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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ilding can contribute to reduce the energy usage dramatically and can be applied to new building 

projects. This paper explored the efficient construction process for sustainable and green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will be performed on the new green building projec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will be carred out as 

well. For this background, a pilot project of POSCO Green Building provides how to invigorate the low-energy 

green building which ensure quality and performance by establishing process concept of construction phase to 

realize the sustainable green building.

최근의 건설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요소기술을 이용하여 그린빌딩이라는 개념으로 친환경 건축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스코그린빌딩의 시범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그린빌딩을 구현하기 위한 시공과정의 프로세스 개념을 정

립하여 품질성능을 확보한 저에너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포스코그린빌딩은 Base model을 기반으로 60%, 100% 절감모델을 다양한 친환경요소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시범프로젝트이다. 품질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과정의 통합프로세스는 운영지침을 통해 발주자 이하 건축설계, 시공자, 컨설팅 그리고 전체를 조율하고 통합

시키는 Project manager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 조직은 그린빌딩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초기단계부터 협업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실무프로세스 혁신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시공과정에 이어 적용함으로써 최적화된 현장운영프로세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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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전문가그룹 및 수행조직이 필요하다.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과정이 친환경건축의 품질성능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를 각 요소에 배치하고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구성

하고, 이를 완성 및 유지하기 위해 참여주체간 세부업무분장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품질이 확보된 그린빌딩 완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친환경 시공프로세스를 완성토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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