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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오랫동안자연과어울려살아왔다. 자연의위협을받으면

서, 또 때로는융화되어, 인간만의생존방법을터득했다. 이러한

가운데인간은거대한도시를만들어안락한생활을누렸다. 그러

나, 산업혁명이후자연을조금씩파괴시켜환경오염을발생시켰

다. 환경오염이현대에생활하는도시에서자연으로회귀하고자

하는회귀본능을보이고있다. 즉, 친환경이라는패르다임을낳게

되었다. 이는자연화또는, 도시와자연의동화를추구하고자하

는욕구이다. 이는현대인들을, 대부분은도시속에서자연을느

끼면서생활하고싶어한다. 2005년 11월 8일건축법58조, 친

환경건축물인증제도도입은자연과동화하며살고자하는현대

인들의바램의근간이될것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환경성능인증프로그램을실시한지5

년만에법제화되었다. 이는세계가지구환경에대한위험을주

장하고, 그에따른규약들이점차강화되어감에따라국내에서그

발걸음에동참하기위함으로볼수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는환경성능인증프로그램에서대상건축물의확대를실시했으나,

기존의친환경인증프로그램이활성화에대한개선내용이미약

했던점이아쉽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개선내용은건축성능평가방법과통

합일 것이다. 미래는 건축성능 설계시대이다. 다양하고, 방대한

각종지침과, 친환경평가방법의복잡성이친환경건축설계에걸

림돌이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 복잡한성능평가법을단

순화시켜친환경건축물설계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안이필요

하다. 또일반아파트에비해열소비가많은초고층의재건축단

지가개발되고있는데, 용적률에는효과가있으나열효율에는그

렇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친환경건축물을설계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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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건축면적산정기준도국제표준화에부합시키는것이국제

건축경제적인측면에서중요하다고보여진다.

2-1. 인증실적및적용사례분석

·2002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주공주택도시연구원에서

예비인증 18개 단지를친환경건축물로인증하 고, 그중 14

개지구가공동주택이고나머지4개지구는업무시설이다.  신

청업체모두가우수등급으로평가받았으며, 본인증은4개단

지로최우수1개소(현대산업I-Park) 우수3개단지(삼성물산2

개단지, 신성건설1개단지)가인증받았음.

·토지이용에서인접건물일조권배려는부산망미테라스단지

가유일한곳이며용적률평가에서는삼성래미안울산약사단

지와소수의신도시계획지구만이평가점수가나올수있을뿐

이다.

·수자원투수성포장재사용은신도림대림아파트가유일한곳이

며, 우수저장소설치는몇군데있으나중수도설치된곳은단

한곳에밖에없다.

·생태환경에서표토재활용은죽전5차현대홈타운1개소뿐이

며, 수생, 육생비오톱조성도도심단지는대지여건상적용키

어럽고부산망미, 당감아파트, 포철사원아파트외최근신도시

단지들은점차적으로적용해나가는추세이다

·설비유지관리이용, 단지내하수처리시설, 이산화탄소배출

저감, 오존층파괴물질사용금지, 위해쓰레기의분리수거, 고

기 , 고단열창호, 고효율냉난방에대해서지표자체가설정

되어있지않고건축시스템의질적평가는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에서빠져있었기때문에성능등급제도가도입되었다.

2-2. 현행인증분야별심사지표분석

환경오염이현대에생활하는도시에서자연으로회귀하고자하는회귀본능을보이고있다. 즉, 친환경이라는
패르다임을낳게되었다. 이는자연화또는, 도시와자연의동화를추구하고자하는욕구이다. 이는현대인들
을, 대부분은도시속에서자연을느끼면서생활하고싶어한다. 2005년11월8일건축법58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도입은자연과동화하며살고자하는현대인들의바램의근간이될것이다.

1 서론

2 적용사례분석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 특 집 기 획 ❸ | 이한구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친환경건축물인증센터

■ 표 1. 예비인증 실적
(’05.11.11 기준)

번 호 인증일자 신청업체 건축물명 세대수 등 급 비 고
1-1 ’02. 5.13 삼성물산(주) 울산약사2차삼성래미안아파트2,3단지 435 우수 주택
1-2 ’02. 5.13 삼성물산(주) 울산약사2차삼성래미안아파트4단지 569 우수 주택
1-3 ’02. 8.30 (주)신성 인천삼산신성미소지움아파트 1,030 우수 주택
1-4 ’03. 6. 3 (주)대우건설 안산고잔7차푸르지오아파트 1,312 우수 주택
1-5 ’04. 8.17 대림산업(주) 원동e-편한세상1단지 1,010 우수 주택
1-6 ’04. 8.17 대림산업(주) 원동e-편한세상2단지 1,362 우수 주택
1-7 ’04. 9.20 의왕시청 오전동사무소 - 우수 주택
1-8 ’04.10. 4 (주) 대우건설 화성동탄푸르지오 727 우수 주택

1-9 ’04.11.25
용산공원남측

파크타워(Park Tower) 1,014 우수 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10 ’05. 1.10 (주) 고려개발 양산물금2차e-편한세상 1,032 우수 주택
1-11 ’05. 2.24 (주)서해종합건설 화성동탄서해그랑블아파트 727 우수 주택
1-12 ’05. 7.27 의왕시청 의왕시립중앙도서관 7,064㎡ 우수 업무
1-13 ’05. 8.30 의왕시청 의왕시보건소 5,328㎡ 우수 업무
1-14 ’05. 8.30 의왕시청 의왕시청소년수련관 5,019㎡ 우수 업무
1-15 ’05.10.20 풍성주택(주) 동탄신도시풍성신미주 438 우수 주택

1-16 ’05.10.20
(주)우미산업개발/

동탄신도시우미·제일아파트 1,316 우수 주택
(주)제일종합건설

1-17 ’05.11.9
의왕내손주택재건축

의왕내손삼성래미안 696 우수 주택
사업조합

1-18 ’05.11.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종합강의동 19,494㎡ 우수 업무

■ 표 3.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지표 분석

부 분 범 주

1. 토지이용 1-1. 1-2. 1-3. 1-4.
+ 토지이용 인접 향 교통 거주환경

교통(26.6%) (37.5%) (6.25%) (18.75%)          (37.5%)

2. 에너지 2-1. 2-2. 2-3. 2-4. 2-5.
+ 에너지소모량 자원절약 환경오염 수자원보존 주택관리

환경부하(36.6%) (34.09%) (20.45%) (11.36%) (18.18%) (15.9%)

3-1. 3-2.                    3-3.
3. 생태환경 자원절약 단지내녹지 생물서식
(23.3%) (28.57%) 환경조성 공간조성

(39.28%)                (21.42%)

4. 실내환경 4-1.                4-2.              4-3.             4-4. 

(17.5%) 공기환경 온열환경 음환경 실내공간
(28.57%) (28.57%) (28.57%)         (14.28%)

| 이한구 연구원 주요 약력 |
●기술표준원 KS전문심의위원건설교통평가원
●기술전문심의위원대한주택공사
친환경건축물인증센터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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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및교통분야는지표의26.6%로그중토지이용, 거

주 환경이 각각 37.5%이며, 교통(18.5%), 인접대지 향

(6.25%)순이다.

·에너지및환경부하분야는 16지표의 36.6%로그중에너지

소모량(34.09%) 자원절약(20.45%), 수자원보존(18.18%),

주택관리(15.9%), 환경오염(11.36%)순이다.

·생태환경분야는8지표의23.3%로그중단지내녹지환경조

성(39.28%), 자원절약(28.57%) 생물서식공간조성(21.42%)

순이다.

·실내환경분야는8지표의23.3%로그중공기환경(28.57%),

온열환경(28.57%), 음환경(28.57%), 생물서식 공간조성

(21.42%)순이다. 

2-3. 인증부문별경제성분석

·토지이용및외부환경의중심이되는단지계획설계분야는초기

공사비가 적게들고장기단지유지관리측면에서큰비용이들

지않는데비해평가 자료및점수과다부여로실용성이미약함

·건축구조물의자재및시공은자원과다투입부문으로초기공

사비가타공정에비해많이들고개보수장기유지관리비도초

기공사비에비해비교적많은데반해평가지표및점수가상대

적으로과소부여부여있음

·건축물의유지관리를위한에너지소모비및 초기공사비는보통

정도이나장기운 유지관리비는초기공사비보다훨씬많이요

구되는데비해에너지부문의점수는어느정도주어져있으나주

택단지관리운용측면의경제성비중이비교적적게되어있음

·실내환경분야의초기내장공사비는크지않고장기유지관리

비도보통정도이지만개별인테리어선호도의차이에따라경

제성인식이다르게나타날수있음. 따라서건축구조및시공

생산부문은초기공사비와장기운 유지관리비모두가건축경

제에서중용한부문이므로부문및지표개선이되어야한다.

3-1. ISO수준의설계면적계산기준도입

현행우리의건축법에정의되어있는건축면적, 용적산정기준등

은대지의여유와건축형식이나양식이비교적간단한재래의건

축중심으로되어있다. 그러나현행도시건축설계는건축규모

가 대형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다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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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경제적규모가날로커져가고있다. 건축면적중심의건

폐율, 용적률로는건축공간경제성능분석은어렵다. 특히에너

지소모, 환경요소들의 공학적 계산기능 및 정 성이 떨어진다.

현재의단순한건축공간해석용어인면적계산의용어들만으로

는복잡하고다양한공간기능의과학적해석이어렵다. 건축면적

산정도벽체중심선기준에서내부(안목)치수, 외부(바깥)치수로

세분화되고면적계산도내부면적, 순바닥면적, 구조체면적, 가용

면적, 통로면적, 외피면적 등으로 기능분화 되어야 복잡한 건축

공간에대한정확한계산과효율적인유지관리가될수있다.

①건축면적

- 건물외목(바깥)치수를지표면에대해수직투 하여결정한다. 

- 외부계단, 외부램프, 캐노피, 수평차양, 지붕돌출부, 가로등, 온

실, 옥외화장실등은포함치않음

②총바닥면적

- 모든바닥층면적의총합이다. 바닥층에는완전지하나반지하

층, 지상층, 다락층, 테라스, 지붕테라스, 창고, 서비스공간의바

닥면적이 포함된다. 

- 각바닥층면적은외목치수로계산한다.  

- 각바닥층별로분리계산하며총바닥면적은순바닥면적과구조

체면적의합이다.

③내부면적

- 외벽들이차지하고있는구조체바닥면적을뺀총바닥면적

- 내부면적은순바닥면적과내벽들이차지하는면적을포함

④순바닥면적

- 순바닥면적은바닥면적에서외벽구조체, 내벽구조체, 고정설비

덕트면적을뺀순면적

- 칸막이, 파이프, 이동덕트등떼어낼수있는구성요소들을순

바닥면적에포함시킨다. 

- 순바닥 면적은 ㉠가용면적,㉡서비스면적,㉢이동통로면적으로

구분된다.

⑤구조체면적

- 구조적요소들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총바닥 면적중 내벽, 외벽

등의 폐요소들이차지하는면적과사람이사용할수없는기

둥, 문설주, 굴뚝, 칸막이등이차지하는면적

- 면적계산은바닥면적에서순바닥면적을뺀값으로구함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 표 4. BREEAM의 평가기준
IC : 초기공사비 LCC：장기운 유지관리비

지표 역 구 분 내용 IC LCC

A 외부환경/ 토지이용 △ ○

B 구조, 자재 / 시공생산 ◎ ◎

C 에너지소모/ 관리운용 ○ ◎

D 실내환경 ○ ○

■ 표 5. GBC 2000 평가항목

분야 및 항목
R 자원소비(RESOURCE CONSUMPTION)
R1 전생애에너지소비(Life cycle energy use)

R2 토지이용및생태적가치보전
(Use of land and change in ecological value)

R3 수자원소비(Net use of water)
R4 자재소비(net use of materials)
L 환경부하(LOADINGS)
L1 온실가스의방출(Emission of greenhouse gases)
L2 오존층파괴물질의배출(Emission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L3 산성화촉진가스의배출(Emission of gases leading to acidification)
L4 고형폐기물발생(Solid waste)
L5 액상폐기물발생(liquid effluent)
L6 주변환경에미치는 향(Impacts on sites and adjacent properties)
Q 실내환경의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Q1 공기의질과환기(Air quality and ventilation)
Q2 열쾌적(Thermal Comfort)
Q3 자연채광, 조명및조경환경(Daylighting, illumination and visual access)
Q4 소음과음향(Noise and acoustics)
S 건축시스템의질(QUALITY SERVICE)
S1 적응성과융통성(Flexibility and Adaptability)
S2 시스템의제어성(Controllability of Performance)
S3 성능수준의유지성(Maintenance of Performance)
S4 편의시설의질및대지의개발(Quality of Amenities and Site Development)
E 경제성(ECONOMICS)
E1 경제적성능(Economic performance)
M 입주전관리(PRE-OPERATIONS MANAGEMENT)
M1 공사관리계획(Construction Process Planning)
M2 성능검증(Performance Tuning)
M3 건물운 계획(Building operations planing)

M4 출퇴근교통수요최소화방안
(Measures taken to minimize commuting transport)

■ 표 2.  본인증 실적

번 호 인증일자 신청업체 건축물명 세대수 등 급 비 고
1-1 ’04. 7.13 현대산업개발(주) I’PARK 삼성동 449 최우수 주택
1-2 ’04. 8.13 삼성물산(주) 울산약사2차삼성래미안2,3단지 435 우수 주택
1-3 ’04. 8.13 삼성물산(주) 울산약사2차삼성래미안4단지 569 우수 주택
1-4 ’05. 6.27 신성건설(주) 삼산동신성미소지움아파트 1,030 우수 주택

3인증제도의활성화방안



⑥가용면적

- 순바닥면적중건축의용도와목적에적합하게이용가능면적

- 각층별로분리하여계산하며건물의목적과용도에따라분류

- 가용면적은주가용면적과보조가용면적으로구분한다.

⑦서비스면적

- 폐수처리및배관, 상수도, 난방및온수공급장치환기, 공조,

전화스위치보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등의설비들

을수용하는순바닥면적.

- 기타중앙공급장치등에대해서는각층별로분리하여계산한다. 

- 주요서비스설비및사람이다닐수있게만든샤프트와덕트,

서비스를위한공간의바닥면적들은서비스면적에포함한다.

⑧이동통로면적

- 건물내이동을위한순면적(예, 계단실, 회랑, 실내램프, 대기장

소, 대피발코니)

- 각바닥층에서승강기통로의순바닥면적과일반적인이동을위

한붙박이식이송장치(에스컬레이터)들의바닥면적들은이동통

로면적에포함한다.

⑨건물의외피면적

- 건물의외부구조체표면적으로지표면위나아랫부분을포함.

- 기초면적, 지하층외벽면적, 지상층외벽면적, 지붕면적등.

- 유리씌운표피면적은구분하여계산하고가장낮은기초부분의

면적은포함치않는다.

3-2. 친환경건축물인증지표개선

·친환경건축물심사지표를4개부분(외부환경, 구조성능및시공생

산, 에너지소모및관리운용실내환경)으로균등조정(각12문

항, 25점으로100점기준)하여설계요소간의편차를축소하 다.

·외부환경및단지계획의설계요소부분을전체60% 범위내에

서25%로축소시키는대신구조성능및시공생산부분(B)에구

조내구성(B2), 자원절약(B4)요소를심사지표로추가하 다.

·에너지소모및관리운용(C) 부분은기존의에너지소모부분

을 대폭 축소 시켜 일반 지표와 편차를 줄 으며 주택관리

(C3), 단지 관리(C4) 부분을 대폭추가시켜공동의주택단지

특성과단지주택설계의연관성과우수성을반 토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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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 표 7. KS규격에서 ISO규격인용 사례

A. 건축표면적 산출기준 B. 상호대비활용
1) 건축면적 2) 총바닥면적
3) 내부면적 4) 순바닥면적
5) 구조체면적 6) 가용면적
7) 서비스면적 8) 통로면적 1) 총바닥면적/ 가용면적
9) 외피면적 2) 주가용면적/ 가용면적
①기초면적 3) 내부면적/ 가용면적
②지하층오피면적 4) 총바닥면적/ 순바닥면적
③지상층외피면적 5) 이동통로면적/ 가용면적
㈀외벽유리면적 6) 건축외피면적/ 가용면적
㈁외벽면적

④지붕면적
㈀유리면적
㈁지붕면적

A. 외부환경및생태단지계획

3-3. 친환경건축물인증지표개선(안) 

■ 표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지표의 부문과 범주

부 문 범 주

외부환경
A-1 A-2

A-3 A-4
A

<25점>
토지이용 교통, 인접 향

녹지환경 거주환경
자원절약 생물서식

구조성능
B-1 B-2 B-3

B-4
B 시공, 생산

구조시스템 구조성능 자원절약
시공환경

<25점> 및안전
에너지소모

C-1
C-2

C-3 C-4 
C 관리운용

에너지소모
대체에너지

주택관리 단지관리
<25점> (환경오염)

D
실내환경 D-1 D-2 D-3 D-4
<25점> 공기환경 온열환경 음환경 실내공간

■ 표 6. 건축표면적 산출기준 및 상호대비 활용

규격번호 규격명 제정년도
KSF ISO 6240 건축물의성능기준-내용및표기 2001
KSF ISO 6241 작성원칙및고려사항 2001
KSF ISO 6242-1 온열성능 2001
KSF ISO 6242-2 공기청정성능 2001
KSF ISO 6242-3 음향성능 2001
KSF ISO 7162 건축물의성능표준- 성능평가표준의내용및형식 2001
KSF ISO 9699 건축물의성능표준- 요약서작성을위한체크리스트 2001
ISO 9836 건축성능(면적,용적) 산출기준 1992

A.1 토지 이용 계획 7 10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A.1.1 대지의선정가치 생태학적가치낮은대지활용 2 2
A.1.2 상위계획및 향평가 도시계획과연계수립여부 2 2
A.1.3 토지이용분석및계획 자연지형이용단지설계 3 6

A.2 교통 계획 및 위치 선정 6 8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A.2.1 대중교통/지역중심축연계 대지교통접근성및도보거리 2 4
A.2.2 건축물군의인접대지연향 일조권간섭 향도분석 2 2
A.2.3 자건거도로/주차장설치 자전거도로및주차장계획 2 2

B. 구조체시스템및성능설계생산
B.1 구조 시스템 7 4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B.1.1 모듈치수설계적용 계획모듈, 우선치수적용설계 2 0
B.1.2 부품화설계및신기술적용 부품모듈설계, 신공법 2 2
B.1.3 공간확장성및재활용 리모델링이고려된구조, 부품, 설비등 3 2

B.2 구조체 성능설계 6 2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B.2.1 구조물의내구성 재료의내구연한별설계 2 2
B.2.2 구조체의경제성 구조면적, 실사용면적분석 2 0
B.2.3 재난대비용설계 지진, 홍수, 도난등의방재설계 2 0

A.3 조경 계획 및 녹지 환경 6 15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A.3.1 녹지의적정한배분 녹지축, 인공녹화, 표토재활용 2 6
A.3.2 순환인공녹지조성 수, 육색비오톱조성과기법평가 2 4
A.3.3 우수이용, 부가계획 투수성포장, 우수활용기법 2 5

A.5 추가항목 5 6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A.5.1 기존자연자원보존물 10% 이상 3 3
A.5.2 수경시설및운동시설설치 5% 이상 2 3

A.4 단지계획및외부환경 6 7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A.4.1 주변환경과연계성 녹지축연계, 접근성, 동선계획, 2 4

A.4.2 커뮤니티시설설치 주차장, 주거동, 광장, 놀이시설, 
2 3

편의시설의배치계획

A.4.3 단지내·외부개방감 스카이라인, 외부경관, 외장색채등 2 0
(분양성, 통풍성, 경관조명계획)

항목 통합기준 배점 기존배점 비고
A.1 토지이용계획 7 10
A.2 교통계획및위치선정 6 8
A.3 조경계획및녹지환경 6 15
A.4 단지계획및외부환경 6 7
기본 소계 25 40 25%
A.5 추가항목 5 6

<통합기준별배점종합집계>

■ 그림 1. 주요 면적의 표기

B.3 자원 절약 및 가변성 6 12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B.3.1 자원재활용자재적용 친환경인증제품의사용여부 2 3
B.3.2 주요구조부의재활용 골조부품재등의재사용계획 2 7
B.3.3 건물의용도변경가능성 가변성및설비인프라구축 2 2

B.4 시공 환경 및 안전 대책 6 2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B.4.1 자연환경훼손최소화 시공계획수립/자연지형이용 2 2
B.4.2 인근주민공해및민원방지 소음, 진동, 분진, 교통등대책계획 2 0
B.4.3 지하중요관로매설등 오배수, 가스, 전기, 통신관로작성 2 0

B.5 추가 항목 5 1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B.5.1
장애자, 노약자, 배려설계

설계기준준수 3 0
단지, 주택의노약자배려

B.5.2
건축물중량축소

산출평균값 2 0
단위면적별중량

항목 통합기준 배점 기존배점 비고
B. 1 구조시스템 7 4
B. 2 구조체내구성 6 0
B. 3 자원절약및가변성 6 12
B. 4 시공환경및안전대책 6 2
기본 소계 25 18
B. 5 추가항목 5 0

<통합기준별배점종합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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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란명칭으로집합주택이보급되기시작한지 40여년 만에

국민의절반이상이거주하는주거공간이되었다. 아파트는주거

수준은높 지만, 공간환경의질적향상에는문제점이있는것으

로보인다.

그동안 물량공급 위주의 물리적 성능중심에 한정한 품질향상은

주거공간의친환경, 생태환경을위한건축설계에미흡했다. 국민

의건강한주거와행복한삶은친환경건축인증제도의활성화를

통해이루어질것이나, 이에개선이요구된다.

첫째, 증빙서류의간소화다. 향후주택의설계및준공검사단계

에서 보편타당한 주택품질, 성능확인의 설계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한인증제도의활성화방안은우선건축물군별로분화되어있

는지표및항목을통합시켜야하며현재의첨부징빙자료도축소

시켜야한다.  또한건축물성능등급제도와통합시켜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재·구법의생애주기평가법과, 에너지부분의부분과락

제의도입이다. 현재의이상적인친환경설계기준지표와부문에

대해서보다실용적인건축물의경제성평가와기타성능의주요

기준이되는구조시스템과유지관리비최소화를위한자재, 구법

의생애주기평가법등이도입되어야한다. 에너지부문의점수평

가는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2개 부분으로 평가하고, 부분과락

(40%미만점수)제의도입이필요하다.

셋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보험가입의 필요이다. 건축기술

의발전을유도하기위한인증제도의개선방향은예비인정단계

에서설계도중심의심사가주가되겠지만, 준공단계의본인증심

사단계는공간의성능과구조체성능을종합하여검사하고체크

하는 부분별 정 기계검사와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대해서는보험으로보장되는연구가요구된다.

넷째, ISO에근거한면적, 용적산정기준의도입이다. 현행국내

건축법과건축물설계개요인건축물의건폐율과용적률만으로는

다양한형태와내용을담은건축설계성능평가에한계가있다. 따

라서 ISO건축성능기준을도입하여건축물의경제성과면적, 용

적산정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맞추어 국내건축법의 개정에 대해

검토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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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대체 에너지 및 환경오염 6 2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C.2.1 대체에너지설계 태양열, 전기난방시스템적용 2 2
C.2.2 녹색에너지설계 공기청정용에너지이용 2 0
C.2.3 냉난방시스템 냉방시스템적용자연환기 2 0

C.3 주택 관리 및 시스템 6 0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C.3.1 입주자주택운용 주택관리S.O.P작성배포 2 0

C.3.2 발코니공간의활용
열효율유리적용및

2 0
결로방지재료적용

C.3.3 전기, 통신확장준비 초고속통신망/HA 적용계획 2 0

C.4 단지 관리 및 시스템 6 0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C.4.1 단지안전관리시스템 지중층주요관로매설도작성 2 0
C.4.2 건설시오물처리계획 동당, 층당, 가건물오물처리 2 0
C.4.3 공용공간및커뮤니티관리 주차장및공용시설에너지관리 2 0

C.5 추가 5 6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C.5.1 폐열회수시스템적용
단위세대및공용설비시설의

3 4
폐열회수시스템설계

C.5.2
생물학적하수처리 질소(N), 인(P) 등의채집기능이

2 2
시스템적용 갖추어진하수처리시스템

D.3 음 환경 6 8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D.3.1 차음설계 층간바닥충격음방지설계 2 4
D.3.2 설비소음 급배수소음저감설비설계 2 2
D.3.3 외부소음차단 발코니차음창및환기설비 2 2

D.4 실내 환경 6 6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D.4.1 녹지공간조성 건물내녹지및식생물설치 2 4
D.4.2 자연환기설계 창호의개폐율및총풍량계산 2 2
D.4.3 위생실환기설계 배기시스템및균발생제거설계 2 0

D.5 추가 항목 5 0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D.5.1 냉낭방설계도입 통합냉난방설비시스템적용 3 0
D.5.2 지중열이용설계 지중온도이용냉난방설계 2 0

C. 에너지소모및관리운용시스템
C.1 에너지 절약형 계획 7 12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C.1.1 에너지절약형계획 에너지소비성능설계 3 12
C.1.2 열섬현상방지설계 외단열공법자재, 적용 2 0
C.1.3 건물형상평가 바닥면적당외주면적평가 2 0

D.2 온열 환경 및 절수, 효율 설비 6 0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D.2.1 효율장비, 설비적용 고효율설비, 장비및절수설비 2 0
D.2.2 실내공기습도조절 설비시스템및자재적용 2 0
D.2.3 부엌환기및배기 부엌및조립식환기설비 2 0

D. 실내공기및내부환경
D.1 공기 환경 7 8

항목 통합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존배점
D.1.1 공기정화설비 외부공기도입및배기장치 2 2
D.1.2 건강자재적용 VOCS 저방출자재사용 2 6
D.1.3 실내공기관리 IAQ 관리계획 3 0

항목 통합기준 배점 기존배점 비고
C. 1 에너지절약형계획 7 12
C. 2 대체에너지및환경오염 6 2
C. 3 주택관리및시스템 6 0
C. 4 단지관리및시스템 6 0
기본 소계 25 14
C. 5 추가항목 5 6

<통합기준별배점종합집계>
항목 통합기준 배점 기존배점 비고
D. 1 공기환경 7 8
D. 2 온열환경및절수, 효율설비 6 0
D. 3 음환경 6 8
D. 4 실내환경 6 6
기본 소계 25 22
D. 5 추가항목 5 0

<통합기준별배점종합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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