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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울시기존건물제로에너지전환 유의사항



1. 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C40는 회원도시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여 2020년 6월 ‘2050 탄소배출제로’을 선언하고, 그린빌

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

였다. 특히 기존 건물의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은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68.2%를 차지하고 있는1)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자립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간 건축물의 ZEB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물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그린뉴딜 사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2) 서울시의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소유 건물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1,532개소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순차적으로 ZEB 건축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3).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생

활밀착형 노유자시설은 실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편이어서 ZEB 전환 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물들로, 기후변

화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기후적응력을 높이고, ZEB 전환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일시에 추진함으로써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

고,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 향후 민간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기술이나 제도적 기반이 잘 정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ZEB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기술적 장애요인들이 있고, 이를 구조

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간의 ZEB 전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공공건축물 ZEB 전

환 리모델링은 단시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여러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

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절차나 방법 등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 노유자시설의 현황 및 관련 제도와 ZEB 전환 리모델링 기술 분석

을 통해, 서울시 기존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

고, 이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2019), 「2018 기후변화백서」,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추진계획 보고내용 중 요약 발췌
3) 서울특별시(2020),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

립 시민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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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공공 노유자시설(경로당 및 어린이집) 현황 조사 및 유형화

(2) 주요 노유자 시설 유형에 따른 특징 및 유의사항 분석과 우선사업 대상 도출

(3)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리

(4) ZEB 전환 리모델링 기술요소 및 사례 분석 

(5) ZEB 전환 사업추진 체계 제안 및 사업기획 가이드라인 제안 

서울시 공공 노유자시설의 유형화는 서울시 공공 노유자시설의 건축물 대장 정보를 통한 군집분석

을 토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해당 노유자시설에서 보고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매칭하여 유형별 

에너지사용특성을 분석하였다. 에너지사용량 분석에서 연단위 에너지사용량 정보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0’)나 단지 내 시설이나 용도 복합시설에서 과도하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집

계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위 10% 데이터를 제외4)한 후 

유형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의 대푯값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정보는 도시가스와 

전력사용량만을 검토하였으며, 단위는 kWh로 통일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이 외에 일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접도조건, 위법사항, 공원여부 등)를 포털사이트 지도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여 

유형별 유의사항 도출에 참조하였다.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는 크게, 건축물 에너지 효율관련 관련 법령과 성능기

준, ZEB 전환 리모델링 시 고려해야하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 ZEB 전환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진행

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한 관계 

법규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향후 ZEB 전환 리모델링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한 부

분들을 정리하였다.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기술요소는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요소와 신재생에너지를 나누어 정리하

되, 실제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과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

하였다. 

4) 상하위 10%의 데이터의 경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상
위 연간가스 사용량 (경로당 상위 가스 17,308.8 kWh/개소, 상위 전기 648 kWh/개소, 하위 가스 210 kWh/개
소,  전기 45.3 kWh/개소 , 어린이집 상위 가스 586,923.1 kWh/개소, 상위 전기 6,772.8 kWh/개소, 하위 가스 
3,691.5 kWh/개소, 하위 전기 2,603 kWh/개소)  수준 이하임. 이러한 데이터 정보가 매칭되는 주요 원인에는 단
지 전체 또는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사용량으로 들어오는 경우, 입력자가 입력한 에너
지 사용량 단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가스 m3, Mj, kWh구분이 잘못됨), 전력계량기가 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내에 분리되어 있고, 그 중 일부 데이터만 사용량으로 제공한 경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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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사업대상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소

요 예산 및 선행과제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로드맵을 제안하고, ZEB 전환 리모

델링 사업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유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이 연구의 연구흐름도이다. 

그림 1-2-1 연구흐름도

- 76 - 



2.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 시설 현황 조사 및 유형화

2.1 건축적 특성 분석

2.1.1 건물의 형태적 특성

그림 2-1-1 서울시 구별 국공립 노유자시설 현황

해당되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각각 총 1,018건과 1,661건이며, 이 중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서울

시 소재의 국공립 노유자 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각 977건, 1,590건으로 파악되었다. 

건물 용도와 형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노유자시설에 대해 단독단지형/복합형/단독근린형의 

분류를 설정했다. 단독단지형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의 내부에 단독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물의 유형

을 말하고 복합형은 다른 용도의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 단독근린형은 아파트 단지 등의 내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단독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유형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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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의 건물 용도와 형태적 특성을 분류할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각 단

독단지형은 56건, 70건이며 복합형은 192건, 908건씩, 단독근린형은 696건, 612건씩 해당된다. 

가장 많은 용도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한편 노유자시설의 도로폭과 이격거리, 건축상 불법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분류하였다. 경로당의 

경우 도로폭은 2m 이하, 4m, 6m, 8m 이상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접도조건은 2m 이하 또는 

계단으로 분류하였다. 이격거리는 1m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해당 건물에 불법여부 유무를 확인하였

다. 도로폭으로는 2m 이하가 전체의 약 3%, 4m인 경우는 약 9%, 6m는 약 7%, 8m 이상은 2%

로 확인되었다. 이격거리의 경우 1m 이하인 건물이 전체의 6%, 1m 이상인 건물이 전체의 약 

16%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조사대상 경로당의 약 10%에 불법여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도로폭은 4m 미만, 4m, 6m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고, 이격거리는 1m를 기준

으로 분류하였다. 도로폭 4m 미만인 건물은 데이터 상 확인된 건물 중 약 4%, 4-6m인 건물은 전

체의 약 확인된 건물은 전체의 약 46%, 6m 이상인 건물은 약 1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격거

리의 경우 1m 이하인 건물은 약 4%, 1m 이상인 건물은 약 5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편 전체 어린이집 조사대상의 16% 가량이 불법여부가 있는 건물로 확인되었다.

경로당 어린이집
단독단지형 56 70

복합형 192 908
단독근린형 698 612

미상 31 0
합계 977 1,590

표 2-1-1 건물 형태특성 분류

그림 2-1-2 건물 형태특성 분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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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용도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비고

공동주택 52 711

교육연구및복지시설 30 48

노유자시설 629 607

단독주택 141 30

문화및집회시설 2 4

업무시설 4 23

제1종근린생활시설 77 62

제2종근린생활시설 36 46

종교시설 0 39

기타 6 20

합계 977 1,590

표 2-1-2 주용도 분류: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물의 주용도 분류

그림 2-1-3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주용도 분류

단독근린형 경로당의 약 10%는 공원 내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건축 설계 

시 공원심의가 필요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원심의 시 사업일정이 길

어질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수선의 범위에서 공사범위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단독근

린형 어린이집 중에는 주택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관련

한 임의사용이 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으로 양성화 되거나 원상복귀 되어야 하는 경우

들이 있다. 다만, 양성화 및 원상복귀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수선의 범위에서 공사를 고려

하여야 하며, 만연한 임의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양성화를 위한 완화 지

침 등이 고려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 건물의 상당수는 노인 및 청소년 복지시

설, 어린이집,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센터 등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공동주

택 부설형과 근린임대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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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노후도(건축연도)

2.1.3.1 노후도 분류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1980년 이전 4 22 127 4 7 31 54 0

1980~2000년 27 99 392 18 0 335 304 0

2001-2005년 9 23 92 3 7 190 53 0

2006~2008년 3 13 32 2 4 65 37 0

2009~2013년 8 16 27 3 16 120 53 0

2014~2015년 2 3 8 0 13 59 43 0

2016년 이후 3 16 20 1 23 108 68 0

계 56 192 698 31 70 908 612 0

총계 977 1,590

표 2-1-3 건축연도별 유형 분류

그림 2-1-4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건축연도별 분류

2000년까지의 건축물은 경로당 693개소, 어린이집 731개소로 어린이집에 비해 경로당의 노후도

가 심한 편이다.(경로당 전체의 약 71%, 어린이집 전체의 약 46%이며 1987년까지의 건물로만 따

졌을 때 격차는 더 커짐) 한편 단독단지형 어린이집의 경우 나머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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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주구조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벽돌구조 9 26 338 14 0 24 87 0

기타조적구조 1 2 10 0 0 4 3 0

철근콘크리트구조 46 155 318 15 70 860 488 0

일반목구조 0 3 16 2 0 3 7 0

기타구조 0 6 16 0 0 17 27 0

계 56 192 698 31 70 908 612 0

총계 977 1,590

표 2-1-4 주구조별 유형 분류

그림 2-1-4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주구조별 분류

단독근린형 경로당을 제외하면 연와조 건축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철

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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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규모(연면적) 및 층수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90㎡ 미만 7 6 123 5 10 91 9 0

90-150㎡ 미만 8 12 244 6 5 19 13 0

150-330㎡ 미만 14 31 270 9 8 28 147 0

330-500㎡ 미만 13 28 37 5 2 29 206 0

500-1,000㎡ 미만 9 65 19 5 9 70 179 0

1,000-3,000㎡ 미만 4 37 2 1 7 138 50 0

3,000㎡ 이상 1 13 3 0 29 533 8 0

계 56 192 698 31 70 908 612 0

총계 977 1,590

표 2-1-5 규모별 유형 분류

그림 2-1-6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규모별 분류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단독단지형 복합형 단독근린형 미상

1층 이하 6 11 146 6 33 203 33 0

2층 17 49 433 10 5 50 228 0

3층 20 55 86 11 1 56 247 0

4층 이상 13 77 33 4 31 599 104 0

계 56 192 698 31 70 908 612 0

총계 977 1,590

표 2-1-6 층수별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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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층수별 분류

경로당은 대부분 330㎡ 미만의 규모였으며, 어린이집은 330㎡미만의 규모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단독형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3층 미만이며, 그 중 단독근린형 경로당은 2층 규모 미만이 80%, 단독

단지형 어린이집은 45% 이상이 단층 규모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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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

2.2.1 노유자시설 전기 및 가스 사용현황

다음은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 시설의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간/월별/단위면적

당 에너지사용량을 정리한 것이다5).

구분

연 평 균 

1 개 소 당 

가 스 사

용 량

(kWh)

연 평 균 

1 개 소 당 

전 력 사

용 량

(kWh)

연 평 균 

단 위 면

적당 도

시 가 스 

사 용 량

( k W h /

㎡)

연 평 균 

단 위 면

적당 전

력 사 용

량

( k W h /

㎡)

연 평 균 

단 위 면

적당 1

차 에 너

지 사용

량

( k W h /

㎡)

연 평 균 

단 위 면

적당 온

실 가 스 

배 출 량

(kgCO2

/㎡)

연 평 균 

총 추 정 

도 시 가

스 사 용

량

(MWh)

연 평 균 

총 추 정 

전 력 사

용 량

(MWh)

연 평 균 

총 추 정 

1 차 에 너

지 사용

량

(GWh)

연 평 균 

총 추 정 

온 실 가

스 배출

량

(tCO2)

경로당 22,189.1 5,139.5 159.46 13.39 212.2 36.10 71,796 6,029 95 16,253

어 린 이

집
49,768.6 18,698.8 115.23 20.02 181.86 30.48 907,991 157,754 1,443 240,177

표 2-2-1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에너지사용량 및 추정치 분석

2.2.1.1 경로당 및 어린이집 에너지사용량 검토

구분(단위:kWh)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연간
전기 4,984 5,348 5,085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건물 제외.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계산식

: 면적
년간에너지사용량

의평균

가스 21,460 23,500 21,607

단위

면적당

전기 39.7 42.6 40.5

가스 166.6 185.5 171.4

표 2-2-2 서울시 경로당 연평균 에너지사용량

위의 자료는 서울시 경로당의 연간 전기 및 가스 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의 평균 수치

를 나타낸다. 전기의 경우 동절기/하절기에 사용량이 상승하며 가스는 동절기에만 사용량이 매우 많

다. 평균 전기 사용량과 가스사용량은 2017-2018년 사이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9년에 

들어서서는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사용량의 평균수치 또한 전기와 가스 모두 상승하다가 소폭 하락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극한값을 제거해도 단지형이나 복합형은 면적값 등의 오차로 부정확한 면이 있으며, 임의 증축이 있는 경우도 오차
범위 내에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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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단위:kWh)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연간
전기 18,332 19,065 18,698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건물 제외.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계산식

: 면적
년간에너지사용량

의평균

가스 49,543 51,910 47,851

단위

면적당

전기 66.6 69.8 67.9

가스 136.7 142.6 133.0

표 2-2-3 서울시 어린이집 연평균 에너지사용량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전기 및 가스 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의 평균 수치가 

2018년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사용량, 단위면적당 전기 

및 가스사용량 모두 2018년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소폭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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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경로당 및 어린이집 3개년 평균 에너지사용량

평균: 428.3 kWh

중위값: 391.7 kWh

그림 2-2-1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2017-2019 3개년 에너지사용량

평균: 1,846.3 kWh

중위값: 1,017 kWh

중위값은 전기 약 391.7kWh, 가스 약 1,017kWh이며 평균값은 전기 약 428.3kWh, 가스 약 

1,846.3kWh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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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68.67 kWh

중위값: 1,511.8 kWh

그림 2-2-2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2017-2019 3개년 에너지사용량

평균: 4,147.4 kWh

중위값: 3,453.8 kWh

중위값은 전기 약 1,511.8 kWh, 가스 약 3,453.8 kWh이며 평균값은 전기 약 1,568.67 

kWh, 가스 약 4,147.4kWh로 파악되었다. 오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기 : 3.63%(평균에 대한 오차) ~ 3.76%(중위에 대한 오차)

가스 : 16.72%(평균에 대한 오차) ~ 20.08%(중위에 대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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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경로당 및 어린이집 단위면적당 사용량

그림 2-2-3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월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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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연평균 단위면적당 전력 사용량은 13.39kWh/m2, 기저사용량은 4.78kWh/m2, 계절사용

량은 8.61kWh/m2로 확인되었다. 연평균 단위면적당 도시가스 사용량은 159.46kWh/m2, 기저사

용량 4.08kWh/m2, 계절사용량 155.38kWh/m2로 분석되었다. 경로당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대부

분 난방과 급탕에 관련된 반면 전력은 상대적으로 전열로 인한 기저 사용량이 많이 산출되었다.

평균: 1.116kWh/m2

중위값: 0.653kWh/m2

평균: 13.288kWh/m2

중위값: 10.169kWh/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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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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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평균 단위면적당 전력 사용량은 20.02kWh/㎡, 기저사용량 6.35kWh/㎡, 계절사용량 

13.67kWh/㎡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단위면적당 가스 사용량은 115.23kWh/㎡, 기저사용량 

6.11kWh/㎡, 계절사용량 109.12kWh/㎡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은 경로당과 비교하여 기

저사용량이 전력사용량과 도시가스 사용량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특히 급탕사용량

이 높은 편이다.

평균: 1.668kWh/m2

중위값: 0.571kWh/m2

평균: 9.584kWh/m2

중위값: 5.014kWh/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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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물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건물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3.1 건물 용도 및 형태적 특성

해당 분류기준은 추후 이루어질 리모델링 사업이나 ZEB 전환관련 사업에 앞서 공사 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단독단지형과 복합형, 단독근린형으로 구분된다. 단독단지형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노유자시설 단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유형을 말한다. 복합형은 다른 용도

의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유형, 단독근린형은 단지 내에 포함되지 않고 완전히 단독 용도로 사

용되는 건물 유형을 말한다. 각 D, R, L로 코드를 설정하였으며, 경로당의 경우 OD, OR, OL로 정

하였다.

2.3.2 건축연도(노후도)

건축연도는 A부터 H까지 총 8가지 분류코드를 설정하였다. 1980년 이전(A), 1980~1987년(B), 

1988~2000년(C), 2001~2005년(D), 2006~2008년(E), 2009~2013년(F), 2014~2015년(G), 

2016년 이후(H) 등 건축연도를 연도별로 구분하였다.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노유자시설의 ZEB전

환 리모델링 사업이 중요시되기에, 비교적 최근의 건물보다 노후정도가 심한 건물들에 비중을 두었

다.

2.3.3 주구조

 기존의 데이터 상으로는 10가지 이상의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수적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총 

5종의 분류코드를 설정하였다. 각각 벽돌구조(11), 기타조적구조(1n), 철근콘크리트구조(21), 일반

목구조(51), 기타구조(99)로 분류코드를 생성하였다.

2.3.4 규모(연면적)

 규모 분류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90㎡ 미만, 90-150㎡ 미만, 150-330

㎡ 미만, 33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3,000㎡ 미만, 3,000㎡ 이상 등 총 7가지 

분류코드를 a부터 g까지 설정하였다. 

2.3.5 층수

 1층 이하의 단층, 2층, 3층, 4층 이상의 건물 층수를 분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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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유형코드

그림 2-2-5 

코드예시

2.3.6.1 경로당 코드표

‘80-00년 단독근린형 연와조 2층이하 150㎡미만 규모가 가장 많으며, 150-330㎡규모가 그 다

음으로 비중이 높다.

L(단독근린형)
80년이전 80~00년 01~05년 06~08년 09~13년 14~15년 16년이후

A B C D E F G

연와조 11

OLA1111aa
(30)

OLB1112ab
(168)

- - OLE1112nn - -

OLA1112bb
(33)

OLB1113cn
(73)

OLA1113cc
(27)

OLB113nab

OLA1123aa

철근콘크리트구
조 21

OLA2113ac OLB2112ab
(35)

PLC2113ab
(33)

OLD2113ac
(22)

OLE2113ac
OLF2113ac OLG2113ac

OLA21nndn

OLB2112cn
(63) OLC2113cn

(50)

OLB213nnn
(42)

OLE2113dn

OLC21nncn OLD2113dn OLE21nnnn
OLF2113dn

OLG21nnnn
OLF21nnnn

일반목구조 51 OLA5112aa
(13) - - - - - -

기타구조 nn OLAnnnnnn OLBnnnnnn OLCnnnnnn OLDnnnnnn OLEnnnnnn - OLGnnnnnn

표 2-3-1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분류코드표1

단독단지형이나 복합형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80-00년 철근콘크리트의 비중이 해당 유형 중에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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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독단지형)
80년이전 80~00년 01~05년 06~08년 09~13년 14~15년 16년이후A B C D E F G

연와조 11 ODA11nnnn ODB1112nn - - - - -

철근콘크리트구
조 21 ODA21nnnn

ODB2112nn ODC2112ac

ODD212ncd ODE213ncn ODF213ndn ODF21nnnnODB213nnn
(15)

ODC2112dn

ODC213nnn

기타구조 nn ODAnnnnnn - - - - - -

표 2-3-2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분류코드표2

R(복합형)
80년이전 80~00년 01~05년 06~08년 09~13년 14~15년 16년이후

A B C D E F G
연와조 11

ORA1112ac ORB1113nn
(18) - - - - -

ORA1112dn

철근콘크리트구
조 21

ORA2113ac ORB2113ac ORC2113dn

ORD21nnnn
(13)

ORE21nnnn
(14)

ORF21nnnn

ORG2113nn

-
ORA2113dn ORB2113dn

(37) ORC21nnnn
(15) ORG21nnnn

ORA21nnnn ORB21nnnn
(28)

기타구조 nn ORAnnnnnn ORBnnnnnn - - OREnnnnnn - -

표 2-3-3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분류코드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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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어린이집 코드표

‘80-00년 단독근린형 철근콘크리트조 3층이상 330㎡이상 규모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150-330㎡규모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L(단독근린형)
80년이전 80-00년 01-05년 06-08년 09-13년 14-15년 16년이후

A B C D E F G

연와조 11

LA1112ab LB1112ab

- - - - -LA1112cn
(25)

LB1112cn
(41)

LA113nnn LB113nnn

철근콘크
리트 21 LA21nnnn

LB2112ab LC21nnad
(27)

LD21nnad
(17)

LE21nnad
(20)

LF21nnad
(24) LG21nnad

LB2112cd
(80)

LC21nznen
(24)

LD21nnen
(18)

LE21nnen
(30) LF21nnen

LG21nndd
(34)

LB2112en
(36)

LG21nnenLB213nac

LB213ndn
(107)

기타 nn LAnnnnnn LBnnnnnn LCnnnnnn LDnnnnnn LEnnnnnn LFnnnnnn LGnnnnnn

표 2-3-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분류코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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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경우 복합형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철근콘크리트조 3,000㎡이상 비중이 높은데,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의 전환 사례가 많음을 보여준다.

D(단독단지형) 8 0 년 이 전 80-00년 01-05년 06-08년 09-13년 14-15년 16년이후

A B C D E F G
연와조 11 - - - - - - -

철근콘크
리트 21 - DB21nnnn DC21nnnn DD21nnnn

DE2112nn
DF21nnnn
(13)

DG2112nn
(17)

DE213nnn DG213nnn

표 2-3-5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분류코드표2

R(복합형) 80년이전 80-00년 01-05년 06-08년 09-13년 14-15년 16년이후

A B C D E F G

연와조 11 RA11nnnn

RB1112nn

RC1112nn RD1112nn - - -
RB113nnn

철근콘크
리트 21

RA21nnae RB2112nn
(34)

RC2112nn
(46) RD2113nn RE2112aa

(27)
RF2112nn
(21)

RG21nnad
(26)

RA21nnfn

RB213naf
(59)

RC213naf
(34) RD213naf RE2112bn

(21) RF213naf RG21nnef
(19)

RB213ngn
(230)

RC213ngn
(97)

RD213ngn
(33)

RE213nae

RF213ngn
(25)

RG21nngn
(61)

RE213nff
(20)

RE213ngn
(46)

기타 nn RAnnnnnn RBnnnnnn RCnnnnnn RDnnnnnn REnnnnnn RFnnnnnn RGnnnnnn

표 2-3-6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분류코드표3

*연도미상의 건물 존재. 코드 : R미상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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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노유자 시설 유형 검토

가) 유형 검토 및 분석

그림 2-3-1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유형분류

경로당에서는 유형 OLB1112ab(80-00년대 150㎡ 미만의 2층이하 연와조 단독근린형 건물), 

OLB1113cn(80-00년대 150㎡ 이상의 3층이하 연와조 단독근린형 건물), OLB2112cn(80-00년

대 150㎡ 이상의 2층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근린형 건물) 등의 순서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의 

경우 유형 RB213ngn(80-00년대 3,000㎡이상의 3층이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복합형 건물), 

LB213ndn(80-00년대 330㎡이상의 3층이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근린형 건물), 

RC213ngn(01-05년대 3,000㎡이상의 3층이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복합형 건물) 등의 순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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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유자 시설별 에너지사용량 검토

그림 2-3-2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유형별 3개년 평균 에너지사용량

위 그림은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건물 유형별 3개년 평균 전기 및 가스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이

다. 전기의 경우 유형 ORB2113ac(80-00년대 330㎡ 미만의 3층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복합형 건

물), ODA11nnnn(80년 이전 연와조 복합형 건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스의 경우 유형 

OLC21nncn(01-05년 15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근린형 건물), OLE21nnnn(09-13년

대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근린형 건물)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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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에너지 계절사용량 및 기저사용량

경로당 계절사용량에서는, 전기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기저사용량이 계절사용량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 사용량과 비교하여 가스 사용량은 기저사용량 대비 계절별 에너지사용량이 많았다. 

유형 ORB2113ac와 ORAnnnnnn, ODA11nnnn 등은 전기 기저사용량이 타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OLCnnnnnn은 계절사용량이 기저사용량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OLC21nncn과 

OLE21nnnn, ODC2112ac 등의 유형은 가스 계절사용량이 타 유형에 비해 매우 많으며, 모든 유형

의 가스 계절사용량이 기저사용량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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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형별 3개년 평균 에너지사용량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 유형별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그림으로, 전기와 가스사용량이 많고 적

은 유형들을 분석하였다. 전기의 경우, 유형 LF21nnen(14-15년 1,000㎡ 이상 규모의 철근콘크리

트구조 단독단지형 건물), LGnnnnnn(16년이후 기타구조 단독단지형 건물), LC21nnen(01-05년 

1,000㎡ 이상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근린형 건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확인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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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경우, 유형 LD21nnen(06-08년대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근린형 건물), LEnnnnnn(09-13

년 기타구조 단독단지형 건물), LE21nnen(09-13년대 1,000㎡ 이상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

독단지형 건물)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3-5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계절사용량 및 기저사용량

다음은 어린이집 에너지 기저사용량 및 계절사용량에 대한 그림이다. 전기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

에서 기저사용량에 비해 계절사용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비해 가스사용량은 기저사용

량 대비 계절별 에너지사용량이 많았다. 기저사용량과 계절사용량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들(예: 

RD1112nn, RDnnnnnn, LA1112ab 등)이 있는 반면 기저사용량에 비해 계절사용량이 작은 유형

(예: REnnnnn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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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후도 기준 15년 이상, 20년 이상 시설 에너지사용량 검토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전체 15년 이상 20년 이상 전체 15년 이상 20년 이상

개소(비중,%)
전기 320(100) 290(90.6) 233(72.8) 654(100) 467(71.4) 356(54.4)
가스 253(100) 229(90.5) 188(74.3) 671(100) 448(66.8) 329(49.0)

연면적합(㎡)
전기 102,448.6 85,612.1 66,946.6 2,610,402.6 1,715,465.7 1,194,542.3
가스 61,572.3 52,886.7 40,510.4 2,546,049.6 1,416,992.9 788,604.4

에너지 사용량 

3년평균 

(kWh)

전기 1,644,624.7 1,475,081.3 1,158,249.3 12,310,922.3 8,613,872.6 6,972,595

가스 5,613,849.8 5,002,900.2 3,984,350.7 33,394,697.4 23,772,406.6 18,726,335.1

단위면적당 

사용량 

3년평균(kWh

/㎡)

전기 40.91 41.99 44.35 64.07 43.25 52.27

가스 174.52 181.10 194.51 137.20 124.44 135.35

표 2-3-7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노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 검토

노유자시설 전체를 노후도 15년 이상과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였

다. 에너지사용량 분석의 경우, 계산 및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유효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진행하였으

며, 허수가 포함되어 도출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노후연수 20년 이상의 건물은 기간상 15년 이상의 건물 집단에 포함되며, 에너지단위는 kWh로 

환산, 일치시켜서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경로당의 경우 노후연수 15년 

이상인 건물이 전체 경로당에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인 경우도 70%를 

넘는 비중을 보인다. 이로서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절약관련 사업이나 ZEB전환사업 등의 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노후연수 15년 이상인 건물은 약 71%, 20년 이상인 건물

은 약 54%로 경로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이지만, 어린이집 전체의 절반 이상이 15년 이

상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통적으로 노유자시설에서는 전기보다 가스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본적으로 전기에

너지를 많이 쓰는 하절기에도 에너지 환산 시 전기사용량 보다 가스사용량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각 노유자시설에서 15년 이상의 노후연수를 갖는 건물의 수가 노후도 20년 이상의 건물보

다 약 60~100여 개씩 많지만 에너지사용량으로는 예상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

후연수 15년 이상의 건물에 포함되는 20년 이상인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이 매우 많음을 보여준다.

개소
경로당 어린이집

전기(320) 가스(253) 전기(654) 가스(671)
상위 10% 상위 30% 상위 10% 상위 30% 상위 10% 상위 30% 상위 10% 상위 30%

전체 32 96 25 75 65 196 65 196
노후도

20년 이상
22 60 12 49 33 114 32 118

(비중) (68.8%) (62.5%) (48%) (65.3%) (50.8%) (58.2%) (49.2%) (60.2%)

표 2-3-8 유효데이터 에너지사용총량 상위건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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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유형별 에너지사용량 및 상위소비유형

다음은 노유자시설의 유형 중 에너지사용량 상위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2-3-6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 상위유형 분석

가스와 전력 사용량 상위 10%와 상위 30%에 공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룹은 ‘80-00년 연와조 

단독근린형 경로당, ’80-00년 RC조 2층이하 150㎡이상 단독근린형, ‘00년대 초반 RC조 3층이하 

단독근린형 경로당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3-7 서울시 국공립 경로당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상위유형 분석

‘80-00년 2층 이하 150㎡미만 연와조 단독근린형 경로당, ’80년 이전 단층 연와조, ‘80년 이전 

기타구조 및 목구조 경로당은 단위면적당 가스와 전력 사용량 상위 10%와 30% 그룹에서 공통적으

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기타구조 경로당은 전반적으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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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에너지사용량 상위유형 분석

가스와 전력 사용량 상위 10%와 상위 30%에 공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룹은 ‘80-00년 RC조 3

층이상 330㎡이상의 단독근린형, ’80-00년 RC조 2층이하 150㎡이상 단독근린형, ‘00년대 초반 

RC조 500㎡이상 단독근린형 어린이집이었다.

그림 2-3-9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상위유형 분석

 상위 10%그룹에는 ‘00년대 초반 2층 이하 복합형 어린이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 30%그룹에는 ’80-00년 2층이하 150-500㎡미만 RC조 단독근린형, 3층이하 330㎡미만 RC

조 단독근린형, 2층이하 150㎡이상 연와조 단독근린형 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실제로 전체 어린이집 면적에서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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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서울시 국공립 노유자시설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전기사용량

(1) 경로당

그림 2-3-10 경로당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가스사용량

단위면적당 가스사용량이 높은 유형으로 OLB1112ab('80-00년 150㎡미만의 2층 이하 연와조 

단독근린형 경로당), OLB2112cn('80-00년 150㎡이상의 2층 이하 RC조 단독근린형 경로당), 

ORB21nnnn(‘80-00년 RC조 복합형(다세대, 근생 등) 경로당)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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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경로당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전기사용량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이 높은 유형으로 OLB1112ab('80-00년 150㎡미만의 2층 이하 연와조 

단독근린형 경로당), OLB2112cn('80-00년 150㎡이상의 2층 이하 RC조 단독근린형 경로당), 

ORB21nnnn(‘80-00년 RC조 복합형(다세대, 근생 등) 경로당)등이 있다. 

(2) 어린이집

그림 2-3-12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가스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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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전기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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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서울시 소규모 공공건축물(노유자시설) 현황

2.3.7.1 노유자시설 ZEB 전환 리모델링 주요 우선사업 유형 - 경로당

1순위 2순위 에너지소비

집중관리대상기타구조 1순위 주요 유형 2순위 주요 유형 복합형

¡ ‘09년 이전 기

타구조

¡ 단위면적당 에너

지사용량 상위 

그룹(일부 누락)

¡ 구조안전검토를 

통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 필요(‘21

년 전수조사를 

통해 ’22년 이

후 계획 실행)

¡ ‘00년 이전 단

독근린형 연와

조 150㎡이하

¡ ‘00년 이전 철

근 콘 크 리 트 조 

300㎡이하

¡ ‘00년 이전 단

독단지형 연와

조

¡ ‘00년 이전 단

독근린형 연와

조 150㎡이상

¡ ‘08년이전 단독

근린형 RC조

(특히 ’00년이

전 단독근린형 

RC조 300㎡이

상)

¡ ‘05년이전 단독

단지형 RC조

¡ 특히 ‘00년 

이전 300㎡

이하

¡ ‘09년이후 신축된 

건물 중 단위면적

당 에너지사용량

이 많은 건물(특

히 ’16년이후 단

독근린형 RC조

/‘09년 이후 3층

이하 300㎡이하)

¡ 진단을 통해 설비 

및 가전 교체, 모

니터링, 교육 등 

실시 가능

약 17,520㎡

연평균 약 

192tCO2

약 29,000㎡

연평균 약 

2,272tCO2

약 308,000㎡

연평균 약 

4,460tCO2

약 25,400㎡

연평균 약 

2,465tCO2

약 1,819㎡

연평균 약 72tCO2

표 2-3-9 경로당 ZEB 전환 리모델링 주요 우선사업 유형

그림 2-3-14 경로당 ZEB 전환 리모델링 주요 우선사업대상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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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노유자시설 ZEB 전환 리모델링 주요 우선사업 유형 - 어린이집

1순위 2순위 에너지소비

집중관리대상기타구조 1순위 주요 유형 2순위 주요 유형 복합형

¡ ‘09년 이전 기

타구조

¡ 단위면적당 에

너지사용량 상

위 그룹(일부 

누락)

¡ 구조안전검토를 

통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 필요(‘21

년 전수조사를 

통해 ’22년 이

후 계획 실행)

¡ ‘80년 이전 단

독근린형 

¡ ‘80-’00년 단

독근린형 철근

콘크리트조 3층 

이상 

¡ ‘80-’00년 단

독근린형 철근

콘크리트 2층 

이하 150㎡이

상

¡ ’09년 이전  단

독근린형 및 단

독단지형 

¡ 특히 ‘80년 이

전 건축물과 

’80년-‘00년 3

층 이상 건축물

¡ ‘09년이후 신축

된 건물 중 단

위면적당 에너

지사용량이 많

은 건물(특히 

’16년이후 단독

근린형)

¡ 진단을 통해 설

비 및 가전 교

체, 모니터링, 

교육 등 실시 

가능

약 28,400㎡

연평균 약 

1,863tCO2

약 171,500㎡

연평균 약 

8,114tCO2

약 668,368㎡

연평균 약 

91,800tCO2

약 6,606,750㎡

연평균 약 

77,060tCO2

약 14,850㎡

연평균 약 

779tCO2

표 2-3-10 어린이집 ZEB 전환 리모델링 주요 우선사업 유형

그림 2-3-15 어린이집 ZEB 전환 리모델링 주요 우선사업대상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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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EB 전환 관련 제도 및 법규 

3.1 건축물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및 설계 기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6)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나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제의 근거 법령(제17조)이 된다.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이 법 아래

에 통합되었으나, 에너지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다음 표 3-1-1에 언급되는 법률들에서

도 규정되고 있다. 특히 기존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신재

생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에너지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온실가스 관련항목을 통해 평가되고 있다.   

조항
녹색성장 기본법 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에너지기본법

제6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제10~14조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조항 
제15~24조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25~36조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37~40조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6항 (소규모 전력중개 관련)
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표 3-1-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관련 법률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
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며(제1장 제1조), 제54조에서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
소화하는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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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녹색건축물에 관련한 법규 및 위계

법 조항 내용

기본계획

법 제6조 및 제6조의 2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의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하여야한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녹색건
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법 제 10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
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온실
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3-1-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주요 내용

녹색건축물의 성능과 관련된 법령 체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3.1.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표 3-1-2은 그 주요 내용이

다.  

이 중 서울시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은 법 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제13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기준,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7조 그린리모

델링에 대한 지원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특히 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기존 건축물

의 에너지 성능 개선기준」은 제7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받은 사업,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에너지 요구량을 20%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사업,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

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하되, 수선의 경우는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

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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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총량관리

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고나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
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및 기
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6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기준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의 기준 및 녹색건축물
로 전환해야 하는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 범위를 정한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법 제13조의 2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6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국토부장관에
게 해당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고, 이를 공개
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대수선을 제외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에너지절
약계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법 제14조의 2
시행령 제 10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 소유의 연면적 3,000M2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창에는 차양 등 일사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열 및 고효율 건축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법 제15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
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고・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
법 제16조

시행령 제 11조의 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제의 근거 법령으로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의 근거 법령으로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

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
급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중개업자는 

건축물 중개 시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안내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법제24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의 조성의 촉진을 위해 신규

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

홚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법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
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

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법 제28조

시・도지사는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

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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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을 다음 표 3-1-3과 같이 정하고 있다(신설 

2019.12.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

1. 또는 
관리주체

가.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공공기관) 
나. 시 도의 교육청

가.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공공기관) 
나. 시・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 

4. 건축물의 
연면적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그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표 3-1-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3.1.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와 영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인증대상, 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점검 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통 고시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그리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시행 목적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이며, 인증대상은 모든 신축 및 기존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다7). 인증대상 건축물의 신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

는「주택법」 제16조·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평가는 사용용도로 하고, 건축물명에 건

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괄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고, 에너지공급단위별 혹은 가구 또는 

세대 등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

다8).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 https://beec.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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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절차(출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시스템 https://beec.energy.or.kr/)

그림 3-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의 절차(출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스템 https://beec.energy.or.kr/)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정 2001.11. 5 개정 2020. 8. 4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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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와 그림 3-1-3은 각각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절차를 도식화한 것으로, 인증은 예

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된 토대로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증은 최종설계도면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소요시간은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서류접수 후 40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서류접수 후 50일이다. 주거용 이외

의 건축물의 인증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데, 1,000M2미만의 건축물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각각 1백90만원, 1,000M2이상 3,000M2미만의 건축물은 3백90만원이다.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9)을 기준으로 다음 표 3-1-4와 같이 인증기준과 인증등급을 

10개 등급(1+++~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주거용 건물 주거용 이외의 건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1+++ 60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표 3-1-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등급(출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별표2)

3.1.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9) 단위면적당에너지 소요량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 소요량을 각각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합을 의미하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한 값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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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마찬가지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7조와 영 제12조에 근거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

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대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과 같으며, 의무 취득 대상은 신

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기숙사를 제외

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로  표 3-1-3과 같다.

표 3-1-5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기준 및 등급을 정리한 것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율 20%이상, 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를 인증 취득 최소조건으로 하

고, 자립율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한다.

1.�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Ÿ 프로그램(ECO2) 
통해 1++ 등급 만족 여부 평가

  - 주거용: 90kWh/㎡년 미만 
  - 비주거용: 140kWh/㎡년 미만

Ÿ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에너
지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Ÿ 1차에너지소요량 = ∑용도별 에너
지소요량 X 1차에너지환산계수

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Ÿ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
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Ÿ 에너지자립율에 따라 아래의 5개 등
급으로 나누어 인증

Ÿ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에너
지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Ÿ 에너지자립율(%)=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100% 미만

3등급 60% 이상 80% 미만

4등급 40% 이상 60% 미만

5등급 20% 이상 40% 미만 

Ÿ 에너지자립율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구분 

3.� BEMS� 및�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Ÿ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표 3-1-6) 

    - 에너지소비량을 계측하여 실시간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Ÿ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
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필수

Ÿ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필수 + 추가 3개 권장

표 3-1-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BEMS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건축물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이에 따

른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건물에너지를 최적화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버나 IoT 기술을 활용

하여 다양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표 3-1-6의 항목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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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BEMS

전자식계량기

1 수집 및 표시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수집된 건물에너지의  (전기/연료/열 등) 표시 여부
● ●

2 정보감시
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 에너지관리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 5종 이상의 관제값
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비교 평가 여부

●
○

(권장)

3 데이터 조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특정기간(일간, 주간, 년간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여부

● ●

4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 용도에 대
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여부

● ●

5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이 계통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여부

●
○

(권장)

6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
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 ●

7 에너지 소비량 예측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
○

(권장)

8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 ●

9 제어시스템 연동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

10 계측기 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

11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관리대상 및 종류, 검색, 보관 및 보호방법 등 데이터관
리 처리절차를 문서화하고 관제점 일람표를 대상으로 수집
/ 저장/ 백업 대상을 목록화하여 작성 관리 여부

●

표 3-1-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 (출처: 

https://zeb.energy.or.kr/)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소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

다.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20일

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30일이내에 보

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인증보완기간은 소요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수정안”에서 올해

(‘20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25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

상 공공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이상 공동주택, ‘30년에는 500제곱미터 이

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올해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

계획’에 따라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화는 ‘23년으로 앞당겨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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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기타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과 관련된 기준

3.1.4.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

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계법령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

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있으며, 다음 표 

3-1-7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10) 및 공급의무비율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임)

(건축주)

Ÿ 및 지방자치단체
Ÿ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Ÿ 정부가 연간 50억원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Ÿ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Ÿ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건축용도
(허가용도)

Ÿ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건축연면적
(허가연면적)

Ÿ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M2 이상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연 도 ‘20~’21 ‘22~’23 ‘24~’25 ‘26~’27 ‘28~’29 ‘30~

공급의무비율
(%)

30 32 34 36 38 40

표 3-1-7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및 공급의무비율

  단, 이 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방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에너지자립

율 산정방식과 구분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신ㆍ재생에

너지 공급의무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신ㆍ재생에

너지 생산량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여, 실제 생산되는 양이 아니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0의 원별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또한 예상에너지사용량 역시 실제 건축물의 성능이나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양과는 무관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건축물 용

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과 지역계수에 건축 연면적을 곱한 값이다. 다음 표 3-1-8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요약한 내용이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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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급의무비율� (%)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예상에너지사용량 x 100

1.� 예상에너지사용량
예상에너지사용량(kWh) 

= 건축연면적(M2) x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M2) x 지역계수
* 단위에너지사용량과 지역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름

2.�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kWh) 

= 원별 설치규모 x 단위 에너지생산량 x 원별보정계수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과 지역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0에 따름

3.� 설치의무용량�

설치의무용량(kW) 
= 신재생에너지생산량(kWh)/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kWh/kW yr)/ 원별 보정계수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2020), 신ㆍ증ㆍ개축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설치의무화)

표 3-1-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출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3.1.4.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축법 상 대수선을 제외한 건축허가 대상과 용

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다만, 단독주택 및 동ㆍ식물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공

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

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

지 않을 경우 예외가 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증축과 개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4.3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은 에 의한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

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

색건축 인증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

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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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기준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인증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의 합에 따라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

린4등급)의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하고 있다. 

다음 표 3-1-9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별표 6과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인증은 주거용과 비주

거용 건축물 모두 에너지성능개선을 필수항목으로 보고 전체 배점의 50%를 배정하고 있으며, 환경

성 선언제품의 사용이나 절수형 기기 사용,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제공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보고 

있다. 이외에 주거용 건축물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나 난방 장치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및 배관 파

이프 단열보온재 설치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에너지모니터링 및 관리지원장치 

설치 여부와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서류 구축 여부, 온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에 대한 개

선 여부 등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항목 구분 배점 인증항목 구분 배점

1.
및 교통

- - - - - -

2.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수준 점수 합계로 평가)
필수 10

2.1 에너지성능개선
(에너지절감률로 평가)

필수 10

2.2 탄소포인트제 참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로 평가)

평가 2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설치 
여부 및 계량기 종수 및 내용 등으로 평가 )

평가 2

3. 재료 
및 자원

3.1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갯수로 평가)

평가 2
3.1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갯수로 평가)

평가 2

4.물순환 
관리

4.1절수형 기기사용
(환경표지 인증대상 제품군 적용여부로 평가)

평가 2
4.1절수형 기기사용

(환경표지 인증대상 제품군 적용여부로 평가)
평가 2

5.유지관리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역, 관리자 매뉴얼,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 관련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유지관리 관련 정보 중 보유 
항목 수로 평가)

평가 2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역, 관리자 매뉴얼,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 관련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유지관리 관련 정보 중 보유 
항목 수로 평가)

평가 1

5.2 그린리모델링 공사관리
(그린리모델링 공사관련 서류의 수로 평가)

평가 1

6.생태환경 - - - - - -

7.실내환경

7.1 온열환경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장치 적용 및 단열조치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조절장치 
설치 수준에 따라 평가)

2

7.1 실내환경의 쾌적성 개선
(온열, 조명, 환기, 실내공기질, 소음에 
해당하는 실내환경 개선의 수행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 2

표 3-1-9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인증 세부심사 기준 (출처: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6과 7)

주거용 에너지 성능개선 평가 방법 중 에너지성능개선 수준 점수 합계에 의한 평가방법은 현재 공

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성능개선 절감률 산정방식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창호 성능이나 에너

지절약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단열이 설치된 면적 비율 등을 통해 표 3-1-10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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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수준�점수�합계

1 8 이상 1.0

2급 7 이상 8점 미만 0.8

3급 6점 이상 7점 미만 0.6

4급 5점 이상 6점 미만 0.4

구분 평가방법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창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

벽체단열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
(권장)

지붕단열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

과열방지지붕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기타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

Ÿ 본 평가방법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6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2.1 
에너지성능개선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중 단독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 3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의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방법 2에 의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Ÿ 창 공사는 건물의 1m2 이상 면적의 모든 창호에 적용해야 하고,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Ÿ 벽체 단열공사나 지붕 단열공사 면적은 창호를 제외한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면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추어 적용해야 함

Ÿ 과열방지 지붕이란 차열도료(Cool Roof)를 사용하거나, 녹지가 조성된 지붕(Green Roof, 옥상조경)을 말함
Ÿ 과열방지 지붕 면적 산출방법

Ÿ
과열방지 지붕적용면적(%) =

차열도료 적용면적 + 옥상조경 면적
× 100

지붕면적

Ÿ 고효율난방설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따른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을 말함 

Ÿ LED조명이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따른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을 말하며, 전체 조명 설비 
전력에 대한 LED조명기기 전력비율 50%이상 설치해야 함 

표 3-1-10 단독주택의 에너지성능개선 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출처: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6)

3.1.4.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호가대

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정하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부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

의 경우 ~의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적용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는 대수선

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전면대수선11)을 건축물의 외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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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시스템 전면 교체로 별도로 정의하고, 대수선과 함께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수선부

위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서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수직 또는 수평증축, 일부개축, 일부 재축의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을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

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에도 기준을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기본적으로 연면적 500m2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소규모 공공건

축물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 복합용도형 노유자시설의 

증축 및 일부 개축,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을 동반하는 리모델링 시에는 「서울특별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려되어야 한다.  

11)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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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규

3.2.1 건축행위 관련 법규

건축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 

행위 시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시에는 사업 내용에 따른 건축법령 상의 의무와 부담의 범위를 파악

하기 위해 건축행위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 제2조 1항은 다음 표 3-2-1과 

같이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건축

물의 일부 증축 및 개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3-2-1 건축행위에 대한 정의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모든 행위를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주차장 

설치, 대지안의 공지, 피난 및 소방안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조경면적 등 다양한 「건축법 상의 의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대수선의 범위를 다음 표 3-2-2와 

같이 정의한다. 이 중 9호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12))의 증설 및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및 변경에 대하여도 대수선

으로 적용하여, 외단열 리모델링의 대수선 적용여부에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100」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

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외

12) 「건축법」 제52조 2항의 건축물의 마감재료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동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ZEB전환 사업의 주 대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호)을 
포함하여 상업지역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5항에 따라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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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까지 그 외벽 마감

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용

역 주요 공통 Q&A(안)(2020.10)”에서 건축법 제52조 제2항 시행(‘10.12.30)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증설 또는 해체 등 교체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

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13).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

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표 3-2-2 대수선의 범위  

리모델링시의 구조안전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제48조 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수선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

축법」 제48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중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구

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음 표 3-2-3과 같이 정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

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며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받은 서류(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 

)를 설비 확인 신청시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2020.1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주요 공통 Q&A(안), LH그린리모델링창조
센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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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상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안전 시설물관리 지진재해대상 시설물의 설계·보강

법 
주요내용

48조(구조내력 등) 건축하

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

제48조의2(건축물내진등급 설정) 국

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에 따라 내진등급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 

2층 이상(목구조 3층이상)건축물/ 연

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500제곱미

터)이상건축물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설계자와 감

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의 건축설비 설치를 

제2조(정의) 8. “내진성능평가”란 지

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12. “성능평가”

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

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지

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

요한 조치.

제15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

계획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시설물(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하여 중앙안

전관리위원회에 보고.

제16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추진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표 3-2-4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관련 법규 비교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 제32조 2항/ 시행규칙 제58조)

제출 대상 

Ÿ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이상]

Ÿ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Ÿ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Ÿ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Ÿ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Ÿ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라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특: 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 연면적 1,000M2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연면적 1,000M2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제외)/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학교/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M2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Ÿ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Ÿ 특수구조건축물 

Ÿ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표 3-2-3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대상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과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음 표 3-2-4와 같다. 「지진ㆍ화산재해대

책법」은 장기적으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이 이 법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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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감리시 관계기술자의 협력

을 받아야 함.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

무소를 등록한자.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건설기술

용역 등록한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

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④국토교

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내

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강을 권고할 수 있음

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가 필

요한 1-3종 시설물 외에 안전에 취약

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

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

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

록 할 수 있음. 

등은 내진보강대책 수립, 촉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주요내용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구

조 안전의 확인/착공신고 시 확인서류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착공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

야하는 건축물은 법 제48조의 3에 

의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해

야 함. 

제4조(시설물의 종류) 제1종 시설물

과 제2종시설물의 종류(별표1: 1종시

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

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종시설물 - 1,2종 외

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별표 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

능 평가의 실시시기) A-C등급정기

안전점검 반기에 1회이상, 건축물 정

밀안전점검 B.C등급 3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 B.C등급 5년에 1회 이

상, 성능평가 5년에 1회이상.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사

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

설) 건축법 시행령제32조 2항의 착공

신고시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해

야 하는 건축물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

항)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 

및 방법 등)

등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구조안

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기준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별표 

13 - 내진능력 산정기준/ 내진능력 산

정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

자료 제출 필요/ 내진능력의 공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

에 건축하는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정의) “종합평가” 란 “상

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의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것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반)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제30조(안전등급 지정)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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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검토내용

의 구분 

「건축법」 2조(정의) 

10.  "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 정의에 따른 구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대수

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건축행

위와 관련된 건축법의 다양한 의

무의 적용대상이 됨.  

표 3-2-5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시 건축 행위관련 주요 법규 검토사항 

로 보인다14).

이 외에 건축물의 허용 용적률 및 건폐율을 초과한 임의사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발코니”에 대한 정의와 119조 제1항 제3호 자목과 파목의 「영유아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직통 계단 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

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과 달리, 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시설 내부와 발코니 사이의 내력벽

체를 해체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발코니 끝에 단순히 창호 등을 설치하여 사

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

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5). 

또,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3호 자목과 파목은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

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이나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

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 표 3-2-5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시 건축 행위관련 법규 검토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4) 실제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계획시 다른 성능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성
능개선을 위해 내진보강 후 마감한 재료를 다시 철거 후 시공을 하거나 반대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이후 내진 
보강 시 이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단열재 등을 재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1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자주하는 질문 중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건축정책과 
-2010.11.12. 등록, 2019.05.24. 수정)”,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건축정책과 -2011.12.27. 등록, 2019.05.24. 수정)”, “근린생활시설 발코니 창호설치 가능에 관한 질의 , 건축
사신문(2017.08.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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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
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
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
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시 접도조건에 의한 행

위제한은 없으나, 공사조건과 관

계될 수 있음 

건폐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기존 건축물이 건축면적 및 연면

적이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

위에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축 가능성, 임의사용부분에 대

한 양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허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②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허가대상: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2.신고대상: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용도변경)

「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검토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사용현황을 확인하거나 증축 

등이 필요한 경우 검토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
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
의 1 이상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임의사용현황을 확인하거나 엘리

베이터를 설치 및 증축 등이 필요

한 경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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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1.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
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
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
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의 확인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및 [별표 1]

“건축”이나“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시에는 별도의 

구조안전확인 필요 

주차장의 

설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증축 등이 필요한 경우 검토  

조경면적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시 조

경면적 검토 필요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
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
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노유자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는 방

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고려하

여야 함.

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
치기준

노유자시설은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으로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편의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

는 지 확인 필요

- 129 - 



 

3.2.2 노유자시설 설치기준 관련 법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동법 제3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

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26조, 별표7에서 정하고 있다.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으로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인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

치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는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제15조의 3은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하여, 제15의4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

하여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에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임의사용 면적의 양성화 혹은 원

상복귀에 따른 보육정원의 변경16), 비상재해대비시설17), 실내마감재료18) 등은 특히 유의하

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연면적 430M2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

내공기질 관리법령」제3조 제1항 12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2호에 따라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면적과 무관하게 모

두 석면조사대상이므로 석면관리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ZEB전환 리모델링과 함께 철거공사

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리실 기준의 개정에 따라 지하 조리실 및 식당이 지상으로 

이전하면서 설치된 급배수 및 환기 등 설비 배관에 대한 정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16)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이상으로 한다.
1. 보육실은 반별 정원을 고려, 별도 구획된 공간으로,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이 지상에 노출되어있고, 해당 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m 이내인 층(1층)에 설치해야 함.
2. 영유아 1명당 2.64㎡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함. 
17) ① 어린이집은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

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함.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각 층별로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해야 함(이 외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고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
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함. 

18)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실내
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
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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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검토내용

시설에의 저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5조, 제71조 
및 제8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도시 군
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기존 용도에서 변
경이 있을 시 고려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신・재생에
너지 이용의무화 등)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시 신재생에
너지 설비 설치 의무

증축이나 개축 연면적 1,000M2이상 공공건
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거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절약계
획서 제출 대상 등) 

대수선의 경우는 제출 제외데상이지만,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증축과 개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
재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
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별표1

공공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
하는 건축물로서 신축・재축 또는 별동 증축
하는 경우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며,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는 3천제곱미터이
상, 그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별표1

공공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
하는 건축물로서 신축・재축 또는 별동 증축
하는 경우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며,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제외하고, 1천제
곱미터이상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제11조(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신축・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로, 에
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며, 대지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 3천제곱미터 이상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노유자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기는 하지만, 
인증 의무취득은 신축의 경우에만 해당됨

표 3-3-1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절차 관련 주요 법규 검토사항 

3.3 사업 추진 절차 관련 법규

3.3.1 절차 관련 법규

다음 표 3-3-1은 ZEB 전환 리모델링의 건축법상의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가지는 건축행위인지를 

확인하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성격 등에 따라 사업진행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절차관련 법

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사업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대상으

로 하여 대부분의 검토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ZEB전환 리모

델링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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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대상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보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대상시
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등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
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은 대상시설이므로 건축・대수
선・용도변경에 해당 시 해당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건축 및 대수선 해당여부, 건축물의 규모, 시
가지・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종합
적으로 검토

경관심의

「서울특별시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
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 1. 경관
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
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
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상 “건축”에 해당하며 허가(협의)대
상인 경우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건축허가 및 신고, 협의 대상의 확인

소방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
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
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
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①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축물 등의 범위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노유자시설은 200
제곱미터 이상)/ 1의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M2이상 노유자시설은 해당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안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등이 해당됨.

설계공모방식 
발주 등

「건설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3조 

「건설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0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건물은 설계
공모방식을 우선적용해야 함.

- 133 - 



건축기획의 수행

「건설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
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
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조성사업에서 설계비 5천만원미만
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는 받지 않더라
도 건축기획업무는 필수이며, 설계비 5천만
원~1억원미만은 공공건축심의가 필수임.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건설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설계비 1억원이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필수/ 
공공건축심의 필수/ 설계공모 의무(우선적
용)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
물의 설계용역이나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 1. 건축사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신고대상은 제외)이나.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건물의 리모델링, 리
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또는 건축사

⑤ 상주감리대상-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 연
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3. 아파트 건축공사/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15년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건축법 상 대
수선 및 건축) 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
정하여야 함,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설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른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제39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총공사비 200억원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2조(국토부고시제2013-458호)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및 제57조 (기획재정부, 2014.7.)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 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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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사업에 대한 통일된 업무 수행을 돕고

자 「서울시 공공건축물 업무절차 가이드라인」19)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건축사업은 기획, 설계, 토

지보상 및 공사발주,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를 거친다. 

기획단계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작성 및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게 된다. 이때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또는 그 미만 규

모라도 문화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통합기획 TF팀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총괄건축과 자문 및 건축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외

의 사업은 사업계획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받게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제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투자심사 등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고 사

업시행방침이 세워지게 된다. 

설계용역의 발주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20)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표 

3-3-2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설계용역비 규모에 따라 발주 전에 용역발주심의, 계

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거치며, 설계비 추정가격 2억1천만원 이상 사업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공모를 시행하게 된다. 이외의 경우는 발주부서를 통

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된다. 설계에 대한 심의는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 기본설계 완료시점에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 및 계약단계에서 토지보상과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사업비 규

모에 따라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공사발주 전에 선행된다.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설명회(kick off meeting)를 도입하고, 발주기

관,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 기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계 및 시공상의 주의점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과정에서는 발주부서 감독과 현장감리를 통해 

시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상태를 관리․점검한다. 준공이 이루어지면, 총 공

사비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는 ONE-PMIS에 준공도면을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공사 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

여기간, 수행 업무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으로 수록하도록 한다. 또한 1억원 이상

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해당 시설 및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위치와 규경을 

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건립비용 등을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안전점

검을 시행하고, 보수보강 등을 시행하게 된다. 

19)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8) 한눈에 보는 서울시 공공건축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20)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015)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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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적용 대상
. 신축 및 증축 행위

나.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다. 기타 형태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Ÿ 3~10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Ÿ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50% 미만으로 한다.
Ÿ 자문위원과 업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Ÿ 월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자문단의 기능 

Ÿ 자문단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문위원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 회의 또는 의견제시를 
위한 자료준비, 검토 및 자문을 한다.

가. 과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 방향
나. 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조사
     - 수요조사,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선정 등
다. 부지선정, 운영 프로그램
라. 적정 건축규모와 사업비 추정
마.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설계공모

Ÿ 설계 공모 참여 설계자는 건축사를 원칙으로 한다.
Ÿ 연간 발주의 20%는 신진건축가에게 우선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Ÿ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건축물 수준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Ÿ 설계공모는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
Ÿ 심사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

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약식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을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사후설계관리
업무

Ÿ 발주기관은 설계자가 감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일관성 유지,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공사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1) 설계도서의 해석
     2)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3) 건축외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Ÿ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다목 규정에 의

한 사후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같은 기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행 업무가 설
계 당사자의 현장 방문 또는 자문위원회 참석 등 업무가 단순하거나 단기성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
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현장 방문의 경우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일 인건비에 준한다.
     2) 자문회의 참석 등의 경우 : 발주기관의 위원회 또는 전문가 수당 지급의 예에 준한다.

발주정보 공유

가. 주관부서는 매년 1월까지 당해 년도 설계 발주 정보를 서울시 건축전용사이트 또는 서울시 지정 사이
트에 자료를 공개하거나, 월1회 수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부서는 아래 사업의 단계에서는 즉시 서울시 건축전용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시울시 지정 사
이트에 제재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발주 공고시 : 공고문 및 설계공모 지침 등 공모자료
     2)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공개시 : 심사위원 명단(이름, 소속, 직위)
     3) 제5절5호다목에 의한 설계심사 자료

표 3-3-2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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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사업비 산정 관련 기준

3.3.2.1 공사비 산정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

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를 개략적인 공사비 추

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21).  해당 가이드라인의 공사비 예

시는 신축공사비 중심으로 용도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부대공사비(기존건물 철거비, 도시

가스 인입공사, 폐기물처리비 등)와 부대경비를 제외한 총공사비를 의미한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공사는 공사범위에 따라 평균 공사비 차이가 커서 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일괄 적

용하기는 곤란하며,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에 ZEB전환 공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철거 공사비,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

고 있어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비 계산에 참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달청에서 발간한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22)에도 건물 유형별 설계내용과 공사비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신축공사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나 그린리모델링 사례, 증축 및 리

모델링에 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정하고, 사업 대상 건축물의 공사범위 연면적을 곱

하여 예상공사비를 추정하는 방식은 따르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2020년 시행된 비슷한 유형의 

ZEB전환 시범사업이나 나라장터 입찰공고 등에서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례를 별도로 조사하여 산정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로당 평균 신축공사비는 약 

2,866천원/m2, 어린이집 3,190천원/m2를 참조하여 ZEB 전환과 관련된 부대공사비(석면철거 및 

내진보강, 노후 배관교체 등)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ZEB전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신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사전기획 시 참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추가공사비(5등급 기준) 약 

5.2%수준을 기존 리모델링 공사원가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 산정 기준은 현재 인증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추가공사비 비율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범위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 비중의 

편차가 커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공사비 산정방법으로 기술요소별 조사가격을 단가로 해당 사업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데, 현재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다음 표 3-3-3와 같은 단가 예시를 기

준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초기에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이 방식은 실제 예정공사비를 산출하기에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사전기획 시에 해당물량 산출에 오류가 있거나, 소규모 건축물을 고려

한 시장조사가격과 표준품셈에 따른 내역에 의한 예정설계가의 차이로 인해 실제 공사비와의 오차가 

커질 수 있는 부담이 있다. 공정별 조사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사비 산정방법에서는 공정별 예상 공사

21)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2020)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2) 또, 2018년이후 공공건축물 공사비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사비정보광장(http://pcae.g2b.go.kr/)

에서 추가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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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합에 간접비 비율 1.5를배 곱한 값으로 최종 공사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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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요소
해당

물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필

수

공

사

단

열

벽체(외단열) ㎡ 284,400

106t 준불연 일체형 
패널

(테라코타)
조달청 단가

지붕(외단열) ㎡ 124,000
100t 경질우레탄

보드+방수제 GR 사례

바닥난방 ㎡ 135,000
건식온수난방패널+

장판 조달청 단가

창호(단창) ㎡ 293,000
24mm로이복층 
PL창호(2등급) L사 견적 및 사례

창호(이중창) ㎡ 586,000
24mm로이복층 
PL창호(2등급) L사 견적 및 사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23,000
800cmh
용량적용 기계설비협회 단가

고효율 냉난방장치 ㎡ 36,000
냉방 10kw

난방 12.9kw 조달청 단가

고효율보일러(콘덴싱) 대 1,293,000 32,000kcal 시장단가

조명(LED) ㎡ 47,000
연면적의 70%
8W/㎡  적용 견적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474,000
300w 모듈,

인버터 등 포함 견적가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 20,000 - -

계

선

택

요

소

석면제거 ㎡ 335,000 - 석면환경협회 단가

일사조절장치 ㎡ 300,000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견적가

스마트 에어샤워 대 30,000,000 - 조달청 단가

순간온수기 대 250,000 - 시장단가

Cool Roof(쿨루프) ㎡ 77,000 -
견적 및 사례

(조달청 단가)

기 타

대규모 
건물(의료시설)의 경우 
설비비용(보일러 등) 

별도 산정

계

총 계

표 3-3-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별 단가산정 예시(출처: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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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사비 외에도 사업비 산정 시에는 기존시설의 철거비, 석면철거비, 지장물 이설비, 전기, 수

도 가스 등의 설비 배관 이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가구 및 기자재 설치비, 마당의 조경이나 대

지정리비용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가계산제비율 적용에 2020년부터는 

추가로 고용개선지원비도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23).  

1.1.1.2. 설계비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4) 제6조는 건축사의 업무범위 

중 설계업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설계업무는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업무, 기타 추가업무로 분리되어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획설계"는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건축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

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

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

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또한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

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

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로 건축법 제11조 3항의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설계도

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설계 시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이나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정해진 도면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업무의 범위를 동 규칙 제6조 제3항 1호 다목의 중간설계

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ZEB전환사업은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모 및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실시설계 분리 수행의 건으로 보기 어려

우며,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의 건축설계 업무 일괄수행을 기준으로 설계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다음 표 3-3-4 는 해당 고시에 따른 건축사의 설계업무 범위별 대가산정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실측, ㅈ요구조부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업무가 포함이 되므

로, 이에 들어가는 기간의 소요 등으로 인하여 “별표 4”의 대가요율의 1.5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25). 또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2018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에 따르면, 리모델링 설계에 대해 신축건물의 설계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므로 추가비용을 

고려하고, 각종 조사 및 진단비용은 설계비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현황측량, 기존시설 

도서작성, 기존시설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26). 

23)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2020),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서울특별시  
2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국토부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9.14. 일부개정)
2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2020.7)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8)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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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산정기준�

1) 2) 대한 설계대가의 3%이상 8%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 

2) 건축설계업무

계획설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 공사비 대비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별표3 건축물
의 종별 구분에 따라 노유자시설은 제2종 보통을 적용
: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기준
으로 기본, 중급, 상급으로 나누며, 개략공사비 추정, 심의대상, 외
장재료 분석이나 전개도, 주요부분상세도나 발코니, 출입구, 계단외
의 창호상세도 등은 상급 도서 작성에 해당  
: 일괄수행시 업무비율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각각 20%, 
30%, 50%이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 수행시는 각각 25%, 
35%, 60%이다.

중간설계

실시설계

3) 사후설계관리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추가업무 대가산정기준�

설계업무
2)에 대한 설계업무 대가의 1.5배 적용

인테리어 설계업무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3D 모델링업무
모형제작업무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
(굴토깊이 10m이상)

상세시공도서 작성
각종심의대응업무

BIM 설계업무
녹색건축 인증관련 설계업무 2)의 설계대가에 등급에 따른 추가비율 산정(최우수 대가의 9.5% 등)

지능형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2)의 설계대가에 등급에 따른 추가비율 산정(1등급 대가의 7% 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관련 설계업무 

2)의 설계대가에 등급에 따른 추가비율 산정
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1++등급: 대가의 7.5% 등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 대가의 10%~5등급 대가의 8%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가목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설계업무
대가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대응에 소요되는 비
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Ÿ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 실비정액가산식
▷ 대가 =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 직접비: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 등의 인건비로 투입된 인원수 x 노임단가로 산정(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 부담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포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함))

▷ 직접경비: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 등 실제 소요비용

▷ 제경비: 간접비,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
▷ 창작 및 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

표 3-3-4 건축사의 설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출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9.14, 일부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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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사업의 설계비 산출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예정공사비�
검토

Ÿ 산정방법 1) 유사 사업에 대한 공사비 사례조사를 통해 단위면적당 공사원가 X 공사면적으로 산출
Ÿ 산정방법 2) 예상되는 주요 공정에 대한 조사단가를 기초로 해당 공정의 물량을 곱한 합으로 산출 
Ÿ 설계비 산출 시 부가세를 뺀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

도서작성�수준
Ÿ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Ÿ 일반적으로 중급적용 

⇩

건축물�
종별�구분

Ÿ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3: 2종(보통) 노유자시설

⇩

건축설계�
대가요율

Ÿ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일반설계업무의 대가요율
Ÿ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로 별표4 요율에 1.5배 적용 
Ÿ 동 규칙 제16조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

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대가

Ÿ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이상 취득 시 산출된 대가의 7.5%를 추가함
Ÿ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해당 요율 반영

⇩

손해배상공제/
부가세

Ÿ 손해배상 공제비용 및 부가세 반영 

⇩

예정�
설계용역비

표 3-3-5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산출 과정

3.3.2.2 공사감리비 계산

공사감리비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건축법 시행

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비상주감리)

는 제14조 (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에 따라 별표5 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상주

감리나,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에 건축주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건축물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건축물의 사후 평가업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

감리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8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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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3.3.2.3 서울특별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공사감리와 별도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설계자와 감

리자가 다를 때 설계자를 공사 중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올해(‘20년) 서울시가 실제 설

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설계의도 구현업무는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와는 구분되며,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격사항을 

확인하고,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를 시공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표 

3-3-6은 서울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27)에 따른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와 구분된 설계의도 구현업무의 업무범위다.

설계의도 구현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격 사항 확인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
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공공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 사항 확인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 등 품지로가 관련된 부분 
확인)

표 3-3-6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설계의도 구현업무에 대한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설계비요율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설계비요율방식’은 공사비에 따른 제시된 요율을 설계비에 19.9~0.71% 범위에서 적용

한다. 공사비 5억원 제2종(보통)기준 설계의도구현 요율은 17.21%이며, 설계의도구현대가는 약 

5,434,000원으로 공사비가 적을수록 요율 높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감리 직접 시행

으로 감리비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대체 가능함도 명시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기술료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제18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 별첨2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

무 내용은 공사단계에 따라 다음 표 3-3-7과 같이 정해진다.

27) 도시공간개선단 (202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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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계의도구현 업무

공사전
설계도서의 해석 및 의도전달 : 
Ÿ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도를 전달

공사중

주요 공정 및 품격과 관련된 공정 참여

Ÿ  사전 건축주와 협의된 공정 및 품질 및 품격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에 협의 및 참여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사항 검토

Ÿ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Ÿ  디자인의 품격과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 ․ 확인

전기 등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 및 조정

Ÿ  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등 (분리발주 되는)분야의 엔지니어와 공사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조정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및 자문

Ÿ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과 함께 설계변경 내용 협의

※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 수행 시 별도의 계약 체결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 자문

Ÿ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의 시공이 설계의도 구현과 부합되도록 자문

디자인 자문단에 설계의도를 반영한 디자인안 제출

Ÿ  마감공사 착수 전 부대시설 및 내부마감 자재․재질․색채 검토 

공사완료

유지관리제안(필요시)

Ÿ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제안

설계의도구현 완료보고서 제출

Ÿ  공사완료 후 건축주에 제출

준공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서명

Ÿ  공사완료 후 절차에 따라 서명

표 3-3-7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세부업무내용

3.3.2.4 기타 부대사업비

공사비 및 설계 감리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건축공사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관련 용역비 및 각종 

시설 부대비용 등도 예산 편성 시 검토되어야 한다. 

¡ 타당성조사 용역비

¡ 기존 건물, 구조물 철거관련 용역비(설계, 감리비, 석면철거) 및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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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너지성능평가 및 각종 인증 비용과 수수료

¡ 설계공모비(설계공모 시행 비용, 설계보상비 등)

¡ 각종 측량 및 조사비용

¡ 기밀테스트, TAB 테스트 등 성능 검증 비용 

¡ 이전비(전기수용, 수도, 가스) 및 기타 지장물 이설비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시설물 설치비용 (조경 및 실내가구 등) 

¡ 사용자 공간 이주비용

¡ 기타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시설 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

용비,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 법정요율 및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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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시 ZEB 전환 사업 연계 가능 노유자시설 성능개선 관련 제도 및 정책

3.4.1 LH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 개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

하는 사업

2) 대상: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중인 공공건축물

3) 지원: 설계컨설팅(성능개선안 설계, 사업비 산출), 노후건물 현황파악(실내환경 평가, 성능개선

요소 평가)

4) 지원 규모: 총 사업비 6,830억원 (국비 4,552/ 지방비 2,278)(2020년 추경 및 2021 본예

산 기준)

5) 사업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

업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 요소로는 고성능 단열, 창호, 설비가 있으며,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으

로 친환경 환기시스템이 포함된다. 

3.4.2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1) 개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추진하는 개획이다.

2) 대상: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도로시설 등

3) 지원: 3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4) 지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건축물의 2단계 사업(‘16~’20년)은 총 7,209동 중 내진보

강 우선순위에 따라 786동에 대한 연차별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예산은 

151,816,000,000원이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 87동 16,884,000,000원이다. 

3.4.3 석면관리 정책

1) 개요: 석면의 경우,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그 유해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및 국가 전반적으로 석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 5장에 의하면, 어린이집 등의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석면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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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

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이외의 시설물 중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3에 의하면 연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일반석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석면조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

다. 또한 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 입력 후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보고하여야한다. 

4) 서울특별시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석면정보’에 의하면, 공공건축물 중 1,016동의 건축

물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그린리모델링

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리모델링과 석면 제거를 함께 진행할 경우, 공사를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4.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

1) 개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비: 68,320,000,000원 (2019년 기준)

3) 사업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 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2014년에 수립되어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

개소 확충하는 목표이다)

-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4)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및 시설수급률 120% 미만인 지역을 우선하여 확충하는 계획이다. 시설 수

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평균 이하인 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1

개 및 2개 이상 설치된 동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또한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비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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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 신축인 경우: 부지 매입, 기자재 등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지원 (공사비: 

2,650천원/㎡ (500㎡ 이하), 2,550천원/㎡ (500~800㎡), 기자재비: 최대 1억원)

- 일반건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자재비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지원 

(공사비 1,718천원/㎡ (500㎡ 이하), 1,640천원/㎡ (500~800㎡), 기자재비: 최대 1억원)

- 기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무상임대, 기부채납):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 민간, 

공동주택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임대 방식 혹은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민간(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 공동주택(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10년 무상임대시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최대 7천만원) 지원. 이 중 가정 및 민간의 

경우 5년 무상임대인 경우 기준액의 50% 지원. 

-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설치: 리모델링 및 교실 이전 재배치비 최대 3.5억원, 기자재비 최대 1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최대 1억원

-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및 무상임대 전환, 공공기관내 설

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민·관 공동연대 확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의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

3.4.5 공공건축물 노후배관교체

1) 개요: 공공건축물의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 및 갱생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령

상 근거

2) 수도법: 수도법 제 21조에 의하면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수도사업자가 가지고, 급수설

비의 경우에도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

질을 검사할 수 있다.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급

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서울시 수도조례: 수도조례 제 40조에 따르면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4)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등에 대

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 외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사

비 전액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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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 

1) 개요: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축·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함

2) 대상: 공공청사와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 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 중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건축, 대수선 등 건

축행위가 있을 경우. 

3) 상세: 디자인정책 총괄부서 및 공공건축·건축위원회 심의부서 등이 협업하는 통합건축 태스크포

스를 가동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의무 반영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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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유자시설 ZEB 전환 기술요소 및 유의사항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에서 에너지사용량과 생산량의 합을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그

림 4-1-1의 ZEB전환 리모델링 설계 피라미드와 같이 패시브 기술요소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요구량을 최적화를 기초로, 기기설비의 규모 및 시스템 효율 최적화를 통해 

건축물의 쾌적한 이용환경에 소요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건축물에 따라서는 신재생에너지 생

산을 통한 ZEB전환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지만,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공간적 제약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악기상에 적응하기 위한 쾌적한 실내환

경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기본적으로 에너지소비와 생산의 합을 제로로하는 넷제로(Net 

Zero)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3장에서 언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의 정

의28)에 따라 냉・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가전제품

이나 사무기기 등 전열기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은 건축물의 성능평가에서는 제외된

다. 따라서, 서울형 ZEB전환 리모델링 역시 건물 자체의 성능을 중심으로 설계의 범위가 

제한되고, 추후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최적화 과정에서 가전 및 전열 효율화와 신재생에

너지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

능하다.

그림 4-1-1 ZEB 전환 리모델링 설계 피라미드

28)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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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서울형 ZEB전환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요 기술요소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20년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 설계 적용 시 유의사항

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패시브 기술요소 

기존건축물에 고려할 수 있는 주요 패시브 기술요소는 단열성능 강화 및 고효율 창호교

체, 기밀성능강화, 자연채광 최적화 및 외부차양을 통한 과열현상 방지 등이 있다. 

그림 4-1-2 에너지요구량 최소화를 위한 패시브 기술요소 

4.1.1 단열성능강화

  단열은 기본적으로 외단열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열교로 인한 열손실을 최소

화하고 곰팡이 및 결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하지만, 기존 건축물에서는 인

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나 외부에 부착된 설치물 등으로 인해 외단열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러한 경우는 내단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단열의 경우 재실공사가 불가능하며, 실내 

마감전체를 교체하거나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표 

4-1-1은 각각 외단열과 내단열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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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단 열 내 단 열

단열성능
Ÿ 최소화를 통해 열관류율과 

유효열관류율의 차이를 최소화 가능 
Ÿ 슬래브 부분 열교를 통해 공동주택의 

경우 유효열관류율이 150%이상, 
열류는 2.5배이상 증가 가능

축열성능

Ÿ 중량구조체를 통해 여름철 축열을 통한 
실내온도 과열 지연 가능

Ÿ 내부 경량벽체로 축열성능이 낮음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경우 
난방가동 후 온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음) 

구조체 
내구성

Ÿ 구조체를 단열재가 외부 기후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므로, 
구조체 노화 지연으로 건물 수명연장 
가능 

Ÿ 구조체 외기 및 직사광선 노출로 인한 
노화 진행 

실내위생
Ÿ 열교로 인한 결로 및 곰팡이 최소화 Ÿ 구조체와 단열재 사이 결로 및 곰팡이 

위험 증가 
Ÿ 내부 기밀시트 설치 필요 

시공 

Ÿ 재실공사 가능
Ÿ 외부 가설 설치 필요
Ÿ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좁거나 

외벽에 부착된 설치물의 철거가 어려운 
경우 시공이 어려움 (배관배선은 이설 
가능) 

Ÿ 외부 기후와 관계없이 시공 가능 

공간활용
Ÿ 실내 공간의 변화 없음 Ÿ 단열재와 마감재 두께만큼 실내공간이 

줄어듬

내화성능
Ÿ 화재확산방지구조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함
Ÿ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단열재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설계 
적용시 

유의사항

v 기존 단열재의 상태에 따라 설치 또는 
철거 여부 결정 

v 화재확산 방지구조 고려(건식 패널 
설치에도 수직확산 방지구조 고려 
필요)

v 난연2등급(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v 접착제 및 화스너 설치 시방 

유의(이음부 및 모서리 부위는 
통줄눈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함(그림 4-1-3))

v 발코니 및 캐노피, 파라펫 등 외부 
돌출부위 열교 최소화방안을 고려해야 
함.

v 기존에 실내 단열재 설치가 없는 경우 
고려 (기존에 실내 단열재가 있는 경우 
철거 후 설치가 원칙)

v 실내측에 기밀시트 및 기밀테이프 등의 
설치를 통해 습기가 단열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결로 및 곰팡이 
예방)

v 유기화합물(VOC) 배출이 적은 재료의 
선정(접착제 및 마감재 포함)

v 화재시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단열재 
선택 

표 4-1-1 외단열과 내단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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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적용 사례

비드법 보온판

Ÿ 폴리스티렌 알갱이를 
발포하여 생산하며, 시공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편

Ÿ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지하나 기초 둘레 부위에는 사용을 
지양해야 함. 

Ÿ 난연2등급 이상의 단열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경시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Ÿ 새장골 경로당 리모델링: 외벽에 
불연마감재인 모노코트와 함께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으로 적용, 
메쉬를 2겹으로 적용하고, 물끊기 및 
코너비드 적용

 

압출법 보온판

Ÿ 압출발포방식으로 미세한 닫힌 셀 
구조에 열전도율이 낮은 기체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열전도율이 
낮으나 경시변화가 큼 

Ÿ 내습, 방수성이 커서 지하나 옥상 등 
물이 닫는 부분에 설치하기에 
적합하고, 특호의 경우 등분포 
하중을 150kN/m2정도까지 견뎌 
바닥몰탈 하부나 2층이하 건물의 
기초 아래에 설치 가능 

Ÿ 새장골 경로당 리모델링: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지붕 외단열재 및 기초 
둘레부분의 단열재로 적용 

표 4-1-2 적용가능한 단열재의 특징 및 적용사례

그림 4-1-3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 단열재 설치 유의사항 (외단열 미장마감의 

경우 창호 등 개구부 모서리 부분에 단열재의 줄눈이 연결되지 않도록 a)같이 모

서리를 따서 시공해야 향후 외벽의 크랙 형성을 방지할 수 있음.)

표 4-1-2는 ZEB 전환 리모델링 시 고려할 수 있는 단열재의 종류이며, ‘20년 서울시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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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위험이 크고 70℃이상에서 
2차 발포가 있을 수 있어 외단열 
미장마감에 바람직하지 않음.

Ÿ 내단열 시공시에는 압착접착하고, 
단열재 사이를 기밀테이프로 
처리하면, 결로 및 곰팡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PIR

Ÿ 경질우레탄폼보드 중 PIR은 PUR과 
비교해 난연성이 높은 편임.

Ÿ 1종은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누드폼이고 2종은 패브릭 또는 
알루미늄박막으로 표면이 처리됨.

Ÿ 열전도율은 0.025W/m2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경시변화가 큰편이며, 
투습은 어렵고, 흡습성은 높아 
지하나 기초 둘레처럼 수분이 있는 
부분에 적용하기 어려움. 

Ÿ 신천경로당 사례: 틀내장형 단열재 
형태로 PIR보드 적용 

PF보드

Ÿ 난연2등급 이상의 단열재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

Ÿ 산성으로 콘크리트나 조적과 맞닿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Ÿ 화재 시 연기는 우레탄폼이나 
폴리스틸렌 단열재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생되나 화염전파는 
유사하므로 화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음.

글라스울 

Ÿ 유리를 고온에 녹여 섬유처럼 만든 
단열재로 고온에 녹기는 하나, 자체 
발화하지 않으므로 불연단열재에 
속함.

Ÿ 목구조나 경량스틸 등 건식구조 
사이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많이 
적용

Ÿ 습기에 약하므로 반드시 실내측에 
기밀방습층, 실외측에 투습방수층을 
설치하여야 함. 

Ÿ 백곡경로당 사례: 목구조 사이 단열재
Ÿ 실내측 기밀시트 실외측 방풍시트 

설치

미네랄울

Ÿ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에서 녹여 
섬유처럼 만든 단열재

Ÿ 이다. 불연단열재이며 안전사용 
온도가 높다. 

Ÿ 현재 열전도율 0.04~0.05W/m2 수준
Ÿ 습기에 약하므로 반드시 실내측에 

기밀방습층, 실외측에 투습방수층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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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0.002~0.006 W/m2 

수준으로 EPS의 1/6수준이지만, 
단열재 설치 시 발생하는 선형열교 
등으로 유효열관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Ÿ 두께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열재 설치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리모델링이나 열교부위에 적용가능

Ÿ 날카로운 물건들에 의해 파손의 
위험이 크고, 파손시 에너지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짐.

Ÿ 사용중에도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Ÿ 새장골 경로당 사례: 계단실 유효폭 
확보 위해 경로당과 계단실 사이 
벽체에 설치

 

 

( : 건설기술연구원, 엔비텍이엔씨, 드림패널시스템)

Ÿ 가온어린이집 사례: 인접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가 좁은 외벽에 
덧외단열시스템으로 적용

(자료: 건설기술연구원, 엔비텍이엔씨, 덧외단열시스템)

샌드위치패널

Ÿ 샌드위치패널은 조립식판넬로도 불리며, 
패널 내외부에 페인트로 코팅처리한 
아연도강판을 두고 사이에 PUR 또는 
PIR 경질폼, 미네랄울(MW), 비드법 
보온판 등의 단열재를 넣어 만든 
복합제품 

Ÿ 단열과 마감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시공속도가 빠르며, 창고, 산업시설 등의 
외장재와 지붕에 일반적으로 사용됨.

Ÿ 아연도강판 자체는 기밀하나, 연결부위의 
기밀성 확보가 관건이며, 연결부위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시 내단열 및 
방습벽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Ÿ 솔라루프

 

록셀보드 
복합패널

Ÿ 탄산칼슘계 발포판상단열재인 
록셀보드와 압출법 보온판을 
접착하여 구성한 복합패널로 
록셀보드 자체는 난연2등급 성능이 
있음.

Ÿ 탄산칼슘계 발포 단열재가 시멘트 
몰탈과 수축팽창계수의 차이가 적어 
타일 등 습식 외장에 적합

Ÿ 흡습성이 낮아 지하 둘레처럼 물이 
직접 닿는 부분에 적용하면 마감이 
용이함.

Ÿ 나래어린이집 사례: 지표 둘레 지면에 
닿는 하단부에 모세관현상 방지를 
위해 록셀보드 복합패널을 설치하고 
롱브릭타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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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보드

Ÿ PIR 성형 시 하지틀을 
내장함으로써 건식마감재 설치를 
위한 열교를 최소화할 수 있음.

Ÿ 일반 PIR보드와 비교하여 가격이 
높지만, 하지틀 설치 및 고정철물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Ÿ 신천경로당 사례: 틀내장형 단열재 
형태로 PIR보드 적용 

Ÿ 건식마감 하지틀 열교 최소화 목적  
또는 태양광 열교없이 구조체 고정 
목적

  

티푸스 
외단열시스템

Ÿ 기존의 철재 각파이프 트러스 
하지를 대체하여, 단열재를 충전한 
단열 프레임에 하지를 설치하여 
열교를 줄이도록 한 외단열 시스템

Ÿ 열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식마감재 설치 시 현장에서 
하지틀을 이중이상으로 설치하고 
사이에 단열을 충진하는 것보다 
단열이 밀실하게 채워지고, 시공성이 
높은 것이 장점. 

Ÿ 궁동경로당 사례: 외벽 
폴리카보네이트 외장패널 설치 위해 
적용 

외단열 공사 시에 화재확산방지구조는 외단열 미장마감 뿐 아니라 건식패널이나 불연재인 석

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통기층이 있는 건식마감의 경우 연돌현상에 

의한 화재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상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건축법 제5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노유자 시설이나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화재확산방지구조

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63호, 2020.3.13. 시행)에 따라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3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상업지역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

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

이 2,000M2 이상 되는 건축물 중 5층 이하 22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난연성능의 단열재를 사

용할 수 있고, 두 개층마다 하나씩 화재확산방지 구조를 설치하면,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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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1-4는 화재확산방지 구조 설치 사례로, 유럽의 경우, 창호 주변, 인접 건물의 창

호 맞은 편에 설치되는 단열재, 층간 단열재 등에 미네랄울 등 난연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설치

하고, 통기층이 있는 외장마감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1-4 화재확산방지 구조 설치 사례 

이 외에 추가 단열재 설치 외에도 열교 최소화 계획을 고려하여야, 실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내측의 곰팡이 및 결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열교를 주로 고려해야 하는 부위는 캐노

피, 발코니, 파라펫 등의 돌출부위이나 외부 차양설치부분 등이며 다음 그림 4-1-5는 열교 

최소화 계획의 예시이다. 

그림 4-1-5 열교최소화 상세 예시(좌: 캐노피, 우: 파라펫 및 외부차양시스템)

(출처: 부산 학리기후변화환경교육센터 제로에너지리모델링 설계 가이드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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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밀성능강화

틈새바람을 통한 열손실의 비중은 단열이 잘 된 건물일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이 신선한 공기를 창호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환기와 달리 틈새바람은 건축물 

구조체 사이의 틈새를 통해 공기가 의도치 않게 이동한 결과로 겨울철 외부의 차가

운 바람이 건축물 구조체를 통과하면서, 구조체 내부에 결로 및 곰팡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

인이 된다.

창호와 구조체 연결부위 배관관통부위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는 수성연질우레탄폼을 충진한 후 실내측에 기밀테이프를 부착하거나 

팽창형밴드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유지함. 테이프를 부착하기 전에 구조체의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미장이나 프라이머를 통해 면정리가 필요함. 빗물받이 주변으로는 팽창형밴드 설

치를 통해 빗물받이와 개구부 사이의 틈새를 메꾸도록 한다.

구조체를 통과하는 배관의 

실내측에 기밀테이프나 캡을 

활용하여 기밀하게 시공 

(출처: DIN 4108-7)

벽체의 기밀성능확보 전선 관통부위 

구조체 실내측 석고보드 시공전에 기밀층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습층으로 계획하여 

실내의 습기가 외벽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벽돌구조 벽체는 미장이 필요하며(종종 

천정반자 위를 미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전체 벽체를 미장해야 함), 건식벽체는 별도

의 기밀시트를 시공한다. 경량구조와 중량구조가 만나는 부분은 기밀시트가 미장면 안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기밀시트 시공 시에는 내측에 별도의 설비층을 마련하여 사용과정에

서 기밀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전선을 CD관을 통해 배선하

고 CD관 끝단에는 기밀캡을 

설치하여 전선공배관을 통해 

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 

벽체나 천정에 전선을 배선

할 경우 기밀층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 

표 4-1-3 건축물 부위별로 적용 가능한 기밀성능 확보 방안 예시

리모델링 공사에서 기밀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회의 기밀테스트를 공정 중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누기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밀층은 구조체

의 실내측에 정의하는 것이 구조체 내로 습기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할 

수 있고, 끊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밀층은 실내 마감이 이루어진 이후에

는 보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내마감을 하기 전에 목표한 기밀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

고,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누기부위를 찾아 보완해 나감으로써 인증 등을 위해 목표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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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밀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창호주변, 배관관통부위, 외벽의 전선 콘센트 및 스위치 박스,  

경량목구조나 경량 철골 구조 벽체 및 지붕, 연와조의 경우에는 반자 위 시멘트 벽돌 구조벽 

사이 미장 누락부위 등은 주요 누기 부위이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창 또는 문 외에 

별도의 기밀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의 경우 실내외 압력차 50Pa에서의 침

기율은 환기장치가 있는 경우 약  1.5h-1이하로, 환기장치가 없는 경우 약 3.0h-1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서 2013년 제정한 건축물의 기밀성능기준

(KIAEBS C-1:2013)은 기밀성능기준을 모든 건물에서 5.0ACH50 이하, 에너지절약건물 3.0 

ACH50이하, 제로에너지건축물 ACH1.5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표 4-1-3은 건축물 부위별로 

적용 가능한 기밀성능 확보 방안 예시이다. 

4.1.3 고효율 창호

  창호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 단열 및 기밀성능이 

높은 고효율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고효율 창호라 하더라도, 벽체와 비교하여 열관

류율이 높기 때문에, 태양열 일사 취득이 많지 않은 북측의 창호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전체 

난방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남측의 창호는 태양열 취득율

(SHGC)이 높은 유리를 선택하는 것이 태양열의 패시브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가 나

지 않는 겨울철에는 태양열 취득율이 높은 창호보다, 단열성능이 높은 창호가 더 유리할 수 있

다. 현재 창호에 대한 효율등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표 4-1-4처럼 단열성능과 기밀성을 

통해 평가한다. 

R 기밀성 등  급

       R  ≤ 1.0 1등급 1

1.0 <  R  ≤ 1.4 1등급 2

1.4 <  R  ≤ 2.1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2.1 <  R  ≤ 2.8 묻지 않음 4

2.8 <  R  ≤ 3.4 묻지 않음 5

표 4-1-4 창호소비효율등급 기준 

4.1.4 일사조절 및 자연채광 

  겨울철에는 태양열 취득율(SHGC)가 높은 경우 태양에너지의 패시브 이용에 따라 

건물의 난방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여름철과 겨울이라 하

더라도 남측의 창호면적이 너무 넓은 경우 오히려 과열현상으로 인해 냉방부하가 올라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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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 때문에, 인체발열량도 

높아 냉방부하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창호의 면적에 대한 조정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차양에 대한 고려는 가장 효과적인 냉방부하 조절 방법이 된다. 다만, 겨울철의 태양에너지이

용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창호 자체에 반사율을 높이는 필름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필요

에 따라 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나 캐노피 차양, 어닝 등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과열방지에 있어서는 태양광이 일단 유리를 통과하면, 온실효과로 인해 실내의 온도 증가

로 연결되므로, 실내 차양보다는 외부차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내집광채광 루버시스템

의 경우 공간의 깊이가 깊은 실내의 자연채광에 기여할 수 있다. 실내의 자연채광을 위해서는 

덕트를 통해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로 제공하는 광덕트도 고려할 수 있다. 표 4-1-5는 노유

자시설에 적용된 일사량 조절장치와 자연채광 이용 개선을 위한 실내집광채광루버시스템과 광

덕트의 예시이다.

  

외부전동블라인드: 전동장치

로 제어할 수 있는 블라인드

를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효과

적으로 일사량 조절 가능, 블

라인드 박스 설치에 따른 열

교최소화에 유의해야 함.   

창호일체형 블라인드: 창호 

외측에 설치된 강화유리 케이

스내의 블라인드를 일체형으

로 부착함으로써 열교에 대한 

고려없이 외부블라인드 설치 

가능 (새장골 경로당 설치)

어닝: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

로 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

치로 테라스 등에 설치하는 

경우 외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출처: 건설기술연구원)

캐노피: 남측 창호 상부에 설

치되는 캐노피 등은 태양고도

가 높은 여름철에는 태양열 

유입을 차단하고 태양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태양열 입사가 

가능함으로 계절에 따른 일사

조절 가능 

실내 집광채광 루버 시스템: 

외부에서 유입되는 태양광을 

루버에서 실내 천장으로 반사

시킴으로써 실내 안쪽으로 자

연채광의 유입을 도움(새장골 

경로당 설치)

광덕트: 덕트를 통해 태양광

을 집광하여 실내로 제공함으

로써 지하실 등 실내채광이 

어려운 곳에 자연채광을 공급

할 수 있음.

표 4-1-5 일사조절 및 자연채광 관련 기술요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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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액티브 기술요소 

건물의 단열 및 기능성능 등 패시브 성능을 강화하여 요구량을 최소화한 후에는 요구되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는 설비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4-2-1은 노

유자시설에 적용되는 주요 액티브 기술요소이다. 

그림 4-2-1 에너지소요량 최소화를 위한 액티브 기술요소 

4.2.1 고효율보일러 및 난방시스템 효율개선

‘20년 4월부터 친환경보일러가 의무화되면서, 모든 보일러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로 생산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와 일반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는 질산화물 배출량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콘덴싱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인 반면, 일반저녹스 친환

경 보일러는 4등급 수준으로 에너지효율에는 차이가 있다. 노후된 건축물에서 보일러를 교

체할 때 별도의 응축수 배관이 없으면 콘덴싱보일러의 설치가 곤란한데, 별도의 응축수 배

관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에어컨의 응축수 배관과 달리 산성이며, 겨울철 

동파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방 공간이 아닌 경우  단열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야 한다.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교체 외에도 난방온수분배기가 비난방공간에 있는 경우 배

관과 분배기 단열을 고려해야 하며, 단열성능이 강화된 건축물의 경우 건식난방패널의 도입

을 통해 저온복사난방을 하게 되면, 쾌적성 뿐 아니라 에너지 이용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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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난방시스템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요소 예시 

 

4.2.2 고효율에어컨

 에어컨은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에너지를 30~40% 가량 절약할 수 있

으며, 배관 길이를 짧게 하고, 실내기를 그늘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다. 또한, 지역의 보행레벨의 미기후 개선 및 여름철 골목길에 열이 집적되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섬현상이나 열대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옥상공

간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3 EHP

  히트펌프의 원리를 통해 냉난방을 하는 장치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바

닥난방보다 EHP를 통한 공기난방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단열성능이 높은 건축

물에서 초겨울이나 늦겨울 부하량이 적을 때 냉난방기를 활용하면, 전체 바닥난방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실내온도를 관리할 수 있다. 

실내기와 실외기로 구성되며, 실외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공간에, 실

내기는 토출되는 공기가 실내 전체로 순환되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

다. 천정형 실내기를 설치할 경우, 실내 공간의 활용 가능한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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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폐열회수환기장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생활화는 공간에서 적정 실내공

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환기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저층주거지의 어린이집 

중에는 주변의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창문을 통한 환기조차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경우

들도 많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더라도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위생상 적절한 환기량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그림 4-2-3은 교실에서 창문

만을 통해 환기하는 경우와 쉬는 시간 창문을 활용한 환기와 기계식 환기를 평행할 때 하루 

중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환기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1교시 

종료 후 독일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기준인 1500ppm을 초과하고 그 이하로 회복되지 않는 

반면, 기계식 환기장치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 1500ppmm 이하에서 관리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 등의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림 4-2-3 교실에서 창문을 통한 환기와 공조장치를 이용

한 하이브리드 환기 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 Bine Projektinfo 03/05, Gebaude sanieren – Schule ausden funfziger Jahren , FIZ Karlsruhe)

기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환기장치는 크게 천정형, 독립형, 창호형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데, 천정형의 경우 효율도 높고 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선호되나, 실제 천정고가 낮은 기존 건물의 경우 보 및으로 배관을 보내는 경우에는 적절한 천

정고 확보가 어렵고, 보를 관통하는 것이 구조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여 설치에 제한이 있다. 

이 경우 실별로 천정형 환기장치를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장 상황에 맞는 구조적인 검토

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천정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기존에 천정반자를 개보수 한지 얼

마되지 않는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천정의 철거 및 재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형이나 창

문형 환기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독립형 환기장치는 기존 스탠드형 에어컨처럼 스탠드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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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되, 외벽에 250~300mm 배관타공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이 부딪혀

서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문형의 경우는 개구부

의 일부에 창문과 함께 설치하는 타입으로 창호면적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구조에 대한 부담은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환기장치 설치 부위에 대한 열손실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

다. 환기장치의 선택 시에는 에너지효율 외에도 소음, 공기의 흐름이 직접 닿음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온열감 저하, 미세먼지 관련 급기측 필터와 배관 내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흡기 측 필터, 배관 내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저감과 관련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고

려해야 한다.  

       

천정형 폐열회수 환기장치: 천정에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급기와 흡기가 이루어

지며 폐열회수 환기장치에서 열교환을 통해 배기되는 공기의 열에너지가 외기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배관을 통한 소음에 대비하기 위해 소음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필터의 종류, 덕트 내 위생관리를 위한 흡기측 필터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를 거르기 위한 헤파필터 설치 시 소음과 에너지 사용량이 증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성능검토가 필요하다.

창호형 폐열회수 환기장치: 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고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

기 때문에 특히 리모델링에 효과적이다. 다

만, 환기장치 설치 부분의 단열성능이나 소

음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하여 제품을 선정하

고 계획하여야 한다. 

독립형 폐열회수 환기장치: 스탠드형 에어컨

처럼 창호 하부나 벽에 붙여서 설치할 수 있

고, 외벽에 외기와 배기를 위한 

250~300MM정도의 타공이 필요하다. 실내

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4-2-1 폐열회수 환기장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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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LED 조명 교체 및 조명 제어 효율화 

LED는 반도체간 결합으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한 장치로 저항값

이 작아 사용되는 전류의 대부분이 빛에너지로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 36W

형광등을  18W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조명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교

체되는 LED조명의 조명밀도 및 소비전력을 확인해야 하는 데, 기존 대비 소비전력이 낮지 

않은 조명기구로 교체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전력이 증가할 수 있다.

 LED조명 교체 뿐 아니라 조도센서나 조광기, 부분점멸회로 등을 활용하여 조명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4.3 신재생에너지 기술요소

다음 그림 4-3-1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을 요약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에는 현실적으로 지열히트펌프 설치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연료전지의 경

우에는 별도의 설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가장 이용효과적인 신재

생에너지 기술이지만, 설치 가능면적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태양열의 경우 겨울에 이용율

이 더 높기 때문에, 벽면에 설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진공광형 등은 저층에서 파

손 등의 위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1 에너지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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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태양광

  저층형 건축물에서 태양광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실제 전

력사용요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태양광 설치 계획 시 건

물의 하중 부담 증가로 인한 구조 검토와 구조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 상세가 고려되어야 한

다. 이때, 태양광 패널이 건축물 마감면과 일치하여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인한 풍하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이외에도, 일조시간을 검토하여 일조시간이 너무 적은 경우

에는 설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건축물이나 주택 보급사업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구조물은 하지틀을 설치하는 방

식으로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역의 자립율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를 고

려하고,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공공건축물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 그림 4-3-2은 저층주거지에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태

양광 설치 유형의 예시이다29). 

그림 4-3-2 저층주거지 태양광 설치 디자인 사례 

4.3.2 태양열

  

 태양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태양광 발전설비와는 구분되며, 난방 

또는 급탕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태양열의 경우 계절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심한 

편이므로 에너지를 모으는 집열장치와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열장치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물 등을 활용하는 급탕탱크의 용량이 커지면 필요 공간의 면적이 넓어지고, 하중 문제도 고려

해야 한다. 급탕탱크의 용량이 너무 적게 산정되어 과열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

로, 요구량이 낮은 여름철을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하고 보조열원으로 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29) 추소연 외(2018)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에너지사용실태진단 및 사업발굴 연구용역, RE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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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는 집열기는 평판형과 진공광형의 두 종류가 있으며, 

건축물 지붕이나 파사드에 일체형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평판형집열판   진공관형 집열판

표 4-3-1 태양열 집열시스템의 종류

4.3.3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가 전기 화화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4세대 

지역난방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일러를 대체하여 도시가스를 활용한 주택용 소형연료전지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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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계별 유의사항

이 장에서는 ‘20년에 수행된 서울시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통해 제기

된 다양한 사업 추진 상의 유의사항들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유의사항

들은 크게 표 5-1-1과 같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선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진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 품질 관리 방안,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로 분류 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사업효과�극대화를�위한�

우선� 사업대상�선정기준

Ÿ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높은 시설의 선정

Ÿ 예산합리화를 위한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Ÿ 시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방안 

시행착오�최소화�및�

업무간소화를�통한�사업비�

합리화�방안

(사전기획�강화)

Ÿ 예측가능한 시행착오 및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

Ÿ 사업 진행비용 최소화를 위해 간소화가 필요한 업무요소

Ÿ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Ÿ 사전기획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 

ü 사업 목표 설정 기준

ü 사전기획의 주체 및 방법, 주요 내용

ü 적정 사업비 산출 기준 및 부대공사 규모 산정과 예산 마련 방안

사업�품질관리�방안

Ÿ 비용효과적인 설계 품질관리방안 - 인증/심의/컨설팅 등

Ÿ 시공 품질 관리 방안 - 현장관리/감리/테스트/인증 등 

Ÿ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목표 달성 검증 및 관리의 필요성

소규모�공공건축물�

ZEB전환�사업효과�

극대화방안�

Ÿ 자치구 참여 확대방안

Ÿ 모니터링 및 사용자 에너지 관리·절약 유도방안

Ÿ 시민 홍보 및 인식전환 촉진 방안

Ÿ 민간 ZEB 전환 리모델링 시장 확대 방안 

표 5-1-1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주요 유의사항 분류 

5.1 사업 대상 검토 단계

5.1.1 우선사업대상의 검토

우선사업대상은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에너지절감잠재량이 높고, 사업

진행 조건이 비교적 용이한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될 수 있으나, 서울시 ZEB 전환의 목표가 모든 기

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관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진보

강이나 석면철거, 노후 배관 교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과 관련된 시설 개선 등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관련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계하여 ZEB 전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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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유형 특징�및�사업대상�선정�시�유의사항�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

유형

1)� 단독�

경로당형

Ÿ 에너지절감잠재량이 높고 사업진행조건이 용이한 유형별 우선사업순위에 따라 대상 유형을 

중심으로 하되, 사용자의 시설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추진 

Ÿ 자치구 주무부서에서 자치구 내 경로당 ZEB 전환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2)� 단독�

어린이집형

Ÿ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 50% 국비, 시비 30%, 구비 20% 비

율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성능개선 범위가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과 

비교하여 제한적임.

Ÿ 따라서, 건축물의 생애이력 및 기대수명에 따라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차별화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Ÿ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단독 어린이집형 사업 대상은 지하실이 없고, 주택에서 용도변

경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그 외 어린이집 유형은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진행함30).  

Ÿ 어린이집의 에너지 사용밀도는 대체로 사용승인연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05년 

이전 어린이집을 1차 우선순위로, ’09년 이전 어린이집을 2차 우선순위로 정하고, 자치구 

내 어린이집 LH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 

제출 필요

표 5-1-2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진행유형 및 유의사항 

따라서 사업진행유형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의 검토 절차 및 사업 대상 선정 기준도 차별화될 필요

가 있다. 다음은 6가지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진행유형이다. 1)단독경로당형과 2) 단독 

어린이집형, 3)복합 건축물형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으로, 4)기존 사업연계형

과 5)국공립어린이집 전환형은 예산합리화 유형으로, 6)지역연계형은 ZEB전환 사업에 대한 시민홍

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부분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단독경로당형과 2)단독어린이집형은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

과 동·하절기 계절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또한, 3)복합건축물

형은 함께 사용하는 다른 용도시설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에서 사업추진절차가 복잡해 질 수는 있지

만, 대체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 전환 모델을 만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사업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기존사업연계형에는 기존 건축물을 신규 매입하여 신설하는 경로당이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로

당 및 어린이집, 내진보강, 석면제거, 노후배관교체, 기타 시설 보수 공사 예정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비와 매칭하여 ZEB전환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중복

되는 공사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하게 5)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유형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라 편성되는 시설 공사 시 ZEB 전환 예산을 추가로 편

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능개선을 할 수 있다. 이 두 사업 유형의 경우, 해당 사업 부서에서 시설 

공사를 진행할 때 ZEB전환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경로당 및 어린이집

에 대한 ZEB 전환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지역연계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주민자치조직들과 연계하

여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들을 통해 사업 진행과정

과 사후 사용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향후 민간 ZEB전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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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

건축물형

Ÿ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한 건물 내에 다른 공공 용도(예: 데이케어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주민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돌봄센터, 도서관 등)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만 부분적으로 성능개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다른 소규

모 공공건축물도 ZEB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건물 단위로 통합적인 계획이 수

립되어야 함.

Ÿ 현재 약 1,100여개의 복합 건축물형 경로당(약190개) 및 어린이집(약 910개)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며, 자치구 단위에서 현황조사 후 해당 건물을 공유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ZEB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Ÿ 공공용도의 복합건축물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지원범위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외의 다른 용도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함.(예: 궁동데이케어센터) 

Ÿ 전체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물 단위 통합적 계획수립이 필

요하므로, 자치구 단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Ÿ 민간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BRP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별 지원조건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음.

예산

합리화

�유형

4)� 기존� 사업�

연계형

Ÿ 기존의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중 시설개보수 및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의 사업은 모두 건

물의 성능개선 공사와 관계되어 있으나, 담당부처가 다르고,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

면서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함. (예를들어, ZEB 전환 리모델링이 이루

어진 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되거나, 반대인 경우도 마감이나 가설공사비용 등이 중복

되어 지출됨.)

Ÿ 자치구 단위의 석면조사 및 철거공사, 노후급수배관 전면 교체 공사, LED 교체공사, 기타 

방수 및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이 함께 진

행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Ÿ 내진보강계획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안전총괄본부와 협의하여 내진

보강공사계획에 ZEB 전환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포함되어 함께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형

Ÿ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에 따라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

나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기자재비 포함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예산규모는 3장 참조)

Ÿ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에 

ZEB 전환 리모델링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모두 ZEB수준으로 리모델

링 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필요 

Ÿ 리모델링 어린이집이 ZEB로 전환되려면, 신축 어린이집도 ZEB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민홍보

효과

극대화

유형

6)�

지역연계형

Ÿ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자립마을이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지역 자치 활동과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Ÿ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할 때, 에너

지자립마을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함께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경로당 및 어

린이집 시설관리자를 설득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Ÿ 주민들의 관심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의 주민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사업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주택 에너지 성능 개

선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Ÿ 지역연계형은 해당 사업비에 주택 에너지효율화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주민공모사업비를 함께 편

성하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지역사회 탄소중립화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Ÿ 에코마일리지 가입 어린이집이나 생태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을 적극

적으로 참여시키고, 리모델링과 함께 유아 및 학부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함.  

30) 주택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나 지하실을 유희실 등으로 활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공조건이 좋지 못하고, 열교나 기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 ZEB 전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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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자치구 참여확대방안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구 담당부처

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 관리에 있어서의 ZEB 전환 리모델링의 제도화, 

담당부처에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전담 주무관 배치, 부처별 온실가스 저감실적에 대한 인사평가 

반영, 동단위 및 구단위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평가 기준 반영을 통한 지역사회 인센티브 제공, 주민

교육을 통한 ZEB 전환 리모델링 요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ZEB 전환 리모델링의 제도화는 공공건축물 생애이력관리나 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하여 ZEB 전

환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여러 관계공사를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

고, 업무매뉴얼에 따라 사업 진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어르신 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 등 자치구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담당 부서 주무관들은 대부분 행

정직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 기존 업무가 과다한 경우도 많고, 리모델링과 같은 까다로운 공사 

발주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이나 LH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건축 및 시설관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이나 건

축공사 발주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별도의 전담 주무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들도 많은 데,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담당 부서나 주무관의 인사평가 기준으로 채택하거나, 자치단체 지

원금이 있는 동단위 에너지절약경진대회의 평가 기준으로 지역의 ZEB 전환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수

를 도입하는 것도 자치단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에너지자립마을이나 도시재생활

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연계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5.1.3 지역 주민 홍보 방안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공공의 선도적인 모델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ZEB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서울시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과 연

계한 주민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주민공모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

다. 

더불어 외부 홍보게시판이나 키오스크 등을 통해 건물의 리모델링 이전 대비 에너지 사용변화를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LH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성
능개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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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과 리모델링 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것도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이전 대비 에너지 사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간 사용량일 필요

는 없으며, 리모델링 이전 3개년 연평균 및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리모델링 이후 연평균 

및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 생산량을 보여주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31), 연평

균 도시가스 및 전력요금 절감액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의 사업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5.2 사업 기획 단계

5.2.1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간이 사전기획 가이드라인 도입의 필요성 

‘20년 진행된 ZEB 전환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범위 및 목표 설정, 사업 품질관리 방안에 대

한 혼선, 일정관리의 어려움, ZEB전환 설계 진행 중의 내진보강이나 LED 교체공사 등의 중복 진행, 

적정 사업비 산정 실패와 사업비 증액을 위한 심의 및 MP제도 시행 등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3.3.1장에 언급된 바대로 「건설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는 공공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

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사업 수행 

시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기획의 내용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효율

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서의 건축기획

은 설계비 5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의무사항에 해당하고 설계비 1억원 이상은 동법 제23조에 따라 공

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건축기획의 수행에 대한 제23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ZEB전환 리모델링의 경우 대수선이나 증축이 없는 경우 수선에 해당하여 건축법 상의 ‘건축’에 해

당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공

공건축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사업의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사

전기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별도의 사전기획 용역을 발

주하여 진행하는 것은 신속한 ZEB 전환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비 운영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

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간이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기획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여 주무부처에서 작성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예산수립 및 일정관리, 사업품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 간이 사전기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이다. 

¡ 우선사업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및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판단

31) 리모델링 이후 시민들이 현황판을 보는 시점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감축한 월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누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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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규모와 내용(사용자 청문 및 현장확인을 통한 필요 부대 공사 내용)

¡ 사업별 장애요인 사전 예측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산정,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ZEB전환 목표 설정(사업관리방안의 결정)

5.2.2 사업별 목표 성능 기준의 결정

5.2.2.1 건물 에너지 성능의 관리 방안

사업의 목표 성능 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경우, 너무 복잡한 품질 관리 방안은 사

업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사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의 현실

적 조건이 신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인증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거나 인증으로 인해 교체가 불

필요한 부분까지 비합리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 천차만별인 기존 단열재의 성능 인정 

부분도 문제인데, 상태가 좋은 부분까지 모두 철거를 하고, 새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폐기물이나 

철거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연결되어 있고, 기존 단열재가 있는 데도, 도면이 없는 경우 이를 무시하

고, 신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만큼 단열재를 두껍게 설치해야 하는 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규모 기존 건축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5-2-1는 현재 고려될 수 있는 3가지 품질 관리 방법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으

로, 크게 기존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별도의 표준 모델 활용을 통한 인증 대체 방안, 별도 사업

관리 컨설팅용역이나 MP제도를 통해 사업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기존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업효과에 대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수치검증을 통해 

별도의 심의나 협의 등 설계자나 주무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건축물의 현장 여건이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인증 조건 만족을 위한 불합리한 설계 

또는 과설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밀성 테스트나 감리보고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면을 기초

한 성능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교 등의 상세나 시공품질에 대한 평가에는 취약하다. 

2)표준모델을 통한 사업관리 방안은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증으로 설계자나 검토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증 수수료 등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여건의 차이가 큰 리모델링 사

업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 다만, 표준모델이 정립되기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표준모델을 유형별로 정립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3) 마스터 플래너 제도나 컨설팅 제도의 경우, 설계자들에게 정책에서 의도한 방향을 이해시키고, 

설계의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건축가나 전문가들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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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에서 사업이 체계화되지 못한 초기단계에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고, 현재 LH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설

계비가 규모가 클 수 없는 사업의 특성 상 너무 많은 협의와 보고, 심의 등은 건축사의 업무를 과도

하게 증가시켜, 역량있는 건축사들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데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업관리방안 장점 단점

1. 기존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활용방안

Ÿ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가능

Ÿ 수치검증을 통해 별도의 심의, 협

의 등 사업비 증가 및 업무자 부

담 요인 최소화 가능

Ÿ 기존 건축물의 현장 여건이 인증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Ÿ 열교 등의 상세 및 시공품질에 대

한 평가에 취약함(현장 품질관리 

역할 제한).

Ÿ 인증 조건 만족을 위한 불합리한 

설계 또는 과설계 가능성

2. 표준 모델을 통한 인증 

대체 방안

Ÿ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증으로 설계

자 및 검토자 업무부담 완화 및 

비용 최소화

Ÿ 리모델링에 대한 유연한 기준 적

용 가능

Ÿ 표준 모델에 대한 정립 필요 (시

범사업을 통한 유형별 인증 사례

로 대체 가능성 있음)

3. 별도 컨설팅 용역이나 

마스터플래너 제도를 통한 

사업 품질 관리

Ÿ 맞춤형 사업 품질 관리 가능

Ÿ 설계자의 역량강화 가능

Ÿ 별도의 사업관리 비용 발생 및 설

계자 업무 추진 부담 증가

Ÿ 반복되는 협의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

표 5-2-1 ZEB전환 리모델링 성능 관리 방안

따라서, 시범사업이 아닌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인

증 활용방안과 서울형 표준 모델을 통한 간이 인증 방식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증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경우는 현재의 원격검침계량기에 대한 기준이 소규모 건

축물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인증비용이 추가

로 소요되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탄소제로 정책의 방향에도 포함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제도의 활

성화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에 선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객관

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상황이 인증을 받기 어렵거나, 인증을 통해 합리적인 성능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울형 성능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MP나 경험

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자문의 시기는 최대한 설계진행 초기나 

중간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자문보다는 표

준상세와 시방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량을 줄이고, 시공에 있어도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이인증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처럼 ECO2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사업전후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 및 1차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절감율을 산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증방식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와도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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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기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의 외피 성능을 최대한 높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없이도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기준 1++ 등급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후 적응의 관점

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예산 내에서 패시브 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차후에 태양광을 

추가로 최대 설치 가능 면적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검토 및 구조보강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

하다. 특히, 단독형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주로 위치한 저층지역은 공공건축물 옥상을 포함해서도 

실제로 설치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능한 공공건축물에 최대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의 전력계약제도 및 요금제도 내에서 최대용량까지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 문제가 있어 현재의 사용량과 전력계약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선 설치하고, 차

후에 순차적으로 용량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옥상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거

나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다는 건물외피의 성능과 설비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2.3 공사 발주 및 사업비 산정 기준 

‘20년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경우 적정사업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반복

되는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위한 행정 업무 부담 증가 등 시행착오가 많았다. 특히 공사비 예산 

편성 기준이 되었던 “강동구 제2청사 리모델링공사”의 단위면적당 공사 단가 1,792천원/㎡은 『공공

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보정도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

라 면적이 증축 380㎡ 포함 4,738㎡나 되는 중규모 공사원가를 연면적이 200㎡ 내외인 소규모 경

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했다. 더구나 공사범위가 천차만별인 리모델링 공사

에서 공사 내용자체가 유사하지 않은 사업의 공사원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설계비의 경우도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모 및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계획

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ZEB전환 사업에서 구체적인 설계방안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설계도서

를 전제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 계약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1.5배 요율 적용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역량있는 설계자의 참여를 어렵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

다. 

다음 표 5-2-2는 ‘20년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 시범사업에서의 사업비 산정 기준의 문제점

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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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년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정 기준의 문제점

공사비 산정기준

Ÿ 규모 및 용도,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없이 기준 공사비 산정으로 추가 공사

비 심사 등 사업진행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량 증가 및 사업기간이 지연됨.

Ÿ 리모델링 시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 없는 부대 공사비 책정 기준이 모호함.

Ÿ 특수요인 보정 등을 통해 공사 조건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설계비 산정기준

Ÿ 리모델링 시 도면작성 비용이나 현장 확인과 관련한 추가 설계 작업에도 불

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대가나 계획 및 중간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음.

Ÿ 실비 이하인 1,000만원 미만 설계비의 경우 설계 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Ÿ 많은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적절한 설계비 산정이 

전제되어야 함.

Ÿ 현실성 없는 내역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설계비나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감리비 산정기준

Ÿ ZEB 리모델링의 감리는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상주 감리 대가기준과는 

맞지 않음.(비상주 감리의 경우 소규모 건축물은 구조안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ZEB 리모델링을 위한 감리는 마감과정에서 수시로 

관리감독 필요)

Ÿ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에 근거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정 필요.

부대비용

Ÿ 공사비 및 설계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실비 정산될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예: 전후 에너지성능평가에 대한 비용, 구조안

전검토, 증축 및 양성화에 따른 내진 설계 비용, 석면조사 비용) - 자치구와 

분담도 필요

표 5-2-2 ‘20년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 시범사업에서의 사업비 산정 기준 문제점

5.2.3.1 예정 공사비 산출기준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시행착오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전의 적절한 사전기획이 필수적이다. 특히 추정된 예정 공사비는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설계비와 감리비 등의 산출 근거가 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없이 가능한 세부적으로 추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예정공사비 산출에는 3.3.2장에 정리된 것처럼 1) 유사규모 사업 대상 및 표준 모델의 단위면적당 

공사원가 기준으로 예정공사비 산정하는 방법과 2) 공사범위에 따른 공정별 공사 단가를 통해 산정

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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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를 통한 예정공사비 산출은 별도의 시장조사 없이도 간단히 예정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물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분류하고 공사원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시장 조사단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매년 기 진행된 사업들을 정리하여 기준 시장단가를 제공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정공사비 산출 시에는 공사 범위나 공사비 증감요인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모델의 단위면적당 공사원가를 적용하더라도 필요 공사범위에 내진보강이

나, 석면철거, 외부 환경개선이나 실내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별도로 책정하여, 예산편

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비 증감요인(예: 이격거리, 접도조건, 외벽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체크하여 정해진 보정계수를 단위공사원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전기획을 통해 미리 공사비 규모를 자치구 부담 공사비와 서울시 지원 공사 범위로 구분하여 산

출하고, 자치구에서도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증개축이나 양성화, 시설 합리화 비용, 공사기간의 이주비용 등은 ZEB전환 

비용과 별도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의 예시이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전기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구조적 결함의 발견, 부분 철거 후 내부 마감 상태나 재료 등이 설계와 

상이한 경우 등), 이에 대해 사업비 증액 가능성 및 결정 기준을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예정 공사비 산출 기준 중 공정별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견적가와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

하는 내역상의 비용이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특정 공사에 대해

서는 일부 실제 시행될 수 있는 가격 내에서 일괄 계약하는 방식(예: 모니터링 설치, 고효율 냉난방

기설치 등)으로 설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업무나 간접비용 등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3.2 설계비 산출 기준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이에 적정한 설계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좋은 건축사들을 통해 설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된다. 특히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더 많은 현장에 대한 판단과 디자

인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에, ZEB전환 사업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ZEB전환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대부분 기존 도면이 없고, 존재하

더라도 임의변경사항이 많아 현장에서 실측을 통한 확인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업

무 부담을 고려하여야 하며, 규모 및 예산, 기능, 질, 미관적인 측면의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한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과정에 대한 설계대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리모델링 기준인 증축이나 

대수선이 아닌 ‘수선’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의 업무가 포함되므로 리모델링 대가 산정 기준 1.5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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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취득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설계비의 7.5%)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장에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대가 비용이 300만 

원(VAT별도) 이상인데, 설계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건축사

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해당 기준이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규모가 있는 공공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ZEB전환 품질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이나 서울형 표준모델에 따라 

전후 에너지성능개선을 산출하고, 관련 심의 보고 비용들은 시장단가에 기초한 비용을 실비로 정하여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구조안전진단이나, 내진보강 설계, 석면조

사 등도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분리 발주되어야 현실적으로 건축사들이 

ZEB전환 리모델링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설계비를 무작정 올리는 것도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

요한 작업을 줄이고, 제한된 비용 내에서 최대의 사업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업의 성능관리나 ZEB 전환 리모델링 기술 보급, 업무의 중복 해결 등을 위해 주요 건축부에 

대한 표준 상세 도면을 서울시가 개발하여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독일의 헤센 주는 2000

년대 초반부터 패시브 건축기술을 보급하여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신

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열교 및 기밀성능 개선을 위한 표준 상세도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건축기술을 

시장에서 표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그림 5-2-1). 

그림 5-2-1 독일 헤센주 표준상세 (Hessishce 

Energie Aktion, energiesparaktion.de, 2010년 다운로드)

- 178 - 



5.2.3.3 감리비 산출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5년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건축법 상 대수선 및 건축) 시 건

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 중 대수선이나 건축에 해당되

지 않은 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감리 의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ZEB전환을 위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감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때, ZEB전환사업의 내용 상 비

상주 감리의 주요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열교나 기밀에 대한 공정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통해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대가 기준에 대해서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

위와 대가기준」의 감리대가 요율에 따른 비상주 감리 대가산정 기준보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

도」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5.2.3.4 기타 소요될 수 있는 사업비용 

기타 소요될 수 있는 사업비용으로 3.3.2.5절의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될 필요가 있으

며,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공공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나,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 사업예산 수립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5.2.4 사업추진 일정 계획  

5.2.4.1 사업일정 계획 기준

사업 선정 이후의 사업추진 일정 계획 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

요하며, 공사기간 계획에는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공사기간 운영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면이 없고, 도면이 있더라도 현장상황과 상이하여 현장실

측이 필요하므로, 설계기간에 도면작성기간 2주를 추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석면조사나 구

조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4주를 설정하여, 설계용역 발주에 선행하여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2). 

설계기간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

토교통부고시 제2020-15호, 2020. 1. 13., 일부개정.]의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한 참고자

료가 없어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설계 기간으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2019. 4. 30., 일부개정.]에서 정하는 

32)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20년 진행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계약 변경요청서에 코로나로 
인한 실착수 업무 지연 2주, 석면관련 조사예정, 2주, 구조안전점검 4주, 전자도면 부재 2주, 지자체 착수일정에 따
른 추가연정 2주 등을 변경 사유 및 기간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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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공모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까지의 최소기간 20일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ZEB전환 리모델링을 위한 도면작성 기간 15일, 계획설계기간 20일, 중간설계기간 20일, 

그리고, 실시설계와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소요기간 50일에 인증 준비기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한 15일을 추가하여 120일을 최

소 설계기간으로 볼 수 있다. 

공사기간의 경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2020. 1. 1., 

제정)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는 데,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의 경

우에는 과소산정되어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최소 공사기간 90일에 구조보

강 및 석면철거, 인테리어 또는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 계획하고, 해당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공사기간 중 운영계획에 따라, 재실공사 기간에 대한 보정을 통해 최종 공사기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시기에 동절기가 포함되는 경우 동절기 작업중지기간 80일을 가산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심사 및 심의 등을 고려하여 발주준비기간을 추가로 계산

하여야 한다. 

5.2.4.2 사업 선정시기

자치구의 예산 편성을 고려한 ZEB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전년도 5월 이전에 다음해의 ZEB전환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5.3 리모델링 설계 단계

5.3.1 건축법 및 관계법령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지원 및 지침이 필요하다. 

건축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건축법 및 관계법령과 충돌 및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사업진행

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유자 시설에 만연한 임의사용 사례의 실제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ZEB전환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적용 

완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 ZEB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장

기적으로 모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성능과 생애이력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양성화

는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050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

로 보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의무규정 도입이, 현재와 같이 기존 건물의 수선이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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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내� � � 용

법령해석�

관련

외단열�대수선�적용여부 Ÿ 2009년 이전 허가된 건축물의 외단열 대수선 적용 제외 

어린이집�피난계단�바닥면적�산정문제
Ÿ ‘05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폭 2M이하, 미끄럼틀 및 비상계단, 

’11전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피난계단 바닥면적 산정 제외

주택�외�건축물�발코니�창호�설치
Ÿ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

으로 바닥면적 산입가능 

기존�건축물�대수선�시�구조보강의�

정도
Ÿ 도면이 없는 경우 사실상 내진 확인은 어려움 

법적�

제한�

사항�

외단열로�인한�건축선�침범

Ÿ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건축선(도로와의 경계)에 이격거리 없이 건

축된 경우 추가 외단열 시 도로공간 침범 ⟶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공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범한 면적을 상

쇄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실제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개선 사업 시 

내 땅의 일부를 벤치 및 화단 등 공공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다

른 편익을 보상받는 사례가 있음.)

만연한�

임의사용�

사례

보육실이나�유희실�등의�최소기준�

확보를�위해�임의�증축을�한�경우

Ÿ 보육실이나 유희실 등의 최소기준 확보를 위해 임의 증축을 했으나, 건폐

율이나 용적률, 건물의 일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양성화가 어렵고, 원상복

귀 시 보육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음.

Ÿ 양성화 과정에서도 내진보강외에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의무가 발생

하며, 해당 내용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발생함.

건물의�안전�및�사용편의성을�위해�

설치해야�하는�시설이�건축기준에�

위배되는�경우

Ÿ 해당부지의 면적 제한이 있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고, 그보

다 작은 엘리베이터만 증축할 수 있는 경우 건축기준에 위배

Ÿ 어르신 낙상사고 등이 빈번한 높고 가파른 외부계단의 실내화(외부 계단 

샷시 등)

Ÿ 어린이집 학부모 대기공간 및 유모차 보관을 위한 캐노피 설치

지하방수�문제로�건물�주변에�설치한�

캐노피

Ÿ 노후 건축물에 지하 방수가 해결되지 않아 건물 둘레나 주변으로 캐노피를 

설치하여 지하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경우 

보육시설�기준�변경에�따른�어린이집�

조리실�지상이전과�관련한�문제

Ÿ 보육시설 기준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조리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서 기밀, 

환기, 급배수 부분에 적법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설치 현황 발생

표 5-2-3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논의될 수 있는 법규 문제

경 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적 장애요인에 대한 완화나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

한 지원)에 근거하여 검토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조금 외에도 ‘만연한 위법사례조사’, ‘그

린리모델링 필요성에 따른 위법사례 양성화 판단기준 제시’ 등도 기존 건축물의 근린리모델링 활성화

를 위한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나 리모델링활성화 구

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기준 완화 및 주차장법 완화, 서울시 집수리지원조례 가꿈주택 지원 기준 등

도 참조할 수 있다. 

다음 표 5-2-3은 ZEB전환 관련 논의될 수 있는 법규관련 문제의 주요 내용과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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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설계지원 및 품질 확보 방안

ZEB전환 리모델링의 실질적인 성능 개선은 인증제도나 다른 품질 관리체계를 통해 관리

될 수 있지만, 열교를 최소화하고 기밀성능을 높이기 위한 상세를 적용하거나, 현장의 특성

에 맞는 자재 및 설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ZEB전환 리모델링을 통해 축적되는 기술적 노

하우들을 표준 설계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서울형 표준 상

세를 CAD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설계업무를 지원하고, 검증된 품질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맞춤형 관리를 통해 건물마다 열교 및 기밀성능 보완을 위한 상세를 그리도록 

할 수도 있으나 표준화된 설계도서를 통해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하

면, 제로에너지리모델링에 대한 경험과 상관없이 다양한 설계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도면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설계자 및 시공자의 폭넓은 역량강화와 관련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 그림 5-2-1과 같이 ‘00년대 독일 헤센주에서 열교 및 기밀과 관련환 패

시브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개선 정보 플랫폼(Energie Aktion)에 공개적

으로 제공한 표준 상세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ZEB 전환 리모델링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ZEB 

전환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물 유형별로 구조별 유의사항이나, 마감재료 

선정시의 유의사항, 리모델링에 적합한 화재 및 구조 안전기준, 기존 단열재 철거 등에 대

한 기준, 현장의 일조채광 조건에 따라 고려할 사항들을 현장사례를 통해 표준 설계 가이드

라인으로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 표 5-2-4는 ZEB전환 표준 설계가이드

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의 예시이다. 

구분 주요 내용

구조안전/

석면안전문제

Ÿ 최대 태양광 설치 용량을 고려한 별도의 구조안전검토 진행
Ÿ 대수선 및 증축으로 인한 내진보강은 자치구 별도 기획 필요
Ÿ 석면조사 및 철거, 구조 보강 등 설계비용은 지원하되, 공사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책정(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보강 제외)

비용합리적인

ZEB전환 

방향검토

Ÿ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채택

예) 부분 필로티 상부 온돌 하부 단열재 설치를 위해 전체 바닥난방 재설치는 불합리/ 
1등급 교체를 위해 작년에 새로 설치한 4등급 에어컨
Ÿ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 모델 적용 기준

설계기준에 

대한 보완

Ÿ 구조별 유의사항 (철거, 단열보강 및 기밀 관련)
Ÿ 마감재료 선정 시 유의사항
Ÿ 리모델링에 적합한 화재 및 구조안전 기준
Ÿ 기존 단열재 철거 문제 등 기준 마련 필요
Ÿ 채광 조건에 따라 고려할 사항 등

표 5-2-4 ZEB전환 리모델링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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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증을 대체하는 표준모델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가능할 때는 심의나 자문, 

MP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설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심의와 자문이 중간설계 단계에서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업무절차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5.4 공사 단계

5.4.1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발주

소규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대부분 공사비 30억미만 규모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33) 적격심사 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적격심사제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 심

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

금액의 합계’, ‘경영상태’, ‘입찰가격평가’ 등을 합산하여 공사비규모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넘는 입찰자가 낙찰되는데, 심사의 변별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가격하한선의 

설정으로 ZEB전환 리모델링처럼 시공사의 현장 대응능력과 기술력, 새로운 공법 도입에 대

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업의 시공이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ZEB전환 리모델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계약으로 하여 기술제안을 통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계와 시공을 분

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시공업체들이 미리 설계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금액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표준품셈을 통한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물량이 작은 공정, 열

교나 기밀성능 개선 같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공정, 리모델링의 특성상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운 

공정에서는 현실적인 공사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어

야 리모델링 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의 유사물품의 

복수입찰34)이나, 지방계약법 제27조 개산계약35)을 참조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별도로 

ZEB전환 리모델링 공정에 대한 표준 조사가격 등을 책정하여, 예정가격의 비현실성을 개선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지자체와의 공사 계약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
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같은 조 2항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이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등으로 
이때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21조에 정하고 있다.

3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
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
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
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5) 지방계약법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
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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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5.4.2 공정관리방안

현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리모델링 공사 중의 돌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설계자는 소규모의 대수선 및 증축 

공사의 경우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계의도 구현업무를 통해 시공의 

전 과정에서 설계의도 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및 의도전달, 자재와 장비선정에 대

한 검토 및 보완, 현장상황에 따른 시공상세에 대한 협의, 전기 및 기계설비 엔지니어와의 협의 및 

조정,  마감 공정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인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산정에 있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공사감리 대가

요율의 적용보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통해 필요한 공정에 

설계자가 참여하여 현장 품질을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시공과정에서 ZEB전환 품질 보증을 위해 설계자 및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한 주요 공정이

다. 특히 사전 킥오프 미팅은 설계시 고려한 현장 상황과 목표한 에너지성능 달성을 위해 시공과정에

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주처 감독관과 감리자, 시공자가 미리 확인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발주준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밀성능 확보를 위해 최소한 

시공 전, 시공 중간 창호와 미장 등의 기밀성능 개선 작업 완료 후 마감공정 이전, 사용승인 이전의 

세 차례 기밀 성능 확인 필요하다. 착공 전 기밀테스트는 현장에서의 누기 부분을 확인을 통해, 추가

적인 개선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향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기밀성능 개선율을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시공 중간의 기밀테스트는 누기부분을 보완하면서 목표값을 만족할 수 있도

록 반복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데, 일단 마감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용승인단계에서는 기밀성능의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용승인 이전의 기밀테스트는 인증 등 성능검증을 목표로 한다.  

5.4.3 설계변경 및 예비비 마련

리모델링의 경우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

히 철거 후 구조상의 문제 등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이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36),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사

업추진 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ZEB전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기준과 함께 공

사 예비비 도입을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

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으로 운용되는 비용 범위를 넘

어서는 상황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예비비의 사용은 단순히 물량 

36)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2014) 서울시 건설공사 매뉴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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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나 마감, 설비교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비비 사용 없이 공사의 계속 진행이 어려운 경우로 사용 요건을 미리 정하

여 두고, 심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5.5 운영 및 관리 단계

5.5.1 모니터링 계획

에너지성능이 개선된 건축물은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적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ZEB인증 요건을 만족하는 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의 설치가 별도의 건물관

리인이 부재한 소규모 건축물에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며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ZEB 전환 후에 

실질적인 에너지사용량을 관리하고, ZEB 전환 리모델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사용자 중심의 모

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단순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사용자의 확인 목적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ZEB전환 리모델링 공사의 주요 기술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지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키오스크의 형태로 설치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밀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전 3개년 연평균 및 월평균 전력・도시가스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 후 연평균 및 월평균 

전력・도시가스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교, 사업전후 에너지비용(도시가스 및 전력요금) 비

교, 조기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 유사 규모 경로당의 평균 사용량

과의 비교 등의 에너지 사용정보와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내용 및 주요 적용 기술에 대한 설명 등

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합적

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별건물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소규모 공공건축물 재고에 대한 효과적인 성능 및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37). 

이외에도 효과적이고 수용성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해, 정량적인 에너지 모니터링 외에 

적용기술별로 사용자 만족도 및 기술수용성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표준 설계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ZEB전환 리모델링 기술을 민간에 확산・보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5.5.2 교육홍보 프로그램 및 주변 민간건축물 지원사업과 연계방안 

생활밀착형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ZEB전환 

37) 소규모 건축물의 모니터링 시스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시스템 및 서버 구축이 개별 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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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 및 민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집 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생활방식

이나 주거문화에 대한 변화를 선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체감도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독일의 학교건축물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인 Eneff:Schule 프로젝트는 학교건축물의 플러스에너지 

혹은 패시브리모델링 과정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

과 학부모들은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류하기도 하고, 희망자를 지원받아 주기적으로 공사 현

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기도 한다. 또, 학생들의 학령에 맞추어 플러스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필요성

과 특징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교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지 

눈으로 확인하는 수업을 하기도 한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 이 년 정도는 모니터링 및 

여러 설비의 최적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하여 사용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다38).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에너지자립마을의 경우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꿈주택 집수리 

교육프로그램이나 에너지진단교육 프로그램들과 연계할 수 있으면, 교육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지

역의 주택에너지효율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주택 BRP사업이나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저층주거지 집수리 및 신축 융자지원사업 등 

주택성능개선과 연계되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ZEB전환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된 제품들을 지역에서 

프로젝트 펀딩 등을 통해 구입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을 고려하는 것도 공공건축물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민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8) http://www.eneff-schul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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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개선방안�

최저에너지성능

개선기준

Ÿ 창호를 제외한 지붕과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을 0.17W/m2K이하가 되도록 단열 성능 강화

Ÿ 기밀테스트 결과 3.0h-1이하가 되도록 기밀 성능 강화

Ÿ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성능을 1.0W/m2K이하가 되도록 고효율 창호로 교체 

Ÿ 보일러, 에어컨, EHP 등 냉난방기기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교체

Ÿ 고효율 폐열회수환기장치의 설치

Ÿ 외기에 직접 면하는 출입문 성능 1.3W/m2K이하가 되도록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Ÿ 100% LED 조명 교체

선택형� ZEB�

전환� 기술요소

(18개� 중� 8개�

이상�선택)

Ÿ 최하층 난방공간 바닥 열관류율을 0.20W/m2K 이하가 되도록 단열성능 강화

Ÿ 창호를 제외한 지붕 평균 열관류율을 0.13W/m2K 이하가 되도록 단열성능 강화

Ÿ 창호를 제외한 외벽 평균 열관류율을 0.15W/m2K 이하가 되도록 단열성능 강화

Ÿ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성능을 0.8W/m2K이하가 되도록 고효율 창호로 교체 

Ÿ 외기에 직접 면하는 출입문 성능 1.0W/m2K이하가 되도록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Ÿ 기밀테스트 결과 1.0h-1이하가 되도록 기밀 성능 강화

표 6-1-1 ZEB 전환 리모델링 표준개선방안

6. 결론

6.1 ZEB 전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추진 체계 제안 

6.1.1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의 정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과 

차별화하여 서울형 탄소제로 건축물(Zero Emission Building)로 정의하고,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

한 녹화사업이나, 우수활용, 폐기물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성능개선을 포함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인증형 ZEB 전환 리모델링: 패시브적 기술요소를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이상의 성능개선을 하고,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율 60% 이상39) 만

족하거나 해당 용량의 태양광을 추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

◯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 건물에너지 성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표준 개선방안의 

최저에너지성능개선기준을 만족하고, 선택형 ZEB 전환 기술요소 중 일부를 적용한 건축

물40)(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의 표준개선방안은 예를 들어 다음 표 6-1-1와 같이 

정의하고 최저 에너지성능개선기준을 만족하는 동시에 선택형 ZEB 전환 기술요소 20개 

중 10개 이상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9) 에너지자립율의 산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기준을 따른다.
40) 스위스 MuKEn 2014 “난방 설비 교체 시 비재생에너지 사용을 90%로 줄이는 표준 방안“과 같이 신축과 달리 리

모델링은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최저 에너지 개선 성능 기준과 다양한 적응형 기
술요소들을 제안하고, 이중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여, 여건 내에서 최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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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난방효율 70%, 냉방효율 50%이상의 고효율 폐열회수환기장치의 설치

Ÿ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급탕에너지요구량의 60%이상 생산)

Ÿ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1차에너지요구량의 60%이상 생산)

Ÿ 실내집광채광 루버시스템, 조광기 및 조도센서를 통한 조명 최적화 방안 적용하고, 

조명밀도를 5W/m2K이하로 설계

Ÿ 실내집광채광 루버시스템 및 광덕트를 통한 자연채광 최적화(조도시뮬레이션으로 

전체 실면적의 80%이상을 자연채광을 통해 적정조도 확보함을 증명)

Ÿ ECO2 건물에너지성능평가를 통해 연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 및 냉방에너지요구량

을 20kWh/m2yr이하로 설계

Ÿ ECO2 건물에너지성능평가를 통해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

Ÿ 건물 주변으로 식수나 태양광 파고라를 통한 휴게 공간 조성 

Ÿ 옥상녹화 및 태양광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지붕 면적의 1/2이상 설치

Ÿ 연면적 대비 0.1m2이상 녹화 또는 텃밭 조성

Ÿ 빗물저금통과 연계한 텃밭 또는 화단 설치

Ÿ 100% 절수형 수전 및 양변기 교체

Ÿ 마을 자원수집소의 설치41)

Ÿ 연료전지 1kW 이상 설치하고 단지 또는 건물 내 다른 시설의 급탕용도로 열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가동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절기에도 생산되는 폐열

이 충분히 소비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인증형 ZEB 전환 리모델링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수준 이상을 기본 조

건으로 하고, ZEB인증에 대해서는 ECO2프로그램에서 자립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

며, 원격검침계량기 또는 BEMS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체 노유자시설의 에너지사용

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42). 또한 기존 인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건축물 군에 대해

서는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와의 MOU를 통해 시범사업형태로 서울형 에너지 레디

(가칭) 등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3).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의 경우, 필수항목을 통해 건축물의 패시브 성능을 우선적으로 개선하

되, 지역 내 자원순환 및 물순환 개선, 녹지확보를 통한 열섬현상 저감 등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 연계를 통해 리모델링에서의 에너지성능 개선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기준은 향후 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ZEB 전환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

어 재정적 지원이나 기준완화 등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간이 모니터링 기준

(6.1.3.3절 참조)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경우 이를 잘 보이는 장소에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ZEB 전

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1) 참고사례: 유가보상자원순환플랫폼 ECO2GATHER (https://eco2gather.com/)
42) 서울시 교육청이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스템에어컨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전력사용량 모니터링망 구축사업

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에너지사용량보고 및 기준 충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안 마련 시 BEMS를 지않고 ZEB 
인증이 가능할 수 있음.

43)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에서 일정 성능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대체하는 방법을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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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근거 법령 보완의 필요성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44)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해 「서울

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

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

원 등을 할 수 있고(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9조),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1조). 

다만, 현재의 기준에 보완하여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전환이나 생애주기 관련 리모델링 및 수선 시 ZEB 전환 리모델링 수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4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건축기준 완화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장애가 되는 건축기준 등

에 대한 완화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ZEB 전환 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시

키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만연한 위법사례의 조사 및 분류”, “건축법 위법 사

례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양성화 기준 마련”이나 “건축법 적용 완화 기준 마련” 등이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무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46).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1.“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
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이다.

4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3조에 근거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준」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지역, 용
도, 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이내의 공공건축물이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6조). 

46) 현재 서울시의 가꿈주택 지원사업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수리 지원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수선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위법 사항 존재 여부와 별개로 공사 범위에 위법사
항이 없는 경우 주택의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건
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면제 등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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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6.1.3.1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과제

 단시간 내에 많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체계화하여 단계별 주요 과

제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은 크게 5단계로 구분

하며, 각 단계별 주요 목표 및 과제는 다음 표 6-1-2와 같다.

ZEB전환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공건축물 업무절차와 비교하여, 본

격적인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업대상지 및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인 사업대상 검토

단계와 사전기획을 통한 사업선정단계가 필요하다. 

사업대상 검토는 자치구 주무부서에서 5.1.1절에서 언급한 사업유형별로 대상 사업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미리 자치구별로 예상절감량 및 사용자 수요에 따라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따라 단독경로당형 및 단독어린이집형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복합건축물형의 경

우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되, 해당 건축물과의 다른 사용주체 및 관련 관리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하

다. 따라서 초기에는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 경로당과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과 경로당 관리부서에

서 관리하는 공간 중심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당사업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문화시설 등은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

파트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BRP사업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사업연계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형 사업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관련 사업 시행 시 함께 검

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계형은 서울시에서 주민협의

체 등에 직접 홍보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해당 시설을 섭외하고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으로, 초기에는 운영관리단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사전기획 및 사업선정단계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

계로 에너지성능개선 외에 노후화로 인해 필요한 부대공사의 범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

수립과 공사시기 및 일정을 계획하게 된다. 자치구에서는 [부록1]의 체크리스트47) 작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공사 범위 및 예산선정기준 등을 파

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예산 수립 및 [부록2] 사업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치구에서 사업기획서와 함께 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시는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를 개최하고, 사업기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결정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이 시점에 제공하여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다. 자문 내용은 해당 건물의 사업 목표 설정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의 유의사항 등이며, 이 

시기에 전문가의 의견이 제공되어야 설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47) 체크리스트를 엑셀 등 프로그램 형태로 자치구에 보급하게 되면, 자치구의 업무부담도 최소화하면서, 전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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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검토단계

사업 유형별로 자치구의 사업 수요 조사
Ÿ 단독 경로당 및 단독 어린이집형: 우선사업대상을 중심으로 하되, 사용자 수요 우선
Ÿ 기존사업 연계형: 경로당 및 어린이집 대상 다른 연계가능한 시설 개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계획 조사

Ÿ 국공립어린이집전환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일정에 맞추어 시행
Ÿ 복합용도형: 다른 사용자 및 임대인과의 대한 협의
Ÿ 지역연계형: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사전기획�및�
사업선정단계

사전기획

Ÿ 자치구에서 사전기획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범위, 시기, 일정, 예산 등을 정하고,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선정 및 자문 

Ÿ 사업기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사업 목표 설정 및 설

계, 시공단계에서의 유의사항 등 사업 진행에 대한 자문을 사전에 제공(과업내용서에 반영)

⇩

설계단계

사전조사용역(구조안전 및 석면조사) 시행 및 설계자 현장 조사
Ÿ 관련 전문기술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리모델링 수요를 파악하고, 현황도 작성

Ÿ 그 외 구조안전검토나 석면조사 등 필요한 사전 조사를 별도로 시행

계획 및 중간설계  
Ÿ ZEB 전환 리모델링 기준에 따른 성능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설계 범위 및 목표 성능 결정 

Ÿ ZEB 전환 리모델링의 공간 및 외관 변경에 대한 디자인 계획 수립 및 자재 선정과 개략공사비 검토

Ÿ 변경 전후 에너지성능 개선율 검토 

Ÿ 기본설계도서(평,입,단면도 및 변경 전후 3D 이미지 1부) 작성

Ÿ 발주처와 사용자 협의를 통한 승인 + 서울시 자문회의 서면 자문    

실시설계  
Ÿ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표준 설계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Ÿ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취득 또는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 체크리스트 작성(품질 확인)

⇩

시공단계

시공사 선정 및 사전협의 
Ÿ 시공사와 발주처 감독기관, 설계 및 감리자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 범위 및 주요 공법, 디테일, 공정, 자재 

수급, 품질관리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   

Ÿ 발주처는 사용자와 공사기간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공사수행 및 감독
Ÿ 발주처 감독기관 및 감리자의 감독 하에 안전에 주의하여 공사 시행

Ÿ 감리자는 감리기준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현장 확인 및 감독 

Ÿ 시공사는 착공 전, 창호 설치 및 미장공사 후, 완공 전 기밀테스트를 시행하여 누기부분 확인 및 보완

Ÿ 시공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이나,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 감리보고서를 통해 성능 검증 

Ÿ 공사 수행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

Ÿ 공사 수행 중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지역 주민들의 현장 방문 등 사전 계획된 주민공모사업 운영 가능

⇩

사용단계
(운영관리단계)

입주 전 사용자 교육 
Ÿ 입주 후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업 취지 및 적용 기술, 이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Ÿ 건물 외부에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및 적용 기술 설명 및 사업 전후 에너지․온실가스 절감량 등 공개

지역주민 및 유아,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ZEB 전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어린이집의 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주민들이 ZEB 전환 리모델링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 공모사업 연계 운영  

표 6-1-2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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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에서는 과도한 업무는 줄이고, 품질은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구조안전검토나 석면조사 등은 필요 시 별도 용역으로 진행하되, 설계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고려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 및 중간설계는 ZEB전환 리모델링 목표 성능 

설정 및 설계범위 구체화와 공간 및 외관변경에 대한 디자인계획과 자재 선정, 개략공사비 산출, 변

경전후 에너지 성능 개선율 검토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업무에 대한 결과물은 기본설계도서(평입단

면도)와 변경 전후 3D 이미지 1부로 간소화하며, 발주처 및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최종안

으로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승인과 서면자문을 받아 실시설계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실시설계 이 

후에는 설계 변경의 업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한다. 상세도 중에서 마감 등으로 인해 해당 현장에 특

별히 적용되는 상세가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열교·기밀성능 개선을 위한 상세도면 및 

표준 설계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ZEB 설계에 경험이 많지 않은 설계자들도 쉽게 목표

성능에 맞게 공사에 필요한 도서와 내역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감리자(혹은 설계자), 시공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야, 설계의도가 충분히 구현되고 목표한 성능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추진절차 및 

공사 단계별 검토사항은 6.1.3.3절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ZEB전환 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단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로에너지건

축물에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입주

자 사용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설비 운영 최적화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수

용성 높은 기술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것도 공공건축물 ZEB전환 사업의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사업

의 내용과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공시하고,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향후 ZEB 전환 리모델링 관련 기술을 민간에 확산․보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6.1.3.2 주요 이해관계자 및 역할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다음은 사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이며 표 6-1-3은 이해관계자별 주요 역

할 및 수행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 서울시 - 기후환경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안전총괄본부

¡ 자치구 주무부서 -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 및 여성 청소년관련 부서, 환경과, 건축,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소방서(예방과), 도시안전과  

¡ 사용자 - 지역 경로당 및 노인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및 원아, 학부모 등 

¡ 지역주민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협의회, 에너지자립마을 

¡ 설계 및 감리자

¡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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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단계
시민

(지역주민)

사용자
(시설관리자

)

자치구
주무부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설계�및�
감리자

시공자

사업대상�
검토단계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  
공고 및 홍보
(대상: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에너지자립마을이나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에서 지역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제안·홍보

수요조사 
응답 및 신청

단독형 수요조사 및 
(사용자대상)

우선사업대상 검토
* 사업대상 

선정기준 참조

사전기획�및�
사업선정단계

사용자 청문

사전기획
(자치구 사전기획 
가이드라인 참조)
Ÿ 현장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Ÿ 부대공사 검토
Ÿ 연계사업검토
Ÿ 자치구 

예산수립
Ÿ 총 사업비 및 

일정 계획
Ÿ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대상 선정
(사업기획심의 - 

사업비 적정성 검토/ 
사업방향 자문)

계획단계 사용자 청문

사전조사용역(구조
안전 및 석면조사) 
및 설계용역 발주 

및 감독
(설계용역 건축사 

선정 기준 ) 

서울시 ZEB 전환 
표준 설계 지침 제공
Ÿ 표준상세 CAD 

도면 제공48)

Ÿ 관계 법령 정비 
및 적용 기준 
정리 

설계진행/ 
예비인증 또는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 

체크리스트 작성

시공단계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연계 

주민공모사업

공사기간 협조
공사업체 발주 및 

현장감독
현장감리

(감리기준에 따름)

공사진행/
본인증/

시공 전,중,후 
기밀성테스트

사용단계
(운영관리단
계)

ZEB 전환 
어린이집 학무모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공시

서울시 ZEB전환 
표준설계지침의 

주기적 보완

표 6-1-3 이해관계자별 주요 역할 및 수행과제

48) 참조: Hessische Aktion – 독일 헤센주는 2000년대 초반 헤센주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높이고자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주요 건축구조부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표준 상세에 대한 전열해석 결과 
및 CAD 도면으로 공개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고, 설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비용 효과적으로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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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제안

(1) 사업대상 검토단계: 사업 유형 분류 및 우선순위 결정 기준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대상 검토를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각 시설의 사업 유형을 결정하고, 유

형별로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예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대한 

ZEB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음 그림 6-1-1과 그림 6-1-2는 각각 경로당과 어린

이집의 사업유형 분류 절차이다.   

그림 6-1-1 사전기획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유형 분류 절차 - 경로당

그림 6-1-2 사전기획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유형 분류 절차 - 어린이집

- 194 - 



[부록 1]의 체크리스트는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건축물대장 및 부서 내 사업계획 현황, 시설 사용자

에 대한 청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아래 그림 6-1-3와 그림 6-1-4에 따라 우선사

업 단계가 결정된다49). 우선 사업순위가 정해지면, 같은 순위 내에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며, 사용자의 시설개선 및 단열성능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설을 우선적

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존사업연계형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형, 지역연계형은 사업우선순

위와 별개로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09년이후 사용승인된 시설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아니

라 에너지진단에 따라 설비 효율화 중심의 BRP사업으로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집 중 지하

층이 있거나, 주택에서 전용한 경우에는 LH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를 중심으로 서울형 ZEB전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6-1-3 경로당의 우선사업대상 선정 기준

49) 추후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산출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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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어린이집의 우선사업대상 선정 기준

(2) 사전기획 및 사업선정단계: 사전기획을 위한 참고 기준 

사전기획은 ZEB전환의 목표와 사업 유형, 사업별 리스크 사전 예측을 통한 사업의 규모와 공사범위, 

내용의 결정, 이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출,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판단, 재원조달계획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절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선정한 사업대상에 대한 사업목표는 인증여부를 떠나 건축물에너지효

율등급 1++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공사범위는 단열 및 기밀성능 개선 등의 패시브 기술요소를 통한 

성능개선을 우선하고,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며, 

이 때 [부록 1]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별 리스크를 사전예측하여 추가 공사비를 보정하거나,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다음 표 6-1-4는 예상가능한 부대공사이며, 최종 공사범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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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증축양성화 안전강화 실내공간개선 기타성능개선 지역환경개선

내진보강 □ 내진보강 □
실내마감

교체
▲

방수공사/지붕
공사

○ 그늘쉼터 조성 ○

소방 및 
피난시설 공사

□ 석면철거 □
주방싱크/

화장실교체
▲ 무장애시설 □

골목길 담장 
진입로 개선

□

무장애시설 □
태양광 

구조보강
○

실내공간 
구획변경

△ 노후배관 교체 ○ 조경공사 □

정화조공사 □ CCTV설치 □ 붙박이장 설치 □
노후

가전기기 교체
□

유모차
거치대

□

관련설계
진단비

○
보일러실 
분리이설

○
노후내장재 

교체
□ 놀이터 재설치 ○

외부계단 
실내화

○ 입식가구 설치 □ 외장재 교체 ▲

○ 시비지원 △ 구비+시비 매칭 □ 구비예산편성 필요 ▲ 일정단가까지만 시비지원+구비 자부담

(*단열, 설비 설치 및 이설 등 에너지효율화에 동반되는 마감공사는 시예산으로 지원하되, 일정단가 

이상(단열시공 포함 m2당 25만원 이상)은 구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가능)

*이외에도 이미 교체된 LED 재설치나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에어컨, 

보일러, 가전제품에 대한 계획 필요

표 6-1-4 사업기획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수반 공사

체크리스트의 내용 중 차량 접근이 불가한 대지의 경우 자재의 운반 및 작업에 장비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인력품을 실제 설계내역 작성시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10~20%의 공사비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접도조건 4M이하나 인접대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경우에도 5~10%정도의 공사비 보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격거리가 

전혀 없거나, 70~80cm미만이어서 가설작업이 불가능하고 민법상의 이격거리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에는 특수한 단열재나 내단열 및 양단열 등을 설계 시 현장상황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임의

사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범위를 증축을 통한 양성화로 할지, 원상복귀를 할지, 대수선

이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범위 내에서만 공사하는 것이 좋을지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성화의 경우에는 구조보강, 소방 및 피난기준 준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하며, 원상 복귀시에도 원상복귀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

다. 그밖에 사용자와의 청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표 6-1-4의 공사 중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사전

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 범위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예정공사비 산출이 필요한데, 아래 표 6-1-5를 참조하여 편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두 가지 산정방식 모두 장단점은 있다.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한 산정은 공사범위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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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지만, ‘20년 진행된 시범사업을 보면 적용된 공사비 내에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성능개선 비용만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진행되는 ZEB전환 

사업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에너지성

능개선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견적가 또는 공사비 대비 비율 등을 통해 추가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50). 공종별 단가 기준 산정방식은 올해 진행된 LH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공사범위가 천차만별인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정공

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물량과 상이할 경우 오차가 커지며, 정확한 공

사 물량을 예측하는 것이 주무부서 내에서 별도의 전문가 도움없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사업 기획 뿐 아니라 설계단계의 내역 산출 과정에서도 특정공정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업체의 견적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데, 표준품셈을 통한 

내역산출 시 물량이 작으면, 최소비용 이하로 산출되면서 실제 공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구분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산정 공종별 단가 기준 산정

근거기준

Ÿ ‘20년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시범사
업이나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비 책정 가이드라인(2020)‘, ’17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참조 가능

Ÿ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제로에너지 리모
델링에 따른 공사비 증가율, 공사 난이도에 
따른 특수 요인 등 보정 산출

Ÿ LH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종별 
기준 단가를 중심으로 사업관리비 1.5배 하
여 예정 공사비 산정

Ÿ 미리 작성된 공종별 표준단가에 특수요인 
보정 가능

장점

Ÿ 사례만 있으면, 공사비 산정 과정 비교적 
단순

Ÿ 유사사례 없이도 현실적인 공사비 추정 
가능

Ÿ 소규모 공정 내역산정으로 인한 오차 보완

단점

Ÿ 초기단계에 다양한 유형에 대한 유사사업이 
많지 않을 수 있음

Ÿ ‘20년 시범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른 공사
비 책정보다는 예산에 맞추어 공사비가 산
출된 경향이 있음

Ÿ 해마다 보완이 필요하며, 현실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자재에 대한 검토도 필요

Ÿ 물량산출이 잘못되면 오차가 커짐

Ÿ 표준 공정이 아닌 경우 기준 마련 어려움

Ÿ 실제 설계에도 견적가 반영해야 실효성 높아짐

표 6-1-5 유사사례 검토를 통한 공사비 산정 방식 Vs 공종별 단가 기준 공사비 산정방식

산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산 수립도 검토되어야 하는 데, 표 6-1-4와 표 6-1-6은 서울시와 자

치구의 가능한 예산지원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은 전체 리모델링 시스템 구축이나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효

과적인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개선 및 관련 기술비용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공사나 마감, 편의시설 등은 자치구별이나 시설별로 요구기준에도 차

이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사정에 맞춰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예를들어, 20년 시범사업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대체로 약 215만원/m2 수준이었으며, 이중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공사비의 비중은 약 45~7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성능개선 관련 예정공사비를 약 150만원/m2
로 산정하고, 여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적용하고 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견적이나 
유사사례 등을 통해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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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전환 리모델링 예산 지원 공종(예) 자치구별 예산 마련이 필요한 공종(예)

Ÿ 단열, 기밀성능 강화, 창호, 고효율 설비 교
체 등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용과 관련된 
기본 마감 비용

Ÿ 가설 비용 및 철거 비용

Ÿ 태양광 증설을 위한 구조보강 비용

Ÿ 자치구 예산 공사에 대한 설계비 및 조사비
는 지원

Ÿ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Ÿ 싱크대 및 가구 교체, 기자재 비용

Ÿ 증개축 및 양성화에 따른 내진보강, 소방시
설 설치, 피난시설 설치 비용 등

Ÿ 내진공사, 석면철거 공사

Ÿ 이전비용 등

표 6-1-6 공사비 산정 기준 제안

설계비는 산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계획 및 중간, 실시설계의 일괄수행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설계 1.5배와 

필요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 1.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에너지성능개선 관련 인

증 및 적응형 ZEB 전환 기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심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상기의 대가기준을 따르

되, 설계비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가기준 적용 대신 300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최소로 

하여 추가업무비용으로 계산한다. 석면조사비용 및 구조안전검토비용은 설계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추가 요구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비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림 6-1-5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ZEB 전환 리모델링 최소 공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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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및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며, 설계자가 반드시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ZEB전환 리모델링에 맞는 세심한 현장관리를 위해서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정(예: 그림 6-1-5)을 정하고, 감리대가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추가 인증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인증형 ZEB전환 사업과 달리 적응형 ZEB 전환 사업은 인

증관련 비용대신 품질검증을 위한 요소별 감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실비로 

책정해야 한다. 

그 밖에 예산계획시 고려해야할 주요 부대비용은 다음 표 6-1-7과 같으며, 시장표준단가에 의해 실

비로 정산할 수 있다. 

구분 고려사항

에너지성능평가비용

Ÿ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또는 적응형 ZEB전환 모델 검증
을 위한 서류 작성 비용

Ÿ 사업 전후 건물에너지성능 비교 (ECO2 기준)

인증수수료

Ÿ 자치구(건축주)에서 직접 수수료 지불

Ÿ 1,000M2미만 비주거 건축물은 예비인증, 본인증 각각 190만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별표4] 수수료 기준 참조)

기밀테스트 비용

Ÿ 공사 전,중,후 3회 포함

Ÿ 건설사 품질관리 동기 부여 위해 공사비에 포함시킬 필요있음.

Ÿ 회당 약 100만원 수준 

구조안전검토비용 Ÿ 별도 발주 필요(견적처리)

내진보강설계비용 Ÿ 별도 발주 필요(견적처리)

석면조사 비용 Ÿ 별도 발주 필요(견적처림)

표 6-1-7 ZEB전환 리모델링 예산 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부대비용 

다음 표 6-1-8은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사업추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자치구 사

정에 맞게 사업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의 이전 문제 및 재실공사 

여부, 동절기 및 하절기 작업불능일 발생 가능성 등이다. 또한 각 사업추진단계 사이의 발주 준비 등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사용 전에 내부공간 구성을 위한 기간도 고

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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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 기간 산정 기준

사전기획

Ÿ 자치구 예산 반영 및 공사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4-5월에 차년도 설계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기획 필요(6-8월 자치구 예산 반영 또는 추경예산 반영)

Ÿ 사전기획에 따른 사업선정은 6월 경 진행 - 차년도 시예산 편성

설계공모기간

Ÿ 대부분의 소규모 단독형은 설계공모 대상은 아니나 단독형이 아닌 유형 중 설계
비 5,0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별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센
터 검토 필요(검토기간 약 30-50일)에 따라 제안공모 필요)

Ÿ 제안공모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2019.4.30., 일부개정]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제30조(일정)에 의해 설계공
모기간 산정하고, 공모 전후로 준비기간 각 1개월 소요

본 설계기간

Ÿ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설계기간 산정기준은 별도로 없음

Ÿ 다만, 인증 취득시 신청 후 취득기간까지 대체로 2개월 가량 소요

Ÿ 또한 LH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 변경 요청서에 따르면, 석면관련 조사 시 
추가 설계기간 2주, 구조안전점검 시 추가 설계기간 4주,(석면조사와 구조안전점
검 중복시 최대 4주), 전자도면 부재시 2주 등을 규정하고 있음.

Ÿ 공사비 5억 미만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기간 약 4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Ÿ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 설계기간 산정이 설계품질 확보에 전제됨

공사기간

Ÿ 설계완료에서 공사발주까지 공사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개월 정도의 
발주 준비기간이 소요됨

Ÿ 공사기간은 구성되는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자와 상의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최소 4개월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품질 관리를 위한 
기밀테스트 및 보완 등에 따라서 공사 지연 가능성도 있음).

Ÿ 일반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므로 동절기 2개월에 대한 공사 중단을 발주시
기에 따라 고려하여야 함.

Ÿ 공사기간 계획과 더불어 공사기간동안의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Ÿ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실 공사가 가능한 공
법에 대해 설계시에 적극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재실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더 여유있게 잡아야 할 수 있음

내부 공간구성 Ÿ 기자재설치 및 인테리어, TAB, 사용승인전 점검 등을 위한 기간도 시설에 따라 
고려할 수 있음.

표 6-1-8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기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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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및 시공단계: 효과적인 사업품질 관리방안에 대한 제안 

다음 그림 6-1-6은 사업 추진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사업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수단을 정리

한 것이다.  

그림 6-1-6 사업품질관리방안(안)

ZEB전환 설계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 등은 가급적 실시설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사업선정 시 자문의견을 과업내용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를 발주하고, 기본설계안이 나오

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표준설계상세 및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표준설계상세 및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은 5.3절에 언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용역 등을 통해 별도로 제작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상황을 고려하되, 상세에 대한 최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기후변화 적응에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적응 역

량 강화를 위해 패시브 성능을 우선적으로 높임.

¡ 다만 저층 근린지구의 특성 상 지역 내 에너지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공간이 부족하므로 향후 설치 용량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구조보강 진행

¡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비용적 체감도가 높은 태양광 중심으로 설치

¡ 설치용량은 사용량 및 요금제, 계약전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우선 설

치하도록 하고,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 추가 증설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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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계자의 내역작업에 있어서 작은 물량의 공종에 대해 기존 신축건물에 사용하는 표준품셈을 

통한 일위대가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공사가능한 금액 이하로 내역이 산출됨으로써 설계변경이 불가

피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품질을 포기하게 되는 등 현실적인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요 기술에 대한 별도의 표준단가를 제시하거나 견적을 통한 내역작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계에 대한 품질은 인증 취득 또는 적응형 ZEB전환 체크리스트 작성 및 ECO2프로그램을 통한 요

구량 및 소요량 산출을 통해 검증된다.

공사가 시작되면 법적 감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현장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 목적으로 설계자가 

시공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품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자가 설계의 내용 및 특기시방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착수 전 감독관과 설

계·감리자,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이후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이후에도 철거 등 공정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

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의 기밀테스트를 시행하는 데 공사 

이전의 첫 번째 테스트는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위치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두 번째는 마감전에 

목표한 기밀성능을 확보했는 지 확인하고 최종 보완을 위해, 세 번째는 인증을 위한 최종 성능확보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기밀테스트에서 목표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할 수 있

을 때까지 보완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 TAB 테스트는 환기장치 및 보일러 등의 설비가 최적화하여 

운영되는 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이다. 시공품질의 검증은 1차적으로 인증이나, 적응형 ZEB전환 

감리보고서 및 ECO2를 통한 최종 성능계산을 통한 절감률 산출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4) 운영관리 단계: 모니터링 계획 및 ZEB전환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그림 6-1-6을 참조하면 사용단계에서도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ZEB 전환 리모델링 시범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부합한 모니터링 시

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목표 성능에 실제 사용량이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설비시스템의 최적화된 운용을 위해서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설비별로 별도의 계측기를 설

치하고, 온습도 등에 대한 측정정보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

만, 건물관리인이 별도로 없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실사용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활용도

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도 전체 리모델링 비용 대비 높기 때문에 

비용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설비 시스템이 난방과 급탕은 보일러, 냉방은 

에어컨으로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IoT 등을 활용하여 사용량 계측 및 

제어가 가능한 기기설비 등51)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51) 최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중에는 스마트 폰으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보일러, 에어컨, 환기장치 등의 온오프 
제어가 가능한 설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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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들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효

용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이 쉽

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입구 등에 별도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비용을 비교하고, 사업 이후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건물에 적용된 기술요소들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

함으로써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집수리 등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들과 사용자들에게 공개하는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리모델링 이전 3개년 전력 및 가스 연평균 및 월평균 사용량 과 현재 사용량 비교 

¡ 리모델링 이전 3개년 전력 및 가스 연평균 및 월평균 요금 및 현재 요금 비교

¡ 리모델링 이후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양 

¡ 리모델링 이전 대비 매년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이외에도 ‘서울시 2050 탄소배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ZEB전환 리모델링 확

산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

음 그림 6-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내의 주민 자치 역량 및 교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의미와 효용성, 관련 정책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6-1-7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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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로드맵(안)

6.2.1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로드맵 

다음 그림 6-2-1은 서울시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의 로드맵(안)으로 서울시

가 2026년까지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에 대한 ZEB 전환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때 감

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예상 사업비를 개산한 결과로 총 약 25조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6년간 소규모 공공건축물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량의 약 60%를 감축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기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며, 1순위 리모델

링이 종료되는 ‘23년부터는 2순위 및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된 대형 복합용도 공공건축물로 대

상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

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탄소제로 목표에 집중하여 예산

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공공이나 민간의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건축물에 예산을 골고루 분배함으로

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계산된 

57.69%의 온실가스 감축은 순수하게 공공 경로당과 어린이집에서의 온실가스감축률이며, 다른 공공

건축물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이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 ZEB 전환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안

한 것도, 예산의 일부가 다른 공공건축물이나 민간 어린이집 ZEB 전환에 대한 지원으로 편성되는 것

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또한, ‘20년 사업비에서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한 ZEB 전환 리모

델링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시비 100%로 진행된 반면, 향후의 ZEB전환 사업은 자치구 분담률이나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단시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목표한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1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로드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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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제안

다음 표 6-2-1은 소규모 공공건축물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과제를 사업추진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사업대상

검토단계

사전기획 및

사업선정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운영관리단계

)

기타 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과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지침 

마련

(적응형 ZEB 

전환 리모델링 

검증 평가모델 

개발 및 

사업유형 구분 

기준 

마련/사업기획 

및 발주기준)

열교 및 

기밀과 관련된 

표준상세도 

개발

ZEB 전환 

리모델링 

표준시방 작성

어린이집 

학부모 및 

유아교육프로

그램 개발

소규모 

공공건축물 

신축·증축·이

전·개보수 시 

ZEB전환 

의무화 지침 

마련

서울시 ZEB 

전환 리모델링 

표준설계지침

주민교육 

프로그램 또는 

공모사업 운영

복합용도 

건축물 부서간 

사전협의 및 

예산수립지침 

통해 ZEB 

전환 

공공건축물 

대상 확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 

모니터링 표준 

개발 및 

소규모 

공공건축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만연한 

임의사용 

사례조사 및 

관리완화 방안 

마련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만족도 

조사 및 

기술요소별 

수용성 검토

표 6-2-1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추진체계 보완을 위한 사업단계별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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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개소에 대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급적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요할 필

요가 있으며, 반복되는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향후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서울형 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

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전기획을 통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추진 

:체크리스트형 사전기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 주요 수반공사 사전검토를 통해 자치구 분담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수립

¡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업 통합 연계 진행 

: 시설 개보수 시 ZEB전환 진행 의무화

¡ 설계자 참여 활성화 및 품질보증을 위한 적정 설계 및 감리비 기준 마련과 ZEB 전환 표준상

세도 제공

¡ 현실적인 공사비 관리를 위한 견적을 통한 예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

¡ 서울형 ZEB 전환 기준 및 품질 관리 체계(초기 자문 강화) 마련

¡ 전체 공공건축물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ZEB 전환 리모델링 민간 부분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제도 보완

¡ 만연한 위법사례에 대한 양성화 관리방안 마련은 기존 건물 성능개선 의무화 전제조건

¡ 자치구 내에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축직 공무원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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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ZEB전환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I. 건축물 개요

①  건 축 물 명 00어린이집 or 00경로당

②  건 물 유 형 □� �경로당                  □� �어린이집

③  도 로 명 주 소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로00길 00-00

④  허 가 년 도
(연.월.일)

⑤ 사 용 승 인 년 도
(연.월.일)

⑥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상 (        )층, 지하(        )층

⑦ 도면 
보 유 
여 부

건축
□� 평면도 □� 상세도 
□� CAD 평면도  
□� CAD상세도 

전기
□� 도면
□� CAD 도면  

구조
□� 도면
□� CAD 도면  

기계
□� 도면
□� CAD 도면  

⑧ 구조안전진 단
실시여부

□실시(       )년 □미실시 ⑨  석 면 유 무 □유  □무

⑩  내진설계여부 □ 실시(       )년 □ 미실시

⑪  건 축 물 구 조
□콘크리트 □□조적 □조립식판넬 □목구조 □기타(       )

지붕: □ 기와 □ 철근콘크리트 □ 슬레이트 □ 기타(         )

⑫  기타 특이사항
 1) 예: 건축물 용도변경 이력(이전 용도 명시)

 2) 

2. 관련계획 검토

구분 예정시기 내용 비고

① 신축계획여부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③  에너지자립마을

④  석면철거계획 

⑤  내진보강계획

⑥ 기타 시설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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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모델링 및 개보수 이력

구분 시기 및 공사 내용 비고

①  건축

②  기계

③  전기

④  기타

⑤  임의사용
*인허가 없이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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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 점검 리스트 

구 분 확인 위치 및 내용 비고

①  접도조건 □유  □무
접도면수 (     )

접도도로 폭 (      m)

접도도로의 폭 또는 
맹지 여부 판단

접도도로가 많을 경우 
모든 접도도로 폭 기입

②  인접대지 
이격거리

동 (          )m
가설재 설치 가능 

공간이 있는 지, 하부나 
공중에 시설물이 있는 

지 점검 

서 (          )m

남 (          )m

북 (          )m

③  임의사용여부 □유  □무

④  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 등의 
균열

□유  □무

⑤  콘크리트 박리, 박락 □유  □무

⑥ 지반침하 또는 기울음

⑦  누수 □유  □무
실내 누수 및 누수 
흔적 파악

⑧ 결로 및 곰팡이 □유  □무

⑨  상하수배관 □유  □무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⑩  난방배관 □유  □무 고르지 못한 난방 
배관으로 성능 저하

⑪  방풍 □유  □무 웃풍의 정도

⑫  기타  하자 □유  □무
노후화로 인해 수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 기타 특이사항 

단열, 기밀, 창호, 기계 전기 설비 및 효율과 관련된 사용자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수요 청문 작성 
예: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 설치, 바닥 난방 코일 문제, 각방온도조절기 설치 등 

- 210 - 



  

5. 사용자청문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구 분 희망여부 내용 비고 예상비용(참고용)

편의
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약 6천만원/대
(구조공사 제외)

문지방 및 입구 램프 
개선

약 40만원/개
(한짝 여닫이 기준)

무장애화장실 설치 실당 약 350만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사인, 
안전손잡이 등

안전유도블록 개당 약 
5천원, 점자표지판 
개당 약 2만원, 
핸드레일 약 5만원/m

기타

소방/
안전

내진보강 견적필요

석면철거 견적필요

피난계단설치 견적필요

스프링클러 설치 견적필요

방화구획 및 피난동선 
추가 확보

견적필요

안전난간 수리 약 15만원/m

기타

노후
시설
개선

벽지 교체 약 2만원/m2

천정지 교체 약 2만5천원/m2

바닥마감 교체 마루 약 6만원/m2

위생도기 교체 대당 약 30만원

화장실 마감 교체 타일 약 6만원/m2

주방 싱크대 교체 1.5m 폭 약 350만원

기타

외부
환경
개선

그늘 쉼터 설치 견적필요

현관 대기의자 설치 견적필요

놀이시설 설치 견적필요

유모차 주차공간 견적필요

마당 조경 및 텃밭 견적필요

진입로 개선 견적필요

기타

 
■ 기타 리모델링 수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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