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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기후행동

시티넷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기관

 시티넷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인간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결성한 아태지역 도시 

간 가장 큰 국제기구이다. 1987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UN-ESCA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합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163개의 도시, 기관, 기업 

회원들을 보유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시티넷은 소속 회원들을 연결 

하고 지식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티넷은 도시 역량 강화 사업, 도시 간 협력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들이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 및 도시 인프라 문제 해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Àrea Metropolitana de Barcelona, 

AMB)은 도시계획, 공공공간, 주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폐기물 및 물 

관리, 국제관계 및 전략기획에 대한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 공공 도시 

행정기관이다. AMB는 36개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협력, 기술 및 

재무 지원 분야에서 40년이 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 636㎢의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지역 내에는 32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AMB에 속한 자치단체들의 시장 대부분은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 

시장서약 (EU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and Energy)에 속해 

있다.

 한-EU 기후행동은 한국의 비정부 주체와 유럽연합의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한국의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3년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교통수단, 순환 

경제, 저탄소 기업 사례, 그리고 재생에너지이다. 

시티넷과 AMB의 공동 연구 사업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라는 주제 하에 

한-EU 기후행동 프로젝트로부터 사업 지원금을 받았으며, 정치적 공약과 

구체적인 기후 행동을 촉진하여 한국의 저탄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1)

1)  https://www.climateaction-korea.eu/about/
2)  https://www.climateaction-korea.eu/?eoi_inf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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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05km2

인구: 9.7million
구: 25 면적: 636km2

인구: 3.2million
지자체: 36

<서울> <ÀREA METROPOLITANA DE BARCELONA>

01 소개
포커스

자료 1. 서울과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 

 
방법론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초점은 AMB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이다. 유럽연합 내 공공건물의 법적 정의는 대중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 

기관 점유 건물이며, 한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 및 보조 시설이다. 이 보고서에서 

공공건물은 공공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건물로 정의된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 도시들은 시티넷의 한국 회원 도시인 서울, 인천, 부산, 수원, 그리고 제주이다. 서울과 같은 대상 도시들은 AMB

와 면적, 높은 건물 에너지 소비량, 건물 노후화, 태양 및 지열 에너지의 사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한국이 처한 다양한 지리적·환경적 차이점은 양국이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였다. 

두 국가의 법률 대부분은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유재산으로 확대된다. 공공건물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의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된 공공건물은 범 사회적 저탄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공건물의 상태 또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며, AMB와 한국의 대상 시티넷 회원 도시들은 모두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AMB의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다양한 용도의 신축 및 개조된 공공건물들을 예시들로 다룰 것이다. 

2017년 AMB는 세계에 바르셀로나 도시 및 선정된 6개 공공 공간 등의 대도시를 소개하는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참가 

기관이었다. AMB는 이 전시회를 통해 전세계 50여 개 도시 및 대도시들에게 AMB의 도시생활을 잘 보여주었다. 2018년에는 

서울시와 AMB가 도시 수준에서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었다. 

서울시와 AMB 간의 이러한 효율적인 협력에 더불어, AMB는 시티넷과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스페인에서 도시 단위의 현 건물 에너지 효율 관련 관행에 대한 배경 연구 및 연구 방문을 통한 AMB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적 사례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 연구는 국가별로 다른 제로 에너지 건물 (이하 ZEB, 또는 nZEB)의 정의 및 인증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AMB와 서울의 정책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AMB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관행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사례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어, 카탈루냐어 및 영어 자료들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최신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3)

3)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3개의 행정 레벨 (National (Spain), regional (e.g. Catalonia), and local (e.g. Barcelona City)) 중 
      Regional level (Catalonia)에서 대부분 인용되었다. 이와 관련 정보는 p. 22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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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한국



1. 녹색성장위원회 결성

자료 2. 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급. 자료 3.한국의 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2017) 

Components

Building envelope
Wall Insulation

Roof Insulation

Floor Insulation

Window

Door

U≤0.17 (0.26) WM²K

U≤0.15 (0.15) WM²K

U≤0.15 (0.18) WM²K

U≤0.10 (0.50) WM²K

U≤0.14 (0.50) WM²K

Efficient heating system

Air change rate

Boiler efficiency: 87%

0.5h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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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경-한국
- 대규모 건물/구역에 집중

- 공공 buildings/ 새로운 건물들에 우선 순위

- 인센티브 및 대출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강조

- 스마트 기술 강조

건물 에너지 효율성의 역사 

국가 단위 계획 

한국은 오래전부터 건물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을 인지해 

왔으며,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한국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Building Energy Code Compliance, BECC)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System, BEECS)를 꼽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총 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최소 에너지 성능 요구 사항을 지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며,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가 통과되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물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처음에는 공동 주택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건물로 확장되었다. 

2009년 부터 한국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녹색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많이 

펼쳤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을 심의 

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가 2009년에 출범하였다. 위원회 구성 

이후 건물과 관련된 많은 지속가능한 기준들이 개정되고 강화 

되었는데, 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Building Design Criteria 

for Energy Saving, BDCES)이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 하게끔 

강화되었으며, 연면적이 5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신규 및 

기존 주거용 건물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게끔 개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역시 2009년에 

개정되어 20가구 이상의 주거용 주택 단지에 형광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 사용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4)

5)

7)

6)

 4)  http://www.eria.org/RPR_FY2015_No.5_Annex_2.pdf
 5)  Adapted from Figure 7, ‘Analysis of a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P. Duk Joon et al., 2015. https://www.mdpi.com/2071-1050/7/12/15804/htm.  
 6)  Adapted from Table 2-3, p. 45, Xu, W., & Zhang, S. (2018). Apec Nearly (Net) Zero-energy building Roadmap. APEC Secretariat
 7)  http://www.kemco.or.kr/nd_file/kemco_eng/KoreaEnergyStandards&Labeling.pdf

공동 연구 사업: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정책 프레임워크 및 건물 에너지 효율성 모범 사례

10



자료 4.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BEECS) 등급표 . 

자료 5. 2020년 2월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인증현황 .

Grade 4, 0.2%

Grade 5, 0.0%

Grade 3, 2.1%

Grade 3, 22.6%

Grade 1, 34.5% Grade 1+, 23.0%

Grade 1++, 15.9%

Grade 1+++, 1.8%

Other, 0.0%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의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2013년 국토 

교통부가 주도한 국가 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Act) 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최초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14-2018)이 고시되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같은 해에 모든 신축 및 기존 

공공건물에 적용되게끔 범위가 개정되으며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던 녹색 건축 인증제 G-SEED

도 2013 년에3,000제곱 미터 이상의 모든 공공건물이 필수적 

으로 인증받도록 개정되었다.  

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및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17년 1월에 모든 목적의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게 선택 사항이었으나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공공건물 및 연구 시설에 한해서 인증 

취득이 필수화되었다. 

2019년 6월 21일,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새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무화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단가가 낮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대량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행된 건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이다.

1) 2020 년-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 공공건물

2) 2025 년-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 공공 및 민간 건물

3) 2030 년-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 모든 건물 

9)

10)

11)

12)

13)

8)

 8)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2nd_biennial_update_report_republic_of_korea_eng.pdf
 9)  https://www.gbc.re.kr/app/info/outline.do
10)  Contents cited from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Certification System,” by Korea Energy Agency. http://www.kemco.or.kr.
11)  Contents cited from “Total Certification Status by Grade,” by Korea Energy Agency, http://beec.kemco.or.kr/.
12)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0
13)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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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녹색건축인증제

녹색 건축 인증제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에너지 및 환경적 설계를 위한 녹색 

기준)의 약자이며, 수명 주기를 통틀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저감에 기여한 녹색 건축물을 인증하는 데 사용된다. 원래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건물 인증제로 2002년에 시작 

되었지만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라 개정 

되었다. 현재는 연면적 3000제곱 미터 이상인 모든 공공건물의 

녹색 건축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은 화석 연료 의존성의 단점을 고려하기 

시작한 1970 년대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ZEB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ZEB-ready” 

유형으로, 기능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였지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인 “near-ZEB” 또는 nZEB는 에너지 수요가 낮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세 번째 

"Net ZEB" 또는 nZEB 유형은 소비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로, 순 에너지 소비량이 0이다. 마지막으로 “plus 

-ZEB” 또는 +ZEB라 일컬어지는 유형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생산된 잉여 에너지는 건물 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익 창출을 위해 전력망에 판매된다. 

자료 6.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 

ZEB는 한국에서 “외피 단열, 외부창호 등을 활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물”로 정의된다. 이러한 한국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는 nZEB, NZEB 및 + ZEB를 포함하지만, 한국에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대부분은 nZEB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 

(MoLIT)와 산업통상자원부 (MoTIE)와 같은 국가 부처들이 ZEB

와 연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피 단열과 같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패시브 요소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 효율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액티브 요소 개선에 중점을 둔다.

2017년에는 한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3)이 개정 

되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ZEB 

인증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처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며 소비된 에너지가 생산된 에너지와 

동일한 건축물은 1등급 인증을 받는다.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이 20%에서 40 % 사이 인 경우 

가장 낮은 5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인증된 

대부분의 건축물은 5 등급 또는 예비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완공 후 정식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BEECS) 1++ 이상의 건물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

3) 에너지 자립률 (EIR) 20 % 이상

14)

15)

16)

14)  Adapted from the book ‘Zero energy green remodeling,’ by K. Hakgun et al., 2019, p. 29.
15)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16)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64603391849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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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적 지원 

*취사 및 콘센트에 쓰이는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효율적 건축과는 무관하므로

에너지자립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건축 기준: 용적률- 100분의115 이하,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115 이하.

그린홈 사업

자료 7. 한국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 

건축 기준 완화를 제외한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에 적용 

되는 세액공제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같은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존 건물주들이 ZEB 인증을 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게끔 한다. 국내에서 ZEB 인증을 받은 건물은 친환경 

계획 컨설팅 회사에 의해 개조된 기존 개인 사유지 건물 (5등급)이 

유일하다. 세액공제는 건물과 시설의 실제 성능을 측정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의 설치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편이다.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수는 2020년부터 시행될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인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ZEB 인증 의무화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ZEB 인증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 의지 부족, 건축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등의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ZEB의 

효율적인 홍보 및 확산을 위해서는, ZEB 의무화와 더불어 분산된 

ZEB 관련 정보 제공처들을 한 데로 모으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ZEB 전문가 부족을 해결하는 등의 부가적인 수단들이 병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토지와 주택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소유 기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LH의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사업은 LH가 건설한 건물 중 입주한 지 

15년 이상이 된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그린홈 사업의 목적은 LH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존 

창호, 조명, 복도와 발코니 섀시 및 기타 노후시설을 교체함으로써 

해당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그린 리모델링 공동 

사업은 2013년에 시작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 

상태 진단비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제공하며 2019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을 개조하기 위해 8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21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의 에너지 

소비를 3년 동안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4년 부터는 대출이자 3 - 4 % 지원율을 제공하는 

민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되었다. 

17)

18)

19)

20)

17)  Contents cited from “Zero-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by Korea Energy Agency. http://www.kemco.or.kr.
18)

 20)  Kim, Hakgun et al. (2019). Zero energy green remodeling. Seoul: Housing and Culture Inc.

https://zeb.energy.or.kr/supportZero/%EC%A0%9C%EB%A1%9C%EC%97%90%EB%84%88%EC%A7%80%EB%B9%8C%EB%94%A9%20%EC%9C%B5%ED
%95%A9%EC%96%BC%EB%9D%BC%EC%9D%B4%EC%96%B8%EC%8A%A4%201%EC%B0%A8%EB%85%84%EB%8F%84%20%EB%B3%B4%EA%B3%
A0%EC%84%9C.pdf

19) https://welfaresystem.kr/%EB%85%B8%ED%9B%84-%EA%B3%B5%EA%B3%B5%EC%9E%84%EB%8C%80%EC%A3%BC%ED%83%9D-%EC%8B%9C%EC
%84%A4-%EA%B0%9C%EC%84%A0-%EA%B7%B8%EB%A6%B0%ED%99%88-%EC%A7%80%EC%9B%90%EB%8C%80%EC%83%81-%EB%82%B4%EC
%9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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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실증사업 

국토교통부의 R&D 실증사업은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에서 관리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한 건물 건축에 초점을 둔 최초의 R&D 실증사업으로는 노원 

이지 하우스가 있다.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시범 단지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남양주, 과천, 인천 (검단)에 3개의 

고층형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포함하는 제로에너지 시범 단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단지들은 총 2,389 호의 주거지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해당 사업은 태양광 버스 

정류장, 스마트 가로등 및 도로 방음벽 태양광과 같은 부분적인 

대지 외 (off-site)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대지 내 

(on-site) 에너지 생산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커스: 서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1 %가 도시에 사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자연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서울의 소비 전력의 83%는 

건물에 공급되며, 동일한 전력량은 서울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56.8%를 차지한다 (전기, 오일, 가스 등).   서울에는 대학,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병원 등 333개의 건물들이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분류되어 있다.   2017년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 3 분의 1 가량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높은 건물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Building Retrofit Project, 

BRP) 융자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에서 합의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작된 

BRP는 초기에 공공건물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건물 

에너지 소비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에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예시들 중 하나인 

동대문 밀리오레 쇼핑몰은 2008년 9억 원의 융자지원을 받아 

건물 전체에 LED를 설치하여 73 의 에너지 절감을 이루었다.

서울시가 2012 년부터 2013 년까지 BRP 사업을 통해 개선한 100

개의 건물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평균 10%,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평균 6.5%의 에너지 절감률을 

보였다. 

위와 같이 BRP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RP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인데, 이는 경제 침체 

및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의 견해 차이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BRP 융자지원을 통하여 건물에너지 소비 진단이 실제 

건축물의 에너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1.45 %의 융자 이율과 지원 한도 역시 여전히 BRP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 마을 2.0'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 

(Energy Independence Innovation District, EIID)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있는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서울시, 주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물에너지 

효율성보다는 에너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된 자치구의 모든 

건물 에너지 이용 현황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2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서울시는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2년까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를 4개 자치구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27)

21)

22)

24)

25)

26)

23)

21)  https://www.ctis.re.kr/ko/downloadBbsFile.do?atchmnflNo=3720  
22)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most_recent_value_desc=true
23)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24)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14243&gid=0&cpage=1#.Xe4JfOgzaUk
25)  http://susa.or.kr/sites/default/files/resources/%ED%99%98%EA%B2%BD_8_Building%20Retrofit%20Program.pdf
26)  http://www.kankyo.metro.tokyo.jp/en/int/c40/c40_pse_r.files/UEII_Chapter3.5_Seoul.pdf
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1542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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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자료 9. 노원 이지 하우스 주택단지

자료 10. 인천 검단 AA10-2BL

사례

서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ZEB 3 급 인증)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보이는 교육 

센터로 2012 년 서울시 계획 하에 완공되었으며 “서울시 에너지 

자립의 선언적 건축물”이다.   센터는 두꺼운 외부 단열, 삼중유리, 

일사량 조절을 위한 전동 블라인드, 자연채광을 최대화하기 위한 

중정과 같은 잘 알려진 패시브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바람개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및 직사광선의 60 %를 

반사하는 인조대리석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센터는 태양광 

패널 (272kW, 864 개 모듈)을 통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며, 지열 

에너지 (112kW, 50m 깊이37개 시추공) 또한 지중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하여 건물에 복사열을 제공한다.

서울- 노원 이지 (EZ) 하우스 

노원 이지 하우스는 주거취약 계층에 공급되는 121 가구 공공 주택 

단지이다. 2013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R&D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에 완공되었다. 이지 하우스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BEECS) 최고등급인1+++를 인증받았으며, 아직 ZEB 인증을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중 하나로 

간주된다. 주요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는 태양광 전지판 (409kW)과 

지열히트펌프가 있으며, 기밀 설계, 외부 창호 블라인드, 삼중유리 및 

열회수환기시스템 같은 기타 액티브 및 패시브 요소가 사용되었다. 

이지 하우스는 한국의 평균 주택에 비해 연간 에너지 수요가 61 % 

절감되었으며, 순 에너지 소비량은 0이다. EZ House의 에너지 

생산량이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잉여 에너지는 주민들의 

콘센트 및 취사 등에 사용되거나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된다.

인천-인천 검단 AA10-2BL

인천 검단 AA10-2BL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 

시범 단지 사업의 일부로, 건원건축이 건설하는 고층 공공 주택 

단지이다. 국내 최초 ZEB 예비인증을 받은 장기 임대 공공 주택 

단지로, 연면적은 88,005제곱 미터이며 1,188세대가 지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AA10-2BL은 높은 운영 에너지로 인해 각 층에 

자원을 고르게 운송 및 분배하기가 어려운 고층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공후에는 시공된 지 10 년이 

지난 일반 공공 주택 단지에 비해 에너지 비용의 71 %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의 에너지 절감 전략 중 일부는 단열을 

강화하고 공기 누출을 줄이며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벽과 창문 시공을 위한 새로운 단열재가 개발될 예정이다. 

31)

28)

29)

30)

28)  http://www.seouledc.or.kr/content/index.sgk?dname=center
29)  http://www.seouledc.or.kr/bbs/board.php?bo_table=1010&represent=4
30)  EU-Korea Climate Action. https://www.climateaction-korea.eu. (Image use approved by Nowon Environmental Foundation)
31)  https://www.kunwon.com/board/perform.read.php?BBS_GUBUN=1&SC_LP=LATE&SC_YEAR=&SC_SUPPLY=&SC_LOCAL=&SC_word=&page=1&BBS_IDX=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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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제주 에코촌 유스 호스텔

1) 기존 건물의 녹색건축기준 재정

2) 사용연수가 15 년 이상이 건물에 대한 부산시 그린 리모델링 

    지원 프로젝트 

제주 

부산

서울 (59.6 %)에 이어 부산(37.4 %)은 도시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물 에너지 소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 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높은 것은 노후 건물 

인프라로 인한 에너지 비효율 때문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부산 건물의 50 % 이상이 3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건설되었으며, 

한국 도시들 중 부산이 노후 건물의 비율이 가장 높다.

부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정책이 계획되고 있다 .

부산은 위 정책들을 통해 공공건물 위주인 국가 정책의 단점을 

해결하고, 전면 유리 사용을 제한하여 냉방 비용 증가 비율을 

낮추고자 한다. 

부산은 또한 2016년에 열파 피해와 도시 열섬효과를 막기 위해 

쿨루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반사율이 높은 흰색 

페인트로 옥상을 칠하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전기 절약에 특히 효과적이다. 2019년 부산시는 

쿨루프 공급을 위해 1억 2천만 원 (100,000 USD)을 투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탄소 없는 섬 2030” 이니셔티브로 잘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과 전기 자동차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제주도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ZEB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유일하게 ZEB 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제주시 동백 

동산 람사르 습지 옆에 위치한 “에코촌” 유스 호스텔이다. 이는 

제주 시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기르는 데 사용될 

공공 수련원이다.

국토교통부, 제주시청, 그리고 감정원은 2019년 12월 제주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주시는 2020년부터 민간 단독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은 에너지 의존도가 87.3 %인 높은 인구밀도의 도시이다.

수원은 재생에너지원, 특히 태양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ZEB 인증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성하지 않는 

건물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은 ZEB 인증 제도와 달리 재생 

에너지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 (ZEB-ready)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수원

37)

32)

33)

34)

35)

36)

32)  https://www.busan.go.kr/nbtnews/835103?curPage=85&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33)  http://www.eais.go.kr/eais/
34)  Minyong Park et al. (2017). Busa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Plan.  Busan, Republic of Korea: Busan Metropolitan City.
3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7_0000580716&cID=10899&pID=10800
36)  https://www.kharn.kr/mobile/article.html?no=11577
37)  Eunha Kang (2019).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Governance Operation.  Suwon, Republic of Korea: Suw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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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료 12. 아산시 중앙도서관 자료 13. 청연빌딩

기타 사례

아산시 중앙도서관 (ZEB 5등급 인증)

아산시는 공공 ZEB 인증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8년에는 ZEB 인증을 받은 한국 최초의 도서관인 

연면적 9,037제곱 미터의 아산시 중앙도서관을 완공하기도 

하였다. 아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서울과 같은 다른 국내 도시 

에서도 벤치마킹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83억원 (약 

2,38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에너지 절감 사례는 서울과 인천에서 시행되었으며 부산, 수원, 제주는 아직 재생에너지 생성 및 사용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 곳은 최근에서야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계획들을 수립했지만, 서울과 비교해볼 

때 아직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내 많은 도시들은 최근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에너지 의존도 (에너지 소비 중 수입되는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가 81.4%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에너지 의존도는 73.3%로 한국에 비해 약 8.1% 더 낮다.

스페인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같은 수준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보였지만, 태양과 지열 에너지를 건축물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총 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총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수치는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42.8%인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총 에너지 수요를 개선하는 데에 여전히 국내 기관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청연빌딩 (ZEB 5등급 인증)

청연빌딩은 서울에 위치한 친환경 계획 그룹 청연의 사옥이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ZEB 인증을 받은 개조된 건물이자 개인 소유 

건물이다. 청연빌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대출 이자 지원을 받아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붕과 외피 단열을 강화하였으며, 밀폐율이 높은 삼중 

유리창을 사용하여 건물 외피 단열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빌딩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폐열 회수 환기장치, 외부 전동 블라 

인드, BEMS와 같은 액티브 요소들을 설치하였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LED 조명, 물 절약 수도꼭지 및 절수형 변기를 사용 

했다. 옥상의 태양광 패널과 정면의 BIPV (건물 일체형 태양광)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청연빌딩은 개조 후 G-SEED 1 급 인증을 

받았으며, 총 에너지 절감량은 68 %이다.  

40)

39)

38)

42)

41)

38)  https://www.asan.go.kr/main/cms/?no=76&pds_no=2018072616191149664&m_mode=view&tb_nm=real_name_push
39)  Kim, Hakgun et al. (2019). Zero energy green remodeling. Seoul: Housing and Culture Inc
40)  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code=t2020_rd320&plugin=1
4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7&tblId=DT_337N_A001
42)  https://www.ree.es/sites/default/files/downloadable/the_spanish_electricity_system_2014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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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스페인





자료 14. . CTE 2018을 기반으로 한 스페인의 nZEB 기준 (보류중) . 

국가 단위 계획

03 배경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의 31%를 차지하며,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의 약 66%가 난방, 냉방 및 환기에 사용된다.   스페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의 노후 건물을 심층적으로 개조하여 2030 

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최대 36%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물 부족 국가로서 건축물 설계 시 물 절약 방안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nZEB에 대한 스페인의 법적 정의는 건물의 에너지 수요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기존의 건물기술기준 (CTE 2013)을 기반 

으로 한다. 가장 최근 개정된 건물기술기준 (CTE 2018)에는 

"세계적 비재생성 1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외피 (최대 열 투과율, 공기 여과 기준, 

태양열 차단) 및 가정용 온수 생산과 같은 기존 지표는 새로운 

건물기술기준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CTE 2018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기에 스페인의 법적 nZEB 정의는 보류 중인 

상태이다.

nZEB의 정의

건물에너지 절약 지침(EPBD) 또는 지침(Directive) 2002/91/EC

는 유럽연합 국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장려하는 법률이다. 

EPBD는 2010년 (Directive 2010/31/ EU)에 개편되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 신축된 유럽연합 국가 내 모든 공공건물이 

nZEB (준제로 에너지 빌딩, nZEB) 기준을 충족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2020년 12 월 31일부터는 모든 용도의 신축 건물이 nZEB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EPBD가 개정되었다. EPBD는 nZEB를 

현장 또는 근방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매우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가진 건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각 유럽연합 소속 국가마다 

EPBD를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에 대한 자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스페인의 건물이 따라야 할 

nZEB의 정의가 다른 국가들이 내린 정의와 차이를 보인다.

45)

46)

43)

44)

43)  https://www.interregeurope.eu/enerselves/news/news-article/2758/world-energy-efficiency-day-challenges-in-spain/
44)  http://bpie.eu/focus-areas/renovating-the-eu-building-stock/
45)  https://ec.europa.eu/energy/en/content/nzeb-24
46)  Contents cited from Table 5, p.22,“Definition of indicators and assessment methods for cost effective nZEB and Energy+ Buildings,” by AZEB. April 2019. https://azeb.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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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BD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 성능 인증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이며, 이는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CEE (Certificado de Eficiencia Energéti-

ca)로도 알려진 스페인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는 증서로, 스페인 왕실 

법령 235/2013에 따르면, 건물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모든 

소유주는 각 건물에 해당하는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A등급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부터 G등급 (가장 낮은 에너지 효율)까지의 범위 내에서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분류하며, A등급 건물은 G등급 건물보다 

최대 10 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등급은 단열재, 공기 조화 

기술(HVAC), 보일러 및 창호와 같은 기능을 검사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kWh/m2년) 및 탄소 배출량 (kgCO2/m2년) 

수준에 따라 부여된다.  대부분의 스페인 건물의 에너지 성능은 E, 

F 또는 G등급이다.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BEECS)와 달리, 스페인의 EPC 등급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리포트에서 다뤄질 산타 콜로마 데 

그라메네 (Santa Coloma de Gramenet)의 Renovem el Barris

와 같은 리노베이션 사업들은 건물 에너지 소비를 크게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 등급은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유럽 연합은 27개의 회원국가들을 총괄하는 강력한 초국가적 

단체이다. 유럽의 약 3분의 2의 입법안이 유럽 연합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연합이 제정한 법률은 지침 혹은 규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지침(Directive)은 각 국가가 자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규제 (Regulation)는 변경 

없이 모든 소속 국가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된 지침이다.

참고: 유럽연합

지침 2010 / 31 / EU – EPBD 개편 

위와 같은 지침들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기후 변화 방지와 같은 

목표들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2009)와 에너지 효율 지침 (2012)을 통해 구현된 '20-20-20 

'목표는 아래와 같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에서 인정하는 3개의 표준화 단체들이 34

개 유럽 국가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렵연합 표준화 

단체인 유럽 표준화 위원회 (CEN)는 외부 공기 여과 및 모든 

비주거 건축물에 천장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EN 16798-3 

/ 4 : 2017) 확인 및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 1990년 대비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 20 % 감축

2) 유럽연합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20 %   

    점유율

3) 예측량 대비 유럽연합의 1차 에너지 소비량 20 % 절감.

제 9조-모든 건물은 2020년까지 nZEB 인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공공건물은 2018년부터 nZEB 인증을 받은 건물이어야 한다. 

  (공공건물은 공공기관이 총 사용되는 바닥 면적을 500제곱 미터 

   이상 점유하거나 일반 대중이 자주 방문하는 건물로 정의되었으나, 

     2015년 7월 9일 이후로는 공공기관이 바닥 면적을 250제곱미터 

       이상 점유한 건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 12 조-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건물이 건설, 판매 또는 임대될 시 

           발행되어야 한다.

49)

48)

47)

47)  https://sgarq.com/en/energy-certification/
48)  https://eur-lex.europa.eu/eli/dir/2010/31/oj
49)  https://www.actu-environnement.com/media/pdf/news-23105-etude-eea-europe-climat-energi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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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5. AMB의 구조(2019-2023년). 

참고: 스페인의 토지 및 소유권 구조 포커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 카탈루냐, 스페인

AMB - 공공공간 부서

스페인에서는 토지수용 (공공기관이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 

하는 행위)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도에 따라 

개인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과 사회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토지의 원 소유자는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토지에 공공 공원을 

짓기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치 단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권에 대한 돈을 지불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공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대신 해당 토지의 

건축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

스페인 가구의 75% 이상은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세대 

마다 소유권이 다른 다세대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가처분소득 평균 60% 미만 가구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평균 60% 이상 가구는 주로 다세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자가 주택이며, 가장 

일반적인 주거지 유형은 콘도(comunidad de propietarios)이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들여 주택을 관리해야 

하므로, 가구당 연수입은 건물 리모델링의 정도와 이에 따른 출입 

편리성 및 에너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연 6만 유로 미만 소득 가구에게는 모두 사회주택에 살 수 

있는 귄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 범위는 매우 넓다.

스페인에는 크게 중앙정부 (스페인), 지방자치정부 (예: 카탈루냐) 

및 주정부 (예: 바르셀로나시) 로 행정구역 단위가 나뉜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은 해당 지역 지방정부 중 하나이며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관할 기관 (AMB)이 있는 대도시 구역이다.

AMB는 카탈루냐 의회가 새로운 거버넌스 단위를 만들기 위해 

2010년에 31/2010법률을 통과시켜 설립되었다. 한국의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은 

카탈루냐 국내총생산(GDP)의 52 %와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10%

를 담당한다.

AMB는 건물 에너지 효율성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교통을 

추진함으로써 기후행동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시박스 (Bicibox)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전기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더하여 바르셀로나 시는 주변 4 개 

지자체 및 카탈루냐 정부와 협력하여 바르셀로나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도로를 기준으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 또는 환경 

라벨을 보유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저배출 구역” 을 

설립하여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AMB의 공공공간 부서는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 내 공공 

공간을 건설하고 관리한다. 부서의 취지는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공간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유동적이며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서에서는 5가지 주요 공공공간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본 내용은 Study Visit 시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공공공간 부장 

  알버트 가술 (Albert Gassull)의 발표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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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Study Visit 시 Estudi Ramon Folch I Associats, S.L의 

 디렉터 이반 캅데빌라 (Ivan Capdevilla)의 발표를 바탕으로 함.

AMB- 지속가능성 프로토콜 

5. 강변 공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은 요브리가트 (Llobregat) 강과 베소스 

(Besòs) 강, 이 두 가지 강으로 정의된다. 강변 공간은 한때 가장 

비옥한 땅으로 간주되어 활발히 사용되었던 곳이지만 급격한 

도시화, 오염 및 홍수 발생 등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강변 

공간들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광역행정청은 이와 같이 

버려진 강변을 복구하여 산트 보이 데 요브리가트 (Sant Boi de 

Llobregat) 지자체의 강변 공간과 같이 인근 지역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변의 환경 

복원과 접근성 향상은 인도교, 보행자 도로 건설, 강 곡류 재정비 

및 지역 재녹화를 통해 이뤄진다.

AMB의 공개 입찰을 통해 에너지 효율 관련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Estudi Ramon Folch I Associats (S.L.)는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의 상황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프로토콜을 설계했다. 

이렇게 설계된 AMB2 지속가능성 프로토콜은 건축물에 의무적 

으로 적용되는 6개의 영역과 19개의 기준을 사용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프로토콜, 교육 및 훈련, 적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AMB2의 영역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역 1. 물

기준 a. 식수 소비 최소화

영역 2. 현장 지속가능성

기준 a. 녹색 기반 시설 늘리기

기준 b. 도심의 생물 다양성에 기여

기준 c. 적극적인 빗물 관리

기준 d. 그늘 제공

기준 e. 열섬현상 감소에 기여하는 자재

기준 f. 자전거, 스쿠터 및 외발자전거 연관 시설

기준 g. 전기차 기반 시설

1. 도시 공간

도시 공간은 역사적인 도심이나 회복된 공간적 균열로 정의되며, 

공공공간 부서는 보행자를 위한 도시 공간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적 도심은 유럽 역사의 맥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개념으로, 대부분의 역사적 도심은 보행자 친화적이며 

거리, 폭, 길이, 패턴의 측면에서 불규칙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보행자 친화적인 특징은 20세기 자동차의 등장 

으로 인해 보행자 공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현시대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균열은 19 세기와 20 세기에 지어진 주요 도로가 

포함된 지역에 존재하며, 도로는 기존의 지역을 분할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 

1)

2)

2.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공원을 의미한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 내에는 

총 52개의 공공공간 부서 관할 공원이 있다. 공원은 도심에 녹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사회적 연결을 도와주는 공간이다. 

에스플루게스 데 요브리가트 (Espluges de Llobregat) 지자체의 

파르크 데 라 솔리다리탓 (Solidaritat Park)은 고속도로 위 

플랫폼 에 설치된 공원으로 고속도로로 인해 분단되었던 두 

지역을 다시 연결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닫힌 공간

닫힌 공간은 공공건물, 도서관 및 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뜻한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사회주택을 

제외하고는 이 범주에 속한다. 닫힌 공간의 예로는 몰린스 델 레이 

(Molins del Rei) 지자체의 이 몰리(E Moli) 도서관과 바르셀로나 

시의 엘스 엔칸츠 (Els Encants) 학교가 있다.

4. 해안 공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은 30곳의 해변과 42km의 해안가를 

포함한다. 카스텔데펠스 (Castelldefels)와 같은 일부 해안가는 

주택 구조로 인하여 대중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는 해안가 

주택들의 출입구가 모두 해변이 아닌 내륙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간 부서는 주택 앞 

도로와 해변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목재 산책로들을 배치하고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식물들을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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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 2014-2015년 MHC 콘도 개보수 캠페인 지도 : 
             녹색은 보조금을 받은 프로젝트, 빨간색은 가장 소득이 낮은 
             인구조사구역

본 내용은 Study Visit 시 수도권 주거 컨소시엄 기술 영역 

코디네이터 조르디 마스 (Jordi Mas)의 발표를 바탕으로 함.

수도권 주택 컨소시엄

기준 a. 에너지 수요 및 소비 최소화

기준 b. 자체 소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성

영역 3. 에너지

기준 a. 온도 및 습도 안락성 (hygro 열적쾌적성)

기준 b. 조명 안락성

기준 c.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수치의 자재 사용 피하기

기준 d.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피하기

영역 4. 안락

기준 a. 대안 평가 및 프로그램 최적화

기준 b. 학제적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기준 c. 정비계획

영역 5. 단면 조사 및 모니터링

기준 a.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기준 b. 에코 라벨 (유형 I , III) 획득 건축자재 사용

영역 6. 자재

수도권 주택 컨소시엄 (Metropolitan Housing Consortium, 

MHC)은 카탈루냐 정부와 AMB가 설립 한 유관 공공단체이다. 

MHC는 바르셀로나 주택 컨소시엄이 따로 있는 바르셀로나 시를 

제외한 AMB 소속 지자체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며, 개인소유의 

주거용 건물, 특히 콘도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MHC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2,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콘도 개보수 캠페인을 시작했다. 개보수를 목표로 한 

모든 인구조사구역 (유권자 1,000 명, 500가구가 있는 구역) 을 

통틀어 소득이 제일 낮은 3할 (가구당 가처분소득 26,000 유로 

미만) 구역에서는 오직 절반의 가구만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나머지 6할 구역 가구들은 적극적 

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그림 11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총 

보조금 중 14.8%만이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인구조사 

구역에 쓰였다. 이에 따라 MHC는 과거의 성공적인 개보수 사업인 

“Renovem els Barris”를 더 큰 규모로 구현하여 보조금을 가장 

소득이 적은 지역에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

50)  Based on a study visit presentation by Jordi Mas, Technical Area Coordinator, Metropolitan Housing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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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콜로마 데 그라메네트(Santa Coloma de Gramenet)는 

AMB 소속 지자체 중 하나이다. 산타 콜로마 데 그라메네트 

시의회는 건축물 개보수 보조금 사업을 통해 주요 지역에 할당된 

보조금은 100% 수여된 데 반해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 할당된 

보조금은 60%만 수여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9년 “

Renovem els Barris”라는 지역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 

은 210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하여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캠페인에 선택된 지역은 건물 32채, 386세대 및 세대 소유자 

3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1950-6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었다. 세대 소유자의 44.5%는 해당 지역에 거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21.9%는 은행 소유였다. 세대 소유자의 

83%는 스페인인이나 임차인의 71%는 외국인이었다. 세대 소유 

자와 임차인이 다르다는 점과 건물의 다세대적 특성에 따라 건물 

을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물/세대 소유자에게 재정적인 책임 

을 지워 노후화된 건물의 개조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타 콜로마 데 그라메네트는 캠페인 지역을 “보존 및 개조 구역” 

으로 규정하고 건물 개조를 의무화했으며 개조 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하여 세 가지의 지불 방법을 제안했다.

   방법1) 소유자가 개조 비용 전액 지불

   방법2) MHC가 개조 비용 전액 지불하는 대신 공공 등록부에 

             개조 기록 남김 (MHC는 건물/세대가 나중에 다른 

             소유자에게 판매되면 판매액에서 개조 비용을 회수함)

   방법 3) 할부 지불 : 소유자는 5년에 걸쳐 매월 소액의 돈을 지불.

주요 개조 사항으로는 지붕 및 전기 배전 시스템 개선, 외벽 도장 

및 외장 단열재 (ETICS) 개선이 있다.   추가적인 AMB의 30% 

건물 개조 보조금 지원도 캠페인에 들어간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 

하였다. 대부분의 세대 소유자들은 5년 동안 매달 약 60유로를 

내는 할부 지불 방법을 선택하였고 결과적으로, 캠페인 지역 건물 

들의 EPC 등급을 에너지 소비 (평균 20.32% 개선)와 탄소배출량 

(평균 34.68 % 개선) 두 면에 있어 평균 E-G에서 D-E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51)

51)  Residential Retrofits at district scale Business Models unde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no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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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 Headquarters

*Figure x. Map of the AMB with marked study visi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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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7. 모범사례들의 위치가 표시된 바르셀로나 광역행정구역 지도. 

*Group photo from the Study Visit, AMB Headquarters

AMB 모범사례

시티넷은 2020년 1 월 20일-23일 사이 AMB를 방문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모범사례들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였다. 

나흘 동안 총 일곱 개의 모범 사례 기관들을 방문하였으며, 추가로 건설 초기 단계인 두 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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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 빌딩 A, AMB 본사.

1. AMB 본사 

AMB 본사는 1973년 Mitjans-Borrell 건축사무소에 의해 지어졌다. 총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A와 B동이 개조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AMB 본사 리모델링을 위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dataAE 건축사무소는 AMB 본사 건물의 

건축가였던 Francesc Mitjans가 남긴 특징적 건축 요소를 보존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리모델링 안을 제시했다. Francesc Mitjans가 지은 다른 건축물들은 많은 개조를 통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dataAE 건축사무소는 Francesc Mitjans의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AMB 본사의 특징적 건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티넷은 개조 대상인 AMB 건물의 A와 B동 중 건물A동의 8층만을 방문하였다. 

지자체: 바르셀로나 시 (산스 몬주익, Sants-Montjuïc)

상태: 공사 중 (2018-)

건축: dataAE

관련 방문 및 발표: Claudi Aguiló Aran, Co-Founder, dataAE

배경

리모델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결함 해결

   2. 준제로 에너지 빌딩 (nZEB) 참고 사례 구축

   3. 연구 공간 참고 사례 구축

리모델링 계획 시 원래 건축가인 Francesc Mitjans의 양식을 정의하는 고유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핵심 구조, 외관의 

수직적인 판금 요소 및 건물 기반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건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물 개조를 진행하였다.

목적

공동 연구 사업: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정책 프레임워크 및 건물 에너지 효율성 모범 사례

27



자
료
 19
-2
1. A
M
B
 본
사
 내
 개
조
된
 공
간
.   

자료 22-23. 리노베이션 전후 AMB 본사의 
                   에너지 수요. AMB 자료제공.

리모델링은 여러 단계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며, 8층은 이미 개조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1층과 지하실 그리고 외관 

개조가 이뤄질 예정이다.

1) 에너지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들은 조명 및 냉방비를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로 난방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을 계획하였다. 건물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차단막을 

창문에 설치하였고 내부 커튼으로 인해 환기가 어려운 특정 장소에서는 커튼이 필요하지 않도록 잘 열리는 창문들과 반투명 

창문들을 설치하였다.

건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설계 시 건물 내 기후 분석 결과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회의실 내 대기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공간을 온/오프 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영역들은 에어컨 등 기계적인 

기후화(climatization; 저온 또는 고온의 공간을 이상적인 온도로 변화시켜주는 것)를 꼭 필요한 공간에 집중시키기 위해 

밀폐되어 있다. 휴게실 및 사내 식당과 같이 사용자가 시간을 덜 보내는 전이공간들은 난방 및 냉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계적 냉난방이 필요한 총면적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근무시간 동안 사무실 건물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자연환기를 통해 건물이 식혀질 수 있도록 자동 창문이 

열리도록 하였으며 천장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강제 난방 (forced-air heating)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통풍구 및 필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AMB 본사와 같이 유리 외벽으로 인하여 단열이 

잘되지 않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기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행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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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4. 리노베이션 전후 AMB 본사의 에너지 수요. AMB 자료제공.

자료 25 건물 외관 판금 클로즈업.

2) 물

스페인은 세계에서 28째로 물이 부족한 국가로, 수자원 보존 및 재활용은 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자원 

재활용 노력의 일환으로 AMB 본사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 (black and yellow water)는 야외 정원의 식물들을 통해서 걸러지도록 

설계했으며 건물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여 온수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3) 자재 및 이산화탄소

건물 내관에는 내화 코팅 및 절연층으로 강화된 목재 (단풍나무 및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해당 목재를 사용한 내관은 전기 배전 

시스템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서 건물 내부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해준다. 

계단과 같이 목재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석회 모르타르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가 사용되었다. 외관의 수직 판금들은 녹슬지 

않도록 보호 코팅 처리가 된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4) 외관

AMB 본사의 판금 외관은 현대 카탈루냐 건축을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래의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외관의 

방향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일사량 제어를 위해 일부 판금 요소는 

제거되었으며 채광이 좋은 남쪽에 비해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북쪽 

외관에는 더 많은 단열재를 사용하였다. 건물 내부와 외부 간의 연속성 

을 높이기 위해 1층에는 투명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대칭 

적인 설계 방안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 패시브 설계가 이루어졌다.

52)

52)  https://www.wri.org/blog/2019/08/17-countries-home-one-quarter-world-population-face-extremely-high-water-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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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MPSOL

자료 26. 제시된 AMB 본사 A동 4층 구조. AMB 자료제공.

5) 구조

AMB 내에서 IMPSOL (                                                                                                      수도권 토지개발 및 재산 관리 기관)은 

임대 및 판매를 위한 사회주택을 짓는 공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IMPSOL은 새 주택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시회주택을 공급하며,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2007-8년의 금융위기 이후, IMPSOL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해당 기관에서 직접 건설한 사회주택을 판매 (약 50%) 하거나 임대(약 50%) 함으로써 은행에 돈을 반환하고 있다. 

<IMPSOL 프로젝트 단계>

1. 토지 협상-사유지를 사거나 지자체로부터 토지수용을 통해 협상

2. 은행에서 자금 조달

3. IMPSOL 및 시의회 간 계약

4. 건축 공개 입찰

5. 주택 추첨-상용화

6. 건설

7. 완성 및 판매

8. 판매 후 (관리 등)

dataAE 건축사무소는 VMB 본사 건물 둘레에 위치한 사무실 벽을 투명 또는 반투명벽으로 교체하여 건물 내부에 자연채광이 잘 

들게 하고 환기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답답하게 닫혀 있던 사무실 공간 역시 열린 공간으로 변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건물 둘레에 위치한 회의실 중 일부는 난방 시설이 없는 휴게실로 사용될 것이며 여기에 온실 

효과를 낼 수 있는 식물을 비치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중요한 사무실 (행정 용도), 회의실 및 인쇄실 

(생산적 용도)과 같은 닫힌 공간들은 건물 전체의 환기와 채광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의 중간 또는 끝 구석에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개조된 본사 건물은 이전에 비해 최대 4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물의 용수량 역시 85 %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Metropolitano de Promoción de Suelo y Gestión Patripo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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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스페인에서 사회주택 또는 VPO (Viviendas de protección official)라고 불리는 주택들은 초기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으나, 경제 위기 이후 사회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정상화되었다. 사회주택 수혜 자격자 

범위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스페인 전체 가구의 최대 80%가 사회주택 수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택은 추첨을 통해 분배되며, 장애인, 미혼모 및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첨은 분리되어 

진행된다. 

자료 27. 은 IMPSOL이 2018-2021년 사이에 대략 170백만 유로 (180백만 달러)로 11개의 대도시 내에 공급할 1,218개의 거주 공간 

계획을 나타낸다. 한국의 노원 이지하우스가 약 49.3십억원 (42백만 달러)로 121개의 거주 공간을 공급한 점을 비교했을때, 

IMPSOL의 개조 및 신축 건물을 통튼 주거 공간의 비용은 한국에 비해 한 가구 당 절반 이하이다.

IMPSOL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효율

주택은 생태발자국이 적은 건강한 자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준제로 에너지 빌딩 (nZEB) 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유연성 및 적응성

주택의 구조는 공간 자체의 변화 없이 가구배치 및 용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한다.

3. 포괄적 주택

주택은 용도에 따른 공간의 공평한 분배와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특별한 거주자들을 고려하여 남녀평등을 장려한다.

4. 재정적 자급자족

주택은 에너지 빈곤을 예방하여 높은 난방 또는 냉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27. 2018-2021 년 사이에 시행될 IMPSOL 프로젝트 지도. AMB 자료제공.

53)

53)  Scanlon, K., Whitehead, C. M. E., & Arrigoitia Melissa Fernández. (2014). Social housing in Europe,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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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8. 카레라 엘 플라 외관. 자료 29. 카레라 엘 플라 3층 및 4층 구조. AMB 자료제공.

2. 사회주택- 카레라 엘 플라 (Carrer El Pla)

지자체: 산 펠리우 데 요브리가트(Sant Feliu de Llobregat)

상태: 공사 중

관련 방문 및 발표: Josep Maria Borrell, Head of Construction Department, AMB/IMPSOL 

디자인: Mariona Benedito, Martí Sanz (MIM-A)
연면적: 1,340m2

54)  “3a Planta Carrer El Pla”, AMB. http://www.amb.ca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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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0. 환기를 위한 수직 개구부를 포함한 카레라 엘 플라 측면 구조. AMB 자료제공.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카레라 엘 플라는 

지상층에 슈퍼마켓이 위치해 있고 1층-2층에는 주차 공간이 있으며 3층-4층에는 빈 사무실 공간이 있는 복합건물이다 (스페인 

에서는 지상부터  바로 1, 2, 3층이 아닌 지상층 [Ground level], 1F, 2F로 층수가 구분된다). 현재 35세대의 사회주택이 두 단계에 

걸쳐 3층과 4층에 건설되고 있다. 3층은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4층은 지자체와 협상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9세대가 있는 3층을 주로 다룰 것이다.

배경

건축 목표는 복합건물의 3층과 4층을 개조하여 공용공간이 있는 주거세대를 건축하고, 간접광 및 통풍을 위해 건물이 수평적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목적

카레라 엘 플라의 중요한 고정요소는 건물의 수평적 형태이다. 여기에 굴뚝효과에 의한 효과적인 자연광 침투 및 교차 환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3층과 옥상 사이에 3-4개의 수직 개구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붕에 기계식 채광창을 설치하여 수직적으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평적 환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각 층의 양 끝에 기계식 창문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복도와 수직 개구부에 미기후를 조성하여 각 세대에 간접 환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각 층에는 다목적실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관 및 세탁을 위한 공용공간들이 있다. 이 외의 공간은 침실 하나 혹은 두 개를 가진 세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전체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목적실과 같은 전이공간의 경우 내후성 바닥재가 사용되어 

주거 공간과 구분되어 있다. 또한 건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대의 물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량 측정기를 층마다 

설치하였다.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한 차양막은 모든 외부 창호에 설치되었으며, 각 세대에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할 수 있는 고효율 

수열히트펌프 역시 설치되어 있다.

실행 및 적용

55)

55)  http://www.mim-a.com/projectes/habitatges/18-hpo-st-feli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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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외 자재로 구성된 스페인산 구조용집성판(CLT) 목재는 건물 내부 벽과 문 등에 사용되었다. 외관을 포함한 기존 건물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외피를 제작하기 위해 벽과 바닥에 12인치 두께의 단열재를 추가하였다. 또한 건물은 공랭식 

열 교환기(나가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들어오는 공기로 전달하는 방식)를 사용하여 내부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예측 

으로는, 주거 지역 (3 층과 4 층)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합이 거의 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31-32. . 3층 내부.  

자료 33-34. 카레라 엘 플라의 차양막과 수량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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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주택-H2O 살로 센트랄 (H2O Saló Central)

지자체: Sant Boi de Llobregat
상태: 완공, 입주 대기 중 (2018-2020)

디자인: Mariona Benedito, Martí Sanz (MIM-A), Juan Herreros (Estudio Hermanos) 
연면적: 9,000㎡

EPC 등급: B (에너지 소비량, 30 kWh/㎡년), A (탄소배출량, 5kg CO2/㎡년) 

기타 인증: n/a

관련 방문 및 발표: Josep Maria Borrell, Head of Construction Department, AMB/IMPSOL

자료 36-37. 개방형 안뜰.   

H2O 살로 센트랄은 또 다른 IMPSOL 프로젝트인 보행자 도로 및 대형 퍼걸러 (서양식 정자) (2009-2012) 옆에 지어진 사회주택 

이다. 이 건물은 주거용 79 세대 (부분 임대, 부분 판매), 지상층에 위치한 상업용 공간 2개 그리고 118개의 주차공간으로 이뤄진 

다세대 건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가까운 곳에 유사한 외관을 가진 IMPSOL 사회주택이 다른 건축가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배경

목적은 모든 세대에 자연적 환기 및 채광을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적

자료 35. . H2O Salo Central 외관. 
55)

56)

56)  “H2O Salo Central”, AMB. http://www.amb.cat.
57)  https://cercadorhabitatges.amb.cat/Arxius/Documents/Promocio/152/9bbc7185-7c45-4aca-bc8e-d99f2eba4df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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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적용

H2O 살로 센트랄 건물은 녹색과 분홍색으로 구별되는, 절대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계단으로 이뤄진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건물이 두 개의 수직적 공간으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그재그형 계단은 서로 다른 층에 있는 거주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수직적 공간 사이는 양쪽에서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통한 수평적 접근이 가능하다. H2O 살로 센터랄 건물이 사람의 

이목을 끄는 점은 특이한 형태의 계단뿐만이 아니다. 녹색과 분홍색으로 장식된 건물 전면과 녹색 외관 그리고 카탈루냐 전통 지붕을 

모방한 유색 타일과 각 세대 내 타일 사이에 발라진 분홍색 회반죽까지, 건물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색상 역시 이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설계 전략은 순환 시스템 (계단, 엘리베이터)을 위한 건물의 수직 중심부를 최대한 줄여 주거 공간과 공동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다. 3층에는 모든 주민이 놀이터 또는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개방형 안뜰이 공동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각 세대에서는 안뜰과 실외를 볼 수 있으며, 모든 안뜰과 순환 시스템에서도 실외를 볼 수 있다. 7 층의 일부 세대에는 전용 안뜰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건물 외관은 효과적인 교차 환기를 위해 측면과 상단에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다.

H2O 살로 센트랄은 대부분 174,668 유로에  침실 3개로 이뤄진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으로는 카레라 엘 

플라와 동일한 고효율 수열히트펌프를 사용한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들은 주로 건물에 온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자료 38 3층 구조. AMB 자료제공. 

자료 39-40. H2O 살로 센트랄 내 주거 공간.

58)

58)  http://www.amb.cat/es/web/habitatge/impsol/cercador/-/habitatge/ufYg9gOTMSO6/detall/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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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주택-피사 코네야(PISA Cornellà)

지자체: 코네야 데 요브리가트 (Cornellà de Llobregat)
상태: 공사 중 (2019년 1월-2020년 9월 완공 예정)

디자인: Marta Peris, Jose Toral (peris+toral.arquitectes)
연면적: 12,753㎡

EPC 등급: A

관련 방문 및 발표: Josep Maria Borrell, Head of Construction Department, AMB/IMPSOL

자료 41-42. 공사중인 피사 코네야. AMB 자료제공.

자료 43-44. 피사 코네야 건물 및 개별 세대 구조. AMB 자료제공. 

피사 코네야 인근에는 1960-7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사 코네야 부지는 196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시네 

피사 (Cine Pisa)라는 영화관에 점유되고 있었으나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되었다. 해당 사회주택은 1층에 주거용 85세대, 58개 

주차 공간, 13개 창고 및 1개의 상업용 공간으로 구성된다.

배경

피사 코네야는 모든 세대를 실내 파티오 (안뜰)와 야외 전망 

을 갖춘 6개의 동일한 크기의 단위들로 나누어 평등적 관점, 

특히 성 평등적 관점을 디자인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이 건물은 코네야 데 요브리가트 시의회와 

카탈루냐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EPC B 등급 이상을 획득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설계 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적 특성 및 냄새를 흡수하는 특성을 가진 

생태학적 자재를 활용하며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가벼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적

60)

59)

59)  http://www.amb.cat/es/web/habitatge/impsol/cercador/-/habitatge/ufYg9gOTMSO6/detall/153#
60)  http://www.cornella.cat/es/NotaDePremsa308.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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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적용

피사 코네야에는 평평한 지붕과 공용 실내 파티오가 있는데, 위 두 요소들은 간접광 활용을 통해 난방을 최소화하여 건물 에너지 

수요를 줄이게 한다. 건물에는 지상에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출입구가 실내 파티오 주변에 위치해 있다. 모든 세대는 실내 

파티오와 발코니를 통해 실외를 볼 수 있으며 동일한 크기를 가진 여섯 개의 사각형 단위로 나뉜다. 위와 같은 구조는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카바농 (1926)과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1952)에 기반해 설계되었다. 발코니는 실외 온도와 

미풍의 유입을 막는 전이공간 역할을 하며 빗물 수집기로도 활용되는 실내 파티오의 식물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공중습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건물 내 미기후를 개선한다. 반투명 채광창을 통해 예열된 내부 공기는 자연적으로 아트리움의 굴뚝효과를 통해 

순환되고 환기된다. 건물은 구조적 짜임새를 위해 지상층까지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그 위의 나머지 건물은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졌다. 최상층은 공동정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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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A 연구센터

지자체: 세르다뇰라 델 발레스(Cerdanyola del Vallès)
상태: 완공, 입주 완료

건축: dataAE, H Arquitectes
연면적: 9,400㎡

EPC 등급: A 

기타 인증: LEED Gold (73 points), FAD Opinion Award for Architecture (2015)
관련 방문 및 발표: Claudi Aguiló Aran, Co-Founder, dataAE; Luca Volpi, Environmental consultant, 
                            Societat Orgànica

자료 45. ICTA 연구센터 실내.   

자료 46. . ICTA 연구센터 구조. AMB 자료제공. 

ICTA 연구센터는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UAB) 내에 있는 시설이다. 이 

센터는  환경 과학 및 고생물학 연구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현재 200 

명의 학생과 교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센터의 건설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유럽 기금 (카탈루냐의 2007-2013 FEDER 

사업)과 스페인 경제부를 통해 일부 자금이 조달되었다. 해당 건물 

소요된 비용은 제곱 미터당 약 1,000유로이다.

배경

겨울에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밀폐하고 여름에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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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적용

건물의 구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로 만들어졌으며, 포스트텐션 공법으로 콘크리트 내에 철줄을 넣어 강화시켰다. 콘크리트 

건물 구조는 비용이 저렴하며 자동 셔터가 장착된 바이오클라이매틱 (bioclimatic) 외피로 싸여 있다. 셔터는 연구센터의 내부 

온도를 온실처럼 조절하는 투명하고 골이 진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건물 외관은 겨울철에는 밀집하게 

밀폐되지만 여름에는 열 분산을 위해 여러 개의 개구부가 열리도록 조정될 수 있다. 독특한 건물 구조로 인해 연구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BEMS를 개발하는 데에만 1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건물 내부의 53%를 바이오클라이매틱 공간으로 설계하여 에너지 수요를 대폭 줄였으며, 이 공간은 열적쾌적성을 위해 기계적 

기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건물에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여 전체 온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열적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내부 구조의 대부분은 CLT로 구성되었지만 바닥은 열질량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다. 슬래브는 토양의 열관성을 이용하는 지열 배관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며, 복사 냉난방 시스템과 같은 건물의 

기술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중공관들을 내부에 넣어 다른 구조물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화재 탈출구, 기계 시스템 및 화장실이 

포함된 목재 부피들로 건물을 분할하여 생성된 아트리움도 여러 개가 있다. 채광창, 아트리움 및 사무실들의 투명도로 인해 복도에는 

인공조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건물 최상층은 효과적인 환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보유한 모든 연구실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다. 옥상은 전동식 채광창과, 

천장 대신 소음을 흡수하는 음향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에 위치한 온실은 기계적 환기를 통해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은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한다. 기계적 환기는 실내 온도나 대기 질 (이산화탄소)에 따라 전동식 창문이 닫힐 때만 활성화된다.

연구센터 외부의 인공 습지는 공사 중 파낸 토양을 쌓아 형성되었으며, 재사용될 건물 오수 (greywater, yellow water)를 걸러내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 빗물 수집기도 설치되어 있으나, 건조한 기후로 인해 급수량은 그다지 크지 않다.

ICTA 연구센터는 자체적으로 건물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대학 캠퍼스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해결될 예정이다. 

센터는 빌딩 커미셔닝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LEED Platinum 인증 대신 LEED Gold로 인증되었다.

자료 47-48. 자료 44-45. ICTA 연구센터 내부.

61)

61)  https://www.dezeen.com/2015/05/26/1102-h-arquitectes-icta-icp-building-research-centre-spain-universitat-autonoma-de-barcelona-polycarbonate-sh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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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9-50. 내부 조명과 건물외피 폴리카보네이트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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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폰사나-팟조(Fontsana-Fatjo) 도서관

지자체: 코네야 데 요브리가트 (Cornellà de Llobregat)
상태: 공사 중  (2013-현재)

디자인: Luisa Solsona, Noemi Martinez.
연면적: 1,000㎡

관련 방문 및 발표: Luisa Solsona, Architect, Public Space Department, AMB.
                            Noemi Martinez, Head of projects and urban design section, Public Space Department, AMB.

자료 51-52. 도서관 정면과 구조.  AMB 자료제공.

바르셀로나의 공공 도서관들은 카탈루냐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학습과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공장소 및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 서적과 휴대용 기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공공 도서관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저소득층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폰사나-팟조 도서관은 약 5,000명의 주변 인구를 위해 지어졌다. 이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도서관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24시간 

이용 열람실에 대한 수요가 있어 해당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었다. 도서관은 공원 (Parc del canal de la Infanta) 옆에 위치해 있어 

인근 거리의 소음에 영향을 덜 받는 위치적 특성을 갖는다.

지자체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일반 대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열람실 및 야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에 따른 건물 높이 

및 연면적 제한 내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공공건물엔 BEMS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바르셀로나 시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생산량 및 물 소비량은 모두 

BEMS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데이터는 바르셀로나 에너지 공사(Barcelona Energy Agency)로 전송되어야 한다. 

배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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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사나-팟조 도서관은 시공 당시 해당 토지의 건물에 적용되는 1,300제곱 미터 토지의 70% 건폐율, 거리에서 7.5미터로 제한되는 

최대 건물 높이, 토지에 따른 건물 방향 및 땅에 묻힌 폐수관 등 다양한 제한에 직면했다. 건물 부지의 토양 상태도 열악했기 때문에 

단단한 건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다수의 얇은 콘크리트 기둥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열질량으로도 작용하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바닥에 사용되었으며, 슬래브에 전선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중공관을 

넣음으로써 더 가볍게 만들어졌다.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지열 시스템과 연결된 복사 냉난방관이 포함되어 있어 관 내부의 물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다.

지자체의 요구가 바뀜에 따라 건물은 독서실에서 바이오클라이매틱 공간이 적은 현재의 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정해진 사용자와 

용도를 지닌 주거용 건물이나 연구센터와 비교하여 도서관은 사용자 및 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독서실 및 로비와 

같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공간에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공기조화 기술 시스템과 고효율 수열히트펌프가 장착된 

바닥 복사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건물은 패시브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날씨가 온화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끌 수가 있다.

건물 단열은 비대칭적인 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동쪽과 남서쪽 외관은 거리를 향하고 있으므로 작은 창문이 있는 벽돌 외관으로 

디자인되었고, 공원을 마주 보는 나머지 두 면의 외관은 기하학적 금속 외피가 추가된, 높은 열성능의 큰 유리들로 만들어졌다. 금속 

외피는 도서관 사용자에게 공원 전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부인이 도서관 내부를 관찰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도서관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금속 외피의 독특한 패턴은 크기가 비슷한 다른 주거용 

건물들과 공공건물인 도서관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도서관에서는 수동 및 전동 창호를 통한 효과적인 통풍이 가능하다.

자료 53-54. 조명이 꺼진 상태의 도서관 로비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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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내린 주요 결정 중 하나는 건물 정중앙에 아트리움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대중을 위한 야외 공간을 만들고 건물에 더 

나은 자연조명과 통풍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아트리움 중앙에 위치한 낙엽수는 여름철이 되면 가지를 늘어뜨려 그늘을 제공한다. 

아트리움의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있어 야외 행사 시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 활용된다. 목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 자재에는 원래의 질감과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코팅만 입혀졌다.

폰사나-팟조 도서관은 유럽연합의 모든 신축 공공건물이 nZEB가 되어야 하는 유럽연합 지침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축가와 시의회는 도서관을 nZEB로 만들기 위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환경 컨설턴트를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BEMS는 건물의 실제 작동 방식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물이 모니터링 될 예정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건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서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건물 설계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 55-56. 외부 아트리움 및 공원과 연결된 건물 후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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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로 데 라 페이라 스포츠 센터

지자체: 바르셀로나 시 (누 바리, Nou Barris)

상태: 완공, occupied 

건축: Anna Noguera, Jose Javier Fernandez Ponce

연면적: 4,430㎡ (센터) + 3,200㎡ (공원)

EPC 등급: A

기타 인증: LEED Platinum (85점), “바르셀로나 도시 상(Premis Ciutat de Barcelona Award)” (카테고리: 건축-도시), 

                2019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마페이 상(Mapei Awards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관련 방문 및 발표: Jose Javier Fernandez Ponce, Architect, COAC (Architects’ Association of Catalonia)

자료 57.
투로 데 라 페이라 스포츠 센터 내부.  

카탈루냐의 “신체 활동, 스포츠 및 건강 계획”은 지역 차원에서 신체 활동을 위한 수요 식별, 기획 및 자원 생성을 통해 건강 및 스포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로 데 라 페이라 스포츠 센터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투로 데 

라 페이라 (El Turo de la Peira)에 위치해 있다. 이전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운동장과 1970 년대 에 지어진 수영장이 

있었으나,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시설로 교체되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개최된 건축 공개입찰을 통해 공공 정원과 

새로운 스포츠 센터가 건설되고 난 이후 해당 부지는 더욱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스포츠 센터 건설의 본 목적은 기존 수영장과 콘크리트 광장을 없애고 일반 대중에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 건물은 인근 학교 (예 : Escola Calderón de la Barca) 들과 지역 스포츠 클럽의 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지어졌다.

배경

목적

62)

62)  https://ec.europa.eu/assets/eac/sport/library/factsheets/spain-factshee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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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야외 공공 정원은 수영장과 운동장을 하나의 건물에 비치하고 남는 땅에 조성되었다. 이 정원은 경사면 아래의 노인주택과 

경사면 위 도로의 7.4미터 높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사지게 만들어졌다. 경사면 하단 지하에는 물 수집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어 

건물에서 재사용될 빗물을 걸러내 모을 수 있다.

건물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정문 (경사면 하단 및 상단)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은 토양에 부분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경사면의 높이 차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물에 보다 나은 열관성을 제공한다. 건물의 구조에는 주로 CLT가 쓰이는데, 이는 CLT

가 건물 구조의 무게를 줄여줌과 동시에 탄소발자국이 적어 지속가능한 수명 주기를 갖는 특성 때문이다. CLT는 통기성 소재이지만 

혹시 모를 습도 및 곰팡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해 코팅처리를 한다. CLT 구조물들은 사전에 서로 끼워 맞춰지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구조물들을 고정하기 위한 못이나 나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2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건물의 목재 구조를 조립하는 데는 한 달여의 시간만이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건축 자재들은 최소한의 처리만 되어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건물의 친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퍼니싱 (꾸미기) 비용도 절감하게 해주었다. 건물 벽면은 

위치에 따라 내구성과 방수 효과가 좋은 고밀도 압축 패널 (HPL)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다.

자료 58-59. 수영장이 있는 아래층, 그리고 위층 운동장과 이어지는 목재 계단 통로.  

자료 60-61. 실내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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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아래층에는 온수 수영장이 위치해 있다. 수영장은 일반 성인을 위한 레인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추가 레인이 있어 표준 300

제곱 미터보다 큰 400제곱 미터 크기를 갖는다. 수영장은 이 건물 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토양의 열관성과 

COP (성능계수)가 높은 효율적인 MEP (기계, 전기 및 배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수영장의 일부는 

유리를 사용하여 투명하게 만들어졌으며,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유리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반투명 음향막으로 제작되었다.

건물 위층에는 800 제곱 미터 규모의 운동장이 있다. 이 운동장은 빛, 열 및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와 연결된 채광창을 통해 환기되며, 

사용자와 날씨의 상황에 따라 여닫힌다. 패시브 설계는 신체 활동에 있어 충분한 열적쾌적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층에는 공기조화 

기술 시스템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근 학교의 어린이들이 이 운동장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층의 운동장과 

외부 거리가 연결된 외부 경사로도 설치되어 있다 (자료 61).

옥상은 600제곱 미터 넓이의 태양광 패널 (300개)로 덮여 있으며, 이는 수영장을 가열하고 기타 온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태양광 패널은 건물 에너지의 90%를 공급할 수 있으며 매년 97.4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수영장과 운동장 및 기타 관리 

공간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조명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건물은 대부분 내구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외장재로 둘러싸여 

있다. 이 외장재는 건물 단열을 위한 공기층을 만들고, 폴리카보 

네이트의 반투명한 특성을 이용해 자연광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남향 외관에는 수경식물로 구성된 추가적인 커튼 월 

(바깥벽)이 설치되어 있다. 커튼 월은 계절에 따라 자라고 시들 

면서 자연광을 조절하고, 건물의 빗물 수집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 

받는다.

자료 62-63. 자동 채광창 및 옥상의 태양광 패널.   

자료 64. . 커튼 월 (바깥벽)과 외부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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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트 안드레우 시장

지자체: 바르셀로나 시 (산트 안드레우, Sant Andreu)

상태: 리모델링 보류 중

디자인: Blanca Noguera, AMB

연면적: 1,669㎡ (영업면적: 882㎡)

관련 방문 및 발표: Blanca Noguera, Architect, Public Space Department, AMB

자료 65-66. 제안된 시장 디자인. AMB 자료제공.

자료 67. 개조 전 시장 건물(노란색). AMB 자료제공.

시장은 물건과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과거에는 야외 

행상인과 가판대를 통틀어 모두 시장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위생, 

계절, 규제 등의 이유로 인해 야외 시장은 커버드 마켓(covered 

market) 또는 마켓 홀(market hall) 형식으로 전환되어 행상인들은 

지붕이 덮인 구역에서만 식품 및 기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러한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과 가정 용품을 

구매하며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트 안드레우 시장은 1914 년에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지어졌다.   첫 번째 구역은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는 독립형 건물이고 두 번째 

구역은 고기와 가금류를 판매하는 지붕이 덮여진 통로이다. 현재 행상인들의 대부분은 원래 시장 행상인들의 후손이며, 시장 개조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부분의 행상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산트 안드레우 시장의 특징적 건축 

요소인 금속 트러스와 주철 기둥 그리고 아연 지붕들은 시장 개조 시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1) 과일 및 야채 가판대를 위한 새로운 독립형 건물 건설

2)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3) 바르셀로나 도시의 라 보케리아(La Boqueria) 시장과 같이 시장이 한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을 통한 시장 건물의

    가시성 확보

4) 이전의 불투명한 외관에서 바뀐 새로운 외관 디자인

배경

목적

63)

63)  https://meet.barcelona.cat/en/discover-barcelona/districts/sant-andreu/sant-andreu-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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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적용

구조

주요 변화는 독립형 시장 건물의 재건이다. 원래의 시장 건물은 유산 가치가 낮고 하중 및 내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철거되었으나 주철 기둥 및 금속 트러스와 같은 원래 건물의 요소는 보존 및 보강되어 새로운 시장 건물에 통합되 사용될 예정이다.

원건물의 중간 부피는 줄어들 것이지만 외관을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 강한 수직적 리듬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강철 구조는 

내부에 건물의 기술 시스템을 숨길 수 있어 유용하다. 

건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도와 거리를 연결하는 일곱 개의 보행자 출입구를 설치할 것이며 공간의 연속성을 구축하기 

위해 실내와 실외 모두에 동일한 보도블록을 사용할 예정이다. 건물 외관의 투명성은 고성능 유리를 사용하여 공공 광장의 개방성을 

재현하도록 할 것이다. 가판대 구조 또한 유연하게 하여 행상인들의 공간 수요와 재정 상태에 따라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정할 것이다. 기존에 있던 지붕 덮인 통로는 대부분 유지 및 개조되었으며, 관리 용도로 쓰일 층이 통로 위에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다. 기계 시설, 쓰레기장 및 냉장실은 건물 지하에 위치될 것이다.

자재

건축가는 건물의 높은 내구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및 강철과 같이 위험한 부산물이 생성되는 자재의 사용을 줄이고자 했다. 

시장 건물의 지하실은 건물 기반을 다지기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해 시공될 것이지만,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실 

높이를 낮추었다.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피복 (cladding) 및 강철 사용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건물이 설계됐다. 재활용 골재 및 

목판으로 구성된 나무 블록은 전체 구조의 하중을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 대체재로 사용될 것이다.

산트 안드레우 시장 건설은 AMB2 지속가능성 프로토콜이 구현되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토콜의 영역과 기준들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 목표이다.

자료 68. 제안된 시장 건물 디자인. 제거될 원건물의 중간 부피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음. AMB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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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장은 행상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용자들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 물 소비량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또한, 

시장에서 사용되는 물은 위생을 위해 상급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절수 장비를 설치하고 또한 

오수 처리를 위해 빗물 수집 및 재사용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에너지 

이 시장과 유사한 건물 에너지 소비 분석 조사에 따르면, 연간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84%가 요리 및 냉난방 기기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13%와 3%는 각각 조명과 기후화에 따른 소비량이라고 한다.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차환기 및 

건물의 부분적 기후화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기계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용 냉장고의 열회수장치는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잉여 에너지를 회수하여 시장 전체에 공급되는 물을 가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LED 조명 및 효과적인 환기를 위한 전동 채광창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적쾌적성을 위한 기후화는 방문객이 많이 사용하는 지상에만 적용되도록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내에서도 실외에서 입는 것과 동일한 옷을 입을 것이므로 기후화는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채광으로 실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투명한 외관에는 목재 블라인드를 추가할 것이며 재생에너지는 시장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유리 채광창과 통로 위의 35 개 태양광 패널을 통해 공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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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자료 69. 폐기물 분류센터 구조. AMB 자료제공.

9. 산 주스트 데스번 폐기물 분류센터 

지자체: 산 주스트 데스번 (Sant Just Desvern)

상태: 공사 중 

디자인: Roger Mendez, Architect, Public Space Department, AMB

관련 방문 및 발표: Roger Mendez, Architect, Public Space Department, AMB

AMB 전체 예산의 22%는 36개 지자체들의 폐기물 관리에 할당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AMB는 그것들을 폐기물 

관리 시설로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은 분류 센터를 통과하여 각각의 유형에 맞춰 분리된다. 산 주스트 데스번 폐기물 분류 

센터는 세라 데 콜세롤라 자연공원 (Serra de Collserola Natural Park)에서 가까운 녹지축 (리에라 데 산 주스트, Riera de Sant 

Just) 옆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산 주스트 데스번 폐기물 분류 센터 공사는 

폐기물 분류센터, 중고 가게 및 환경교육관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경

효율성과 환경 매개변수 포함

이번 폐기물 분류 센터 시공에서는 녹지축과 자연공원이라는 환경과의 통합을 시도한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녹지축과 

연결되며 만남의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입구를 설계하라는 특별 요청을 받아 해당 센터가 폐기물 재활용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용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건축 목표로 한다.

저 영향 및 저 에너지 건물 건설

센터는 자재에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폐기물은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건물 설계를 통해 건물뿐만이 아닌 건축자재 수명 주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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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0. 교차 환기 및 재생에너지 생산이 표시된 센터 측면 구조. AMB 자료제공.

산 주스트 데스번 폐기물 분류센터는 Societat Orgànica로부터 환경 컨설팅을 받아 낡은 운송 컨테이너의 골격과 같은 대량의 

재활용 자재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운송 컨테이너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단시간 내에 건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다. 재활용 코르크 및 면과 같은 친환경 자재들은 바닥 및 지붕 단열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벽 마감재로 사용될 

압착 목재 합판 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코르크는 모두 산림경영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재활용된 

건축자재들 만이 사용될 것이다. 옥외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대형 차량용 재활용 자갈과 경차용 재활용 아스팔트가 사용되었다.

서향으로 지어진 건물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한 유리 외관을 지면에 설치하였고 이 외에도 효과적인 일사량 제어를 

위해 다른 요소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먼저 낙엽식물로 이루어진 커튼 월을 외관에 추가하여 겨울에는 햇볕이 건물에 들도록 

하고 여름에는 태양열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개폐식 태양 차단 스크린 및 창과 직각으로 교차되는 수직적 외관 요소들과 

함께 그늘 형성을 도울 것이다. 또한 열적쾌적성을 제공하고 공기조화 기술 시스템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장 선풍기를 설치할 

것이다.

물 절약을 위해서는 수도꼭지 및 변기와 같은 자원 효율적인 설비가 사용될 계획이다. 지하에 설치된 배수관은 사용된 폐수를 모아 

수처리 후 대수층으로 돌려보내서 부지의 불투수성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수처리된 물은 폐기물 분류센터를 둘러싼 식물들을 

키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건물 내 환경교육관 및 중고 매장으로 사용될 부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컨테이너를 한 층 더 쌓아 올려 

굴뚝 효과를 내어 실내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 (4kWp)이 설치되어 현장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행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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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영향 및 예측

AMB의 모범 사례들은 사무실 건물, 연구센터, 도서관, 스포츠센터, 

시장 및 폐기물 분류센터 같이 일반 대중이 매일 활발히 이용하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들은 신축 및 

개조된 건물들이 기존에 있는 지역에 더해지는 도시 개입 (urban 

interven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투로 데 라 페이라 

스포츠센터와 같은 사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동화를 달성하는 방법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 사례들에는 공공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도 

건물 설계에 다양한 에너지 절감 전략이 적용되었다. 사례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는 비독성·천연재료로 만들어진 

공공시설 제공, 노후된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MB의 사례들은 일반 대중, 특히 가장 

취약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건물을 포함한 전 지역사회에 에너지 효율적인 모범 사례로 작용될 

것이다.

전반적 복제 가능성 및 확장성

모든 건물은 지어진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복제 

가능성과 확장성이 높은 다수의 에너지 효율적인 기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1. 교차 환기

수평 환기는 창문과 복도를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직 

환기의 경우 피사 코네야와 같은 아트리움 또는 카레라 엘 플라의 

작은 수직 개구부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몇몇 건물들은 환기를 

위해 외관 측면에 개구부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는 H2O 

살로 센트랄 및 ICTA 연구센터가 포함된다.

2. 자재

대부분의 사례에서 건축자재 마감 처리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 

하고, 목재 및 코르크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건물 내 친환경 

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산 주스트 데스번 폐기물 분류센터와 

AMB 본사의 경우, 탄소발자국이 적은 재활용 자재들이 사용되어 

건물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수명 주기를 높이기도 

하였다. 건물 기초공사를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는 효과적인 열질량 

및 구조적 지지물로 작용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하여 탄소발 

자국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3. 구조

건물 요소들은 에너지 사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이에 대한 예로, ICTA 연구센터의 온실은 높은 농도의 이산화 

탄소가 포함된 공기가 채광창을 통해 배출되므로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다.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연구시설 또한 열을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최상층 바로 아래에 배치되었다. 투로 데 라 

페이라 스포츠 센터는 토양의 열관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상에 수영 

장을 건설하였고, 또한 최적의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영장과 운동장을 한 건물에 지어 열 취득 및 손실을 최소화 

했다.

건물 외관은 지역 환경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공되었다. AMB 

본사의 판금은 건물 방향과 일사량에 따라 유지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되었으며, Fontsana-Fatjo 도서관 외관에는 주변 환경이 

도로인지 공원인지에 따라 벽돌 혹은 유리가 각각 사용되었다.

4. 개조

AMB의 사례들은 카레라 엘 플라 사회주택과 산트 안드레우 

시장의 지붕 덮인 통로와 같이 가능한 경우 새 건물을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산트 안드레우의 독립적 

시장 건물 및 시네 피사 (피사 코네야)와 같이 하중 및 방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건물들은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금속 트러스와 같은 이전 건물의 고유한 특성을 새롭게 

개조한 건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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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목

대부분의 건물에는 초목을 수용하고 자연채광을 제공하는 

아트리움 또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다. 초목은 녹색 커튼 월 (산 

주스트 데스번 폐기물 분류센터 및 투로 데 라 페이라 스포츠센터) 

과 건물 주변 또는 아트리움에 전략적으로 심어진 형태 (AMB 

본사)로 일사량을 제어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폰사나-팟조 도서관 

아트리움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역시도 채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충분한 공간이 있을 시에는 건물의 폐수를 걸러내기 위한 

정원이 지상에 건설되었다 (AMB 본사, ICTA 연구소).

6.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대부분의 건물에는 온수 생산을 위해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 

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태양광 유리가 설치되기도 했다. 지열 

시스템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섭씨 15 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 

는 효과적인 열질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주 지열 시스템에 

연결되기도 했다. 에너지를 보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카레라 엘 

플라 사회주택과 같이 공랭식 열 교환기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새롭게 유입되는 낮은 온도의 공기로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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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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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책

1. 재생에너지원에 맞춰진 초점 

한국은 건물에너지 효율성 조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에너지의 81.4%가 수입된다는 사실에 더하여, 재생에너지 

원이 한국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2%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에너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원의 확립은 ZEB를 통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 

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포괄성

a. 기존 건물

nZEB에 대한 스페인의 법적 정의는 아직 보류 중이지만, 기존 노후 

건물들은 이미 예상 nZEB 기준에 맞추어 대도시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한국은 ZEB의 법적 정의를 갖추고 

있으나, 그 정의는 신축 건물을 포함하고 기존 건물에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한국에는 AMB의 MPC와 같이 기존 건물의 

개조에 주력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 기존 건물의 

36% 이상이 곧 개조가 필요할 노후화된 건물이므로, 기존 건물 개조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자료5에 따르면 ZEB (BEECS 1+++ 및 1++등급) 인증 자격을 갖춘 

한국의 기존 건물은 전체 건물의 17.7%에 불과하다. ZEB 인증 

의무화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ZEB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82.3%의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은 없다. 따라서 ZEB 인증 의무화가 기존 건물을 

다루지 않으면서 미래의 총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b. 소형건축물

한국과 스페인은 LEED Green Building의 상위 10개 인증 국가 및 

지역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스페인에 비해 LEED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인증된 총 연면적 (제곱미터) 

은 스페인의 두 배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이 소수의 대규모 프로젝트 

들로 총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제곱 미터 미만인 소형건축물들이 한국 건물의 약 86% 

(6 천만 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로 계획된 단지 또는 지역의 

일부가 아닌 타 소형건축물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EPBD는 이미 2015년에 에너지 효율적인 ZEB 공공건물의 범위를 250 

제곱 미터 이상으로 줄였다. 현재의 ZEB 의무화는 증가하는 건설 비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큰 공공건물에만 적용되지만, 향후에는 소형건축물 

들도 포함하도록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50.6%는 소규모 독립형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 

제공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높은 열적쾌적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유지 보수보다 인증 위주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ZEB 본인증을 받은 건물들은 9

곳이며 예비 인증을 받은 곳까지 합쳐도 총 60곳 이상에 불과하다. 

예비 및 본인증을 받은 대부분의 건물들은 가장 낮은 ZEB 5 등급을 

받았다. 

4. 장기적 지속가능성

AMB 사례들에서 항상 보였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생물 다양성, 

물질순환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다. AMB의 사례들은 건물 자체의 

총 에너지 수요와 현장 또는 근방의 에너지 생산만을 검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체 건축 자재의 수명 주기, 지역 생물 다양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AMB는 AMB2 

프로토콜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측면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한국에서 ZEB 및 G-SEED 인증을 모두 획득한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5. 도시 및 지자체 차원의 약한 주도성

서울, 인천과 같은 수도권 도시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도시들은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공급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약하다. 더군다나 토지 이용 규제의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지자체는 스페인 지자체 만큼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부산의 쿨루프 캠페인과 같이 가장 취약한 사회경제적 계층에게 

단기적 해결책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는 에너지 비효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항상 해결하지는 않아 장기적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6. 한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배운 정책

ZEB 기준에 맞춰 대도시 및 행정구역 개조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 및 작은 건물들을 포함시킨다.

기존 건물 개조에 초점을 둔 공공기관을 마련해 CMH와 같은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ZEB 기준을 변화시킨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킨다. (자재 생명 주기, 지역 생물 

다양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근본적으로 에너지효율 건물을 다루기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

·

·

·

68)

67)

64)

65)

66)

64)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IMP.CONS.ZS?locations=KR
65)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19&hFormId=&hDivEng=&month_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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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비용

한국의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은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의 약 7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ZEB의 개념은 고성능 기술과 자재 

활용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은 복제 가능한 ZEB 선례를 만드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첨단 기술을 가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데에 사용 

되게 되었다. 

한국의 ZEB 인증제는 공기조화 기술 및 조명과 같은 건물 에너지 

소비의 모든 출처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BEMS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BEMS는 높은 설치비, 숙련된 국내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BEMS를 통해 발생한 

영향 분석 및 정확한 에너지 절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도 

BEMS가 가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에만 

중점을 둘 시 한국에서는 ZEB 건설비가 일반 건물에 비해 160%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약 105-110 %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첨단 기술에만 중점을 둔 재생에너지 건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nZEB 지침에 관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 (EU) 2016/1318

에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술 비용을 낮출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현 기술이 202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을 nZEB로 전환하려는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건축기술을 

긴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없다면, 기술을 높이는 것보다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 기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ZEB는 이미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확산이 

제한적이다. 게다가 한국에선 고성능, 고비용 소재에 집중한 건축 

설계를 통해 비용을 추가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ZEB 건설은 일반 건물 건설에 비해 평균 30% 더 비싸다.  동시에,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비용이 적으므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회수기간 또한 길다. 한국의 평균 가구별 전기세 지표는 0.11이며 

스페인은 0.23 (달러/ kWh)이다.

한국 정부는 건축 기준 완화, 보조금 제공, 주택 융자 한도 인상과 같이 

높은 건설비에 대응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ZEB 

인증의 투자 수익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다. ZEB 건축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건물이 완공되기 전 ZEB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완공 이후 건물이 ZEB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건물 소유주는 추가 비용을 전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축의 추가 비용과 위험 요소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9)

70)

66)  https://gbci.org/us-green-building-council-announces-top-10-countries-and-regions-leed-green-building
67)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19&hFormId=&hDivEng=&month_yn=
6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727
69)  https://www.climateaction-korea.eu/actions/energy-zero-ez-easy-housing/?lang=ko
70)  https://www.globalpetrolprices.com/electricity_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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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실시한 방문 및 조사들을 통해 기후, 재난 

위험도, 인구 밀도 및 주택 소유율과 같은 한국과 스페인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에는 유럽연합과 같이 모든 회원국이 따르고 적응해야 하는 

지침과 규정을 시행하는 초 국가적 단체가 부재한다. 또한 온대 

기후를 가진 지형적 특성상 한국은 온도 및 습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고층 빌딩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고층 건물들은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이 악화된 상황에 따라 

자연환기보다는 기계적 공기 여과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공공건물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중에게 최대의 

열적쾌적성을 제공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기조화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AMB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페인의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은 높이가 

낮으며 대부분 CLT로 만들어진다. 건물은 지중해성기후와 맑은 

공기로 인해 자연환기 및 채광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일사량 

은 종종 차양으로 막아야 될 정도로 강하다. 스페인은 한국보다 심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는 빗물 재사용 설비와 초목을 

통한 폐수 여과 등 절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한국과 달리 스페인의 

공공건물은 기계적 냉난방 및 환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열적쾌적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점도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이 AMB 사례가 제공하는 해결책들이 

한국 상황에 맞게 확장 및 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CLT 구조물은 바람과 홍수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며 

이미 전 세계의 고층 빌딩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새로운 공공건물의 최소 50%를 목재 또는 기타 

천연자재로 건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스페인과 다른 기후와 지형의 국가에서도 AMB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장려하려면 현재의 규칙 및 규정의 

대상을 공공건물에서 연면적, 노후 연도 및 용도가 다른 모든 건물 

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물질 보존을 보장하는 요소를 포함시키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물의 전체적인 수명 주기를 살펴 보는 것도 중요 

하다. 건물 자체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 건물에 

쓰인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발자국이 낮은 재활용/친환경 건축자재의 

부분적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G-SEED 인증기준을 이용하여 현재 

ZEB 인증제를 개선하는 것도 한국 건물의 전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기존 건물의 개조 또한 중요한 주제이다.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 것은 

대부분 신축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저렴하며, 에너지 절약형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축 건물과 비슷하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가장 최신 에너지 효율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조가 더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건물 

개조의 필요성이나 혜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물 

개조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노후 건물 소유자에 대한 보다 효과 

적인 인센티브 또는 보다 엄격한 법적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달리 스페인은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패시브 에너지 절약 

요소에 집중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선 재생에너지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며, ZEB 개념 역시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치부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건물이 수요하는 만큼의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최소한만 줄인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이 

재생에너지 건물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새로 개발된 자재와 기술로 

건물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밀성과 단열재 같은 기본적인 패시브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소개된 AMB의 사례들은 한국의 지자체들이 배울 수 

있는 강력한 지역적 공공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개편된 EPBD가 모든 

신축 공공건물을 nZEB로 의무화하기도 전에, AMB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환경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공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생에너지 건물을 짓는 것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산트 안드루 시장 역시 AMB2 지속가능성 프로 

토콜이 구현되기 전에 건설을 시작했지만, 이후 AMB2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한국과 스페인에는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 디자인 및 재료를 모범적 

으로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들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실질적인 과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일반 대중에게 낮은 

가격으로 널리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AMB의2030기후행동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의 에너지 

주체들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공공행정은 사람들을 위한 건물을 설계하려는 

최종 목표를 갖고 먼저 변화의 길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
73)

72)

71)

71)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183480/france-requires-new-public-buildings-to-contain-at-least-50-wood
72)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7173381410
73)  https://issuu.com/ambcomunicacio/docs/pla__adaptacio_canvi_clima_2030_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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