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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co-friendly”, “Green” concepts was began around 1992 after the Rio Environmental Summit, and the ne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ly widespread.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was began around 2000

and the concept of green building was started in the late 1990s. The green building, which welcomes a period of

radical change, is for the survival of the Earth “climate change” and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

sector. In this architecture of eco-friendly concept, the green building is rapidly expanding and existing as a

ecological environment preservation. Moreover, the realization of zero energy house is to mandate for new

buildings in 2025. The aim of further eco-friendly is through the prior ecosystems to restore and product energy

for the 9 Green Building model houses in this paper. Building in the concept of ecology is to show about change

into 7R's from the 3R's. The “Reduce”, “Reuse”, “Recycle” consisting of “3R's” is correlated with the traditional to

the present Green Building Design. U.S. 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change

into the concept of 7R's as “Receive”, “Restore”, “Respect” and “Remember”, added to “3R's”. In this paper, the

9 Green Building model houses do not meet the criteria of 7R's. But, the Green Tomorrow of Samsung C & T

Corporation meet the 6 criteria for 7R's. This company is most comfortable at low carbon Green Building model

houses. Conclusionally, introduction of eco-friendly technologies and amenities for the health of human and

natural community life is to advance eco-friendly construction and enhance brand value of housing. By the way,

The problem of eco-friendly architecture is initial investment and maintenance. Therefore, eco-friendly architecture

and government has to try solving of this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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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거 친환경 건축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산업화 시대

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생태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이는 “Eco-friendly”, “Green” 등의 개념으로 산업화에 앞

장섰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1992년 리우 환경

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전세계

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 건축분야에서는 생태 건축이나

그린 빌딩(Green Building), 친환경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

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

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대와 198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

지 전 세계에 걸쳐 친환경 건축물들이 인증제도와 법적

규제 정책 등의 국가적 노력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다. 그

러나 지금 친환경 건축은 급진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

고 있다. 지구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50%를 소비하

는 건물 분야에서 더 빠르고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건축에 있어 친환경의 개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조화

를 이루는 개념에서 나아가 친환경적 계획을 통해 생태

계를 복원하는 단계로까지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

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는 친환경 패러다임의 변혁기로

서 건물 분야에서는 생태적 녹색건축 및 지속가능성으로

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중대 목표로 설정, 에너지 문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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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에 국내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에서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신규 건

축물의 설계기준 강화 및 고효율설비 적용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수립하여 단계별

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건축

물 부문에서 신규 그린홈 100만호 공급 및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핵심

적 요소 중에 하나인 건물 분야에서의 친환경성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가의 선도적인 역할이 보다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를 비교 분석, 종합하여 친환경

건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디자

인 분석틀과 친환경 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 친환경

공간에 나타난 기술적 계획 요소를 분석틀로 하여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9개 사례를 비교 연구, 분석하

고자 한다. 단, SK케미칼 Eco Lab은 최첨단 친환경 기

술력을 실제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

델하우스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건축에서의 친

환경성 개념인 7R's를 통하여 주요 건설사의 친환경 개

념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2. 저탄소 친환경 건축과 디자인

2.1.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정의

저탄소 친환경 건축은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건

축물에서부터 패시브 하우스와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이

르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어나

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차단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줄여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다.1) 제로에너지 하

우스는 건물 효율화 및 친환경 설계 기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저감 후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사용량 이상의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에너지 제로

화(zero carbon facility) 및 그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2012 2017 2025

에너지 多 소비형

주택

에너지 低 소비형

주택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냉난방 에너지 50%

절감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건축물 에너지

소비 ZERO

<표 1>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단계별 추진목표

1970년대 독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공해와 환

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 각 분야

1)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건축 정책 추진동

향, 제2차 녹색건설기술 세미나, 대한건설협회, 2012, p.142

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었던 시기임을

생각해 보면 친환경 건축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친환경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심

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1987)”의 개념이 등

장하였다. 그리고 1992년 리우의 UN환경회의 이후 친환

경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건축분야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다음 세대의 요

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탄소 친환경 건축은 환경, 환경보전형, 환경

공생형, 친환경, 환경친화적, 환경친화형, 그린(Green) 등

매우 다양한 이름의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성능을 강화, 신

축 건물에 있어서는 20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 50%를 절

감하고 나아가 2017년까지는 90% 절감에 이어 2020년까

지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하우스 의무화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다.2)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감축 목표 선언과 더불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지정하

고, 동법에 따라 탄소배출거래제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

표관리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달성의 일

환으로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과도한 건축비 소요와 특수공

법 적용, 적용자재의 미상용화 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2.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특성

(1) 친환경성 분석틀

건축에서의 친환경성 개념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3R's로부터 7R's로의 전환이다. 현재까지의 전통적인 그

린 빌딩 디자인(Green Building Design)에서는 “Reduce”,

“Reuse”, “Recycle”로 구성된 “3R's”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Reduce”는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내

용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Reuse”는 현재 사용된 자

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시

설이나 기기, 건물 구성요소들이 해체되고 조립이 가능

하도록 하는 개념에서 비롯되고 있다. 세 번째 “Recycle”

은 재료적 재순환에 관련된 것으로써 재순환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의 운용과정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미국

NCARB(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는 건물 자체에 관련된 행동에 기초한 전통적인

2) 녹색성장위원회, 상게서,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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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s의 개념으로부터 자연과 건물 사이에 적극적인 행동

을 요하는 “Receive”와 “Restore”,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비전을 나타내는 “Respect”와 “Remember”까지 4가지 개

념을 더하여 7R's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3)

“Receive”는 건물을 구성하는 자원의 친환경성을 높이

기 위하여 근거리 자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Restore”는 사용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자

원의 사용을 우선시하는 내용과 오히려 친환경적 건물의

사용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더 나아가 사

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Respect”가 있

는데, 이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건물의 도시 환

경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고 “Remember”는 건물

이 사용자에게 친환경적 건물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이후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

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한편 가이와 파머(Guy and Farmer:2001)는 친환경 건

축에 대하여 기술적(Eco-technical)과 재활용성(Eco-

renewable), 생태적((Eco-ecological), 문화적(Eco-cultural),

건강성(Eco-healthy), 사회성(Eco-social) 등 보다 광범위

한 6가지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및 사회 환경과 관련된 협의의 범위로 NCARB의 7R's

의 분석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특성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특성은 단지 및 녹화계획, 물순

환시스템, 실내마감재, 자연요소(빛, 물, 바람, 지열),

냉난방시스템, 환기시스템, 외피시스템 계획, 전기 및 IT

설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홈케어시스템, 감성만족시스

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5)

단지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을 적절히 통합, 활

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창출

하는 조합설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

라 생활양식의 변화와 소득 향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공급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초점

을 맞춰 주거 단지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겐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

환경 공간의 단지계획이 개발,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

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

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단지

및 녹화계획은 주로 외부 녹지축을 단지 내부와 연계시

3) Kulman, J. and Schurke, J., Sustainable Design,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Washington, D.C., 2001

4) Simon Guy and Graham Farmer, Reinterpreting Sustainable

Architecture: The Place of Technology,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2001, p.141

5) 녹색성장위원회, 전게서, pp.135-178

키거나 단지 내부에 분산되어 배치된 오픈스페이스를 연

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는 체계적 오프스

페이스의 연계, 녹지공간의 네트워킹 등이 특별히 지속

가능성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6)

자연요소에 대한 정의는 자연환경의 4대 요소(태양,

토양, 공기, 물),지구환경을 이루는 요소(대기, 물, 토양,

생물, 암반), 에너지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건축적 방

안인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태양, 물, 공기, 바람)로 정

의되며, 이는 태양, 토양, 수목, 물, 공기, 바람의 6가지

요소이다. 친환경 건축계획과 에너지 활용측면에서 자연

요소는 태양광에너지, 열에너지(지열, 태양열),토양, 수자

원, 녹지환경, 공기 및 바람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7)

친환경적 실내마감재에서 친환경 소재란 생산 또는 소

비 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기존의 다른 소재

에 비하여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하는 소재를

의미한다. 또한 친환경 건축 자재는 기획, 설계 및 계획,

시공, 유지관리, 철거 및 해체에 이르는 라이프 싸이클에

서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저감하고 주변 환경, 지구환경

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인간

환경의 쾌적성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순환시스템은 수자원의 부족에 따른 우수의 저장과

처리를 통한 빗물 재이용과, 사용한 물을 처리한 후 또

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중수도시설을 갖춰 수자원부족

문제 해결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냉난방시스템은 복사냉난방과 바닥복사난방, 천장복사

난방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복사냉난방 중에서 복사

냉방은 복사난방과 같이 바닥이나 벽체 또는 천장면에

냉수를 공급해서 실내공기의 온도보다 낮은 상태로 만들

면 전열면으로부터 냉복사가 이루어져 공기의 밀도차에

의한 자연대류현상을 이용하는 냉방방식이다. 바닥복사

난방은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의 온돌난방은 난방방식 중

에 가장 우수한 복사난방으로써, 바닥에 축열층을 만들

고 바닥표면을 저온 복사판으로 가열하면 실 전체를 상

하온도 편차 없이 실내온열환경을 만드는 난방 방법이

다. 천장복사난방은 천장에 복사패널을 설치하고 온수,

증기, 가스등을 공급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환기시스템에서 환기란 어떤 장소의 공기를 그 외의

장소의 공기와 교환하는 일 즉, 실내공기가 냄새, 유해가

스, 분진 또는 발생열 등에 의해 오염되어 인간의 거주

등에 장애를 만드는 경우, 오염공기를 실외로 제거해서

청정한 외부공기와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기는

자연풍을 이용하므로 경제적이지만 자연풍의 변동에 영

6) 최정은,․서동구․오덕성,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본 독일 및

네덜란드 생태주거단지의 계획요소 및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12호, 2008, p.34

7) 임수현,․박현수, 자연요소 중심으로 분류한 친환경 건축계획 요소

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5호, 201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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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아서 항시 일정한 환기량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러나 기계적 환기시스템은 자연력에 영향을 받지만 비교

적 원하는 일정한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다.8) 자연통풍

은 패시브 냉방과 자연통풍을 최적화하기 위해 건물 앞

뒤의 압력 차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

람이 부는 쪽의 대칭적인 개구의 기본적인 것으로, 자연

통풍을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 적절한 창의 위치, 개수,

크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부는 압력 차이가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구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실내의 공기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대칭적인 개구부로

인해 발생한 공기의 압력 차이를 활용하여 자연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맞통풍 구조가 어려운 공간에

서 이러한 비대칭적 개구부 배치는 매우 효과적이다.

외피시스템 계획에서 외피(envelope)의 사전적 의미는

흔히 ‘내부 볼륨을 감싸는 건물의 외피부분’을 일컫는 용

어라고 일컬어지는데,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

면부이다. 이러한 외피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경계

로서 실내의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및 공기 환경에 영

향을 주는 요소이다. 건물 외피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적 요인은 기후, 열전도율, 습도의 조절, 태양

열 복사이용, 주광의 이용, 풍압력, 공기의 침투(air

infiltration) 그리고 소음 조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 외피의 재료, 개구부, 벽, 차양길이, 공조방식,

냉열원 방식 등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성능 향상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외부형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9)

전기 및 IT설비 시스템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특정

의 작업이나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여 목표하는 결과나

값을 얻는 시스템으로 기본 형태에는 피드포워드

(feedforward)와 피드백(feedback) 두 가지가 있다. 전기

및 IT설비 시스템은 전기적·기계적 방법, 유체의 압력

등 이들의 복합된 방법으로 작동하고 건물의 온도 및 습

도 조절 등 모든 면이 이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

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

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

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한다. 신재생에

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

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

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

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총11개 분

8) 김형준, 환기설비 운전이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9

9) 서영훈, 국내 업무용 건물의 친환경 외피시스템 적용실태 조사연

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8, p.40

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10)

홈케어시스템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터넷ㆍ휴대폰

ㆍ쌍방향 케이블TV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실시간

으로 진단ㆍ치료ㆍ예방 등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다. 혈압ㆍ혈당ㆍ체온 측정은 물론 진단영상

과 처방전, 진료내역까지 의사에게 제공돼 약물처방, 식

단관리 등 건강관리, 응급이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U-헬스 서비스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주기적인 건강체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감성만족시스템은 인간의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감성적 욕구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저탄소 친환경

건축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성만족

시스템은 사용자의 감성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주관적인 감성을 파악하고 객관화시켜 요소로 만드는 것

이다.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하여 인간과 어떤 대상이 교

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교감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감성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계획 요소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차양/차광(Shading)

시스템과 아트리움 등이 있다. 먼저 뜨거운 태양을 막아

주는 차양/차광은 저탄소 친환경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써 역사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차양은, 자연통풍을 위해 크

게 뚫어 놓은 개구부를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차양 밑에 그림자를 드리워 시원

한 외부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여름과 겨울의

태양의 입사각 변화와 계절별 온도에 따른 냉방과 난방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형 롤링 스

크린, 수직/수평형 회전루버 등 이동식/개폐형 차양 또는

루버를 사용할 수 있다.11) 아트리움은 공간적으로 볼 때

중간영역으로서 매개와 결절점의 기능을 수용한다. 이에

따라 도심내의 오피스와 가로사이에서 도시민을 위한 휴

식과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트리움은

물리적인 성격에 의해 온실효과와 같이 실내 기후조절의

기능을 가지며, 전천후화 된 오픈 스페이스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등의 관리 효과를 갖는다. 현대

오피스 빌딩에 아트리움의 도입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기

술적 측면의 효용성 외에, 사무공간에 빛과 식물을 도입

하여 자연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중요한 이유를 갖는다.

1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http://www.energy.or.kr)

11) 조한, 패시브 건축설계 개념 및 방법, 대한건축사협회 통권504호

201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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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7R's와 친환경 건축

의 특성인 단지 및 녹화계획, 물순환시스템, 실내마감재,

자연요소(빛, 물, 바람, 지열), 냉난방시스템, 환기시스템,

외피시스템 계획, 전기 및 IT설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홈케어시스템, 감성만족시스템 등 13가지 항목과의 관련

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표 2>의 단지 및 녹화계획은 디자인 요소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 계획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표 3>은 디자인 분석틀과 관련되어 있다.

구분
Reduce Reuse Recycle Receive Restore Respect Remember

경제성 재사용 재활용 근접성 복귀성 영향력 인지성

친

환

경

건

축

의

특

성

단지계획 ● ● ● ● ●

녹화계획 ● ● ● ● ● ●

자연요소 ● ● ● ● ● ● ●

실내마감재 ● ● ● ● ● ●

물순환시스템 ● ● ● ● ●

냉난방시스템 ● ● ●

환기시스템 ● ● ● ●

외피시스템 ●

전기시스템 ●

IT설비시스템 ● ● ●

신재생에너지 ● ● ● ● ● ● ●

홈케어시스템 ● ● ●

감성만족시스템 ● ● ●

<표 2>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7R’s 내용과 특성

*

: ●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

구분 내용 요소

Reduce

(경제성)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에너지 자원

․자연의 혜택 / 에너지효율성

․외피시스템 계획 /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내마감재/신재생에너지

Reuse

(재사용)

․현재 사용된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기기, 건물 구성

요소들이 해체되고 조립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 물순환시스템

Recycle

(재활용)

․재료적 재순환에 관련된 것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건

물의 운용과정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료 재순환

․에너지효율성 / 생태 환경 /

실내 환경

․실내마감재 / 신재생에너지

/ 물순환시스템 /

전기 및 IT설비시스템

Receive

(근접성)

․건물을 구성하는 자원의 친환경성

을 높이기 위하여 근접한 지역의 자

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의혜택 /

에너지효율성 / 생태환경

․단지 및 녹화계획

Restore

(복귀성)

․사용 후에 자연으로 복귀 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을 우선하는 내용과

함께 친환경적 건물의 사용으로 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의혜택 / 에너지효율성

/ 생태환경/실내 환경

․단지 및 녹화계획 /

물순환시스템 / 실내마감재

/ 신재생에너지

Respect

(영향력)

․자연환경에서 나아가 사회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건

물의 도시 환경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 / 생태환경 /

공간 환경 효율성

․단지 및 녹화계획

Remember

(인지성)

․건물이 사용자에게 친환경적 건물

에 대해 이해와 함께 인지를 시키며

이후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강

조한다.

․자연의 혜택 / 에너지효율성

/ 실내 환경

․실내마감재 / 신재생에너지

․단지 및 녹화계획

<표 3> 저탄소 친환경 건축 7R’s 분석틀

3.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의 사례

에 대한 비교 분석

3.1. 사례 분석 대상

<표 2>와 <표 3>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친환경 측면

으로 본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사례들을 분석하

였다. 사례의 분석범위는 친환경 개념을 디자인에 적용

시키고 있는 건설사들로 범위를 한정하여 9개이다.

3.2. 현황과 7R's 특징

9개의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의 경우 <표 2>와

<표 3>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특화브랜드를 살펴보았고,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Reduce”, “Reuse”, “Recycle”, “Receive”, “Restore”,

“Respect”, “Remember” 7R's개념을 적용하여 건축 모델

하우스 9개 사례로 비교 연구하였다.

건설사 GS건설

특화브랜드 ․Green Smart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인천청라자이, 풍무자이,

일산자이

특징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Green Smart Xi홍보관’은 스마트그리드 기

술을 접목한 자연 친화적 미래주택이다. 철저하게 사용자 위주의 친

환경을 추구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모든 동력의 재활용을 적극

이용하는 게 특징인 홍보관은 최첨단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

시킨 친환경시스템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미리 절전하게 해주는 전

기, 빗물을 재활용한 정원, 에너지 절약형 세탁기 등 친환경적이면

서 저에너지 위주의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이미지 생태단지 그린존 침실
태양광미디어

파고라

생태연못 주방 욕실 에너지존

Reduce

(경제성)

․더블스킨 윈도우는 무난간 고효율창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스템창호로 내외측 유리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단열 효과를

높이면서 내부에 전동블라인드를 설치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Reuse

(재사용)

․거실에는 에너지 바이크 즉 휘트니스 자전거를 타며 모니터로 에너

지 생성을 확인하고 축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1시간 에너지 바이크

를 돌릴 경우 30분 동안 TV를 켜는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페달을 밟는 사람의 동력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인간동력 나비는

페달을 밟아 생산된 에너지로 조명을 켜고 나비날개를 움직이는 에

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열시스템은 온도가 10∼20도로 일정한 지하 150m의 열을 이용

해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및 급탕 열원으로 활용하는 시스

템이다.

Recycle

(재활용)

․건물측면에 흐르는 빗물을 배관과 연결해 이용하는 빗물재활용

조경수로 친자연성의 환경조성과 주변식재와 조화되는 자연미를 살

렸다.

․절수형 소변기는 물탱크 위쪽에 수전이 설치돼 손 씻은 물을 변

기 세척용 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오가닉 키친테이블, 중수재활용 수전은 세대 내부에서 유기농 야

채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방에서 사용된 물이

중수 정화시스템에 의해 정수되어 식물에게 공급된다. 낮에는 광덕

트에 의한 자연채광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돕는다.

<표 4>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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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e

(복귀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자연으로 복귀 가능한 천연자원 사용을 우선

시하고 있다. 친환경적 건물의 사용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

안을 모색하는 내용들과 상관관계가 있어 복귀성과 관련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Respect

(영향력)

․에너지존에는 다양한 수질정화식물을 통해 연못의 오염물질을 정

화하고 태양광 연꽃 부유등으로 아름다운 이브닝 가든 연못으로 디

자인하였다. 풍력가로등은 태양광 가로등과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며,

설치 환경에 따라 풀대형과 벤치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곡선 패턴

의 ‘태양광 넝쿨시스템’은 축전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조명을 밝

히고 시계를 작동시킨다. 감성존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태

양광 미디어 파고라’에서는 탄소제거게임 등 다양한 환경관련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핸드폰 충전과 음악감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

연환경에서 더 나아가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Remember

(인지성)

․현관의 스마트패드는 현재 Xi아파트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

의 미래형 버전 스마트패드이다. 부재 중 방문객의 메시지를 동영상

으로 확인하고 게시판을 통해 단지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린스마

트 홈은 양방향 지능형 전락망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에 최적화된

가까운 미래의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서 Xi만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인 Xi EMS로 통합 관리하여 저탄소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다.

․그린존에는 7계절 가든 친환경 식재 연구를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초봄, 초여름, 늦가을을 더한 7계절을 위한 식재 계획을

세워 단지 내 조경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울 수 있는 친생태적 환경

의 조성으로 저탄소 친환경 단지조성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다.

․사용전력의 90%를 빛으로 밝히는 고효율성의 갈대 LED조명은 밤

이면 흔들리는 갈대 속에 반딧불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감성적인

분위기연출로 친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인지성을 표현하고 연출한다.

* : Receive(근접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대림산업(대전-건축환경연구센터)

특화브랜드 ․Eco-3L House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광교 e편한세상

특징

․Eco-3L House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기법과 고성능 창호, 고효

율 단열재 등을 이용해 ㎡당 3리터의 연료만으로 연중 쾌적한 온

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다. 이 주

택에서는 지능형친환경․저에너지기술이 집약된 에너지절감하우스

냉난방에너지 50% 난방․조명․전열에너지는 2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미지
벽면녹화 오렌지로비 거실

광덕트형

태양광

집광시스템

옥상녹화 주방 침실 주차장

Reduce

(경제성)

․외부 전동 차양 시스템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차양시스템으로

날개각도에 따라 태양열 유입과 차단이 가능하기에 여름철 건물

내부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겨울철 차양의 단열성능을 보강, 열 손

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벽체 매립형 온수 분배기는 주방씽크대 하부에 설치된 세대 난

방 온수분배기를 벽체 안에 매립 설치하여 주방 씽크대 하부 공간

활용성을 좋게 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오렌지 로비는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계단없이 길에서 바

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고 안전하

게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로비와 1층 입구가 함께 있어 불편했던

기존 1층 세대 입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오렌지 로비는 로비와 1

층 전용 홀을 분리시켜 1층 세대도 다른 층과 같이 전용 홀을 갖

추어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오렌지 로비는 1층

공간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이다.

Reuse

(재사용)

․지열시스템은 지하수나 지중의 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에너지와

온수를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온도가 일정한 지중 에너지

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인 친환경적인 시스템

이다.

<표 5>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Recycle

(재활용)

․설치된 우수 재활용 시스템은 우수를 지표면에 침투시켜, 흙 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Respect

(영향력)

․지하 주차장에는 자연채광 시스템, 건물 앞 4대의 집광기로 모은 빛

을 광덕트(duct)를 통해 지하로 옮겨 다시 빛을 발산하는 산광기로 지

하를 밝힌다. 실내 깊숙한 곳이나 지하공간처럼 인공조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별도의 조명이 없이 대낮같이 지하 주차장

을 자연채광으로 환하게 비춘다. 이에 따라 자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

를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하공간에 공기정화형 벽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심 콘크리트

건축물의 삭막함을 제거,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Remember

(인지성)

․옥상에 흙을 채우고 식물을 심어 녹색의 공간을 만들었다. 잔디가

심겨진 흙은 옥상 온도 조절에도 한 몫해 시각적인 인지성 뿐만 아니

라 아파트 최상층의 냉․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을 준다. 기존 옥상녹화

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기능형/저가형 옥상녹화시스템을 개발하였다.

․U-Health Care 시스템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거주

자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감성 만족 시

스템으로 세대 간 소음방지와 상쾌한 실내 공기, 최적의 조도를 위한

조명 시스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기술이 집약되

어 저탄소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다.

* : Receive(근접성)와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대림산업(송도-친환경건축연구센터)

특화브랜드 ․greenhomeplus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e편한세상 친환경 공동주택을

보급 및 확산 예정

특징

․greenhomeplus는 친환경적 거주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실용적 그

린홈 모델로 고층형 공동주택에도 적합한 저에너지 친환경 모델의

개발과 검증 실험중이다.

․greenhome
plus

는 공동 주택의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오염방지, 건

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는 모델이다.

이미지

경사형

녹화유니트
거실

지능형

이중창호시스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벽면

녹화시스템
주방

모세관 복사

냉난방시스템

태양열

급탕시스템

Reduce

(경제성)

․계절에 따라 창호의 개폐와 차양을 사용자가 조절하여 여름철에

는 자연 환기를 이용해 냉방에너지를 절약하고, 겨울철에는 최대한

의 단열․기밀 성능을 확보하여 난방 에너지를 절약한다.

․태양열 급탕시스템은 고효율 진공관식 태양열 집열기를 발코니

난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온수를 사용하는 경제적인 절약 시스템

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는 필요한 태양광 발전패널을 건물

의 지붕이나 외피, 옥외구조물 등에 설치, 활용하여 건물의 외장재

를 대체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Reuse

(재사용)

․지열에너지는 건물 일체형 지열과 우수열원 히트펌프로 연중 일

정한 온도의 지중에너지를 이용, 냉난방에너지로 재사용하는 지열

시스템으로 건물의 기초구조물을 지중열 교환기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에서 가변형 경량벽체시스템으로 이용, 조립과 해체가 용이

한 박판강재유니트를 적용하여 시공성 및 차음 성능을 개선한 경

량벽체시스템, 박판강재를 소재로 한 스터드 일체형 패널적용, 엇

갈림 배치를 통한 일체형으로 시공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세대 내의 공간을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무

게가 가벼운 벽체를 시공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과 침실,

거실과 주방의 확장 및 분리할 수 있다.

․모세관 복사냉난방 시스템은 모세관에 냉수 또는 온수를 재순환

시켜 복사열 전달로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냉난방시스템이다.

Recycle

(재활용)

․중수처리 및 활용시스템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중 변기용수

를 제외한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중수

처리를 거친 후 화장실 용수 등 기타 잡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수 침투시스템은 우수를 지표면에 침투시켜 흙 속으로 환원시

키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재활용 기술이다.

<표 6>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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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특화브랜드 ․Green Tomorrow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래미안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 분양하는 아파

트의 경우 냉난방 에너지 소비

량을 100%줄일 계획

특징

․삼성물산 Green Tomorrow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국내 최초로 LEED 최고 등급인

Platinum 인증을 2009년 획득한 친환경 모델하우스이다. 68가지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56%까지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제로에너지를 구현하고 이산화탄소 발생 ‘0’ LEED를 획

득하였다.

이미지
옥상녹화 거실 주방 침실

옥외 한실 욕실 서재

Reduce

(경제성)

․두 개의 유리 사이에 설치한 블라인드로 실내유입 일사를 차단

하고 외피 사이의 중공층을 외부와의 완충공간으로 한 이중 외피

로 열적 및 환기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절약에 의한 경제성을 추

구하고 있다.

․거실의 창호를 맞바람이 가능하도록 배치, 자연환기를 이용하여

실내 쾌적성을 높이면서 냉방부하를 저감하는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Reuse

(재사용)

․전통적인 한실 공간에 적용시킨 썬룸공기순환시스템은 일사로

데워진 발코니 내 공기를 활용한 난방에너지 저감 시스템이다. 주

간에 바닥의 축열재로 열을 저장하고, 야간에 저장한 열을 방출

및 재사용하여 발코니 주변의 열성능을 향상시킨다.

․외부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살리며, 실내로 끌어들이고자 하였

다. 외장재와 실내마감재, 가구, 소품은 'Again and Again'의 콘셉

트에 재사용 및 재활용, 친환경 자재, 빠른 생장주기 자재를 사용

하고 있다.

․지열 이용 냉난방은 연중 온도 약15˚c를 유지하는 지하10m이하

지열을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한 시스템이다. 지열을

이용한 고효율 히트펌프는 에어컨과 바닥온수난방으로 연계되어

있다.

Recycle

(재활용)

․재활용 폐목재를 실내마감 및 가구재료로 사용한 반복적 재활

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있다.

․우수 이용 시스템으로 지붕에서 집수된 빗물을 연못 용수 등으

로 재활용하고 홍수 방재를 돕는 시스템이다. 빗물을 옥상녹화 부

분으로 투과시켜 우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양호한 수질로 재

이용하면서 동시에 최대 강우량을 조절한다.

․패키지 중수처리시스템은 생활하수를 외부 순환식시스템으로

처리하여 화장실용수, 청소용수로 재활용한 시스템이다. 자동화시

스템으로 운전이 용이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처리효율 향상

을 위해 고효율 멤브레인을 적용하였다. 악취, 소음, 해충 등 유해

환경을 차단한다.

Respect

(영향력)

․건물을 층별 및 면별로 나누어 차양을 중앙 제어하여 쾌적한

실내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고 삼림욕

효과가 있는 친환경 벽지와 재생 목재 활용과 함께 안전성, 내구

성, 보온성이 뛰어나면서 소프트한 소재인 고효율성 친환경 욕조

로 안락한 주거 공간 조성에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 생활모드 연출시스템은 거실 및 주방의 조명과 커튼을 통

합하여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각 모드별로 집안의 분위기를 다양

하게 연출하고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다.

Remember

(인지성)

․친환경 텃밭을 통하여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을 체험하고 가

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옥상녹화 시스

템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사용되는 경량형 녹화 공법으로써 구조

체에 미치는 하중의 부담이 적으면서 시공과 관리 측면에서도 노

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녹화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다.

․U-Health Care 시스템은 1층 욕실 대변기 옆에 메디폰으로 간

편한 조작으로 신속하게 소변을 분석한 후 월패드를 통하여 결과

값 및 검사내역을 상세 제공하는 욕실폰 일체형 소변 분석기로

건강증진에 대한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

Respect

(영향력)

․친환경 건강벽지는 한지벽지, 녹차벽지 등 건강성과 자연 순환성

개념에 영향을 주는 천연벽지이다.

․벽면 녹화시스템은 공동주택 측벽을 활용한 녹화시스템으로 시

각적인 녹시율을 높이고 차양 및 공기층을 형성하여 건물 냉난방

부하의 절약에 영향을 주고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킨다.

․greenhomeplu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효

과적으로 자연을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태양, 바람 등의 자

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건물 디자인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

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 디자인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고효율 설비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원 또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Remember

(인지성)

․경사형 녹화유니트는 저수, 배수, 통기 방근 및 하부시스템 보호

기능, 토양 및 식재층, 구조체 정착기능이 통합된 조립식 옥상녹화

공법의 식재장치로 경사지붕 적용 시에도 토양유실이 발생하지 않

아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인 유니트형 시스템이다.

․친환경 통합 단지계획으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친화적

건물 설계 및 외부환경 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

지성을 높인 단지․공간설계이다.

․건물 내 거주자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식재공간/

휴게공간)하여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제고하였다.

* : Receive(근접성)와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대우건설

특화브랜드 ․Zener Heim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청라푸르지오등

특징

․대우건설은 ‘그린프리미엄’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고객들이 상품

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탄 푸르지오 하임’내에 ‘그린프리미엄’

의 70가지 아이템이 적용된 ‘제너하임’이라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건립하였다.

이미지

친환경 텃밭
2층거실:재생

목재 활용가구
1층욕실

PVC시스템

이중창

옥상녹화

시스템

1층거실:

습도조절아트월
2층거실

자동차양제어

시스템

Reduce

(경제성)

․건물 외부에 설치한 날씨센서의 신호를 통하여 직사광선을 차

단하고 확산광이 유입되도록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가 자동 조절

되는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와 썬트래킹 창호 내장 베네시안 블

라인드로 자연채광을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PVC 소재의 시스템 이중창으로 단열 및 기밀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켜 단열 및 소음 차단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절약형 PVC

시스템 이중창을 설치로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거실에 설치된 마

스터 환기 조절 시스템으로 선택된 실(室)만 전동 디퓨저를 가동

하는 방식으로 전기 요금의 절약과 필터 교체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고효율 실별제어 환기시스템으로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Reuse

(재사용)

․하이브리드 난방시스템은 지열시스템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주

열원, 연료전지 발전 후 배출되는 폐열이 제1보조 열원,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 시스템의 여분의 열을 제2보조열원, 가정용 가스보일

러를 예비열원으로 난방을 생산·공급하고 재사용하고 있다.

․습도조절 아트월은 화산재로 만든 습도조절용 타일을 가족의

주요 활동 공간인 거실에 사용하여 실내 습도조절 기능은 물론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을 저

감시켰다.

Recycle

(재활용)

․재생목재 활용가구는 일반적으로 소각하여 버리는 폐목재를 활

용하여 제작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구이다.

․재생용지 나무칩 벽지는 순수한 재생펄프 사이에 나무 조각을

넣어 제조하여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 습

도를 조절하고 삼림욕효과가 있는 재활용 친환경 소재이다.

<표 7>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

: Receive(근접성)와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표 8>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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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e

(복귀성)

․바이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

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우선시하였다. 이것은 친환경적 건물의 사

용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과는 상관관

계가 있어 복귀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Respect

(영향력)

․IT기술을 바탕으로 건물의 친환경·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편의공간을 창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성만족시스템은 RFID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실내 바닥에

RFID를 설치하여 로봇, 전동휄체어 등에게 위치 정보를 인식시키

는 시스템으로 장애인, 노약자 안내서비스와 홈 로봇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여 생활에 대한 편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물산 Green Tomorrow에는 친환경 인테리어와 패시브디자

인, Retrofit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패시브디자인은 건물의 계

획단계부터 대지의 특성 및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자연 에너지 활

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기법으로 건물의 배

치와 열성능,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고려하여 건물 에너지 부

하를 저감하고 있다. Retrofit디자인에는 운영단계 성능개선을 위

하여 건축과 기계, 전기 요소들의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기법이다.

․바이오기술 융합 마감자재는 콩, 옥수수, 식물성 기름 등 생물

자원을 원료로 하고, 효소 등 바이오 공점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마감자재이다. 제조시 필요한 화석원료를 저감하고 외부 대기환경

으로 CO2 방출이 저감됨으로서 지구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member

(인지성)

․옥상녹화시스템은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건물의 옥상 및

벽면 등을 활용하여 녹화함으로써 도심 열섬현상를 문제해결하고

있다. 이는 옥상녹화를 통한 최상층의 단열성능 항상과 건물에너

지 저감을 이루고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다.

․친환경 조경설계로서 생태적 기법을 도입하여 지역특성에 적합

한 수종을 다층으로 식재하여 건강한 수림환경을 조성하고 조경

용수에 필요한 물사용을 저감하였다. 초박형 옥상녹화시스템으로

건물지붕에 식물을 식재하여 지붕의 단열성능 향상, 열섬현상 완

화 및 방온효과를 개선하여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제고해

주고 있다.

․홈케어시스템은 체중, 체지방 등을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측정,

저장, 분석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강

측정기는 생활용품에 들어있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정보가

측정되고 매직미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기일체형 광센서 소변

분석기는 변기에 내장된 소변분석 광센서를 통해 배뇨 시 자동으

로 소변검사를 하여 일상생활 중에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한

다. 20가지의 의심질환을 예측하고, 측정결과와 건강관리 방법을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하여 바로 알려주어 편리하며 건강증진

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

*

: Receive(근접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코오롱건설

특화브랜드 ․e+ Green Home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e+ Green Home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공동주택, 비주거 건물,

아파트형 공장 등에 확대 적용해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을 선도

특징

․코오롱건설의 e+ Green Home은 냉난방 설비를 최소로 사용하

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건물로 자연 에너지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주택에 부여하는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2011년에 획득하였다. 일반주택대비 e+ Green Home에서는 총 95

개의 녹색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총11%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미지
벽면녹화 1층거실 침실 쿨링라디에이터

수생비오톱 주방 2층거실
태양광

발전시스템

<표 9>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Reduce

(경제성)

․PCM창호와 Low-e 투명 삼중유리 및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획

득한 프레임 사용으로 단열 및 기밀성능을 확보하며 동시에 에너

지 절약에 효과적인 3중 창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창호일체형 태양열 집열기는 건물 외피를 대체하여 태양열을

이용해 급탕수를 생산하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블라인드 기

능을 통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건물 외피에 태양전지 모듈을

부착하여 전력 생산. 단위용량당 발전성능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균일한 채광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환기겸용 자연채광시스템은 자연광을 유입함으로써 조명에너지

절감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다.

․실별환기풍량 제어시스템으로 환기덕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여

실별 풍량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있으며 고효율 전열교환 청정환

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기 시 실내외공기의 열교환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면서도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Reuse

(재사용)

․실내온습도 조절형 축열체는 공사중 나온 골재를 재이용하여

쿨튜브의 축열재로 사용하고 있다.

․코오롱건설 e+ Green Home에서는 쿨링라디에이터로서 저온 냉

수를 재사용하여 실내를 복사냉각하고 결로를 발생시켜 제습하고

있다.

Recycle

(재활용)

․고밀도 재생목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열, 습도, 충격, 마찰 등

에 대한 내구성 및 저항력이 우수하다.

․오래된 재목 및 한옥, 한옥학교 및 창고 등을 철거하고 해체과

정에서 나오는 목재 재활용 가구를 사용하고 있다.

․지붕에서 집수된 우수를 저류조 및 지하 정수시스템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조경 및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우수 순환시스

템인 우수 순환형 외부저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Respect

(영향력)

․자연을 활용하는 콘셉트를 내·외부 장식에 적용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디자인을 완성했다. 집의 외부 벽에 심은 이끼는 내한

성이 있어 겨울에 죽지 않아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여

름엔 단열 효과를 준다. 친환경건물의 환경적 역할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Remember

(인지성)

․수생비오톱으로 지붕녹화와 연결된 녹지축을 통하여 생물의 서

식지를 확보하고 자갈배수층을 두어 우수 유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옥상녹화로서 이끼식생을 활용하여 미기후 조절효과와 산

소/음이온 방출, 정서적 효과를 통한 외부환경 개선, 단열 개선을

이루어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다.

* : Receive(근접성)와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한화건설+에너지기술연구원

특화브랜드 ․Zero Energy Solar HouseⅡ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대전 노은 꿈에그린' 아파트

특징

․2012년으로 예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에너지 30% 저감

기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도 등에 대비하여 경제적이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에너

지 50% 저감형 공동주택에 대한 실용화 설계기술개발을 완료한

모델하우스이다.

이미지

파사드일체형

태양열시스템
거실 주방 욕실

태양열 집열기 2층거실
외부 전동 차양

시스템
고단열현관문

Reduce

(경제성)

․건물에너지절감기술과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집약된 설계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의 최소화와 주택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모두 자연에너지로 자급하는 다양한 그린홈 기술을 적용하였다.

․ZeSHⅡ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 1층은 침실, 주방, 거

실, 화장실, 그리고 집무공간인 홈오피스, 2층은 2개의 침실과 거

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박공 구조로 태양열 집열기의

경제성 및 효율을 고려해 정남향으로 45˚경사를 이루었다. 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단열방식은 외단열(일체식) 섬유

강화판 구성이다.

<표 10>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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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e

(재사용)

․건물의 외피를 통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수퍼단열

기술 및 고효율 창호’, 태양에너지를 통해 건물의 난방 부하를 줄

이는 ‘자연형 태양열기술’, 겨울철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외부의

찬공기를 교차시켜 예열된 공기가 유입(여름철은 반대작용)되도록

하는 ‘환기배열회수기술’ 및 버려지는 온수를 재사용하여 차가운

물을 예열시켜 공급하는 ‘온폐수 회수기술’ 등을 각각 적용하였다.

Respect

(영향력)

․ZeSHⅡ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벽면일체형 태양열집열장

치’는 부하가 많은 동절기에는 집열이 많이 되고, 반대로 부하가

적은 하절기에는 집열이 적게 되도록 건물 남측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이는 외장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붕에 주로 설치하

던 기존 태양열 집열기처럼 여름철에 과열되는 현상을 막음을 물

론, 설치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친환경

건물의 도시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Remember

(인지성)

․대전 노은 꿈에그린 아파트는 자연에의 순응과 마을의 재구성

을 통한 감성이 스며든 커뮤니티 구성으로 자연과 연계된 선큰

공간에서 복합 커뮤니티의 다채로운 공간변화의 체험이 가능하

다. 단독형 건물이 가깝게 이루어진 골목, 마당, 나무의 풍경이 옛

마을에 온듯한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여 친환경적 건물에 대한 인

지성을 높이고 있다.

* : Recycle(재활용), Receive(근접성),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현대건설

특화브랜드 ․Carbon-Free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반포힐스테이트

특징

․친환경 힐스테이트는 이산화탄소 억제하는 카본프리(Carbon-

Free) 디자인의 모델하우스이다. 건축과 단지조경 전반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

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관리까지 친환경적인 시스템과 자재

를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친환경에서 에너지 저감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미지

생태단지 거실 욕실, 드레스룸
자연에너지

놀이터

주차장 주방
온라인뮤직

파고라
생태연못

Reduce

(경제성)

․대기전력 자동차단 절전형콘센트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차단하여 전기사용량의 10∼20%를 절감,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소형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단지 내 가로조명이나

수목조명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공용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그린

정보기술(IT) 주차장을 구축해 사람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파악,

필요한 조도면으로 LED등기구를 점등시켜 기존대비 약60% 전기

료를 절감한다.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 환경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어함으로써 생

활 속에서 관리비를 절감,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또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대표 아이템에는 TEEM시스템, 가시성확보 BIPV시스템, 발코니

핸드레일 부착형 태양열 급탕 시스템, 지열시스템, 연료전지시스

템이다.

Reuse

(재사용)

․노인정, 보육시설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 땅속 온도가

12∼25도를 유지하는 점을 이용, 땅속에 열 교환 파이프를 매설,

여름철 아파트 실내에서 발생한 열을 땅속으로 방출하고 겨울철

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열을 실내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

Recycle

(재활용)

․키친나노가든은 버려지는 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유기

농 채소를 재배하고 태양광으로 살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빗물을 재활용한 생태연못도 조성되어 있다.

<표 11>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Respect

(영향력)

․첨단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힐스테이트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

와 우리 가족이 행복을 지켜주는 스마트한 주거환경, 힐스테이트

만의 CPTUD(Crime Prevention Through Ubiquitous Design)을 비롯

한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각종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Remember

(인지성)

․온라인 뮤직 퍼골라는 정자 형태의 단지 내 쉼터로서 벤치기능

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조명이

켜지고 온라인으로 음악이 제공되는 최첨단 친환경 저에너지 환

경시스템이다. 해바라기를 주제로 감성적인 조형적 요소를 적용해

태양광발전을 통해 낮에는 태양에너지를 저장, 야간에는 LED조명

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

성을 제고하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노을과 강을 모티브로 한 색채 주거공간으로 주

황과 빨간색이 노을을 뜻하며, 블루는 햇살이 잔잔히 비치고 있는

강을 의미하고 있다. 개성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색채로 단지내 외

관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균형 있게 자연이 주는 따뜻하면서 편안

한 느낌의 인지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 : Receive(근접성)와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건설사 SK 케미칼

특화브랜드 ․Eco Lab

모델하우스

적용

대표단지

․수원시 정자동 수원SK Sky VIEW

․대전 수성구 두산동 ‘수성SK 디러

스뷰’

특징

․SK건설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력을 실제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

으며, 22가지에 이르는 알파그린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22Km 고효율 복층 이중창호와 단열재, 대기전력차단 스위치 등을

도입하는 등 기존아파트대비 35.8%의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설계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일조 시뮬레이션시스템과 태

양광 발전효율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최첨단 친환경 기

술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률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미지
수생 비오톱 아트리움

아트리움

상부창

마이크로 루버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로비 벽천조성

식당-자연채광

시스템

고기밀성창호-

3중유리

Reduce

(경제성)

․아트리움 활용과 자연 환기/공조를 통하여 아트리움 상, 하부

온도차이에 의한 기압차를 이용한 공기 제어 시스템으로 자연 환

기 및 냉난방 부하 저감. 봄, 가을의 환절기에는 자연환기를 이용

한 외기 냉방, 하절기 상부 고임열 배기로 냉방부하를 저감하며

동절기에는 상부 더운공기를 공조기의 외기로 도입하여 난방에너

지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실내 자동 환경 조

절 시스템을 통하여 재실자의 개별 만족도 향상도 이루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커튼월(고기밀성창호, 3중유리)를 통하여 단열 및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르곤 가스를 충진한 삼중유리와

기밀성을 극대화한 4중 가스켓이 적용된 커튼월로 경제성을 추구

하고 있다.

․자연채광 연동 Roll Screen과 마이크로 루버를 이용한 아트리움

자연채광은 아트리움 상부 창에 직사광은 반사시키고 확산광은

유입하는 마이크로 루버를 설치하여 확산광을 건물 중앙부까지

유입시킨 자연채광으로 조명 에너지 절감 및 직사광 차단, 냉방

부하 감소, 냉방에너지 절감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Reuse

(재사용)

․연중 일정한 온도(약15˚c)를 유지하는 지열의 특성을 이용하여

히트 펌프를 고효율로 운전하고 재사용하여 건물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채용하였다.

․로비 및 공용 시설에 단기간 내 재생산이 가능한 대나무 재질

의 마감 자재로 적용하여 1회성 자원으로 만들어진 자재 사용을

지양한다.

Recycle

(재활용)

․우수시스템은 건물 옥상 및 대지 내 우수, 지하수를 집수하여

중수 원수 및 조경수로 재활용하여 수자원 절약 및 홍수 예방에

기여한다.

<표 12>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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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영향력)

․로비내 전나무 이미지의 벽천(壁川)설치로 감성적 친수공간 조

성과 증발 냉각으로 여름철 냉방 부하 경감 및 겨울철 가습 효과

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여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벽면녹화는 도시 녹지공간 확보 및 경관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

건물의 도시 환경적 역할에 대한 영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벽면

냉난방 부하 저감을 위해 건물 입면에 식재를 활용하여 녹화하는

기법이다.

Remember

(인지성)

․옥상지붕녹화를 통하여 옥상공간에 식재 등을 활용한 정원으로

휴게 공간 조성 및 옥상녹화로 인한 냉난방부하 저감을 도모하고

육생 및 수생 비오톱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유지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

이고 있다.

․그린 샤프트는 건물내부 녹지로 조성된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자연친화적인 인지성 제고와 친환경적인 건물로 조성하고 있다.

* : Receive(근접성)와 Restore(복귀성)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

3.3.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의 7R's 특징

종합

구분

GS

건설

대림

산업

대림

산업

대우

건설

삼성

물산

코오롱

건설

한화

건설

현대

건설

SK

케미칼

Green

Smart

Eco-3L

House

green

homeplus

Zener

Heim

Green

Tomorrow

e+

Green

Home

Zero

Energy

Solar

House

Ⅱ

Carbon

-Free

Green

Building

Reduce

(경제성)
● ● ● ● ● ● ● ● ●

Reuse

(재사용)
● ● ● ● ● ● ● ● ●

Recycle

(재활용)
◐ ◐ ◐ ● ● ● ◯ ● ◐

Receive

(근접성)
◯ ◯ ◯ ◯ ◯ ◯ ◯ ◯ ◯

Restore

(복귀성)
● ◯ ◯ ◯ ● ◯ ◯ ◯ ◯

Respect

(영향력)
● ● ● ● ● ● ● ● ●

Remember

(인지성)
● ● ● ● ● ● ● ● ●

<표 13>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의 7R's 특징 종합 

* : ●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

◐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다소 있음을 의미

◯는 해당 항목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

<표 13>은 7R's 특징의 관점에서 모델하우스 9개 사

례를 연구, 분석한 결과의 종합표이다. 이에 따르면 GS

건설 그린 스마트와 삼성물산 그린 투모로우가 천연자원

의 사용으로 복귀성(Restore)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접성(Receive)은 9개사 모두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

다. 그 이유는 근거리 자원 사용에 대한 해당 내용이 없

기 때문이다. 경제성, 재사용, 영향력, 인지성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분석대상의 건설사들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를 사용하여 그 특징을 충족하고 있었다.

4. 결론

<표 14>는 9개의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대하

여 7R's 요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비교 요약이다. 변화

하는 환경에 따라 미국 NCARB(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에서는 기존에 건물

자체에 관련된 행동에 기초한 전통적인 3R's의 개념으로

부터 자연과 건물 사이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4가지

개념을 더하여 7R's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

분석 중에서 경제성(Reduce)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회사들이

단열효과와 냉난방 에너지 절약, 자연채광의 활용 등으

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사용(Reuse)은 현재 사용

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측면으로 각 사 별로 지열냉난

방시스템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하고 있다. 재활용(Recycle)은 재료적 재순환 측면으로

고밀도 재생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물산 그린 투모로

우와 대우건설 제너하임, 코오롱건설 e+ 그린홈이 이에

속하고 있다. 또한, 한화건설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Ⅱ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들이 우수

재활용시스템을 갖추어 재활용을 하고 있다. 근접성

(Receive)은 근거리 자원 사용 측면으로 대부분의 모델

하우스와 자원 생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해당사항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복귀성(Restore)은 사용

후 자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천연자원의 사용으로 GS건

설 그린 스마트와 삼성물산 그린 투모로우에서 각각 미

생물과 바이오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으로 이에 속하고

있다. 영향력(Respect)은 사회환경적인 영향 측면으로 각

사 모두 단지계획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

지성(Remember)은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분석대

상의 주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7R's에 의한 비교 분석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9개의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

하우스에 대한 7R's로 이루어진 분석에서 모두 충족하는

사례는 없지만, 삼성물산 건설부문 그린 투모로우는 6가

지 기준에 충족하여 가장 저탄소 친환경 개념에 부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GS건설 그린 스마트

와 대우건설 제너하임, 코오롱건설 e+ 그린 홈, 현대건설

카본프리 등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나

머지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삼성물산 건설부문 그린 투모로

우의 경우 근접성은 ‘근거리 자원 사용의 원칙’에 부합되

지 않고 있으나 이는 국내 건축과 관련된 자원의 희소성

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GS

건설 그린 스마트의 경우 근접성 외에 ‘재료적 재순환’과

관련된 재활용이 우수활용 등 이외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이에 부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우건설 제

너하임과 코오롱건설 e+ 그린 홈, 현대건설 카본프리의

경우 근접성 외에 복귀성이 이에 부합되어 있지 않고 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6호 통권95호 _ 2012.12222

구분

GS건설 대림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SK케미칼

Green Smart Eco-3L House greenhomeplus Zener Heim Green Tomorrow e+ Green Home
Zero Energy

Solar HouseⅡ
Carbon-Free Green Building

Reduce

(경제성)

․더블스킨 윈도

우 : 단열효과

․외부 전동 차

양 시스템 : 에

너지 절약

․벽체 매립형

온수 분배기 :

하부 공간 활용

제고

․오렌지 로비 :

비용 절약

․지능형 이중창

호시스템 : 냉난

방에너지 절약

․태양열 급탕시

스템 : 경제적인

절약 시스템

․건물일체형 태

양광발 전시스 템

(BIPV) : 태양광

발전시 스템으 로

경제성 확보

․베네시안 블라

인드 : 자연채광

의 활용을 통한

경제성

․PVC 시스템

이중창 : 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

․자연환기 시스

템 : 냉방 부하

저감

․ P C M 창 호 ,

Low-e 투명삼중

유리 : 단열 성

능 향상

․창호일체형 태

양열 집열기, 건

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환기겸용 자연

채광시스템

․실 별환기 풍 량

제어시스템 : 열

손실 최소화

․태양열 집열기

․대기전력 자동

차단 절전형콘

센트

․소형 풍력발전

․종합에너지 환

경관리시스템 :

관리비 절감

․TEEM시스템

․BIPV시스템

․발코니 핸드레

일 부착형 태양

열 급탕 시스템

․연료전지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커튼월(고기밀성

창호, 3중유리)

․자연채광 연동

Roll Screen과 마

이크로 루버를

이용한 아트리움

자연채광 : 조명

및 냉방에너지

절감

Reuse

(재사용)

․휘트니스 자전

거 : 에너지 바

이크

․인간동력 나비

: 동력을 에너지

로 전환

․지열시스템

․지열시스템

․지열시스템

․가변형 경량벽

체시스템

․모세관 복사냉

난방 시스템 :

냉수 또는 온수

재사용

․하이브리드 난

방시스템 : 난방

을 생산·공급하

고 재사용

․화산재로 만든

습도조 절용아 트

월

․지열시스템

․썬룸공기순 환

시스템

․실내온습도 조

절형 축열체 :

공사중 나온 골

재 재이용

․쿨링라디 에이

터 : 냉수 재사용

․지열시스템

․환 기배열회수

기술

․온폐수 회수

기술

․지열냉난 방시

스템
․지열시스템

Recycle

(재활용)

․빗물재활용 조

경수

․절수형 소변기

: 손 씻은 물을

변기 세척용 물

로 재활용

․중수재 활용수

전

․우수 재활용

시스템

․중수처리 및

활용시스템

․우수 침투시

스템

․재생목재 활용

가구

․재생용지 나무

칩 벽지

․우수 침투성

포장재

․재활용 폐목재

․우수 이용 시

스템

․패키지 중수처

리시스템

․우수 순환형

외부저류 시스템

․목재 재활용

가구

․고밀도 재생

목재

․키 친나노가든

: 버려지는 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빗물을 재활용

한 생태연못

․우수시스템

Receive

(근접성)

Restore

(복귀성)
․미생물 사용

․바이오 기술

사용

Respect

(영향력)

․태양광 넝쿨시

스템, 태양광 미

디어 파고라 :

환경관련 게임,

음악감상 등 사

회환경 영향

․자연채광 시스

템(4대의 집광기)

: 친환경 건축물

의 영향력 확대

․공기정화형 벽

면녹화시스템 :

건축물의 삭막함

제거 통해 사회

환경에 긍정적

영향

․친환경 건강벽

지 : 건강성과

자연 순환성 개

념에 영향

․벽면 녹화시스

템 : 건물 냉난

방 부하의 절약

에 영향

․통합 생활모드

연출시스템 : 집

안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하

고 영향

․RFID 위치인

식 시스템 : 생

활에 대한 편리

성에 영향

․바이오기술 융

합 마감자재 :

지구환경에 좋은

영향

․벽면 녹화시스

템 : 친환경건물

의 도시 환경적

역할에 대한 영향

․벽면일체형 태

양열집열장치 :

친환경건물의 도

시환경에 대한

영향

․CPTUD등 다

양한 스마트 시

스템 : 각종 사

고와 범죄를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영향

․전나무 이미지

의 벽천설치로

친수공간 조성 :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영

향

․벽면녹화 시스

템 : 친환경건물

의 도시 환경적

역할에 대한 영향

Remember

(인지성)

․ 그 린 스 마 트

홈, 7계절 가든 :

저탄소 친환경

단지조성에 대한

인지성 제고

․갈대 LED조명

: 친인간적인 환

경에 대한 인지

성 표현

․기능형/저가형

옥상녹 화시스 템

: 시각적 인지성

제고 등 효과

․U-Health Care

시스템 :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에

대한 인지성 제고

․경사형 녹화유

니트 : 친환경건

물에 대한 인지

성 제고

․옥상녹화시 스

템 : 친환경건물

에 대한 인지성

제고

․U-Health Care

시스템 :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에

대한 인지성 제고

․초박형 옥상녹

화시스템 : 친

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 제고

․홈케 어시스 템

: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지성 제고

․ 수 생 비오톱 ,

옥상녹화시 스템

: 친환경건물에

대한 인지성 제고

․자연과 연계된

선큰 공간 : 친

환경적 건물에

대한 인지성 제고

․온라인 뮤직

퍼골라 : 친환경

건물에 대한 인

지성을 제고

․육생 및 수생

비오톱, 옥상녹

화시스템 : 친환

경건물에 대한

인지성 제고

․그린 샤프트 :

자연 친화적인

인지성을 제고

* : 각 사별 특징을 살펴보면 Receive(근접성)은 해당사항이 없음

*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Restore(복귀성)은 GS건설 Green Smart와 삼성물산 Green Tomorrow만이 해당되고 있음

<표 14>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 7R's 요소의 비교

다. 이는 친환경적 건물의 사용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들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복

귀성과는 다소 관련성이 있지만, 사용 후에 자연으로 돌

아갈 수 있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우선시하는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건축과 7R's와의 연계성을 살펴보

면, 친환경 건축의 특성인 13가지 항목에 각 사별로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7R's의 개념으로 9개의 국내 저탄소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각 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본 사례에서는 아직 다소 미흡한 편이다. 한편

2025년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의무화가

실현되어 저탄소 친환경 건축의 경우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탄소 친환경 건

축의 경우 초기 투자비의 신속한 회수의 어려움과 유지

관리비의 과다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친환경 건축 모델하우스에 대한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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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7R's 이외에 다양한 분석방법이 적용된다면 이

분야의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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