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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5)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2. 연구절차 및 방법
연구 절차는 크게 4가지로 구분 하였으며,

첫 번째, 기존문헌 고찰을 통하여
1. 노후주택의 거주자 건강문제 및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건축적인 방법 정리,
2. 노후 주택의 노약자 안전개선 요소 조사해, 그린 리모델링 개선모델 계획 시 포함,
3.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부위와 방법을 건축 및 설비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개선모델 개발 참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 개선모델의 1. 건강, 2. 안전 및 3. 에너지 측면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기초 데이터를 정리
두 번째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대상 선정하고, 개선모델(그린리모델링안)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시 사용연수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단독 및 다가구주택 중,
거주자의 소득기준 노인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현황을 조사, 정리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건물은 기존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개선방법과 현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그린리모델링 개선범위를 부위별로 정리하였다.
개선모델은 건강, 안전 및 에너지 측면에서 적용되는 건축 및 설비요소가 포함되며,
적용되는 요소기술 수준은 공사비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개선모델(그린리모델링 계획안)을 계획하였다.
세 번째로, 개선모델의 분석을 통해, 총 공사비 산정(Cost, 전문업체 의뢰), 그린리모델링(개선모델) 전/후 에너지 및 온실가스(CO2)의
절감량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의 순현재가치 방법(NPV)으로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된 결과를 활용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및 도시 에너지전환이 가능한 정책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
3. 기존문헌 고찰
1) 노후주택의 건강상 문제원인 및 건축적 개선방법[8]

출처

주요내용
■ 헌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1. 습기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두산백과
[06]

2. 배수관에서 새어 나오는 유해가스
=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3. 인테리어 공사 뒤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Sick building
syndrome:
A review of
causes,
consequences
and
remedies(2008)
[07]

■ Sick Home Syndrome
1. IAQ : Microorganisms(미생물, 곰팡이 등) are more
likely to be present in older buildings than in newer
buildings.
2. Lighting / Tinted glazing
3. HYGROTHERMAL FACTORS
: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movement

질환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두통
현기증
두통
알레르기

-

안전/실내
쾌적성
-

건축적 개선방법

링크

환기장치로 습기제거

노후 위생설비 배관 교체

https://terms.naver.co
m/entry.nhn?docId=12
34677&cid=40942&cat
egoryId=32415

기계환기 장치 설치

환기장치로 습기제거

적절한 채광 및 조명 계획

https://link.springer.co
m/content/pdf/10.1057
%2Frlp.2008.20.pdf

적절한 냉난방 및 환기설비 설계
Ventilation and SA

Health Outcomes
and Green
Renovation of
Affordable
Housing(2011)
[08]

- 저소득층 가구의 그린리노베이션을 통한
거주자 건강 개선 분석 – 공사 전/후 설문조사

A Framework for
Green
Remodeling
Enabling Energy
Efficiency and
Healthy Living for
the Elderly(2018)
[09]

- 노인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및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프레임워크 개발
- 특징 : 스마트 홈 개념 + 노인주거 에너지 관리 측면강조
- 노인의 실내거주 시간 높고, 연구의 필요성 강조

-

VOC, Radon, Pest Control
(=환기 및 자재)

URL:
https://www.jstor.org/
stable/41639267

Mold/Moisture Control
(=주방/화장실환기)

전반적인
건강문제원
인
천식/호흡기
질환

Heating / Cooling /
Lighting / Ventilation
전면 그린리모델링 개선요소 정리

www.mdpi.com/journal
/energies

·
3. 기존문헌 고찰
2) 노후 단독주택의 에너지 성능요소 및 건강개선 효과 [8]
- The U.S. Department of Energy (2017,DOE) has released a major new report that will be of interest to ASHRAE
members. It is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on how modifications to the home
environment(in particular its ventilation system)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health outcomes.
Study, Lead Author, Date of
Publication and
Country Study Population

Other
Replacement

Insulation

Air Sealing

v

v

v

v

Exhaust*

CO/Smoke Alarms,
Water Leak Repair

v

v

v

v

Whole-House (HRV)

Porches(현관문),
Solar Panels

v

v

v

v

Whole-House (HRV)

Healthy Material
Standards, CO Alarms

v

v

v

v

Whole-House (HRV)

Passive House
(Other: Not Reported)

v

v

v

v

Whole-House (HRV)

-

Highline Communities Healthy Homes
Project (Breysse, et. al., 2014), U.S.;
102 Homes
Heatfest Study (Lloyd, et. al., 2008),
Great Britain; 36 Adults
Evaluation of Canadian R-2000
Standard(Leech, et al. 2004); Canada;
105 Homes,128 Individuals
Mechanical Ventilation in Tight Homes vs.
Natural Ventilation in Standard
Homes(Wallner, et al., 2015); Austria;
123 Homes
Health Optimisation Project for
Energy-Efficient (HOPE) Homes
(Spertini, et al., 2010); Switzerland;
78 Homes, 181 Individuals

Author and Date
of Publication

Energy Efficiency Activities
Heating/Cooling
Window/Door
Ventilation
Replacement

Health-Related Outcomes
Health-Care
Utilization

General Health
/ Wellness

Lower Respiratory
Health / Asthma

Upper
Respiratory and
Other Health

Comfort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Indoor Air Pollutants

Breysse (2014)

-

-

+

-

-

-

Lloyd (2008)
Leech (2004)

~
-

+
-

+

+
+

-

Wallner (2015)

-

-

-

-

+

+
(CO2, TVOCs,
Formaldehyde,
Radon, Airborne)

Spertini (2010)

-

-

~

-

+

~

Other

+(Mold,
Water Damage)
+(Dust Mite
Allergens)

·
3. 기존문헌 고찰
3) 『도시재생뉴딜 연계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8) [11]
- (우리나라 노후주택)의 그린리모델링 권장사례에서는 에너지 측면 만을 고려한 개선을 소개하고,
→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계획적 요소 적용 반영 할 예정

·
3. 기존문헌 고찰
4) 노후주택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주택개조가 필요한 요소 검토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개요[10])

·
3. 기존문헌 고찰 (종합)
■ 노후주택 에너지 및 건강문제 개선 요소
3, 5, 7-9

1. 천정 및 외벽 단열개선(Insulation)

실내 환경 및 건강개선
(헌집증후군 개선(Sick House Syndrome))

2. 창호 및 출입문(Window & Door)

1) 기관지염, 천식 및 알레르기
2) 두통 및 현기증, 호흡기 질환 등

3. 기밀 및 누기 (Air Tightness)
10

노인세대의 노후주택 문제점

노인세대의 안전개선

1) 실내 환경 및 건강문제

1) 출입문 및 수전 손잡이 개선

2) 에너지 효율저하 : 에너지 다소비

2) 단차 제거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3) 노인세대 안전문제

3) 주택 내 응급 비상벨 설치

4. 냉난방 설비 (바닥난방 및 EHP)
5. 환기개선 (전열교환 환기장치)
6. 조명개선 (Lighting, LED)

1~6

7. 마감자재 교체 시, 친환경 마감자재

건물에너지 성능개선
1)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제성 확보

8. 방수개선 (Water Proofing)

2) 온실가스 저감으로 2차 효과 확보

9. 위생수전(위생배관) 교체
10. 기타 계획요소 개선(안전요소 계획 반영)

·
3. 서울시 노인세대 노후주택 현황조사 및 그린리모델링 분석 대상지 선정

·
3. 서울시 노인세대 노후주택 현황조사 및 그린리모델링 분석 대상지 선정
1) 서울시 노인세대 노후주택 현황조사 : 결과 요약

500mm

(*) 우리나라단열 규정은1979년 시행되어 79년 이전 건물의 경우 단열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79년 이후 주택의 경우 EPS50mm가

법적 규정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습기 및 누수에 의한 단열재 손상 등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의 단열성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쉽게 예상 할 수 있음.

·
3. 서울시 노인세대 노후주택 현황조사 및 그린리모델링 분석 대상지 선정
2) 그린 리모델링 분석 대상지 선정
조사한 모든 세대가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한 현황이나, 건축주의
동의, 시설개선 후 거주 세대(노인세대)
이주문제와 시설개선 범위 등의 문제점
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분석 함
최종적으로 건축면적 구분이 비교적 명확
한 4번 세대로 분석대상을 선정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건물의 이력상태의 다양성 고려해,
대지 및 건축형태만 4번 세대를 기초로
하고, 노후 성능은 9개 세대 노후현황 조

사결과 평균을 적용해 분석

·
4. 대상건축물 분석
1) 분석절차 및 방법
① 기존모델과 그린리모델링 개선모델(기존 문헌조사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
② 개선모델의 노후성능, 에너지 및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요소별 공사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
③ ECO2 분석에 따른 기존모델과 개선모델의 에너지 및 탄소발생량을 비교해, 연간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절감량 도출해 비용으로 환산하여, 연간 편익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총 공사비(비용) 대비 개선모델의 편익을 현금흐름할인법의 순현재가치법(NPV)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형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단계

1단계

0단계

공사비 산정

노후주택 선정

■ 노후주택 개선 요소

기존모델
(기존 건축물 조사성능)

개선모델
(Green Remodeling)

기존 건축물 에너지 분석
: 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

개선모델 에너지 분석
: 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

1. 에너지 및 안전 요소별 산정
2. 노후주택 성능개선,
요소별 산정
3. 철거 및 기타공사

총 공사비 산정

에너지 및 온실가스 분석 후 감축량 도출

1. 천정 및 외벽 단열개선(Insulation)

3단계

2. 창호 및 출입문(Window&Door)
3. 기밀 및 누기 (Air Tightness)
4. 냉난방 설비 (Heating & Cooling)
5. 환기개선 (Mechanical Ventilation, HRV)

그린리모델링 경제성 분석(순현재가치법 적용)

(cost)

(benefit)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절감비용
연간 온실가스 절감비용

그린리모델링
총 공사비 산정

6. 조명개선 (Lighting)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결과 분석

7. 친환경 마감자재 (Water Proofing)
8. 방수개선 (Water Proofing)
9. 위생배관 개선 (Universal Design)
10. 기타 계획요소 개선(Universal Design)

4단계

그린리모델링(개선모델) 경제성 분석결과를 통한,
→ 서민주거 안정 정책방향 제안

4. 대상건축물 분석
2) 기존모델 및 개선모델 1차 에너지소요량 분석

4. 대상건축물 분석
3) ECO2 분석결과 및 절감율

4. 대상건축물 분석
4) 개선모델 총 공사비 산정
· 개선모델의 총 공사비 산정은 건축공사
원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에너지성능개선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기

술요소 참고사항(국토교통부, 2018)의
요소별 권장성능을 적용하였으며,
냉난방(EHP), 전열교환 환기장치(건강개
선) 및 안전부문은 별도로 견적을 받아 적

용하였다.

· 총 금액은 2,100만원 수준이었다.
<표14>는 개선모델의 공사범위 및 개선
부위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
환기

4. 대상건축물 분석
5) 개선모델(그린리모델링)의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Costs)과 연간 편익(Benefits) 설정

4. 대상건축물 분석
5) 개선모델(그린리모델링)의 경제성 분석
(2) 경제성 분석기준 및 분석결과

( = (a) – (b) )

5.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정책 개념 제안
1) 건강, 안전 에너지절감 공사비 부분 (59%)

①+②
건강, 안전, 에너지절감 공사비 (59%)

구분
순현재가치

총 공사비

20,981,500원

노후성능 개선공사 (41%)

에너지절감비용
거주자 편익

탄소절감
사회적 편익①

대기오염저감
사회적 편익②

보조금

9,080,830원

504,852원

1,128,671원

-

비율(%)

100%

43.2%

2.4%

5.3%

8.1%

5.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정채 개념 제안
2) 노후성능 개선 공사비 (41%)

<그림 4> 에너지전환정책 연계,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개념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1) 결론

2)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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