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방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
•

2050 건물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
- ‘18년 직접배출량 52.1백만톤
- ‘30년 35.0백만톤(32.8% ▼)
- ‘50년 B안 6.2백만톤(88.1%▼)

[간접배출 저감계획]

전력화

전력수요관리

RE100
재생에너지전환

생애주기배출관리
(재료,공정,폐기물)

Source: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1. 물리적 시간과 비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기간 약 5년
• 기획  설계 - (인허가 심의) - 시공

q 그린리모델링 현황 및 목표 (연간 약 3%?)
공공 약 1,700동
민간 약 64,000동

약 156만동
약 7.3억m2

약 350만동
약 546만동
2
약 16.4억m 약 25.5억m2

(약 1.2%)

2. 수용성
• 분리된 인센티브(임대차)
• 사회적 가치 평가
• 생애주기관리 (Intervention Point)

3. 정책수단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재고

•
•
•
•
•
•

약 546만동
약 25.5억m2

2022

2030

2040

정보제공
규제/의무화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기술지원
인증제도 및 라벨링
유연성제도 활용

2050

v 전체 건축물 재고 약 731만동, 40.6억 m2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
• 탄소중립에서의 그린리모델링의 역할
그린리모델링 : 단열, 창호, 기밀, 냉난방 공조설비 효율향상

전력화 및 연료전환(재생에너지생산)
행태개선/스마트에너지관리
기기효율화: 조명개선, 가전 및 전열설비 효율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건물부문 생애주기 관리와 연계한 단계적 그린리모델링 전략 필요
~2025

그린리모델링

• 선도사업추진
• 기술발굴/인력양성
• 제도개선

~2030
• 연 4% 공공리모델링을
통한 시장확대
• 민간확산 기반 마련

• 개별건물리모델링로드맵수립지원(공동주택)

고효율설비보급

~2040

~2050

• 공공부문 선도적 전환(2045탄소중립)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대 (연 4%)
• 다단계 그린리모델링 추진

• EERS 냉난방설비교체

• 효율관리 (기계전기설비 교체주기(10~15년)에 따른 반복적 개선)

• 형광등퇴출

• 조명기기 효율개선 + 조도기준 개선

고효율전열기기보급 • 소비효율등급제를 통한 단계적 효율향상
연료전환
/에너지생산
행태개선
스마트에너지관리

• 석탄석유연료교체

•

재생에너지연계 전력화

• 건축물 에너지 직접 생산 확대
• 공감대확산
•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확대
• AMI 보급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 기후환경비용 반영 통한 수요 절감

• 요금제 연동 수요관리

• 고효율 건축물 BEMS 자동제어 확대
• 에너지 거래 활성화
• 지역단위 에너지이용 최적화
추소연

건물부문 생애주기 관리와 연계한 단계적 그린리모델링 전략 필요

BEG(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Gebäude)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왜 어려운가? - 공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과정의 한계
•

현장조건 파악 미흡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 계획
à 예산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사 후 사용자 만
족도 향상에도 제한
à 사업추진 주체기피 (건물관리담당관, 설계자, 시공자)

해결방안 제안
•
•

사전기획을통한합리적인사업계획추진 필요
- 사전에현장공사수요및감축잠재량,공사범위,법적조건등을파악
하고, 적절한사업방향 및범위,예산,사업기간,추진방법계획수립

•
•
•

부처간중복사업에따른비합리적인추진과정
주무부서사업기피

•

ZEB전환리모델링민간부분확대방안필요

•
•

임의사용에따른합법적리모델링추진장애
증축및대수선적용시비현실적인의무부담증가

공공건축물생애주기전환기에 그린리모델링(에너지성능개선)의
무화도입
- 단순인테리어개보수및내진보강,석면철거,화재안전보강,노후
설비교체시관련에너지성능개선의무화필요
• 지자체및기관별리모델링로드맵수립(예산및지원인력확보)

•
•

전체공공건축물통합모니터링체계구축및공개
ZEB전환리모델링사업후모니터링,홍보및교육프로그램마련(사
업소개및적용기술소개,효과검증)

•

기존민간건물관리및단계적성능개선의무화를위해만연한위법
사례에대한양성화관리기준마련필요

공공건물 선도적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민간 건물 전환 촉진 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산업 육성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유도(신기술도입장벽 완화 + 리모델링 관련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해결)
공공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별 기간별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필요
(2045년 목표 연 4% 리모델링 필요 / 예산수립 기준 마련 가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왜 어려운가?  민간 수용성(시간비용문제 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확대 장애요인
•

건축물사용자와의사결정권자의분리 (약85%결정권제한)
Ø 건축물재고의대부분이임대용건축물(단독다가구의55%,
아파트약30%,대부분의상업용건축물)
Ø 집합소유구조건축물사용자비중이높음 (약 71.5%)

•

사회·문화·경제적 가치평가의 문제
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이익창출에대한기대심리로인해건축
물을관리하여장수명화하는사회문화부재
Ø 건물의성능정보부족(시장가치평가의근거부족)
Ø 비현실적인에너지가격에따른성능개선동기부재

•

•

기술적경제적수용가능성
Ø 리모델링문화부재에따른비용합리적인관련기술개발미흡
Ø 시장의신뢰형성실패(소비자와기술자모두만족할수없는
시장)–적절한기술표준및가격,보증체계부재
사용중 변화에따른불편함
Ø 공사 자체에대한복잡하고어려움+공사중이전및불편소요
Ø 그린리모델링
시설미사용및활성화를
이전관련다양한비용발생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책적 수단
제도적 지원

금융/인센티브

규제

• 건축물성능의가격반영
(요금,부동산등)

• 기존건축물 성능 • 최저에너지성능
개선에따른금융,
제도도입(기존
재정적지원
건물 단계적성
능향상)

• 에너지가격합리화및
기후환경비용반영
• 시장의 이해도 높은

• 성능에 따라 차
별화된 금융 및
세제 지원

• 기존건물의효
율향상의무부
여(건물성능정
보체계부재 및
임의사용 문제)

• 민간건축물관리
및전문인력 지원
• 취약계층및지역
집단적성능개선

• 임대용건축물
전문건물관리인
제도강화

성능정보공개
• 성능개선건물에대한
PositiveLabeling도입
• 리모델링관련하자보증
및분쟁조정제도정비
• 신기술도입장벽완화
및재실공사관련기술
보급확대
• 신기술도입장벽완화
및재실공사관련기술
보급확대

지원
• 리모델링지원인
프라제공

• 생애전환기성
능개선의무도
입추 소 연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선도적 모델 발굴 및 확산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의의
- 공공건축물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
-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 확대 및 인력양성, 제도적 장애요인 해결
- 다양한 선도사례 및 혁신적인 리모델링 기술의 발굴 및 보급

서울시새장골경로당 ZEB 전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 제로에너지예비인증 1등급
- 에너지자립율 150%(PV10kW)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새마을운동중앙회 쳥소년 교육장
- 리모델링 후 52kW 설치
- 건축물효율등급 1+++ + ZEB3등급
- 단계별 자립율 200% 이상 향상가능

추소연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선도적 모델 발굴 및 확산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목표 및 로드맵 수립 필요
- 연 4% 리모델링 목표 수립 시 2045 탄소중립 가능
- 생애전환공사 시 관련 부분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필요 및 부처간 사업통합관리 필요
(단순인테리어개보수및내진보강, 석면철거, 화재안전보강, 노후설비교체 등)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전담인력 확보 필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선도적 모델 발굴 및 확산
•

서울시 노후 공공건축물 ZEB 전환 사업을 통해 본 제도개선 방향
à 구체적인 개별건물 전환 로드맵수립을 통한 예산 및 실행조직 구축 필요

Source: RE도시건축(2020)서울시소규모공공건축물 ZEB전환유의사항조사,서울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선도적 모델 발굴 및 확산
•

서울시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추진체계 보완을 위한 사업 단계별 과제 제안
à 리모델링 계획 및 시공 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술가이드라인 제공 및 자료화 필요 (민간기술보급에도 기여)

Source: RE도시건축(2020)서울시소규모공공건축물 ZEB전환유의사항조사,서울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선도적 모델 발굴 및 확산
•

공공건물 ZEB 전환 사업을 통한 민간 탄소중립 확대 기반 마련 필요
à 서울시 공공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약 2.2% 수준으로 공공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 불가

q 공공부문 및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의 효과
: 시장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가능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미래세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시설로서 교육홍보효과 큼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에너지복지의 확대
q

ZEB 전환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키오스크 설치

q

ZEB전환 연계 어린이집 유아 및 학부모 기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q

주민공모형 소규모 공공건축물 ZEB전환
리모델링 사업 추진

à 민원완화 및 주민교육 홍보효과 극대화

Source: RE도시건축(2020)서울시소규모공공건축물 ZEB전환유의사항조사,서울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2. 건물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와 시장 가치화
•

건물에너지성능관련 제원 정보의 현실

q 건물에너지소비정보 및 그밖의 인증정보 등재 일반 건축물 5%미만
q 부동산 거래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성능관련 제원정보 부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2. 건물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와 시장 가치화
•

현행 에너지성능평가서의 한계
o 현재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정보 150세대 이상 단지, 3,000m2이상 업무시설 시행중
à 그러나 단지 내 세대별 평균 에너지 사용량으로 산정하여, 주택의 창호를 교체해도
성능에 반영되지 못하며(개별세대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에 대한 동기부여효과 없음),
실제 거주 세대원 수 정보 등 사용자 특성 정보 없이 사용량 등급을 산정해 평가서
만으로 건물에너지 성능 추정 어려움
H아파트 1401동 102호

H아파트 1401동 302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H아파트 1401동 803호

추소연

2. 건물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와 시장 가치화
•

부동산 거래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원 정보 필요
o 건축물 제원 정보 공개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의사결정과정 변화 필요
à 주택 성능의 객관적 비교 근거 확보
à 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 기반 마련

Source: RE도시건축(2020)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2. 건물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와 시장 가치화
•

Positive Labeling을 통한 성능개선 건물의 가치 차별화

Source: energystar.gov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Source: RE도시건축(2020) 단독주택 중소형 건물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추소연

3.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도입을 통한 건축물 품질관리 및 단계적 개선
•

자발적 개선동기가 적은 임대용 건물 최저 성능 퇴출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à
à
à
à

성능이 낮은 부분부터 우선 개선 함으로써 비용 대비 개선효과 극대화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 가능
Intervention Point를 통한 수용성 향상
임의 사용이 만연한 시장 구조에서 건축법 상의 의무보다 부동산 거래시 의무 도입이 현실적

v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너지성능증명서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상의 F와 G 등급의 임대 금지 건물임대는 최소 E등급 이상
v 2018년 새로운 임대계약에 대해 적용을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진행중인 주거용 건물 임대계약으로,
2023년부터는 진행중인 상업용 건물 임대계약으로 확대적용
v 등급 이하의 건물 임대시 벌금 약 16만 파운드
v 2017년 현재 F&G등급 임대호수는 약 30만호
v 임대인-임차인간의 분리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대안
v EPC에 현재 등급과 개선가능한 등급 동시에 표기

à 에너지 평가서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창호나 보일러 등 제원별 최저 성능 제도 우선 도입
검토 가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3.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도입을 통한 건축물 품질관리 및 단계적 개선
•

최저에너지성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원
à 초기 공사 자금에 대한 저리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이나 임대인 소득분위에 따라
EERS/ 에너지복지요금을 활용한 성능개선 보조금 지원
à 공적자금이 투자된 성능개선 비용 분에 대한 임대료 상승률 제한
à 임대료 상승에 대한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할인/ 복지요금à 최저에너지성능 투자
복지할인 구분

가구수(만)

연간 할인 (억원)

장애인/ 상이/ 독립유공자

65

1,252

기초수급자

62.2

1,137

차상위계층

19

168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39

1,441

생명유지

1.1

18

사회복지시설

10

815

전체

296

4,831

누진제 여름철 할인 3년 예산 약 9,000억원
à 1-2등급 창호 약 180만개 교체, 약 700GWh 열손실 방지효과
à 약 200만개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약 700GWh 전력 생산

해당 가구에 연 3만원 이상의 전기세 절감 효과
+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LOCK-IN 효과 + 주거환경의 개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3.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도입을 통한 건축물 품질관리 및 단계적 개선
•

최저에너지성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원
à EERS 활용 성능개선 지원 모델 개발(패키지화)
à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사업의 외부감축 연계방안 마련
à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구축(리모델링 연계방안 마련)

현재 진행중인
한전 EERS
건물효율관련 사업

Ø 최저 성능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으로 사업 범위 확대
Ø 선정기술별로 별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패키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Ø 건물에너지효율화 원스톱 지원서비스
: 진단을 통해 효율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린리모델링과 연계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필요 (참조- 독일 BEG)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3.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도입을 통한 건축물 품질관리 및 단계적 개선
•

모든 인허가 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 최저 성능기준 마련
à 예: 인허가 업종 최저에너지효율 설비기준 도입
(관리가 어려운 소상공 업종 에 대해서도 성능개선 계기 마련)
•음식업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기준이 정해지나 전통시장, 휴게소, 지자체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장, 전시시설, 국제 회의시설,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시도지사가 특례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만들 수 있음.
•학원의 시설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최저에너지성능에 대한 규정 도입 가능(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배출에 대한 기준관련)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병원, 장례식장, 체육시설업 등은 관련 법의 시설기준
개정이 필요함.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민박지원조례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이 밖에 건축조례를 통해 신규 건축물의 최저주거기준이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음(예: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고시원에 대한 ‘안전’ 및 ‘최저주거기준’ 규정)

à 우수 업체에 대한 Positive Labeling 및 지방소득세 감면 등 고려
à 에너지효율개선관련 융자지원제도 도입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독일 프라이브루크
16층 공동주택
패시브리모델링

4. 개별 건물 단계적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지원
•

공동주택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지원

o

2030년까지 30년 이상 공동주택 재고 50%이상 증가 가능  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필요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기간 약 5년 / 재건축 약 7-8년 + 주민합의 기간 소요
: ’30년 이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논의 필요 (기술 재정컨설팅 필요)
: 전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기 고려 아파트 공용부 효율화 (지하주차장 LED 교체 및 디밍제어 시스템 도입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및 개별세대 효율개선 (창호, 보일러, 미니태양광 등) 추진 지원

[주택유형 및 건축년도별 비중]
단독주택 (89년이전)
아파트 (89년이전)
저층형공동주택 (89년이전)
단독주택 (90년대)
아파트 (90년대)
저층형공동주택 (90년대)
단독주택 (00년이후)
아파트 (00년이후)
저층형공동주택 (00년이후)

28%

4% 10%
3%
1%

10%
4%

15%

25%

Source: ‘김유민 외 2인, 온실가스로드맵 구축을 위한 가정부문 원단위 산출,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8’ 자료 재편집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4. 개별 건물 단계적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지원
•

재무컨설팅과 연계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지원

-

EU 및 영국 에너지평가서는 다음 단계로 상향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 기술 지원
: 관련제도를 통한 제도적 재정 지원 연계
독일은 개인의 재무계획 및 재정지원과 연계한 개별 건물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지원
à SOLUTION 패키징화 필요

-

[영국 EPC]

[독일 ISFP]

à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 전문관 지원제도, 집수리 닥터 등을 운영 중이나 건물에너지전문인력이 아님
à현행 에너지평가사는 기술사 수준의 전문 인력으로 소규모로 갈수록 컨설팅 비용 부담이 큼
à에너지평가기사제도 등 전문인력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컨설팅 부담 완화 및 보편화 필요
: 에너지평가기사 제도 등으로 컨설팅 비용 부담 현실화 필요 (평가서 및 컨설팅 보편화 기반)
: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프로토타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
: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통해 장기적인 직업 비전 제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5.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제도 마련
•

ZEB 전환(그린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승 유도 필요

à 현행 부동산 세제 내에서 전환이 가능한 틈새시장 공략 가능 (우선 전환 가능한 시장 최대한 동원)
-

-

ZEB 전환 전제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 완화 (신축주택 취득세율 (공사대금의 취득세 2%, 등록세
0.8%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원시 취득 시 중과세율 4.4%)/주택구입 취득세율 주택가액에 따라
1~3%, (다주택자 중과세율 8~12%)/ 양도세 6-42%/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공동주택 분양소비자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및 보유세 감면
ZEB인증 공공주택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실제 85m2이하 공동주택 건설시 부가세 면제)
ESG 평가와 연계 방안 모색

세제 개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ZEB 차별화/ 인증 합리화(리모델링, 소규모 등)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높이완화)
신축이 어려운
소형노후주택
부설주차장 기준 면제 등

신재생E 설치 보조금
우선지원

공공주택 대출한도 상향/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시행지원)

건축취득세 최대
20% 감면

ZEB 전용 요금제신설

ZEB 분양소비자
융자지원강화 및
보유세감면
참조: 독일사례

거래세, 종부세 감면,
이행강제금 완화

(예: 지열기본요금/
소규모 PPA/
수요반응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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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부동산가치화]

등으로 투자여력있는
자금 유도 필요

추소연

5.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제도 마련
•

기존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 필요
o 자금 지급시기, 다른 지원 자금과의 연계 방안, 신청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 최소화 필요
- 공사기간 중 대금 지급이 필요한데, 사후 융자의 경우 수용성 한계
- 이미 건물 구입이나 다른 이유로 대출이 있는 경우 제한
- 노후배관교체나 석면철거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싶으나 지원시기 불일치
- 신청서 작성을 위한 절감율 계산이나 보고서, 도서작성 비용 등 부대비용 부담

o 이자 지원의 경우, 소유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은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렵거나 융자기간이
투자회수기간 보다 짧은 경우 수용성이 낮음 (사업대상 제한)
o 사업용 건물이 아닌 주택의 경우,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향후 임대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자지원 외에 다른 자금조달 지원 수단 필요 (예- 요금 또는 재산세 연계, 주택관리 서비스, 보조금 등)
- 벨기에 사례나 서울시 가꿈주택 등은 에너지성능개선 외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 보조금 지급
- 2021년 도입된 BEG은 건물주가 보조금, 융자지원, 세제지원 사이에서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 가능

++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한 상환지원금 도입
o

그린리모델링 이후 리바운드 효과에 의해 에너지사용 증가 사례 많음

o 현재의 성능개선율 외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 비율에 따라 상환지원금을 지급
à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 유도 가능
à 지속적인 사용자 절감 노력 및 에너지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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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소연

5.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제도 마련
•

녹색건축관련 기금 운영 및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o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많은 지
자체가 조례로도 기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조성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o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법정 기준 이상의 녹색건축 지원을 위한 녹색
건축기금으로 조성 운영될 필요도 있음
è 대대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공공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간 금융 상품 개발 필요
: 공공이 모든 민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 민간 건물주가 스스로 자금 조성을 하는 시기를 기다리면 탄소중립 목표달성 불가
[EU 금융지원수단에 대한 EEFIG 조사결과]
- 3: 매우 유용하거나 잠재력이 높음
- 0: 효과없거나 잠재력이 없음

Source: Energy Efficiency Financial
Institution Group (EEFIG) (2015), Energy
Efficiency – the first fuel for the EU
Economy How to drive new finance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Final Report
Covering Buildings, Industry and SME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5.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제도 마련
•

EU Renovation Wave와 EU Renovaion Loan / TLTRO 시범사업
o ERL: EU의 새로운 장기(30년) 만기 원금이자 일시상환(Zero Coupon) 대출 제도
o 연금 수익이 줄어드는 노인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저축이 남지 않은 젊은 부분 예산이 없는 건물주
등도 ERL을 통해 딥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만기 시나 부동산 매매 시 등에 부동산 비용으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
o 채무자가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절감 이익은 기간 내에 직접 수용 가능
o 30년간 이자율 1% 수준으로 20,000EUR 대출시 30년 후 약 27,000EUR 이자 포함 상환

o TLTROs: NGO에서 제안한 시범사업으로
ECB(유럽 중앙은행)이 각 은행에 마이너스
이자율로 대출하고 각 은행의 대출 규모에 따라
추가 마이너스 이자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공 (Green Discount Rate)
o 전체 모기지의 1/3을 소유한 시중 은행들이
장기 저금리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가능
o Mortage Portfolio Standard에 따른 차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6. 생애주기 연계형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

개별 건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필요
기존 BRP 지원 제도 및 그린리모델링 융자지원제도의 한계 : 복잡한 지원 절차, 집수리 관련 여러 정책의 분리
(예: 가꿈주택, BRP, 그린홈지원, 노후배관지원 등), 시장의 낮은 신뢰도 등
à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지원의 경우 전문업체가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 처리 :수용성 향상
à 독일 지원체계 (기술지원은 BAFA/ 금융지원은 kfW: 전문컨설턴트가 원스톱 처리)
à 가꿈주택사업의 경우 집수리지원 전문관제도 및 집수리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등 운영
à 시장에 대한 신뢰 형성 필요 (가격, 업역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 및 보증체계구축 필요)

• 독일은 2021년 에너지효율적인
건물에 대한 지원(BEG)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BAFA, KfW 등의
지원체계 통합
* 기존 건축물 BRP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유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총량제, 최저성능 규제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추소연

6. 생애주기 연계형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플래폼 통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적, 법적, 재정적 지원 체계 일원화
o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기술적, 법적, 재정적 컨설팅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o 리모델링 공사가 공정별로 따로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진단 및 컨설팅
과정에서 연계가능한 기존 생애주기 전환 지원사업들을 한번에 연결하여 진행
필요 (예: 석면철거 지원, 옥상녹화 지원,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 사업, 노후
배관교체, 내진보강지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청년주거안정사업, 빈집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부처간 연계 및 통합 추진 필요)
o 보조금, 융자지원, 상환지원금까지 한번의 신청서류를 통해 통합 처리 필요
o 시장의 신뢰도 향상 : 기존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시공사 계약시 명확한 공
사 범위 설정 및 하자 보증 범위 등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분쟁조정기능 및 하자 보증체계 수립도 필요
o 임시거처 지원 등 리모델링 관련 부대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à 지역단위 녹색건축센터 설립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필요
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 독일의 BEG 시스템 (BAFA
기술지원 + KFW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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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절차]
-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참여기업이 행정 서류 작성 및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 지 확인
후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 공공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자금
집행가능
- 복잡한 서류작성 부담 최소화

추소연

6. 생애주기 연계형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유럽의 OSS(One- stop Shop)s 사례
o 주로 주택 소유주나 공공이 쉽게 리모델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 행정지원, 금융서비스
연계 등 토탈 서비스 제공
o 공공주도 외에 대부분 서비스 비용을 받고 지역시장상화에 맞는 신뢰기반 서비스 제공

공공 주도 OSSs

기업주도 OSSs

ESCO기반 OSSs

민간협업 OSSs

Store OSSs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계 프로그램
• 사회적 목표 추구

• 관련산업의 시장확대
및 소비자 관리 수단

• ESCO의 솔루션
확대 과정에서 구축

• 일반적으로
에너지절감이나
비용절감외 다른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표로 함

• 대형 매장으로 리모델
링과 관련된 제품 및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Ile-de-France
Energies(FR),SPEE
Picardie(FR),
RenoBooster(AT),
HomeGrade(BE)

Reimarkt(NL),
CleanTech(DK),
ProjektLavenergi(DK),
BetterHome(DK)

Ile-de-France
Energies(FR),
HolaDomus(ES),
EBRDcreditlines
(SK)

Haarlemse
Huizenaanpak(NL),
RetrofitWorks(UK)

Centerfor
Sustainability(NL)
and
WoonWijzerWinkel
Rotterdam(NL)

[Energiesprong 사례 ]

[BetterHome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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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량 관리를 통한 유연한 감축 경로 모색
자발적 감축에 의존한 성능개선 한계 극복을 위해 개별 건물, 지역단위 총량 감축 의무 부여
•
•
•
•

효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총량 관리로 반등효과 등까지 포함하여 관리
건물 전체에 대한 중장기 단계별 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가능
개별 건물 및 주체별로 효과적인 감축수단 채택 가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 및 시도지사 권한 필요

q 도쿄 Cap and Trade (연간 1,500kl이상 사용 건물)

q 뉴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소유주 감축의무, 감축미달시 부족량 1.3배 감축명령/
-위반시 최고 50만엔 벌금

-2.5만ft2(약 2,323m2)건물 (전체 건물 연면적 60%, 배출량 50%)
-배출한도 초과시 1톤CO2당 268달러 벌금/ 보고서 미제출 벌금 및 징역
-배출권거래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2021년)

q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

출처: 황인창(2021)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à 외부감축 상쇄 (외부사업, 크레딧구입, Re100등)을 통해 비용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감축수단 채택 및 이행 +지역단위 감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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