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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한국형 그린 뉴딜 이슈

국내 IP 박세환

개요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대응, 건설/제조
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소득재분배 및 주거권실현 등 경기부양과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선제적 투자와 관련 기술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이에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한국형 그린 뉴딜은 저탄소/저에너지
/친환경 지향의 경제체제 전환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의 에너지효율사업을 활성화하여 감축잠재력이 큰 건설 산업의 경기부양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1]. 선진국들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산업활성화를 위해 강
력한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한 그린 뉴딜의 기본 배경과,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인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개요 및 국내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건
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를 토대로 기대할 수 있는 개선효과(핵
심목표/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그린 뉴딜의 기본 배경
2008년의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연료, 식량 및 금융)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9
년 Edward B. Barbier는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동시에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제안한바 있다[2].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년 Jeremy Rifkin은 2028년이 되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문명사회의 종말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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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구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3].
Jeremy Rifkin이 주장한 대담한 경제계획에는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Energy
grid) 및 건축물,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 이른바 그린 뉴딜의 목
표를 담고 있다. 그린 뉴딜은 디지털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제성장과 아울러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1)[4].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개요 및 사례
1. 개요
한국은 OECD회원국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증가추세가 1위인 반면, (신)재
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건축물 중 약 75%가 15년
이상 노후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추물의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ling)을 통해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대상 건축물
은 다음과 같이 1,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5][6].

- 15년 이상 노후화된 2천여 동의 공공건축물2)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등)
- 건령 15년 이상 노후화된 22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3)
(영구임대 19만호, 매입임대 3만5,000호)

1) 토목, 건설 사업이 중심이 된 기존 녹색성장과는 달리 친환경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기존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장에 치우친 평가를 받고 있음
2)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환기 성능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
3)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이 거주 중인 노후 영구임대(단일세대, 세대통합) 및 매입임대(시
설개선)의 에너지 성능강화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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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목표는 ⅰ)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추진을 통한 생
활환경의 녹색 전환, ⅱ) 건물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방출량 저감 및 냉방비용
절감, ⅲ) 노후화 된 건축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나아가 고성능/친환경 건축자재산업 활성화와 아울러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단시일 내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사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주요 사례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과 서울시내
한 업무복합빌딩의 에너지성능 향상효과를 들 수 있다[4].

-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 단열보강 및 창호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및 강
제환기장치 설치, 태양광패널 적용 등을 통해 53.4%의 에너지절감 실현
- 서울시내 한 업무복합빌딩(한서빌딩) : 리모델링 이후 외기로 빠져나가던
실내 열을 차단하여 건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후 에너지성능 개선효과는 30년 경과된 아파트의 경우,
난방효율이 4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공 전
후 열화상카메라 화상을 통해 실내 열이 차단되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이 입증되었다. 2019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참여자들은 냉/열
기 차단효과 개선, 외부소음 차단효과, 건물 내/외부 미관개선 등 전반적인 만족
도는 80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적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종합계획 및 개선효과

4) 2015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물사랑어린이집’의 경우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여 22.2%의 에너지를 절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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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계획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중 73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 사업
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 시업을 통해 기술
적 요소(단열/기밀/설비 등)를 개발하여 기존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
선과, 더불어 고성능/친환경 건축자재 및 설비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평균 3개월 내에 관련 전후방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3,000동의 노후화 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7,600개의 일자리창출과 1조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 연간 8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ⅰ) 준공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22만5,000가구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
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고성능 단열재 교체 추진, ⅱ) 전국
2,89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단열재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440개 국공립 어린이집과 51개 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1,148개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 에너
지 저감 설비를 설치한다[7].

2. 개선효과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우선적으로 15년 이상 노후화된 2천여 동의 공공건축물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신기술(에너지-ICT 융합기술,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적용하여 취약계층이 이용
하는 공공건축물의 생활환경 전반(에너지 환기 성능 개선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목표, 기대효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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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목표 : 2020~2021년 동안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2천여 동(누계)
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전개
-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취약계층 그린 리모델링
을 통한 실내환경 개선 및 에너지효율성 향상

맺음말
정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국내 건축물 중 약 75%)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지향하는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위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
업의 우선 추진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노후건물을 중심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노후건물 리노베이션사업은 초기 높은 투자비가 소요
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며 투자는 건물주가, 혜택은 임차인이 보는 문제
가 있어 적극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1].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참
여를 유도하여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건자재업계,
인테리어업계 등)의 수익창출을 2차적 파급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그린 뉴딜 사업은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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