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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green remodeling in the consideration of zero-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on small neighborhood facilities that were completed over 30 years ago. The result
of the first energy demand analysis showed 56.8% reduction from 207.0 kWh/㎡·yr before
green remodeling to 89.5 kWh/㎡·yr after green remodeling. It was also determined that carbon
dioxide emissions would be reduced by 56.7%. For green remodeling of economic zero-energy
buildings, the dependence on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reduced by minimiz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This can minimize the burden of energy production if energy
consumption decreases. In order to avoid planning to install a PV system indiscriminately, the
adequacy review must be preceded by a sunshine simulation analysi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elements for
energy improvement in buildings in the future and the findings will be used to inform building
owners implementing green remodeling.
주요어 : 근린생활시설,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Keywords: Neighborhood facility, Green remodeling, Zero energy building, Carbon neutrality

서론
국내 전체 건축물 720만동 중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건축물은 540만동으로
전체 건물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MOLIT, 2020). 건축물의 노후화는 결로 및 곰팡이 발
생, 단열성능 저하로 재실자 열적 불쾌적감 유발 등 실내 쾌적성 문제뿐만 아니라, 단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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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단열성능 저하,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에너지 소비 증가를 초래한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량과 연계되어 탄소 배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장기간 지속된 기
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으로 탄소저감이 화두인 시점에 환경부는 2020년 12월 15일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여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에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출전망치(BAU) 방식인 2030년 배
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서 절대량 방식인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설정
하여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를 갱신한 바 있다(ME, 2020). 이에 따라 건축물의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26일부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지원확대 정
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 절차 간소화를 공지한 바 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에너지절감률 20% 이상 혹은 외주부창 2/3이상 교체
이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선행 연구로 손원득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평가를 통한 초기 공사비와 에너지절약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지수 평
가법을 통해 경제적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 방식을 제안하였다(Son and Lee, 2015). 이
병호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예측하였고,
규모가 유사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결과와 비교하여 비용효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감정평가의 3방식 중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 가치향상 효과를 분석하였다(Lee and
Kim, 2017). 조경주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프로세스로 G-SEED GR의 가이드라인을 따
라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거주후 평가(POE)까지 4단계로 구
분하고, 단계별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Cho and Cho, 2018). 김학건은 준공된지 20년 경
과된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과 재실자의 쾌적성을 동시 고려한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정밀한 현장조사 및 측정을 시작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요소기술별 적용효과를 도출하였다(Kim et al., 2019). 이도형은 다가구주택을 대
상으로 세대를 분할하는 대수선공사와 함께 Retrofit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
지 기술요소에 대해 적용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절감효과를 도출하
였다(Lee et al., 2019). 최민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인 제로
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단
계별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와 연간 발생되는 예상 에너지비용의 절감효과를 도출하
였다(Choi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노후 근린생활시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를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이고 리모델링 비용에 제약이 따르는 현실적 한계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기술요소를 대규모 신축건축물과 차별화하여 투자대
비 성능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성비가 좋은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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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그
에 따른 보급 확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례 연구의 성격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패시브 및 액
티브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요소의 적용에 따른 단계별 에너지 절감효과를 그린리모델링
기준 충족 여부 및 선행 사례와 비교하여 그린리모델링 효과에 대해 주로 에너지 성능 개선과
비용 투자대비 회수기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개요
분석 대상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1988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성능 및 재실
자의 쾌적성 저하가 우려되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현황은 Table 1 및 Figure 1과
같다.
Table 1. Architectural overview

Category

Content

Location of the site

Dong-gu, Daejeon

Site area

136.90 ㎡

Building area

104.01 ㎡

Total floor area

414.08 ㎡

Main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Main use

Neighborhood Facility

Number of floors

B1F, 3F above ground

Year of completion

1988

Figure 1. Bird’s eye view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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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전/후 적용 기술요소 현황
그린리모델링 범위로 패시브 기술요소는 기존 ‘라’ 등급 단열재(0.047 W/mK) 40 ㎜가 벽
체에 내단열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질우레탄보온판(0.020 W/mK) 75 ㎜ 내단열 보강,
페놀폼 보드(0.020 W/mK) 50 ㎜ 외단열 보강과 일반 복층유리(4.000 W/㎡K)에서 로이복층
유리(1.746 W/㎡K)로 교체하였다. 지붕과 바닥도 기존 ‘라’ 등급 단열재가 60 ㎜, 40 ㎜가 적
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놀폼 보드 50 ㎜로 교체하였다. 또한 창면적비를 기존 23.4%에서
19.9%로 축소하였고,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외벽선으로부터 창호까지의 두께가 두
꺼워짐으로서 구조체에 대한 차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액티브 기술요소는 노
후화된 냉·난방기기 교체, 급탕용 전기온수기 추가 설치, 기존 형광등(평균 조명밀도 9.60 W/
㎡)에서 고효율 LED(평균 조명밀도 8.14 W/㎡)로 교체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5.4 kWp)을 적용하여 Nearly zero energy 건축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도면 정보와 냉난방 기기에 대한 성능 정보 파악이 불가하여, 유리에 대
한 성능은 준공 당시의 법적 열관류율 수준 적용, 스탠드형 에어컨의 COP는 당시 적용된 사
양으로 설정하였다. 그린 리모델링 전/후 각 기술요소별 적용사항은 Tables 2, 3과 같다.
Table 2. The application status of existing buildings by technology element

Passive
system

Insulation

Internal insulation : ‘라’ grade insulation

Window

Regular double glazing

Window-to-wall ratio
Averag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Active
system

462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5, 2021

23.4%
· Wall : 1.609 W/㎡K
· Roof : 0.667 W/㎡K
· Floor : 0.931 W/㎡K

Lighting
Average light power density

Fluorescent lamp
9.60 W/㎡

Heating system COP (EHP)

3.349

Cooling system COP (EHP)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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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pplications for each green remodeling technology element

Passive
system

Active
system

Renewable
energy

Insulation

· Internal insulation : Add PF board 50 ㎜
· External insulation : Add external
insulation system (Panel +
Semi-non-combustible insulation 75 ㎜)

Window

Low-e double glazing

Window-to-wall ratio

19.9%

Averag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 Wall : 0.570 W/㎡K
· Roof : 0.367 W/㎡K
· Floor : 0.367 W/㎡K

Lighting
Average light power density

High efficiency LED
8.14 W/㎡

Heating system COP (EHP)

4.515

Cooling system COP (EHP)

3.816

Domestic hot water

Electric water heater

Photovoltaic system

5.4 kWp

그린 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 분석 결과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음영 검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시 방위, 설치각도, 음영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대상 건축물
의 방위와의 조화, 옥상 공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태양광 모듈을 배치하였으며, 음영 검
토는 일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analyst 4.0을 활용하였다. 적용한 태양광 모듈의 사양은
Table 4와 같고, 남서향으로 모듈 경사각 11°, 모듈 12매를 설치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모델을
구성하였다. 일조 분석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
공기준에 따른 총 일조 5시간 이상 만족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춘, 추분 중 일조시간이 가
장 짧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KEA, 2021a).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2,
시간대별(08시~16시) 태양광 모듈 음영 검토 결과는 Figure 3과 같고, 총 일조시간 7시간 44
분으로 5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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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s for PV modules

Category
Module Width
Module Height
Rated Power
Short Circuit Current
Open Circuit Voltage
Voltage at Pmax
Current at Pmax

Substance
1,030 ㎜
2,163 ㎜
450 W
10.54 A
53.15 V
44.82 V
10.04 A

Module efficiency

20.2%

Figure 2. Modeling for sunshine simulation and total sunshine time analysis results

Figure 3. Result of shading analysis by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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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개선 분석 결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성능 개선 방법으로 패시브 기술요소를 통한 부하(Load) 및 액
티브 기술요소의 적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에너지생산
량을 극대화해야 한다(KEA, 2021b). 해석 건축물에 적용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는
Figure 4와 같고,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프로그램인 ECO2를 활용하였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
너지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고, 난방에 요구되는 에너지량이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다. 또한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이 186.3 kWh/㎡·yr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4. Applied green remodeling technology
Table 5. Results of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of existing building [kWh/㎡·yr]

New & renewable
Domestic
Heating Cooling
Lighting Ventilation Total
energy
hot water
Energy demand

0.0

54.3

23.4

7.5

23.2

0.0

108.4

Energy
consumption

0.0

35.5

11.4

0.0

23.2

0.0

70.1

Primary energy
consumption

0.0

97.5

31.3

0.0

63.8

0.0

192.6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 grade

0.0

97.5

31.3

0.0

57.5

0.0

186.3

난방 에너지요구량을 저감하기 위한 패시브 기술요소로 외단열 추가, 내단열 보강, 창호 교
체 및 창면적비 축소를 계획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난방 에너지요구량 55.6%의 저
감 효과를, 총 1차 에너지소요량은 리모델링 전 대비 26.1%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냉방 및 조명 에너지요구량도 저감되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Figure 5와 같이 1층의 제조업소
로 사용되던 공간을 그린리모델링 이후 사용 용도를 사무실 및 창고로 변경함에 따라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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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ECO2 프로그램에 내장된 내부 발열요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린리모델링 전 대
비 패시브 기술요소 적용으로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이 140.7 kWh/㎡·yr로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Results of passive technology application analysis [kWh/㎡·yr]

New &
renewable
energy
0.0
Energy demand
(-)
Energy
0.0
consumption
(-)
Primary energy
0.0
consumption
(-)
Primary energy
0.0
consumption for grade
(-)

Heating Cooling
24.1
(-55.6%)
19.5
(-45.1%)
53.7
(-44.9%)
53.7
(-44.9%)

Domestic
Lighting Ventilation
hot water

21.8
(-6.8%)
10.9
(-4.4%)
30.0
(-4.2%)
30.0
(-4.2%)

7.5
(-)
0.0
(-)
0.0
(-)
0.0
(-)

21.3
(-8.2%)
21.3
(-8.2%)
58.6
(-8.2%)
57.0
(-0.9%)

0.0
(-)
0.0
(-)
0.0
(-)
0.0
(-)

Total
74.7
(-31.1%)
51.7
(-26.2%)
142.3
(-26.9%)
140.7
(-24.5%)

Figure 5. Status of usage on the 1st floor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Table 7. Comparison of internal heat gain on the 1st floor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Existing building
Room name

Manufacturer Manufacturer Manufacturer
Office-1 Office-2
-1
-2
-3

Usage profile
in ECO2
Floor area [㎡]

Other living space
20.90

Usage time [hr]
Light power
density
[Wh/㎡d]

After green remodeling

29.27

Small office
30.07

07:00 ~ 18:00
6.12

13.12

20.90

29.27

09:00 ~ 18:00
10.64

6.12

13.12

Storage
Storage / facilities
/ document room
30.07
07:00 ~ 18:00
10.64

Lighting time [hr]

11

6

11

Occupancy
density
[Wh/㎡d]

96

30

0

Equipment
power density
[Wh/㎡d]

8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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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기술요소는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의 교체, 조명밀도 개선, 전기온수기 적용을 계
획하였다. 실내 발열요소인 조명밀도가 그린리모델링 전 9.60 W/㎡에서 8.14 W/㎡로 개선됨
에 따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발열의 감소로 인해 난방 에너지요구량은 1.2 kWh/㎡·yr만큼 증
가하였고, 냉방 에너지요구량은 1.6 kWh/㎡·yr만큼 감소하였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실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
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급탕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전기온수기를 계획하여 동
절기 재실자의 쾌적성 개선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
는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KEA, 2021b)을 동시 고려하였다. 전기온수기(효율 100%)
가 적용됨에 따라 급탕 1차 에너지소요량은 증가했지만, 조명밀도 및 EHP의 냉·난방 COP
(난방 : 3.349→4.515 / 냉방 : 3.333→3.816)가 모두 개선되어 총 1차 에너지소요량은 Table 8
과 같이 패시브 기술요소 적용 단계 이후 3.1% 추가 절감되었다. 또한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
량은 136.6 kWh/㎡·yr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충족 조건인 140.0 kWh/㎡·yr 미만(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달성하였다.
Table 8. Results of additional application active technology [kWh/㎡·yr]

New &
renewable Heating Cooling
energy

Domestic
hot water

Lighting Ventilation Total

Energy demand

0.0
(-)

25.3
20.3
(+5.0%) (-6.9%)

7.5
(-)

17.4
(-18.3%)

0.0
(-)

70.5
(-5.6%)

Energy
consumption

0.0
(-)

15.7
8.9
(-19.5%) (-18.3%)

8.2
(↑)

17.4
(-18.3%)

0.0
(-)

50.2
(-2.9%)

Primary energy
consumption

0.0
(-)

43.1
24.4
(-19.7%) (-18.7%)

22.5
(↑)

47.9
(-18.3%)

0.0
(-)

137.9
(-3.1%)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 grade

0.0
(-)

43.1
24.4
(-19.7%) (-18.7%)

22.5
(↑)

46.6
(-18.2%)

0.0
(-)

136.6
(-2.9%)

Table 9. Results of analysis by applying renewable energy [kWh/㎡·yr]

New &
Domestic
renewable Heating Cooling
hot water
energy
Energy demand

0.0
(-)

Energy
consumption

-17.6
(-)

Primary energy
consumption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 grade
Energy
independent rate

25.3
(-)

20.3
(-)

7.5
(-)

Lighting Ventilation

Total

17.4
(-)

0.0
(-)

70.5
(-)

10.2
5.8
5.3
(-35.0%) (-34.8%) (-35.4%)

11.3
(-35.1%)

0.0
(-)

32.6
(-35.1%)

-48.5
(-)

27.9
15.8
14.6
(-35.3%) (-35.2%) (-35.1%)

31.1
(-35.1%)

0.0
(-)

89.4
(-35.2%)

-48.5
(-)

27.9
15.8
14.6
(-35.3%) (-35.2%) (-35.1%)

30.2
(-35.2%)

0.0
(-)

88.5
(-35.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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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검토를 통한 태양광 모듈 설치의 적정성 확인 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총 1차 에너지소요량이 액티브 기술요소 적용 단계 이후 35.2% 추가 절감되
었다. 본 건물은 전체 전기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서 고루 차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요소 단계별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검토 결과는 Figure 6, Figure 7과
같고, 그린리모델링 전/후 총괄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에너지요구량은 그린리모델링 전
108.4 kWh/㎡·yr에서 70.5 kWh/㎡·yr로 35.0% 저감되었다. 1차 에너지소요량은 난방 97.5
kWh/㎡·yr에서 27.9 kWh/㎡·yr로 71.4%, 냉방 31.3 kWh/㎡·yr에서 15.8 kWh/㎡·yr로
49.5%, 조명 63.8 kWh/㎡·yr에서 31.1 kWh/㎡·yr로 51.3% 절감되어 급탕을 제외한 각 부문
별 에너지소요량에서 큰 폭의 절감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차 에너지소요량은 그린리모
델링 이전 대비 53.6% 절감 및 에너지자립률 35.2%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린리모델링 전 32.8 kgCO2/㎡·yr에서 15.3 kgCO2/㎡·yr로
53.4%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Comprehensive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applying technology step by step (Primary
energy consumption)

Figure 7. Comprehensive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applying technology step by step (CO2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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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rehensive results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에너지비용 및 비용 투자대비 회수기간 분석 결과
연간 발생하는 예상 에너지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단가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된 일반용 전력(갑)Ⅰ 저압전력 요금을 Table 10과 같이 적용하였
고, 기본요금은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에너지비용 산정 결과, Figure 9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전 2,184,725원/년에서 패시브 기술요소 적용으로 1,632,165원/년, 액티브 기술요소 추가 적
용으로 1,588,341원/년, 신재생에너지 추가 적용으로 1,031,509원/년으로 총 1,153,216원/년
만큼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Applied electricity unit fee

Category

Content

Summer season (Jun.-Aug.)

100.7 ₩/kWh

Spring and fall season (Mar.-May, Sep.-Oct.)

60.2 ₩/kWh

Winter season (Nov.-Feb.)

87.3 ₩/kWh

Figure 9. Energy fee calculation results

해당 건물에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비는 Figure 10과 같고,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총 750,498
원/㎡ 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는 121,919원/㎡으로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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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중 총 재료비 33,211,740원 중 패시브 기술요소 8,822,500원(26.6%),
액티브 기술요소 4,809,240원(14.5%), 신재생에너지 8,580,000원(25.8%),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11,000,000원(33.1%)으로 분석되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중 재료비와 에너지 절감비용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산정
한 결과, Figure 11과 같이 패시브 기술요소 7.7년, 액티브 기술요소 4.7년, 신재생에너지 7.4
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9.5년으로 총 28.8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N사의 정기간
행물 내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면적 3,000 ㎡ 미만의 비주거 건축
물의 리모델링 시, 액티브 기술요소, 패시브 기술요소,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고려하도록 제시
하고 있다(NED, 2021). 이를 고려하면 본 건물도 액티브 기술요소가 투자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소형 비주거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시, 액티브 기술요소가 가장 효율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필수 적용해야 하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건축주에게 부담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0. Status of remodeling construction costs

Figure 11. Investment payback period calc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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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ECO2를 활용하여 준공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
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효과에 대해 에너지성능 개선과 비용 투
자대비 회수기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분석 결과, 난방 에너지요구량이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고,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이 186.3 kWh/㎡·yr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2) 패시브 기술요소 적용으로 기존 건축물의 난방 에너지요구량이 가장 높은 것을 우선 고
려하여 단열재가 노후화되어 경년열화로 인한 열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내
단열 보강과 열교를 저감하기 위해 외단열을 추가하였다. 창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창호를 교체하고 창면적비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난방 에
너지요구량 55.6% 저감과 1차 에너지소요량이 26.1% 절감되었다. 등급용 1차 에너지소
요량은 140.7 kWh/㎡·yr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3) 액티브 기술요소로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를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 기존 형광등에서
전면 LED로 교체, 동절기 재실자 쾌적성 향상을 위해 전기온수기를 적용하였다. 전기온
수기가 적용됨에 따라 급탕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은 증가했지만, 조명밀도 개선 및 고효
율 EHP를 적용하여 총 1차 에너지소요량은 패시브 기술요소 적용 단계 이후 3.1% 추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은 136.6 kWh/㎡·yr로 신·
재생에너지가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달성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 적용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
해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일조 7시간 44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인 총 일조 5시간 이상을 충족하였다. 1차 에너
지소요량은 액티브 기술요소 적용 단계 이후 35.2% 추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에너지요구량은 그린리모
델링 전 108.4 kWh/㎡·yr에서 70.5 kWh/㎡·yr로 35.0% 저감되었다. 1차 에너지소요량
은 난방 97.5 kWh/㎡·yr에서 27.9 kWh/㎡·yr로 71.4%, 냉방 31.3 kWh/㎡·yr에서 15.8
kWh/㎡·yr로 49.5%, 조명 63.8 kWh/㎡·yr에서 31.1 kWh/㎡·yr로 51.3% 절감되어 급탕
을 제외한 각 부문별 에너지소요량에서 큰 폭의 절감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차 에너
지소요량은 그린리모델링 이전 대비 53.6% 절감 및 에너지자립률 35.2%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린리모델링 전 32.8 kgCO2/
㎡·yr에서 15.3 kgCO2/㎡·yr로 53.4%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에너지비용 및 비용 투자대비 회수기간 분석 결과, 그린리모델링으로 연간 발생되는 에
너지비용은 1,153,216원/년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린리모델링 재료비를 기준
으로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총 28.8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린리모델링 재료비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린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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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량화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Light BEMS)의 개발·보급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1차 에너지소요량의 최소화
로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는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생산
량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계획하는 것을 피하기 위
해서는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건
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주로 활용되는 ECO2는 월별 분석과 입력
값에 대한 제약으로 다양한 설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타 동적 건물에너지해석 프로
그램(EnergyPlus, TRNSYS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개선을 위한 기술요소들의 비
용효율을 고려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
델링을 시행하는 건축주들에게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진행할 연구는 동
일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공사비 및 에너지비용 경제성 평가, 그린리모델링 이후 1년치의
건물에너지 실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와의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
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가성비가 고려된 기술요소들의 실효성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향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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