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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elements to apply in Korea by putting

together and reclassifying four foreign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systems related to regeneration spaces -

LEED in USA, CASBEE in Japan, BREEAM in England and BEAM in Hong Kong - and analyze and evaluate

domestic and foreign spaces which were certified as Environment-friendly spaces in order to offer plan guidelin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friendly elements in regeneration spaces and to encourage

them.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green building were studied through documentary survey. In addition,

green certification system of the present domestic new spaces and foreign regeneration spaces was studied and

assessment tools for indoor regenerated spaces-related green certification system were developed. With checklists

which are developed in this study, level of going green of foreign spaces certified environment-friendly was

asse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clusion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case research of

spaces-certified green of Hong-Kong's existing buildings with a developed checklist, application of general

assessment part was all alike, but that of detailed assessment part was different. However, Hong Kong showed

superiority in lighting energy saving, separate collection of recyclable domestic waste, recycling by-product and

management. In addition, Hong Kong applied eco-friendly planning elements maintaining buildings in their

condition as possible as it could with management, use of green program, replacement with high efficiency

lighting, monitoring system, installation of recycling bins and energy saving by attaching reflectiv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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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에너지고갈문제는 과학기

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건축분야에서도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느끼고 “친환경 건축”이라는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각국에서는 친환경건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인증 제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친환경 건축 및 환

경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하나로

서 재생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재생 공간은 기존의 노후화된 공간의 성능개선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자원소비량 및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이미 친환경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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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규 건물과 공간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건물을 재생 또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공간의 친환경 사례분석에 관한 연

구로서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들을 종

합·분석하여 친환경 재생공간의 체크리스트를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홍콩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공간의 친환경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생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개발에 실용적인 단계로서 본 논문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재생 공간1)에서 나타나는 친환경요소의 중

1) 기존의 건물을 내부 구조나 외부 형태의 변경 등을 통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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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계획지침을 제시하기 위

한 것으로 국내에는 재생공간에 관련하여 친환경인증제

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이

없는 실정으로 홍콩의 기존 건물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공간을 사례 분석한다.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다른 인증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의 재생공간관련 친환경 인증제도

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구성이

나 평가항목, 평가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

내에 재생공간 친환경인증제도 개발에 앞서 국외에서 사

용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각기

다른 인증제도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평가항목

은 필수 평가항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국내에서 재생공간 인증제도를 개발하기에 앞서 추출된

평가항목을 기초자료로 삼아 실용적인 단계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을 위해 홍콩 친환경 인증제도 BEAM PLUS

를 통해 홍콩의 친환경인증 건물을 6개 선정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촬영과 관찰, 관련 관리자 면담을

통하여 건축경위 및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를 통

하여 최대한 친환경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홍콩의 친환경 인증공간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공간의 친환경 인증제도와

홍콩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이 유

사하며 또한 이곳의 기존 건물관련 친환경 인증제도와

친환경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정책이

국내에 필요한 재생공간 친환경 인증제도의 개발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친환경 재생공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친환경 건축의 개념과 특성2)

(1) 친환경 건축의 개념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림만택(2006)은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목표로 에

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할 수 있게 하고, 쾌적하고 건

강한 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이라 정의하였고, 함정도 외

사용 또는 재사용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법규적인 용어로는 증축,

개축, 수선, 대수선 등의 행위에 의해 구체화되며, Remodeling,

Renovation, Restoration, Reuse 등을 포함한다.

2) 본 연구는 다음 참고문헌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함정도·노정선, 친환경 건축의 이해, 기문당, 2003, pp.9-11, p.71

대한건축학회, 친환경 건축의 이해, 기문당, 2009, pp.9-24

한국건축가협회ㆍ(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친환경건축설계가이드

북, 발언, 2009, pp.34-45

1인(2003)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

의 보전, 쾌적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중에 발

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

물”로 정의하였다.

친환경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위적 건축 환경을 소

단위의 생태계로 만들어 자연생태계에 가해 없이 유기적

으로 연계·조화시키는데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생활욕구가

생존공간의 생태학적 특성과 균형·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것이 건축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친환경 실내 재생공간의 개념과 특성3)

재생공간은 신축 및 재건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

의 건물이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기존의

건물을 특정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건물을 실용성 있게 상향

조정하는 행위를 Recycl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생 공간은 자원소비량 및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친

환경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자원소비량 및 폐

기물을 저감하는 것은 친환경건축의 한 요소일 뿐 이 밖

의 환경적 배려가 없는 재생 공간을 친환경건축의 범주

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재생 공간 중에서도 재

생을 시작한 시점부터 생애기간에 걸쳐 친환경을 고려하

여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며 폐기하는

행위를 친환경 재생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4)

친환경 재생공간은 건축기능의 개선, 설비 및 시설의

노후화 개선을 기본으로 이를 시행하는 방법상 환경부하

를 최소화하고 자연과의 접촉을 최대화하는 목적을 갖는

다. 또한 건축자재의 선정에 있어서도 거주자의 안녕과

건강을 고려하여 재료의 재생가능성 및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재생 공간은 기존건물과 그 구조를 개선하여 건축 공

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신축건물에 비하여 비용

이 절감되고, 공기단축에 유리하며 법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생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건축의 조기감실로

인한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전반의 폐해를

줄여 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며,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며 기

존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등 사회적 환경친화성 등을 높

3) 본 연구는 다음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연구자가 재종합함

일본산업조사회, 건물리모델링매뉴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p.11

양원석, 리모델링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요소에 관한 비교분석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pp.4-6

나정민, 건축물리모델링의 보수보강기법, 대한건축학회 제51권 제

12호, 2007.12, pp.35-44

4) 신창숙·이종국, 친환경 생태개념을 적용한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에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1호, 2005.1,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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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위가 될 것이다.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주

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

는 동시에 인간의 건강과 쾌적성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생태계에 해가 되는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건축이 필요하듯이 친환경 재생

공간 또한 실현되어야 한다.

(3)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친환경 계획요소

다음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친환경 공간에 관

한 연구논문을 조사한 표이다.

연구자 및 논문명 연구내용 계획요소의 분류

도광수(2003), 리모델

링을 위한 친환경아

파트 계획요소의 평

가, 연세대 석사논문

국내외 인증제도를 통해

평가항목도출, 설문조사를

하여 중요항목을 도출.

공동주택 친환경 리모델링

사례분석으로 과정수행.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 환경

임미경(2002), 공통주

택단지의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에 관한 연

구, 중앙대 석사논문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시

적용가능한 환경친화적 계

획요소를 추출, 공동주택단

지의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향후방안을

제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자연에너지, 폐에너지 이용

 수자원 절약 및 재이용

 친환경 건축자재의 이용

 실내환경의 개선

 자연생태보전, 자연환경친화

 실내가변성확보

박인(2001), 생태적

리노베이션 요소의

효과적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제21권 2호

생태적 기법의 리노베이션

사례를 통해 적용기법도출,

생태적 리노베이션의 적용

방안을 제시.

 친환경적 외부공간조성기법

 태양열활용

 설비시스템

 쾌적환경조성

 공급처리시스템

 축생산 및 유지관리

신동홍(2000), 환경친

화적 측면에서 리노

베이션 계획방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제20권 2호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친화

계획요소를 추출, 사례분석

을 통해 적용된 환경친화

적 리노베이션 계획요소와

방법을 종합하여 적용방안

제시.

 환경보전

 에너지 이용

 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건축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친환경연구논문조사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통하여 친환경 계획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요소가 에너지 항목으로 모든 선행연구에서

채택이 되었고, 다음은 자원활용, 생태환경보전, 쾌적한

실내환경의 순서로 친환경계획요소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친환경 재생공간 계획지침 추출

3.1. 친환경 재생공간 관련 인증제도

(1) 미국LEED :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s5)

LEED Version3.0은 신축건물과 리모델링 건물을 같은

평가항목으로 심사하고 있다. 크게 7개의 평가분야로 나

뉘며 57개의 일반평가항목으로 건물을 평가한다.

5) 미국 친환경건축의회, http://www.usgbc.org/

구분 내용

평가항목

및 점수

지속가능한 토지의 사용 24점

총점

110점

수자원효율 11점

에너지와 대기환경 33점

재료와 자원 13점

실내환경 19점

창의적 디자인 6점

지역적 특성우선 4점

프로그램

인증기본

조건항목

1 공사기간 중 공해유발 방지

2 물 소요수량 감소

3 건물 에너지 정책 전반

4 에너지 사용 최소화

5 기초적 냉각제 사용 대책

6 재생가능한 재료들의 수집과 보관

7 최소 실내공기 품질관리

8 담배연기환경(ETS : Environmental Tobacco Smoking)관리

평가등급

LEED Green Building Certified 40-49점

LEED Green Building Silver Level 50-59점

LEED Green Building Gold Level 60-79점

LEED Green Building Platinum Level 80점 이상

<표 2> LEED 2009 for Major Renovations 평가항목 및 점수

(2) 일본 CASBEE : CASBEE For Renovation 20106)

일본의 친환경 건축은 환경공생주택 인증제도와

GBTool을 기반으로 개발한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SystemforBuildingEnvironmental Efficiency)

로 평가된다. 일본의 국토교통성 주택국과 건축환경 에

너지절약기구의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하였으며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에 양질의 환경품질성능을 가진 건축물,

환경부하가 적은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물 종합

환경 성능평가도구이다. CASBEE는 사전디자인단계, 실

시설계와 시공완료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하고, 2개의 부

문과 6개의 세부부문으로 이루어져, 36개의 평가항목과

82개의 세부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다.

구분 내 용

프로

그램

구성

-기본적인 정보(Main) -평가결과(Result) -평가항목의 득점표시(Score)

-평가수행(Q1, Q2, Q3, LR1, LR2, LR3) -가중치(Weight)

평가

항목

건축물의 환경품질성능

Q1 실내환경 0.4

Q2 서비스성능 0.3

Q3 부지내 실외환경 0.3

건축물의 환경부하저감성

LR1 에너지 0.4

LR2 재료 및 자원 0.3

LR3 실외환경 0.3

<표 3> CASBEE 프로그램 구성 및 평가항목

CASBEE는 엑셀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상의 메인 시트에 총 바닥 면적 등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각 항목을 채점하면 그 결과가 평가

결과 시트에 그래픽으로 표시된다.

BEE 그래프는 가로축에 L값, 세로축에 Q값을 그린

좌표로, 좌표를 그린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기울기가

BEE의 값이 된다. Q의 값이 클수록 환경품질·성능이 우

수하고, L의 값이 작을수록 환경부하가 낮다.

6) CASBEE, http://www.ibec.or.jp/CAS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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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 BEE값 표현

S Exellent BEE=3.0이상 Q=50 또는 이상 ★★★★★

A VeryGood BEE=1.5∼3.0 ★★★★

B+ Good BEE=1.0∼1.5 ★★★

B- FairyPoor BEE=0.5∼1.0 ★★

C Poor BEE=0.5미만 ★

<표 4> CASBEE평가에 의한 건축물 등급 및 BEE값

<그림 1> BEE값에 의한 그래프

(3) 영국 BREEAM : 2010년 for Major Refurbishment7)

BREEAM은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명백한 증거

가 있고 디자인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만을 성능평가기준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적

영향이 크지만 현재의 기술로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과 실제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명확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향후 성능평가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아래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만들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크게 9개의 평가분야로 나누어

져, 32개의 세부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73점을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

한다.

구분 내용 점수

평가항목

유지관리(Management) 11

건강&복지(Health & Well-being) -

에너지(Energy) 23

교통(Transport) -

수자원 절약(Water) 5

재료(Materials) 15

폐기물(Waste) 5

대지 및 생태(Land use& Ecology) 10

오염(Pollution) 9

혁신성(Innovation) 10

총점 83 점

평가등급

UNCLASSIFIED 30점 미만

PASS 30점 이상

GOOD 45점 이상

VERYGOOD 55점 이상

EXELLENT 70점 이상

OUTSTANDING 85점 이상

<표 5> BREEAM for Major Refurbishment 2010의 평가기준과 등급

(4) 홍콩 BEAM PLUS for Existing Buildings 2010 Version1.18)

BEAM PLUS는 크게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에 대한

7) BREEAM, http://www.breeam.org/

8) HK BEAM SOCIETY, http://www.beamsociety.org.hk/

평가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주거, 상업, 공공건물 및 상업

용 건물을 평가할 수 있다.

BEAM PLUS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근거한 자발적인

평가방식으로 그린빌딩의 필수 전제조건, 이행조건, 추가

평가점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요소는 총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 안에는 친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고, 각각의 항목별로 일정

한 점수(Credit)을 주게 된다. 다음은 BEAM PLUS의 카

테고리와 해당 가중치에 대한 표이며, 전체 평가등급은

해당 항목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에너지사용범주의

가중치가 가장 높다.

CATEGORY WEIGHTING(%)

Site Aspects (SA) 25

Material Aspects (MA) 8

Energy Use (EU) 35

Water Use (WU) 12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20

Total 100

<표 6> BEAM PLUS카테고리와 가중치

BEAM PLUS의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소 세 가

지 카테고리의 가중치를 포함하여 획득해야하며, 혁신과

추가 카테고리(IA)의 Credit의 숫자를 획득해야한다.

평가 기준 및 각각의 등급은 다음 <표 7>에 나타나

있다.

등급 전체 토지
에너지

사용

실내환경

품질

혁신,

추가(IA)
평가

PLATINUM 75% 70% 70% 70% 3credit (Excellent)

GOLD 65% 60% 60% 60% 2credit (Very good)

SILVER 55% 50% 50% 50% 1credit (Good)

BRONZE 40% 40% 40% 40% - (Above average)

<표 7> BEAM Plus Certification Levels

3.2. 인증제도 재분류에 의한 평가항목 도출

(1) 동일한 분류 체계에 의한 평가항목 재분류

국내외 인증제도들은 평가목적, 성능기준 그리고 서로

다른 분류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 상호 비교가 불

가능하고, 같은 평가항목이라 해도 인증제도에 따라 서

로 다른 건축물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를 기준으로 각국의 인증 제도를 8

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토지이용분야에서 생태학적 가치는 부지선정, 대

지개발 오염지역 환경개선 재개발, 토지의 재사용의 항

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 분야의 교통부하저감은 대

중교통 이용가능성과 자전거보관소/샤워실의 항목, 지역

기반시설의 부하억제의 항목으로 되어있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의 에너지효율향상

에 관한 부분은 에너지성능 최적화설계, 에너지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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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CO₂배출량의 감소, 주차공간 환기시스템의

항목으로 나타나 있다. 계량기설치에 관한 부분은 에너

지관련 시스템대상 측정 및 검증, 에너지의 효율적인 기

기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명에너지 절약부분은 최소

한의 에너지성능설계, 조명제어, 외부조명장치의 항목으

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부분은 신

재생 에너지적용, 자연에너지 직접이용, 변환이용, 저탄

소, 제로탄소 기술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재료 및 자원분야에서 폐기물 최소화부분은 공

사중 폐기물 관리,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되어있다. 지속가

능한 자원활용 부분은 재활용자재사용, 자재의 확실한

출처명시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부분에서 건

물재사용, 기존 건축구조의 재사용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 사용과 인증목재 적용,

견고한 디자인, 오존 감소물질 사용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넷째, 수자원 분야에서 수순환체계 구축부분은 물사용

량 저감, 누수감지기설치, 수질보전계획,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수자원감사의 항목으로 되어있다. 수자원절약 부

분은 조경용수효율화와 혁신적인 오수기술 적용, 빗물과

중수도 용수, 관개효율성과 하수관으로 흐르는 폐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분야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부분은 오염물질 방출자재, 실내입자상

과 화학물질, 오염원제어, 대기오염방지, 오염물질 함유

재료 사용방지, 냉매누수방지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 번째, 유지관리 분야에서 체계적인 현장관리부분

은 건설중 비산먼지등 오염물질 방지활동, 건설부지에

미치는 영향, 신중한 건설업자의 항목으로 나타나며, 효

율적인 건물관리 부분에서는 커미셔닝 구축, 유지관리

고려한 설계, 이용자를 위한 지침서 제공의 항목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일곱 번째, 생태환경 분야에서 생물환경의

보존과 창출, 대지재사용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번째, 실내환경 분야에서 공기환경은 최소한의

실내공기질 성능, 필요환기량 증대, 외기도입량 모니터

링, 화학오염물질사용억제, 자연환기성능, CO2의 감시(모

니터링), 주차공간의 공기의 질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온열환경은 온열쾌적성, 실내온도설정, 구역별 제어성능,

시간외공기조절, 공조방식지역, 자연환기지역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환경은 바닥차음성능, 경계벽 차음성

능, 개구부 차음성능, 설비소음대책, 소음감소, 실내 음향

시설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빛환경은 자연채광과

조망, 방위별 개구, 조명기구의 눈부심, 점유공간의 인공

조명, 비점유공간의 인공조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재분류된 인증제도에 의한 평가항목 비교

체크리스트는 다음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연구자가 종

합하여 재분류한 것으로 1.미국의 LEED, 2.일본의

CASBEE, 3.영국의 BREEAM, 4.홍콩의 BEAM PLUS

의 순서이다. 평가항목에서 2개 이상의 체크를 받은 항

목을 취합하여 친환경 재생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리

스트로 작성하였다. 다음은 국내외의 친환경 인증제도에

서 재생공간에 관련하여 나타난 평가항목을 취합하여 비

교한 표이다.

계획요소 1 2 3 4 계

토지

이용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3

교통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설치 ■ □ □ □ 1

에

너

지

에너지효율향상 ■ ■ □ ■ 3

신재생에너지이용 ■ □ □ ■ 2

계량기 설치 ■ □ □ ■ 2

조명에너지 절약 ■ ■ □ ■ 3

재료

및

자원

라이프사이클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 ■ □ □ 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4

공업화 공법 및 환경관련 신기술 적용 ■ ■ □ ■ 3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 2

지정부산물 및 기타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비율 ■ ■ ■ ■ 4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벽 재사용 ■ ■ ■ ■ 4

기존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 ■ ■ □ ■ 3

수

자

원

물 사용량 절감 ■ ■ ■ ■ 4

우수이용 ■ ■ □ ■ 3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 타당성 ■ ■ ■ □ 3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4

중수도설치 ■ ■ ■ ■ 4

오염
이산화탄소배출절감 ■ ■ ■ ■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사용금지 ■ ■ ■ ■ 4

유지

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 □ □ 2

운영/유지관리문서 및 지침제공 ■ ■ □ ■ 3

TAB 및 커미셔닝 실시 ■ □ □ ■ 2

사용자 메뉴얼 제공 □ ■ ■ ■ 3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배치 및 시스템

변경용이성
□ ■ □ □ 1

생태

환경

연계된 녹지축조성 ■ ■ □ □ 2

생태면적률 ■ ■ ■ □ 3

자연지반녹지율 ■ ■ ■ □ 3

비오톱조성 ■ ■ ■ □ 3

표토재활용율 ■ □ ■ □ 2

실내

환경

환경흡연제어 □ ■ □ □ 1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억제 ■ ■ □ □ 2

각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 ■ □ ■ 3

실내오염물질의 농도감소작업 ■ □ □ ■ 2

소음감소 □ ■ ■ ■ 3

자연환기성능확보여부 ■ ■ □ ■ 3

자연채광과 조망 ■ ■ □ ■ 3

실내공기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 ■ □ ■ 3

외기 급ž배기구의 설계 ■ ■ □ ■ 3

CO₂모니터링시스템구축 및 환기량 평가 ■ ■ □ □ 2

노약자·장애자 배려 □ ■ □ ■ 2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 ■ □ □ 1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 □ ■ 2

<표 8> 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의 재생공간 관련 평가항목 비교

4. 친환경 인증공간의 사례분석

4.1. 홍콩 재생공간 사례개요

(1) 사례공간 개요

홍콩의 사례대상 다양한 용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주

거, 업무, 상업, 판매 및 업무, 복합건물, 학교시설을 사

례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은 사례공간에 대한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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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on Lok Dai Ha

용도 주거시설 건립년도 2006년

건축면적 12,218.182㎡

2. Skyline Tower

용도 업무시설 건립년도 2003년

건축면적 6,200㎡

3. Metro plaza

용도 상업시설 건립년도 1991년

건축면적 15,800㎡ web site http://www.metroplaza.com.hk/

4. Grand century place

용도 판매 및 업무시설 건립년도 1997년

건축면적 66,645㎡ web site www.grandcenturyplace.com.hk

5. Festival Walk

용도 복합건물시설 건립년도 1998년 11월

건축면적 21,000㎡ web site http://www.festivalwalk.com.hk

6.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용도 학교시설 건립년도 2009년

건축면적 1,467.80㎡ web site http://www.polyu.edu.hk

<표 9> 사례분석 대상지

(2) 평가항목별 사례분석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오염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총 7가

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으며,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여 어

떤 방법으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에서는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

치, 대중교통에의 근접성으로 평가한다.

사례지 내용 이미지

M.L.D.H

1964년에 건설된 주택대발단지에 대한 홍콩주택협회

의 재사용 프로젝트로 계획되었으며, 기존대지의 재사

용으로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였다.

S.T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였다.

M.P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향상을 높였다.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어 대중교통 근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G.C.P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향상을 높였다.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어 대중교통과 접근이 용이하다.

F.W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향상을 높였다.

지하철과 연계되어 대중교통과의 근접하다.

H.K.P.U 부속건물의 재생프로젝트로 리모델링

<표 10> 토지이용 및 교통분야 평가내용

2) 에너지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이

용, 계량기 설치, 조명에너지 절약을 여부를 평가한다.

사례지 내용 이미지

M.L.D.H

-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선

- 전자식 안정기 및 타이머 제어시스템 사용

- 조명에너지 절약운동

- 지붕다시잇기, 건물외벽의 타일붙이기로 에너지보존

S.T
- 에너지절약

- BMS 에어컨시스템으로 에너지저감--

M.P

- 쓰레기, 전기 및 물소비의 감축으로 에너지절약계획

- 기계환기 시스템으로 에너지감축

- 냉각효율성을 위해 냉각타워 개선

- 태양열가열기와 태양열 조명설치로 대체에너지 이용

- 고효율 램프교체로 조명에너지 절약

G.C.P

- 더블글레이징 글라스로 에너지 절약

- 고효율램프교체로 에너지 절약

- 기존의 전자기식 밸러스트를 전자밸러스트 조명교체

- 풍력, 태양광 발전등의 천연자원 이용

F.W

- 에너지관리 시스템으로 에어컨시스템의 효율성향상

- 에너지낭비 관리 등의 종합적인 개선 관리로 에너지

절약실천

- 고효율램프 교체로 조명에너지 절약

H.K.P.U

- 금속성 돌출부와 수직의 차폐물로 효율적인 열 제어

와 차양기능

- 유리판의 도자기 유리질패턴자재의 사용으로 눈부심

과 열 흡수감소

<표 11> 에너지분야 평가내용

3) 재료 및 자원

재료 및 자원부문에서는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

경인증제품 사용여부, 공업화 공법 및 환경관련 신기술

적용,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지정부산물 및 기타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비율,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벽

과 비내력벽 재사용의 여부를 평가한다.

사례지 내용 이미지

M.L.D.H

- 재활용 재료 사용

- 재활용자원의 분리수거함

- 건설용 강철거푸집의 재사용

- 경량의 블록워크분할 형태의 디자인으로 쓰레기감소

- 건설 및 해체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S.T
- 반사하는 커튼벽설계로 건물의 외피부하 저감

- 쓰레기 재활용함 설치

M.P

- 크리스탈 아트리움에 반사필름 코팅설치로 열흡수

최소화

- 폐기기, 쓰레기, 중고서적 재활용

- 재활용함과 분리수거함 설치

G.C.P

-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전환기계도입

- 에너지 소비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재료 및 자원의 재활용

F.W - 쓰레기의 재사용과 재회수, 재활용

H.K.P.U

- 알루미늄 판과 커튼벽 시스템의 재료의 재활용

- 기름이 필요 없는 자성에 의한 에어컨 냉각장치 도입

- 건설과정 중 건축쓰레기관리, 폐수관리

<표 12> 재료 및 자원분야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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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자원

수자원 부문에서는 물 사용량 절감, 우수이용,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 타당성,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중

수도설치의 여부를 평가한다.

사례지 내용

S.T

- 빗물을 용수로 재활용하여 우수이용

- 냉각시스템의 강제배수로 수자원을 위생용수로 재사용

- 절수기기의 사용으로 물소비 절약

M.P - 빗물수집시스템으로 우수이용

F.W - 최신용수 관개시스템로 수자원 절약

<표 13> 수자원분야 평가내용

5) 오염과 유지관리

오염과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절감, 오

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사용금지,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 운영/유지관리문서 및 지침제공,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사용자 메뉴얼 제공에 대한 여

부를 평가한다.

사례지 내용

M.L.D.H

- 단지내 환경보호 활동과 이벤트로 친환경 교육

- 다양한 시설성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

S.T

-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 환경정책 지침 개발

-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의식 고취

- 환경의식 고양을 위해 소식지, 워크숍 등의 활용

- 환경관리 ISO14001인증으로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

M.P

- 그린관리프로그램으로 5%의 탄소배출저감

- 임차인을 위한 6R 환경관리정책

- EMSD(기전공정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빌딩관리시스템의 전기사용패턴 진단

- 탄소감사서비스 무료제공

G.C.P - 친환경 정책 실시 -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F.W

- 임차인·계약자를 위한 기술지침 제공

-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정책과 지속가능 개발보고서 출판

- 에너지 감사 무료제공

- 대학과 연구 협력하여 에너지효율개선 기술 및 지침개발

H.K.P.U

- 친환경 고효율 냉각장치로 탄소감소와 에너지 절약

- BMS(빌딩관리시스템)으로 조명에너지 절감, 제어장치, 열 회복장

치 등의 다양한 환경제어장치

- 건설과정 중 환경제어 모니터링

<표 14> 오염과 유지관리분야 평가내용

6) 생태환경

생태환경 부문에서는 연계된 녹지축조성, 생태 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비오톱조성, 표토재활용율의 여부를 평

가한다.

사례지 내용 이미지

M.L.D.H
- 실내 및 실외지역을 위한 광범위한 조경으로 공기의

질과 거주 적합성의 향상을 높였다.

<표 15> 생태환경 평가내용

S.T

- “미션그린썸(Mission Green Thumb)”의 묘목채택프로

그램이 있으며, 임차인과 직원이 함께 그린커뮤니티

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 시험지붕정원인 “미션그린탑(Mission Green Top)”으로

그린루프설치하여 장앤인들에 의한 유기농업장소 제

공하고 있다.

- 옥상녹화를 설치하여 생태환경을 제공해 준다.

M.P

- 지붕정원에 잔디와 개방된 광장으로 건물의 실내온

도를 낮추고 에어컨 시스템의 가동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G.C.P

- 2,400평방마일의 조망지역으로 5층, 9층 연단 및 치

도에 넓은 조경지역을 제공하고 있다.

- 조망지역의 사용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처

를 제공하고 있다.

7) 실내환경

실내환경 부문에서는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억제, 각실

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실내오염물질의 농도감소작업, 소

음감소, 자연환기성능확보여부, 자연채광과 조망, 실내공

기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외기 급ž배기구의 설계, CO₂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및 환기량 평가, 노약자·장애자 배

려,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관한 여부를

평가한다.

사례지 내용 이미지

M.L.D.H

- 공공실내공간과 순환공간을 위한 통풍

- 자연광 투과율의 최대화

- 노인, 장애인을 위해 승강기 시설 개선

- 노인을 위해 아파트 내부 개보수

- 건설중 소음과 먼지오염방지

S.T
- 휴식공간 제공

-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공기처리장치 설치

M.P
- 휴식공간제공

- 천장의 채광창으로 자연채광유입

G.C.P

- 공기의 질 개선

- 주차유도시스템으로 공기의 질과 온도개선

- 더블글레이징 글라스로 자연채광의 최대화

- 조망과 휴식처 제공

F.W

- 천장의 채광창으로 자연채광과 조망 확보

- 노약자, 장애자를 배려한 시설

-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 조성

H.K.P.U

- 천장의 채광창으로 자연채광의 최대화

- 지붕에서 자연환기제공

- 지붕에 온도제어장치 설치

- 건설과정 중 공기질제어, 소음완화

<표 16> 실내환경분야 평가내용

4.2. 사례분석을 통한 친환경 재생공간 계획지침

비교·분석

본 연구는 친환경 계획요소의 비교를 위해 친환경계획

요소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다음<표 17>에서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체크리스트로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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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
홍콩 재생공간

1 2 3 4 5 6 계

토지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 ■ 6

교통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 ■ 4

에

너

지

에너지효율향상 ■ ■ ■ ■ ■ ■ 6

신재생에너지이용 □ ■ ■ ■ ■ □ 4

계량기 설치 □ ■ ■ □ □ ■ 3

조명에너지 절약 ■ ■ ■ ■ ■ ■ 6

재료

및

자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 □ 1

공업화 공법 및 환경관련 신기술 적용 □ ■ ■ ■ ■ ■ 5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 ■ ■ 6

지정부산물 및 기타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비율
■ ■ ■ ■ ■ ■ 6

기존건축물의 주요구조벽 재사용 ■ ■ ■ ■ ■ ■ 6

기존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 ■ ■ ■ ■ ■ ■ 6

수

자

원

물사용량 절감 □ ■ ■ □ ■ □ 3

우수이용 □ ■ ■ □ ■ □ 3

생활용상수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 □ 2

우수부하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 □ 2

중수도설치 □ ■ □ □ □ □ 1

오염
이산화탄소배출절감 □ ■ ■ □ □ ■ 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사용금지 □ □ □ □ □ ■ 1

유지

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 ■ □ ■ □ 3

운영/유지관리문서 및 지침제공 ■ ■ ■ ■ ■ □ 5

TAB 및 커미셔닝 실시 ■ □ □ □ □ □ 1

사용자 메뉴얼 제공 □ ■ ■ ■ □ □ 3

생태

환경

연계된 녹지축조성 ■ ■ □ ■ □ □ 3

생태면적률 ■ ■ ■ □ □ □ 3

자연지반녹지율 ■ □ □ ■ □ □ 2

비오톱조성 □ □ □ □ □ □ 0

표토재활용율 □ □ □ □ □ □ 0

실내

환경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억제 □ ■ □ □ ■ □ 2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 □ ■ ■ ■ ■ 4

실내오염물질의 농도감소작업 □ □ □ ■ □ ■ 2

소음감소 □ □ □ □ □ ■ 1

자연환기성능확보여부 ■ □ □ ■ □ ■ 3

자연채광과 조망 ■ □ ■ ■ ■ ■ 5

실내공기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 ■ □ ■ □ □ 2

외기 급ž배기구의 설계 □ □ ■ ■ ■ □ 3

CO₂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환기량

평가
■ ■ ■ ■ □ □ 4

노약자·장애자 배려 ■ ■ ■ ■ ■ □ 5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 ■ ■ ■ ■ 6

계 18 27 24 23 21 18

<표 17> 사례분석을 통한 친환경 재생공간 계획지침 체크리스트

토지부문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생태학적 가치의 향상

을 높였으며, 교통분야 또한 대부분의 공간이 대중교통

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였고, 셔틀버스의 운영으로 접근성

을 높였다. 에너지부문에서는 모든 공간이 에너지효율향

상과 조명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었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운영으로 에너지저감을 실천하고 있었다.

재료 및 자원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공간이 체크리스트

를 모두 충족시켰으며, 공사 중 생긴 폐기물이나 자원을

재활용하여 건물에 사용하는 등의 재활용 재료 사용과

반사하는 커튼벽 설계와 반사필름 코팅 설치로 열 흡수

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수자원 부문은 공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Skyline Tower와 Festival Walk의 경우 모든

체크리스트를 충족하였으나, 다른 공간은 거의 충족시키

지 못하였다.

오염분야는 업무공간과 쇼핑몰의 경우 주차장에서의

이산화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었고, 유지

관리부문은 대부분의 공간이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를 위한 환경정책 지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생

태 환경분야는 녹지축조성이나 생태면적률의 확보는 하

고 있으나 다른 항목은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

실내 환경분야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자연채광과 조망,

CO₂모니터링 시스템구축과 노약자·장애자 배려와 거주

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대한 항목을 잘 충족

시키고 있었다. 건물별로 체크리스트 결과를 보면 총 39

개의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Skyline Tower가 27개의 항

목을 충족하여 가장 높았으며, MoonLokDaiHa와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가 18개 항목으로 가

장 낮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재생공간의 친환경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로

서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들을 종합·

분석하여 친환경 재생공간의 체크리스트를 추출하고 이

를 통하여 홍콩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공간의 친환경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홍콩 재생공간은 토지,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수자원,

오염, 생태환경 부문은 부족하게 나타났다.

“토지이용”부문은 모든 공간에서 기존 대지를 재사용

하거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향상시켜 토지이용

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조명에너지 절약에 관한 항목이 높게 나타

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한 것

으로 보아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재료 및 자원”부문은 모든 공간에서

추출된 평가항목 대부분을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자재

및 재려니 폐기물 등의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잘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자원”부문은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평가항목을 거의 충족하지 못한 것으

로 보아, 아직 수자원에 관한 중요성은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염”부문은 거의 모든 공

간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을 통

해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감소를 달성하고 있다. “유지관

리”부문은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특히 우수하

게 나타났다. 친환경적으로 계획된 공간을 운영하고 유

지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 간의 협력이 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태환경”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나, 생태면적률, 자연지

반 녹지율, 비오톱 조성, 표토재활용율의 평가항목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생물환경의 보존과 창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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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지축에 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실내환경”부문은 자동온도조절과 환기, 채광,

조망, 공기의 질 등 쾌적성에 관한 평가항목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실내의 쾌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홍콩은 토지,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부문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수자원, 오염,

생태환경에 대한 부문은 취약하게 드러났다. 국내에서

재생공간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발할 때는 이 점을 고려

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간에 적용가능하고 실천 가능

한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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