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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계에서 14번째

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는 2018년 기준 총배출량 대비 26.

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상향된 2030 NDC에 따라 건물부

문의 감축률은 종전 19.5%에서 32.8%로 대폭 증가되었다(윤순진, 2021). 이에

따라 건물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ZEB)과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GR) 확대는 큰 과제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 건물동수 측면에서 기존 건축

물 가지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의 연간 건축허가

건물 동수는 약 25만 동이며, 이는 전체 건물 동수 719만 동의 약 3.5% 수준이

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2019). 다시 말해 3.5%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중요하나, 96.5%의 기존 건축물의 관리 없이는 실질적인 건물 에

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 힘들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이슈를 완화하

기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영국의

Green Deal, 프랑스의 Green Growth Legislation, 미국의 the Energy Policy

Act, 호주의 the Energy Efficiency in Government Operation policy, 중국의 13

차 FYP(Five Year Plan)을 통한 리트로핏 정책, 싱가폴의 Building Retrofit

Energy Efficiency Financing Scheme 등이 대표적인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

능개선 정책으로, GR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져 운영되고 있다(Liu et al.,

2020; Sebi et al, 2019; Tan et al, 2018).

또한 GR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 뿐 아니라, 실내 환경

및 공기질 개선으로 거주자 건강 개선효과가 입증 되었으며(David, 2017), 이는

GR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GR 수행비율을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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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Oritiz et al, 2019).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

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린 뉴딜 중 GR(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계획 중 ①호 대책)을 첫 번째 대책으로 소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그렇지만 GR의 에너지 절감 및 다양한 공편익(Co-Benefit)에도 불구하고,

GR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공사비 부담, GR에 따른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절감

효과 및 GR의 인식부족 등의 장벽이 존재하였다(Bergamn et al., 2020; Liu et

al., 2020; Alam et al., 2019; Tan et al., 2018 ; Hwang et al., 2017).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제로금리 대출, 다양한

홍보수단 및 기술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GR로 활성

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정리하자면 GR 정책은 ① 탄소중립(2050년), NDC(2030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② GR의 균일

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특징, ③ GR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행 장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하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종전의 GR 관련 선행연구가

GR 활성화 측면에 집중하여 GR 효과(에너지, 공편익 등), 경제성 및 GR 수행

장벽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탄소중립, NDC ② GR의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특성, ③ GR 수행 장벽을 분석해, 한국의 GR 정책현황을 기반으로 ① GR 정책

방향, ② 정량적인 목표수립, ③ GR 효과(수행비율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

어 탄소중립을 위한 GR 정책 효율화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특성을 분

석해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한국 주거시설에 대한 GR 정책 개선방

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에 따라 주된

GR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성능 및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활용

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예측모형은 건물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초연구로, 순환형 GR 정책모형의 정량적인 목표

(수행수량)를 수립하고, 수행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마



- iii -

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후 건축물의 GR을 통한 실내 환경 및 공기질

개선은 거주자의 건강개선 효과가 있으며 이는 GR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 하나로 GR 수행비율을 높일 수 있다(David, 2017,

J.Oritiz et al, 2019). 따라서 세 번째 연구에서는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을 통한 탄소저감, 에너지 절감비용 및 공편익(실내 환경 및 공기질)을 정

량적으로 분석해 GR 효과를 입증 하였다. 이 결과는 GR 수행을 돕는 의사결

정 사례로 GR 활성화(수행 비율을 높이는데)에 기여 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

된다.

다음은 각 연구의 세부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였다.

첫 번째 연구로 GR 정책은, 정책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장기간을

계획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목표,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를 유기적으

로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GR의 일정하

지 않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해 GR 정책 수행평가는 GR 수행수량이 아닌

수행 된 GR 전/후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 번

째 연구에서는 GR 정책 특성을 분석하여 데밍의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을 접목한 순환형 GR 정책개념을 제안 하였다. 이 순환형 GR 정책개념

이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GR정책이 활성 된 주

요국의 GR 정책계획 및 정책도구를 이용하여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구체화

하였다. 이 정책모형을 구체화 과정에서 GR 정책 목적(=온실가스 감축) 및 특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의 GR 수행평가 방식과 정책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정책모형으로 한국 노후 주거건축물의 GR 정책에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계획(Plan)

및 이행(Do)단계에서는 정량적인 GR 수행목표 수립, GR 전/후 에너지 소비량

절감 평가 시스템 구축과 GR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였다. 또한

확인(Check) 및 보완(Act) 단계에서는 수집 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분석하

고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해 개선방향을 찾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환

경변화 및 기술지원 등의 보완계획을 마련해 다음번(2번째 사이클) GR 계획수

립 시 반영하는 기술적인 협의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이 결과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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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같이 GR 정책의 수립 초기단계인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GR

정책수립을 위해 GR 정책개념 및 정책도구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GR 수행성과(에너지 소

비량 절감)를 연계시키기 위해 연간 에너지소비량 예측 모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GR의 주된 수행대상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며, 분석 데

이터는 66개 건물, 2개년 132개의 패널데이터로 분석모형은 Pooled OLS, FGLS

및 RE 모형을 활용해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정 식을 개발하였다. 각 모형의 적

합도(Fitness)는 분석 데이터 셋을 통해 adj-  및 RMSE를 활용하였고, 유효

성(Validation)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각 모형의 추정 결과와 실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FGLS, Pooled OLS, RE 모형 분석결과, 각 모형의 적합도(adj- )는 0.79~0.80

수준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RMSE 역시 1% 내외의 차이로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에러율(%) +,-30% 수준에서 총14개 관측치 중 8개

관측치가 동일하게 만족하였다. 그렇지만 각 모형의 오차 범위는 FGLS는

61.9%~-63.9%, Pooled OLS는 56.1%~-64.1%를 보여 유사한 하였으나, RE 모형

은 156.1%~-59.7%로 오차 범위가 넓어 유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GLS 모형의 adj- 는 0.626, RMSE 29,149이며, Pooled OLS 모형의

adj- 는 0.587, RMSE 30,631로 FGLS 모형이 가장 유효성이 우수하게 분석되

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예측의 적합도 및 유효성은 선

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대상은 에너지 사

용패턴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은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에 대한 결과로, 본 연

구는 GR 수행의 주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점과 비주거 근린생활시설

이라면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머신러닝 기반 분석모형을 활용하고, 소규모 건축물 물리적인 특성과 용도

를 고려한 다양한 설명변수를 적용해 분석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정의 유효

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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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 기준, 비주거 시설 27개용도 중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업무시설은 그 다음으로 높은 에

너지를 소비하는 용도이다(2020e, 국토교통부).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건축물

중 주민생활 필수시설(1종)과 편의시설(2종)인 소매점, 음식점, 종교, 의료, 판매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 된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단일용도로는 업무시설이 가

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한 분석대상을 공공 업무시설로 선정하는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GR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례로 활용

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에서는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 실증사

례를 분석해 GR의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실내 환경 및 공기실 개선효과를 입

증하여 GR 활성화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개선효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하여 다양한 전문장비를 통해 GR 전/후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환경 변화를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GR 수행은 에너지진단,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과 이용

자 설문 등을 통해, 7가지의 개선 부위를 도출하였다. 각 부위별 대안은 에너지

-비용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 GR 모델을 계획 하였으며, Passive 기법을 설계

및 시공 중 적용하여 GR 품질을 개선하였다.

GR 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PMV/PPD는 기준에 만

족(Full GR 전:불만족)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는 CO2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30%이상 개선되어 기준을 준수하였다. 에너지 성능개선은 열원설비가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전력 및 가스를 사용량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해 비교하

였으며 냉방기준 5.9%, 난방기준 2.7%가 절감 되었고 연간 에너지소비 비용 측

면에서는 약12%(약14,000,000원)가 절감되었다. 이 결과는 GR 개선효과에 대한

에너지 비용절감 측면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공편익(실내 환경 및 공기질) 효과

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GR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사례로 GR 수행비

율을 높여 GR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3가지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한국의 GR 정책 효율화 측

면에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첫 번째 연구의 순환형 GR 정책모형은 온실

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특성(정책 및 수행)을 분석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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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수행성과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환경 및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정책 모형이

다. 이 정책모형의 계획단계(Plan)에서 정량적인 GR 목표수립(수행수량)을 위해

건물 에너지소비량 추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두 번째 연구결과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소비량 예측 모형은 GR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추정하는 기초연구로 순환형 GR 정책모형의 정량적인 목표

수립을 위한 예측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계획

된 목표 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GR 활성화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세 번째 연구

에서는 GR 활성화를 위해 GR의 에너지 절감비용 및 공편익을 입증하여 GR 수

행을 돕는 의사결정 사례로 자발적인 GR 활성화(수행 비율을 높이는데)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한국의 GR 정책현황을 기

초로 GR 정책 수립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예측(정량적인

목표수립) 및 GR 수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GR 에너지 및 공편익 효과를 종합적

으로 다루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한국의 GR 정책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2030 NDC, 2050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정책모델,

그린리모델링 효과 및 공편익, 건물 에너지 예측 모델, 패널데이터분석

학 번 : 2018-3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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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 이후, 2018년 10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를 발표하면서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1.5℃로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2050

년까지 세계의 탄소 순배출량은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2019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이 개최한 기후행동 정상회의 이후 2021년 10월

기준 14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윤순진, 2021).

한국은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21년 8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탄

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심의∙의결하였고, 정부는 2021년 11월에 국무회의

를 열어 탄소중립위원 심의 원안을 최종적으로 국가 목표로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전제와 가정으로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그려 본

것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서 건물부문의 감축목표는 A안, B안 모두 2018년 배출량 52.1백만 톤을 기준으

로 6.2백만 톤으로 감축(88.1%↓)하는 목표를 세웠다. 2030 NDC의 경우 종전

2018년 배출량 기준 26.3%의 감축목표에서 40%로 상향되었으며, 건물부분의 감

축목표는 종전 19.5%에서 32.8%로 대폭 증가하였다(윤순진, 2021).

강화 된 건물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및 ZEB(Zero Energy Building)를 단계적 의무화하여 5.5백만

톤 감축, 2)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9.6백만 톤 감축, 3) 설비효율개

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15.2백만 톤 감축, 4)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5.8백만 톤 감축 등 주요 감축수단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주요 감축수단의 감축 목표에서는 신축 대비 기존 건축물의 감축량이 2배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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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나 한국의 총 건물동수 측면에서 노후 건축물 가지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의 연간 건축허가 건축물 동수는 약 25만 동이며,

이는 전체 건물 동수 719만 동의 약 3.5%로 수준이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2019). 다시 말해, 3.5%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엄격한 관리는 중요하나,

96.5%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없이는 실질적인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

감은 힘들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는

세계적인 환경이슈를 완화하기 위해, 건물부문의 역할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Green Remolding)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Dulac, J., 2019). 또한 국내/외 다수의 논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기존 건축물의 GR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GR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만 생각 할 수 있으나, 미

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는 Health and Home Upgrades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약 500여개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GR(단열, 기밀, 창호, 냉난방 및 환기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뿐 아니라 거주자 건강 및 실내 환경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David, 2017). 이는 GR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

사결정 요소 중 하나로 GR 수행비율을 높일 수 있다(Ortis et al, 2015).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취약 계측인 노인의 건강개선을 위한 GR 평가 프레임 개발 등 해

외 많은 문헌에서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건강문제와 이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GR의

공편익(Co-Benefit)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Park, 2018).

2020년 6월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

하면서, 그 중 그린 뉴딜의 핵심방안으로 GR(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

환 계획 중 ①호 대책)을 첫 번째로 소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20). GR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4대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

(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및 공공 임대주택(18.6만호))의 GR수행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GR을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계획을 발표

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GR은 에너지 절감,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건강개선 및 경기부양 등 다

양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R이 활성화 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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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주요 정부에서는 GR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EU

는 Energy Efficiency Plan 2011을 통해 공공기관은 매년 3%씩 GR을 수행해야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Liang et al., 2019), 미국은 2005년 노후건축물의

15%를 GR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EPA, 2005).

중국은 11, 12, 13차 국가 5개년 계획(Five-Year Plan, FYP)을 통해 GR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이행 중이다(Sherlock et al, 2018). 이 과정을 분석

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GR 정책 이행상의 주된 장벽은, GR의 높은

공사비 부담, GR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절감 효과 및 정보 불균형 등이 공통적

으로 언급되고 있다(Bergamn et al., 2020; Liu et al., 2020; Alam et al., 2019;

Tan et al., 2018 ; Hwang et al., 2017).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저금리 대출 및 다양한 기술지원 등 정책수단을 활

용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GR 수행으로 GR을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GR 정책은 ① 탄소중립(2050년), NDC(2030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② GR의 균일

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특성, ③ GR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행 장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종전의 GR 관련 선행연구가 GR 활성화

측면에 집중하여 GR 효과(에너지, 공편익 등), 경제성 및 수행 장벽 등을 단편

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탄소중립, NDC, ② GR의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 절

감, ③ GR 활성화 특성을 분석해 한국의 GR 정책현황을 기반으로 ① GR 정책

방향, ② 정량적인 목표수립 방안, ③ GR 효과 등 종합적으로 다루어 탄소중립

을 위한 GR 정책 효율화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이 가지는

특성 3가지(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② GR의 에너지 절감특성 및 ③ GR의 민간

활성화를 위한 수행 장벽)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GR 정책특성을 고려해 데밍의

PDCA 사이클 개념을 연계한 순환형 GR 정책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 정책개

념은 GR이 활성화한 주요 국가의 정책내용 및 도구를 접목하여 순환형 GR 정

책모형으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순환형 GR 정책모형이 한국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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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한국의 GR 정책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P-D-C-A 단계별로 이

정책 모형이 운영되기 위한 정책도구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온실가

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을 이해하고, 한국과 같이 GR 정책 수립 초기 단계

인 국가에서 각 국가의 다양한 환경(산업, 문화, 인프라 등)을 고려해 GR 활성

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정책효과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는 ISO 13790∙DIN V 18599(ECO-2) 및

에너지 플러스(DesignBuilder 등) 기반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이 이용되고 있

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GR 정책 목적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며 이는 시뮬레이션 툴로 GR 이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예측)하나, 다

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툴을 통한 평가(예측)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

되고 있다. Constantinos et al(2016)은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

를 수행한 8,500가구의 GR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툴을 통한 예측치

와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 하였으며, 예측치 대비 실제 소비량은 약 44%

정도 낮게 조사되었다. Xin et al.(2016)은 GR수행 결과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

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심지어 LEED 인증을 획득한 건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일반적인 건물과 차이가 없거나 낮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엔, 기존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데이터와 실제 건축물의 사용패턴 및 물리적

성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분석대상은 주로 주거 및 학교시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분석방법은 회기분석 방식을 기초한 다중회기 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및 램덤포레스트

(Random Forest) 방법 등이 활용된다(Too et al, 2021; Awsan et al, 2021).

따라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분석사례가 부족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중 어린

이집과 진료시설을 대상으로 66개 건물, 2개년 132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패

널회기 분석모형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예측 모

형의 유효성(Validation) 검증은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의 새로운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각 모형의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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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통한 예측 된 에너지 소비량)와 측정치(실제 에너지 소비량)를 비교해

오차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Kim et al., 2020). 이를 통해, 상

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에너지 플러스 기반의 Design Builder, ISO 13790∙

DIN V 18599를 기반의 ECO-2 등을 분석하지 않고 건물 이용정보 및 물리적인

성능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 평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엔 소규

모 건축물의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이용정보 및 물리적인 성능을 빅데이터 수준

으로 구축하고, 분석방식을 다양화 한다면 GR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예측의 유

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 모형은 건물 에너

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초연구로, 순환형 GR 정책모형의 정량적인 목표(수행

수량)를 수립하고, 수행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 실증사례를 분석해 GR의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실내 환경 및 공기실 개선효과를 입증하여 GR 활성화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요소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량 및 절감비용, GR

공편익인 실내 환경(PMV/PPD 및 소음 측정), 실내 공기질(일산화탄소(CO), 이

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2.5, PM10),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이산화

질소(NO2), 오존(O3) 및 라돈 등)에 대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건축물은 5가지 GR 모델(법적기준안에서 패시브 계획안까지, 공사비

및 에너지절감 비율을 고려해 총5가지 모델 계획)을 계획해 비용효율적인 모델

을 선정하였다. 이 최적 GR 모델은 패시브 기법(기밀 및 열교 최소화)을 설계

및 시공단계에 적용하여 GR 시공품질에 대한 이슈를 개선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이 결과는 GR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 뿐 아니

라 실내 환경 및 공기질 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여 비주거 업무시설의

GR 수행을 돕는 의사결정 사례로 자발적인 GR 활성화(수행 비율을 높이는데)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한국의 GR 정책현황을 기

초로 GR 정책 수립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예측(정량적인

목표수립) 및 GR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한국의 GR 정책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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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연구는 총 3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된다. 3가지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한국의 GR 정책효율화 측면

에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각장의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연구 절차는 다음

과 같다.

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특성을 분석해 PDCA Cycle 개

념을 연계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한국 주거시설의 GR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순환형 GR 정책모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GR 수행성과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환경 및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정책모형이다. 이 정책모형은

계획단계(Plan)에서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GR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와 GR 목표(수행수량)를 연계하는 건물 에너지소비량 추

정(예측) 도구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패널회귀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

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예측모형은 GR의 에너지 절감효과

를 추정하는 기초연구로 순환형 GR 정책모형의 정량적인 목표 수립(GR 수행수

량)을 위한 추정(예측)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계획 된 목표 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GR의 수행 장벽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GR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행단계(Do)의 필수적인 사안이다.

4장에서는 비주거 시설 중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 수행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GR의 에너지 절감비용 및 공편익을 실증적으

로 입증하였다. 이 결과는 GR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사례로 GR 수행

비율을 높여 GR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장에서는 3가지 연구결과를 통한 한국 GR 정책의 현황(한계) 및 3가지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각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

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1-1>은 본 연구의 구성과 절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2>는 2장의 정책모형과 3장 및 4장의 연계를 요약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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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연구 구성 및 절차

<그림1-2> 2장 정책모형과 3장 및 4장의 연구내용 연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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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DCA Cycle을 접목한 순환형 GR

정책모형 및 정책개선 방향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 소비효율 개

선은 핵심요소이며 이 측면에서 건물 부분이 가지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Alam et al., 2019; Liu et al., 2020). 건물부문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

출의 주된 기여 부문 중 하나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의 40%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Nejat et al., 2015; IEA, 2018).

특히 신축건축물 대비 기존건축물이 차지하는 건물 동수 비율을 고려하면,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기존건축물의 GR(Green Remodeling)이다

(Jagarajan et al., 2017). 또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재건축과

기존건축물의 GR을 비교한 경우 폐기물 발생 및 자원고갈 측면에서도 기존건

축물의 GR이 가지는 이점이 크다(Langston et al., 2008). 이러한 GR은 기존 건

축물의 온실가스 및 자원고갈 개선방법 중 하나로(Liu et al., 2020), GR의 주된

목적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거주자의 실내 환

경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이다(Jagarajan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이슈를 완화하

기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영국의

그린 딜, 프랑스의 Green Growth Legislation, 미국의 the Energy Policy Act,

호주의 the Energy Efficiency in Government Operation policy, 중국의 13차

FYP(Five Year Plan)을 통한 리트로핏 정책, 싱가폴의 Building Retrofit

1) 이장의 내용은 다음의 학술논문에 기초하고 있음. Jaemoon Kim & Sungmin

Lim(2021), A direction to improve EER(Energy Efficiency Retrofit) policy for

residential buildings in South Korea by means of the recurrent EER policy,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Volume 72,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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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Financing Scheme 등이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으

로 GR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Liu et al., 2020; ; Sebi et al, 2019; Tan et al,

2018).

GR 정책 관련 연구 문헌에서는 GR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먼저 GR 정책 활성화 장벽으로 높은 투자비, 에너지 절감 및

페이백 기간의 불확실성 등 에너지 및 경제성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GR

의 적정 기술, 기술자의 제한 된 경험 및 노후 건축물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소유자 인식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된다(Alam et al., 2019;

Hwang et al., 2017; Liang et al., 2016). 이러한 GR의 장벽들은 GR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학습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Bergman∙Foxon, 2020). 예를 들어 경제성 측면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GR 정책은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개선 및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지원, 에너지 성능

평가 제도운영 등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건물 소유자의 GR 인식개선

을 위해 국가별 다양한 실증 케이스 분석과 정책 홍보 웹페이지가 운영된다

(Liu et al., 2020; Sebi et al., 2019; Tan et al., 2018). 이를 통해 GR 정책은

GR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시행되고, GR 활성화를 위해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점별로 개선 방향을 찾는 연구와 자국의 기후적인 특

성, 기술 수준, 재정 상황에 최적화하는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ergman

et al, 2020).

그렇지만 GR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장기간 수행되어야 하는 정

책적 특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R의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특성과 GR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GR 정책을 20년 전부터 수행중인 나라가 있는 반면(Tan et al, 2018), 한국과

같이 GR 정책 초기 단계인 나라도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약속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의 GR 정책특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GR 정책에 반영하여 GR

정책 효율화를 향상 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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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8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수정

안)을 발표하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수단 중 두 번째로 높은

9.6백 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기준 한국의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정책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는 해외 GR 정책

과 같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국토교통부,

2020a; 국토교통부, 2020b; 국토교통부, 2018). 다만 공공 건축물의 경우 “공공기

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

준”에 따라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개선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는 실정이

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국토교통부, 2016). 이러한 정부 정책과 상반되게 한국

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은 건물 동수

측면에서 매우 크다. 한국의 연간 건축허가 건수는 약 25만 동으로(통계청,

2018), 전체 건물 동수 719만 동의 약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2019b). 또한 한국 건물 용도별 분포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이 64.3%로 가장 높으

며, 소유구분별 분포에서는 개인이 79.1%를 소유하고 있어(e-나라지표, 2020), 한

국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한국의 민간 주거용 건축물

의 효과적인 GR 정책 수립을 위해 GR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수단, GR의 에너

지 절감효과 및 정책 활성화 측면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GR 정책에 데밍의

PDCA(Plan-Do-Check-Act) Cycle 개념을 접목한 순환형 GR 정책 개념을 제

안하였다. 또한 순환형 GR 정책 개념이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

체화하기 위해 GR정책이 활발히 시행되는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중국의 GR

정책 계획과 정책 도구를 분석해 활용하여 순환형 GR 정책개념을 정책모형으

로 구체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순환형 GR 정책 모형으로 한국의 GR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운영되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 요인을 P-D-C-A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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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GR 정책 수립 초기 단계인 국가에서

GR 정책계획 수립 시, 순환형의 GR정책 프로세스 및 에너지 검증방식을 이해

하고 민간 활성화 위한 정책도구를 활용해 각 국가에 적합한 순환형의 GR 정

책모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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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절차 및 방법

연구내용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3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하여 ① 세계적

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② GR의 에너지 절감효과 및 ③ GR 정책의 활성화 장

벽 측면으로 특성을 정리하였다. 제4절에서는 PDCA Cycle을 이론적으로 고찰

하여, GR정책 특성 중 ①, ② 특성을 고려해, PDCA Cycle 접목한 순환형 GR

정책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정책 개념이 운영되기 위해 단계별로 요구되

는 정책도구를 분석하였다. 제5절에서는 순환형 GR 정책 개념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알아보기 위해 GR 정책이 활성화한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중국의

GR 정책내용을 계획(planning) 및 이행(doing)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제6절에서

는 순환형 GR 정책개념을 현행 시행중인 GR 정책도구를 활용해 순환형 GR 정

책모형으로 구체화 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GR 정책모형을 보완

해 객관성을 높혔다. 제7절에서는 이 순환형 GR 정책 모형으로 한국의 GR 정

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순환형 GR 정책이 운영되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

요인을 P-D-C-A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그림2-1> 연구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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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문헌조사를 통한 GR 정책특성 분석

제3절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GR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장기간

수행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측면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GR의 에너지 절감효과

측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참여가 중요한 정책으로써 GR 정책 활성화

측면으로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GR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으로써의 특징과 GR 정책 이행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써 GR 정책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 특성과 보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의 GR 정책특성

건물부문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기여부문으로 전 세계 에

너지 소비의 40%,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며(IEA, 2018; Nejat et al.,

2015),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Liu, Li et al.,

202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참여

국은 자발적 온실가스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수립해 2030년까지 이행하여야 하며(Dong, 2018), 독일, 프랑

스,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은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T-LEDS)을 발표하였다

(Jaber, A. A., 2020). 이 LT-LEDS를 발표한 나라 모두는 목표달성을 위해 건

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핵심수단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이

슈를 완화하기 위해 건물부문의 역할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Dulac,

J., 2019).

이러한 배경을 가진 GR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2030년 혹은 2050

년을 목표로 장기간을 계획하고 변화되는 환경과 기술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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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의 에너지 절감 특성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GR 공사는 한 번의 공사로 초기 성능이

매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1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Fabbri, 2018). GR 특성상 유사한 건물을 동일한 성능으로 GR 공사를 수행

하더라도 시공품질, 사용 환경 및 패턴에 따라 에너지 절감효과가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Galvin∙Sunikka-Blank, 2016; Sunikka-Blank∙Galvin, 2012). 다시

말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GR은 계획된 에너지 절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

기적인 GR 수행이 필요하며, GR 수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는 실제 저

감량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Van Den Brom et al, 2019). 따라서 편차가 있

는 에너지 절감효과는 GR 수행(=공사)이 결과가 아닌 GR 수행 후 에너지 절감

수치(=효과)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GR 정책의 궁

극적인 목적이 GR 수행이 아닌 GR 수행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기 때문이다.

3. GR 정책 활성화 장벽

지난 10년간 세계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GR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EU에서

는 Energy Efficiency Plan 2011을 통해 공공기관은 매년 3%씩 GR을 수행해야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Liang et al., 2019), 미국은 2005년 노후건축물의

15%를 GR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EPA, 2005).

중국은 11, 12, 13차 국가 5개년 계획(Five-Year Plan, FYP)을 통해 GR 정책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이행 중이다(Sherlock et al, 2018).

이 과정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 꼽고 있는 GR 정책 이행상의 주된 문제점

은 GR의 높은 공사비 부담에 따른 적정 보조금 지원, GR 효과에 대한 불확실

성, 에너지 절감특징 및 불충분한 정보공유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Bergamn et al., 2020; Liu et al., 2020; Alam et al., 2019; Tan et al., 2018 ;

Hw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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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ebi et al.(2017)은 프랑스, 독일 및 미국의

GR 정책배경,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재혜택, 기술지원 등 다양한 세부적인

정책도구를 조사해 비교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GR 활성화를 위해 조사

국 모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보조금은 GR 공사를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

으로 GR 수행자(민간 건물소유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해 활성화에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중국 역시 12차 국가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서 상하이,

신천, 텐진 및 충칭의 노후 건축물의 GR을 활성화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보조금 수준, GR 경제성 등의 문제를 겪었다(Hou et al.,

2016).

Liu et al.(2020)은 GR 정책 도구를 6가지로 분류하고 중국의 GR 정책 현황

을 분석하였다. 중국 내 GR 정책 이행과정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중앙정부에서 할당된 GR 수행 면적에만 집중하고,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GR 전문가 그룹의 중요성을 지적하

였다. Xin et al.(2014)은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Building Energy Rating or

Grading)제도는 GR의 성능개선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

다고 하였으며, Mlecnik et al.(2010), Ciulla et al.(2016)은 건물 에너지 성능평

가가 노후 시설소유자의 GR 품질 및 효과에 대한 의심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

였다.

GR의 에너지 절감효과 측면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전면적인 GR의 중

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일부 노후설비만을 개선하는 경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Galvin∙Sunikka-Blank,

2018; Sunikka-Blank∙Galvin, 2012).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 효율은 개선되었으

나, 여러 이유로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가 일어날 수 있어 정책수립 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Galvin∙Sunikka-Blank, 2016, 2018). 이

는 GR의 에너지 절감 특성에서 언급하였듯이, GR 공사 특성상 GR 시행 여부

보다 시행 후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통한다.

Parekh.(2018)은 비효율적인 건물을 판단하기 위한 에너지 벤치마크(에너지 소

비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진단(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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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및 평가(Energy Assessment)는 GR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에너지 벤치마크는 GR 대상 건물을 단순히 준공연도가 아닌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유사건물 대비 효율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분류

할 수 있어 GR 대상 범위 선정 시 좋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중국과 일본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정책 시행과정에서 두 나라 모두

높은 공사비와 적용기술의 한계 등 유사한 문제를 겪었으나, 불충분한 정보공

유, GR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로 일본보다 중국이 GR의 비효과적인 에너지

성능개선이 있었다(Beijia, 2016). Liang et al.(2019). GR 정책이 개인 건물소유

자의 참여가 중요하나, 대부분 정부 주도로 수행되고 정책 수행자와 이행자 간

의 연계 부족은 GR의 낮은 에너지 절감효과와 일정하지 못한 수행결과가 야기

될 수 있어 정책(정부)과 건물소유자 간 연계(소통)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결론적으로 GR 정책특성을 3가지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GR 정책은 장기간

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결과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GR 수

행에 따른 편차가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로 정책목적(=purpose)과 GR 정책목표

(=goal)를 연계한 에너지 성능 평가도구가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참여가

중요한 GR 정책의 특성으로 인해 GR 이행에 따른 높은 공사비, GR의 낮은 인

식과 불충분한 정보공유 등은 민간의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장벽이 여전히 존

재하여 적절한 정책 도구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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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R 정책특성을 고려한 PDCA Cycle 개념적용

제4절에서는 GR의 정책적 특성을 고려해 데밍(Dening)의

PDCA(Plan-Do-Check-Action) Cycle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GR 정책 목

표를 개선하는 순환형 GR 정책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데밍(Dening)의 PDCA Cycle은 계획(Planning : Prepare and strategize)단계

에서 평가 가능한 목표 및 수행전략을 세우고, 이행(Doing : implement and

operationalize)단계에서는 수행전략에 따라 정책을 이행, 운영한다. 확인

(Checking : monitor and evaluate)단계에서는 이행결과로 목표달성 여부를 확

인해, 보완(Acting : ensure continual improvement)단계에서는 계획 및 이행단

계에서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계획을 수립 후 다음번 계획단계에 반영하여 다음

번 결과를 개선하는 개념이다(Moen, 2009). 이러한 순환개념은 초기 제조 분야,

산업공학, 건설공사 등에서 품질 개선을 위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에너지 최

적화, 정책개선 및 환경관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개념이다(백인희,

2008; Candiello et al., 2011; Garza-Reyes et al, 2018; Prashar, A., 2017).

이 PDCA Cycle 개념을 GR 정책 수립, 이행단계별로 대입해 보면 장기간 반

복적으로 진화되어야 하는 GR 정책 특성에 잘 부합하며 이를 통해 GR 정책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노후 주거부문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할당되면 다양한 감축 수단 중 GR 정책은 계획단계(=Plan)에서 평가 가능한 정

량적인 목표(=GR 수행 수량 등)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전략을 계획

한다. 수행전략은 이행방식(=의무 혹은 권장방식)과 GR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 활성화 도구들을 말한다. 이행단계(=Do)에서는 GR 정책 목적(=에너지 절

감)과 정책목표(=GR 수행 수량 등)를 연계한 GR 수행에 따른 에너지 성능 평

가기준(=노후 주거에 특화된 GR 에너지 성능 인증제도 등)과 GR의 원활한 이

행을 위한 정책 도구(=보조금 지원, 기술지원 및 정책홍보 등)가 활용되어 이행

된다. 확인단계(=Check)에서는 GR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보완단계(=Act)에서는 정책계획(Plan) 및 이행(Do)과정에서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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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찾아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 등의 변화를 반영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다

음번 GR 정책 계획(Plan) 수립 시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전보다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과정을 일정 기간 단위로 반복하여 2030년 혹은 2050년까지 운영하면 지

속적으로 이전보다 개선 된 GR 정책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통해 이전보다 개선

된 정책 결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PDCA 단계별

로 GR 정책 내용을 접목해 표현하면 <그림3-2>과 같다.

<그림2-2> PDCA Cycle을 적용한 순환형 GR정책 개념

따라서 제5절에서는 순환형 GR 정책 개념이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GR 정책이 활성화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GR 정책 배경

및 목표를 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문헌 조사에서 지적한 GR 이행단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보

조적인 정책 도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순환형 GR 정

책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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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주요국의 GR 정책 현황

제5절에서는 GR 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인 4개국, 프랑스, 독일, 미국과 1억

명 이상이 거주하고 GR 정책을 시험 중인 중국 칭따오를 선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노후 주거건축물의 GR 정책 내용 및 이행 내용을 조사하였다. 파리협정이

비준된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유

럽의 프랑스 및 독일은 자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을 고려하여 건물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

출량 중 건물 부문이 2번째로 높으며, EU국가 중 건물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GR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France,

2017; Sebi et al., 2019). 독일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건물부문에 대한 감축

량이 66%~67%로 부문별 감축 비율 중 가장 높아 프랑스와 더불어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이다(BMUB, 2016). 미국은 프랑스, 독일과 달리

정부 단위가 아닌, 주 혹은 도시 단위의 정책이 운영되며 미국 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100여 개의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또한 리트로핏 활성화를 위

해 다양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Neme

et al, 2011). 중국은 11, 12, 13차 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GR 정책을 연속적으

로 수행 중이고 특히 13차 국가 5개년 계획에서는 칭따오를 노후 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특화된 GR 정책을 시험 중이다(Sherlock et al., 2019).

주요 조사내용은 순환형 GR 정책개념을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단계(Plan)에서는 각 나라의 GR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배경, 정량적인 감

축 목표 유/무 및 GR 정책수행 방식의 의무 혹은 권장인지를 조사하였다. 이행

단계(Do)에서는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 특화된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GR 기술

지원(=에너지진단지원 등), 금융지원 수준(=보조금, 저금리 대출 및 세제혜택

등) 및 GR 정책 홍보수단 등 GR 이행상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원활한 GR 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 도구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한편 GR 정책목표의 확인

(Check) 및 보완(Act)단계를 다루는 문헌 및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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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계획 및 이행단계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GR 정책이 활성

화된 주요국을 조사하는 목적은 국가별 GR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국가별

운영 중인 정책 내용 및 정책 도구를 조사하여 순환형 GR 정책개념에 적합한

정책 내용을 단계별로 적용해 실행 가능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구체화하

기 위함이다.

1. 프랑스

1) 계획(Plan)단계

(1) 현황

프랑스 정부는 1974년 Thermal Building Code를 개발하여 시행하였으나, 여

전히 전체 주거건축물 중 55% 이상이 이 기준 적용받지 않은 노후건축물이다

(INSEE 2017). 또한 EU 국가 중 건물 면적당(㎡)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잠재력을 인식하고 2015년 녹색

성장법을 통해 건물 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하였다. 주

요 내용으로 2050년까지 2012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소비량 50% 감축하고, 이

를 위해 매년 500,000동의 노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리트로핏을 시행하며, 이

중 50%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행하고 있다(Sebi et al., 2018).

(2) GR 정책 수행방식

개인의 노후 주거용 건물의 경우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330kWh/㎡k 이상

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및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A-G등급으

로 프랑스와 같이 일부 EU 국가에서 사용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F

or G등급은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리노베이션(Renovated)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0년 이전에 시행되어, 10년 단위로 강화될 예정이다(IPEEC, 2017).

2) 이행(Do)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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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프랑스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는 건물의 판

매 및 임대 시 EPC를 의무 공개해야 하며, 이 EPC는 주거/비주거 모두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2011년부터 의무화되었다(Sebi et al. 2018). EPC는 전문가

(=Expert of EPCs)가 대상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에너지 분석 툴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EPC 보고서에는 대상 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 EPC 데이터에 저장되어야 하며 부정

확한 EPC 발생 시 전문가는 패널티를 받는다(BPIE, 2010). 또한 프랑스는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 특화된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가지 수

준으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 리노베이션 라벨(high energy performance

renovation, HEP 2009)”과 “저에너지 리노베이션 라벨(low-energy building

renovation, LEB 2009)”로 나누어진다. HEP 2009는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150kWh/㎡*y 이하, LEB 2009는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80kWh/㎡*y 이하로

개선되어야 해당 라벨을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 2017).

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GR 활성화 정책 도구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GR을 권장하고 있으

나 민간에서는 높은 공사비, 낮은 혜택 및 긴 투자비 회수 기간으로 건물 에너

지 성능 개선하는 것을 주저한다(Yang et al, 2019). 프랑스 정부 역시 이러한

이유로 노후 민간 간축물의 자발적인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GR 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세재 혜택, 저금리 대출, 기술지원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Energy Transition Tax Credits for Residential

Sector를 통하여 2005년 이후로 에너지 효율화 자재 및 장비 구입 시 세제 혜

택을 주고 있으며, Interest-free eco-loan(eco-PTZ)를 통해 2009년 이후로 주거

부문 에너지 효율화 공사(단열, 난방, 신재생 등) 시 투자비용은 제로 금리 대출

을 시행하고 있다. 그 규모는 가구당 30,000 유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0년 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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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또한 프랑스의 Bourgogne Franche-Compte 시는 에너지진단 비용의

80% 및 노후 주거의 딥 리노베이션(Deep Renovation) 위해 10,000 유로까지 지

원(보조금)하고 있다(Sebi et al. 2019). 프랑스 민간 노후 건축물 소유자의 리트

로핏에 대한 정보제공, 인식증진과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PRIS(Point

Renovation Information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리트로핏 개선방법 및 절차를 모르는 경우, 에너지진단, 수행방법에 정보를 제

공하는 One Stop Shop을 운영해 GR 정책 활성화 및 민간 노후주택 소유주에

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

2017).

2. 독일

1) 계획(Plan)단계

(1) 현황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단기(20년), 중기(30년), 장

기(50년)로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저감 목표를 수립하였다(BMWi and BMU,

2010; BMUB 2016). 단기는 2008년에서 2020년까지 건물 난방에너지 수요를

20% 감축하고, RES-H/C(Renewable Energy Sources for Heating and

Cooling) 보급을 14%로 확대와 매년 주거 및 비주거 노후 건물에 대한

Thermal Retrofit을 2%씩 수행하는 계획을 세웠다(Neuhoff et al, 2011; Sebi et

al. 2018). 중기에는 203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6~67%까지 감축하고, 장기에는 2050년까지 건물 부분의 1차 에너지 수요를

8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BMUB 2016; Sebi et al., 2018).

(2) GR정책 수행방식

독일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및 세재 혜택을 통한 주거 및 비주

거 노후건축물에 대해 매년 2%의 비율로 GR을 수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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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통해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Neuhoff et al., 2011). 또한 Energy

Saving Ordinance(EnEV)를 통해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의 GR(=리트로

핏) 시, 단열(U-value) 및 1차 에너지소요량 성능을 규정을 가지고 있다(EnEV

2013).

2) 이행(Do)단계

1)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독일은 프랑스와 동일하게 EPC제도를 운영하고, 독일 연방개발 은행(Federal

Development Bank)은 KfW Efficiency House라는 기존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

능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성능을 총 55, 70, 85, 100, 115 등급으로 나누

어 평가된다. 평가방식은 독일의 에너지평가사(=Bundesförderung)에 의해 현장

방문 조사 및 에너지 성능 분석결과로 등급이 부여되며 해당 등급은 GR을 위

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KfW, 2019).

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GR 활성화 정책 도구

독일은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및 보수 프로그램

(Energy-Efficient Construction and Refurbishment Programme)으로 독일 연방

개발 은행(Federal Development Bank)을 통하여 저에너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

해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하고 있다. 보조금 수준 및

저금리 대출 규모는 아래 <표3-1>와 같다(KfW, 2019). 또한 독일은 KfW

program을 통해 GR 보조금 지원제도와 연계한 Certified expert의 GR 기술지

원으로 GR 경험이 없는 노후주택 소유자의 GR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염려를

완화시킨다. 또한 독일은 노후 주거의 GR 정책 및 금융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전화 알림 및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Neuhoff, 2011).



- 36 -

<표2-1>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Programme
Grant per housing unit 보조금 대출+(Repayment Bonus)

KfW Efficiency House 55 최대 30,000유로
최대 100,000 유로
(+27,500 유로)

KfW Efficiency House 70 최대 25,000유로
KfW Efficiency House 85 최대 20,000유로
KfW Efficiency House 100 최대 17,500유로
KfW Efficiency House 115 최대 15,000유로
난방설비 혹은 환기장치 개선 최대 7,500유로 -기타 에너지 개선 최대 5,000유로

3. 미국

1) 계획(Plan)단계

(1) 현황

미국은 주거부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중 약 20%를 차지하며

주거건물 79%가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연방, 주 및 도시는 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Sherlock et al., 2018). 또한 미국은 앞선 프랑스나 독일과 다르

게 주 정부 혹은 시 정부가 주체가 되고 연방정부는 주와 시를 지원하는 체계

이며 미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트로핏 프로그램은 100여 개가 넘게 운영

된다(Neme et al, 2011). 또한 미국은 2025년까지 2010년 대비 건물부문 에너지

원단위 20% 감축하고 2030년까지 건축면적 sf당 평균 에너지 사용을 30% 감축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2) GR정책 수행방식

미국은 독일과 같이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리트로핏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텍사스의 오스틴, 켈리포니아의 버클리 및 샌프란시스코, 버몬트

및 테네시 주 등은 노후주택이나 빌딩을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 리트로핏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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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고 있다(Neme et al, 2011).

2) 이행(Do)단계

1)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미국의 경우 기존 건축물 주거부문에 대한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은 두 가지

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EPA 및 DOE 운영되는 Energystar Rating 시

스템은 Energystar Portfolio Manager tool을 이용하여 모든 용도의 기존 건축

물 에너지 성능을 Benchmarking(=유사 용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1-100 스케

일로 분석할 수 있다. 75-100 Green(유사건물 대비 높은 에너지 성능가진 건

물), 26-74는 Yellow성능(유사건물과 유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건물), 0-25은

Red 성능(유사건물 대비 매우 낮은 에너지 성능)으로 표시해 노후건축물의 에

너지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있다(Energystar, 2016). 또한 주거 건물에 특화되어

DOE에서 운영되는 the Home Energy Score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1~10 스

케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주택을 사고 팔 때 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리트로핏 시 개선 성능과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노후

주거시설의 에너지 성능인증제도이다(Betterbuilding, 2017). The Home Energy

Score 평가는 Home Energy Score Certified Assessors(HES Certified

Assessors)에 의해 건물의 현장조사 성능으로 프로그램(Scoring Tool)을 통해

평가된다.

(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GR 활성화 정책 도구

미국은 The Home Performance with Energystar Program을 통하여 2002년

이후, 46개 주에서 575,000 homes 리트로핏 시행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주택 당 $3,500(평균 주택 리트로핏 비용:$5,600, 약 63% 수준)이다.

다가구 및 공동주택을 위해 Chicago Energy Savers Programs에서는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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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00개동 27,000 APT 리트로핏 시행을 위한 에너지진단, 재정지원, 품질검

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Elevate Energy, 2016). 또한, DOE에서는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리트로핏 공

사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DOE, 2019). 미국은 이외에도 연방정부 혹은 주

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별로 다양한 에너지 효율

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 Efficiency)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신재생 및 에너

지 효율 개선과 관련한 인센티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SIRE, 2020).

4. 중국 칭따오

1) 계획(Plan)단계

(1) 현황

중국 건물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고(LBNL et. al., 2016),

01년~16년 사이 3배 이상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고(Tsinghua University,

2018), 지속되는 중국 내 도시화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감축 필요성 증가하였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에서 건물

난방 위주 리트로핏을 시행했으며,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에서도 이를

지속해 노후 주거건축물 총 990million(㎡)를 리트로핏 하였고, 13차에서는 추가

적으로 총 500million(㎡)를 리트로핏 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이다. 또한 국가 13

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의 건물부문 핵심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심과

제로, C40 CBP(China Building Programme) 보고서에는 베이징(신축), 칭타오

(주거), 푸저우(신재생), 상하이(공공/상업)를 각 용도의 건물 에너지효율 정책시

행 중점 대상 도시로 선정하여 시험 후 결과 공유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인 노후 주택개선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칭따오 과거

및 현재 기존 건물 에너지 정책과 인센티브에 대해 조사하였다. 칭따오는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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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기간 중 7.85million㎡ 리트로핏을 시행하였고, 13차 계획 기간 중 2016

년~2018년까지 노후 주거건물에 대핸 11.3 million(㎡)를 리트로핏 하였으며, 20

년까지 추가로 15 million(㎡)를 GR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GR 정책 수행방식

칭따오는 1990년 이전, 건물에너지성능 기준이 마련되기 전 준공 된 노후 주

거건물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GR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다(Sherlock et al., 2018).

2) 이행(Do)단계

1)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중국 칭따오의 GR 성능개선 기준은 정부의 설계기준과 에너지효율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3자 검증(=Third-party inspection)을 통해 설계, 시공 및 준

공단계에서 검수가 이루어진다. 이 제3자 검증결과는 시 정부(Local

Government)에 제공되며 준공 후 제3자 M&V 업체(Third-party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company)가 고용되어 에너지 절감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한다(Sherlock et al., 2018).

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GR 활성화 정책 도구

칭따오 역시 GR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GR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칭따오는 노후 주거시설의 GR 시 2단계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첫 번째는 정부의 GR 설계,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준공 된 경우, 최대 135RBM/

㎡ 보조금이 GR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이 지급 금액의 규모는 GR 전체 공사범

위 중 창호 및 문을 제외한 공사를 담당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두 번째는 GR을

통해 기준 대비 0.2~0.5GJ/㎡이 5년 내에 감소한다면, GR 수행자는 10~15RMB/

㎡을 추가적으로 보조금 받을 수 있다(Sherlock, 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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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국의 주요 GR 정책 현황 정리

1) 계획(Plan)단계

(1) 평가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

프랑스, 독일 및 중국 칭따오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목

표와 정량적인 GR 수행 단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는 수립되어 있었으나 민간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량적인 단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2) 정책 수행방식

프랑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높은 노후주택에 대해 의무적인 GR 규

정을 가지고 수행중이며 독일, 미국, 중국 칭따오는 GR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수행 중이다.

2) 시행(Do)단계

(1)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프랑스의 EPC, HEP/LEB, 독일의 KfW Efficiency House, 미국의 Energystar

Rating, Home Energy Score Label과 같은 노후 주거시설의 에너지 평가 기준

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 칭따오는 GR수행의 설계 및 시공과정을 제3자 검증

(=Third-party inspection)을 통해 확인하고 제3자 M&V 업체(Third-party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company)에 의해 GR수행 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성능평가는 보조금 지원과 연계되어 있으

며, 중국 칭따오는 GR 수행 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GR 정책 목적인 GR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 성과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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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GR 활성화 정책 도구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GR의 높은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은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중국 칭따오 모두 지원되고 있다. GR 수행에

따른 에너지성능 및 품질 확인의 경우 프랑스는 EPC 전문가, 독일은 에너지평

가사(=Bundesförderung) 및 미국은 HES Certified Assessors에 의해 평가되고,

국가에서 관리되며 부정확한 평가 시 페널티가 부여되고 있었다. 중국 칭따오는

제3자 검증(=Third-party inspection) 및 제3자 M&V(Third-party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company)업체를 통해 GR 전/후를 평가하고 있

었다. 이를 통해 GR 수행에 따른 시공품질 및 불균등한 에너지 절감 문제를 완

화하고 민간 노후건축물을 보유한 소유주의 GR 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택소유자 참여가 중요한 GR 정보제공 편의성은 프랑스

PRIS, 독일의 연방은행, 미국의 DSIRE 웹페이지를 통해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신재생 설비 및 에너지 효율 제품과 관련한 모든 보

조금 및 인센티브 정보를 주 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접근 편의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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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각국의 민간 노후 주거시설의 GR 정책 비교  
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칭따오)

Plan
정량적
목표

(노후주거)
단기 GR:매년50만동 GR:매년2% - GR:15mil.㎡ 

by 2018~20

(건물부분)
중/장기

By 50년 50%
(12년 기준)

By 50년 80%
(08년 기준)

By 30년 30%
(10년 기준)

By 20년
25.3mil.㎡ GR

의무정책 O 권장 권장 권장

Do

GR 
에너지성능평가

기준운영
O

(EPC, HEP/LEB)
O

(EPC, KfW)
O

(Energystar, HES)
O

(설계기준)

GR 준공 후 
에너지성능 검증

O
(Expert of EPCs)

O
(Bundesförderung)

O
(Certified 

Assessors)
O

(제3자검증)

대출지원 Max:€30,000
(이자율:0%) 

Max:€125,000
(저금리)

30여개 주,
저금리 대출지원 -

보조금 시공비
지원 €10,000 €15000~30,000 $3,500 300RMB/m2

(+15RMB)

정책홍보
및 접근편의성

PRIS
(One Stop Shop)

O
(KfW연방은행)

O
(DS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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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순환형 GR 정책모형

1. 순환형 GR 정책개념 구체화 및 정책모형

국가별로 조사된 GR 정책현황, 수행방식,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 방식 및 GR 활성화 정책 도구를 기초로 <그림3-1>의 순환형 GR 정책개

념에 P-D-C-A 단계별로 대입해 정리하면 <그림3-2>의 순환형 GR 정책모형

과 같다. 이 순환형 GR 정책모형은 정량적인 GR 정책목표를 수립(Plan)하고

계획단계에서 수립된 이행전략에 따라 GR을 이행(Do)하며 정책목표와 에너지

소비 절감성과를 평가(Check)하고 보완점(Action)을 찾는 절차가 정의되었다.

<그림3-2>의 1차 PDCA 사이클이 조사국의 GR 정책 운영형태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순환형 GR 정책모형은 1차 PDCA 사이클을 연계하

여 2차 PDCA 사이클을 통합 운영을 통해 가능하다. 2차 PDCA 사이클은 1차

PDCA 사이클 동안 수행된 모든 GR 수행건물의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취합해

(Do),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된 에너지 소비 절감량 달성 여부를 평가

(Check)하여, 보완사항(Act)을 찾아 다음번 사이클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 다시 말해 2차 PDCA 사이클에서는 1차 PDCA 사이클의 운영과 동시에 이

전 사이클 동안 수행된 GR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수집해 평가하는 2

차 PDCA 사이클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단계별로 필

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순환형 GR 정책모형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요소

1) 계획(Plan) 단계

계획(Plan)단계에서는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목표와 이행전

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정량적인 목표는 GR 정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

과를 통해 GR 정책보완의 필요성과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는 동기를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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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GR 정책개선의 순환구조를 위한 핵심이다.

<그림 2-3> 순환형 GR 정책모형  

주요국 조사결과 프랑스, 독일, 중국은 민간 노후 주거 건축물에 대한 GR 수

행면적 혹은 수행비율(%)로 연간 단위의 정량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GR 정책의 수행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보완 및 활성화를

위한 동기는 가질 수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

과 평가하기엔 한계를 가진다. 궁극적인 GR 정책 목적은 GR에 따른 에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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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효과로, GR 수행과 GR 수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와의 연계는 필수적이

다. 조사국의 GR에 따른 에너지성능평가 방식은 GR 수행단계 및 준공 후 현장

조사에 따른 부위별 성능으로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수치해석) 된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GR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를 반영

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순환형 GR 정책모형 운영을

위해, 아래 <그림3-3>의 Level 3과 같이 종전의 방식을 포함하고 LEED

EB(Existing Building) 인증의 에너지 평가 방식(=Energystar Rating)과 유사하

게, GR 전 1년간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와 GR 후 1년간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LEED, 2014).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의 GR 정책 목적과 GR 정책 목표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

다. <그림 3-3>은 GR 수행의 에너지 성능 검증방식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4> GR수행 검증 수준별 구분

GR 정책 이행방식은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따라 의무 혹은 권장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GR 정책을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따라

GR을 의무로 시행 중이며 독일, 미국 및 중국은 보조금 등을 통하여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GR 활성화 전략은 민간 참여가 중요한 GR 정책 특성상

중요한 정책요인으로 주로 이행단계에서 이루어져 이행단계에서 세부내용을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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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Do)단계

이행(Do)단계는 정책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계획내용의 적

절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행 도구가 활용되고 또한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하

여 보완사항을 확인해 개선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Aswin,

2017). GR 정책 특성상 민간 노후 주거건축물 소유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노후 주거건축물 소유자의 GR 수행에 따른 부담요소를 다양한 GR 활성화 정

책 도구를 이용해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GR에 따른 높은 공사비는

GR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Hrovatin et al., 2018),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중국 모두 GR 수행에 따른 공사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은 각 국가의 노후 주거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기

준에 따라 프랑스는 EPC, HEP/LEB, 독일은 KfW Efficiency House 등을 통해

기준이상의 성능으로 GR을 수행하고 전문가에 의해 현장 검증단계를 걸친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성능평가 기준은 노후건축물 소유자의 GR 품질 및 효과

에 대한 의심을 완화할 수 있다(Mlecnik et al., 2010, Ciulla et al., 2016). 이는

GR 수행의 성능평가 시 사후적인 에너지 소비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GR의

설계 성능과 시공결과를 검증하는 에너지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노후 주거건축물 소유자의 GR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은 GR 정책이행에

큰 장벽이라고 하였다(Golubchikov et al., 2012).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는 PRIS, 독일의 연방은행, 미국의 DSIRE을 통해 에너지진단방법, GR

절차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3) 확인(Check)단계

확인(Check)단계에서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GR 정책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며 그 수단이 GR이다. GR 계획(Plan)단계에서 평가 가

능한 GR 수행 수량이 계획되고 평가단계에서 GR 수행비율 혹은 면적으로 달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GR 수행에 따른 에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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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 평가되어야 한다. GR 특성상 에너지 절

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라는 기간이 수반되어야 한다. GR 계획

1차 사이클에서는 GR 수행 수량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두 번째 사이

클부터는 GR 수행 수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에 따른 에너지(온실가스) 절감

량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3-4>는 순환형 GR 정책모형의 확인단계

목표달성 여부 확인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5> GR 정책 순환개념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번 사이클 계획 수립 시 GR 수행수량(=EER정책 목

표), 수행방법 및 정책 도구보완의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단기적으로

정량적 GR 목표를 가진 프랑스, 독일 및 중국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중국은

GR 수행면적으로 평가하고, 독일은 노후주택의 비율로 수행 중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GR 정책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지만, GR 정책 목적인 온실가

스 감축량을 추정하기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그린3-2>,<그림3-4>에서 언

급하였듯이, 순환형 GR 정책모형은 계획단계에서는 노후 주거건축물의 온실가

스 감축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GR 수행목표 수량

을 수립한다. 1차 PDCA 사이클의 확인단계에서는 1차 GR 수행 수량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2차 PDCA 사이클에서는 2차 GR 수행 수량 목표달성 여부와

1차 GR 수행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목표와 비교해 결과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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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완(Act)단계

보완(Act)단계에서는 확인단계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PDCA 사이클의 계획

(1-Plan) 및 이행단계(1-Do)의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환경변화, 신기술 등

변화된 환경을 다음번 계획(2-Plan)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단계이

다. 이를 통해 다음번 계획(2-Plan)에서 조치내용이 반영된 개선 계획이 수립되

고, 이행단계(2-Do) 역시 이전보다 개선된 정책 도구로 다음번 이행이 이루어진

다. 이를 통해 장기간 수행되어야 하는 GR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장기적

인 목적과 GR 이라는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특성이 결합한 순환형 GR 정책모형

으로 진화하는 GR 정책모형을 통해 지속적인 결과개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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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한국 주거시설의 GR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1. 한국 주거시설의 GR 정책현황

1) 계획(Plan)단계

(1) 현황

한국은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와 10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0 NDC 상향안 확정에 따라, 건물부문의 감축률은 종전 19.5% 감축에서

32.8%로 감축비율이 대폭 상향되었다(윤순진, 2021). 이를 위해 2021년 12월 국

토교통부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하여 기축건물의 GR 활성화 방안

을 제안하였다. 세부계획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계별 GR 의무화, GR 수행

사례 확대 등 GR의 민간건물 확산을 위해 공공주도로 GR을 시행하는 로드맵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21). 이 로드맵에서는 공공 및 민간 GR 활성화을 위

해 저금리 이자지원, 세제혜택, 건축기준 완화 등의 방안은 검토 중이나, 노후건

축물의 GR을 통한 탄소 및 에너지 감축목표, GR 수행계획 및 보조금 등의 주

요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의무기준

한국은 독일, 미국 및 중국 칭따오와 같이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GR을 권장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사 된 국가들과 같은 노후 주거시설의 정량

적인 GR인 중∙장기 수행목표는 없는 상황이다.

2) 이행(Do)단계

(1)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식

한국은 2013년 이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으로 ECO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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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2-OD(ISO13790기반)를 운영되었으나, 신축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노후 건

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활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방선규, 2018). 이에 한국

은 2020년 4월 GR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GR-E) 공개하여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GR 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로 활용되고 있다.

(2)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GR 활성화 정책 도구

정부는 기축건축물의 GR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GR 선도, 민간부문은 GR

지원강화로 공공/민간 GR 활성화 방향을 세웠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 탄소중

립 로드맵에서는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그린리

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이며, 민간부분은 공사비 대출 이자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모델을 검토 추진 중이다(2021, 국토교통

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 지원)에 따라 LH공

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

물의 그린리모델링(=GR)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GR을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25%, 20% 이상 시, 각 3%, 2%, 1%(기초생

활수급자 4%)까지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c, 2020). 서울시

의 경우 건물 에너지효율화(BRP)사업, 녹색클리닉지원센터 등 보다 다양한 지

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각 지원정책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기금운용)에 의해 지원된다. 먼저 ①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주거 및 비주거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연 금리 1.45%, 비주

거는 5백만 원~20억 원, 주택부문은 2백만 원~30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8년 균

등 상환되는 방식이다. ② 녹색 클리닉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집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은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LH공사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및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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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단계별 GR 정책개선 방향

계획단계(Plan단계)에서는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운영하기 위해, <그림3-2>

의 “P.1.”, “P.2.②” 및 “P.3.②” 보완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로 “P.1.”에서는, 한국

은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고, 지방정부는 할당된 감축량을 부문별

로 분배하여, 민간 노후 주거부문에 대한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별 분배는 GR 특성상 지역 기후 및 사용패턴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P.2.②”에서는, 한국은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평가 프

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주거 노후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

고, GR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

스템 구축개념은 미국의 Energystar Rating 시스템을 밴치마킹 할 수 있으며

(EnergyStar, 2016),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GR의 수행 수량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연계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견고해진 GR의 정책 수립과

GR 수행 대상선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P.3.②”에서는, GR에 따른 높은 공

사비는 GR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Hrovatin∙Zori c,

2018), 한국은 보조금 지원이 없어 GR 활성화에 한계를 가진다. 현재 한국은

GR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대출 금

리를 고려하면 실효성 낮아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중국 칭따오와 같이 국가 여

건에 적합한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행단계(Do단계)에서 <그림3-2>의 “1.D.2.①”, “2.D.”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로 “1.D.2.①” 한국은 2020년 4월에 공개한 GR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GR-E)을 운영 중이나 초기 단계이며, GR 준공 후 사후적인 검증 절차가

없어, 프랑스의 EPC, 독일의 KfW 등과 같이 전문가 그룹에 의해 GR 수행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여 운영하는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BPIE, 2010, KfW, 2019).

두 번째로 “2.D.”에서는 GR을 수행한 건축물은 1년간의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고, GR 에너지 소비 절감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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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미국의 Energystar Rating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EnergyStar, 2016).

확인 및 보완단계에서 한국은 이전 GR 정책수행 시 간과되었던 부분으로, 노

후 주거건축물에 대한 순환형 GR 정책 모형운영을 위해 제도적, 시스템적인 체

계구축이 필요하다. 확인단계(Check단계)에서는 GR 수행 수량과 GR에 따른 에

너지 소비 절감량을 수집해,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GR 이행 및 에너지 소

비 절감 측면의 문제점을 수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완단계(Act)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 및 수집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경변화, 신기술 및 기술지원 등으로

보완 계획을 마련하여 다음번 계획단계의 목표 및 수행전략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의체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그림3-5>는 한국에

서 순환형 GR 정책모형이 반복적인 운영되는 형태를 개념화 한 것으로, 보완단

계에서 개선 된 계획내용이 다음번 계획단계에 반영됨으로써 지속적으로 GR

정책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 반복적인 순환형 GR 정책모형 운영에 따른 GR 정책 성과개선 개념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중국 칭따오와 같이 지역 단위의 GR 정책 Pilot 수행

을 통해, 한국의 민간 노후 주거건축물 소유주의 GR 수행 참여를 위한 부담 요

인(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한국 노후 주거용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GR 활성화 정책 도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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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건물부문 중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크나 제한적인 정

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노후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

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특성을 고려해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한국의 GR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GR 정책이 활성화된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중국 칭따오에

비해 구체적인 GR 정책목표, 에너지성능평가 기준, 보조적인 정책 도구 등 모

든 부분에 대해 정책 계획이 없거나 제한적인 정책으로 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PDCA 사이클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한국이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

였다.

계획단계에서는 1) 민간 노후 주거부문에 대한 기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및 GR 수행 수량 목표 수립, 2) GR 수행 수량과 GR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연계한 평가 시스템 구축, 3) 한국 주거 실정에 적합한 GR 보조금 지급

수단이 필요하였다. 이행단계에서는 1) 에너지 전문가 그룹에 의해 GR 수행과

정 및 GR 수행결과를 검증하는 운영시스템과 2) GR을 수행한 건축물은 1년간

의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

였다. 확인단계에서는 GR 수행 수량과 GR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수집

해,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GR 이행 및 에너지 소비 절감 측면의 문제점을

수집하는 체계가 필요하였으며, 보완단계에서는 목표달성 여부 및 수집 된 문제

점을 분석하여, 환경변화, 신기술 및 기술지원 등으로 보완 계획을 마련하여 다

음번 계획단계의 목표 및 수행전략 수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의체

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속 가능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모형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GR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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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구를 활용하여 구체화 하였으나, GR 정책 특성상 국가 및 도시 레벨에서

계획되는 정책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차후 중국 칭따오와 같이, 한국은 전국 혹은 도시 레벨 차원에서 순환

형의 GR 정책모형을 운영해 효과를 실증해 보고, 한국의 기술적, 제도적인 환

경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정책

모형의 실증 연구는, 한국과 같이 GR 정책의 수립 초기 단계인 국가 및 도시에

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GR 정책 수립을 위해 GR 정책개념

및 정책 도구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GR 정책수립 후발 국가에

GR 정책 수립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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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패널회귀 모형을 통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예측 모형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2018년 기준 총배

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나(대한민국정부, 2020), 2021년 10

월 탄소중립위원회 의결을 통해 40%로 상향하여 확정되었다. 상향 된 2030

NDC에 따라 건물부문의 감축비율은 종전 19.5%에서 32.5%로 대폭 증가되었다

(윤순진, 2021).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nZEB, Nearly Zero Energy

Building)과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GR, Green Remodeling)은 더욱 중요

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건물부문의 정량적인 감축 목표는 nZEB 및 GR 수

행 물량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nZEB 및 GR 수행으로 준공된 건물의 연간 에

너지소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측의 유효성을 높이는 연구가 중요하게 되었

다.

현재의 건물에너지 성능 및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① 시뮬레이션 툴

(Energy-Plus, DOE-2, TRNSYS, ESP-r 등)을 이용한 방법, ②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및 ③ 회귀분석 기법(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추

정방식이 있다(Fan∙Ding, 2019).

먼저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한 분석방식은 가장 보편화 된 분석방식으로 한국

및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용된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툴은 ISO 13790∙DIN V 18599 기반의 ECO-2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건

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활용된다(국토교통부, 2018; 국토교통부, 2020a). 해

외의 경우, 한국의 ECO-2와 유사한 Clima-Win, Cypebat 등이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s) 인증에 활용되고 있다(이창민, 2017). 또한,

EnergyPlus, TRNSYS, ESP-r 등의 동적 시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 툴

은 신뢰도 높은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고 평가하며, 학술적 연구와 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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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 같은 건물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에 활용된다(Catalina et al., 2013).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추정된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준공 후 실제 건물 에너지소비량 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심한 경

우 100%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Fan∙Ding, 2019; Coakley et al.,

2014; John H., 2009). Constantinos et al(2016)은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s)를 수행한 8,500가구의 GR을 통한 에너지소비량 절감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툴을 통한 예측 된 절감량과 실재 에너지 소비 절

감량을 비교하였으며, 예측치 대비 실재 수행결과는 약 44% 정도 차이를 보였

다. Stenfano et al(2020)은 스위스 CECB(Cantonal Energy Certificate for

Buildings, EN 15217 & EN15603 기반) 인증을 받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예측

치와 준공 후 실제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12.4% ~-40.4%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높은 효율의 등급을 획득한 건물은 예측치보다 낮은 소비량을 보

인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의 성능등급을 획득한 건물은 예측치보다 약간

높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an∙Ding(2019)은 시뮬레이션 툴을 활

용해 건물 에너지소비량 분석을 하는 경우 건축, 기계, 전기 및 제어 등 상세한

설계정보와 건물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결과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정리해보면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한 건물 에너지소비량 예측치와 실재 건물

에너지소비량 간은 오차가 발생하며, 분석을 위해 상당한 건물에너지 정보, 전

문지식,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서

는 AI 및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한 건물에너지 소비량 예측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AI 분석기법을 이용한 건물에너지 소비량 추정방법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신경망(NN, Neural Network), 램덤포

레스트(RF, Ramdon Forest) 등이 사용빈도 높다(유동철 외, 2021). 이 추정방식

은 회귀분석 기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파이썬(Python),

R-Studio 등이 분석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그렇지만 러신머닝 기반의 ANN,

NN 및 RF 방식은 건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설명변수의 네크워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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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층(Hiden Layers), 은닉노드(Neurons in Hiden Layers))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Fan∙Ding, 2019; Guo et al,

2015). 또한,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방식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고,

모델 구축의 복잡성 및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한 상당한 시간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AI 분석기법은 이론적인 연구에서는 많이 적용되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는 넓지 못하다(Guo et al, 2015).

반면 회귀분석 기법을 기초한 건물에너지 소비량 추정방식은 시뮬레이션 툴

및 AI 분석기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분석이론과 분석방법이 간단하며, 비교

적 짧은 시간에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분석결과는 AI 분석기법과 비

교해 유효성(Validation) 낮을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Fumo∙Biswas, 2015). 이러한 이유로 건물에너지 성능 및 운영정보 데

이터를 활용한 추정방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식이다(유동철 외,

2021). Catalina et al.(2013)은 MLR 모형으로 주거시설의 난방 에너지요구량

(Heating Energy Demand)을 추정하였으며, Fumo∙Biswas(2015)과 유동철 외

(2021)는 MLR 모형으로 주거시설의 연간 건물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또

한, Mohammed et al.(2021)은 MLR 모형으로 학교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예측

하였고, Guo et al,(2015)는 MNR 모형으로 업무시설의 냉방 에너지 부하

(Cooling Energy Load)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GR의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데이터(종속

변수)와 건물의 물리적 성능 및 운영현황 정보 데이터(설명변수)를 활용해 건물

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

모 어린이집 및 진료시설(보건소)이다. 근린생활시설은 한국의 용도별 건물에너

지사용량 기준, 비주거 시설 27개용도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용도이다

(2020e, 국토교통부). 또한, 이 용도는 건물 규모(소규모) 및 용도(생활편의시설)

특성상 선행 연구사례는 거의 없으나, GR의 에너지 절감 및 공편익(실내 환경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고려하면 GR 우선 대상으로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판

단된다. 분석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량 추정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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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짧은 시간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

하였다. 분석결과는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예측한 건물 에너지소비량과 실제 건

물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해 모형의 유효성(Validation)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GR 수행 전, 개선 후의 에너지소비량 추정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

이고 정책 개발자 측면에서는 개선된 추정(예측)의 정확성으로 GR 계획(수행수

량 및 온실가스감축효과)의 실효성을 개선하며 GR 수행자는 개선 후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회기분석 기법을 통한 연간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는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되었던 분석방법, 설명변수, 예측결과의 검증방식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한 건물에너지 소비량 예측방법은 다중선형 회귀분석

모형(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 비선형 다중회귀 분석 모형(MNR,

Multiple Nonlinear Regession),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 회귀분석

모형(AR, Autoregrssion)과 외생성을 고려한 자기 회귀분석 모형(ARX,

Autoregrssion with exogenous)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Fumo∙Biswas, 2015;

Fan∙Ding, 2019; Mohammed et al., 2021). 분석모형 선정은 데이터의 특성(시

계열 데이터 유/무, 자기상관 유/무, 오차의 분산형태(동분산/이분산 여부) 등)에

따라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모형을 통해 추정된 에너지 소비량의 적합도 및 유효성은 결정계수(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및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통해 적

합도를 판단하고 새로운 관측치(에너지 소비량)와 분석 모형을 통한 추정 된 에

너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오차(Error)율 산정하는 방식으로 유효성(Validation)을

검증하였다(Catalina et al.,2013; Fumo∙Biswas, 2015; Mohammed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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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방식은 eq(4-1)과 같으며  은 데이터 셋의 관측치( )와 분

석모형을 통한 추정치( )의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은 설명되지 않

은 변동(SSE, sum of squared error)이고     은 총변동(SST, sum of

squared total)이다. 따라서  의 범위는 0~1이며,  가 0.9 이상일 때, 데이터

셋의 관측치( )는 추정치( )을 통해 90%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이  는 설명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와 전혀 무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된  (adjusted  )를 적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조정된  의 수식은 eq(2)와

같다. eq(4-2)의 n은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개수, k는 설명변수의 개수이다(민

인식∙최필선, 2019).


       

 
(3-2)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데이터 셋의 관측치( )와 분석모형의 추

정치( ) 사이의 적합도를 비교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관측치( )와 추

정치( )의 오차를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본의 개수로 나누어 루트를 씌운 값으

로 수식은 eq(4-3)와 같다. 또한,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RMSE 산정 값은

수치가 작을수록 추정치의 적합도가 높다.

RMSE =



    

(3-3)



- 60 -

마지막으로 유효성(Validation) 검증은 새로운 관측치( , 에너지 소비량)와 분

석모형을 통한 추정치( , 에너지소비량) 비교하여 오차(Error)율 확인방식으로,

Mohammed et al(2021)은 새로운 관측치 35개(표본의 약10%)와 분석모형으로

산정된 추정치를 비교해 오차(Error) 비율 +,-15%에서 만족하는 비율을 계산해

유효성(Validation, 예측의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Lee et al.(2019)은 새로운 관

측치( , 에너지 소비량) 10개(표본의 약14%)와 MLR 모형으로 산정된 추정치

( , 에너지소비량)를 비교해 오차(Error) 비율 +,-30%에서 만족하는 비율을 계

산해 유효성(Validation, 예측의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Gang et al(2020)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2018년 총에너지 소비량(TEC, Total Energy Consumption(y1))과

원 단위 에너지 소비량(TEUI, Total Energy Unit Intensity(y2))으로 구분하였

다. 설명변수는 위치(x1), 연면적(x2), 에너지 절약지역코드(x3), 위도(x4) 및 경

도(x5)로 설정하였다. 분석방식은 MLR 방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모형의 유의성은 F-검정, 데이터의 유의성은 자기상관 검정으로

Durbin-Watson(DW)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다중공선성)를 확

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을 이용해 검증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MLR 분석결과, 종속변수가 TEUI 인 경우, TEC로 분석

한 결과가 단독주택일 경우 조정된  는 0.657에서 0.710으로 높았고, 공동주택

의 경우 조정된  는 0.263에서 0.968로 높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MLR 분

석결과, 각 변수를 표준화 계수로 변환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추가로 산정해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Yoo et al(2021)은 저층 주거 건물의 에너지소요량(Designbuilder 분석결과)을

추정하기 위해, MLR, 뉴런 네트워크(NN), 램덤 포레스트(RF) 분석방법으로 결

과의 적합성(Fitness)와 유효성(Validation)을 비교하였다. 종속변수는

Designbuilder를 통한 연간 에너지소요량(y1)으로, 설명변수는 건물Type(x1), 기

후존(x2), 준공연도(x3), 룸(room) 위치(x4), 평면형태(x5), 룸 개수(x6), 거실 개

수(x7), 발코니 확장여부(x8), 난방장치 효율(x9), 냉방장치 COP(x10), 조명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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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1), 평균 재실인원(x12)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성은   ,

MSE, RMSE, CVRMSE 검증하였으며,  기준으로 NN은 0.987, MLR은 0.914,

RF는 0.505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RMSE 역시 NN은 296, MLR은 640, RF는

1,0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측 모형의   높고, RMSE 낮을수록 통계적으

로 적합도(설명력)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구자는 새로운 관측치

(Designbuilder 분석결과)와 분석모형을 통한 추정치를 오차(Error) 비율

+,-15%에서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대부분의 데이터가 만족하였다.

Mohammed et al.(2021)은 학교시설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는 사용 연수(x1), 냉방

장치 용량(x2), 층수(x3), 건축면적(x4), 학생 수(x5), 직원 수(x6)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초기 총 12개 설명변수로 분석을 시작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가 0.7 이상의 변수는 제외시켰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0.8 이

상 및 분산팽창계수(VIF) 10 이상이 경우 변수 간 상관 및 다중공선성을 고려

해 삭제하여 분석하나(민인식∙최필선, 2019), 이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

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은 MLR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

과  는 0.959로 높은 적합도(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관측치와 MLR 모

형의 추정치를 비교한 유효성 검증결과, 오차(Error) 비율 +,-15%에서 90% 이

상의 데이터가 만족하였다.

Alshinai(2021)는 학교시설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 러신머닝

기반의 NN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y1)으로 설

정하고, 설명변수는 도시(x1), 층수(x2), 연면적(x3), 건축면적(x4), 초/중/고등학

교 구분(x5), 학생 수(x6), 직원 수(x7), 사용 연수(x8), 교실 수(x9), 공조면적

(x10)으로 설정하였다. NN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는 0.977로 높은 적합성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새로운 관측치와 NN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한 유효성

검증결과, 오차(Error) 비율 +,-10%에서 90% 이상의 데이터 만족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방식의 분석모형이 회귀분석 모형과

비교하여 높은 적합도 및 유효성(예측력)을 보이나, 회귀분석 모형을 통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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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유효성(예측력) 역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사례연구는 주로 주거시설 및 학교시설로 상대적으로 사용 패턴이 일정한

건물이 분석 대상이었으며, 소규모 및 비주거 시설의 분석사례가 거의 없어 분

석대상을 다양화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과학 및 계량경제학 분야에서도 건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설명변수)과 중요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의 추가적인 검토와 분석방식을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건물에너지

영향요인을 분석한 사례연구를 조사하였다.

문미라(2017)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설명변

수)과 각 요인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건물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

석방법은 패널 데이터(Time Series-Cross Section) 특성을 고려한 분석모형으

로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계절적 에너지 소비 열원을 고려해,

연간 에너지 전력 소비량(y1)과 가스 소비량(y2)으로 구분하였다. 설명변수는

건물의 물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전용면적(x1), 사용연수(x2), 단열기준(x3), 냉난

방 방식(x4),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여부(x5)와 사회∙경제인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정책(x6), 가구소득(x7) 및 환경 요인으로 냉/난방 도일(x8)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2가지 종속변수에 따라 여름 및 겨울의 에너지 소비량에 영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 미치는

경로 및 영향도(강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이성재(2018)는 가구 부문(주거시설)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설명변수를 선

행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사회적 규범으로 수요관리(x1), 가구특성으로 성별

(x2), 가구원 수(x3), 자녀 여부(x4), 소득수준(x5)을, 주택특성으로 주택형태

(x6), 주택면적(x7), 자가 유무(x8), 현 주택의 거주 년수(x9), 난방방식(x10), 가

전제품(x11), 지역 특성(x12), 에너지 절약행위(x13)의 변수가 고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고지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연도 및 개체 고정효과를 고려한 일반화된 이중차분법 모형



- 63 -

(Generalized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전력사

용량으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를 취해 설정하였고, 설명변수는 고지서 사업

적용 유/무(x1, 고지서 효과 변수), 냉난방 도일(x2), 연도 및 개체를 고정효과

상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선, 건축 분야의 설명변수와 사회∙경제 분야의 설명변수는 차이를 보인다.

앞선 4가지 연구는 건물의 물리적 특성, 위치 및 인원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

정하였으나,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설명변수는 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사용자 특성(연령, 성별, 소득) 및 사회적 규정(수요관리) 등 넓은 범위의 변수

를 고려하였다. 사용자 특성 및 사회적 규정은 건물에너지 소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건물에너지 소비량 추정(예측)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하고자 하는 용도(주거/비주거)에 따라 설명변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4-1> 선행 연구에서의 설명변수, 분

석방법, 적합성 및 유효성 검증방식을 정리한 표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사례연구에서는 에너지 사용 패턴이 일정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주거 및 학교시설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분석

대상(용도) 및 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GR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GR의 에너지 절감 특성을 고려하여 GR 수행에 따른

에너지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GR 사업 특성

상 노후화 된 소규모 시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은 사업 규모 크지

않아 에너지를 고려한 GR 계획은 쉽지 않으며, GR 수행 전 에너지 절감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

따라서 GR 특성을 고려해 GR 효과(에너지 소비량 절감)를 정량적으로 추정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GR의 주요대상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중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 양로원, 진료시설 등의 용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GR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소비량 예측 모형은 대부분이 소규모

GR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간편하고, 짧은 시간에 적정한 수준으로 에너지소

비량 추정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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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선행 연구의 설명변수, 분석방법, 적합성 및 유효성 검증방식  
용도 변수 분석방법 유효성 검증
주거

(2020)
 - 종속변수: TEU, TEUI
 - 설명변수: 위치(x1), 건축연면적(x2), 에너지 

절약지역코드(x3), 위도(x4) 및 경도(x5)
MLR 조정 된  

주거
(2021)

 - 종속변수: 연간 에너지소요량(y1)
 - 설명변수: 건물Type(x1), 기후존(x2), 준공연도(x3), 

룸 위치(x4), 평면형태(x5), 룸 개수(x6), 거실 
개수(x7), 발코니(x8), 난방효율(x9), 
냉방COP(x10), 조명밀도(x11), 평균 재실인원(x12)

MLR/NN/
RF

  , RMSE, 
새로운 관측치
오차비율 비교

학교
(2021)

 - 종속변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y1)
 - 설명변수: 사용연수(x1), 냉방장치 용량(x2), 

층수(x3), 건축면적(x4), 학생수(x5), 직원수(x6)
MLR

  , 
새로운 관측치
오차비율 비교

학교
(2021)

 - 종속변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y1)
 - 설명변수: 도시(x1), 층수(x2), 연면적(x3), 

건축면적(x4), 초/중/고등학교 구분(x5), 학생수(x6), 
직원수(x7), 사용연수(x8), 교실수(x9), 
공조면적(x10)

NN
  , 

새로운 관측치
오차비율 비교

주거
(2017)

 - 종속변수: 연간 에너지소비량(y1), 가스소비량(y2)
 - 설명변수: 전용면적(x1), 사용연수(x2), 

단열기준(x3), 냉난방 방식(x4), 효율등급 
적용여부(x5), 가격정책(x6), 가구소득 수준(x7), 
냉난방 도일(x8)

FGLS -

주거
(2018)

 - 종속변수: 연간 에너지소비량(y1)
 - 설명변수: 사회적 규범(수요관리, x1), 성별(x2), 

가구원수(x3), 자녀여부(x4), 소득수준(x5)을 
주택특성으로 주택형태(x6), 주택면적(x7), 
자가유무(x8), 거주년수(x9), 난방방식(x10), 
가전제품(x11), 지역특성(x12), 에너지절약행위(x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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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에너지소비량 예측 모형개발

1. 분석개요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같이 연간 총에너지 소비량을 회귀분석 모형을 통

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GR의 주된 수행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중 에

너지 취약세대가 사용하는 어린이집과 진료시설(보건소)이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 구분은 주민생활 필수시설(1종)과 편의시설(2종)로 분류되

며, 비주거 시설 27개용도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용도이다(2020e, 국

토교통부). 이 용도의 건축물은 GR 우선순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정부주도로

대규모의 GR이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건물부문 중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비 패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주거 및 학교시설을

대상이 주로 연구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정부 주도로 GR이 활성화됨에 따라, GR 주요대상이며 정부주

도로 적극적으로 GR을 수행 중인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어린이집 및 진료시

설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 건물은 3개 지역, 66개 동의 어린이집 및 진료시설의 연간 전력, 가스,

유류 소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 소비 추정한 Lee et

al(2019) 연구와 같이, 각 열원은 kWh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환산된 연

간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는 2018년, 2019년의 2개년 데이터로 132개 관측치(66개

동*2개년)를 구축하였다.

분석방법으로 2개년 패널데이터인 점을 고려하여 패널회귀 분석 (Panel Data

Analysis Model)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패널회귀 분석 방식은 모델링 기법

(modeling), 추정(estimation), 정책분석(policy analysi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

범위하게 이용된다(Raj∙Baltagi, 1992; 문미라, 2017).

마지막으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하였다. 2.에서는 상관관계,

분산팽창계수(VIF), 산포도 및 플롯박스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를 정의하고,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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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패널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하우스만 검정,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검증해

예측을 위한 분석모형을 선정 하였다. 4.에서는 고려하였던, Pooled OLS,

FGLS, FE 및 RE 모형의 적합도(Fitness)를 비교해 분석결과를 고찰하였으며,

5.에서는 각 모형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추정 식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

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의 관

측치를 통해 각 모형의 유효성(Validation)을 검증하고, 주요 설명변수의 민감도

(Sensitivity)를 분석하였다.

2. 분석데이터

본 연구의 데이터는 서울, 경기 및 강원도 66곳의 단독으로 운영 중이 소규모

어린이집과 진료시설의 건물운영 현황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2개년 연간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기초로 132개의 데이터 셋(Data Set)을 구축하였다.

설명변수 설정은 문헌 조사, 시뮬레이션 툴의 입력 값 및 현장조사 자료를 고

려하여 1차로 선정하고, 데이터 특성은 변수 간 상관관계,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우려가 있는 변수를 제외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산포도(Scatter diagram) 분석해 둘 간의 (+),(-) 관계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설명변수의 최종 선정은 “3. 분석방법” 결정 후

분석과정에서 각 변수를 단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Stepwise 방식으로 변

수 및 변수간의 유의도(p-value)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설명변수를 선정하였다.

1) 종속 및 설명변수 정의

종속변수는 대상 건물의 사용 열원을 고려하여 고지서상의 전력(kWh), 도시

가스(N㎥), 유류(Liter) 사용량을 전력(kWh) 단위로 환산해 연간 총 에너지 소

비량(kWh/y)으로 하였다. 설명변수는 물리적 요인으로 위치, 용도, 사용 연수,

연면적, 층수, 외벽/지붕/바닥/창호 열관류율, 조명밀도, 주향, 창면적비, 천정고,

상주 인원, 방문 인원, 냉/난방방식, 바닥난방 적용 유/무, 신재생 적용 유/무,

식단 유/무를 고려하였고, 관리적 요인으로 건축/기계/조명 수선 유/무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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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기후요인으로 냉/난방도일 고려하였다.

외벽,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은 준공시점의 부위별 법적 열관류율 기준을 참

고하였고, 창호의 경우 현재 설치된 창호 사양을 확인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창호 사양별 열관류율 참고해 적용하였다. 냉방 방식 및 바닥 난방

유/무는 모든 건물이 PAC 혹은 EHP를 통해 냉방을 하고, 보일러를 통하여 바

닥난방 및 급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가

구소득, 가전기기까지 포함해 분석하였으나, 연구대상이 어린이집 및 진료시설

이라는 점에서 소득은 용도 특성상 조사가 어려우며 위치 특성이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가전기기(실내 사용기기)는 조사 데이터의 한계

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용도 특성상 건물의 수선 유/무

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 판단하여, 건축/기계/조명 부분의

수선 유/무를 포함시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수선 유/무판정은 건

축의 경우 창호 교체, 기계는 냉/난방장치 교체, 조명은 LED 50% 이상적용 여

부로 판단하였다.

2) 상관관계 및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

설명변수 상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4-2>는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또한, <표4-3>은 분산

팽창계수를 산정한 표이며 설명변수의 약어를 포함하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

과 0.8 이상, 분산팽창계수(VIP)가 10이상, 분산팽창계수의 역수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관관계가 0.8 이상이 경우 변수 중 하나를 삭제시키고, 0.7 이상의 경우 분산팽

창계수(VIP)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삭제하였다.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외벽 열관류율(ex_uv)과 지붕 열관류율

(ro_uv)이 0.828로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조명 밀도(li_dn)와 조명 수선(li_re)이

–0.85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식당 유무(ki)와 용도(usage)는 1로 상관관

계로 진료시설의 경우 모두 조리실과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두 변수 중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붕 열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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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ro_uv), 조명밀도(li_dn) 및 식당 유/무(ki)는 분석에서 제외키셨다. 또한, 상

관관계가 0.7 이상인, 사용 연수(dura.)와 지붕 열관류율(ro_uv), 식당 유무(ki)와

상주 인원(fu_ppl)은 앞서 다른 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로 지붕 열관류율

(ro_uv)과 식당 유무(ki)가 삭제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치

(loca.)와 용도(usage)는 0.700, 용도(usage)와 상주인원(fu_ppl)은–0.75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표4-3>의 분산팽창계수 분석결과 각각의 변수가 다중공

선성이 의심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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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Var. loca. usage year dura. area floor fu_ppl tr_ppl ex_uv ro_uv fl_uv wi_uv li_dn ar_re me_re li_re du_e du_s du_w wtw ki renew cehi hdd cdd

 loca. 1.000  
usage .700*** 1.000  
year .000 .000 1.000  
dur. -.604*** -.355*** .064 1.000  
area -.573*** -.554*** .000 .376*** 1.000  

 floor -.408*** -.354*** .000 .455*** .476*** 1.000  
fu_ppl -.573*** -.752*** .000 .340*** .662*** .363*** 1.000  
tr_ppl -.242*** -.300*** .000 .370*** .557*** .326*** .580*** 1.000  
 ex_uv-.351*** -.279*** -.015 .628*** .284*** .219** .128 .214** 1.000  
ro_uv -.358*** -.313*** -.008 .742*** .324*** .312*** .274*** .385*** .828*** 1.000  
fl_uv -.079 -.041 .000 .355*** -.053 .065 -.077 -.026 .388*** .542*** 1.000  
wi_uv .103 .186** -.022 .008 -.149* -.033 -.206** -.163* .188** .046 -.086 1.000  
li_dn .320*** .287*** .003 -.269*** -.173** -.034 -.334*** -.141* -.091 -.214** -.048 .181** 1.000  
ar_re -.017 -.178** .000 .172** .171** .062 .292*** .348*** .094 .285*** .198** -.606*** -.151* 1.000  
me_re -.214** -.086 .000 .219** .035 .027 .022 -.051 .026 -.004 .195** -.037 -.114 0.105 1.000  
li_re -.339*** -.190** .000 .353*** .185** .057 .207** .085 .225*** .272*** .095 -.029 -.822*** .133 .202** 1.000  
du_e .195** .315*** .000 -.079 -.194** -.021 -.243*** -.110 -.256*** -.223*** -.024 .132 .003 -.193** -.105 -.052 1.000  
du_s -.330*** -.315*** .000 .139* .278*** .094 .301*** .192** -.014 .046 -.115 -.297*** -.052 .200** .102 .105 -.686*** 1.000  
du_w .125 .150* .000 -.041 -.082 .024 -.113 -.049 .074 .221*** .446*** .081 .093 .042 .101 -.072 -.064 -.327*** 1.000  
wtw -.293*** -.165* .000 .186** .225*** .145* -.041 -.121 .345*** .159* .104 -.032 -.038 -.175** .152* .089 -.009 .119 -.075 1.000  
ki -.702*** -1.000 .000 .355*** .554*** .354*** .752*** .300*** .279*** .313*** .041 -.186** -.287*** .178** .086 .190** -.315*** .315*** -.150* .165* 1.000  

renew -.315*** -.263*** .000 .107 .331*** .295*** .165* .003 .025 .052 -.148* -.132 -.366*** .013 .126 .411*** -.068 .155* -.124 .363*** .263*** 1.000  
cehi .170** .130 .000 -.233*** -.008 -.094 -.016 .203** -.464*** -.326*** -.178** -.346*** .184** .105 .134 -.168* .121 .147* -.044 -.177** -.130 -.041 1.000  
hdd .289*** .315*** -.356*** -.192** -.201** -.090 -.272*** -.068 -.316*** -.225*** -.062 .002 -.030 .026 .104 .054 .250*** -.084 .030 -.014 -.315*** -.065 .194** 1.000  
cdd -.390*** -.193** -.460*** .366*** .211** .093 .302*** .197** .314*** .332*** .127 .067 -.226*** .001 .149* .222*** -.046 .061 .093 .074 .193** .011 -.172** -.0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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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 간 부팽창계수(VIF) 분석
  구분 VIF   1/VIF loca. : 위치 4.214 .237usage : 용도 4.19 .239year : 연도 1.917 .522 dura. : 사용연수 3.86 .259 area : 연면적 2.825 .354 floor : 층수 1.795 .557 fu_ppl : 상주인원 5.093 .196tr_ppl : 방문인원 2.637 .379 ex_uv : 외벽 열관류율 4.66 .215 fl_uv : 바닥 열관류율 2.087 .479 wi_uv : 창호 열관류율 2.55 .392 ar_re : 건축 수선 2.602 .384 me_re : 설비 수선 1.488 .672 li_re : LED 교체 1.759 .568 du_e : 동향 더미 4.584 .218 du_s : 남향 더미 4.708 .212 du_w : 서향 더미 2.247 .445 wtw : 창면적비 2.112 .474 renew : 신재생 적용 1.929 .518 cehi : 천정고 1.984 .504 hdd : 난방도일 1.874 .534 cdd : 냉방도일 2.302 .434 Mean VIF 2.883 .

3) 산포도(Scatter Charts) 및 플롯박스 분석

산포도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정(+), 음(-) 관계

와 상관관계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와 관계를

확인하여 이론적인 관계와 데이터 셋(Data set) 내에서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건물의 규모(연면적, 층수) 및 사용 인원(상주 인원, 방문 인원)에 따라 연

간 에너지소비량(kWh/yr)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변수들은 규모

의 영향으로 에너지소비량과 설명변수와 관계가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종속변수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kWh/㎡*yr)으로 산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위별 열관류율 값(W/㎡*K)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량이 높았으며

창면적비는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축

수선(ar_re), 설비수선(me_re), 조명수선(li_re), 신재생 적용(renew) 여부는 수선

및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난방도일

(hdd)은 도일이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높았으나, 냉방도일(cdd)

은 도일이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용연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요량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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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이는 노후 창호 및 설비 등의 교체와 상대적으로 짧은 사용기간의 건물

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영향(리바운드 이펙트, Rebound Effect)으로 판단된다.

<표 3-4> 설명변수의 산포도 분석-1
연면적(area) 사용연수(duration)

층수(floor) 상주인원(fu_ppl)

방문인원(tr_ppl) 외벽 열관류율(ex_uv)

바닥 열관류율(fl_uv) 창호 열관류율(wi_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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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설명변수의 산포도 분석-2
창면적비(wtw) 건축 수선(ar_re)

설비 수선(me_re) 조명 수선(li_re)

신재생적용(renew) 난방도일(hdd)

냉방도일(cd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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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플롯박스 분석결과 연간 에너지 소비량(to_en), 사용연수(duration), 상

주인원(fu_ppl) 및 방문인원(tr_ppl)은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종속변수인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아웃라이어는 설명변수의 영향에 따

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긴 사용연수, 높은 상주 인원 및 방문 인원으로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Kim∙Kim(2020)은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벤치마크 모델 개발 시 설명변수의 아웃라이어를 관측치의 정보로 판단하고 분

석에 포함 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도 변수의 아웃라이어는 관측치의 정보(영향)

요인으로 판단되어 포함 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5> 박스플롯 분석
연간 에너지 소비량(to_en) 사용연수(duration), 상주인원(fu_ppl), 방문인원(tr_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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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 셋은 패널데이터(Time Series Cross sectional data)로 패

널 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데이터(Time

Series data)와 횡단면데이터(Cross sectional data)의 특성을 합쳐 놓은 데이터

로 자연과학 분야 등에서는 종단면 데이터(Longitudinal)이라고도 부르기도 한

다(배성완∙유정석, 2016). 시계열데이터는 특정 변수에 대해 관측 시점이 여러

개인 반면, 횡단면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는 여러 변수를 관측한 형태이다(민인

식∙최필선, 2019).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횡단면 데이터(특정 시점(1개년))

에서 여러 변수)를 활용해 MLR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는 데이터 셋이 시계열 혹은 패널데이터 형태이나 분석모형을 MLR 모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Kim∙Kim(2020)은 종속변수를 3개년 에너지소비량으

로 설정하고 6개의 설명변수로 데이터 셋을 구성해 MLR 모형으로 적합성( )

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데이터 셋이 패널데이터인 점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특

성을 고려하여 패널회귀 모형으로 분석하는 경우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

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및 횡단면데이터 특성을 가진 데이

터로, 여러 변수가 여러 시점에서 관측된 데이터로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

할 수 있으며 개별 특성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간 특성효과(time effect)를

통제 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 및 횡단면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es)과 패널분석의 표본(관

측치)수가 증가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이 완화시킬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9;

문미라, 2017).

이러한 패널회귀 모형은 오차항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석 모형을 활용 할

수 있다. 개체(관측대상, 예: 건물1, 건물2,..등) 특성 간 차이와 시간(시간에 따른

변화, 예: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에너지 소비 변화)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

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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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있으며, 각 모

형의 기본가정 사항 준수여부에 따라 고정계수 모형인 Pooled OLS(Odinery

Lease Square), GLS(General Lease Square) 모형을 활용 할 수 있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일반적인 선형모형의 형태로 표현하

면 아래와 같다.

            (3-4)

(단, i = 1, 2,⋯, n 및 t = 1, 2, ⋯, T)

i는 개체(대상건물), t는 시간,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 특성,

  =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이다. 고정효과 모형은

(, )를 고정 된 상수로 가정하며, 확률효과 모형은 (, )를 확률적 변수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설명변수는 계수

를 추정 할 수 없으며(예, 건물의 내재적 특성(세대수, 연면적, 층수 등)), 확률

효과 모형은 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설명변수( )와 개체특성 오차항(  ) 간에

상관(     )이 없어야 한다(이성재, 2018; 민인식∙최필선, 2019). 실제

분석에서 확률효과 모형의 가정인 설명변수와 개체특성 오차항(  ) 간에 상관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Ashenfelter et al., 2002;

최충익, 2008). 실증분석에서 이 두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 또한 두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 모형의 기본가정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오차항이 시계열적으로 독립(=자기상관 없어야 함)이어하며,

오차의 분산은 등질적이고 서로 독립적(=동분산)이어야 한다(이희연∙노승철,

2012; 문미라, 2017).

따라서 패널데이터 특성상,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선정은 하

우스만 검정을 통해 선정하고,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Pooled

OLS(Odinery Lease Square), 패널 GLS(General Lease Square) 모형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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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

Pooled OLS는 주어진 데이터가 패널 구조이나 패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Pooled)하여 OLS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일반적인 선형모형

으로 표현하면 아래식과 같다.

          (3-5)

(단,         , i = 1, 2,⋯, n 및 t = 1, 2, ⋯, T)

i는 개체(대상건물), t는 시간, = 관찰되지 않은 대상건물 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unobservable time effect),

  = 확률적 교란항(remainder stochastic disturbance) 이다(최충익, 2009). 이

패널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Pooled 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오차항(  )에 대한 기본가정인 오차항의 동분산(Homogeneity) 및 오차항의 자

기상관(Autocorrlation)을 위해 할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 될

수 있다. 이분산과 자기상관이 나타난다면 Pooled OLS 대신 패널 GLS모형을

통해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다(이희연∙노승철, 2012; 박종훈 외, 2017).

1) 하우스만 검정

66개동의 분석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와 2

개년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통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하우

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4-6>은 하우스만 검정 결과이며 확률효과 모형이

일치추정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고정효과 모형이 일치추정량으로 나왔더

라도 건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들이 대부분(연면적, 층수, 향 등)이어서 계수를 추정 할 수 없어 적용

이 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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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하우스만 검정결과
구분 chi2 p-value

검정 결과 0.53 0.94

2)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 검정

패널데이터 특성상 시간변화에 따른 자기상관성(Time Serial correlation)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 셋은 2개년 데이터로 시간변화에 따

른 자기상관이 발생하지 않는다(Jeff Wooldridge, 2014).

데이터 셋의 이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4-8>은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검정으로 이분산 검정결

과이며 귀무가설인 동분산 가정을 1%의 유의도 수준에서 기각하여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8>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검정
구분 chi2 p-value

검정 결과 228.66 0.0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셋의 이분산성을 가정하여 패널 GLS 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

으로 계수를 추정하였다. FGLS 모형은 Parks-Kmenta가 개발한 모형으로 동시

적 자기상관과 동분산성에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 제기 된 문제 해결하고자한

모형이다(Beck and Kakz, 1996; 신희준∙홍경준, 2012; 문미라, 2017).

3)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설정

설명변수의 최종선정은 FGLS 모형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상관

관계가 높은 설명변수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적용하는 Stepwise 방식을 활용하

였다. Stepwise 방식으로 변수를 단계적으로 적용 시 설명변수의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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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및 변수 간 유의도(p-value) 영향을 확인해 가며 최종적인 설명변수

를 선정하였다. <표4-6>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기술 통계이다.

<표 3-6>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연간 에너지소비량 
(kWh/Y) to_en 46,600 38,480 3,831 162,526

독립
변수

물리적
요인

용도 Usage 0 / 1
년도 year 2018(0) / 2019(1)

사용연수 (기간) Duration 15.59 6.78 7 38
연면적 (㎡) Area 364.00 242.85 115.11 1217.29

지상층수 (층) Floor 1.91 0.63 1 4
상주인원 (인) Fu_ppl 26.07 37.21 1 123

외벽 열관류율(W/㎡) Ex_uv 0.50 0.05 0.36 0.58
창호 열관류율(W/㎡) wi_uv 3.45 0.48 2.1 4.19

향 더미
Du_e 나머지 (0) / 동향 (1) 
Du_s 나머지 (0) / 남향 (1) 
Du_w 나머지 (0) / 서향 (1) 

창면적비 Wtw 0.22 0.07 0.11 0.38
천정고(m) Cehi 2.82 0.29 2.3 3.4

관리적 
요인 조명 수선유무 Li_re 무 (0) / 유 (1)

기후요인
난방도일 Hdd 2,794.01 311.68 1,858 3,390
냉방도일 Cdd 152.9 56.18 60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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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표4-7>은 패널데이터 분석을 위해 고려한 Pooled OLS, FGLS, FE 및 RE

모형 분석결과이다. 시간변동에 따른 변화가 없는 설명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지

못하는 FE 모형은(이성재, 2019),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시간변화에 따른

변수의 관측치가 변화가 없는 설명변수의 계수 값은 산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건물 에너지소비량 추정(예측) 연구에서는 물리적 변동이

없는 변수가 대부분인 건물특성을 감안하면 FE 모형은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각 분석모형의 설명변수 유의도(p-value)를 보면, FGLS 모형은 용도(usage),

연도(year) 변수를 제외하고, 유의도 1% 수준에 13개 변수가 만족하였다. 반면

Pooled OLS는 유의도 1% 수준에서 기간(duration), 연면적(area), 층수(floor),

상주인원(fu_ppl), 외벽 열관류율(ex_uv), 향(서측, du_w) 변수 총 6개가 만족하

였으며, RE모형은 기간, 층수, 상주인원, 향(서측) 변수 총 4개가 만족하였다. 이

는 Pooled OLS 및 RE 모형의 오차형태가 이분산성이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로 판단된다.

유의도 1% 수준에서 FGLS 모형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면적(area), 층수(floor), 상주 인원(fu_ppl), 외벽(ex_uv) 및 창호 열관류율

(wi_uv), 난방도일(cdd)은 관측치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영향을 살펴보면 남향, 동향,

서향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았다. 이는 각 변수의 변동과 에너지소비량 간

의 영향은 일반적인 건물에너지 소비 패턴과 동일하였다.

반면 사용연수(duration)는 건물 이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요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건물에너지 소비 영향과 차이가 있다. 이는 노

후 창호 및 설비 등의 교체와 상대적으로 짧은 사용기간의 건물에 많은 이용자

가 이용하는 리바운드 이펙트(=Rebound Effect)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정

고(cehi) 역시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일반적

으로 건물에너지 소비 영향과 차이가 난다. 천정고(cehi)는 사용연수가 높은 건



- 80 -

물일수록 낮은 천정고를 보이며, 본 연구 데이터 <표3-8> ① 사용연수와 천정

고의 산포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3-7>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생각

해 보면 사용연수(duration)의 계수는 사용연수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본 연구 데이터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LEED 인증을 획득한 저에

너지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Xin

et al., 2016).

창면적비(wtw)는 창호면적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여

주거시설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보였다. 분석 대상 용도가 어린이집 및 진료시설

인 점을 고려하여 창면적비를 어린이집과 진료시설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표3-8> ② 창면적비(어린이집)는 주거시설과 같이 창면적비가 증가하면서 에

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③ 창면적비(진료시설)은 비주거 시설과 같이 창면적비

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건축

물의 용도 특성이 반영 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 모형의 adj-R 및 RMSE는 FGLS, Pooled OLS, RE 모형 모두

0.79~0.80 수준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adj-R 및 RMSE의 차이는 1% 내외

로 유사한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은 분석에 활용 된 데이터

셋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측의 유효성(Validation)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분석에 포함되

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 관측치를 통해 각 모형의 예측의 유효성을 비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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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분석결과
VARIABLES Pooled OLS FGLS FE RE
usage = 1 5,412 1,747 - 6,234
duration -1,540*** -1,587*** 3,092 -1,487**

area 30.66*** 22.99*** - 31.11**
floor 13,705*** 13,552*** - 13,842***
fu_ppl 817.9*** 847.7*** - 807.8***
ex_uv 177,708*** 190,921*** - 160,772**
wi_uv 6,476 7,658*** - 6,286
li_re -1,291 -4,356** - -1,735
wtw -52,609* -75,208*** - -51,419
du_e 20,215** 23,386*** - 19,793
du_s 13,780* 16,491*** - 12,799
du_w 56,667*** 57,389*** - 55,705***
cehi -18,892** -11,642*** - -19,210*
hdd 12.59* 16.40*** 3.189 8.411
cdd -101.2** -48.85** -85.25 -81.14

year = 2019 -3,391 340.4 -9,172 -3,194
Constant -67,994 -109,917*** 8,604 -50,356

adj-  0.803 0.790 - 0.801
RMSE 17,157 17,687 - 17,209

Observations 132 132 132 13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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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설명변수 산포도
① 사용연수와 천정고 ② 창면적비(어린이집)

③ 창면적비(진료시설) -

-

5. 예측 모형개발

66개동 2개년 연간 에너지소비량(TEC) 132개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FGLS

모형으로 산정한 추정(예측) 식은 아래 eq(3-5)와 같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이, 각 변수의 유의성(p-value)은 낮으나, adj-  및 RMSE가 유사한 Pooled

OLS, RE모형의 추정(예측)식은 eq(3-6), eq(3-7)이다. 이 결과는 분석에 포함되

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 관측치를 이용하여 3가지 모형의 유효성을 제4절

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4-9>는 각 모형의 산포도이며, X

축엔 추정 식을 통해 추정 된 연간 에너지 소비량 값을, Y축엔 이에 대응하는

실제 연간 에너지소비량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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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E  

(3-6)

        
      
        
  
      RMSE  

(3-7)

        
       
        
 
      RMSE  

(3-8)

<표 3-9> 추정 된 연간에너지 소비량과 실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산포도
FGLS 모형 Pooled OLS 모형

RE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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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형의 유효성 및 민감도 분석

1. 모형의 유효성(Validation) 검증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모형의 유효성(Validation)을 검증은 선행연

구에서와 같이 분석에 활용되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 관측치로 구성하였

다. 각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FGLS 모형의 추정 식 eq(5), Pooled

OLS 모형의 추정 식 eq(6), RE 모형 추정 식 eq(7)에 적용하여 산정 된 추정치

(kWh/y)와 실제 고지서상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인 측정치(kWh/yr)를 비교하였

다. <표4-10> 실제 에너지소비량과 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에너지소비량을 비교

한 에러율(%)을 각 모형별로 비교하였으며 표 하단에는 각 모형의 adj-  및

RMSE 값이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에러율(%)을 확인해 보면 +,-30% 수준에서 총14개 관

측치(100%) 중 8개 관측치(57.1%)가 3가지 모형에서 동일하게 만족하였다. 각

모형의 오차 범위를 확인해 보면, FGLS 모형은 61.9%~-63.9%, Pooled OLS 모

형은 56.1%~-64.1%를 보여 유사한 오차 범위를 보였다. 하지만 RE 모형은

156.1%~-59.7%로 FGLS 모형과 Pooled OLS 모형에 비해 약2배 수준으로 오차

범위가 넓어 유효성이 가장 낮았다. 또한 FGLS 모형의 adj- 는 0.626, RMSE

29,149이며, Pooled OLS 모형의 adj- 는 0.587, RMSE 30,631로 FGLS 모형이

유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자면, 유효성 검증결과, 에러율(%), 추정 된 에너지소비량과의 adj-R

및 RMSE를 비교한 결과 FGLS가 가장 유효성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Pooled

OLS, RE 모형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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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모형의 유효성(Validation) 검증 결과

구분 측정치
(kWh/y)

예측모형 적합도
FGSL Pooled OLS RE

1
2018 추정치 (kWh/y) 8,191 13,265 12,784 20,980 

에러율(%) - 61.9% 56.1% 156.1%
2019 추정치 (kWh/y) 7,929 10,719 11,620 19,829 

에러율(%) - 35.2% 46.5% 150.1%

2
2018 추정치 (kWh/y) 122,606 92,018 106,938 134,468 

에러율(%) - -24.9% -12.8% 9.7%
2019 추정치 (kWh/y) 121,652 91,644 109,569 136,305 

에러율(%) - -24.7% -9.9% 12.0%

3
2018 추정치 (kWh/y) 74,589 72,600 75,374 78,326 

에러율(%) - -2.7% 1.1% 5.0%
2019 추정치 (kWh/y) 73,977 67,873 70,443 74,099 

에러율(%) - -8.3% -4.8% 0.2%

4
2018 추정치 (kWh/y) 64,915 27,427 27,526 29,619 

에러율(%) - -57.7% -57.6% -54.4%
2019 추정치 (kWh/y) 62,940 22,700 22,596 25,392 

에러율(%) - -63.9% -64.1% -59.7%

5
2018 추정치 (kWh/y) 70,509 62,561 60,282 67,827 

에러율(%) - -11.3% -14.5% -3.8%
2019 추정치 (kWh/y) 58,070 60,825 60,263 67,552 

에러율(%) 4.7% 3.8% 16.3%

6
2018 추정치 (kWh/y) 156,402 60,879 57,889 65,453 

에러율(%) - -61.1% -63.0% -58.2%
2019 추정치 (kWh/y) 115,095 59,144 57,869 65,177 

에러율(%) - -48.6% -49.7% -43.4%

7
2018 추정치 (kWh/y) 159,892 116,339 120,218 119,398 

에러율(%) - -27.2% -16.8% -17.3%
2019 추정치 (kWh/y) 130,382 114,603 120,198 119,123 

에러율(%) - -12.1% -7.8% -8.6%
adj- 

-
0.626 0.587 0.581

RMSE 29,149 30,631 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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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Sensitivity) 분석

건물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설계요소의 민감도 분석은 건물에너

지 성능개선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연구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Azar & Menassa(2012)는 입력 값(input)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output)의 변

화를 비율로 나타내어 건물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요소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방식의 특징은 민감도 계수(IC, Influence Coefficients)를 통해 단위

(Unit)가 차이나는 입력 변수 간의 민감도를 쉽게 비교 할 수 장점이 있다.

분석 식은 eq(3-9)와 같으며, OP는 FGLS 모형을 통한 건물에너지 소비량 추

정(예측) 값(Output)이며, IP는 민감도를 보려고 하는 변수(Input) 값이다.

    

   
∆  

∆ 
(3-9)

IC 값의 해석은 IC값이 1.2 이면, 설명변수 값(Input) 1% 증가 시 종속변수

값(Output)이 1.2% 상승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IC 값이 –1.4 라면,

설명변수 값(Input) 1% 증가 시 종속변수 값(Output)이 1.4%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리하면, IC 값의 절대 값이 높다라면 종속변수에 민감하다

고 볼 수 있다.

민감도 분석 설명변수는 GR 계획 시 개선 가능한 ① 외벽 열관류율, ② 창호

열관류율, ③ 창면적비에 대해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3가지 변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 창면적비의 IC는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호 열관류율은 1.33,

외벽 열관류율은 0.31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창면적비 1% 증가 시 건물에너지 소비량 2.59%가 감소하는 결과

로 설명변수 중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향후 GR 계획 시 우선

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한 변수이다. 또한 창호 및 외벽 열관류율 1% 증가 시

건물에너지 소비량은 1.33%, 0.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GR 계획 시 외

벽 열관류율을 보다 창호 열관류율의 개선이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유리한



- 87 -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은 민간도 분석결과이다.

이 결과는 분석데이터에 한정 된 결과로, 참고하려는 건물의 용도, 지역 및

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분석결과(관계)가 차이 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민감도 분석방식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

형의 관계가 아닌 비선형(non-monotonic)의 관계는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진다.

마지막으로 GR 특성상 대상 건축물이 주로 소규모이며, 신축에 비하여 개선을

고려할 수 요소(향, 장단변비, 코어 위치, 설비계획(기계실 유/무, 배관설치) 등)

가 한정된다. 이 개선요소는 지역(위치), 규모, 용도 및 사이트에 인접한 주변 환

경에 따라 에너지 절감(종속변수) 효과가 차이 날 수 있다. 또한 GR 프로젝트

특성상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개선요소의 에너지-비용효율을 분석하며 최적화

설계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GR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개선요소의 적용을 위해, 지역,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한 각 개선요소의 GR 설

계 가이드라인(개선 가능한 요소의 지역, 규모,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효과,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등)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3-11> 민감도 분석결과

구분
Influence Coefficients for Estimate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외벽 열관류율
(W/㎡*K)

건물에너지
소비량

(kWh/yr)
창호 열관류율

(W/㎡*K)
건물에너지

소비량
(kWh/yr)

창면적비
건물에너지

소비량
(kWh/yr)

최대값 0.58 63,507 4.19 53,901 0.38 35,449 
최소값

(IPBC, OPBC) 0.36 21,505 2.1 39,497 0.11 55,755 
총 변동 값 0.22 42,002 2.09 16,005 0.27 -20,306

10% 변동 값
(∆IP, ∆OP) 0.022 4,200 0.209 1,600 0.027 -2,031

Change in input
(∆IP/IPBC) 0.061 0.099 0.245
Change in 

output
(∆OP/OPBC)

0.19 0.07 -0.094

IC 0.31 1.3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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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논의사항

선행연구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정 사례가

없어 주거 및 학교시설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는 에러율 +-15% 수준에서 90%의 데이터가 이상이 만족하였다(유동철, 2021;

Mohammed, 2021; Alshinai, 2020). 본 연구 결과인 FGLS 모형을 통한 유효성

검증 결과는 선행연구의 유효성 검증결과와 비교해 낮았다. 그렇지만 선행연구

의 분석대상이 상대적으로 건물 이용패턴이 일정한 주거 및 학교시설이라는 점

과 소규모 건축물이 아닌 중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강남규 외(2020)는 MLR 모형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연

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 하였으며 공동주택 데이터 셋의 적합도(adj- )는

0.96로 분석 되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데이터 셋의 적합도(adj- )는 0.71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용도라도 소규모 건축물의 추정의 적합도는 상대

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정교한 결과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연간 에너지 소비

량 추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부문에서는 GR을 통한 에너지 성능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 또한 GR을 통한 에너지소비 효과에 대한 추정(예측)의

유효성은,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목표)과 이행의 성과측정이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수

단으로 공공 주도로 G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향후 민간 소규모 건축물로 대상이

전환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

(예측) 연구는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처럼 머신러닝 기반의 ANN, RF 등

의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유효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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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66개 건물, 2개년 132개 관측치 보다 많은 데이터 셋을

구성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처럼 해당 용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추가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

상 건물의 형태적인 특성(예, 장단변비), 장비용량(예, EHP, 보일러), 건물 관리

자 유/무 및 이용자 현황(이용시간, 성별, 나이 등) 등 관측 가능한 추가적인 변

수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정

의 유효성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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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결

본 연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인, 어린이집과 진료시설의 연간에너지소비

량 데이터와 건물의 용도(더미), 년도(더미), 사용 연수, 연면적, 층수, 상주인원,

외벽 열관류율, 창호 열관류율, 향, 창면적비, 천정고, 조명 수선(더미), 난방도

일, 냉방도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 예측 모형을 개발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66개 건물, 2개년 132개의 패널데이터로, 분석모형은 Pooled

OLS, FGLS 및 RE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여, 각 모형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

정 식을 개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Fitness)는 분석 데이터 셋을 통해 각

모형의 adj-  및 RMSE를 활용하였고, 유효성(Validation)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 관측치를 이용하여 각 모형의 추정 식을 통한 추정

된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실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및 설명변수 특성(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변수(연면적, 층수,

규모 등)는 계수 추정을 못하는 모형 특성(이성재, 2019))에 따라 건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FGLS, Pooled OLS,

RE 모형 분석결과, 각 모형의 적합성(adj-R 및 RMSE)은 각 모형 모두 adj-R

가 0.79~0.80 수준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RMSE 역시 1% 내외의 차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효성 검증 결과에서는 에러율(%) +-30% 수준에서 총 8개 관측치가 3가지

모형에서 동일하게 만족하였다. 각 모형의 오차 범위는 FGLS는 61.9%~-63.9%,

Pooled OLS는 56.1%~-64.1%를 보여 유사한 하였으나, RE 모형은

156.1%~-59.7%로 오차 범위가 넓어 유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FGLS 모형의 adj- 는 0.626, RMSE 29,149이며, Pooled OLS 모형의 adj-

 는 0.587, RMSE 30,631로 FGLS 모형이 가장 유효성이 우수하게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추정의 적합도 및 유효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소규모의 비주거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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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부분에서는 GR

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GR이 에너지 절감 효과의 정량적인 측

정과 GR 대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 주된 대상이 된다면 점에서 소규

모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

어져야겠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처럼 머신러닝 기반 분석모형의 활용과 소규모 건축

물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한 설명변수를 적용을 검토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

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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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 업무시설의 GR에 따른 에너지 및

실내 환경 개선효과2)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선진국(Developed nations)의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비율은 전체 에너지 소비

량의 40%, 전기사용량의 60%를 차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Jing et al, 2018). 건물부문의 높은 에너지 소비 원인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신축 건물은 노후건물 대비 엄격한 에너지 성

능으로 설계되나 노후 건물 대비 현저히 낮은 건물 동수(비율)을 가지기 때문이

다(Yuling∙Xiaohua, 2018a).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행 중이다(Yuling∙Xiaohua, 2018b). 예를 들어 독일은

노후 건축물의 GR(Green Remodeling)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진단 지원,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 기준의 건물 에

너지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을 매매,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

로 개선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단위로 자발적인 노후 건축

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기술자문,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Sebi et al, 2018). 앞선 선진국에 비해 GR 정책이 상

대적으로 늦은 중국은 13차 국가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통해 칭타오를

노후 공동주택, 상하이를 노후 상업건물의 GR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

에서 GR 수행 시 정부 및 지자체는 보조금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중국에 적

합한 GR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Luke et al, 2019). 이렇듯 많은 나라에서

GR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GR 수행에 따른 높은 투자비

2) 이장의 내용은 다음의 학술논문에 기초하고 있음. Jaemoon Kim & Seunghoon

Nam(2021), IEQ and Energy Effect Analysis According to Empirical Full Energy

Efficiency Retrofit in South Korea, Energy and Buildings, Volume 235,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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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긴 투자비 회수기간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인 GR 활성화가 목적이다(Xin et al, 2016; Huang et al, 2016; Yongtao et al,

2018). 상대적으로 GR의 높은 투자비용, 에너지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긴 투

자비 회수기간은 노후 건물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용연

수라도 노후건물의 입지, 보수이력, 사용자 특성에 따라 건물의 노후도, 개선범

위 및 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Paul et al.(2012)은 GR을 위해 에너지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에너지 진단절차 및 방법이 포함 된 프랑스 노후 건축물의 노후성능

진단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U.S DOE(Department of Energy)는 에너지 진

단 가이드(A Guide to Energy Audit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서

는 부지조사, 데이터 분석, 에너지 진단 전문가(Hiring an Energy Auditor) 고

용 및 에너지 진단 보고서(Energy Audit Reports) 작성 등 세부적인 절차와 내

용을 담고 있다(Michael et al, 2011). 이 에너지 진단 보고서는 건축, 기계, 전

기설비의 노후성능 평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부위별 개선방향이 포함된다.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을 통한 부위별 개선대안 선정방식으로, Luca et

al.(2018)는 각 대안의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NPV(Net Present

Value) 및 GC(Global Cost) 활용해 선정하였다. Yuming et al.(2018)은 GR 대

안 선정방법으로 IRR(Internal Rate of Return)과 투자비 회수 기간법

(DPP:Discounted Payback Period)을 활용해 평가 하였다. Phil∙Roger(2011)는

GR의 최적모델 선정을 위해 NPV, IRR 및 DPP를 평가해 산정 하였으며,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안 선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GR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만 생각 할 수 있으

나, GR(단열, 기밀, 창호,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개선 등)은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노후건물의 이용자 건강, 실내 환경 및 공기질 개선효과가 있다(David, 2017).

이는 GR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 하나로 GR 수행비율

을 높일 수 있다(Ortis et al, 2015). SBS(Sick Building Syndrome)의 실내 공

기질 문제는 노후 건물이 신축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으며(Rostron, 2008), 이

SBS 질환은 적절한 환기시스템의 적용으로 완화 시킬 수 있지만 에너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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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Amirhosein et al, 2018). 이는 전열교환환기

장치(=HRV, Heat recovery ventilation System) 및 HRV의 이코노마이저 제어

(Economizer control)로 연간 에너지 소비를 완화 될 수 있다(Samar et al,

2017; Lee et al, 2015). 특히 한국과 같이 4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업무시설은

이코노마이저 제어로 봄/가을의 간절기에 발생하는 실내 냉방부하를 실내보다

낮은 외기를 도입해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다(Son et al, 2015). 또한 HRV 적

용에 따른 실내 공기질 변화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

(PM2.5, PM10),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및

라돈 등 각각의 전문장비를 통하여 GR 전/후 측정으로 변화를 조사하고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다.

GR 효과 중 에너지는 GR 전/후 에너지 고지서를 통해 효과를 비교 할 수 있

지만 에너지 플러스 및 ISO13790 기반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GR

수행에 따른 개선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GR 실증연구에

서는 에너지 분석(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된 결과가 실제적인 효과로 간주하

기엔 불확실성 존재한다고 하였다. Xin et al.(2016)은 GR 수행결과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심지어 LEED인증을 획득한 건물의 에너

지 절감 효과는 일반적인 건물과 차이가 없거나 낮을 수 있다고 하였다.

Constantinos et al(2016)은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를 수행한

8,500가구의 GR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한 예측치와 실제 수행결

과를 비교 하였으며, 예측치 대비 실제 수행결과는 약 44% 가량 낮게 조사되었

다.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난방시스템의 가동시간 변화 및 설정온도의 차이 등 사용패턴 변화가 주된 원

인으로 조사되었다. Núria∙Marta(2019)는 스페인의 공동주택 4개동을 대상으로

외벽 및 지붕 단열을 보강하여 GR 전/후 난방기간 동안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비교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3개동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고, 1개 동만이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R 이후 실내 점유시간 증대와 개선

되지 못한 유리(glazing) 및 창틀(flame)에 따른 것으로 부분적인 GR(Partial

Energy Efficiency Retrofit)이 아닌 전면적인 GR(Full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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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fi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Yuming et al(2018)은 동일한 다수의 노후 공

동주택에 대하여 외벽 단열만 교체하는 부분적인 GR과 외벽 단열 및 냉난방

설비를 포함한 전면적인 GR을 동시에 수행하여 GR 전/후를 비교하였다. 전면

적인 GR의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 반면, 외벽 단열만 교체하는 부

분적인 GR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창호까지 교체한 경우 경

제성이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Kirsten et al(2016)은 공동주택의 전면

적인 GR(외벽/지붕 단열, 창호, HRV 및 PV패널 설치) 전/후 난방 및 급탕 에

너지를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예상한 결과 값과 실제 값과 비교 하였으며, 오

차 2% 내외로 유사하게 분석 되었다. Mohammad∙Zahra(2015)는 2개동의 학교

시설에 대해 단열성능(지붕/외벽) 및 창호 개선으로 GR 전/후 에너지 프로그

램을 통해 각각 42%, 34%가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실제 에너지 절감

량은 10% 정도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Lina et al(2016)은 스웨덴의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GR 전/후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실내 온도 및 누기 변화를 조사

하였으며 GR 전/후 약 44%의 난방에너지 절감과 실내온도 상승 및 50파스칼에

서의 누기 성능이 개선되었다.

앞선 실증 연구에서는 GR 전/후 대부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부분

적인 GR보다 전면적인 GR이 에너지 절감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또

한 GR 전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한 예측 된 결과 값과 GR 후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값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GR 이후 사용자의 건물이용 패턴변화, 건물 이

용자수 증가, 용도변경 및 환경변화 등의 Rebound Effect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Gillingham et al, 2015; Siyue et al, 2016). 이러한 Rebound Effect 현상을

고려하여 GR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 사용자 증감 및 냉

난방 운영시간 등 GR 전/후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여 GR 효과 분석 시 변경 내

용을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사례에서는 공동주택이 주된 대상으

로 건물의 열적 성능 및 에너지 절감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비주거 시설

중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에 대한 GR 전/후 에너지 및 공편익 효과(실내 환경

및 공기질)를 동시에 분석한 실증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건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기준, 비주거 시설 총 27개용도 중 1종/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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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였으며, 업무시설은 그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용도이다(2020e, 국토교통부).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건축물 중 주민생활 필수시설(1종)과 편의시설(2종)인 소매점, 음식점, 종교, 의

료, 공공/민간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 된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비

주거 시설 중 단일용도로는 업무시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한 분

석대상을 공공 업무시설로 선정하는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를 높

이고 GR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례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의 에너지 및 공편익 효

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입증하여, 비주거 업무시설의 GR 수행비율을 높여 GR

활성화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또한 GR 효과에 대한 분석범위는 에너지 측면에

서 건물 에너지소비량과 소비비용을 분석하고, 공편익 측면은 실내 환경 및 실

내 공기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에너지진단, 전문장비를 통한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하여 비용효율적인 GR 모델을 계획하였다. GR 모델은 녹색건축

물전환 인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건축, 기계 및 전기 개선요소를 조합한 GR

계획안이다.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Passive 기법을 적용해 공사품질에 대한

이슈를 완화하여 개선효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준공 1년 후 1년간의

건물 이용 데이터(용도, 재실자 인원, 레이아웃 등), GR 전/후 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비용, 전문장비를 활용한 공편익(실내 환경 및 공기질)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입증하였다.

이 결과는 GR 전/후 에너지(에너지소비량 및 소비비용) 및 공편익 효과(실내

환경 및 공기질)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여 비주거 업무시설의 GR 활성화에 기여

하는 연구사례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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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절차

연구대상 건물은 공공 업무시설로 GR 수행을 위해 공종별 사전조사(도면검

토), 에너지진단,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 등 대상건물의 노후도 및 문제점을

조사 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사용자 측면의 불만족 사

항을 설문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 조사결과는 개선대안 계획 시 반영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 된 문제점, 개선부위 및 개선부위의 수준별 대

안은 에너지 절감, 공사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해 조합하여 전면적인 GR

모델 5개 계획하였다.

각 모델은 비용효율 분석(Cost Optimal Analysis)을 통해 최적 GR모델을 선

정하였으며, 선정 모델은 패시브 설계 기법이 적용되어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준공 1년 후 에너지데이터를 수집하고,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하여 GR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래 Fig.1은 GR 수행절차 및 수

행연도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림 4-1> 전면적인 GR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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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진단,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방법

GR 수행 및 대상건물의 최적 GR모델 계획을 위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

은 에너지진단을 포함한 사전 현황조사 이다. 공종별 전문가(건축, 기계 및 전

기전문가)는 현장조사 전 도면 및 에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 계획

을 수립한다.

현장조사 계획에 따라 공종별 전문가는 건물의 내/외부 마감, 창호성능, 열원

설비(냉난방 설비), 반송설비(펌프 등) 및 조명의 노후도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육안 조사로 파악하기 힘든 외벽 단열성능, 기밀성능, 실내 환경 및 공기질은

전문장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표4-1>은 대상 건물측정에 활용한 요소별

측정 장비 리스트 및 각 장비의 활용방법이며, 4장에서 포함 된 모든 사진(이미

지)은 GR 과정에서 연구자가 장비측정 및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다. 또한

육안조사 및 장치 측정결과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위 및 개선방향은 동시에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건물 관리자 인터뷰 및 이용자 설문으로 육안조

사 및 장비 측정으로 파악 할 수 없는 문제점 및 개선요청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 대상건물 역시, 관리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부위별 대안

선정과 GR모델 계획 시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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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외피 열적성능,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 장비리스트 및 측정기준
구분 측정내용 및 방법 이미지

외피 
열적성능 

측정

열교
⋅활용 : 열교 및 하자 부위 측정
⋅방법 : 외피, 우각부 촬영 
⋅측정기준 : EMC 2014/30/EU, RED 2014/53/EU
⋅측정 시 주의사항 : 측정재료의 복사율 입력 및            
  흐린날 or 야간에 측정(Franco et al, 2020)

유리성능
⋅활용 : 노후 유리사양, 광학성능(VLT, SHGC) 측정
⋅방법 : 유리 종류별 오염물(먼지 등) 제거 후 측정
⋅측정 시 주의사항 : 유리면 이물질 제거 후 측정

외벽
열관류율

⋅활용 : 벽체 열관류율 측정
⋅방법 : 북측벽체(일사영향 최소화), 24시간 이상측정
⋅측정기준 : DIN EN 61326-1:2013, DIN EN 50581:2013
⋅측정 시 주의사항 : 실내외 온도차이 15˚C 이상          
  발생 조건 구현(Franco et al, 2020)

기밀
⋅활용 : 건물 침기 및 누기 등 기밀성능 측정
⋅방법 : 50pa를 기준, 가/감압 1회
⋅측정기준 : EN 13829
⋅측정 시 주의사항 : 기밀테스트 전문가 의한 기밀 측정

실내 환경

온도
⋅(활용) PMV/PPD 측정
⋅(방법) 주 거주공간 24시간 측정
⋅측정기준 : DIN EN 61326-1:2013, DIN EN 50581:2013
⋅측정 시 주의사항 : 풍속 센서의 개폐 확인 후 측정

습도
기류

복사온도
PMV/PPD

소음
⋅활용 : 실내외 소음측정
⋅방법 : 인접 도로면에 면한 실 대상으로 측정
⋅측정기준 : ANSI S1.4(1983 Type 2)

실내공기질

CO
⋅활용 :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 장비별 특성에 따라, 6시간에서 48시간 측정
⋅측정기준 : ISO/IEC 17025 NIST Certificate of           
  Calibration, CE/EN61010/61326
⋅측정 시 주의사항 : 외벽으로부터 1.5m 이격 후           
  측정, 라돈의 경우 지하층 밀폐 공간(Jung et al, 2020)

TVOC
CO2

HCHO
PM10/2.5

R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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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방법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에너지 인풋데이터(Input Date)

수집이다. 본 연구에서도 인풋데이터 수집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건축, 기계 및 전기 설계도면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인풋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현장조사 시 주요사항은 규모(증축), 레이아웃 및 실 용도변경과 건축, 기

계 및 전기요소의 변경이나 증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건물의 부위별 에너지 성능, 실별 용도 및 면적을 파악

하여 에너지 분석을 위한 인풋데이터를 정의하였다. 에너지 분석 툴은 ISO

13790과 DIN V 18599를 기반의 국가공인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인

ECO-2를 활용하였다. <표4-2>는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입력 데이

터와 분석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표 4-2> 노후 건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과정
에너지 데이터 수집 에너지 분석을 위한 

인풋데이터 정의 에너지 분석

1차 공종별 설계도서 분석 - 수집 된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기초로,
- 현재 건물의 부위별 에
너지 성능,  실별 용도 및 
면적을 파악,
- 건축, 기계 및 전기 등 
에너지 성능 인풋데이터 
정의 및 정리

↓

2차

 - 현장조사 시, 도면과의 접합도 확인
 - 주요조사 내용
 1) 규모, 평면 및 실용도
 2) 건축(단열, 창호, 차양 등)
 3) 기계(냉/난방, 급탕 설비 및 
    반송동력 용량 및 효율 확인)
 4) 전기(조명기구 등) 변경사항 확인



- 101 -

4. 비용 최적화 GR모델 선정방법

최적의 GR 모델 계획을 위해서, 개선부위별 성능 수준에 따른 대안별 효율을

분석 한다. 예를 들어 개선부위를 단열(T), 창호(W), 차양(R), 전열교환환기장치

(H)라고 하면 단열(T1)은 수준별로 대안을 T1, T2, T3, 창호(W) 역시 수준별

로 W1, W2, W3 등으로 개선 부위별 성능 수준에 따른 다양한 대안 조합을 고

려 할 수 있다. 따라서 GR 모델 계획을 위해서는 부위별 수준에 따른 대안들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은 전문가의 경험 등을 통해 가능하나, 각 대안의

비용 산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비용 효율적인 개선 부위의 우선순

위를 검토 할 수 있다. Eq(4-1)은 개선부위의 대안별 수준에 따른 비용 효율 산

정식 이다(Song et al, 2012).

   
  (4-1)

여기서, ACEE는 Alternative Cost of Each Elements(Won), AESA는 Annual

Energy Saving Amounts(kWh/yr)로 각 개선부위 수준별 대안의 1kWh를 절감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으로 Cost of Energy Saving($/kWh)이 낮을수록 효율적

이다. 부위별 대안 조합을 통하여 GR 모델들 중 최적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NPV(Net Present Value) 및 DPP(Discount Payback Period)를 활용하였다.

NPV 산정식 Eq(4-2)으로 대상건물 및 GR 모델의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분석 할 수 있으며, 대상건물의 현금흐름과 각 모델의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투

자비 회수기간(DPP)을 산정 할 수 있다(Luca et al, 2018).

  
  



 ×    (4-2)

여기서, Pf는 GR에 따른 GR Construction Cost와 운영 중 발생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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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비용을 분석기간 동안 누적해 합산한 순현재가치(NPV)이다. GR

Construction Cost는 GR 수행을 위한 총 공사비이며, F는 미래에 발생하는 에

너지 소비 비용이다. i는 NPV산정을 위한 분석기간이며, Ir은 에너지가격 상승

을 고려한 할인율(Discounted Factor)이다(Luca et al, 2018).

  






















(4-3)

Eq(4-3)의 Ir은 에너지가격 상승을 고려한 할인율 산정 방식이며, f는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할인율(real inflation rate of energy)이며, r은 실

질 할인율(real discount rate)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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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적 GR 모델계획 및 Passive 설계/시공

1. 현장조사

대상 건물은 2003년 준공하여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공공 업무시설로, 지하

1층은 체력 단련실 및 기계실로 운영되고, 지상1층에서 4층은 공공 행정업무로

운영하며, 5층은 관제센터 및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다. <표4-3><표4-4>는 대

상건물의 건축개요 및 조감도이다. 또한 대상건물은 동일한 용도, 유사 지역 및

규모의 공공기관 건물 중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기준 상위 3%에 해당하는 건물

이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지역별, 용도 및 규모별로 에너지소비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KISTEC, 2016). <그림4-2>는 2016년 기준 최근 3년간 남부권역의

연면적 3,000㎡~5,000㎡ 미만의 공공업무 시설 중 사용용도가 유사한 청사 용도

의 20개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대상건물은 20개 데이터 중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이며, 유사 청사 평균 대비 약 2.2배 이상, 최저 청사 대비 7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건축개요
구분 내용
위치 대구시 수성구

준공연도 2003.06
용도 공공 업무시설

대지면적 11,032 ㎡
연면적 3,099.7 ㎡
층수 B1/5F

용적율 / 건폐율 25.2% / 6.2%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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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대상건물 조감도 및 입면도
북측 동측

남북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그림 4-2> 연면적 3,000㎡~5,000㎡ 미만의 공공업무 시설의 에너지소비량 비교

현장조사 전 대상건물의 에너지 다소비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조사 계획을 세

우기 위해 도면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매스 자체가 남/북

축으로 긴 형태로 일사영향이 높고, 동/서측의 넓은 창호가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하절기 일사조절이 불가하여 냉방부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예상 되었으

며 노후화 된 창틀은 동절기 의도하지 않은 침기에 의해 난방부하 증가의 주원

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5층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센터 및 전산실은 항온항습

기 3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24시간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실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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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맞지 않게 창문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창호를 통한 지속적인 냉/난방

에너지 손실과 건물 이용 중 실 용도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건

물의 냉/난방을 담당하는 EHP 등 주요 설비들의 관리 상태를 조사해 교체 유/

무를 판단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현장조사 주요사항으로 실내외 마감상태,

외벽 및 창호의 열적성능과 냉난방 설비 및 항온항습기의 노후도, 최근 미세먼

지에 따른 실내 공기질 및 환경 현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계획을 세워 현장조

사(=에너지진단)를 실시하였다.

2. 현장조사 결과

<표4-5>는 공종별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먼저 공종별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건축마감은 자기질 타일로 파손 및 탈락, 백화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선홈통 누수 등 문제가 있어 외벽마감 교체가 필요한 상태

였다. 또한 외벽은 요철이 거의 없어 열교를 최소화하는 외단별 공법 적용엔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창호의 복층유리는 공기층 사이로 결로가 발생한

흔적이 있었으며, 창틀 역시 노후화 되어 누기 및 침기가 예상하였다.

<표 4-5> 건축, 기계, 전기 부문 육안조사 결과
구분 육안조사내용 조사결과 개선방향

건축

자기질타일 백화 및 변색 미흡 1. 외단열 계획으로 열교  
   및 단열성능 개선
2. 향을 고려한 창호교체
3. 외벽마감 교체

선홈통 누수 및 오염 미흡
창틀 노후화 및 누기발생 미흡

화장실 및 2층 결로 미흡
지하층 결로, 곰팡이 발생 미흡

기계

천정형 EHP 미흡
- 열원설비 전면 교체
- 화장실 온수기 교체
- 항온항습기 부분 교체

벽걸이 EHP 미흡
스탠드형 EHP 미흡

항온항습기 3대 중 2대 노후화 보통
화장실 전기온수기 미흡

소방펌프 보통
전기 LED 80% 양호 LE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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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설비는 EHP가 메인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

수를 초과하여 효율이 떨어지고 매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용도 및 레이아웃 변

경으로 EHP증설 및 EHP실외기의 무분별한 설치로 미관까지 저해하는 실정DL

다. 화장실 전기온수기의 경우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교체가 필요 하였으며 펌

프의 경우 내용연수가 여유가 있고 사용상 문제는 없었다. <표4-6>는 노후건물

현황을 찍은 사진이다.

<표 4-6> 건축 및 설비 노후도
외벽마감(노후화) 창호(결로) 화장실 온수기(노후화)

냉난방EHP(관리 안됨) 반송설비

또한 노후건물의 특성상 외벽단열, 창호 및 기밀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

당 부위 특화 된 장비를 통해 얼마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현재 법적 기준 대비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표4-7>은 <표4-1>의 장비를 통해 요소별 측정한 결과이다. 외벽 열

적성능은 법적기준 대비 80%가 부족하였고, 창호의 경우 50%, 기밀성능 역시

50% 이상 부족한 성능이었다. 또한 건물은 내단열 구조로 각 층 슬래브를 통해

열교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교를 최소화하는 외단열 공법

적용과 법적기준, 비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단열재 종류와 두께(성능) 선정이

필요하였다.

창호는 남/북측으로 긴 매스로 일사를 영향을 최소화 하는 SHGC 중심의 유

리사양과 일사조절이 가능한 EVB 혹은 수평차양 적용을 검토 할 필요가 있었



- 107 -

다. 대상건물의 주 냉난방 설비는 EHP로 대부분 내구연수를 초과하여 전면 교

체가 필요하였으며 3대의 항온항습기 중 1대는 교체가 필요한 현황이었다. 또한

화장실용 전기온수기는 노후화가 심하여 모두 교체가 필요하였고, 80%의 LED

등은 100%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내 환경측면에서 온/습도/기류를 평가하는 PMV/PPD는 부적합한 상황이었

으며, 실내 소음은 북측 왕복4차로 및 창틀 노후화로 부적합하였다. 실내 공기

질 측면에서는 높은 재실밀도와 환기설비 설치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부적합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향에 따른 일사조절장치, 고기밀 창호와 환기설

비 설치로 실내 환경 및 공기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7> GR 전 장비 외피성능, 실내환경 및 공기질 측정 결과
측정기간 : 2016.08.16.~17

구분 측정항목 남측실 북측실 법적기준 현재성능 개선방향측정결과

외피
성능

외
벽

U-value
(W/㎡K) - 1.321 0.32 불만족 외단열

창
호

유리사양 6mm+6air+6mm
(단열바 미적용)

U-value:4.0W/㎡K
SHGC:0.43%

1.8
불만족 창호

개선SHGC -
Blowerdoor 11.7 ACH 5.0 ACH 불만족 기밀시공

실내
환경

PMV, PPD 1.52, 
52.1%

2.26, 
86.9%

-0.5~0.5,
10% 이내 불만족 -

소음 54.15 52.85 50 불만족 창호개선

실내
공기질

TVOCs 131 
㎍/㎥

226 
㎍/㎥ 500 ㎍/㎥ 만족

전열교환기

CO2 2,127 
ppm

1,471 
ppm 1,000 ppm 불만족

O3 0.01 
ppm

0.01 
ppm 0.1 ppm 만족

NO2 0.012 
ppm

0.02 
ppm 0.1 ppm 만족

CO 0.7 ppm 0.8 ppm 10 ppm 만족
PM 2.5 21.5 

㎍/㎥
16.7 
㎍/㎥ 50 ㎍/㎥ 만족

PM 10 34.7 
㎍/㎥

27.8 
㎍/㎥ 150 ㎍/㎥ 만족

HCHO 0.049 
ppm

0.045 
ppm 0.1 ppm 만족

RN 6.3 Bq/㎥ 148 Bq/㎥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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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현장조사 및 장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 및 개선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였다. 풀타임 근무자 중 53명을 대상으로

건물 사용에 따른 만족도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결과는 <그림4-3>과 같다. 앞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실내 공기질 및 동절기 온도, 습도에 대해 불

만족 비율이 높았고, 종합 평가결과 건물에 대해 약간 불만족 하는 수준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근무자가 뽑은 개선사항 우선순위는 <그림4-4>와 같으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만족한 사항 있었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 방법인 환

기장치 설치 요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4-3> GR 전 만족도 설문조사

<그림 4-4> 개선사항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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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 GR 모델계획 및 선정

총 6가지 부위별 대안을 작성하였으며, 개선부위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

로 1. 외벽단열, 2. 천정단열, 3. 창호개선, 4. 차양설치, 5. 환기개선, 6. 냉난방

설치 교체로 분류하였다. 개선부위별 대안의 성능수준은 현재 법적기준안

(Alt-1), 법적기준 30% 상향안(Alt-2), 패시브하우스 기준안(Alt-3)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표4-8>은 1차 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및 대안별 비용을 산정하여

eq(1)을 활용해 비용효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시 대안 수준이 하나인 냉난

방 설치 및 항온항습기 교체를 제외하고, 대안별 수준이 두개 이상인 총 5가지

부위별 대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단열개선(외벽단열, 지붕단열)이 가

장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전열교환 환기장치, 창호 및

차양 순으로 에너지 절감 비용이 적게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GR모델 조합

시 활용하였다.

구분
①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
(kWh* 

공조면적, 
단위:kWh/yr )

② 연간 1차에너지 
절감량 (대상건물 
– 부위별 대안, 
단위:kWh/yr)

③ 부위별 
대안의 

추가공사비 ($)
$/kWh

( ③ / ② ) Priority

대상건물 868,610 - 　- -　 -

외벽단열
Alt-1 809,034 59,575 85,366 1.43 1
Alt-2 809,014 59,596 97,637 1.63 2
Alt-3 808,609 60,001 129,844 2.16 3

지붕단열 Alt-1 858,254 10,356 26,488 2.55 4
Alt-2 857,995 10,615 29,496 2.77 5

창호
Alt-1 828,840 39,770 26,760 6.78 10
Alt-2 823,438 45,171 27,000 6.17 9
Alt-3 810,827 57,782 302,000 5.22 7

차양 Alt-1 865,880 2,729 60,600 22.20 11
Alt-2 836,001 32,609 176,760 5.42 8

HRV Alt-1 847,970 20,640 60,717 2.94 6
Alt-2 868,699 - 2,256 - -

<표 4-8> 부위별 대안의 비용효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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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모델은 부위별 대안의 비용효율, 녹색건축물 전환기준(MOLIT, 2018) 및

부위별 법적성능을 고려하여 대안들을 조합해 GR 모델을 계획하였다. 조합기준

은 부위별 에너지 성능기준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만족하고, 최소비용이 소요

되는 GR 모델-1부터 추가적인 성능향상을 향상시키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환기

설비, EVB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5가지 GR 모델을 계획

하였다.

<표 4-9> 부위별 대안의 비용효율 분석결과

구분 기준모델
(대상건물) 모델-1

모델l-2
(Alt-1 + 

U-value:30
%+HRV)

모델-3
(Alt-2 + 
Window 
+Etc)

모델-4
(Alt-3+EVB)

모델-5
(Alt-4+ 

패시브 기준)

외벽단열 - PIR 50㎜(추가), U-value: 0.22W/㎡K
PIR 100㎜,
U-value: 

0.15W/㎡K

지붕단열 - PIR 50㎜(추가), U-value: 0.18W/㎡K
PIR 100㎜, 
U-value: 

0.15W/㎡K

창호 -
U-value:1.79

W/㎡K 
(SHGC:0.45)

U-value:1.30
W/㎡K 

(SHGC:0.45)

U-value:1.40
W/㎡K 

(SHGC:0.25)
(Tripe-Lowe)

U-value:1.40
W/㎡K 

(SHGC:0.25)
(Tripe-Lowe)

U-value:0.99
W/㎡K 

(SHGC:0.30)
차양 - 수평차양 EVB
환기 - CO2 Sensor HRV

냉난방설비 - EHP40% + GHP60% 교체
항온항습기 - - 항온항습기 교체

LED - 100%
1차에너지

소요량
(kWh/㎡*y)

335.5 276.6 273.9 251.7 251.0 252.5

에너지절감
비율(%) - 17.5% 18.3% 25.0% 25.2% 24.7%

에너지절감 
비용($) - 23,748 26,843 32,884 33,234 32,944

Additional 
Cost($) - 720,875 793,630 831,280 947,440 1,040,097
NPV($) 6,053,930 5,578,575 5,495,440 5,228,797 5,327,340 5,434,584

DPP(Year) - 22 23 20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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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건물과 GR 모델의 1차 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를 이용해 연간 에너

지 절감량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를 전력요금으로 환산하여 연간 에너지 절감

금액으로 산정해 활용하였다. 이렇게 산정 된 연간 에너지 절감금액과 각 모델

의 추가공사비를 통해 eq(2), eq(3)를 이용하여 NPV를 산정하였다. NPV 세부

기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지침을 참고해 분석

기간은 30년으로 하였다(Lee, 2018). 할인율은 전력요금 인상율을 반영하기 위

해 일반용 전기요금 개정 추이를 참고하였으며, 2016년 기준 최근 4회 개년 평

균 3.95%로 가정(real inflation rate of energy)하였다(KEPCO, 2016). 물가상승

율은 국고채 금리 1.25%(real discount rate)를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의 할인율

은 3.16%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표4-9>는 GR 모델의 상세성능, 추가공사비, 에너지절감 비율, NPV 및 DPP

등 산정결과는 포함되어져 있다. <그림4-5>는 대상건물이 GR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현금흐름과 5가지 GR 모델의 현금흐름 연차별로 비교해 투자비 회수기

간을 산정한 그레이프이다. 이를 통해 최적 GR 모델을 선정하였다. 투자비 회

수기간 측면에서 GR 모델-3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적 모델 선정은 대상 건물의 향에 따른 건물 이용자의 요청으로 동/서측의

일사조절이 가능한 EVB가 설치되는 GR 모델-4로 결정하고 패시브 설계 및 시

공을 진행하였다.

<그림 4-5> NPV를 통한 대상건물 및 GR 모델별 운영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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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ssive 설계 및 시공

노후 건축물 대부분은 열약한 단열 시공, 재료 노후화로 열교(thermal bridge)

및 누기(Air Leakage) 발생이 쉬우며, 이는 열 손실 및 실내 곰팡이 생성의 원

인이 되고, 이러한 곰팡이는 실내공기질 및 건물 이용자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

시킨다(Stefano et al, 2017). 따라서 설계 및 시공 시 열교 및 누기를 최소화하

기 위해, 외벽 단열은 외단열 공법을 적용하고, 단열재 설치는 점형 열교를 줄

이기 위해 단열 못(Nylon Support Disc) 및 외벽 마감재 설치 시 열교차단 패

스너(Thermal Break Fastener)를 적용하였다. 또한, 창호 교체 및 전열교환 환

기장치 설치 시 벽체접합부는 단열 폼 및 기밀 테이프를 시공하여 선형 열교,

침기, 누기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표4-10>는 외단열 디테일 및 시공현황이며, <표4-11>은 단열 못 및 열교차

단 패스너 설치현황이다. <표4-12>, <표4-13>는 창틀 시공 시 단열폼 및 기밀

테이프 시공과 전열교환 환기장치 천공부의 기밀 테이프 시공 이미지이다.

<표 4-10> 외단열 디테일 및 시공이미지
외벽단열 형별성능 시공이미지

<표 4-11> 단열못 및 열교차단 패스터 시공이미지
단열못 시공 이미지 열교차단 패스너 설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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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창틀 시공 이미지
창틀 단열폼 충진 창틀 기밀테이프 시공

<표 4-13> 전열교환환기장치 기밀시공 이미지
전열교환환기장치 천공부 기밀테이프 시공

마지막으로 시공 중 GR 공사 상관없이 5층 관제센터에 항온항습기 1대 증설

(2018년 8월)이 있었으며, 이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GR 전/후 효과

분석 시 에너지소비량 절감 효과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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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R 전/후 개선 효과 분석

GR 전/후 건물 1) 열적 성능, 2) 실내 환경 및 공기질, 3) 이용자 설문(만족도)

조사 및 마지막으로 4)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비용 변

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시간, 근무자 수, 실

외 공기농도(PM2.5, PM10, CO 등)에 대한 변화 요소는 결과 분석 시 고려하였다.

<표4-14>과 같이 운영시간은 같으나, 해마다 공무원 채용 증가 및 지역 인구

상승에 따라 대상 건물 근무 인원은 33명(14%)이 증가하였다. 사용 인원의 증

가는 밀폐된 실내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

며, 컴퓨터, 모니터 등의 전자기기 증가로 기저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 4-14> 건물운영 시간 및 상주 인원 변화
구분 GR Before GR After 비고

운영시간 08:00 ~ 19:00 08:00 ~ 19:00 -
상주인력 247명 280명 ▲(33명 증가)

1. 외피 열적 성능 비교

외피 열적 성능분석을 위해 <표4-15>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GR 전/후 측정 위치는 같게 설치하였다. 그러나 측정 시기가 계절적으로 달라 외

기 조건과 냉난방 설비 가동 여부에 차이가 있어 계절별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

어 측정하였다. 외피 열적 성능개선은 <표4-1> 열적 성능 측정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표4-16>과 같이 벽체의 열관류율은 0.271 W/㎡K(80% 향상), 건물

의 기밀성능은 3.29 ACH(70% 향상)로 개선되었다. <표4-16>은 GR 전/후 건물

외피 성능 측정결과 및 측정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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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측정조건 및 측정현황

<표 4-16> GR 전/후 외피성능 측정결과

구분 법적기준 측정결과
GR before GR after

외벽 열관류율 0.320 W/㎡K 1.321 W/㎡K 0.271 W/㎡K
GR 전 측정 이미지 GR 후 측정 이미지

기밀 5.0 ACH 11.7 ACH 3.29 ACH
GR 전 측정 이미지 GR 후 측정 이미지

측정위치 및 조건 측정이미지
외기 온습도

GR 전 GR 후
- 일시 : 2016.08.16~17
- 일 평균온도 : 28.3 ℃
- 일 평균상대습도: 65%

- 일시 : 2020.01.09~10
- 일 평균온도 : 2.9 ℃
- 일 평균상대습도: 57%

실내 공조현황
GR 전 GR 후

냉방가동 & No HRV No heating & HR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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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환경 및 공기질 비교

① 실내 환경

실내 환경은 온도, 습도, 복사온도 및 기류 등 복합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PMV(Predicted Mean Vote, 예상평균온열감), PPD(Predicted Percentage of

Dissatisfied, 온열감 불만족비율)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측정결과는 <표4-17>와

같다. PMV 및 PPD 측정을 위해, GR 전/후 활동량(MET)은 1.1로 사무업무 시

적용되는 값을 입력하였으며, 의복량(CLO)은 측정 기간의 차이로 GR 전은 0.6

(여름철 비즈니스복장), GR 후는 1.0(겨울철 복장)으로 설정하였다. GR 전에는

2개 실 모두 불만족 수준이었으나 GR 후 PMV/PPD 모두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GR에 따른 건물의 외벽 단열, 창호, 열교, 기밀 및 냉난방 설비

개선으로 건물의 열적 및 설비성능 개선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표 4-17> PMV/PPD 측정기준 및 결과
구분 GR 전 GR 후

장비
세팅

MET(활동량) 1.1 1.1
CLO(착의상태) 0.6 1.0

측정결과 만족도 기준 : -0.5<PMV<0.5, PPD ≤ 10%

남측

Measurement Result
PMV 0.90 PMV 0.19
PPD 26.3% PPD 5.7%

Result
불만족 만족

북측

Measurement Result
PMV -0.59 PMV -0.16
PPD 17.6% PPD 5.6%

Result
불만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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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내 공기질

근무자들이 장시간 근무하는 사무공간의 GR에 따른 실내 공기질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실내 공기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GR 전/후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는 <표4-17>과 같으며,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측정

항목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만족

하게 나타났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그

렇지만,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

(O3)은 GR 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TVOCs 및 O3은 경우 기준은 만족하지만

GR 후 증가하였으며, 이는 프린터, 복사기, 기타 사무기기 등의 사무용품에서

작동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인쇄 시 방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MODL, 2015),

측정실의 상주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사용빈도가 증가 된 것이 원인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는 주로 실내 발생원이 없고 실외에

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평가는 GR 측정 전/후 단순 수치 비교보다 실외농도

대비 실내농도를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측정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환경부 대기

환경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 전/후 실내외 농도 비교를 하였으며 결과는

<표4-18>와 같다. GR 전에는 기밀하지 못한 창, 벽체 균열로 인한 침기로, 실

외보다 실내가 높게 측정 된 반면 GR 후에는 기밀 테이프, 창호 교체 등으로

기밀성능을 강화하여 실외보다 실내가 낮게 측정되었다. 측정값은 GR 전보다

GR 후에 높게 측정되었지만, 실외농도 대비 실내농도로 평가결과 외부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이 감소하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외 공기 영향에

따른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내농도뿐 아니라 실외농도를 조사

해 비교하여, GR 효과 분석 시 보다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의 경우에는 GR 이전대비 297~649ppm(21%~31%) 감소했지

만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였다. 남측 실은 재실 인원이 약 30%(35명->49명)

증가하였음에도 31%가 개선 된 반면, 북측 실은 재실 인원이 약 10%(25명->22

명) 감소하였음에도 21%의 상대적으로 적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개선을 보였다.

그 원인으로 남측 실의 경우, 증가 된 재실 인원이 사무실 전체(바닥면적)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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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배치가 이뤄져 있었으나, 북측 실은 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사무실 내 사

무공간의 밀집 배치가 이산화탄소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측 실의 경우 기준을 상회 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남측 실의

경우 GR 이전대비 31% 이상 개선되었음에도 기준 대비 1.4배가 높은 상황이었

다. 그 원인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800CMH 용량의 HRV를 남/북측 실에 각각

설치하였음에도 <표4-16>과 같이 국내 공공 업무시설 1인당 최소 바닥 면적이

7㎡로, 북측은 1인당 바닥 면적이 8.5㎡로 만족하나, 남측은 4.5㎡로 높은 재실

밀도와 밀접한 자리 배치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남측 실 재실 인원은 49

명(북측실은 22명)으로 재실 인원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 운영자에 재실자 건강 및 업무 집중도 등으로 인원 조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남측 실은 공공기관 업무시설 바닥 면적당 재실밀도가 기준 대비

50% 이상(남측실 기준: 32명, 실제 사용 인원: 49명) 높아 재실 인원 조정이 필

요하고, 북측 실은 적정한 자리 재배치가 필요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GR을

적정하게 수행하더라도 건물운영(실별 인원 배치) 및 실내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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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GR 전/후 남측, 북측 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구분 남측 실 북측 실

CO

Standard Standard
10 ppm 10 ppm
GR 전 GR 전

0.7 ppm 0.8 ppm
GR 후 GR 후

0.8 ppm 0.6 ppm
Result Result
만족 만족

CO2

Standard Standard
1,000 ppm 1,000 ppm

GR 전 GR 전
2,127 ppm 1,471 ppm

GR 후 GR 후
1,478 ppm 1,174 ppm

Result Result
불만족 불만족

TVOC

Standard Standard
500 ㎍/㎥ 500 ㎍/㎥

GR 전 GR 전
131 ㎍/㎥ 226 ㎍/㎥

GR 후 GR 후
203 ㎍/㎥ 70 ㎍/㎥

Result Result
만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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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Standard Standard
0.05 ppm 0.05 ppm

GR 전 GR 전
0.012 ppm 0.02 ppm

GR 후 GR 후
0.03 ppm 0.01 ppm

Result Result
만족 만족

O3

Standard Standard
0.06 ppm 0.06 ppm

GR 전 GR 전
0.01 ppm 0.01 ppm

GR 후 GR 후
0.03 ppm 0.01 ppm

Result Result
만족 만족

HCHO

Standard Standard
0.1 ppm 0.1 ppm
GR 전 GR 전

0.049 ppm 0.045 ppm
GR 후 GR 후

0.013 ppm 0.002 ppm
Result Result
만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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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Standard Standard
150 ㎍/㎥ 150 ㎍/㎥

GR 전 GR 전
34.7 ㎍/㎥ 27.8 ㎍/㎥

GR 후 GR 후
15.7 ㎍/㎥ 11.5 ㎍/㎥

Result Result
만족 만족

PM2.5

Standard Standard
50 ㎍/㎥ 50 ㎍/㎥
GR 전 GR 전

21.5 ㎍/㎥ 16.7 ㎍/㎥
GR 후 GR 후

10.8 ㎍/㎥ 8.2 ㎍/㎥
Result Result
만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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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GR 전/후 공기 오염원의 실내 유입

<표 4-20> 사무공간 1인 적정면적과 사용면적 비교
구분 ① 남측 실 ② 북측 실

1인 적정면적 7㎡
바닥면적 221.1㎡ 190.8㎡

적정 재실인원 32명 27 명
근무인원 49명 22명
자리배치 매우 밀집 밀집

■ : 실제 근무인원 밀집 공간

3. 사용자만족도 GR 전/후 분석

<그림4-6>은 GR 전/후 건물 재실자가 느끼는 종합적인 실내 환경(온도, 습

도, 공기질, 음환경, 빛환경 및 청정도)에 대한 만족도 비교를 위한 설문조사 결

과이다. 조사 대상자는 GR 전/후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공공기관

의 순환 근무 특성상 GR 전부터 준공 후까지 남아있는 인원과 준공 후 새롭게

배치 받은 인원으로 구분되었다. “After GR”의 데이터는 GR 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GR 후 대상 건물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에 대한 값이며, “After GR2”

는 GR 전/후 지속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데이터다.

구분 GR 전 GR 후
실외평균 실내평균 농도비 실외평균 실내평균 농도비

PM2.5 14.0 21.5/16.7 1.54/1.19 32.0 10.8/8.2 0.34/0.26
PM10 24.0 34.7/27.8 1.45/1.16 41.5 15.7/11.5 0.38/0.28

O3 0.024 0.01/0.01 0.42/0.42 0.025 0.03/0.01 1.2/0.4
NO2 0.012 0.012/0.02 1.00/1.67 0.033 0.03/0.01 0.91/0.30
CO 0.364 0.7/0.8 1.92/2.20 0.888 0.8/0.6 0.90/0.68

※ 농도비 : 실내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 /실외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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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있었으며, 순환 근무로 GR 후 건물을 이용한

근무자에게서는 전/후 근무자보다 개선비율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값

의 차이는 GR 후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GR 전/후 건물을 사용해본 사람이

GR 전에 대한 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GR 전에는 약간 불만족한 건물에서, GR 후 약간 만족한 건물

로 개선되었다. GR 전/후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항목별 조사결과, 동절기

온도는 82%, 동절기 습도 43%, 하절기 온도 60%, 하절기 습도 32%, 공기질

49%, 음환경 43%, 빛환경 31%, 청결도 34% 개선되었다. 이는 모든 항목에서

기존 대비 30%에서 80% 정도 개선 된 결과이며, 특히 GR 전 불만족도가 낮았

던 동절기 온도는 82%, 하절기 온도는 60%, 실내 공기질은 49%로 높은 개선비

율을 보였다. 또한, 실내 공기질은 적정 재실밀도를 유지 된다면 다소 만족 수

준에서 만족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면에서 “2. 실내 환경 및 공기질 분석” 결과와 같

이 장비를 통한 측정결과와 재실 인원 채감 만족도(설문조사)가 유사하게 분석되

었다. 이는 GR을 통해 실내 환경 및 실내 공기질의 개선 효과가 이용자가 채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4-6> GR 전/후 근무자 실내 환경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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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비용 분석

1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에서 GR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 및 파급 효과는 에너

지 성능개선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이다

(MOLIT, 2014). 따라서 GR 수행 전/후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비교하였으며,

<그림4-7>은 17년과 19년의 전력 및 가스사용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종전 대상

건물의 냉난방 설비는 100% EHP 였으나, GR 설계 시 공공건축물 설비교체 기

준에 따라 냉난방 설비의 60%는 GHP, 40%는 EHP로 교체하였다(MOLIT,

2018). 냉방 기간 에너지사용량(kWh)은 11.1% 감소, 난방 기간 에너지사용량은

약 6.2% 감소하였으나, 19년부터 GHP 설치에 따른 가스사용량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GR 전/후 에너지 절감 효과 비교하기 위해, 전력 및 가스사용량을 탄

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그림4-8>은 17년 및 19년의 탄소배출량을

작성한 그림이며, 냉방 기준 5.9% 절감(6/7/8/9월, 4개월 평균), 난방기준 2.7%

절감(12/1/2/3월, 4개월 평균) 되었고, 연간으로 1.5%가 절감되었다. 이 값은 에

너지 시뮬레이션 툴(ECO2, 한국의 ISO-13970 기반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프

로그램)을 통한 예측 된 에너지 절감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원인은 건물의 기저부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항온항습기 1대 증설(전체 냉난

방 부하의 10%수준), 풀 타임 근무자 14% 증가와 매년 열악해지는 외기 조건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17년, 19년 에너지(전력 및 가스) 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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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17년, 19년 에너지 소비에 따른 하절기 및 동절기 탄소배출량 비교

그렇지만, 항온항습기 증설 및 사용자가 증가 되었음에도 <그림4-9>의 연간

에너지 소비비용은 약12%(약1,4000만원)가 절감 되었으며, 에너지 소비비용은

2017년과 2019년 전력 및 가스소비량 고지서 금액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이는 냉

/난방 에너지의 60%를 담당하는 GHP의 에너지사용량 대비 비용효율이 높고, 도

시가스 이용에 따른 피크부하 시 전력 소비에 감소로 누진세가 크게 줄어 상대

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GR 수행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각 나라 및 지역에 따른 열원별 에

너지 비용을 고려한 열원설비 선정이 GR의 에너지 개선에 따른 비용 효과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17년, 19년 에너지 소비비용 비교

정리하자면, 건물 운영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 GR 이후 실내 환경 및 실내공

기질의 측정 요소별로 약 30% 이상의 개선과 연간 에너지 소비비용은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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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감이 있었다. 이를 통해, GR 수행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건물 운

영자 및 사용자 측면에서 채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노후화 된 민간 및 공공 업무시설의 GR 여부를 고민하는 담당자

는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건물 이용자의 쾌적성 개선(온

습도 및 공기질) 측면에서 GR 수행을 선택 할 수 있는 사례연구로 활용이 가능

하다. 이를 통해 GR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구사례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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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 수행을 위한 사전 대상건물 현

황조사, 에너지진단, 실내 환경, 공기질 측정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최적

GR 모델을 계획하였다. 이후, 패시브 기법을 적용해 설계 및 시공하고, GR 전/

후 대상 건물의 외피 열적 성능, 실내 환경, 공기질 및 에너지(소비량, 탄소, 소

비비용)에 대한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 건물의 GR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외단열 시공 및 일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리플 로이 창호 및 EVB 적

용,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HRV 적용, 냉난방 설비 효율 개선을 위해 고

효율 GHP 및 EHP 적용, 항온항습기 1대 교체(시공 중 1대 증설)과 기존

80%의 LED 비율을 LED 100%로 설치하였다. 또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

는 열교 및 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못, 단열폼, 열교차단 패스너 및 기

밀 테이프를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GR 전/후 주요 개선 효과는 아래와 같다.

∙ 건물 외피 성능의 경우, 요소별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외벽

열관류율은 0.271 W/㎡K(80% 향상), 건물 기밀성능은 3.29 ACH(70% 향상)

로 개선되었다.

∙ 실내 공기질의 경우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측정 항목은 모두 국가 관리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 남측 실은 재실 인원이 약 30%(35

명->49명) 증가하였음에도 31%가 개선된 반면, 북측 실은 재실 인원이 약

10%(25명->22명) 감소하였음에도 21%의 상대적으로 작은 이산화탄소 농도

의 개선을 보였다. 그 원인은 남측 실의 경우, 증가 된 재실 인원이 사무실

전체(바닥면적)로 균등한 배치가 이뤄져 이산화탄소 개선이 있었으나, 북측

실은 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사무실 내 사무공간의 밀집 배치로 이산화탄소

농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남측 실은 공공기관 업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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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바닥 면적당 재실밀도가 기준 대비 50% 이상(남측 실 기준:32명, 실재 사

용 인원 49명) 높아 재실 인원 조정이 필요하고, 북측 실은 적정한 자리 재

배치가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졸림, 집중력 저하 현상

등의 감소로 업무의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Franco∙Schito, 2020).

∙ 추가적으로, GR 과정에서 패시브 설계 및 시공으로 실외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 개선이 있었으며, 미세먼지(PM2.5, PM10)의 경우 74~78%, 이산화질소

(NO2)는 9~82%, 일산화탄소(CO)는 54~70%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재실자의

건강(기관지 등) 개선(Jung et al, 2020)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는 한국

의 대기 환경 현황을 고려하여(Kim et al, 2020), GR 설계 시 패시브 설계

(기밀설계) 기법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용자 측면의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기존 대비 30%~ 80%

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GR 전 불만족도가 높았던 동절기 실내온도는 82%,

하절기 실내온도는 60% 개선가 개선되었으며,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실내

공기질은 49%의 개선되어 세 번째로 높은 개선비율을 보였다. 또한, 앞선

단락에서 언급하였듯이 실내 공기질의 경우 적정 재실밀도 및 레이아웃 계

획이 된다면 재실자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GR 시, 열원설비 일부가 가스 열원을 이용하는 GHP가 설치되어, GR 전/후

에너지소비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에너지소비량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

여 비교하였다. 냉방 기준 5.9% 절감, 난방기준 2.7% 절감되었다. 이는 에너

지 프로그램(ECO2)를 통한 에너지 절감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선

으로, 그 원인은 항온항습기 1대 증설(전체 냉난방 용량의 약 10%), 풀 타임

근무자 증가 및 매년 열악해지는 외기 조건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만, <그림42-9>와 같이 연간 에너지 소비비용 측면에서는 약 12%(약1,400만

원)가 절감되어, 운영자 측면에서는 매월 100 만원 이상의 절감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있었다. 이는 냉난방 설비의

GHP 사용으로 전력 피크 부하에 따른 누진세 완화와 전력 대비 도시가스의

높은 에너지 소비비용 효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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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GR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 공편익(실내 환경 및 공기질) 측면에

서 건물 운영자 및 사용자가 채감 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언급하였던 것처럼 GR의 에너지(에너지소비량 및 소비비용) 및 공편

익 효과(실내 환경 및 공기질)를 입증하여 비주거 업무시설의 GR 수행 비율을

높여 GR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구사례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GR에 대한 보조금, 세제혜택 및 건축기준 완화와 같은 실

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GR을 기대하기엔 본 연구의 GR 개선

효과는 부족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GR 활성화를 위해, 유럽 및 미국의

GR 지원정책을 벤치마킹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에 적합한 GR 지원방법을 개

발하기 위해 지역(도시) 단위의 대규모 GR 정책시범 사업을 계획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향후 GR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GR 용도 및 분석대상 건물을 늘리

고, GR에 따른 실내 환경개선으로 거주자의 건강 및 근로자 생산성 증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공편익 분석은 GR 인식 및

사업성을 개선시켜 GR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30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① 탄소중립(2050년), NDC(2030년), ② GR의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③ GR 활성화 특성을 분석해, 한국의 GR 정책현황을 기반으로

① 한국 주거시설의 GR 정책방향, ②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에

너지소비량 예측 모형 분석, ③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및 공편익 입증하여, 한국의 GR 정책효율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었

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GR 정책 특성을 분석하여 데밍의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을 접목한 순환형 GR 정책개념을 제안 하였다.

이 순환형 GR 정책개념이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

해 GR정책이 활성 된 주요국의 GR 정책계획 및 정책도구를 이용하여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정책모형을 구체화 과정에서 GR 정책 목

적(=온실가스 감축) 및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의 GR 수행평가 방식

과 정책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정책모형으로 한국 노후 주거건축물의 GR 정책에 순환형 GR 정책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계획(Plan)

및 이행(Do)단계에서는 정량적인 GR 수행목표 수립, GR 전/후 에너지 소비량

절감 평가 시스템 구축과 GR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였다. 또한

확인(Check) 및 보완(Act) 단계에서는 수집 된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분석하

고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해 개선방향을 찾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환

경변화 및 기술지원 등의 보완계획을 마련해 다음번(2번째 사이클) GR 계획수

립 시 반영하는 기술적인 협의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이 결과는, 한

국과 같이 GR 정책의 수립 초기단계인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GR

정책수립을 위해 GR 정책개념 및 정책도구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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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GR 수행성과(에너지 소

비량 절감)를 연계시키기 위해 연간 에너지소비량 예측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

석대상은 GR의 주된 수행대상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며, 분석 데이터는 66개

건물, 2개년 132개의 패널데이터로 분석모형은 Pooled OLS, FGLS 및 RE 모형

을 활용해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정 식을 개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Fitness)

는 분석 데이터 셋을 통해 adj-  및 RMSE를 활용하였고, 유효성(Validation)

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7개 건물, 2개년 14개의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각 모

형의 추정 결과와 실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FGLS, Pooled OLS,

RE 모형 분석결과, 각 모형의 적합도(adj- )는 0.79~0.80 수준으로 높은 설명

력을 보였으며, RMSE 역시 1% 내외의 차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에러율(%) +,-30% 수준에서 총14개 관측치 중 8개 관측치가 동일하

게 만족하였다. 그렇지만 각 모형의 오차 범위는 FGLS는 61.9%~-63.9%,

Pooled OLS는 56.1%~-64.1%를 보여 유사하였으나, RE 모형은 156.1%~-59.7%

로 오차 범위가 넓어 유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GLS 모형의

adj- 는 0.626, RMSE 29,149이며, Pooled OLS 모형의 adj- 는 0.587,

RMSE 30,631로 FGLS 모형이 가장 유효성이 우수하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예측의 적합도 및 유효성은 선행연구의 결과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대상은 에너지 사용패턴이 상대

적으로 편차가 적은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에 대한 결과로, 본 연구는 GR 수행

의 주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점과 비주거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점을 감

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머신러닝

기반 분석모형을 활용하고, 소규모 건축물 물리적인 특성과 용도를 고려한 다양

한 설명변수를 적용해 분석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 추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노

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공공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GR 실증사례를 분석해 GR의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실내 환경 및 공기실 개선효과를 입증하여 GR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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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선효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장

비를 통해 GR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GR 수행은 에너지진단, 실

내 환경 및 공기질 측정과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7가지의 개선 부위를 도출하

였다. 각 부위별 대안은 에너지-비용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 GR 모델을 계획하

였으며, Passive 기법을 설계 및 시공 중 적용하여 GR 품질을 개선하였다.

GR 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PMV/PPD는 기준에 만

족(Full GR 전:불만족)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는 CO2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30%이상 개선되어 기준을 준수하였다. 에너지 성능개선은 열원설비가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전력 및 가스를 사용량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해 비교하

였으며 냉방기준 5.9%, 난방기준 2.7%가 절감 되었고 연간 에너지소비 비용 측

면에서는 약12%(약14,000,000만원)가 절감되었다. 이 결과는 GR 개선효과에 대

한 에너지 비용절감 측면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공편익(실내 환경 및 공기질)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GR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사례로 GR 수

행비율을 높여 GR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133 -

제 2 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한국의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2018년 기준 총배

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확정되었다. 상향된 2030 NDC

에 따라 건물부문의 감축비율은 종전 19.5%에서 32.5%로 대폭 증가되었다(윤순

진, 2021).

이를 대응하기 위해 건물부문에서는 ZEB 및 GR을 핵심수단으로 신규 건축

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강화 계획을 세우고 이행 중이다. 특히

GR은 총 건물동수 대비 노후 건축물 비율에 따라 그린 뉴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부문 핵심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건물부문

에서는 GR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GR 년차별

계획(로드맵, 수행전략), 수행수량 등 세부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GR 정책은 ① 탄소중립(2050년), NDC(2030년)에 따른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

축의무, ② GR의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특성, ③ GR의 다양한 수행 장벽

을 고려하면 GR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렇지만 향상되고 있는 건물부문의 기술과 축척되고 있는 건물에너지 데이터

를 활용하여, GR의 에너지 절감 특성을 이해해 정책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GR 정책 관련 3가지 연구를 통해 한국

GR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을 연구결과와 연계해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

안해 보고자 한다.

NDC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최종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향후 30년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이다. 건물부문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노후화되며, 기능을 다한 건물은 폐기

되는 사이클로 운영 될 것이다. 또한 GR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

된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변화 및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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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GR 정책 초기단계인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혁신을 GR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GR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GR의 에너지 절감 측면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① 균일하지 않은 에너지

절감 비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② GR 초기 에너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

년 혹은 15년 단위의 정기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Fabbri, 2018). 이러한 특징

을 NDC(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연계해 생각해 보면, GR은 에너지 성능

개선 뿐 아니라, GR 후의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은 시뮬레

이션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GR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GR의 에너지 성능 평가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GR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인 수행 없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

축 목표 달성은 힘들다. 따라서 10년 이상 GR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GR 수행에 따른 가장 큰 장벽인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

조금 지급, 제로금리 대출 등을 제공하여 GR 활성화에 노력 중이다. 또한 GR

에 따른 재실자의 건강개선 등의 공편익 효과는 GR 수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고 하였다(J. Ortiz et al, 2019). 그렇지만 한국은 GR의 수행에 따른 공사비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

재의 금리를 고려하면 GR을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한국의 GR 수

행사례는 에너지 절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하고 있으나, 평가 방식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결과로 실질적인 에너지소비량 절감과의 연계는 힘들

며, GR의 공평익에 대한 연구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R을 주된 수단으로 언

급하고 있지만, ① 탄소중립(2050년), NDC(2030년), ② GR의 에너지 절감 특성,

③ GR 활성화 측면(수행 장벽)을 고려하면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GR 정책 세부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 2장에서 제안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은 장기간,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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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술혁신을 반영 할 수 있는 정책모형으로, GR 계획(정량적인 목표수

립) 시 3장의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목표수립을 위한 분석도구로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4장의 GR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과 공평익(실내환경 및 공

기질) 입증은 GR 수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한국의 GR 정책현황에 따

른 한국의 GR 정책 수립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예측(정

량적인 목표수립) 및 GR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GR 연구방향은 2장에서 제안한 순환형 GR 정책모형으로 도시단위의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GR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3장의 건물 에

너지 소비량 예측모형으로 보다 다양한 규모 및 용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방법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해 보

고 회귀분석 기법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

서 분석한 공공 업무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 및 공편익에 대한 실증연구

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R 수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조금 수준 등의 실질적

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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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건물 에너지소비량 추정 시 활용되었던 데이터 (66개 건물, 2개년 132개 관측치)

구분 위치 용도 연도
사용

기간
연면적지상층지하층

재실자

(인원)

방문자

(인원)

외벽

열관

류율

지붕

열관

류율

바닥

열관

류율

창호

열관

류율

조명

밀도

건축

수선

기계

수선

조명

수선
동향 남향 서향 북향

창면

적비

EHP

적용

여부

바닥

난방

적용

여부

식당

유무

신재생

적용

여부

천정고 hdd cdd

연간

에너지

사용량

1
1 0 2018 12 421.11 2 0 93 10 0.47 0.29 0.41 2.84 9 1 1 1 0 1 0 0 0.26 1 1 1 1 3 2784 221 117903

1 0 2019 13 421.11 2 0 93 10 0.47 0.29 0.41 2.84 9 1 1 1 0 1 0 0 0.26 1 1 1 1 3 2507 138 94758.3

2
1 0 2018 12 541.45 2 0 106 5 0.47 0.29 0.41 3.84 9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784 221 104661

1 0 2019 13 541.45 2 0 106 5 0.47 0.29 0.41 3.84 9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507 138 100179

3
1 0 2018 7 184.06 1 0 43 5 0.47 0.29 0.41 3.84 15 0 1 0 0 1 0 0 0.16 1 1 1 0 3 2784 221 60643.3

1 0 2019 8 184.06 1 0 43 5 0.47 0.29 0.41 3.84 15 0 1 0 0 1 0 0 0.16 1 1 1 0 3 2507 138 60430.5

4
0 0 2018 17 380.27 2 0 81 5 0.47 0.29 0.58 3.37 9 0 1 1 0 1 0 0 0.17 1 1 1 0 3 2763 286 42622.6

0 0 2019 18 380.27 2 0 81 5 0.47 0.29 0.58 3.37 9 0 1 1 0 1 0 0 0.17 1 1 1 0 3 2494 178 46599

5
2 1 2018 16 156.15 2 0 1 10 0.47 0.29 0.41 3.84 11.4 0 1 1 0 1 0 0 0.11 1 1 0 0 3 3119 220 33989

2 1 2019 17 156.15 2 0 1 10 0.47 0.29 0.41 3.84 11.4 0 1 1 0 1 0 0 0.11 1 1 0 0 3 2821 148 39386

6
2 1 2018 15 148.64 2 0 1 10 0.47 0.29 0.58 3.84 13.8 0 1 0 1 0 0 0 0.27 1 1 0 0 3 3119 220 33106

2 1 2019 16 148.64 2 0 1 10 0.47 0.29 0.58 3.84 14 0 1 0 1 0 0 0 0.27 1 1 0 0 3 2821 148 29674

7
2 1 2018 15 173.61 2 0 1 10 0.47 0.29 0.58 3.84 9 0 1 1 1 0 0 0 0.26 1 1 0 0 3 3119 220 47373

2 1 2019 16 173.61 2 0 1 10 0.47 0.29 0.58 3.84 9 0 1 1 1 0 0 0 0.26 1 1 0 0 3 2821 148 38562

8
2 1 2018 13 161.12 2 0 1 10 0.47 0.29 0.58 3.84 15 0 1 0 0 0 1 0 0.21 1 1 0 0 3 3119 220 34973

2 1 2019 14 161.12 2 0 1 10 0.47 0.29 0.58 3.84 15 0 1 0 0 0 1 0 0.21 1 1 0 0 3 2821 148 33089

9
2 1 2018 17 484.9 2 0 2 10 0.47 0.29 0.58 3.84 11 0 1 1 1 0 0 0 0.27 1 1 0 1 3 3119 220 41895.4

2 1 2019 18 484.9 2 0 2 10 0.47 0.29 0.58 3.84 11 0 1 1 1 0 0 0 0.27 1 1 0 1 3 2821 148 37086.9

10
2 1 2018 10 371.18 1 0 3 10 0.58 0.41 0.58 3.4 13.8 0 0 0 0 1 0 0 0.35 1 1 0 0 3 3001 153.7 36252

2 1 2019 11 371.18 1 0 3 10 0.58 0.41 0.58 3.4 14 0 0 0 0 1 0 0 0.35 1 1 0 0 3 2715 75 31597

11
2 1 2018 11 316.6 2 0 3 15 0.47 0.29 0.58 3.84 13.2 0 1 0 0 1 0 0 0.17 1 1 0 0 3 3001 153.7 7448

2 1 2019 12 316.6 2 0 3 15 0.47 0.29 0.58 3.84 13 0 1 0 0 1 0 0 0.17 1 1 0 0 3 2715 75 8247

12
2 1 2018 10 141.12 1 0 1 5 0.47 0.29 0.58 3.4 10.8 0 0 1 1 0 0 0 0.24 1 1 0 0 3 3001 153.7 5820

2 1 2019 11 141.12 1 0 1 5 0.47 0.29 0.58 3.4 11 0 0 1 1 0 0 0 0.24 1 1 0 0 3 2715 75 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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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1 2018 8 259.58 2 0 4 10 0.47 0.29 0.58 2.4 10.8 1 0 1 0 1 0 0 0.14 1 1 0 1 3 3001 153.7 11070

2 1 2019 9 259.58 2 0 4 10 0.47 0.29 0.58 2.4 11 1 0 1 0 1 0 0 0.14 1 1 0 1 3 2715 75 12531

14
2 1 2018 10 333.06 2 0 4 10 0.47 0.29 0.41 3.84 13.8 1 0 0 0 1 0 0 0.23 1 1 0 0 3 3001 153.7 55058

2 1 2019 11 333.06 2 0 4 10 0.47 0.29 0.41 3.84 14 1 0 0 0 1 0 0 0.23 1 1 0 0 3 2715 75 42376

15
1 0 2018 34 407.98 3 0 94 94 0.58 0.58 0.58 3.1 9 1 0 1 0 1 0 0 0.16 1 1 1 0 3 2763 286.2 101769

1 0 2019 35 407.98 3 0 94 94 0.58 0.58 0.58 3.1 9 1 0 1 0 1 0 0 0.16 1 1 1 0 3 2494 178 97695.6

16
2 1 2018 12 147.36 2 0 1 10 0.47 0.29 0.52 2.5 14.3 1 1 0 0 1 0 0 0.2 1 1 0 1 2.8 2622 153 6842.59

2 1 2019 13 147.36 2 0 1 10 0.47 0.29 0.52 2.5 14 1 1 0 0 1 0 0 0.2 1 1 0 1 2.8 2218 119 6600.97

17
2 1 2018 14 408.24 2 1 5 20 0.47 0.29 0.52 3.84 9 0 1 1 0 1 0 0 0.2 1 1 0 1 2.8 2622 153 69725

2 1 2019 15 408.24 2 1 5 20 0.47 0.29 0.52 3.84 9 0 1 1 0 1 0 0 0.2 1 1 0 1 2.8 2218 119 67739

18
2 1 2018 10 115.11 1 0 1 10 0.47 0.29 0.41 2.4 9 1 1 1 0 1 0 0 0.17 1 1 0 0 3 3119 220.6 5476.47

2 1 2019 11 115.11 1 0 1 10 0.47 0.29 0.41 2.4 9 1 1 1 0 1 0 0 0.17 1 1 0 0 3 2821 148 5866.63

19
2 1 2018 10 116.26 1 0 1 10 0.47 0.29 0.41 3.84 15 0 1 0 0 1 0 0 0.2 1 1 0 0 2.76 3119 220.6 3880.05

2 1 2019 11 116.26 1 0 1 10 0.47 0.29 0.41 3.84 15 0 1 0 0 1 0 0 0.2 1 1 0 0 2.76 2821 148 5432.99

20
2 1 2018 11 372.05 2 0 3 15 0.47 0.29 0.41 3.84 10.7 0 1 1 0 1 0 0 0.16 1 1 0 1 3 3119 220.6 44888

2 1 2019 12 372.05 2 0 3 15 0.47 0.29 0.41 3.84 11 0 1 1 0 1 0 0 0.16 1 1 0 1 3 2821 148 32792

21
2 1 2018 12 376.68 2 1 3 10 0.47 0.29 0.41 3.84 14.1 0 1 0 1 0 0 0 0.13 1 1 0 0 3.15 3119 220.6 55521

2 1 2019 13 376.68 2 1 3 10 0.47 0.29 0.41 3.84 14 0 1 0 1 0 0 0 0.13 1 1 0 0 3.15 2821 148 53968

22
2 1 2018 10 366.24 2 0 3 10 0.47 0.29 0.41 3.4 10.1 1 0 1 0 1 0 0 0.19 1 1 0 0 2.7 3119 220.6 54162

2 1 2019 11 366.24 2 0 3 10 0.47 0.29 0.41 3.4 10 1 0 1 0 1 0 0 0.19 1 1 0 0 2.7 2821 148 41385

23
2 1 2018 10 339.3 2 0 4 10 0.47 0.29 0.52 3.84 15 0 0 0 0 1 0 0 0.2 1 1 0 0 2.8 2622 153 38082

2 1 2019 11 339.3 2 0 4 10 0.47 0.29 0.52 3.84 15 0 0 0 0 1 0 0 0.2 1 1 0 0 2.8 2218 119 31628

24
0 0 2018 25 1032 2 2 120 120 0.58 0.41 0.58 3.37 9 1 1 1 0 1 0 0 0.17 1 1 1 0 2.8 2763 286.2 109791

0 0 2019 26 1032 2 2 120 120 0.58 0.41 0.58 3.37 9 1 1 1 0 1 0 0 0.17 1 1 1 0 2.8 2494 178 162526

25
1 0 2018 23 799.42 4 2 86 86 0.58 0.41 0.58 3.37 15 1 1 0 0 1 0 0 0.28 1 1 1 0 2.3 2784.3 221 141563

1 0 2019 24 799.42 4 2 86 86 0.58 0.41 0.58 3.37 15 1 1 0 0 1 0 0 0.28 1 1 1 0 2.3 2507.1 138.2 133876

26
1 0 2018 13 1172.8 2 1 109 81 0.47 0.29 0.58 2.1 9 1 1 1 0 1 0 0 0.3 1 1 1 1 3.4 2784.3 221 85204.1

1 0 2019 14 1172.8 2 1 109 81 0.47 0.29 0.58 2.1 9 1 1 1 0 1 0 0 0.3 1 1 1 1 3.4 2507.1 138.2 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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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0 2018 25 429.35 3 1 53 43 0.58 0.41 0.58 3.37 9 0 1 1 0 1 0 0 0.19 1 1 1 0 3 2784.3 221 58411.4

1 0 2019 26 429.35 3 1 53 43 0.58 0.41 0.58 3.37 9 0 1 1 0 1 0 0 0.19 1 1 1 0 3 2507.1 138.2 74741.6

28
1 0 2018 30 1217.2 3 1 123 100 0.58 0.58 0.2 3.49 9 1 0 1 0 1 0 0 0.15 1 1 1 1 3 2784.3 221 158097

1 0 2019 31 1217.2 3 1 123 100 0.58 0.58 0.2 3.49 9 1 0 1 0 1 0 0 0.15 1 1 1 1 3 2507.1 138.2 138993

29
1 0 2018 12 407.13 2 1 45 35 0.47 0.29 0.52 3.84 9 0 1 1 0 1 0 0 0.14 1 1 1 1 3.4 2784 221 26553

1 0 2019 13 407.13 2 1 45 35 0.47 0.29 0.52 3.84 9 0 1 1 0 1 0 0 0.14 1 1 1 1 3.4 2507 138 32944.5

30
1 0 2018 17 273.1 2 1 62 53 0.47 0.41 0.58 3.37 9 1 1 1 0 1 0 0 0.26 1 1 1 1 3 2784.3 221 31961

1 0 2019 18 273.1 2 1 62 53 0.47 0.41 0.58 3.37 9 1 1 1 0 1 0 0 0.26 1 1 1 1 3 2507.1 138.2 29063

31
2 0 2018 12 168.3 1 0 47 42 0.47 0.29 0.52 2.9 9 1 1 1 0 1 0 0 0.18 1 1 1 0 3 2784.3 221 48296

2 0 2019 13 168.3 1 0 47 42 0.47 0.29 0.52 2.9 9 1 1 1 0 1 0 0 0.18 1 1 1 0 3 2507.1 138.2 45814

32
2 1 2018 11 411.54 2 0 3 10 0.47 0.29 0.52 3.4 13.2 0 1 0 0 1 0 0 0.24 1 1 0 0 3.3 3407 152.5 32748

2 1 2019 12 411.54 2 0 3 10 0.47 0.29 0.52 3.4 13 0 1 0 0 1 0 0 0.24 1 1 0 0 3.3 3103 76 40562.5

33
2 1 2018 9 149.4 1 0 1 30 0.47 0.29 0.52 3.4 15 0 0 0 0 1 0 0 0.23 1 1 0 0 3 3407 152.5 36839

2 1 2019 10 149.4 1 0 1 30 0.47 0.29 0.52 3.4 15 0 0 0 0 1 0 0 0.23 1 1 0 0 3 3103 76 37749.2

34
2 1 2018 8 359.05 2 0 3 10 0.47 0.29 0.58 3.4 11.6 0 0 1 0 1 0 0 0.26 1 1 0 0 2.8 3407 152.5 25154

2 1 2019 9 359.05 2 0 3 10 0.47 0.29 0.58 3.4 12 0 0 1 0 1 0 0 0.26 1 1 0 0 2.8 3103 76 24807

35
2 1 2018 17 371.88 2 0 6 20 0.47 0.29 0.52 3.84 14.2 0 1 0 0 1 0 0 0.25 1 1 0 0 2.8 3407 152.5 34508

2 1 2019 18 371.88 2 0 6 20 0.47 0.29 0.52 3.84 14 0 1 0 0 1 0 0 0.25 1 1 0 0 2.8 3103 76 36516.8

36
2 1 2018 14 210.67 2 0 1 8 0.47 0.29 0.52 3.1 9 1 1 1 0 1 0 0 0.17 1 1 0 0 2.8 3407 152.5 31051.1

2 1 2019 15 210.67 2 0 1 8 0.47 0.29 0.52 3.1 9 1 1 1 0 1 0 0 0.17 1 1 0 0 2.8 3103 76 29081.4

37
2 1 2018 16 208.98 2 0 1 15 0.47 0.29 0.52 3.2 11.8 1 1 1 1 0 0 0 0.2 1 1 0 0 3.3 3407 152.5 5060.7

2 1 2019 17 208.98 2 0 1 15 0.47 0.29 0.52 3.2 12 1 1 1 1 0 0 0 0.2 1 1 0 0 3.3 3103 76 6703.7

38
2 0 2018 9 329.1 2 1 20 15 0.47 0.29 0.52 3.4 14.9 1 1 0 0 1 0 0 0.22 1 1 1 0 3 3263 125.8 62983

2 0 2019 10 329.6 2 1 20 15 0.47 0.29 0.52 3.4 15 1 1 0 0 1 0 0 0.22 1 1 1 0 3 2961 51 58286

39
2 0 2018 10 281.05 1 0 5 10 0.47 0.29 0.52 3.2 9 1 1 1 0 1 0 0 0.2 1 1 1 0 2.8 3263 125.8 25880.2

2 0 2019 11 281.05 1 0 5 10 0.47 0.29 0.52 3.2 9 1 1 1 0 1 0 0 0.2 1 1 1 0 2.8 2961 51 20374.3

40
2 1 2018 13 140.97 2 0 1 4 0.47 0.29 0.52 2.4 15 1 1 0 0 1 0 0 0.21 1 1 0 0 3.3 2622 153 4404.33

2 1 2019 14 140.97 2 0 1 4 0.47 0.29 0.52 2.4 15 1 1 0 0 1 0 0 0.21 1 1 0 0 3.3 2218 119 4363.3

41
2 1 2018 10 146.38 1 0 1 5 0.47 0.29 0.52 2.8 15 1 1 0 0 1 0 0 0.14 1 1 0 0 3.3 2622 153 7090.37

2 1 2019 11 146.38 1 0 1 5 0.47 0.29 0.52 2.8 15 1 1 0 0 1 0 0 0.14 1 1 0 0 3.3 2218 119 5473.16

42
2 1 2018 18 126.69 1 0 1 6 0.58 0.41 0.58 3.37 9 1 1 1 0 0 0 1 0.16 1 1 0 0 2.3 3119 220.6 6480.93

2 1 2019 19 126.69 1 0 1 6 0.58 0.41 0.58 3.37 9 1 1 1 0 0 0 1 0.16 1 1 0 0 2.3 2821 148 80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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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1 2018 22 342.06 2 1 1 5 0.58 0.41 0.58 3.37 10.2 1 1 1 0 1 0 0 0.36 1 1 0 1 2.4 3119 220.6 13649

2 1 2019 23 342.06 2 1 1 5 0.58 0.41 0.58 3.37 10.2 1 1 1 0 1 0 0 0.36 1 1 0 1 2.4 2821 148 10008.5

44
2 1 2018 14 338.43 2 0 3 10 0.58 0.58 1.16 3.49 9.6 1 1 1 0 0 1 0 0.17 1 1 0 0 2.5 2855 227.5 122574

2 1 2019 15 338.43 2 0 3 10 0.58 0.58 1.16 3.49 9.6 1 1 1 0 0 1 0 0.17 1 1 0 0 2.5 2594 135 126737

45
2 1 2018 11 150.93 1 0 1 10 0.47 0.29 0.41 3.84 9.6 0 1 1 0 1 0 0 0.23 1 1 0 0 2.55 2855 227.5 4509

2 1 2019 12 150.93 1 0 1 10 0.47 0.29 0.41 3.84 9.6 0 1 1 0 1 0 0 0.23 1 1 0 0 2.55 2594 135 3831

46
2 1 2018 12 153.87 1 0 1 8 0.58 0.35 0.47 4.19 11.4 0 0 1 0 1 0 0 0.21 1 1 0 0 2.4 2391 248.4 7691.65

2 1 2019 13 153.87 1 0 1 8 0.58 0.35 0.47 4.19 11.4 0 0 1 0 1 0 0 0.21 1 1 0 0 2.4 2026 197 8388.87

47
2 1 2018 13 153.18 1 0 1 10 0.58 0.35 0.47 4.19 9 0 1 1 0 0 0 1 0.22 1 1 0 0 2.4 2391 248.4 6621.95

2 1 2019 14 153.18 1 0 1 10 0.58 0.35 0.47 4.19 9 0 1 1 0 0 0 1 0.22 1 1 0 0 2.4 2026 197 5739.28

48
2 1 2018 12 137.14 2 0 1 5 0.47 0.29 0.41 3.84 9.6 0 1 1 0 0 0 1 0.15 1 1 0 1 2.7 3390 100.9 43209

2 1 2019 13 137.14 2 0 1 5 0.47 0.29 0.41 3.84 9.6 0 1 1 0 0 0 1 0.15 1 1 0 1 2.7 2982 60 40686

49
2 1 2018 12 351.02 2 1 4 10 0.47 0.29 0.41 3.84 9.6 0 1 1 0 1 0 0 0.25 1 1 0 1 2.6 3390 100.9 90724

2 1 2019 13 351.02 2 1 4 10 0.47 0.29 0.41 3.84 9.6 0 1 1 0 1 0 0 0.25 1 1 0 1 2.6 2982 60 80326

50
2 1 2018 12 149 2 0 1 6 0.47 0.29 0.41 3.84 9 0 0 1 1 0 0 0 0.14 1 1 0 1 2.5 3390 100.9 33699

2 1 2019 13 149 2 0 1 6 0.47 0.29 0.41 3.84 9 0 0 1 1 0 0 0 0.14 1 1 0 1 2.5 2982 60 31069

51
2 0 2018 13 354.1 2 0 32 2 0.58 0.35 0.47 4.19 15 0 0 0 0 0 0 1 0.19 1 1 1 0 2.5 2352 117 35491

2 0 2019 14 354.1 2 0 32 2 0.58 0.35 0.47 4.19 15 0 0 0 0 0 0 1 0.19 1 1 1 0 2.5 2181 60 51750

52
2 0 2018 8 409.96 2 0 26 2 0.58 0.35 0.47 3.8 13.5 0 0 0 0 0 0 1 0.22 1 1 1 0 2.4 2352 117 97030

2 0 2019 9 409.96 2 0 26 2 0.58 0.35 0.47 3.8 13.5 0 0 0 0 0 0 1 0.22 1 1 1 0 2.4 2181 60 88847

53
1 0 2018 10 298.55 2 1 53 2 0.47 0.29 0.41 3.84 9.6 0 0 1 0 1 0 0 0.18 1 1 1 1 2.35 2784 221 65979

1 0 2019 11 298.55 2 1 53 2 0.47 0.29 0.41 3.84 9.6 0 0 1 0 1 0 0 0.18 1 1 1 1 2.35 2507 138 58743

54
1 0 2018 37 292.34 2 1 51 2 0.58 0.58 1.16 3.49 9.6 1 1 1 0 1 0 0 0.15 1 1 1 0 2.3 2784 221 55591

1 0 2019 38 292.34 2 1 51 2 0.58 0.58 1.16 3.49 9.6 1 1 1 0 1 0 0 0.15 1 1 1 0 2.3 2507 138 52675

55
1 0 2018 14 706.11 2 1 117 4 0.47 0.29 0.41 3.84 10.2 0 1 1 0 1 0 0 0.21 1 1 1 0 2.35 2784 221 139777

1 0 2019 15 706.11 2 1 117 4 0.47 0.29 0.41 3.84 10.2 0 1 1 0 1 0 0 0.21 1 1 1 0 2.35 2507 138 137956

56
0 0 2018 27 563.5 2 1 80 2 0.58 0.41 0.58 3.37 9.3 1 1 1 0 1 0 0 0.15 1 1 1 0 2.4 2763 286.2 107673

0 0 2019 28 563.5 2 1 80 2 0.58 0.41 0.58 3.37 9.3 1 1 1 0 1 0 0 0.15 1 1 1 0 2.4 2494 178 94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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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1 2018 15 474.6 2 0 2 15 0.47 0.29 0.41 3.84 12 0 1 1 0 1 0 0 0.16 1 1 0 0 3 2763 286 18582.6

1 1 2019 15 474.6 2 0 2 15 0.47 0.29 0.41 3.84 12 0 1 1 0 1 0 0 0.16 1 1 0 0 3 2494 178 11356.6

58
1 1 2018 23 186.6 2 0 2 10 0.47 0.29 0.41 3.84 12 0 1 1 0 1 0 0 0.16 1 1 0 0 3 2763 286 10164.9

1 1 2019 23 186.6 2 0 2 10 0.47 0.29 0.41 3.84 12 0 1 1 0 1 0 0 0.16 1 1 0 0 3 2494 178 9317.75

59
1 0 2018 10 705.05 1 1 28 2 0.47 0.29 0.41 2.84 9 1 1 1 0 1 0 0 0.26 1 1 1 1 3 2763 286 13510.3

1 0 2019 10 705.05 1 1 28 2 0.47 0.29 0.41 2.84 9 1 1 1 0 1 0 0 0.26 1 1 1 1 3 2494 178 12551.8

60
1 0 2018 12 375.46 3 0 8 2 0.58 0.41 0.58 3.37 9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763 286 74880

1 0 2019 12 375.46 3 0 8 2 0.58 0.41 0.58 3.37 9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494 178 81489

61
0 0 2018 27 715.85 4 1 8 2 0.58 0.41 0.58 3.37 12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763 286 23382

0 0 2019 27 715.85 4 1 8 2 0.58 0.41 0.58 3.37 12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494 178 22984

62
0 0 2018 24 390.19 2 1 11 3 0.58 0.41 0.58 3.37 9.3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763 286 25769.4

0 0 2019 24 390.19 2 1 11 3 0.58 0.41 0.58 3.37 9.3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494 178 19841.5

63
0 0 2018 33 350.1 2 1 11 2 0.58 0.41 0.58 3.37 9.6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763 286 20923.4

0 0 2019 33 350.1 2 1 11 2 0.58 0.41 0.58 3.37 9.6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494 178 23839.8

64
0 0 2018 26 991.23 2 1 21 1 0.58 0.41 0.58 3.37 12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763 286 37364.1

0 0 2019 26 991.23 2 1 21 1 0.58 0.41 0.58 3.37 12 0 1 1 0 1 0 0 0.38 1 1 1 1 2.6 2494 178 36616.6

65
1 1 2018 12 199.47 2 0 1 10 0.47 0.29 0.41 3.84 9 0 0 0 1 0 0 0 0.25 1 1 0 0 2.4 3029 191.7 41670

1 1 2019 13 199.47 2 0 1 10 0.47 0.29 0.41 3.84 9 0 0 0 1 0 0 0 0.25 1 1 0 0 2.4 2819 91 30436

66
2 0 2018 7 428.63 2 0 65 6 0.36 0.2 0.41 2.4 9 0 0 0 0 1 0 0 0.1 1 1 1 0 3 3224 211.6 67866

2 0 2019 8 428.63 2 0 65 6 0.36 0.2 0.41 2.4 9 0 0 0 0 1 0 0 0.1 1 1 1 0 3 1858 137 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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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 모형의 유효성 검증 시 활용되었던 데이터 (7개 건물, 2개년 14개 관측치)

구분 위치 용도 연도
사용

기간
연면적지상층지하층

재실자

(인원)

방문자

(인원)

외벽

열관

류율

지붕

열관

류율

바닥

열관

류율

창호

열관

류율

조명

밀도

건축

수선

기계

수선

조명

수선
동향 남향 서향 북향

창면

적비

EHP

적용

여부

바닥

난방

적용

여부

식당

유무

신재생

적용

여부

천정고 hdd cdd

연간

에너지

사용량

1
2 0 2018 10 133.6 1 0 1 5 0.47 0.29 0.41 2.10 15 0 0 0 0 1 0 0 0.20 0 1 0 0 3 3263 125.8 8,191

2 0 2019 11 133.6 1 0 1 5 0.47 0.29 0.41 2.10 15 0 0 0 0 1 0 0 0.20 0 1 0 0 3 2961 51 7,929

2
0 0 2018 14 1821.5 3 1 50 50 0.47 0.29 0.41 3.84 9 0 0 1 0 1 0 0 0.46 1 0 1 1 2.6 2763 286.2 122,606

0 0 2019 15 1821.5 3 1 50 50 0.47 0.29 0.41 3.84 9 0 0 1 0 1 0 0 0.46 1 0 1 1 2.6 2494 178 121,652

3
2 1 2018 23 428.0 1 0 10 10 0.58 0.41 0.58 2.40 9 0 0 1 0 0 1 0 0.19 0 1 1 0 3.1 3596 65.9 74,589

2 1 2019 24 428.0 1 0 10 10 0.58 0.41 0.58 2.40 9 0 0 1 0 0 1 0 0.19 0 1 1 0 3.1 3265 26 73,977

4
2 1 2018 24 279.5 1 0 8 8 0.58 0.41 0.58 2.10 9 1 1 0 0 1 0 0 0.18 0 1 1 0 3 3596 65.9 64,915

2 1 2019 25 279.5 1 0 8 8 0.58 0.41 0.58 2.10 9 1 1 0 0 1 0 0 0.18 0 1 1 0 3 3265 26 62,940

5
2 1 2018 36 397.4 2 1 57 0 0.58 0.58 1.16 3.49 4.19 1 0 1 0 1 0 0 0.15 0 1 1 0 2.4 2784 221 70,509

2 1 2019 37 397.4 2 1 57 0 0.58 0.58 1.16 3.49 4.19 1 0 1 0 1 0 0 0.15 0 1 1 0 2.4 2507 138 58,070

6
2 1 2018 37 460.2 1 1 73 0 0.58 0.58 1.16 3.49 5.39 1 0 1 0 1 0 0 0.16 0 1 1 0 2.5 2784 221 156,402

2 1 2019 38 460.2 1 1 73 0 0.58 0.58 1.16 3.49 5.39 1 0 1 0 1 0 0 0.16 0 1 1 0 2.5 2507 138 115,095

7
2 1 2018 10 515.0 2 0 80 0 0.47 0.29 0.41 3.84 7.74 1 0 1 0 1 0 0 0.13 0 1 1 1 2.5 2784 221 159,892

2 1 2019 11 515.0 2 0 80 0 0.47 0.29 0.41 3.84 7.74 1 0 1 0 1 0 0 0.13 0 1 1 1 2.5 2507 138 13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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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says on Analyzing Green Remodeling

Policy and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of Small-sized Buildings

Kim, Jaemo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reduce GHG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in Korea,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old buildings ar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number of buildings. This is because the annual number of building permits

in South Korea is approximately 250,000, which accounts for only about

3.5% of a total of 7.19 million existing buildings. In other words, although

strict management of new buildings equivalent to 3.5% is important, it is

difficult to actually reduce building energy and greenhouse gas without

managing the majority (96.5%) of existing buildings.

For this reaso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reduce GHG

emission and improve environmental issues, governments a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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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existing buildings. The Green

Deal in England, the Green Growth Legislation in France, the Energy Policy

Act in the US, the Energy Efficiency in Government Operation policy in

Australia, the Retrofit policy of the 13th FYP (Five Year Plan) in China, and

the Building Retrofit Energy Efficiency Financing Scheme in Singapore are

representative energy performance policies for old buildings (Liu et al., 2020;

Sebi et al, 2019; Tan et al, 2018).

Although GR can only be considered as a path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energy savings, David Jacobs (2017) has disclosed an

empirical case that implementing GR (heat insulation, airtightness, windows,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improvements, etc.) is effective in enhancing

energy performance as well as improving user health, indoo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of old buildings. This is a major decision-making factor that

determines whether to perform GR as the GR ratio can be increased.

However, despite the energy reduction and various benefits (Co-Benefits)

of GR, there are barriers such as a high construction cost burden, uneven

energy reduction effects according to GR, and the lack of recognition of GR

(Bergamn et al., 2020; Liu et al., 2020; Alam et al., 2019; Tan et al., 2018;

Hwang et al., 2017). Therefore, many countries use policy measures such as

subsidies, zero-interest loans, and various promotional means and technical

support to alleviate this problem. However, they cannot activate these

measures with voluntary GR.

Therefore, in this study, 2030 NDC and 2050 carbon neutrality of the

building sector, uneven energy saving characteristics of GR, and GR

performance barriers were analyzed.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discussed the direction of GR policy efficiency for carbon neutrality by

comprehensively dealing with GR policy direction, quantitative goal

establishment, GR effect (improvement of performance ratio), and so on.



- 156 -

This is the first stud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GR policy as a means

of reducing greenhouse gas. This study also developed a recurrent GR

policy model to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ing GR policy for Korean

residential facilities. Second, according to the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n the building sector, a model was proposed to predict

annual energy consumption using building performance and energy

consumption data f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s the main GR targets.

This prediction model can be used in a basic study to predict building

energy consumption. It can be used as an analysis tool to establish

quantitative goals (performance quantity) of the recurrent GR policy model

and estimate the performance effect. Finally, as mentioned earlier, the

improvement of indoo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through GR in old

buildings can improve the health of residents, which can increase the GR

performance ratio as one of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to perform GR (David, 2017, J. Oritiz et al., 2019).

Therefore, in the third study, the GR effect was proved by quantitatively

analyzing carbon reduction, energy reduction costs, and public benefits

(indoo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through GR for public business

facilities. This result is a decision-making case that helps perform GR. It is

judged to be a result that can contribute to GR activation (increasing the

performance rate).

keywords : 2030 NDC, 2050 Carbon Neutrality, Green Remodeling

Policy Model, Green Remodeling Effect and Co-Benefit, Building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Panel Data Analysis

Student Number : 2018-3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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