meyer, The World's Greenest Buildings, Routledge, 
p.160

254) 실내환경 평가를 위한 항목수는 국내 인증기준이 9개, LEED는 16개, BREEAM은 14개, 
CASBEE는 35개, SBTool은 33개 항목임

255) HR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자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며, 현재 실무자는 건축 계획적 요소가 
거주자의 쾌적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에 대한 실증 데이터
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증기준 또한 평가항목
의 제시와 함께 그에 따른 효용성 및 영향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선은 실무자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설계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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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지역 환경을 고려한 설계 기준 도입

국내 인증기준은 대지 경계선 안의 내부지향적인 설계를 위한 인증기준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국내 인증기준과 달리 국외 인증기준은 도시 및 지역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따로 구성하고 있으며, 개별적 건축물의 인증기준에서도 대지 주변 지역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설계기준을 함께 구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단위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역 및 도

시단위의 지속가능한 건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건축물의 인

증기준에서는 주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설계 기준이 부족하다. 특히 많은 업무

용 건축물은 도심에 위치하여, 도심의 환경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준의 적용을 통해 건축

물 및 도시환경에 대한 효용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데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지역 환경문제를 위한 개별건축물의 효과적인 설계기준에 대한 장기적

인 기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건축물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리모델링될 때 마다, 인접해 있는 대지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그 중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은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의 타당성 항목으로 대상건축물이 인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는 것

에 대한 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지역 및 인접대지를 위한 기준

을 신설하도록 한다. 

국외 인증기준에 평가되고 있는 빛 공해 방지 항목은 밤 시간에 건축물 및 외부

조명의 빛을 기준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밤 시간에 대상 건축물

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외부조명으로부터 주변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변 야생 생태

환경에로의 영향을 줄이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조명을 꺼둠으로 인해 에너지 소

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평가기준이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LEED의 평가기준과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그 지역에 적정한 평가 기준을 구성하

도록 한다. 또한 외부 조명에 대한 기준은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방법을 고

려한 범위 내에서 생태계로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환경을 위해 국외 인증기준에서 주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열섬현상 완

화 항목을 도입하도록 한다. 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열섬현상의 완화는 도심에 

위치한 업무용 건축물인 경우 대상 건축물의 냉방부하뿐만 아니라 도심의 높은 온

도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게 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여름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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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증가로 인한 오후 피크타임의 정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러한 

냉방 부하를 줄여주는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설계 방식이 요구된다.256) 실제로 대

구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오던 나무심기 운동인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여름 최고기온이 30년 전보다 평균 1.2℃정도의 

온도가 내려갔으며, 반면 다른 시·도는 2℃ 증가했다.257) 이러한 나무 심기는 태

양열의 반사 및 증발잠열, 그늘의 공급을 통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하나의 방안이다. LEED는 열섬현상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식수 계획과 함께, 빛

을 반사하는 밝은 재질의 포장 계획에 대한 평가를 외부공간과 지붕 및 옥상 공간

에 적용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인증기준에 열섬현상 완화 항목

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특히 도심의 경우 기온을 내릴 수 있는 효과와 이를 통한 

도시 쾌적성, 그리고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부하 감소의 효과에 대해 

건축주와 설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공간 및 옥상 계획 시 이와 같이 

주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을 유도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시공 시 지역 환경을 고려하는 방안인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항목은 전술한 것과 같이 국내 인증기준의 경우 시공사의 ISO13001 획득

여부와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

이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를 문서에 따라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히 문서 작업으로 끝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공사 중의 오염 방

지를 위해 토목 및 조경 전문가의 실질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시

공 시의 현장관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실제 시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

를 통해 실질적인 시공의 친환경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공사 중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56) 2013년 8월 전력거래소는 서천화력 2호, 당진화력 3호 등 화력발전이 잇따라 고장 남에 
따라 전력수습 비상시 절전 참여 요령을 공고하였다.  이는 가정, 사무실, 상점 상가, 공
장·산업체에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대부분이 냉방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설정 온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 전력공급의 문
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결이 단순히 이와 같은 절전참여 요령이 아닌 
근본적인 도심 온도상승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257)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 
newskey=20130709.010080754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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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설계 중심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구성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제시 된 평가항목 및 기준의 개선방향을 심사분류 체계 

재정립을 통해 재구성 해보도록 한다. 현재 인증기준의 심사분류 체계는 4장의 논

의와 같이 실무자를 위한 구성이기 보다는 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분류체계이다. 

이에 이를 사용하는 실무자 중심의 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제시한

다.258) 다음의 그림에서 제시한 심사분류 체계는 지역 환경 분야의 신설을 통해 

각각의 세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용성을 실무자 및 건축주가 파악하

기 쉽게 하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재료 및 자원 분야에 속해 있던 폐기물에 관련

된 항목을 본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환경 분야에 편입하였으며, 기존의 교통 분야

의 내용 또한 지역환경 분야에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의 인증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 환경의 공해저감을 위한 항목 구성을 위해 그에 따른 세부 심사분야

를 신설하였다.

그림 5-19 심사분류 체계의 재설정

또한 토지이용 및 생태환경 분야를 통합하여, 설계기준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항목의 중복을 방지하였으며, 유지관리 분야에 구성되었던 항목을 각각의 목적에 

258) 인증기준이 심사자 중심의 구성이 아닌, 실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2장에서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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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심사분야로 편입하여, 별도의 유지관리 분야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인증기준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통합설계 분

야를 신설하고, 설계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추가로 구현할 수 있는 혁신설계 분야

를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평가항목의 구성을 다음의 표와 같이 재정립하였

다. 대부분의 항목은 기존의 심사분야에 유지되어 구성되었나, 일부 항목이 지역

환경 분야에 편입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심사분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신설된 항

목 또한 항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로 편입되었으며,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

재 절약 항목은 효용성 파악의 어려움으로 삭제하였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개선방향 비고 근거(page)

1. 통합설계

통합설계 프로세스 설계 단계별 디자인 샤렛 개최 신설 153~155

2.토지이용 및 생태환경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가중치 최소화 기준 축소 167

비오톱 복구 및 조성

단계적 설계의 유도를 위해 비오톱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추가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도심 프로젝트의 경우 완화규정 제시

기준 확대 
및 세분화

158~15,
167~168

생태면적률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도심 프로젝트의 경우 완화규정 제시
/우수부하 절감 기준과 중복되는 설계기준 
삭제

기준 확대 
및 세분화

158~159,
167~168,

173

3. 지역 환경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가중치 최소화 기준 축소 167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법정 자전거 보관소 대수 이상의 기준 제시
/외부공간이 넓은 대지의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 추가

기준 확대
165, 167, 

176

저부하 교통수단 계획
저부하 차량의 전용 주차 구획 및 주차비 
절감 방안

신설 165

폐기물 부하 저감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동일

시공 폐기물 관리 시공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신설 165

표 5-3 업무용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기준 평가항목의 구성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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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수정사항 비고 근거(page)

공해 저감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기준 제시
/동일한 대지 내 2동이상의 건축물 계획 시 
2동간의 기준 제시

기준 
세분화

178

빛 공해 방지 지역에 따른 기준 제시 신설 187

열섬현상 방지계획 외부공간, 옥상의 재료 기준 제시 신설 188

우수부하 절감 및 수자원 오염 
저감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과 통합
/도심 프로젝트의 경우 완화규정 제시
/우수의 오염 방지기준 추가

기준 확대 
및 세분화

173~175, 
177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환경을 위한 현장관리계획과 이행여부 기준 변경 188

4.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설계

에너지 효율향상

성능 평가 기준으로의 전환
/단계적인 설계의 유도를 위해 건축물의 
형태 최적화 및 미시기후 이용(외부 식재 및 
조경물 이용-선택적 방안으로 가산점수 
방식)을 위한 기준 추가
/수직 동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준 
제시(규모에 따른 선택적 방안으로 가산점수 
방식)

기준 
세분화

158, 160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용성 있는 적용을 위해 타당성 분석에 
의한 타당성 분석 및 계획 적용

기준 수정 176, 178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커미셔닝의 범위 규정
/설계단계, 시공 후, 거주자 교육, 거주 
후의 검증 및 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 제시
/규모 별 차등적 적용방안 제시

기준 확대
155~157, 

178

계량기 설치 여부
임대 건축물인 경우 개별 계량기 설치 기준 
추가

기준 확대 169~170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동일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신·재생 에너지 적용 시 점수부여 기준 
제외

기준 축소 17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동일

5. 재료 및 자원

자재의 소비 절감

자재 절약형 디자인 주요 구조재 및 외장재의 면적 당 무게 기준 신설 163~164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동일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동일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인증 적용자재의 가격비율로 평가 기준 수정 177

내구성을 위한 설계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초고층의 경우 구조 설계 기준

신설 165

환경 저부하 자재 사용

환경 저부하 자재

적용자재의 가격비율로 평가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기준 강화
/지역자재, 인증목재, 빠르게 재생산되는 
자재기준 추가

기준 확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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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수정사항 비고 근거(page)

6. 수자원

상수 소비 절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상수 소비 절감률로 평가 기준 수정 177

조경수 절감 외부공간의 면적에 따른 기준 제시 신설 163

중수 및 우수 이용
중수와 우수 이용에 대한 평가기준 통합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적용 제외 규정 추가

통합

운영의 효율성

계량기 설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신설 163

누수 방지 계획 신설 163

7. 실내 환경

실내 공기질 확보

실내공기오염 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동일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동일

환기성능 확보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항목과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항목의 통합
/프로젝트 별 선택적 기준 적용
/기계 환기인 경우 기존의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항목 적용
/자연 환기인 경우 기존의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항목에 맞통풍에 대한 기준 추가
/기계환기 및 자연환기의 두 개 기준 만족 
시 가산점 추가

기준 통합 
및 세분화

184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농도의 모니터링 신설 184

음 환경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소음도 및 
실내 음향성능

실내 음향기준 추가 기준 확대 185~186

온열 환경

쾌적 온열환경 설계 및 검증 온열환경 목표 설정 신설 158, 185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및 
개별 제어방식 제공 여부

시스템의 개별 조절방식 중 온도의 제어에 
대한 기준 통합(제어가능 면적 당 점수 
부여)
/외주부, 내주부의 조닝기준 추가(규모별 
선택적 적용)

기준 통합 
및 확대

175, 179

시 환경

자연채광
자연채광 계획과 현휘 방지 계획의 통합적 
기준 제시 
/자연채광 장치 계획 기준

신설 181~183

적정 조도 계획 및 조명 제어성
적정 조도 기준과 에너지 절약 기준
/전반 조명의 조닝 및 제어 기준 추가 
(제어가능 면적 당 점수 부여)

목적 변경 
및 기준 

통합

175,
181~183

조망 신설 183

공간 계획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질적 기준 추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면적기준 제시

기준 확대 168,180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증축의 가능성을 위한 계획기준 추가
/바닥취출 공조방식의 평가 제외

기준 수정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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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증기준 매트릭스

국내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가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수동적인 설계라는 한계점

에 대하여, 인증기준이 단순히 지속가능한 건축 정도에 대한 평가도구 만이 아닌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의 절차서 혹은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이

고, 전체론적인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유도하도록 재정립 하였다. 재정립된 인증

기준을 설계 단계별로 적용 및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와 상관관계 속에서 고려되어

야 하는 항목들, 그리고 순차적으로 설계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프로

세스를 매트릭스로 제안하여, 평가 기준과 함께 실무자의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적 회의가 필요

한 시점과 설계의 검증을 통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을 같이 제시하여, 효율적인 통

합설계를 통해 최소한이 비용으로 효과적인 설계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매트릭스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의 설계단계 별 업무범위를 따른다.259) 설계 업무는 기획업무와 

설계업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설계계약은 기획업무를 제외한 설계업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설계업무 범위로 제한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계획 

설계는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증,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

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의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

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

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

사의 범위, 양, 질, 치구,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260)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지속가능한 건축은 관습적인 설계보다 초기설계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의 현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인증기준

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매트릭스에서는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

터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 및 계획되어야 하는 기준을 앞에서 논의한 설

259) 설계단계 별 도서내용은 부록Ⅲ 참고 (업무시설은 중급에 속함)
26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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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라 제시하여, 이는 국내 인증기준이 최종적인 평가기준만

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주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증기준 

적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다음 매트릭스의 동일한 색상은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는 항목들

을 표시한 것으로, 전체 설계단계에 표시된 녹색은 외부공간 계획 시 함께 설계되

어야 하는 사항들을 표시한 것으로, 비오톱 복구 및 조성, 생태면적률, 열섬현상 

방지계획, 우수부하 절감 및 수자원 오염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미시기

후 조절 계획, 조경수 절감 항목을 위한 설계가 이에 해당된다. 계획 설계 단계의 

파란색은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시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기준으로, 일조권 간섭

방지 대책의 타당성 항목,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계획, 

자연환기 계획 시 맞통풍을 위한 설계, 자연 채광을 위한 배치 및 형태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한다. 중간 설계 단계의 주황색으로 표시된 설계방식은 개구부 계획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항목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환기 성능 중 자연환기 

계획, 자연 채광 계획, 적정 조도 계획 및 조명 제어성, 그리고 조망 항목을 위한 

설계가 해당된다. 그리고 갈색의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실내조명의 제어 계획은 적

정 조명 계획 및 조명 제어성 항목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

는 계획 설계와 중간설계 단계 시 이미 결정된 설계를 발전시키는 단계로,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위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옥외조명 

계획 시 야생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안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 외에

도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많은 항목들은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디자인 샤렛과 커미셔닝을 통해 전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함께 검토 및 조

정되도록 한다.



 통합설계 프로세스 디 디 디 디

자 자 자 자

인 인 인 인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및 오염된 대지의 개발 대지선정

비오톱 복구 및 조성 샤 비오톱 조성 검토 샤 샤 샤

생태면적률 렛 생태환경 검토 렛 렛 렛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주변 대중교통

파악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주변 자전거

도로 파악

비오톱 유지 관리 계획

생태환경 계획 생태환경 유지 관리 게획

비오톱  계획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세부 계획

2. 토지이용 및 생태환경

1. 통합설계

3. 지역환경

대중교통 이용계획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

오염된 대지 복구 계획

비오톱 보존 검토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위치 계획

/자전거 도로 계획(선택적 기준)

대지 및 주변의

생태환경 분석

교통부하

저감

오염된 대지 복구 계획 확립

비오톱 및 유지관리 상세 계획 

생태환경 및 유지 관리 상세 계획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재료 및 안전 계획

/자전거 도로의 포장 및 안전 계획

기획설계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오염된 대지 복구

거주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주변 자전거

도로 파악

저부하 교통수단 계획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시공 폐기물 관리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파악

빛 공해 방지 건축물의 운영계획 확인

열섬현상 방지계획

우수부하 절감 및 수자원 오염 저감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커미셔닝 커미셔닝 커미셔닝

계량기 설치 여부

우수부하 저감시설의 시스템 및 세부 계획

외피/개구부 계획 및 설비 시스템 계획

옥상 및 옥외공간의 주요 마감재 계획

시스템 적용 계획

현장관리계획 확립

통합적 에너지 상세 계획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상세 계획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세부 계획

저부하 차량 설비 계획

분리수거 취합장소의 설비 계획(환기, 배관)

/각 층별 분리품목 종류 및 위치 계획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실내조명의 제어 계획

우수부하 저감 방식 계획 및 용량 산정

옥외 조명 계획 및 실내조명 제어 상세계획

설비 및 재료 세부 계획

분리수거 장소의 재료 계획 및 설비 세부 계획

/분리수거 용기 계획

시공 폐기물 관리 계획

옥상 및 옥외공간의 녹지 및 마감재 상세 계획

빛 공해구역 파악

형태 및 배치계획 시 고려

저부하 차량 주차 계획

외부 공간 계획 및 옥상 계획 시 고려

외부 공간 계획 및 옥상 계획 시 고려

미시기후 조절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계획의 에너지 소비량 검토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위치 계획

/자전거 도로 계획(선택적 기준)

임대 여부 파악

커미셔너 결정

/건축주 OR 확인

주변 건축물

및 기후분석

교통부하

저감

폐기물 부하

저감

공해 저감

4.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설계

분리수거 취합 장소 계획/ 하역 동선 계획

타당성 검토

자전거 보관소 및 부속시설 재료 및 안전 계획

/자전거 도로의 포장 및 안전 계획

계량기 설치 적용 및 상세 계획

커미셔닝

시공 폐기물 재활용

현장관리 계획 적용

계량기 설치 계획계량기 설치 여부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자재 절약형 디자인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내구성을 위한 설계

환경 저부하

자재 사용
환경 저부하 자재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조경수 절감

중수 및 우수 이용

계량기 설치

거주 인원 파악

구조 안전 진단

자재 절약 방안 검토

지역의 에너지시설 파악

임대 여부 파악

5. 재료 및 자원

자재의 소비

절감

6. 수자원

상수 소비

절감

운영의

효율성

에너지 절약

설계

지구온난화

방지

조경 계획 방향 검토

중수 및 우수 이용 계획 검토

시스템 적용 계획

냉방기기/ 단열재/ 소화기 적용 계획

상수소비 용도별 절수방안 계획

조경 적용 계획(식생 종류) 및 관수 계획

용량 산정 및 시스템 계획

계량기 설치 계획

기존 구조부 사용 범위 계획

기존 비내력 사용 범위 계획

구조 계획 및 주요 마감재 계획

기존 구조부 유지 및 철거 계획

기존 비내력벽 유지 및 철거 계획

세부 계획

세부 계획

유지관리 문서 작성 계획

냉방기기/ 단열재/ 소화기 적용

마감재 및 접합 디테일 등의 세부 계획

계량기 설치 적용 및 상세 계획

기존 비내력벽 사용 방안 계획

주요 자재의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계획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환경 저부하 자재 사용 계획

유지관리 문서 작성

시스템의 세부 계획

계량기 설치 적용 및 상세 계획

계량기 설치 계획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확정 및 세부계획

구조 세부 계획 및 내구성을 위한 디테일 계획

환경 저부하 자재 사용 확정 및 세부계획

절수 시스템의 세부 계획

조경 관수 시스템의 세부 계획

기존 구조부 사용 방안 계획

계량기 설치

누수 방지 계획

실내공기오염 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음환경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소음도 및 실내 음향성능

쾌적 온열환경 설계 및 검증 쾌적설계 목표 설정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및 개별 제어방식 제공 여부

자연채광

적정 조도 계획 및 조명 제어성

조망

공간계획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휴식 및 재충전 공간 배치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시환경

운영의

효율성

7. 실내환경

실내공기질

확보

온열환경

환기성능 확보

계획 층고에 적정한 바닥 시스템 결정

자연채광을 고려한 배치 및 형태 계획

주변 소음도 확인

자연 환기 - 맞통풍을 고려한 배치 및 형태 계획

주변 오염원 확인 기계 환기 시스템 계획 급배기구 계획

계량기 설치 계획

실내 마감재 계획

실내 마감재 계획

자연 환기 개구부 계획

현휘방지 및 자연채광 시스템의 세부 계획

조명 기구 확정 및 조닝/제어 세부 계획

실내 가구 배치를 고려한 실내 개구부 계획

세부 시스템 및 가구 등의 배치 계획

바닥 시스템의 세부 계획

기계 환기 시스템의 상세 계획(외기 도입률)

개구부의 상세 계획(개구 방식 및 하드웨어)

외피 및 개구부 상세 계획

/실내 음향성능을 위한 재료 및 디테일 계획

조닝 및 제어 게획 제어 시스템의 세부 계획

조망을 위한 외피 개구부 계획

시스템 및 조경 계획

바닥 시스템 계획

자연 채광을 위한 개구부 계획
현휘방지 및

자연채광 시스템 계획

조명 계획 및 조닝/ 제어 계획

소음 저감을 위한 외피 계획

그림 5-20 인증기준 매트릭스

쾌적설계 검증

계량기 설치 적용 및 상세 계획

실내 마감재 확정 및 세부 계획

실내 마감재 확정 및 세부 계획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계획 층고에 적정한 바닥 시스템 결정 바닥 시스템의 세부 계획바닥 시스템 계획

그림 5-20 인증기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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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지속가능한 건축은 범지구적인 환경의 문제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

는 주체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 

설계자는 이를 가장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체이면서, 가장 실천적으로 지속가능

한 건축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

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설계에 적용하

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공동주택을 필두로 모든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이 개발 및 시행되었다.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은 주거를 대표하는 용도로 개발되었

으며, 업무용 인증기준은 비주거를 대표하는 용도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공동주

택 인증기준과 달리 업무용 인증기준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비주거

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증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후 2010년에 한 차례의 개

정만이 있었을 뿐 지속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용 인증

기준은 설계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 공공업무시설에서만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 인증기준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인증기준의 개선을 위한 근거를 도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자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국내 업무용 인증기

준 설계 적용의 실질적인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상과 같은 논문의 목적과 방법 하에 다음과 같은 국내 인증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 업무용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방식은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

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인증기준은 설계 적용 후의 효용성 파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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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기 때문에, 건축주 및 실무자들이 인증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 및 특징에 상관없이 인증기준의 

점수 득점을 위해 파편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저비용 항목과 설계 적용이 용이한 항목을 우선시 하였다. 인증건축물의 심사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표에 따라 개별 인증

항목의 점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비용 항목과 설계 적용이 

용이한 항목의 득점 점수가 일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의 분리로 인해, 인증기준 적용은 실시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 지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설계 적용 및 무리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상승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서 인증기준의 

설계적용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설계단계 별 디자인 샤렛(Charrettes)을 

도입하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의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국내 인증기준에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커미셔닝(Commissioning)을 본연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거주 후 단계의 설비시스템의 검증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건축물의 운영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합설계 프로세

스의 구현을 위한 인증기준의 도입 및 기준 확대와 함께, 개별적인 설계 전략에 

따른 순차적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 인증기준은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설계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실무자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입지

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설계기준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인증기준

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

러한 제한적인 설계기준과 융통성 없는 기준으로 인해 점수 득점에 한계가 있었

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개념과는 상반되는 설계를 수용하게 되며, 프

로젝트의 특징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준 또한 단순히 점수 득점을 위해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인증기준의 융통성과 자율성의 부족

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순차적인 전환과 효용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설계방식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성능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대중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시뮬레이션 비용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설계방식 기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증기준 도입방식과는 달리, 국내 업무용 건축물의 다양한 표본조사와 해



198

당되는 기준의 시뮬레이션 및 검증,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입

되도록 하며, 해당되는 기준의 설계 적용 시 효용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인증항목 내 평가기준 자체의 모호성, 형평성 부족, 비효율적인 설계

방식 유도, 법적 기준 이하의 평가기준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평가기준의 

불명확한 제시는 이에 대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러한 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 적용의 자율성을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인증기준의 형평성 부족은 단순히 적용개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기준이 해당되

며, 휴게 공간의 일괄적인 면적 제시 또한 형평성이 부족한 인증기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적용 개수에 의한 평가기준은 자재의 가격 비율과 절감량

을 기준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더 많은 에너지 소

비를 유발하는 기준은 분리된 기준에서 중복 적용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단순히 면적단위의 설계기준만이 아닌, 질

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기준을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증기준 자체의 오

류와 함께, 인증기관 별 심사기준의 상이점을 세부 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개

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에 대응하는 설계기준 구성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국내 인증기준은 실내 환경 분야의 기준을 통해 업무용 건축물의 거

주자를 위한 설계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설계기준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실

내 환경 쾌적성을 위한 설계가 부족하며, 주변 지역을 위한 인증기준 또한 제한적

이다. 이를 위해 실내 환경 분야에서 부재한 빛 환경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입하도

록 하며, 에너지 분야에 구성되어 있던 조명에너지 절감 항목을 다시 실내 환경 

분야로 편입하여, 조명 에너지 절감보다도 쾌적한 빛 환경 구현을 우선시 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열쾌적 설계 및 검증 항목을 도입하여, 쾌적한 실내 온열환경

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주 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을 위한 인증기준은 열섬현상 방지계획 항목과 빛 공해 방지 계

획 항목을 도입하여, 도심 지역 여름철의 냉방부하 저감 효과와 지역 야생 생태계

의 보호를 유도하였다.

국내 설계시장의 현황 파악 없이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일방적 규제는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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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계자의 인식 없이 수동적인 기준의 적용을 야기하

고, 설계자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가중시키며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무자가 인증기준 적용 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국내 설계 현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계 단계별

로 고려되어야 하는 인증기준의 설계방식을 매트릭스로 제안하여 참여 전문가들이 

전체론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항목 별 상호적 고려가 필요한 

기준들의 관계성을 제시하여 통합적인 설계를 유도하였다. 이는 국내 인증기준이 

최종적인 평가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이며, 실무자들로 하

여금 효율적인 인증기준 적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효율적인 설계적용을 

위해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 운용 경험이 있는 설계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건축설계 이외의 분야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는 한계

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세부적

인 문제점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기준의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

참고문헌

단행본

김자경,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스페이스타임, 2004

안용한, 애니 피어스, 한미글로벌,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 매일경제신문사, 2012

삼성물산 기술연구센터, 삼우설계 기술연구소, 『LEED Guidebook』, 스페이스타임, 2010

삼우건축사사무소, 『친환경건축물 요소기술과 설계기법』, 2008

송도헌, 『초고층건축 시공』, 기문당, 2002

장덕 외 9인, 『인간 활동과 환경오염』, 건축대학교 출판부, 2006

장동국, 『21세기를 향한 오피스의 계획설계』, 서우문화사, 1997

정규혁, 김오식, 『환경과 건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친환경건축 연구센터, 『친환경건축물 성능평가와 설계기술』, 2007

가시하라 시로우, 『건축디자인과 환경계획』, 곽동화, 박미진 공역, 기문당, 2013

무라카미 슈조, 『지속가능한 친환경건축-CASBEE로 평가한 건축사례를 중심으로』, 손원득 

외 1명 공역, 기문당, 2010

Benton-Short, Lisa, and John Rennies Short, Cities and Nature, Routledge, 2008

Braybrooke, Susan, Hugh Stubbins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1976

Childs, Kirsten, Sustainable Architecture White Papers, Earth Pledge, 2004

Dahl, Torben, Climate and Architecture, Routledge, 2008

Daniels, Klaus, The Technology of Ecological Building, Birkhäuser, 1997

              , Low-Tech Light-Tech High-Tech, Birkhäuser, 1998

Edwards, Andres R. 『지속가능성 혁명』, 오수길 역, 시스테마, 2010

Edwards, Brian, Rough Guide to Sustainability, RIBA Publishing, 2010

Eisele, Johann, and Ellen Kloft, High-Rise Manual, Birkhäuser, 2003

Guy, Simon, and Steven A. Moore, Sustainable Architecture: Cultures and Natur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Spon Press, 2004

Hawken, Paul, et al. Natural Capitalism, Little, Brown and Company, 1999

Hegger, M., et al. Energy Manual: Sustainable Architecture, Detail, 2008

Keeler, Marian, and Bill Burke, Fundamentals of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Building, Wiley, 2009

Kibert, Charles J. Sustainable Construction, WILEY, 2005

Kim, Jong-Jin, and  Brenda Rigdon, Sustainable Architecture Module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sign, 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nter for Higher 

Education, 1998, p.14

Kroemer, Karl H.E., and Anne D. Kroemer, Office Ergonomics, 나건 역, 

Fursysbooks, 2005



201

Kubba, Sam, Handbook of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Elsevier, 2012

Kwok, A. G., and Walter T. Grondzik, 『Green Studio Handbook: 기본설계를 위한 환

경적 전략』, 송규동 외 3인 공역, 스페이스타임, 2011

Landry, C. The Art of City Making, Earthscan, 2006

Lechner, Norbert, Heating, Cooling, Lighting: Sustainable Design Methods for 
Architects, Wiley, 2009

Lerum, Vidar, High-Performance Building, John Wiley & Sons, 2008

Maser, Chris,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St.Lucie Press, 1997

McDough. William, The Hannover Principles: Design for Sustainability, William 

McDonough Architects, 1992

McLennan, Jason F. 『지속가능한 설계철학』, 정옥희 역, 비즈앤비즈, 2009

Piano, Renzo, Renzo Piano Sustainable Architectures, Barcelona: Editorial Gustavo 

Gili, 1998

Rogers, Richard, and Philip Gumuchdjian, 『도시 르네상스』, 이병연 역, 이후, 2005

Romm, Joseph J. Cool Companies: How the Best Buisinesses Boost Profits and 
Productivity by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sland Press, 1999

Rush, Richard D. 『건축디자인 통합론』, 이상진 외 2인 공역, 대가, 2007

Steemers, Koen, and Mary Ann Steane, Environmental Diversity and Architecture, 
Spon Press, 2004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Watson, Donald, and Kenneth Labs, Climatic Building Design, McGraw-Hill, 1983

Wines, James, Green Architecture, Taschen, 2000

Yeang, Ken, Ecodesign: A Manual for Ecological Design, Wiley-Academy, 2006

Yudelson, Jerry, Green Building A to Z, New Society Publishers, 2007

               , Green Building Through Integrated Design, McGraw-Hill, 2009

               , and Ulf Meyer, The World's Greenest Buildings, Routledge, 2013,

7group and Bill G. Reed, The Integrative Design Guide to Green Building, WILEY, 

2009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가참희 외 3인,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의 지역특성 반영 평가항목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0호(통권276호), 2011. 10

구성한, "BRE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BREEAM", 『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Vol13, No.2, 

2012. 06

김삼열, 김형보, "BREEAM과 LEED를 통해서 본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2호(통권266호), 2010.12

김선숙,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개발 특성 및 구성요소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202

획계』 제25권 제5호(통권247호), 2009.05

김승희 외 2인, "공동주택 사례평가를 통한 국내와 일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논문집』 14권2호(통권50호), 2012. 06

김자경, "친환경 초고층 건축 계획 특성 및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

집』 Vol.8, No.3, 2008. 06

김현아, 김광현, "친환경건축 시방서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8호(통권286호), 2012.08

목선수, 조동우, "소형주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발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2호(통권280호), 2012. 02

문미선 외 3인, "업무용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에너지 부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12호(통권290호), 2012.12

문미선 외 3인, "친환경 인증 받은 업무용 건물의 에너지성능지표 득점 분석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1호(통권277호), 2011.11

방기진 외 3인,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한 삶의 질 평가도구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획계』 제26권 제9호(통권263호), 2010. 09

배정익, 이경회, "건축물 환경성능평가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제17

권 제9호(통권155호), 2001.09

서구민, "남성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량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3

오상목 외 2인, "켄 양의 초고층 건축 분석을 통한 보이드 공간의 친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0권4호(통권36호), 2008.12

윤종호, "친환경 건축물의 개념 및 계획방법",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지』, v.1, n.2 2007. 

10

이규인, "지속가능한 정주지 계획을 위한 평가지표 수립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4호(통권162호), 2002.04

이승연, 이아영, "공공기관 업무시설설계에 나타난 친환경설계 관련 의무기준 적용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5호(통권295호), 2013.05

이지영 외3인, "공개공지의 체류이용을 위한 계획조건의 사례분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6호(통권284호), 2012.06

임수현, 박현수, "노만 포스터의 친환경 건축계획 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획계』 제27권 제3호(통권269호), 2011.03

임영환, 김광현,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획적 연구 방향 탐침",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1호(통권265호), 2012. 11.

정창헌 외 3인, "패시브 하우스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물의 특성 비교를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개선점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3호(통권

257호), 2010. 03

Cole, Raymond J. "Buil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redefining intentions 

and roles",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05

Guy, Simon, "Forum: Cultures of architecture and sustainability",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05

Haroglu, Hasan, "The impact of Breeam on the design of buildings", Engineering 



203

Sustainability, Vol. 166 Issue ES1, 2012.11

Kearns, Ade, and Ivan Turok, "Sustainable Communities: Dimensions and 

Challenges", ESRC/ODPM Postgraduate Research Programme, 2004

Lützkendorf, Thomas, and David P. Lorenz, "Using an integrated performance 

approach in building assessment tools",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006

Mills, Evan, "Building Commissioning: A Golden Opportunity for Reducing Energy 

Cos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Energy Efficiency v.4, n.2, 2011

Olesen, B.W., and  K.C. Parsons, "Introduction to thermal comfort standards and to 

the poposed new version of EN ISO 7730", Energy and Buildings, 34, 2002

Gree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Vol.71 No.4, 2001. 07

Green, Detail, 2012. 02

학위논문

강승연, "그린커뮤니티 인증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희강, "사무소 건물에서 PMV(Predicted Mean Vote)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양승철, "서울시 업무활동과 업무시설의 일치성 및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유준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요소 공간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

사학위 논문, 2012

이병연, "친환경건축 통합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이태경, "친환경건축물 인증시스템의 가중치 부여방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박

사학위논문, 2010

임연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국내 아파트단지 옥외공용공간 계획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임영환, "지속가능건축의 계획 기준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정성문, "고층 오피스 빌딩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사무공간의 계획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

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정종대, "친환경 건축의 평가지표와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주거단지 계획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법규 및 기준,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1호, 환경부 고시 제2011-181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20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해설서(업무용 건축물), 201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750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호, 조경기준

USGBC,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09

USGBC, LEED for Homes Reference Guide, 2009

USGBC, LEED v4 User Guide, 2013

BRE Global, BREEAM Offices 2008, 2012

BRE Global, BREEAM Communities Technical Manual, 2012

BRE Global, BREEAM In-Use, 2012

BRE Global, BREEAM Refurbishment Domestic Buildings, 2012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ode for Sustainable Homes, 
2010

Nil Larsson, SB Method and SBTool for 2011-overview, iiSBE, 2011.10

Nil Larsson, User Guide to the SBTool assessment framework, iiSBE, 2012.10

JSBC, CASBEE for New Construction Technical Manual, 2010

JaGBC, JSBC, CASBEE Brochure, 2011

Australian Government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ESD Design Guide: Office and Buildings, 2007

연구자료 및 보고서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Ⅰ)』, 건설교통부,  

1997.12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Ⅱ)』, 건설교통부, 

1998.12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Ⅲ)』, 건설교통부, 

2000.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환경성능 인증제도(그린빌딩 인증제도) 도입방안』, 환경부, 

1999.10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그린빌딩시범인증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부, 2000.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빌딩 시범인증 성과분석 및 국제협력방안 연구』, 환경부, 

2001.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용 및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개발』, 

환경부, 2002.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적용 시범사업』, 환

경부, 2002.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5

국토해양부, 2002.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인증제도 통합기준 및 설계지침 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설계 기반연구팀, 『건물용도 및 타입별 친환경설계 기반연구』, 201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오피스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동식 차양시스템 

개발』, 지식경제부, 2005  

Nirmal Kishnani, 『아시아의 녹색 건축설계 환경연구 보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하여 새롭

게 대두되는 건축설계 원리』, MGHBOOKS, 2013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녹색건축 인증 연차보고서』, 2013

Kearns, Ade, and Ivan Turok, Sustainable Communities: Dimensions and 
Challenges, ESRC/ODPM Postgraduate Research Programme, 2004

Mills, E. Building Commissioning_A Golden Opportunity for Reducing Energy Cos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 Prepared for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Public Interest Energy Research, 2009

강의자료 및 심포지엄

대한건축학회, 토지주택연구원, "LH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과제" 2010 대한건축

학회 학술발표회 특별세션, 2010.10.23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교재 Ⅰ,Ⅱ,Ⅲ』,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 인증제 개정 현황 및 운영방향", 『2013 녹색건축 한마당 자료

집 Session 1,2』, 2013.10.25

웹사이트

녹색제품정보 시스템, <http://www.greenproduct.go.kr>

머니투데이, <http://m.mt.co.kr/new/view.html?no=2013081308340119558

자원순환산업제품 인증제도, <http://www.kats.go.kr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4/2012080400199.ht 

ml>

주택토지연구원 친환경건축물인증, <http://huri.lh.or.kr/ecohouse/index.asp>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정보시스템, <http://greenbuilding.re.kr/>

탄소성적표지, <http://www.edp.or.kr/>

토지주택연구원, <http://huri.lh.or.kr/ecohouse/02_02_01.asp>



206

환경표지, <http://ecolabel.keiti.re.kr/>

BRE, <http://www.bre.co.uk>

BREEAM, <http://www.breeam.org>

CASBEE, <http://www.ibec.or.jp>

USGBC, <http://www.usgbc.org>

Capital Analysis, <www.cap-e.com>

Foster+Partners, <http://www.fosterandpartners.com/>

7group, <http://www.sevengroup.com/>



207

부 록

부 록 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실무자와의 인터뷰

부 록 Ⅱ-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점수 및 심사내용

부 록 Ⅲ-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설계단계 

별 도서내용

부 록 Ⅳ- 국내·외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208

부 록 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실무자와의 인터뷰

1. J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대상

-소속: 친환경설계팀
-직위: 팀장
-설계 경력: 7년
-인증프로젝트 경력: 업무시설, 호텔 등의 6개 프로젝트  

(9,700㎡~184,000㎡ 규모의 프로젝트)

일시
-1차 인터뷰: 2014년 5월 29일 오후 6시~8시 30분
-2차 인터뷰: 2014년 6월 19일 오후 12시 30분~2시

*1차 인터뷰

1-1.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와 문제점

- 일반적으로 SD 완료단계에서 인증기준 적용하며, 이전에는 설계가 일정 수준 진행되

지 않아서 가평가가 불가하다. 공공건축의 경우 최소한의 성능(기준) 이상의 설계만을 시행

한다.

- EPI와 에너지 효율등급을 위한 건축설계는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고 있는 편이다.(서울시 가이드라인과 건설심의 기준으로 인해 공공 건축

물의 경우 개구부에 3중 유리를 쓰지 않으면, 창면적인 전체의 20%정도 밖에 안된다.)

-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두 단계로 인증기준 프로세스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증만 받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비 인증을 받는 이유는 본인증 시 법규

가 강화되더라도 예비인증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시점에서 인허가 시점까

지 2년정도 시간이 소용되는데, 그 동안 법규 및 기준이 2번이상 수정된 경우도 있다.

- 본 회사에서 진행한 J 프로젝트는 건축설계 중간단계에 국내 인증과 LEED 인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어서, 디자인 컨셉과 상관없이 외부조경은 인증항목에 의해 디자인이 변

경되었다.

1-2.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의 문제점

- 프로젝트별 상황을 고려하기 힘들다. 또한 비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협의가 힘들며, 협

의 가능성 또한 적다. 도심의 경우 지열, 태양광의 설치가 힘든 경우가 많지만, 공공건축물

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로 인증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실무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조율이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녹색건축 심의 인증원 마다 심사기준이 상이하다.

-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는 선택적인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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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축물의 경우 외부생태환경에 대한 점수는 비율로 득점 가능하나, 자전거 보관

소는 한 동의 경우라고 각각 설치해야 하며, EPI 점수도 다로 분리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

다.

1-3.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인증기준의 적용 이유

- 주로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주

의 관심과 직원의 복지를 위해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는다.

-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비용에 대한 건축주의 관심으로 친

환경건축의 부분적인 요소의 대입정도를 시행하고 있다.

1-4. 건축계획적 기준의 필요성

- 건축 계획적 기준은 디자인에 제약이 될 수 있다. EPI의 차양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득점에서는 제외하며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2차 인터뷰

1-5.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 방식과 프로

세스의 한계점

- 인증으로 인한 설계의 프로세스의 변화는 크게 없으며, 하나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

었으며, 인증을 위해 업무의 투입에 대한 스케쥴을 고려하는 정도이다.

- 설계 프로세스 초기부터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황이며, 자체적인 친환경팀이 우수와 

중수를 위한 저수조 공간의 확보를 위해 초기에 이야기해주는 정도이다.

- 프로세스 중간 중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며, 허가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 하는 정

도이다.

- 설계에 영향이 있기는 하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초

기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6.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의 개선점

 <추가질문: 설계 업데이트가 인증 프로세스를 위해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설계 

프로세스 중간 중간 단계의 체크포인트로써 LEED의 커미셔닝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본사의 국내 프로젝트에서 LEED 인증을 받기 위해 커미셔닝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설계 초기부터 제대로 된 커미셔닝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 효용성을 잘 모르겠다. 하지

만, 설계 단계별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검증 및 조정을 한다면, 건축주의 입장에서 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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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방향인 듯하다. 그렇지만, 커미셔닝은 설비 시스템에 한정되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

에, 디자인적 분야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을 진행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건축가가 주도적으로 

권의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나, 그러한 권위는 부여되지 않으며, 건축가 또한 녹색건축 인

증기준을 또 하나의 일의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건축주의 의식 또한 녹색건축 인

증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1-7. [인증기준 적용의 융통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점

1-7-1.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입지에 따라서 단지 항목을 선택할 뿐이지,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다. 

-도심지의 경우 비오톱, 생태면적률 등의 적용이 힘들며, 시외 대규모 토지의 경우 생태

환경에 대한 설계가 용이하다. 도심지의 경우 비오톱과 생태면적률에 대한 설계를 포기하

는 경우가 많다.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 면적률은 도심지와 같은 고밀도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이 

필요하다. 도심의 경우 자연지반 계획이 어렵다.

1-7-2.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다.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우수 및 중수설비 계획은 비효율적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이 필요하다.

1-7-3.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다.

-임대 건축물인 경우 임대 구획별 계량기 설치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1-8. [인증기준 적용의 자율성]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방식의 자율성

 - 인증기관 자체에서 평가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별 다양한 상황이 발생에 

대한 대응이 불가하다.

-항목의 의도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및 근거가 있는 경우는 진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철차가 필요하다. 전문가 심의를 2번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더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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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등급인 경우 항목의 선정에 융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설계가 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별도의 물리적 구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디자인 의도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고려는 전혀 없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채

점을 위한 기준이다.

1-9. [인증기준의 문제] 녹색건축 인증항목의 설계기준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수부하 절감대책 : 자연형기법에 대한 기준의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의 

저수조로만 추진하고 있다. 옥상조경의 경우 배수판을 설치하고 배수구가 확보 되면 집수

면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수부하 저감 목적이면 옥상조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자

연형 기법인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가 제

대로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지 않는다.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예비 인증 시 적용예정 확인서로 가능하였으

나, 현재는 건설사 ISO14001 인증서 미 제출 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시공사가 

예비 인증 이후에 선정되는 국내 현황의 스케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TAB 및 커미셔닝 실시: TAB 및 커미셔닝에 대한 시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결과보고서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준공 전에 인증이 완료되어야 하나, 이는 시공 후 커미셔닝이 완료되기 이

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현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내용에 상관없

이 점수를 주는 형식이다. 커미셔닝이 중요해서 도입되었으나, 명확한 기준과 인센티브 스

케쥴에 대한 고려가 없다.

1-10.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고려]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이 반영된 기준이라고 생각되는지?

1-10-1.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업무 능률성을 위한 거주자의 쾌적성을 중요하

게 고려하여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지?

   - 설계는 현재 인증기준의 실내 환경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지만, 운영

관리의 교육에 대한 항목(커미셔닝)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환기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외기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지만, 운영 시 외기 도입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거주자에게 새집증후군과 같은 불쾌감을 발생시킨다.

1-10-2.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고 있는지? (예

를 들어, 생태환경을 위한 주변 생태환경의 분석이 실시되어 설계되고 있는

지? /공개공지의 위치는 주변 이웃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지고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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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은 없으며, 생태환경은 주변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불필

요한 경우가 많으며, 국내는 대부분이 토공사를 선 진행하기 때문에, 생태환경 보존이 힘

든 경우가 많다.

1-11. [기타] 이외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현재 인증기준은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대응이 불가한 경직된 시스템이다. 인증

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권한을 주고, 관리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1차 심사 완료 후 교수 및 전문가에 의한 2차 심사를 진행하는데, LEED와 같이 각 

항목별로 온라인을 통해 각각 진행하여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LEED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친환경성을 위한 단순 평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축주가 친환경건축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

이다.

-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기준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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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대상

-소속: 설계팀
-직위: 책임
-설계 경력: 14년
-인증프로젝트 경력: 2개의 업무시설(16,854.36㎡, 24,988.84㎡)과 친환경 

설계를 도입한 프로젝트(인증대상 건축물은 아님) 경력

일시

-1차 인터뷰: 2014년 5월 30일 오후 12시~2시(인증프로젝트 경력이 있는 
같은 회사 2명의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인터뷰를 진행)

-2차 인터뷰: 2014년 6월 18일 메일로 인터뷰 내용 회신 후 2014년 6월 
19일 오전 11시~11시 40분 전화로 추가 인터뷰

*1차 인터뷰

2-1.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와 문제점

- 목표로 하는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위해 역방향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적용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설계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예산안에서 적용 가능한 설

계요소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 인증기준의 본 인증은 준공 후가 아닌, 일정기간 거주 후의 평가가 필요하다.

2-2.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의 문제점

- 인증기준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증기준 시행 후

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시행 이유를 잘 모르겠다. 

- 인증기준의 구성 및 내용은 심사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계자를 위한 기준의 구

성보다도 운영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개발된 것 같다.

- 에너지 평가제도 등과 같은 다른 기준들과 일관성이 없다.

- 입지별 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태생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대지선정, 생태면적률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 녹색건축 심의 인증원마다 심사기준이 상이하다.

- 국부 조명은 가변형으로 인정되어 조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명의 조절성을 위해서 

국부조명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전기비용은 더 추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생태면적률, EPI 점수는 기존에 인증 받은 점수가 인정이 안 되며, 녹색건축 인증기

준에서 다시 점수를 책정한다. 점수 책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해 점수가 다르게 나오며, 

이로인해, 목표로 하는 점수를 위해 다시 설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 거주자들의 의식으로 인해 중수이용과 같은 항목은 시행자가 적용을 꺼리게 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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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이유로 적용하지 못했다.

- 인증기준은 실제 쓰임이 있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현재 EPI의 기밀성에 대한 평가는 국수적인 평가이므로, 건축물의 전체적인 기밀화 

방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3.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인증기준의 적용 이유

- 주로 기업이미지 차원에서 인증기준을 시행한다.

- 세금감면의 인센티브가 있으나,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가 더 크다.

2-4. 건축계획적 기준의 필요성

- 현재 건축은 단순히 친환경 자재(인증된 자재는 대기업 자제로 국한. 소상인의 경우 

자재의 인증이 비용으로 인해 힘든 상황)의 선정 정도이며, 기계, 전기, 조경에 의한 설계

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조경부분의 인증점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너무 높

다.

- 현재 패시브 설계에 대해 검증이 불가하다. 환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힘들다.

- 건축계획적 기준은 도심의 경우 대부분이 적용 불가하다.

*2차 인터뷰

2-5.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 방식과 프로

세스의 한계점

 - 실제 업무에서 녹색건축 인증 운용을 이유로 설계프로세스가 바뀌진 않는다. 다만 

인허가 업무 시, 일정을 반영하는 정도이다.(에너지 효율등급 3개월, 녹색건축 예비인증 3

개월)

- 채점을 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로 설정된 항목별 배점으로 설계 시 항목이 가지는 원 

취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순 점수 획득을 위한 국부적인 설계로 대응하게 된다.

2-6.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의 개선점

   - 계획 시 적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협의 및 다양한 사례의 공유

가 필요하다. 현재 관을 대신하는 복수의 인증기관을 통한 대관업무는 항목별 문구에 의한 

채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설계 진행시 다양한 적용 내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매번 협의해

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협의는 대부분이 대행사무실에서 진행하며, 평가항목의 해

당 목적에 상관없이 세부 기준에 따른 설계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규처럼 다양한 적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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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및 선례집, 해석서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심사기관 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설계에 대한 협의를 많이 진행하게 된다. 현 설계 스케쥴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기지만, 이러한 협의는 시간이 며칠 걸리며, 해당 답변 또한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한 질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공문으로 내려오

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2-7. [인증기준 적용의 융통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점

 - 항목 중 40% 가량이 기계, 전기를 위주로 하는 액티브한 아이템이며, 입지적 조건 

항목(15%), 준공이후 일어나는 유지 관리 항목(10%)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항목들은 자

재 선정항목 이외에는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없다.

- 사업주체(관, 민)에 상관없이 사업 기획 시 녹색건축에 의한 사업비 산정에 곤혹스러

워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 기획 시 사업비 가이드라인(예:서울시 공공건축

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초기 사업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에 투입되는 사업비 산정에는 이질감이 있다. 공공건

축물인 경우 녹색건축물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여, 녹

색건축물로써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아닌 단순히 공사비 증액이 가장 적은 것에 대

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예산을 더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의 

증액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 현황 상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같이 

제시되어, 적용 가능한 설계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7-1.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대중교통에의 근접성은 입지에 따라 점수 획득에 한계가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른 배점(1점)을 제

외하고는 해당 입지가 포함한 지역, 지구 여건에 따른 내용으로 점수 득점에 한계가 있다. 

입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의 추가가 필요하다.

2-7-2.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적용 가능한 항목의 범위가 달라진다.

2-7-3.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적용 가능한 항목의 범위가 달라진다.

2-8. [인증기준 적용의 자율성]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방식의 자율성

-현재 인증기준이 설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증기준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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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은 건축가의 의지가 아닌, 건축주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다.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설계기준은 오히려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조경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건축설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설계가 왜 의무사항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설계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인증기준의 에너

지 관련 사항은 크게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는 설계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계, 그리고 내

구성과 효율성에 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만 지원

을 하고 있다.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으며, 덜 소비할 수 있는 설계에도 이러한 동등한 혜

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

만 집중하고 있으며, 그 덕택에 태양광과 같은 산업의 발전과 가격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적인 측면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같이 있어

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된다.

2-9. [인증기준의 문제] 녹색건축 인증항목의 설계기준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수부하 절감대책 항목은  옥상 조경면적을 제외하면 한정된 대지면적 내에서 우수 

집수면 확보는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태면적률 항목과 양립되는 내용임 (ex: 옥상

조경 or 집수면 / 노외주차장 아스콘 마감 or 잔디블록 등)

- 자연지반 녹지율과 생태 면적률은 위의 우수부하 절감대책과 양립되는 기준이다.

-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 내 공조실 면적을 최소화 하기 때문

에, 급·배기구의 이격거리(10m) 확보가 쉽지 않다. 본 항목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돌출 벽의 설계나 급·배기구 설치면을 다르게 한 설계의 경우 이격거리에 대한 완화 

기준이 필요하다.

-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와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항목은 

오픈형 평면으로 계획된 업무시설인 경우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바닥 취출 공조방식은 

국내 거주자의 인식 상 바닥의 먼지로 선호하지 않는다.

2-10.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고려]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이 반영된 기준이라고 생각되는지?

- 현재 인증기준 자체가 실내환경 항목정도를 제외하고는 용도별 차이가 크게 없을 거

라고 판단된다.

2-10-1.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업무 능률성을 위한 거주자의 쾌적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지?

   - 실내환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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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생태환경을 위한 주변 생태환경의 분석이 실시되어 설계되고 

있는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주변 이웃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지고 있는

지? 등)

- 도심의 경우 주변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힘들며, 일조, 풍도 정도에 대한 주변환경

의 고려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풍도는 자료가 부재하며 적용이 힘들다.

- 공개공지의 위치는 최근 설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곳은 위치를 지정하고 있거나 

심의 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2-11. [기타] 이외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비용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항목(액티브한 항목들) 보다는 건축물을 구성하면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건축계획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 실 유효고 대비 깊이에 대한 등급 (실내 환경의 채광, 환기조건 개선 / 용도에 따

른 선별 적용 필요)

  (2) 법적 보행거리에 의한 수직 동선 구성이 아닌 실제 이용률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직 동선 위치 (계단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탄소발생 저감 유도)

  (3) 건물에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옥상조경에 대한 조건 부여보다는 고층 건물의 

경우 일정층 마다 보행권내(3~4층) 있는 옥상 조경이나 휴게 공간에 대한 배점 부여

(10층 이하는 옥상과 지층에 조경 및 휴게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20층 이상

의 업무용 건축물에는 중간의 조경 및 휴게공간에 완화된 기준이 있으면 현재 설계처럼 고

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지상층과 옥상층에만 조경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다양

한 접근방식으로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

- 용도별 세분화가 아닌 주거와 비주거 정도의 구분으로 최소한의 기준의 구성이 필요

하다. 용도별 세분화된 인증 제도는 설계자에게 제약을 많이 줄 수밖에 없으며, 현재 많은 

건축물들이 복합 용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에 많은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인증기준이 용도가 다르다고 항목이 많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의 법적인 규제는 설계 및 건축 현황을 앞서가는 것이 아닌,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

며, 단순히 제약적인 조건만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규제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이 아닌 불합리한 제약들이 많으니, 오히려 최소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설계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현 상황

으로는 용도 및 프로젝트의 다양한 특징에 맞는 적합한 기준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세부적인 기준들보다는 정확한 목적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지침적인 내용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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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대상

-소속: 친환경설계팀
-직위: 부소장
-설계 경력: 15년
-인증프로젝트 경력: 그린투모로우, 첨단에코에너지 R&D 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사옥 등 다수

일시
-1차 인터뷰: 2014년 6월 2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2차 인터뷰: 2014년 6월 16일 오후 8시~10시

*1차 인터뷰

1-1.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와 문제점

- 인증기준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2010년 개정안은 보면 국외인증기준의 단순 

도입이 많으며, 가장 중요한 항목의 효용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단편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LEED 또한 단편적인 사항이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완으로 커미셔너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성능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커미셔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커미

셔닝에 의해 설계단계 별로 건축적인 디테일, 시스템적인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법규이상이라도 건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코

디네이터 역할을 필요하다.

- LEED의 경우 지속가능한 건축의 프로세스를 위해 커미셔너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설계단계의 프

로세스를 고려한 평가이다. 하지만, 국내 인증의 경우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사항이 

부재하여, 단편적인 항목 실행, 그리고 가장 저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설계요소를 진행

하게 된다. 

-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설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절차서와 같은 역할이 필

요하다. 초기 건축주 OR, 법규적 OR, 인증기준의 (분석과 공유 안함)의무사항들을 공유하

고, 단계별 친환경프로세스의 검증,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내환경의 쾌적성과 에

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설계자가 이 역

할을 해야 한다. 인증 대행사무소는 항목 별 인증서류를 챙겨주고, 협의를 대신 해주는 역

할이다.

- 국내 녹색건축에 대한 건축주 및 건축가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며, 또한 시간과 비용

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다. 이에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실무자에게 친환경건축의 안내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 현재는 인증과 설계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설계와 설비는 각각의 진행프로세스로 

설계하다가 설계후반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인증기준은 어떤 단계에 어떠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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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효율적인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1-2.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의 문제점

-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사항인 공공업무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인증의 시행을 꺼

리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설계자 또한 유사하게 지속가능한 건축의 실행에 의구심을 

가지며, 인증의 실행 및 지속가능한 건축을 이끌어가는 코디네이터로써 설계자가 역할을 

수행해야하지만, 디자인만 실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구조, 설비, 전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대형건축물 위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 건축물의 신

재생 에너지, 중수이용과 같은 설계는 효용성이 없다. 작은 규모의 인증기준 적용은 낭비

이다. 규모별로 평가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작은 규모는 건축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

건축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 집단 에너지 발전 시설과 같은 시스템인 개별 건축물의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보다 요용성이 더 크지만, 그에 대응되는 기준은 현재 부재하다.

- 국내 인증기준의 에너지와 실내 환경에 대한 목표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1-4. 건축계획적 기준의 필요성

- 패시브 디자인에 의한 에너지 소비절감은 30~40%의 효용성이 있으며, 설비에 의한 

설계로도 30~40%의 효용성, 외피 디자인만으로도 10%의 효용성이 있다. 이처럼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효용성이 크며, 이의 효용성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계산 가능하지

만, 이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지

만, 중소형 건축물을 위한 설계에서는 불가하다.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에너지 소비 절감

의 효율은 높으나, 그에 대한 효용성을 알기 어려워, 현재로써는 그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는 어렵다. 현재 국내 에너지 효율등급을 위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인 에코2는 간략한 시뮬

레이션으로, 최소한의 성능만을 체크하거나 평가가 가능하이며, 복합시스템은 구현하지 못

한다. 국외 인증기준에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은 비용이 고가이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위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성능평가 방식이 가능하다 하여도, 국내의 수동

적인 친환경건축 설계환경에서는 효용성이 의심된다.

-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지침적 기준의 시행은 어렵다. 프로젝트 별 인원수, 입지, 향에 

따라 모든 시스템이 달라지면, 접근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차양은 냉방부하에는 유리하나, 난방부하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차양의 

효과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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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터뷰

3-5.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 방식과 프로

세스의 한계점

- 설계 프로세스와 적절히 대응되지 않는 인증기준 방식으로 설계와 인증기준 적용이 

분리된 프로세스이며, 단순히 인증기준으로 점수 받는 부분을 설계에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외의 사항은 사업비로 인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3-6.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의 개선점

- 설계 단계별 검증 및 조정이 필요하다.(샤렛, 커미셔닝과 같은 방식)

- LEED의 인증적용 시 커미셔닝을 적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건축물

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계 단계 별 QC261)와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

고 있는 TAB은 장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비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운

영, 제어 등에 대한 전반적 검증이 필요하다. 

- 현재 대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운영 및 제어 시스템이 최첨단이지만,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LEED의 커미셔닝은 이러한 

사항의 보완을 위해 시스템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매뉴얼, 유지관리 주체의 교육

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국내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미셔닝은 본질적인 커미셔닝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커미셔닝 리포트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평가의 의미가 

없다.

3-7. [인증기준 적용의 융통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점

- 대부분의 항목이 단편적 적용에 의한 점수 득점이 가능하며, 이는 설계의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편적인 항목기준은 개정이 필요하다.

- 인증기준 자체가 가이드라인적인 지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증 대행 사무소에서 많은 항목 기준에 대한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는 모든 건축물에서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의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7-1.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 입지에 따라서 단지 항목을 선택할 뿐이지,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다. 

- 도심지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으며, 빛 반사의 문제점

이 발생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는 불필요하다.

261) Quality Control 품질관리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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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의 경우 인접 건축물에 의해 차양이 불필요한 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없

다. (EPI)- 주변의 건축물에 의한 그늘이 생기면 이에 대한 사항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입지별의 세분화 방식은 국내의 지역지구를 고려한 설계방식의 차별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거주지역에 따른 고려)

3-7-2.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다.

- 휴게 공간 설치의 계획기준은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 초고층, 일반 업무용 건축,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별도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심

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업무용 건축물이라도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설계되며, 설

계의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증기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7-3.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는 없다.

(추가질문: BREEAM의 경우는 임대건축물인 경우 마감재를 테넌트의 결정에 의해 시공

되도록  유도하는데,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준인지?)

- 국내의 현황 상 임대 건축물이라도 마감재의 시공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허가 시에도 마감재 설계를 필요로 한다.

-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만 제시하여 프로젝트의 입지, 규

모, 임대방식 등의 특징을 설계자가 스스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인증기준 적용의 자율성]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방식의 자율성

- 현재 인증기준이 설계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율성과 관계가 없다. 디자인

이 다 끝난 다음에 인증기준을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 이전에 논의한 성능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하지만, 이러한 평가방식은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일정 목표를 위한 다양한 설계방식을 가능

하게 한다.

3-9. [인증기준의 문제] 녹색건축 인증항목의 설계기준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TAB 및 커미셔닝의 경우 국외 인증기준의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도입되었다. 국내의 

경우 인증된 커미셔너가 2명 정도밖에 없으며, 커미셔닝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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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

-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침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현장관리의 평가는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가 아닌 합리적인 현장계획을 세웠는지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 화장실 소비재 절약 항목은 효용성을 파악할 수 없는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될 필요

가 있다.

- 우수 및 중수의 이용을 도모하는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은 건축물 완공 후에 운영비

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자연지반 녹지율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우수부하 저감 방식과 생태환경

과 관련된 사항이 중복되고 있다.

- 용도 별로 구분이 잘 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EPI점수는 업무용 건축물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 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 많은 인증기준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단순한 인증기준의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 인증기준의 많은 부분이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3-10.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고려]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이 반영된 기준이라고 생각되는지?

- 현재 EPI점수는 업무용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업무용에 최적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량적인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사항을 알기 어려

우며, 에너지 효율 등급 또한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 비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절감양의 파악은 어렵다.

3-10-1.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업무 능률성을 위한 거주자의 쾌적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지?

-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환기량이 중요하다. 자연환기 시간대는 5%정도에 불

과하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용 건축물의 자연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다. 오히

려 환기량과 적정 필터의 사용과 같은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자연환기가 국내의 경우 외부 환경(황사, 도심의 오염)으로 인해 일반 업무용 건축물

에 사용이 어려우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와 같은 열악한 냉난방 운영 상황에서만 사용하

고 있다.

- 대규모, 초고층, 임대건축물인 경우 자연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환기 평가 시 자연환기 경우와 기계환기 경우를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주거는 자연환기를 위한 방식이라며, 업무용은 기계환기를 위한 평가가 필요)

-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련된 평가가 필요하다. (ex. 회의실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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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 농도가 급상승하기 쉽다.)

3-10-2.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생태환경을 위한 주변 생태환경의 분석이 실시되어 설계되고 

있는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주변 이웃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지고 있는

지? 등)

- LEED와 같은 빛공해 방지 필요(경관조명에 대한 설계가 줄어야 한다.)

3-11. [기타] 이외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성능평가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설계자의 자율성과 함께, 프로젝트의 특

징을 수용할 수 있다.

- 용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인증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은 난방위주의 설계, 업무용은 

냉방위주의 설계처럼 완전히 다른 설계방향임에도 차별화되지 않은 기준이다.

- 입지별 특성이 고려된 평가 필요하다.: 신재생(용도에 따른 차등기준 필요), 차양 등

- 가이드라인과 같은 평가기준 필요하다.(앞의 환기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경우)

- 설계단계별 지침으로써 검증 및 조정이 필요하다.

- 설계자가 전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 건축주가 알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비가 법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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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대상

-소속: 설계팀
-직위: 팀장
-설계 경력: 15년
-인증프로젝트 경력: 업무시설 리모델링 및 별관 신축 프로젝트 

(약80,000㎡ 규모)

일시
-2차 인터뷰: 2014년 7월 8일 오후 3시 30분~4시 30분

(메일로 인터뷰 내용 회신 후 추가 인터뷰 진행)

*2차 인터뷰

1-5.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 방식과 프로

세스의 한계점

- 경쟁 프로젝트의 경우 당선전략에 따른 계획안 진행 후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특

화 요소를 추출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다.

- 수주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예산 및 발주자 요구를 고려한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 계

획 및 인증 수준을 결정한다.

- 경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단순히 경쟁 우위를 위한 인증수준의 관리로 인해 

계획안 피드백이 결여되어, 지역, 미기후, 주변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계획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1-6.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의 개선점

- 인증 등급의 획득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사업예산, 인프라 인입, 투자회수율 등의 사

전 검토 후 사용자 및 시설 특성에 최적화된 설계 적용 방식 필요하다.

1-7. [인증기준 적용의 융통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점

1-7-1.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적용 시, 지역 공급인프라(집단에너지, 가스 등)의 유, 무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항목은 지역구분을 도시와 비도시로 세분화된 기준이 필

요하다.

1-7-2.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중수도 설치 적용에 있어서, 시설규모 및 용도에 따라 중수의 합리적 이용 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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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수 이용 가능한 배출 수량이 미달되는 경우, 

중수이용 및 수 처리상의 문제점 발생)

1-7-3.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임대방식에 따라 조명 및 설비의 조닝 계획이 필요하다.(조명제어 방식 및 제어반, 스

위치 위치, 설비 디퓨져, 컨트롤러 위치 등)

1-8. [인증기준 적용의 자율성]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방식의 자율성

 - 리모델링 평가 항목 중 비내력벽 재사용 항목의 경우, 설계자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요소이며, 기존 비내력벽의 위치에 대한 제한보다는 배출 폐자재의 총량에 대한 

규제가 합당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기존 벽체를 재사용 하는 방안도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

므로, 일률적인 존치/신설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1-9. [인증기준의 문제] 녹색건축 인증항목의 설계기준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중교통의 근접성 항목의 경우, 사업부지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 기 결정된 사항이

며, 해당 부지내의 건축물 배치에 있어서 주출입구가 대중교통 정류장과의 근접성에 대한

사항은 계획상의 큰 차별성이 없으므로, 평가항목으로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본 항목의 배점을 최소화 하거나 삭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항목은 실제적인 운용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

며,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구성하고, 배점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1-10.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고려]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이 반영된 기준이라고 생각되는지?

1-10-1.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업무 능률성을 위한 거주자의 쾌적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지?

   - 일부 평가항목은 세분화가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준이라고 생각된

다.

1-10-2.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생태환경을 위한 주변 생태환경의 분석이 실시되어 설계되고 

있는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주변 이웃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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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의 지침 등에 다라, 공개공지의 규모, 위치, 구적(형태)등

이 제한되며, 공개공지 중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 인정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질

적인 주변 생태환경과의 연계 계획이 원활하지 않다.

1-11. [기타] 이외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신축건축물의 인증기준은 사업지의 환경, 용도 등에 대한 세분화 및 사회 변화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시스

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운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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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R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대상

-소속: 친환경디자인 연구팀
-직위: 실장
-설계 경력: 5년
-인증프로젝트 경력: 업무시설 등 2개 프로젝트 참여 

(약3,000~5,000㎡규모)

-소속: 친환경디자인 연구팀
-직위: 팀장
-설계 경력: 9년
-인증프로젝트 경력: 업무시설 등 10개 프로젝트 참여 (약40,000㎡규모)

일시
-2차 인터뷰: 2014년 7월 9일 오후 12시 분~1시 30분

(실무자 2인과 동시 인터뷰 진행)

*2차 인터뷰

1-5.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 방식과 프로

세스의 한계점

- 설계 본부에서 수주된 프로젝트 중 녹색건축 인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인증 대행사무

소의 견적을 통해 지정하고, 목표 점수를 위해 비용과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인증항목을 채택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건축물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아이템 적용으

로 가능한 항목을 우선시 하고 있다.

-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최종 도서 납품 이전에 인증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득하기 전에 인증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완화해주고 있다.(민간 프로젝트의 경

우 허가를 득 한 후 인증을 접수할 수 있다)

- 현재 국내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취득한다고 해도, 국외의 LEED처럼 건축물의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는 거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1-6. [인증기준 프로세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용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의 개선점

- 설계자가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설계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설계가 끝난 이후에 협력업

체에서 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LEED처럼 건축물의 

가치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증 항목 별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통합설계를 유도하는 인증기준이 부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템 별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설계 단계 별 적용에 의

의가 없다. 현재 에너지 효율등급 항목을 위한 EPI 점수 득점 시에만 패시브적인 설계가 

조금 적용될 뿐, 그 이외의 패시브 설계 디자인에 대한 점수 득점을 위한 방안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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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인증기준 적용은 설계 초반부터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다.

1-7. [인증기준 적용의 융통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설계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점

- 일반적인 사무실 이외의 업무용 건축물에 속하는 용도에 따라서 기준의 세분화가 필

요하다. (재판시설, 오피스텔 등) 이러한 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 계획적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7-1.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및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항목의 경우 입지에 따른 설계방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 우수부하 절감대책 항목은 도심지의 프로젝트 인 경우 점수를 득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입지에 따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

1-7-2.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외부 공간의 크기에 따라 생태환경에 대한 적용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1-7-3. 녹색건축 인증기준 항목의 적용 시 프로젝트의 임대방식에 따른 설계방식의 

차이

-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 별 실질적인 계량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고려는 없다.

1-8. [인증기준 적용의 자율성]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시 설계방식의 자율성

 -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인증

기준으로 적용하여 받은 프로젝트가 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설계에 대하여 평가를 받

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생태면적률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50%까지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무리하게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라 평가 목적에 부합하나 세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준의 

원칙에 의해 점수를 득점할 수 없는 체계로,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최소한의 친환경 건축물

을 위한 인증기준이지만, 목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의 잣대에 의한 평가는 문제가 있

다. 

1-9. [인증기준의 문제] 녹색건축 인증항목의 설계기준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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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에너지 효율 등급 항목 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방식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정확학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평균 기상데이타를 대입의 오류로 인해 정확

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렵다.

- 커미셔닝으로 점수를 받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TAB에 대한 점수를 취

득하고 있다. 커미셔닝으로 점수를 받는 경우는 보고서의 제출로 점수를 득점하나, 커미셔

닝 보고서의 내용과는 상관없다. 국내의 경우 커미셔닝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제대로 안되

어 있으며, 이를 대행하는 업체 또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커미셔닝의 수행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는 커미셔닝 적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의 경우 대지의 생태적 가치 항목의 효용성에 문제가 된다. 모든 프로젝트가 대

지가 먼저 결정된 후 인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항목의 근원적인 가치로 인해 

현재까지 인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 재료의 탄소 배출량 정보 항목의 경우 DB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적용이 가

능한 건축 재료 또한 적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항목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재료가 아

닌, 단순히 탄소배출량 정보만을 표기하면 이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점수에 비해 효용성이 

적다. 이러한 항목은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어 서서히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항목은 업무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과 같은 건축물에는 이중 바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적용이 불필요하며, 업무용에 속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같은 경우이다.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항목에 일정면적 이상의 식재 설계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어떠한 의도를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는 인증기준의 

목적과 상관없이, 기준 이상의 설계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 체계적인 현장관리 항목이 예비인증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조명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기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고,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

비재 절약 항목은 이를 통한 효용성을 알 수 없다.

-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 항목은 예비인증 단계에서 소음 시뮬레이션 반영이 어

렵다.

1-10.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고려]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업무용 건축물의 특징

이 반영된 기준이라고 생각되는지?

1-10-1.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업무 능률성을 위한 거주자의 쾌적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 설계를 유도하고 있는지?

- 현재 인증기준의 범위를 넓은 범위의 녹색건축으로 판단하자면, 거주성에 대한 항목

의 비율은 낮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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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내 쾌적성 항목에 자연채광에 대한 평가기준이 부재한데, 거주성을 위해서는 

빛 환경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광률에 대한 기준이 먼저 개발되어

야 한다.

- 현재 실무자는 건축 계획적 요소가 거주자의 쾌적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이해도가 낮고, 실증 데이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인증기준 또한 평가항목의 설계기준의 제시와 함께 그에 따른 효용성 및 영향력을 제시해 

준다면, 설계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단순히 등급획득

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실자의 쾌적성을 위한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1-10-2.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생태환경을 위한 주변 생태환경의 분석이 실시되어 설계되고 

있는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주변 이웃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지고 있는

지? 등)

1-11. [기타] 이외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인증기준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평가기준이 맞추어 질 수 있는 개

정이 필요하다. 현재 인증기준이 단순히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범위

의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이를 통해 어떤 점이 우

수한 것이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설계 시간의 부족과 설계비용의 부족이 인증기준 적용에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 중수도와 우수시설은 설계 및 시공하였으나, 시설 관라자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조

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증 점수를 득점하기 위하여 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 활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 인증건축물의 경우 비오톱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곤

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항목은 평가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설

계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설계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상설계의 경우는 친환경설계 및 요소 대입의 효용성 보다는 시각적으로 예뻐 보이

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실시설계 시 대부분이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 건축물의 경우 예비인증보

다 본 인증 시의 점수가 같거나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예비인증 

시 우수 등급 이상의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득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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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인증 건축물의 점수 및 심사내용

(1) 분석대상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점수

부문 범주 평가항목 배
점

가
중
치

A B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토지
이용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인접대지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소계

교통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소 설치

소계

에너
지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향상
계량기 설치 여부
조명에너지 절약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소계

재료 
및 

자원

자원 절약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리모델링시에
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벽 재사용

소계

수자
원

수순환 체계 우수부하 절감대책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우수 이용
중수도 설치

소계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소계

유지
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시스템 변경 
용이성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소계

생태
환경

녹지공간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적 기능 생태 면적률
생물서식공간 비오톱 조성

소계

실내
환경

공기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온열환경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음환경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소계
합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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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C D E F G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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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H I J K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획득
점수

획득
비율

최종
점수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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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분석

주된건물 외부공간 기타

1.글라스울 단열재
2.시스톤(천장재)
3.디럭스타일
4.전도성타일
5.이중바닥재
6.석고보드
7.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8.시멘트방수재
9.실내용 바닥 장식재

1.재활용 플라스틱 수목보호판
2.재활용 고무 과속 방지턱
3.고무주차블럭
4.차선규제봉
5.라바콘(주차장)
6.PET PE FULL 맨홀
7.재활용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8.재활용 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
9.콘크리트 도로경계블록

1.마이텍스
2.일반석고보드
3.시각자애인 점자블록
4.폴리그린방수제
5.리츠데크
6.OA Floor
7.T-MAX 내장용 흡음 단열재
8.MIT바닥용 OK배수판
9.경질폴레우레탄 폼 단열재

1.TMMH-B6 (맨홀뚜껑)
2.다중벽관
3.시각장애인점 자블록
4.인조화강석 경계블록
5.CP1 아스콘
6.과속 방지턱
7.고무주차블록
8.차선규제봉
9.라바콘

1.라파즈 일반보드
2.라파즈 방수보드
3.라파즈 집본드
4.이중바닥재
5.마이톤(천정마감)
6.보온단열재
7.점자블록

1.재활용 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
2.네오프렌 카스토퍼
3.PE 빗물받이

1.일반석고보드
2.방수석고보드
3.아미텍스(암면흡음텍스)
4.OA Floor
5.KCC 석고보드
6.바닥용 배수판
7.재활용 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옥상조경)
8.시각자애인용 점자블록
9.발포폴리스티렌 보온단열재

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2.재활용 점토벽돌
3.재활용 고무 코너보호대
4.재활용 고무 카스토퍼
5.재활용 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

1.아미텍스(천장재)
2.시스톤(천장재)
3.디럭스타일
4.전도성타일
5.D.D.F-FC/ 무기성 이중바닥재
6.석고보드
7.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8.동화자연마루 Click
9.우수받이B-1형

1.재활용 플라스틱 수목보호 지주대
2.THIS 배수판 30㎜
3.PP주차블럭
4.코너보호대
5.커브미러
6.PET PE FULL 맨홀
7.재활용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8.이중벽관
9.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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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건물 외부공간 기타

1.아미텍스(천장재)
2.재활용글라스울
3.이중바닥재
4.석고보드
5.방수석고보드
6.미네랄울 펠트(보온재)
7.우젠(바닥재)
8.석고본드
9.미네랄울 보호통(보온재)

1.탄성포장재
2.고로슬래그 시멘트
3.재활용골재
4.카스토퍼
5.과소방지턱
6.블록(바닥재)
7.투구콘크리트
8.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9.호안블록(토목용블록)

1.석고보드
2.마이텍스(천장재)
3.마이톤(천장재)
4.석고보드 접착용 석고본드
5.전도성 타일
6.퍼블릭 타일
7.암면흡음텍스
8.점자블럭
9.글라스울 단열재

1.아이소핑크
2.인터로킹 블록(보차도용)
3.보차도용 경계블록
4.주차블록
5.에폭시페인트

1.글라스울 단열재
2.NRT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3.일반석고보드
4.조경용 배수판(실내조경용)
5.마이톤
6.미장벽돌
7.WOOZEN(합성수지 복합 목제 벽 
마감재)
8.석고본드
9.무기질 충진강판 이중 바닥재

1.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2.재활용 수도계량기 보호통
3.지주받침
4.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록
5.조경용 배수판
6.NRT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7.PE뉴카스토퍼
8.아쎈기둥보호대
9.재활용 점토 벽돌

1.글라스울 단열재
2.NRT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3.일반석고보드
4.방화석고보드
5.마이톤(천장재)
6.미자벽돌
7.WOOZEN(합성수지 복합 목제 벽 
마감재)
8.석고본드
9.OA Floor

1.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2.재활용 수도계량기 보호통
3.지주받침
4.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록
5.조경용 배수판
6.NRT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7.PE뉴카스토퍼
8.아쎈기둥보호대
9.재활용 점토 벽돌

1.보온단열재
2.일반석고보드
3.Z:IN Floor 나노청맥 clean 
(실내용 바닥 장시재)
4.석고본드
5.아미텍스(천장재)
6.시각장애인용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점자블록
7.방수석고보드
8.자기질 바닥타일
9.마이텍스(천장재)

1.투수블럭
2.도로경계블록
3.재활용 플라스틱 배수관
4.맨홀뚜껑
5.주차블럭
6.볼라드
7.코너보호대
8.수목보호판
9.수목지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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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제품 분석

제품 기타

1.Z:IN Wallcovering 공기를 살리는 프로포즈(벽지)
2.New gallant tile(PVC타일)
3.일반석고보드
4.센스빌 선(비닐시트)
5.바이오장풍(자동 손 건조기)

1.일반석고보드[T9.5]
2.Z:IN 데코타일 하우스
3.바이오장풍(자동 손 건조기)
4.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5.렉스코트(실내스포츠용 바닥재)

1.일반석고보드
2.Z:IN Floor 렉스코트(체력단련장 바닥재)
3.감시용카메라
4.Z:IN Wallcovering 공기를 살리는 프로포즈(벽지)

1.일반석고보드
2.Z:IN OA타일
3.SL1000-회(창호실리콘)
4.폴리에틸렌 수도지열관
5.LED램프

1.Z:IN Wallcovering 공기를 살리는 프로포즈(벽지)
2.Z:IN Floor 소리잠(바닥재)
3.일반석고보드
4.센스빌 선(비닐시트)
5.바이오장풍(자동 손 건조기)

1.감시용카메라
2.바이오장풍(자동 손 건조기)
3.일반석고보드
4.폴리에틸렌 수도지열관
5.창호프로파일

1.Z:IN Wallcovering 공기를 살리는 프로포즈(벽지)
2.일반석고보드
3.New gallant tile(PVC타일)
4.바이오장풍(자동 손 건조기)
5.폴리에틸렌 이중벽 SF관(토목용 이중벽관)

1.Z:IN Wallcovering 공기를 살리는 프로포즈(벽지)
2.Z:IN 데코타일 하우스
3.New gallant tile(PVC타일)
4.폴리에틸렌 이중벽 SF관(토목용 이중벽관)
5.ER보드

1.바이오장풍(자동 손 건조기)
2.Z:IN VIP 타일 마블
3.실리콘 실란트
4.감시용 카메라
5.일반석고보드[9.5T]

1.Z:IN Floor 소리잠
2.Z:IN 벽지
3.KCC 석고보드
4.Z:IN 인테리어 대리석 Solid(인테리어)
5.PVC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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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Ⅲ-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설계단계 별 도서내용

(1)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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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설계의 도서내용(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 입 ․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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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의 도서내용(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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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Ⅳ- 국내·외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1)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

범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1.토지이용 및 교통

1.1 생태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 2

10

2.5 건축주

1.2 인접대지영
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 2 2.5 건축주

1.3 교통부하저
감

1.3.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 2 2.5 건축

1.3.2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평가 2 2.5 건축

8 10

2.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절약

2.1.1 에너지 
효율향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을 근거로 평가

필수 12

30

13.33
건축
/기계
/전기

2.1.2 계량기 설치 
여부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평가 2 2.22
기계
/전기

2.1.3 조명에너지 
절약

조명밀도 및 조명방식에 대한 평가
평가 4 4.44 전기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 3 3.33

건축
/기계
/전기

2.3 지구온난화 
방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 3 3.33
기계
/전기

2.3.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 3 3.33
건축
/기계
/소방

27 30

3.재료 및 자원

3.1 자원 절약 3.1.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평가 평가 1

15

1.88 기계

3.2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3.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
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 3 5.63
자재

3.2.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 2 3.75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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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3.2.3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 2 3.75 자재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4.2.4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가산 7 (7)
건축/ 
구조

4.2.5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가산 2 (2) 건축

8 15

4. 물순환관리

4.1 수순환체계 
구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 3

10

2.308
토목
/조경

4.2 수자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필수 4 3.077 기계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 3 2.308
건축
/기계

4.2.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율을 평가

평가 3 2.308
건축
/기계

13 10

5. 유지관리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
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 1

7

0.78 시공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
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 2 1.56

시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조경

5.2.2 TAB 및 
커미셔닝 
실시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평가 2 1.56

시공
/건축
/기계
/전기

5.3 시스템 
변경의 
용이성

5.3.1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서 변경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

평가 4 3.11
건축
/기계 
/전기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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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6. 생태환경

6.1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6.1.1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 2

10

1.67
건축
/조경

6.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6.2.1 생태 면적률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 6 5
건축
/조경

6.3 생물서식공
간조성

6.3.
1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으로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 4 3.33 조경

12 10

7. 실내환경

7.1 공기환경 7.1.
1 

실내공기오염
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필수 3

18

2.57 자재

7.1.
2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이용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 여부를 평가

평가 3 2.57 건축

7.1.
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평가 3 2.57

건축
/기계

7.1.
4

건축자재로부
터 배출 되는 
그 밖의 유해 
물질 억제

건축물 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는지를 평가

평가 1 0.86 자재

7.2 온열환경 7.2.
1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평가 2 1.71 기계

7.3 음환경 7.3.
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소음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평가 2 1.71
건축
/음향
전문가

7.4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7.4.
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 3 2.57
건축
/조경

7.4.
2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거주자에게 실내 환경 조절방식의 
제공여부를 통해 평가 평가 4 3.43

건축
/기계
/전기

21 18

총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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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ED 인증기준

평 가 항 목 구분 배점 참여 전문가

Sustainable Sites

Prereq 1 Construction Activity Pollution Prevention 필수 - 토목/조경

Credit 1 Site Selection 평가 1 건축주/건축

Credit 2 Development Density and Community Connectivity 평가 5 건축주/건축

Credit 3 Brownfield Redevelopment 평가 1 건축주

Credit 4.1 Alternative Transportation—Public Transportation Access 평가 6 건축주

Credit 4.2
Alternative Transportation—Bicycle Storage and Changing 
Rooms

평가 1 건축

Credit 4.3
Alternative Transportation—Low-Emitting and Fuel-Efficient 
Vehicles

평가 3 건축

Credit 4.4 Alternative Transportation—Parking Capacity 평가 2 건축

Credit 5.1 Site Development—Protect or Restore Habitat 평가 1 건축/토목 /조경

Credit 5.2 Site Development—Maximize Open Space 평가 1 건축/조경 /토목

Credit 6.1 Stormwater Design—Quantity Control 평가 1
건축/토목 
/기계/조경

Credit 6.2 Stormwater Design—Quality Control 평가 1 건축/토목 /조경

Credit 7.1 Heat Island Effect—Non-roof 평가 1 건축/조경 /토목

Credit 7.1 Heat Island Effect—Roof 평가 1 건축/조경

Credit 8 Light Pollution Reduction 평가 1 전기/조경 /건축

26

Water Efficiency

Prereq 1 Water Use Reduction—20% Reduction 필수 기계

Credit 1 Water Efficient Landscaping 평가 4 조경/기계 /건축

Credit 2 Innovative Wastewater Technologies 평가 2 기계/건축

Credit 3 Water Use Reduction 평가 4 기계/건축

10

Energy and Atmosphere

Prereq 1 Fundamental Commissioning of Building Energy Systems 필수
커미셔너/건축/
기계/전기/시공/
거주자/관리자

Prereq 2 Minimum Energy Performance 필수
전기/기계 

/건축/에니지분
석가

Prereq 3 Fundamental Refrigerant Management 필수 기계

Credit 1 Optimize Energy Performance 평가 19
전기/기계 

/건축/에니지분
석가

Credit 2 On-Site Renewable Energy 평가 7 기계/전기 /건축

Credit 3 Enhanced Commissioning 평가 2
커미셔너/건축/
기계/전기/시공/
거주자/관리자

Credit 4 Enhanced Refrigerant Management 평가 2 기계/소방

Credit 5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평가 3 커미셔너

Credit 6 Green Power 평가 2 전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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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배점 참여 전문가

Materials and Resources

Prereq 1 Storage and Collection of Recyclables 필수 건축

Credit 1.1 Building Reuse—Maintain Existing Walls, Floors, and Roof 평가 3 건축/구조

Credit 1.2
Building Reuse—Maintain 50% of Interior Non-Structural 
Elements

평가 1 건축

Credit 2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평가 2 시공

Credit 3 Materials Reuse 평가 2 건축

Credit 4 Recycled Content 평가 2 자재

Credit 5 Regional Materials 평가 2 자재

Credit 6 Rapidly Renewable Materials 평가 1 자재

Credit 7 Certified Wood 평가 1 자재

14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Prereq 1 Minimum Indoor Air Quality Performance 필수 기계/건축

Prereq 2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Control 필수 기계/건축

Credit 1 Outdoor Air Delivery Monitoring 평가 1 기계

Credit 2 Increased Ventilation 평가 1 기계/건축

Credit 3.1 Construction IAQ Management Plan—During Construction 평가 1 기계/시공

Credit 3.2 Construction IAQ Management Plan—Before Occupancy 평가 1 기계/시공

Credit 4.1 Low-Emitting Materials—Adhesives and Sealants 평가 1 자재

Credit 4.2 Low-Emitting Materials—Paints and Coatings 평가 1 자재

Credit 4.3 Low-Emitting Materials—Flooring Systems 평가 1 자재

Credit 4.4
Low-Emitting Materials—Composite Wood and Agrifiber 
Products

평가 1 자재

Credit 5 Indoor Chemical and Pollutant Source Control 평가 1 건축/기계

Credit 6.1 Controllability of Systems—Lighting 평가 1 건축/전기

Credit 6.2 Controllability of Systems—Thermal Comfort 평가 1 건축/기계

Credit 7.1 Thermal Comfort—Design 평가 1 건축/기계

Credit 7.2 Thermal Comfort—Verification 평가 1 기계

Credit 8.1 Daylight and Views—Daylight 평가 1
건축/전기 
/조경/토목

Credit 8.2 Daylight and Views—Views 평가 1 건축/토목/조경

15

Innovation and Design Process

Credit 1.1 Innovation in Design: Specific Title 평가 1

Credit 1.2 Innovation in Design: Specific Title 평가 1

Credit 1.3 Innovation in Design: Specific Title 평가 1

Credit 1.4 Innovation in Design: Specific Title 평가 1

Credit 1.5 Innovation in Design: Specific Title 평가 1

Credit 2 LEED Accredited Professional 평가 1

6

Regional Priority Credits

Credit 1.1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평가 1

Credit 1.2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평가 1

Credit 1.3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평가 1

Credit 1.4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평가 1

4

총 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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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EEAM 인증기준

평 가 항 목 구분 배점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Management

Man 1 Commissioning 필수 2

12

2.4
커미셔너/건축/기
계/전기/시공/관리

자

Man 2 Considerate Constructors 필수 2 2.4 시공

Man 3 Construction Site Impacts 평가 3 4.8 시공

Man 4 Building Use Guide 필수 1 1.2
시공/건축/기계/전

기/소방

Man 8 Security 평가 1 1.2 건축

10 12

Health and Wellbeing

Hea 1 Daylighting 평가 1

15

1.15 건축

Hea 2 View Out 평가 1 1.15 건축

Hea 3 Glare Control 평가 1 1.15 건축

Hea 4 High frequency lighting 필수 1 1.15 전기

Hea 5 Internal and external lighting levels 평가 1 1.15 전기

Hea 6 Lighting zones and controls 평가 1 1.15 전기

Hea 7 Potential for Natural Ventilation 평가 1 1.15 건축

Hea 8 Indoor Air Quality 평가 1 1.15 건축/기계

Hea 9 Volatile Organic Compounds 평가 1 1.15 자재

Hea 10 Thermal Comfort 평가 1 1.15 건축/기계

Hea 11 Thermal Zoning 평가 1 1.15 기계

Hea 12 Microbial Contamination 필수 1 1.15 기계

Hea 13 Acoustic Performance 평가 1 1.15 음향전문가/건축

13 15

Energy

Ene 1 Reduction  of CO2 Emissions 필수 15

19

11.86 건축/기계/전기

Ene 2 Sub-metering of Substantial Energy Uses 필수 1 0.79 기계/전기

Ene 3
Sub-metering of High Energy Load and 
Tenancy Areas

평가 1 0.79 기계/전기

Ene 4 External Lighting 평가 1 0.79 전기

Ene 5 Low or Zero Carbon Technologies 필수 3 2.38
건축/기계/전기/토
목/에너지전문가

Ene 8 Lifts 평가 2 1.58 건축/전기

Ene 9 Escalators and traveling walkways 평가 1 0.79 건축/전기

24 19

Transport

Tra 1 Provision of public Transport 평가 3

8

2.4 건축주

Tra 2 Proximity to amenities 평가 1 0.8 건축주/건축

Tra 3 Cyclist Facilities 평가 2 1.6 건축

Tra 4 Pedestrian and Cyclist Safety 평가 1 0.8 건축

Tra 5 Travel Plan 평가 1 0.8 건축/조경

Tra 6 Maximum Car Parking Capacity 평가 2 1.6 건축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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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배점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Water

Wat 1 Water Consumption 필수 3

6

3 기계

Wat 2 Water Meter 필수 1 1 기계

Wat 3 Major Leak Detection 평가 1 1 기계/전기

Wat 4 Sanitary Supply Shut off 평가 1 1 기계/전기

6 6

Material

Mat 1
Materials Specification (Major Building 
Elements)

평가 4

12.5

3.85 자재

Mat 2 Hard Landscaping and Boundary Protection 평가 1 0.96 자재

Mat 3 Re-Use of Façade 평가 1 0.96 건축

Mat 4 Re-Use of Structure 평가 1 0.96 건축/구조

Mat 5 Responsible Sourcing of Materials 평가 3 2.88 자재

Mat 6 Insulation 평가 2 1.92 자재

Mat 7 Designing for Robustness 평가 1 0.96 건축

14 12.5

Waste

Wst 1 Construction Site Waste Management 평가 4

7.5

4.29 시공

Wst 2 Recycled Aggregates 평가 1 1.07 자재

Wst 3 Recyclable Waste Storage 필수 1 1.07 건축

Wst 6 Floor Finishes 평가 1 1.07 건축주

7 7.5

Land Use and Ecology

LE 1 Reuse of Land 평가 1

10

1 건축주

LE 2 Contaminated Land 평가 1 1 건축주

LE 3
Ecological Value of Site and Protection  of 
Ecological Features

필수 1 1 건축주/ 시공

LE 4 Mitigating Ecological Impact 평가 2 2 조경/건축

LE 5 Enhancing Site Ecology 평가 3 3 생태학자/조경

LE 6 Long Term Impact on Biodiversity 평가 2 2 생태학자/조경

10 10

Pollution

Pol 1 Refrigerant GWP-Building Servies 평가 1

10

0.83 기계

Pol 2 Preventing Refrigerant Leaks 평가 2 1.67 기계

Pol 4 NOx emissions from heating source 평가 3 2.5 기계

Pol 5 Flood Risk 평가 3 2.5 건축주/ 건축

Pol 6 Minimizing Watercourse Pollution 평가 1 0.83 건축/조경/기계

Pol 7 Reduction of Night Time Light Pollution 평가 1 0.83 전기/조경/건축

Pol 8 Noise Attenuation 평가 1 0.83
건추주/ 

음향전문가/건축
/조경/토목

12 10

Innovation

Inn 1 Innovation 평가 10

10

총 계 11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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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BEE 인증기준

평 가 항 목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Q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building

 Q1 Indoor Environment 0.4

 1. Sonic Environment 0.15

  1.1 Noise 0.4

    1.1.1 Background noise level 0.5 0.6
음향전문가/
건축/기계

    1.1.2 Equipment noise 0.5 0.6
음향전문가/
건축/기계

  1.2 Sound Insulation 0.4

    1.2.1 Sound Insulation of Openings
0.6 0.72

음향전묵가/
건축

    1.2.2 Sound Insulation of Partition Walls
0.4 0.48

음향전묵가/
건축

  1.3 Sound Absorption
0.2 0.6

음향전묵가/
건축

1.0 3.0

 2. Thermal Comfort 0.35

  2.1 Room Temperature Control 0.5

    2.1.1 Room Temperature 0.3 1.05 기계

    2.1.3 Perimeter Performance 0.2 0.7 건축/자재

    2.1.4 Zoned Control 0.3 1.05 기계

    2.1.5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0.1 0.35 기계

    2.1.7 Allowance for After-hours Air 
Conditioning

0.1 0.35 기계

  2.2 Humidity Control 0.2 1.4 기계

  2.3 Type of Air Conditioning System 0.3 2.1 기계

1.0 7.0

 3. Lighting & Illumination 0.25

  3.1 Daylighting 0.3

    3.1.1 Daylight Factor 0.6 0.9 건축

    3.1.3 Daylight Devices 0.4 0.6 건축

  3.2 Anti-glare Measures 0.3

    3.2.1 Glare from Light Fixtures 0.4 0.6 전기

    3.2.2 Daylight Control 0.6 0.9 건축

  3.3 Illuminance Level 0.15 0.75 전기

  3.4 Lighting Controllability 0.25 1.25 전기

1.0 5.0

 4. Air Quality 0.25

  4.1 Source Control 0.5

    4.1.1 Chemical Pollutants 0.33 0.83 자재

    4.1.2 Mites, Mold etc 0.33 0.83 건축

    4.1.3 Legionella 0.33 0.83 기계

  4.2 Ventilation 0.3

    4.2.1 Ventilation Rate 0.25 0.38 기계

    4.2.2 Natural Ventilation Performance 0.25 0.38 건축

    4.2.3 Consideration for Outside Air Intake 0.25 0.38 건축/기계

    4.2.4 Air Supply Planning 0.25 0.38 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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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4.3 Operation Plan 0.2

    4.3.1 CO2 Monitoring 0.5 0.5 기계

    4.3.2 Control of Smoking 0.5 0.5 건축/기계

1.0 5.0

Q1 소 계 1.0 20.0

 Q2 Quality of Service 0.3

  1. Service Ability 0.4

   1.1 Functionality & Usability 0.4

     1.1.1 Provision of Space & Storage 0.33 0.8 건축

     1.1.2 Use of Advanced Information System 0.33 0.8 건축/전기

     1.1.3 Barrier-free Planning 0.33 0.8 건축

   1.2 Amenity 0.3

     1.2.1 Perceived Spaciousness & Access to View 0.33 0.6 건축

     1.2.2 Space for Refreshment 0.33 0.6 건축/기계

     1.2.3 Décor Planning 0.33 0.6 건축/전기

   1.3 Maintenance Management 0.3

     1.3.1 Design Which Considers Maintenance 
Management

0.5 0.9 건축/자재

     1.3.2 Securing Maintenance Management 
Functions

0.5 0.9
건축/기계/

전기

1.0 6.0

  2. Durability & Reliability 0.312

   2.1 Earthquake Resistance 0.48

     2.1.1 Earthquake-resistance 0.8 1.8 건축/구조

     2.1.3 Seismic Isolation & Vibration Damping 
Systems

0.2 0.45 건축/구조

   2.2 Service Life of Components 0.33

     2.2.1 Service Life of Structural Frame 
Materials

0.227 0.35 자재

     2.2.2 Necessary Refurbishment Interval for 
Exterior Finishes

0.227 0.35 자재

     2.2.3 Necessary Renewal Interval for Main 
Interior Finishes

0.092 0.14 자재

     2.2.4 Necessary Replacement Interval for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Ducts

0.076 0.12 자재

     2.2.5 Necessary Renewal Interval for HVAC 
and Water Supply and Drainage Pipes 99

0.153 0.24 자재

     2.2.6 Necessary Renewal Interval for Major 
Equipment and Services

0.227 0.35 자재

   2.4 Reliability 0.19

     2.4.1 HVAC System 0.2 0.18 기계

     2.4.2 Water Supply & Drainage 0.2 0.18 기계

     2.4.3 Electrical Equipment 0.2 0.18 전기

     2.4.4 Support Method of Machines & Ducts 0.2 0.18 기계/전기

     2.4.5 Communications & IT Equipment 0.2 0.18 전기

1.0 4.7

 3. Flexibility & Adaptability 0.288

   3.1 Spatial Margin 0.31

     3.1.1 Allowance for Floor-to-floor Height 0.6 0.8 건축

     3.1.2 Adaptability of Floor Layout 0.4 0.54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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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3.2 Floor Load Margin 0.31 1.34 구조

     3.3.1 Ease of Air Conditioning Duct Renewal 0.167 0.27 건축/기계

     3.3.2 Ease of Water Supply and Drain Pipe 
Renewal

0.167 0.27 건축/기계

     3.3.3 Ease of Electrical Wiring Renewal 0.111 0.18 건축/전기

     3.3.4 Ease of Communications Cable Renewal 0.111 0.18 건축/전기

     3.3.5 Ease of Equipment Renewal 0.222 0.36 건축/기계

     3.3.6 Provision of Backup Space 0.222 0.36 건축/기계

1.0 4.3

1.0 15.0

0.3

  1. Conservation & Creation of Biotope 0.3 4.5 조경/건축

  2. Townscape & Landscape 0.4 6.0 조경/건축

  3. Local Characteristics & Outdoor Amenity 0.3

   3.1 Attention to Local Character & Improvement 
of Comfort

0.5 2.25 건축/조경

   3.2 Improvement of the Thermal Environment on 
Site

0.5 2.25
건축/조경/

기계

Q3 소 계 1.0 15.0

Q 합계 0.5 50.0

LR Environmental Load Reduction of the building

 LR1 Energy 0.4

  1. Building Thermal Load 0.3 6.0
건축/기계/

전기

  2. Natural Energy Utilization
0.2 4.0

건축/기계/
전기

  3. Efficiency in Building Service System
0.3 6.0

건축/기계/
전기

  4. Efficient Operation 0.2

    4.1 Monitoring 0.5 2.0 기계/전기

    4.2 Operation & Management System 0.5 2.0 기계/전기

LR1 소 계 1.0 20.0

 LR2 Resources & Materials 0.3

  1. Water Resources 0.15

   1.1 Water Saving 0.4 0.9 기계

   1.2 Rainwater & Grey Water 0.6

     1.2.1 Rainwater Use System 0.667 0.9 기계/건축

     1.2.2 Gray Water Reuse System 0.333 0.45 기계

  2. Reducing Usage of Non-renewable Resources 0.63

   2.1 Reducing Usage of Materials 0.07 0.66 건축/구조

   2.2 Continuing Use of Existing Structural Frame 
etc.

0.24 2.27 건축/구조

   2.3 Use of Recycled Materials as Structural 
Frame Materials

0.20 1.89 자재

   2.4 Use of Recycled Materials as Non-structural 
Materials

0.20 1.89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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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참여 전문가

   2.5 Timber from Sustainable Forestry 0.05 0.47 자재

   2.6 Efforts to Enhance the Reusability of 
Components and Materials

0.24 2.27 건축

  3. Avoiding the Use of Materials with Pollutant 
Content

0.22

   3.1 Use of Materials without Harmful Substances 0.32 1.06 자재

   3.2 Elimination of CFCs and Halons 0.68

     3.2.1 Fire Retardant 0.333 0.75 소방

     3.2.2 Foaming Agents (Insulation Materials, 
etc.)

0.333 0.75 자재

     3.2.3 Refrigerants 0.333 0.75 자재

LR2 소 계 15

 LR3 Off-site Environment 0.3

  1. Consideration of Global Warming 0.33 5.0
건축/기계/
전기/자재

  2. Consideration of Local Environment 0.33

   2.1 Air Pollution 0.25 1.25 기계

   2.2 Heat Island Effect 0.50 2.5
건축/조경/
토목/기계

   2.3 Load on Local Infrastructure 0.25

     2.3.1 Reduction of Rainwater Discharge Loads 0.25 0.31
건축/기계/

토목

     2.3.2 Sewage Load Suppression 0.25 0.31 기계/조경

     2.3.3 Traffic Load Control 0.25 0.31 건축

     2.3.4 Waste Treatment Loads 0.25 0.31 건축

  3. Considera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 0.33

   3.1 Noise, Vibration & Odor 0.40

     3.1.1 Noise 0.33 0.67
건축/조경/
음향전문가

     3.1.2 Vibration 0.33 0.67
건축/시공/
음향전문가

     3.1.3 Odor 0.33 0.67 건축

   3.2 Wind Damage & Sunlight Obstruction 0.40

     3.2.1 Restriction of Wind Damage 0.7 1.4
건축/조경/

토목

     3.2.3 Restriction of sunlight obstruction 0.3 0.6 건축

   3.3 Light Pollution 0.20

     3.3.1 Outdoor Illumination and Light that 
Spills from Interiors

0.7 0.7
조명전문가/
조경/건축

     3.3.2 Measures for Reflected Solar Glare from 
Building Walls

0.3 0.3 건축/자재

LR3 소 계 1.0 15.0

 LR 합계 0.5 50.0

총 계 1.0 100



251

(5) SBTool 인증기준

평 가 항 목 구분 가중치(%) 참여 전문가

A Site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Urban Design and Infrastructure 14.9

 A1 Site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5.2

A1.1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wetlands

A1.2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coastal environments

A1.3
Reforestation for carbon sequestration, soil stability and 
biodiversity

A1.4 Development or maintenance of wildlife corridors

A1.5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groundwater or surface 
water

평가 1.19 토목

A1.6 Shading of building(s) by deciduous trees 평가 1.43 조경

A1.7 Use of vegetation to provide ambient outdoor cooling 평가 0.71 조경

A1.8 Reducing irrigation requirements through the use of native 
plantings

평가 0.71 조경

A1.9 Provision of public open space(s) 평가 0.24 건축/조경

A1.10 Provision and quality of children's play area(s)

A1.11 Facilities for small-scale food production for residential 
occupants

A1.12 Provision and quality of bicycle pathways and parking 평가 0.48 건축/조경

A1.13 Provision and quality of walkways for pedestrian use 평가 0.48 건축/조경

 A2 Urban Design 5.1

A2.1
Maximizing efficiency of land use through development 
density

평가 1.78 건축

A2.2
Reducing need for commuting transport through provision of 
mixed uses

평가 1.43 건축주/건축

A2.3
Impact of orientation on the passive solar potential of 
building(s)

평가 0.89 건축

A2.4 Building morphology, aggregate measure

A2.5
Impact of site and building orientation on natural 
ventilation of building(s) during warm season(s)

평가 0.59
건축/조경/토

목

A2.6
Impact of site and building orientation on natural 
ventilation of building(s) during cold season(s)

평가 0.40
건축/조경/토

목

 A3 Project Infrastructure and Services 4.6

A3.1
Supply, storage and distribution of surplus thermal energy 
amongst groups of buildings

A3.2
Supply, storage and distribution of surplus photovoltaic 
energy amongst groups of buildings

A3.3
Supply, storage and distribution of surplus hot water 
amongst groups of buildings

A3.4
Supply, storage and distribution of surplus rainwater and 
greywater amongst groups of buildings

A3.5 Provision of facility to produce energy from solid waste

A3.6 Provis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and sorting services 평가 0.16 건축

A3.7 Composting and re-use of organic sludge

A3.8 Provision of split grey / potable water services 평가 1.07 기계

A3.9 Provision of surface water management system 평가 0.71
건축/조경/기

계/토목

A3.10 On-site treatment of rainwater, stormwater and greywater 평가 0.71
건축/조경/기

계/토목

A3.11 On-site treatment of liquid sanitary waste 평가 0.71 기계

A3.12 Provision of on-site communal transport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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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가중치(%) 참여 전문가

A3.13 Provision of on-site parking facilities for private vehicles 평가 0.71 건축

A3.14 Connectivity of roadways 평가 0.16 건축

A3.15
Provision of access roads and facilities for freight or 
delivery

평가 0.16 건축

A3.16 Provision and quality of exterior lighting 평가 0.16
건축/전기/조

경

B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22.6

 B1 Total Life Cycle Non-Renewable Energy 8.9

B1.1
Embodied non-renewable energy in original construction 
materials

평가 4.46 자재

B1.2
Embodied non-renewable energy in construction materials 
for maintenance or replacement(s)

B1.3
Consumption of non-renewable energy for all building 
operations

필수 4.46
건축/기계/전

기

B1.4
Consumption of non-renewable energy for project-related 
transport

B1.5
Consumption of non-renewable energy for demolition or 
dismantling process

 B2 Electrical peak demand 2.7

B2.1 Electrical peak demand for building operations 평가 2.67 전기

B2.2
Scheduling of building operations to reduce peak loads on 
generating facilities

 B3 Use of Materials 5.3

B3.1
Degree of re-use of suitable existing structure(s) where 
available

필수 1.78 건축/구조

B3.2 Protection of materials during construction phase

B3.3
Material efficiency of structural and building envelope 
components

평가 0.71 건축

B3.4 Use of virgin non-renewable materials 평가 1.43 건축

B3.5 Use of finishing materials 평가 1.43 건축

B3.6 Ease of disassembly, re-use or recycling

 B4 Use of potable water, stormwater and greywater 5.7

B4.1 Embodied water in original construction materials

B4.2 Use of water for occupant needs during operations 필수 2.14 기계

B4.3 Use of water for irrigation purposes 평가 1.43 조경

B4.4 Use of water for building systems 평가 2.14 기계

C Environmental Loadings 47.6

 C1 Greenhouse Gas Emissions 24.8

C1.1
GHG emissions from energy embodied in original 
construction materials

평가 4.95 자재

C1.2
GHG emissions from energy embodied in construction 
materials used for maintenance or replacement(s)

평가 4.95 자재

C1.3
GHG emissions from primary energy used for all purposes in 
facility operations

필수 7.43
건축/기계/전

기

C1.4
GHG emissions from primary energy used for 
project-related transport

평가 7.43 건축

 C2 Other Atmospheric Emissions 8.8

C2.1
Emissions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during facility 
operations

평가 5.94 기계

C2.2 Emissions of acidifying emissions during facility operations 평가 1.43 기계

C2.3
Emissions leading to photo-oxidants during facility 
operations

평가 1.43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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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가중치(%) 참여 전문가

 C3 Solid and Liquid Wastes 2.9

C3.1
Solid waste from th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process 
retained on the site

C3.2
Solid non-hazardous waste from facility operations sent off 
the site

평가 1.43 건축

C3.3
Risk of non-radioactive hazardous waste resulting from 
facility operations

C3.4 Radioactive waste resulting from facility operations

C3.5
Liquid effluents from building operations that are sent off 
the site

평가 1.43 기계

 C4 Impacts on Project Site 2.2

C4.1
Impact of construction process on natural features of the 
site

C4.2
Impact of construction process or landscaping on soil 
stability or erosion

C4.3 Recharge of groundwater 평가 0.71
건축/기계/토

목

C4.4 Changes in biodiversity on the site 평가 0.71
조경/생태학

자

C4.5 Adverse wind conditions at grade around tall buildings 평가 0.79 건축

 C5 Other Local and Regional Impacts 8.9

C5.1
Impact on access to daylight or solar energy potential of 
adjacent property

평가 2.67 건축

C5.2
Impact of construction process on local residents and 
commercial facility users

C5.3
Impact of building user population on peak load capacity of 
public transport system

평가 0.48 건축

C5.4
Impact of private vehicles used by building population on 
peak load capacity of local road system

평가 0.32 건축

C5.5
Potential for project operations to contaminate nearby 
bodies of water

평가 0.95 건축주

C5.6
Cumulative (annual) thermal changes to lake water or 
sub-surface aquifers

평가 0.71
기계/지구물

리학자

C5.7
Contribution to Heat Island Effect from roofing, landscaping 
and paved areas

평가 1.90 건축/조경

C5.8
Degree of atmospheric light pollution caused by project 
exterior lighting systems

평가 1.90 건축/전기

D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4.9

 D1 Indoor Air Quality and Ventilation 2.6

D1.1 Pollutant migration between occupancies 평가 0.24 건축/기계

D1.2 Pollutants generated by facility maintenance

D1.3 Mold concentration in indoor air 평가 0.24 기계

D1.4 Volatile organic compounds concentration in indoor air 평가 0.36 자재/기계

D1.5 CO2 concentrations in indoor air 필수 0.36 기계

D1.6
Effectiveness of ventilation in naturally ventilated 
occupancies during Summer

평가 0.48 건축/기계

D1.7
Effectiveness of ventilation in naturally ventilated 
occupancies during Spring/Fall

평가 0.36 건축/기계

D1.8
Effectiveness of ventilation in naturally ventilated 
occupancies during Winter

평가 0.24 건축/기계

D1.9 Air movement in mechanically ventilated occupancies 평가 0.24 기계

D1.10
Effectiveness of ventilation in mechanically ventilated 
occupancies

평가 0.12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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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가중치(%) 참여 전문가

 D2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0.7

D2.1
Appropriate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mechanically cooled occupancies

평가 0.36 기계

D2.2
Appropriate air temperature in naturally ventilated 
occupancies

평가 0.36 건축/기계

 D3 Daylighting and Illumination 1.0

D3.1 Appropriate daylighting in primary occupancy areas 필수 0.36
건축/조명전

문가

D3.2 Control of glare from daylighting 평가 0.24 건축

D3.3 Appropriate illumination levels and quality of lighting 평가 0.36
전기/조명전

문가

 D4 Noise and Acoustics 0.6

D4.1 Noise attenuation through the exterior envelope 평가 0.12 건축/자재

D4.2
Transmission of facility equipment noise to primary 
occupancies

평가 0.12 기계

D4.3 Noise attenuation between primary occupancy areas 평가 0.12 건축

D4.4
Appropriate acoustic performance within primary occupancy 
areas

평가 0.24
건축/음향전

문가

 D5 Control of electromagnetic emissions 0.0

D5.1 Electromagnetic emissions

E Service Quality 4.2

 E1 Safety and Security 1.0

E1.1 Construction safety

E1.2 Risk to occupants and facilities from fire

E1.3 Risk to occupants and facilities from flooding

E1.4 Risk to occupants and facilities from windstorms

E1.5 Risk to occupants and facilities from earthquake

E1.6
Risk to occupants and facilities from use of explosive 
devices

E1.7
Risk to occupants from incidents involving biological or 
chemical substances

E1.8
Occupant egress from tall buildings under emergency 
conditions

필수 0.59 건축/소방

E1.9
Maintenance of core building functions during power 
outages

평가 0.18
건축/기계/전

기

E1.10
Personal security for building users during normal 
operations

평가 0.24 건축/전기

 E2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0.8

E2.1
Appropriateness of type of facilities provided for tenant or 
occupant needs

E2.2 Functionality of layout(s) for required functions

E2.3 Appropriateness of space provided for required functions

E2.4 Appropriateness of fixed equipment for required functions

E2.5
Provision of exterior access and unloading facilities for 
freight or delivery

평가 0.06 건축

E2.6 Efficiency of vertical transportation system 평가 0.53 건축

E2.7 Spatial efficiency 평가 0.12 건축

E2.8 Volumetric efficiency 평가 0.12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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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가중치(%) 참여 전문가

 E3 Controllability 0.7

E3.1 Effectiveness of facility management control system 평가 0.08
건축/기계/전

기

E3.2 Capability for partial operation of facility technical systems 평가 0.24
건축/기계/전

기

E3.3 Degree of local control of lighting systems 평가 0.24 전기

E3.4 Degree of personal control of technical systems by occupants 평가 0.16
건축/기계/전

기

 E4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1.0

E4.1
Ability for building operator or tenant to modify facility 
technical systems

평가 0.08
건축/기계/전

기

E4.2 Potential for horizontal or vertical extension of structure 평가 0.20
건축/구조/기

계/전기

E4.3
Adaptability constraints imposed by structure or 
floor-to-floor heights

평가 0.12 건축/구조

E4.4
Adaptability constraints imposed by building envelope and 
technical systems

평가 0.12
건축/기계/전

기

E4.5 Adaptability to future changes in type of energy supply 평가 0.53 건축/전기

 E5 Optimization and Maintenance of Operating Performance 0.6

E5.1 Operating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of key facility systems 평가 0.12
커미셔너/건
축/기계/전기

/시공

E5.2
Adequacy of the building envelope for maintenance of 
long-term performance

E5.3 Durability of key materials 평가 0.36 자재

E5.4
Existence and implementation of a maintenance 
management plan

E5.5 On-going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f performance

E5.6 Retention of as-built documentation 평가 0.12
건축/기계/전

기

E5.7 Provision and maintenance of a building log

E5.8
Provision of performance incentives in leases or sales 
agreements

E5.9 Level of skills and knowledge of operating staff

F Social, Cultural and Perceptual Aspects 3.3

 F1 Social Aspects 0.7

F1.1
Access for mobility-impaired persons on site and within the 
building

필수 0.71 건축

F1.2 Access to direct sunlight from living areas of dwelling units

F1.3 Visual privacy in principal areas of dwelling units

F1.4 Access to private open space from dwelling units

F1.5 Involvement of residents in project management

 F2 Culture and Heritage 1.0

F2.1 Compatibility of urban design with local cultural values

F2.2 Impact of the design on existing streetscapes 평가 0.48 건축

F2.3
Maintenance of the heritage value of the exterior of an 
existing facility

평가 0.48 건축

F2.4
Maintenance of the heritage value of the interior of an 
exist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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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구분 가중치(%) 참여 전문가

 F3 Perceptual 1.7

F3.1 Impact of tall structure(s) on existing view corridors 평가 0.48 건축

F3.2 Quality of views from tall structures 평가 0.48 건축

F3.3 Sway of tall buildings in high wind conditions 평가 0.48 건축/구조

F3.4 Perceptual quality of site development

F3.5 Aesthetic quality of facility exterior

F3.6 Aesthetic quality of facility interior

F3.7 Access to exterior views from interior 평가 0.24 건축

G Cost and Economic Aspects 1.1

 G1 Cost and Economic Aspects 1.1

G1.1 Construction cost 평가 0.36 시공

G1.2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평가 0.36 건축주

G1.3 Life-cycle cost 평가 0.36 LCC 전문가

G1.4 Investment risk

G1.5 Affordability of residential rental or cost levels 필수

G1.6 Impact of project on land values of adjacent properties

G1.7 Impact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s on the local economy

G1.8 Economic viability of commercial occupancies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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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role of 

G-SEED, which is the representativ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dopted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domestically, as not only as an evaluation tool but as a 

guideline for sustainable architectural design. In order to do so, the definition 

of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its concept according to the implementing body 

were investigated,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the need to improve upon the 

standa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chitect. Then, the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office buildings, the subject of this study,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sustainable architecture 

through the design application of G-SEED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analysis of inter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was conducted to derive 

supporting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G-SEED. Moreover, in-depth 

interviews of architects and analysis of the assessment content for architectures 

which received certification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actic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G-SEED to office buildings. Finally,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problems of G-SEED regarding design application was proposed 

by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ield interviews.

Using the above objective and methods, the following problems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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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provement of the G-SEED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First, the process of applications of G-SEED to office buildings progresses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 overall design process. As the effective value 

of the domestic certification criteria is difficult to determin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clients and architects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ertification criteria application. Due to this, the certification criteria is 

being applied in fragments in order to obtain points for the certification criteria 

regardless of the objective and characteristic pursued by the project. 

Consequently, application of the certification criteria is being assessed in the 

final design phase, which has led to limited design application, unreasonable 

design modifications, and construction expense increase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design charrettes for each design phase were adopted to allow 

the integrated approach by all experts and parties concerned from a holistic 

perspective of the project. Additionally, commissioning, which was reduced in 

the domestic certification criteria, was made to conduct evaluations appropriate 

to the essential objective so that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architecture can 

be guaranteed through the verification and adjustment of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phases. The certification criteria was subdivided to 

allow the sequential design to proce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design 

strategies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the realization of an integrated design process.

Second, a problem with the domestic certification standard was identified 

where the standard provided a uniform design which canno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hus, only the applicable design standards were 

selected for application simply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project and 

selectively applying the standard to the design was difficult. In the case of 

projects aiming for high ratings, such limiting and inflexible design standard 

caps the scores attainable. As a result, designs conflicting with the overall 

concept of the project are selected and standards with poor effective value due 

to the project characteristics are applied simply to gain more points. To 

improve this lack of flexibility and autonomy of the standard, sequential 

conversion to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design methods were proposed. Conversion to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requires the popularization of the simulation program beforehand,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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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that could require the simulation expense separately needs to be 

presented. Also,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design method standards needs 

to be conducted based on various sample surveys of domestic office buildings, 

simulation and verification of corresponding standards, and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experts, and the effective value was to be presented when applying the 

corresponding standard design.

Third, 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the evaluation standards within the 

certification items, lack of equity, inducement of ineffective design methods, 

and evaluation standards below legal code were identified. As consultation with 

the concerned institutions is difficult with regard to the unclear presentation of 

assessment criteria, the designer evades the application of such standards,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autonomy in design application. The lack of equity 

regarding the certification standard refers to the standard evaluating simply 

based on the application number, and the uniform presentation of the resting 

space area is also a lacking in equity. To improve upon this, assessment 

criteria simply based on application number were revised to be based on the 

material cost ratio and reduction amount. In addition, standards which induce 

efficiency reductions or further energy consumption are problems because they 

are applied overlapping in a separated standard, therefore, an integrated 

standard was proposed. Along with the errors of such certification standards 

themselves, improvements were to be made for the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criteria according to the certification institution through the clear 

presentation of the detailed standard.

Lastly, the lack of design standards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office buildings was pinpointed as a problem. G-SEED induces designs for the  

occupant of the office building through indoor environment standards, designs 

for diverse indoor environment comfort is lacking due to the limited design 

standards. Also, certification standards for the surrounding area is limited. For 

this, implementation of an assessment criteria regarding the lighting 

environment, which is lacking in the indoor environment category, was carried, 

lighting energy saving in the energy category was moved back to the indoor 

environment category, and the realization of a comforting lighting environment 

was to be prioritized over lighting energy savings.  Moreover, thermal comfort 

design and verification items were implemented along with setting pleasant 

indoor thermal environments to construct a system which could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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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after residence. Also, for the certification standards for the local 

environment, heat island effect prevention plan and light pollution prevention 

plan items were implemented to lead to cooling load reduction effect for the 

summer cityscape and wildlife ecosystem protection.

 

One-sided regulations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without surveying the 

current state of the domestic design market begets the application of manual 

standards without the recognition of the designer regarding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can cause the ineffective intensification of 

workload for the designer as well as construction expense increase. In this 

study, improvement directions of G-SEED were proposed which could become 

guidelines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design with regard to the aspects pointed out by architects as 

problems during certification standard application. Furthermore, the design 

method of certification criteria that needs to be considered for each design 

phase was proposed as the matrix so that the participating experts can 

maintain a holistic perspective. This is expec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G-SEED which only presents the final assessment criteria and induc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certification criteria by the architects.262)

Keywords: Sustainable Architectural Design, G-SEED, Integrative Design Process, 
Matrix for G-SEED

Student Number: 2010-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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