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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단지 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건축계획방법에 관한 개념적인 정립을 하고, 이를 거주자, 설계자,

환경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

화적인 아파트단지 계획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설계

자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

   

 2) 거주자들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건축을 중요시하

고 설계자들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높이는 건축을 중요시 한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시 에너지절약형 건축, 환경오염최소화 건

축, 자연친화형 건축 개념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계획요소로는

옥외녹지공간 조성, 자원의 보존, 에너지 소비절감, 자원의 절감, 공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방안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구 분 기본 개념 기 본 계 획 요 소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

  자연에너지 이용 방안
에너지 절약형

건축
  폐(열)에너지 이용 방안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안

  자원을 절감하는 방안
자원 절약형 건

축
  자원을 보존하는 방안

  공기(대기)오염 방지 방안

  수질오염 방지 방안

자연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건축
환경오염의 최소

화 건축
  폐기물 처리 방안

  옥외 물의 공간 조성 방안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자연 친화형 건

축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높이는 건축 지역 특성화 건

축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



-   -5

3) 아파트 단지 계획과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세부계획요소

를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구  분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부지계획

  기존 지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개발

  기존의 녹지를 활용하는 개발

  지역 고유의 자연 생태계 보전 개발

  부지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

  부지의 자연에너지의 존재 여부 조사

  지역여건(지역경제, 밀도, 풍습, 여론)
  을 고려

  투수성 도로포장

차량

동선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 체계

  단지내 자동차의 이용을 줄임

  인간척도를 기준으로 한 도로계획

  대중교통 수단 및 대체수송수단 이용

  단지 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의

설치 계획
동

선

계

획 보행자

동선

  넓은 보행자 도로 계획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주거동 배치계획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건물 배치

  주풍향을 고려한 건물 배치

문화와

지역의

고유성

  그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 도입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사용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건물

디자인

  자연냄방을 고려한 실내공간배치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배치

  실내로 자연채광의 최대한 유입

  건물의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 적용

  실내 녹화 계획건

축

계

획

건물

재료

  외피의 축열성, 단열성이 높은 재료

  3중창, 열반사유리, 차양장치

  내구성과 수명이 긴 재료

  재료의 투입량을 절감
  자연재료의 사용

  폐자재의 처리 계획

  건물 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의

  평가 및 선정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사용

조경계획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의 식재

  비오톱, 소생물 공간 조성

  외부공간의 녹화(녹도, 산책로 등)
  옥상, 벽면, 지하주차장 상부 녹화
  채소원과 유실수의 재배공간 조성

  콤포스터 설치(공동 퇴비장)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 계획

  실개천, 분수, 저습지 조성

설비시스템 계획

  고효율의 설비기기의 사용

  우수 저장 시설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중수 시스템

  태양열 급탕 설비 시스템

  태양전지(광) 시스템

  쓰레기 소각열 및 폐열을 이용한 난방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
  지중(냉)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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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의 무분별한 이

용으로 에너지원 및 자원이 고갈되고 대기 및 수자원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

한 환경문제는 국지적,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1987

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1992년 리우회담, 그리고 1996년 제 2 차 UN 환경

회의(UNEP)에 이르기까지 수십차에 걸친 세계규모의 환경회의를 통해 소

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불가피성이 합의되고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별 CO2 배출량 제한 조치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Green Round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정치·경제적

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기준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

능한 개발이론을 적용한 환경친화건축, 생태건축, 그린건축, 환경공생주택

등의 새로운 건축 개념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분야에서 주택건설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

파트 단지의 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원보

존은 물론 주민들의 삷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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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택지부족의 문제로 주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주자들의 삶의 질적인 면을 무시한채 물량공급에만 치중

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많은 양의 자재 및 에너지

의 사용, 건축 폐기물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어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해

왔다.  최근 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관심에 편승한 판매전략으로 환경아

파트, 그린아파트, 생명존중아파트 등이 상품화되고 있으나, 이는 지속가

능한 개발의 이론에 따른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지속가능한 개

발 이론이 건축분야에 도입되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

법과 환경과의 친화성을 높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설계방법들이 주거단

지 계획과정에 접목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거주자들의

환경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이해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설계자와 시공자의 기술수준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일반 거주자들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단순히 녹지의

확보나 특성 건축자재의 사용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설계자나 시공자의

인식수준도 일반인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단지 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건축계획방법에 관한 개념적인 정립을 통하여 설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 계획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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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입각한 건축이론을 정리하고 현

재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외국의 환경친화적 건축 방향을 조사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건축 개념과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을 위한 계

획요소를 정립한 후,  아파트 거주자와 건축 설계자 및 건축환경분야 전

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축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의 내용과 동향

  - 지속가능한 설계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설계방법 및 구성요소 도출

 2)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내·외 환경친화형 건축의 연구동향

  - 국내·외 환경친화형 건축 개념에 대한 사례조사

  - 국내·외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적용사례 조사

  

 3)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 (아파트 단지의 계획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한 설계원리를 도입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도출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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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문 조사

  - 아파트 거주자와 건축 설계자 및 건축환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인지도와 적용가능성 및 필요성 등의 분석

 5)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의 계획방향 제시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요소에 대해 평가

 -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계획방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연구의 목적

문 헌 조 사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
 (지속가능한 설계)

  환경친화 건축 개념과
  평가 방법

 지속가능한 설계이론과
환경친화 건축이론의 종합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
(아파트 단지 계획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

아파트 거주자
건축 설계자

건축환경 전문가

분석 및 평가

환경친화적 건축의 방향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의 계획방안 제시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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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동향

  

  인류문명을 고대로 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특히 18

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생활양식은 물론 사고체계까지 변혁시키는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폭발, 자원의

고갈,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 생태계의 교란, 기상이변의 위협, 핵무기의

양산 등의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

다.  세계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대도시는 매일 1만톤의 연료와 70

만톤의 물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자원·에너지의 소비를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따르는 폐기물의 증가는 필연적이다.1)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들

은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이 새로운 개발이념으로 발

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ty)이란 말은 19세기에 등장하였는데 환경운동이

도래하면서 이 개념을 도입한 환경정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

직 초기단계이어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많은 정의와 의미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자들은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풍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고  생태학자들은 범지

구적 관점에서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서 관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공통되고 일반적인 목표는 인간이 지속

적인 삶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1) 김명자, “환경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 지속가능한 발전”, 대한건축학회 국제심포지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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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구환경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지속가능한 개

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자는 개

념으로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1970년대 이후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82년 `국제환경회의(UNEP)'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987년 유엔총

회에서 결의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으

로 발전되면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 개발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한 `리우선언'을 채택하게 됨으

로써 일반화되었다.  또한 1987년의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런트런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이 보고서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

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1)  이전까지 자연과 개발은 서구합리주의 기계론의 영향 아래 대

립적 개념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이제 인류는 우리 후손의 복리를 저해하

지 않는 한계에서 현재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의제21(agenda 21)'로 약칭되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은 리우

선언이 천명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침에 관한 각국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아

래 CSD라고 약칭하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우

리나라는 1993년에 이 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해 6월에

열린 제 1 차 이사국 회의에 참가한 바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의

                                                                
2) 양병이, “지속가능한 설계”, 『환경논총』,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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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1]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결정하는 등 유엔환경

개발의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환경선언이나 [의제 21]이 그 자체로서는 어떤 구속

성을 가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선언이나 협약이 앞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환경규제 및 이와 관련된 의정서의 합

의를 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대의명분으로 굳어진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우리

나라는 좋든 싫든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

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

책회의를 설치하고, 그 총괄부서인 환경부 아래 지구환경실무 대책회의

및 지구환경 대책기획단을 두어 필요한 각종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은 기존의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은 물론이

고 기존의 각종 사회정책 및 정치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커

다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1)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론을 건축이라는 공간에 접목한 지속가능한 건축

은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면서 보다 쾌적하고 인간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건축의 방향은 지속가능

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으로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p.9-1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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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개념

  근래에 들어 대두된 지속가능한 설계 이론은 도시설계, 단지설계, 조경

설계, 건축설계,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섬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에

서의 설계행위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론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생산에 있어서 자재의 원료추출과 생

산, 건물의 시공과 사용 및 폐기 단계까지 전 수명기간중 에너지와 자원

을 절약하고, 수명이 다한 건물의 재사용 또는 부품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꾀하는 설계를 말하는 데, 이 과정에서 건축

물을 생태계의 일부로 만들어 물, 공기, 토양 등 자연의 순환체계를 거스

르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와 장소성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은 접근방법에

따라 `그린건축', `환경친화건축', `생태건축' 등으로도 일컬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불리어지는가에 관계없이 앞으로의 설계과정은 자연의 원리를 기

본으로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설계방식보다 지속가능한 설계를 함으로써 더 경제적이고 환경

적이며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비용,

물, 쓰레기처리비용, 건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은 자연적인 순환과정에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경제원리 측면에서 보면 건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기준으로 환경친화적 건축 설계는 여분의 비용이 투자됨으로써 회피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적 건물이 생애동안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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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너지절약 비용과 환경보존의 효과 등은 재실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1 지속가능한 설계의 원칙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설계에 있어서 설계원칙의 모델이 되는 것은

다음에 열거되는 하노버원칙(Hannovor Principles)1) 혹은 지구를 위한 권리

장전(Bill of Rights for the Principles)1)이다1).

 1) 건강하고 상호지원적이며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조건에서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2) 상호 의존성을 인정한다.  인간을 고려한 설계요소는 모든 규모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함축성을 가지고 자연세계와 상호교류하고 의존한다.

 3) 정신과 물질이 관계를 존중한다.  정신적 자각과 물질적 자각간의 연

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주거, 산업, 무역을 포함한 인간정주의 모

든 국면을 고려한다.

 4) 설계결정이 인간의 복지와 자연시스템의 생명력 그리고 공존할 권리

                                                                
4) 독일 하노버시에서 개최되는 EXPO 2000을 위해 개발된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설계원칙

에 모델이 됨
5)  U. S.  National Park Service, Denver Service Center, 1993
6) 양병이, “지속가능한 설계”, 『환경논총』,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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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5) 장기적인 가치를 갖는 안전한 물건을 만든다.  생산품의 부주의한 생

산과 부주의한 생산과정 및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

험성을 관리하고 주의깊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넘겨

서는 안된다.

 6) 쓰레기라는 개념을 제거한다.  쓰레기가 없는 자연시스템 상태에 접

근하도록 생산품과 생산과정의 모든 일생주기(life cycle)를 평가하고 적정

화해야 한다.

 7) 자연에너지 흐름에 의존한다.  인간을 위한 설계는 생명의 세계와 마

찬가지로 영속적인 태양열로 부터 창조력을 얻어야 하며 책임있는 용도를

위해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통합시켜야 한다.

 8) 설계의 한계를 이해한다.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는 않으며 설계가 모

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창조하고 계획하는 자들은 자연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자연을 피해야 하거나 통제해야 할 불편함으로 삼기 보

다는 하나의 모델이나 훌륭한 스승으로 취급한다.

 9) 지식을 나눔으로서 꾸준한 발전을 모색한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고려와 윤리적 책임을 결부시키고 자연적 과정과 인간 활동간의 통합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동료와 후원자, 생산자와 이용자간에 공개적이고

직접적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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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의 원칙

  위의 원칙을 건축적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건축가를 교육하기 위해 미국

국립 오염방지 센터(The 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nter)에서 발행한 지

속가능한 설계의 원칙는 다음과 같다.1)

 가. 자원의 절약(Economy of Resources)

  자원 절약의 원리는 건축물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되는 재생불가능한 자

원의 절감을 말하는 것이다.  건물에 투입되고 배출되는 재생불가능한 천

연자원(Natural Resources)과 제조된 자원(Manufactured Resources)은 건축자

재의 생산에서 부터 인간이 활동하는 지속되는 환경을 유지하는 건물의

생애주기까지 계속된다.

 1.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방법은 투입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화석연료의 소

비를 줄이는 것이고 대체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건물은 난방, 냉방,

조명 뿐아니라 건물의 건설시에도 에너지를 소비한다.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획득되어 제조되고 건물의 부지까지 수송되어야 한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2. 물의 절약

  물의 절약 방법은 투입의 절감과 배출의 절감이 같이 진행된다.  일반

적으로 건물에 공급된 물이 하수도로 버려지는 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줄

                                                                
7) The National Prevention Center for Higher Education, 『Sustainable Design and Sustainable

Building Material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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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3. 건축자재의 절약

  건축자재의 생산과 소비는 지역, 지구환경에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재료의 추출, 생산, 제조, 수송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건축자재의

절약을 위해 투입과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물의 경우와 같다.

나. 생애주기를 고려한 디자인(Life Cycle Design)

  이것은 건축 자원이 채취되어 자연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생애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다.  생애주기 디자인의 원리는

재료가 하나의 유용한 형태에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과 재료의 유용성

이 끝이 없다는 개념에 바탕을 둔다.  이런 점에서 생애주기 디자인은 실

제로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접근 방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 건설 전 단계(Pre-Building Phase)

  건설 전단계는 부지선정, 디자인, 건축자재가 채취되어 생산되고 수송되

는 과정을 포함하나 설치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과정은 구조의

설계, 향 그리고 주변 경관과의 관계, 그것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재료의

타입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조사한다.  재료의 채취과정이 환경에 영향

을 주게 되는데, 예를들어 벌목을 하는 것은 숲을 황폐화시키는 것이고,

자원을 파내는 것(철강, 알루미늄, 모래, 자갈 등)은 자연환경을 파괴시키

는 것이다. 또한 건축자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오

염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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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 단계(Building Phase)

  건물 단계는 건물의 생애주기단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건물이 실제로 지

어지고 유지되는 동안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자원의 소비방법을 시공과 운영과정에서 조사하여야 하고 장기간 건

물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주자의 건강문제도 고려되어야한다.

 3. 건물 후 단계(Post-Building Phase)

  이 단계는 건물의 생애가 끝난 이후를 말한다.  건축자재는 다른 건물

의 자원이 되던가 폐기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자재의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ing)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 인간적인 디자인(Humane Design)

   자원의 절약 그리고 생애주기 디자인은 물질적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인간적인 디자인은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지구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들

의 삶과 연관된 것이다.  이 원리는 생물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간주

의에서 발생되었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생태계의 사슬을 보존해야 하

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선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생의 70%이상을 실내환경에서 보내게 되는데 거주자

의 안전, 건강, 심리적 쾌적감, 복지 그리고 생산성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건축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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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조건의 보존

  자연조건의 보존 전략은 건축가가 건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는 것을 말한다.  현존하는 지형, 식물, 동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시설계와 부지계획

  도시설계와 부지계획의 전략은 개개 건물의 범위를 넘어선 넓은 범위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원리를 말한다.  동네, 도시, 더 넓은 지역은 에너지와

물의 수요를 줄이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 쾌적감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환경의 쾌적감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 방법은

작업과 가사환경의 쾌적성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며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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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계획방법 및 구성요소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를 계획하는데 있어 계획방법과 구성요소를 부지이

용계획, 건축계획, 에너지계획, 교통계획, 물관리계획, 쓰레기처리계획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1)1).

 

 2.3.1 부지이용계획

 1. 부지선정

  지속가능한 설계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개

발가능한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기존의 설계과정에서 무시되었던 문

제들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깨끗한 공기, 물, 토양이 유지되고;

태양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획득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작업장, 학교, 상업시설등 각종 공공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공급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않고 개발할 수 있

어야 하며; 부지내의 기존의 건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부지는 선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부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분석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8) Robert Hsi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ustainable Community Design』, FLORIDA A&M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1996
9) Dianna B & William B. 『A Primer on Sustainable Buiding』. Rocky Mountain Institute. 1995
10) Leslie Starr Hart, 『Guiding Principle of Sustainable Desig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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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선정하는 필수요소이다.  부지를 분석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아래

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중요성을 지닌 부지는 보호되어야 한다.

2)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부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태양, 수자원, 지열, 풍

력 등)·자원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자연환경 파

괴를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4)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을 조사한다.  (교통시설의 근접성 여부와 자동차

의 이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건)

5) 부지의 자연적 특성들을 조사한다. (토양, 지형, 식생, 야생동물 등)

6) 지역의 기후분석을 한다. (연평균기온, 강우량, 습도, 풍속, 풍향 등)

7) 지역의 지역적 환경(지역경제, 인구밀도, 문화, 풍습, 여론)을 조사한다.

8) 기존 건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2. 부지개발

  지속가능한 부지개발의 기본전제는 지역환경과 문화환경을 고려하는 것

이며, 부지의 자연적 특징과 생태적 특징을 지역문제의 우선사항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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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의 고유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의 도시환

경이 불모지와 같은 형태로 개발된 것은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결과이다.

  지속가능한 설계 원칙에 입각한 부지개발은 지역의 고유 특성, 문화, 생

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부지개발에는 아래의 요

소들이 요구된다.

1) 기존에 황폐된 부지를 재활용, 재사용, 재이용한다.

2)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보존한다.

3) 부지의 지형에 따라 건물과 기본시설을 개발한다.

4) 부지의 자연적 특성(물, 토양, 식생, 동물)을 보전한다.

5) 자연과 주거환경을 근접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넓히고 자동차의 사용

을 줄인다.

6)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과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

한다.

7) 투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배제한다.

 3. 조경계획

  조경은 실제 건물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설계에서의 조경은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의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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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수목의 기능은 차양의 역할로 냉방부하를

줄여주고 자연스런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며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

소를 흡수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조경계획은 30%의 난방비, 50%의 냉방

비 그리고 80%의 외부공간에 대한 물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1)  환경친화

적인 조경은 에너지절약적인 측면 뿐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주위의 공기환경과 물환경을 향상시킨다.  또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조경의 역할은 인간적인 쾌적감을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한 조경계획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향토수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2) 수목은 건물과 외부공간의 기후조건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 활엽수는 여름엔 냉방효과를 겨울엔 일사량을 증가시킨다.

 - 여름엔 바람을 유도하고 겨울철엔 바람막이의 역할을 한다.

3) 자연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지형 형태를 이용한다.

4) 물소비가 적은 수종을 적절히 배치한다.

5) 콤포스터를 이용하여 유기비료를 생산한다.

  - 생활쓰레기량과 화학비료의 양을 줄인다.

6) 친녹공간 조성 -녹도(green way), 산책로, 조깅코스, 지하주차장 상부의

녹화.

                                                                
11) Andy Moffat & Marc Schiler, “Energy-Efficient and Environmental Landscapi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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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수공간 조성 -비오톱, 소생물공간(연못), 실개천, 분수, 저습지, 자연

학습장.

 4. 단지내의 실용녹화

  조경과 관련하여 유실수재배 같은 실용녹화는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많

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것

은 자급자족으로 지역경제와 거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뒷마당이나

단지의 한 부지위에서 경작을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모든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에서는 설계방법으로 실용녹화의 개념을 도입

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  실용녹화를 위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단지내에 실용녹화를 위한 적당한 필지를 제공한다.

2) 거주지역에서 경작을 하기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생명력이 강한 소품종을 개발한다.

 2.3.2 건축 계획

 1. 다양성

  생태학적 용어로 다양성(Diversity)은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칭하는데 지

속가능한 설계에서의 다양성은 사회, 문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효화하

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다양성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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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보다 많은 단지가 휠씬 건전하게 된다.  단지의 배치에서도 다양성이

적고 동질하게 배치된 지역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동차의 이동이 증가되고

에너지 낭비와 거주성의 떨어져 슬럼같은 지역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와같이 단지에서의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설계에서 있어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1) 단지의 형태를 분리형보다는 조합형으로 구획한다.

2) 거주민의 거주형태를 다양화 시킨다. - 평형, 규모의 다양화

  

 2. 건물 디자인

  지속가능한 건물의 디자인에는 세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

은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보전하는 디자인, 환경

친화적인 건축재료를 사용한 디자인이다.  환경친화을 추구하는 건축가는

이 세가지 요소를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인

발전이 없었던 때에도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은 많은 나라에서 존재했다.

예를들어 눈과 얼음으로 지어진 이글루(igloo)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열

효율도 우수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런 풍토에 맞게 지어진 건축물들은

기후조건을 극복하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한방편으로 수세기를 거치면

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자연채광 뿐아니라 자연형 냉·난방의 효과를 얻

기 위한 태양에너지의 이용은 이집트, 그리스, 중국, 아즈택 등 많은 고대

문명을 가진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에어콘과 보일러의 발명은 자연을 이용하는 많

은 기술들을 후퇴시켰다.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의 이용은 건축가들에

게 외관을 위주로 하는 설계에만 치중하게 하였고 자연과 과학기술을 조

화하기 보다는 자연원리를 무시한 과학기술에만 의존하도록 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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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건축은 이러한 과학기술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계획에 적용되는 기본적 원리들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건물의 배치시 태양 방위각을 고려한다.

 - 겨울철 태양열 획득을 위해 건물형태를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한다.

 - 건물의 외벽, 창의 크기와 위치, 차양의 크기, 실배치를 계획할 때 연

중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고려한다.

2) 주풍향을 고려한 형태로 건물을 배치한다.

3) 미기후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경계획을 한다.

4) 건물의 외피재료로 축열·단열재료를 사용한다

5) 건물외피의 색채는 복사열 획득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6) 창의 크기, 형태, 위치는 열획득과 자연냉방 그리고 자연채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일사량을 조절하기 위해 차양장치를 설치한다.

8) 체적에 대한 표면적비를 가급적 최소로 한다.

9) 실내공간은 자연냉방을 고려한 배치를 한다.

10) 실내공간은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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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채광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치를 한다.

 3. 문화·지역의 고유성을 보전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건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요소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므로 건물설계에 대한 해결책을 그 지역의 특성을 지닌

건물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에너지 효율적인면 뿐아니라 지역의

문화, 풍습, 장소성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1) 가급적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 지역의 고유성을 보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재료수송에 드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한다.

2) 지역경제를 위해 그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한다.

3)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을 적절히 도입한다.

4. 건축 자재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선택은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건축자재의 선택에서 기준이 되었던 것은 주로 경제

적 비용으로, 재료의 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초기비용이며 자재를 생산하

고 수송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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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자재의 초기비용과 수명, 독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지속가능한 재료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평

가(Life Cycle Assessment 또는 cradle to cradle)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재료의

원료 채취에서 건물에 사용되어 폐기되는 단계까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료뿐 아니라 건물자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들이 건축자재의 선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 건물을 파괴하는 것 보다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건축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3) 건물부지에서 자재 생산지와의 거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생산지와 부지의 근접성 여부는 재료수송에 따른 환경영향과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4) 내재된 에너지(Embodied energy)는 자재의 생산에 포함되는 총 에너지

비용으로 건축자재의 정확한 비용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5) 자재 부산물(폐자재)의 처리 방안을 고려한다.

6) 자연재료(석재, 목재 등)를 사용한다.

7) 제품의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지속가능한 재

료는 교체에 드는 비용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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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에너지계획

  현재 우리사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에너지사용은 지속가능한 원리를

무시한 것이었다.  화석연료의 채취, 정제와 수송과정은 대기오염의 원인

이 될 뿐아니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자

동차와 건물에서 소비되는 화석연료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지구온난화,

산성비등 환경오염원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어 에너지에 대한 대책 마

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의 원리는 두가

지 접근이 가능한 데, 첫째로 에너지보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다.

 1. 에너지 보전과 효율성

1)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기계설비시스템 보다

자연형 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한다.

2) 에너지 고효율성 기기의 도입 - 에너지 고효율의 에어콘, 보일러, 조명

기구등 자동제어장치의 개발은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3)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조화

   

 2. 대체 에너지원

1)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부지의 자연특성과 기후조건을 조사한다

2) 태양에너지 - 태양열 냉난방 및 급탕, 태양열 발전, 태양전지 등

   
3) 풍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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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력에너지(수력에너지의 사용은 지역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5) 지열에너지

6) 바이오매스에너지

7) 폐열에너지

 2.3.4 교통계획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의 증가는 도시의 규모를 보행자 위주에서

자동차 위주의 규모로 변화시켰다.  근대 이후 도시환경은 자연색인 녹색

이 사라지고 콘크리트의 회색 사막으로 변화하였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

면서 자동차의 이용은 편리성을 주었지만 대기오염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태양열자동차 등이 개발

되고 있다.  대기환경의 최대오염원인 자동차는 도시의 거주성을 해치고

있고,  또한 대기오염, 소음발생,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무분별

한 도로포장로 인해 우수는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도시의 오염물질과 함

께 방출되어 강, 호수, 해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지속가

능한 교통계획의 주된 목표는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것이다.

  주거단지에서의 교통계획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내에서

의 자동차의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 체계와 자전거 전

용도로를 계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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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계획

  지금까지의 주거단지 도로계획은 지속가능한 설계를 하지 않았고, 도시

활동성에서도 기능성이 떨어졌으며, 도로의 폭과 회전반경은 보행자보다

는 자동차를 위주로 계획되었다.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은 자동차를 위주

로 한 도로계획을 배제하는 것이다.

1) 인간척도를 기준으로한 도로계획 - 주거단지내 도로의 폭과 회전반경

을 줄임으로써 차량의 속도가 감소되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체계를 형

성한다.

2) 대지의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 도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고 대지의 자연배수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3) 가로의 녹화는 대기오염을 정화시키고 인간적·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4) 투수성 도로 포장의 비율을 높이고 투수성 포장이 필요한 곳은 자갈,

유리조각, 폐 타이어같은 포장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5) 별도의 주차공간을 줄이고 도로가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차량

의 속도를 줄이고 보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6) 쾌적하고 넓은 보행자도로의 설계

  

 3. 대체 교통수단

1)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을 줄인다.

2)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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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화 한다.

  2.3.5 물관리 계획

  초기의 문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해진 도시에서는 엄청난

물을 소비하고 있다.  지구전체에 존재하는 물 중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은 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물을 소비하는 거주자들은 물의

양이 무한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물의 자연순환과정과 지상에

서의 물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주요 요소가 된다.

 그리고 환경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을 추출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급탕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관리는 수자원의 보호와 물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 수자원의 보호

1) 지하수, 호수, 강 등을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고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2) 물의 흐름을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3) 수원지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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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의 절약

   
1) 조경관리시 야간에 충분한 물을 주어서 주간에 증발 손실을 줄인다.

2) 지역 풍토에 적합한 식생으로 물의 소비를 줄인다.

3) 우수를 저장하여 조경용이나 잡용수로 사용한다.

4) 세탁기, 싱크대에서 버리지는 물을 중수처리하여 잡용수로 재사용한다.

5) 절수형 기기를 사용한다.

  2.3.6 쓰레기처리 계획

  쓰레기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순환체계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형태로 존

재하며 이것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해로운 영향

을 주게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지역에서 쓰레기는 매립지에 모아지고

소각되어지는데 이것은 지역의 대기환경과 수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리고 매립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으며, 하수처리에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물소비 양의 증가로 인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쓰레기 처리의 목표

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양을 최대로 하는 것이다.

1)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쓰레기배출량을 줄인다. - 콤포스터 활용

2) 단지내 공동퇴비장을 마련하여 단지내 채원, 녹화 등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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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류, 프라스틱, 유리제품 등을 재활용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새로

운 제품의 생산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4) 대체 하수 시스템의 계획 -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생물학적 하수시스

템을 적용하거나 습지와 늪지에서 친수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정화시킨다.

 위에서 열거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에서의 설계방법과 설계구성요소의

개념들은 각각 요소들이 분리된 것으로 존재하여선 않되고 서로 복합적으

로 연결되어야 하며 건축가, 시공자, 계획자, 관리자 등이 자연의 원리를

이행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실천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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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환경친화형 건축의 이론

  

  환경친화적 건축은 독일의 `생태건축(Ecologic Architecture)', 미국의 `그

린빌딩(Green Building)',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등 이론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각국의 실정에 맞게 1991년 영국의 `BREEAM',

1993년 캐나다의 `BEPAC', 미국의 `LEED 건물평가등급' 등의 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실내의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건축의 최적 설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의 고조로 자연친화형 건축, 환경친화형 건축, 환경보전형 건축 등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개념으로 정립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건축 개

념의 정립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 선진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건축의 개념들과 국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실

정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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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국내·외 환경친화적 건축의 연구 동향

 3.1.1 외국의 환경친화적 건축의 연구

 1. 영국 : BREEAM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은 건물과 지구환경의 관계에서 실내의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건물에

의한 실외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신축사무소, 상점, 주택, 산업시설 그리고 기존사무실을 평가하도록 개

발되었다.  BREEAM의 환경평가는 지구환경, 지역환경, 실내환경의 3단계

로 구분하여 18개의 성능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BREEAM 의 환경평가 주요소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① 지구환경 : 에너지 사용에 다른 CO2발생, 산성비, 오존층 파괴, 천연자

원 및 재생된 재료의 사용, 재생가능한 재료의 사용, 수명을 고려한 설계

② 지역환경 : 교통시설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 절수 계획, 소음,

지역풍의 영향고려, 다른 건물과 지형에 비쳐지는 음영, 토양오염,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③ 실내환경 : 유해한 재료, 자연채광, 인공조명, 열적 쾌적감

                                                                
12) The Scientific Consulring Group, Inc, "Green Products Guide and Protocol Draft", 1996. Building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Draft Final Repor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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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미국의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연구는 그린빌딩의 개념에 따라 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히 USGBC(U.S. Green Buiding Council)와 Austin's GBP(Green

Building Program), Rocky Mountain Institute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1) USGBC(U.S. Green Buiding Council)

  미국에서는 그린빌딩의 기술연구 및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USGBC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USGBC는 1993년 설립되어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쾌적한 실내환

경을 제공하는 그린빌딩(Green Building)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을 개발 중이며, 환경단체와 제조업체

그리고 시공업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린빌딩의

전제조건과 이행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린빌딩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

해 필수선행조건(10개 항목)과 평가항목(13개 항목)으로 건물을 평가하여,

획득된 점수에 따라 그린빌딩의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USGBC의 전제조건에 기준이 되는 항목과 평가에 기준이 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

  
 ① 전제조건에 기준이되는 항목

  : 석면사용금지, 에너지 효율, 유리섬유와 광섬유재료의 단열, 실내공기

의 질, 건물의 유지관리 계획 프로그램, 재활용재료의 저장과 선택, 금연,

열 쾌적감, 물의 보전, 물의 질, 폐수관리, 폐기물 처리

                                                                
13) The Scientific Consulring Group, Inc, “Green Products Guide and Protocol Draft”, 1996.

4 ,Buinding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Draft Final
Repor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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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가에 기준이 되는 항목

  : 실내공기의 질, CFC의 사용금지, 건물 재료(재활용, 독성이 적은 것),

건설, 폐자재 관리, 에너지 효율, 교통체계, 조경계획, 재생가능한 에너지

 2) Austin's Green Building Program1)

  Texas주 Austin시를 중심으로 그린빌딩의 계획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

해 Green Building Program을 만들어 그린빌딩으로 평가된 건물에 대해서 `

지속가능성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현금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

화적 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GBP는 각 자원에 대한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평가등급으

로 현재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항목을 수자원, 에너지, 건물재료, 폐기물의 4가지 주요 자원분야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린빌딩의 평가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GBP의 주거용 주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14) Doxsey, W.L. The City of Austine Green Builder Program, US Green Building Conferenc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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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stablishing Priorities With Green Building, Environmental Building News

  

 EBN에서는 1995년에 환경설계에 대한 11개의 전제조건을 발표하였다.1)

                                                                
15) The Scientific Consulring Group, Inc, Green Products Guide and Protocol Draft, 1996. 4 ,Buinding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Draft Final Report,
1996.

<표 3-1> Austin's Green Building Program 주요 평가항목

     항 목                   주요 요소

 우수 수집 장치 사용

 절수형 샤워(2.5GPM이하) 사용

 절수형 변기(1.5 Gallon이하) 사용

 Composting 변기 사용

 Xeriscope(자연적, 절수적) 조경

수자원

 보도 및 자동차도로의 투수형 포장

 Energy Star 주거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적극적 평가 도

 자연형 냉난방 디자인

 Continous ridge and soffit venting
 자연형 태양열 난방

 에너지 효율적 기기 도입

 수목에 의한 차양

 효율적 조명 사용

 자연채광 이용

 적절한 단열 및 실링이된 덕트

에너지

 적절한 용량의 냉난방 시스템 도입

 지속가능한 재료인 목재의 사용

 강화목재 사용

 가능한한 목재의 사용

 재사용 가능한 건물부재 사용

 플라이애쉬 콘크리트 사용

 토속적 돌과 벽돌 사용

 무독성 재료 사용

 재생가능한 바닥재 사용

건물재료

 자연성분의 페인트 및 실링재 사용

 콤포스트 시스템

 부엌에 재활용 시스템 도입

 위험한 재료의 안전보관 시스템
폐기물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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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에너지 절약적 설계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② 재활용 건물 -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구조체를 이용함

 ③ 거주성 확보 - 자동차의 의존성을 줄이고 거주성를 증가시킴

 ④ 재료의 사용을 줄임 - 효과적인 재료의 사용

 ⑤ 부지의 보전 - 지역생태계와 종다양성을 보전하고 회복

 ⑥ 독성이 적은 재료의 사용

 ⑦ 건물의 수명을 최대화 - 내구성을 증가

 ⑧ 물의 절약 - 물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설계

 ⑨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⑩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

 ⑪ 작업을 함에 있어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어야 함

 3. 캐나다 : GBC '98(Green Building Challenge '98)

  캐나다의 환경친화적 건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린빌딩의 개념에 바

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GBC '98 그룹에서는 건물의 환경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BC '98 그룹의 주요 연구는 British

Columbia 대학의 건축환경연구 그룹과 NRC(Natural Resources Canada)의

CANMET 에너지 기술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1) British Columbia 대학의 건축환경연구 그룹

  신축 및 기존 사무소 건물의 환경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며 건축설계적 측면과 관리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

으로 BEPAC (Build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essment Criteria)을 개발

하였다.  BEPAC의 평가항목는 크게 오존층 보호, 에너지 소비에 의한 환

경오염, 실내환경의 질, 자원절약, 대지 및 교통에 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각 세부요소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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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AC의 건축설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1).

  

                                                                
16) 신기식, 박상동, `그린빌딩 기술체계', 그린빌딩기술 세미나, 1998. 1

<표 3-2> BEPAC의 건축설계 측면 및 유지관리 측면의 평가요소

 평가요소        건 축 설계시 고려사항    건축물 유지관리시  고려사항

오존층 보호

-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목록작성

- 냉매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선택,

-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로의 대체

  조항 명시

-   건축물로 부터의 오존층 파괴물질의

 년간 배출량 평가

- 오존층파괴 물질 사용억제

- 오존층파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에너지소비

에 따른 환경

영향

- 지구온난화 가스의 년간 배출량 최소화

- 환경오염물질의 년간 배출량 최소화

- 전기 소비량 년간 최소화

- 피크전기부하 감소

- ASHRAE/IES Standard 90.1 의 기준이상의

  외피 및 시스템 설계

- 년간 건물 에너지 성능조사

- 에너지 절약요원 지정 교육

- 입주자들에게 에너지절감 방안 홍보

-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에너지 절약

  관리 프로그램

I
A
Q

- 효과적인 습도조절을 통한 오염가능물질의

 감소, 독성이 적은 재료의 사용

- 효율적인 여과장치의 사용으로 오염원의

  차단, 냉각탑의 분리를 통한 실내오염물질의

확산 차단

- 독성이 적은 재료의 사용

- 청정외기 도입이 가능한 인입구설치

- 효율적인 제어시스템

조명
- 자연채광의 이용

- 고효율조명과 고주파 안정기의 사용

실내

환경

소음 - 실내에서의 소음발생과 음전달 감소

- 실내공기환경을 잘 유지시킬 관리자

  지정 교육

- 스케줄에 따른 검토와 관리

- 금연정책 등 실내공기 정화방안

- 쾌적환경 유지

자원절약

- 폐자원, 재활용 재료의 사용

- 환경에 피해를 적게 주는 재료의 사용

- 효과적인 목재의 사용으로 목재사용 절약

- 재생산이 지속적인 목재사용

- 재활용 저장시설과 설비시설

- 규칙적인 유리창 청소 및 전구의 적절

한 교환 계획

대지 및 교통

-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시설

  제공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 제공

- 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지정

- 종이절약, 음식쓰레기 절약 등 실절적인

행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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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에서 최근에 연구되는 환경친화적 건축은 환경공생 건축으로, 환경

공생주택 연구회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구 및 지역의 자연·인공환

경 그리고 사회환경과 공생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1) 지구환경의 보전

  주택의 생산, 건설, 유지, 폐기의 단계에서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을 고려

하고 자연·미이용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수법을 에너지 절감과 유효이용, 자연·미이용에너지의 유효이

용, 자원의 유효이용, 폐기물의 절감 등의 세부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2) 주변환경과 친화성

  주택의 계획, 구조공법, 유지관리, 생활방식 등에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염두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계획하는 방법

으로 생태적으로 좋은 순환성을 고려한 건축, 건물내외의 연관성을 고려

한 건축, 지역과 사회·문화를 고려한 건축, 생활방식의 공생적 활동을 지

원하는 건축의 세부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3) 거주환경의 건강, 쾌적성

  주택의 내부, 외부의 주거환경의 건강성과 쾌적성을 실현하는 계획 및

유지관리 그리고 생활방식 등 각 방면에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계

획하는 것으로 자연의 혜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실현하는 건축, 아름답고 조화로운 디자인,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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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일본의 환경공생주택의 계획 요소

구분 주요소 세 부 요 소

 지중화건물을 이용한 냉난방에너지 절감

 바닥면적당 외피면적을 고려한 건물형상

 지붕의 단열

 외벽, 바닥, 천정 등을 기밀화

 주택전체를 고기밀화

 개구부를 고단열, 고기밀화

 창, 특히 동서창, 천창을 차열

 급탕, 난방배관의 단축

 열손실이 적은 환기방법 이용

 고효율형, 에너지절약형 냉난방기기, 급탕기구, 조리기구, 가전기기 등 이용

 전체계획과 배치계획등에서 부하절감

에너지

절감과

유효

이용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채용, 기기 집중화, 공동화

 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배치나 외부구조

 지중냉열을 냉방에 이용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하이브리드 태양열 시스템

 하계 자연통풍을 적절히 이용한 설계

 북측면 또는 바닥면 냉기 이용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

 태양광발전

 풍력, 양수이용

 지하수의 열 냉방이용

 배수나 배기의 열회수

 흙, 물, 녹지를 이용한 미기후 형성

 하천수, 해수에너지 이용

자연·

미이용

에너지

의

유효

이용

 소각열, 하수처리열 이용

 충분한 내구성을 지닌 구조재료 사용

 구조체 수명을 증진시키는 기법 사용

 옥상, 외벽, 바닥, 개구부의 내구성이 높은 재료, 구법 이용

 내외장재의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구법, 부분교체가 가능한 구법

 설비나 배관배선의 유지관리가 쉽고 변경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 부품, 설계

 절수형 설비기기

 중수도 설비

내구성

향상과

자원의

유효

이용

 우수 저장, 이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료, 재료 사용자제

 제조, 생산 에너지가 작은 자재·부품 사용

 유통·운송에너지가 작은 자재·부품 사용

 자재, 잔재, 잔토가 적은 공법 이용

 재이용, 재활용이 쉬운 자재·부품 사용

 분해가 쉬운 건축구조, 구법

 각 부분에 재활용 자재나 재생부품 이용

 폐기물의 부분선별 설비

 폐기시 자연분해되는 재료, 소각가능한 재료, 매립처리가 되는 재료 이용

 생활쓰레기를 회수고형화 이용 설비

지구

환경

의 보

전

환경

부하 절

감과 폐

기물 절

감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사방법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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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소 세 부   요 소

 정원, 외부 녹화를 충분히 크게

 시내, 개울등 개방수면 적용

 포장부분 최소화

 투수성포장

 부지조성이나 공사시 표토 보존

 작은 동물이나 새가 공생할 수 있는 계획

 옥상, 지붕의 녹화

 외벽면 녹화

 재생가능한 식물재료의 건축자재 사용

 하수미정비지구에 합병정화조를 이용 배수 정화

 순환성

고려

 집중형 주차장

 지역 기후나 미기후에 적합한 설계

 대규모 부지조성을 피하고 원래 지형 유지 설계

 원래 식생을 보전 또는 재생이용 설계

 부지내 소동물의 생태계 보전 계획

 지역 자원이나 재료 유효 이용

 다설지역의 눈 제거 설계

 지역의 인재나 기능을 활용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양식과의 조화로운 설계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디자인

기후와

지역성

과의

조화

 지역의 수자원 보전 설계

 건물의 형상이 내외의 연속성이 높은 계획

 건물 중앙에 중정, 광정의 외부공간 도입

 외부에 면한 개구부를 가능한 크게 계획

 테라스, 발코니의 외부와 연속성 고려

 욕실, 화장실에 충분한 면적의 창

 개방 가능한 계획

 옥상의 적절한 이용(옥상정원, 옥상테라스)

건물

내외의

연관성

향상

 비오톱,

 공용부문계획시 입주예정자의 희망 반영 계획

 입주예정자가 관리규약 제정

 주민 자주적 관리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설계나 시설 제공

주변

환경

과 친

화성

주거

생활의

공생적

활동 지

원  공동 화원이나 화단등 주민자급활동 지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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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국내의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연구소, 에너지 기술연구소의 그린

빌딩기술연구회,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분 주요소 세  부  항  목

 사계화수나 과수 식재

 친수공간이 있는 정원

 대기 정화가 강한 수목 식재

 주 거실의 하계 일조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수목

자연의

혜택을

이용

 선룸 등 실내 태양을 즐길수 있는 공간 제공

 천정고가 높은 실내공간 설계

 습도조절이 가능한 자재의 사용으로 쾌적한 습도 환경제공

 차음성이 높는 자재 사용

 방사능,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는 건강한 자재 사용

 유해 세균의 발생억제 건축자재 사용

 실내 상하의 온도차가 적은 쾌적한 난방의 실현

건강

하고 쾌

적한 실

내

환경

 공기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설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설비나 재료의 변경이 쉬운 설계

 세대내 단차해소, 고령자가 편한히 살수 있는 설계

 일상 재해의 발생을 고려한 선계

 지제장애자를 고려한 설계

안전한

주거

환경

 고령자가 편안하게 사용가능한 설비

 보행자 우선 외부통로 계획

 다양한 주동형태가 혼재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고려

 집회소, 여가, 취미 등을 즐길수 있는 공용시설 제공

 외부 휴식공간, 광장 등 콘코스 제공

거주

환경

의 건

강 ·

쾌적

성

여유

로운 주

거

환경

 계단실 또는 공용실 등의 장소에 주민 교류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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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린빌딩기술연구회

   
  이 연구회에서는 그린빌딩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연

구하고 있는데 기술적용 대상, 적용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범위, 건물의 설

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등에 관련되 기술적인 면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기술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을 기준으로 6개 대분류로 구분

한 사항들이다.

1) 부지/조경 : 침식 및 호우대응, 열섬방지, 토지이용율 제고 기술

2) 에너지 : 부하저감, 고효율설비, 자연에너지 이용, 배·폐열 회수기술

실내쾌적성 확보기술

3) 공기 : 청정외기도입, 실내공기 질 개선, 배기가스 공해 저감 기술,

시공중의 공해저감기술

4) 소음 : 건축계획적 소음방지, 시공중 소음방지, 실내발생 소음 최소화

5) 물 : 수질개선기술, 수공급저감기술, 수자원 재활용 기술

6) 재료/자원재활용/폐기물 : 환경친화적 재료, 자원재활용기술, 폐기물 처

리기술

 2. 대한주택공사

  1996년 9월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는 국내에 적용가능한 환경친

화적인 주거단지 개발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친화적 계획

요소를 도출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의 모델 및 계획방향을 수립 하였

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형의 주거단지의 목적과 개발방향을 지구

환경의 보전과 주변환경과의 친화성으로 두고 거주수준의 향상을 꾀하였

다.  이에 필요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계획요소로 총 13개 시스템과

90개의 계획기법으로 정리하였다.1)

                                                                
17)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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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환경친화형 주거단지 건축분야 세부시스템

구 분 세부 시스템 세부시스템 계획기법

 태양전지(공조, 조명, 냉난방)
액티브 솔라시스템

 태양열집열기(급탕)

 부착온실

 아트리움

 실내정원(반옥의 공간 조성)

태양열활용

시스템
패시브 솔라시스템

 스크린부착 복층유리

 옥상, 테라스등의 인공지반 계획

 조류서식 가능한 건물형태의 도입

 광루, 풍루

 옥상을 반옥공간으로 활용

 필로티나 회랑의 적극적 도입

자연 친화 기법

 대형 발코니

백년주택구법  지속가능한 건물의 계획

건축계획 시

스템

지중 건축  건물의 일부또는 북측부분을 지하화 하므로써
 에너지 절감

 고단열, 고기밀 자재 및 부품의 사용
건축 외부 재료

 차양, 블라인더, 넝쿨성식물등의 열차단재 사용

 자연소재의 사용
건축 내부 재료

 인체에 유익한 재료 사용

 재이용, 재생사용이 가능한 건축재료

건축재료

시스템

재료 리사이클  제조 및 운반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이 적은 건축자재   및

부품의 사용

 급탕, 난방의 경제적 단축 배관설계

 천정 복사 난방

 천정 선풍기
공기조화 난방설비

 1층 마루 밑 조습성 재료(습도조절)

 녹슬지 않는 배관의 사용

건축설비

시스템

급배수 위생설비
 절수형 설비기기 사용

 부엌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고형화 장치
쓰레기 자가처리

 자연분해가 가능한 자가처리

 주호내 부엌 쓰레기의 퇴비화 장치 설치
콤포스트 처리

 단지내 외부 퇴비장 설치

 주동내 분리수집(기계장치에 의한)

쓰레기처리

시스템

쓰레기 분리 수집
 단지내 분리수집(분리수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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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경단지분야세부시스템

구 분 세부 시스템 세부 시스템  계획기법

 식물을 이용한  생활 하수처리

 촉매를 이용한  폐수처리 중수도 시스템

 하수정화 중수  재이용

 우수이용 수법  우수저류 및, 살수, 수경, 방화 , 중수 등 다목적 이용

 투수성 포장 및 투수면적 최대화
 투수성 포장 수법

 주차장의 녹화블럭 이용

 새새라기(실개천) 조성

수자원 활용시스템

 수경관 조성 수법
 기존 하천의 활용

 기존 지형의 활용(구릉지) 자연지형 활용  및
 지형조작  인공산 조성

 주동배치 수법  일조, 통풍, 조망, 내외부공간 연계

 주차장 집중설치 및 지하주차장 설치
 주차장 조성수법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

 부지의 미기후와 조화되는 설계

단지배치  시스템

 미기후를 살리는 수법
 흙과 물 , 수목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부지의 미기후 조절

 오픈 스페이스의 체계화

 아동의 자연체험공간

 녹도, 공원, 놀이터 , 휴게공간 일체화
 오픈스페이스 조성

 대규모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단지내 자전거도로의  조성

그린네트위크
 시스템

 녹도(Green way)
 조성  산책로, 조깅코스 조성

 쓰레기 소각열의 이용, 배기 및 배수에서의 폐열이용(부엌, 욕실)
 풍차를 이용한  풍력에너지 획득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획득
자연에너지
활용시스템

 지역의 자연자원의
 이용 수법

 하천수의 수온  이용

 실내외 연접부(발코니, 창문대) 녹화
 실내녹화

 실내녹화 (현관, 거실)
 옥상 및  지붕녹화 , 벽면녹화

건물 녹화 시스템

 실외녹화
 주차장 상부 녹화

 표토보전 및 재이용

 현식생의 보전  및  재이용

 생태학습원  조성

 향토수종의  식재

 경계부분의  생울타리  조성

 대기의 정화력이 강한 수목식재

 야생동물 곤충등의 유인  수종

 다층적 식생구조의 식재

 생태녹화

 열부하를 고려한 식재

 공동채원 및 임대용 채원 설치

단지 녹화 시스템

 실용녹화
 유실수 식재, 약초원 설치

 연뭇조성(어류서식처)
 물과의 경계부에 곤충 및 소동물 서석처  조성 수생 소생물 권

 저습지 조성(습지식물 정착, 잠자리 연못)
 관목 숲  조성

 곤충 및  소동물 서식처

 인공 조류둥우리 조성

바이오톱  시스템

 육생 소생물 권

 먹이 공급시설설치

 소규모 광장 조성

 주동내에 공용공간 설치(필로티)
 주민 그룹활동

 공간 조성
 씨름터, 모닥불터 , 샘터등 설치

 주민이 직접 분리수집

라이프 사이클

 단지 관리에

 주민 참여  단지관리에  주민 참여, 단지청소에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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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Green Town 개발사업이나 환경보전형주택시

스템 개발등 환경친화형 건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환경친화

적 건축의 개념을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

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경관 및 사회문화

적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인간의 건강과 쾌적성 향상을 가능

하게 하는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개념적 목적과 구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수요 절감, 태양에너지·미이용에너지 이용,

                 폐열 이용

 2) 자원 절약 : 자원의 수요 저감, 재생·재활용 소재의 이용, 토지의 효

  율적 이용, 수자원 순환 활용,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3) 주변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 자원조건의 최적 이용, 녹지의 조성

               건물 내·외의 유기적 연계, 지역 사회·문화와의 친화

 4) 에메너티의 향상 : 쾌적한 실내환경, 휴식·휴양공간의 조성

 3. 2  국내·외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적용사례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개발은 독일과 일본에서 각각 생태건축과 환경

공생건축의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 실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 개발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개발 현황을 조사해보고 그 문제점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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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외국 사례

  일본은 `환경공생주택연구회'를 중심으로 환경공생주택을 개발, 보급하

고 있고, (주)오사카가스는 환경공생주택을 실험하기 위한 “NEXT 21” 시범

주택사업을 실시하였고, 키타큐슈시에 “지구마을1번지”, “마테르아노우”,

“타마 장봉단지”, “마쿠하리 베이 타운” 등이 조성되었다.  일본에서의 환

경친화적인 주거단지는 에너지 절약기술을 위주로 하여 자연채광과 통풍,

고단열, 고기밀, 자연형 및 설비형 태양열 이용기술을 고려하고 있고, 비

오톱의 조성과 외부공간 조성을 하고 있다.

  독일은 건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생태적인 건축계획, 설계기법, 건축시스템,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이의 현실 적용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움직임

을 일반적으로 생태건축이라 부른다.1)

  독일은 인간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생태학적 접근방식의 Ecopolis 개념을

도입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경관미와 다양성의 유지,

동식물의 안정적인 서식까지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및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적 시도와 개념들을 종합한 생

태건축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Schafbr  hl 생태주거단지,

LOG-ID설계의 미래주택 Housing 2000, Kiel-hasse 생태주거단지, 하노버 잔

디지붕 주거단지, Kassel 단지 등이 있다.1)

                                                                
18) 김현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발 가능성”, 『현대주택』. 1997.
19)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p.22-2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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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외의 친환경요소를 도입한 주거단지 사례

구  분 내   용(계획 기법)

NEXT 21

 고단열, 고기밀자재, 열차단재 사용, 자연환기구 설치, 자연공조 선룸

절수형 설비기기, 폐열발전, 쓰레기 자가처리, 오수처리시스템, 인공산 조

성, 곤충 및 소동물 서식처 조성, 열부하 저감 녹화, 연못조성, 실내녹화,
발코니 녹화, 옥상녹화

지구마을

일번지

 광루를 통한 천연광 및 자연환기 도입, 회반죽, 천연자재사용, 천정복사,
냉난방 천정 선풍기, 풍력발전기, 우수이용, 새새라기 설치, 쓰레기 분리

처리, 콤포스터 설치, 인공산 조성, 인공 연못, 오솔길, 지붕녹화, 열부하
저감 녹화

타마

장봉단지

외부공간의 최대화, 자연채광 및 통풍, 단지내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

를 도로와 도보의 지반에 활용, 온실, 태양열 집열기, 태양전지, 투수성 포
장, 우수이용, 기존 녹지의 보존 및 재활용, 옥상녹화, 지붕 테라스 녹화

 일
본

마쿠하리

베이타운

일조 및 일사를 고려한 배치, 상록수와 낙엽수 식재, 자연환기, 자연채광,
고단열, 고기밀 자재, 고성능 개구부, 차양, 파골라, 천장 팬과 천장 복사

냉난방, 태양열 집열기, 태양전지, 열펌프 시스템, 풍력이용, 우수이용, 중
수이용, 쓰레기 소각열 회수, 쓰레기 분리 수거, 콤포스터 설치

Schafbr
hl 생태주

거단지

 풍향을 고려한 배치, 열환충공간의 조성, 자연채광 및 통풍유도, 인체에

무해한 재료(목재, 자연도료, 콜크바닥재) 사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 사

용, 부착온실, 우수이용, 투수성포장 이용, 수경간 조성기법, 쓰레기 분리
수거, 부식물의 퇴비화, 자연토양의 보전, 생태단지 녹화, 소연못, 우수저

장호수

LOG-ID
Housing
2000,

 일조와 일사를 고려한 배치, 외부공간의 최대화, 외피면적의 최소화, 열

완충공간의 조성, 자연채광 및 통풍유도, 고단열, 고기밀, 인체에 무해한

재료사용, 조습 및 축열 가능한 내장재, 자연재생재 사용, 재활용재 사용,
온실부착, 자연토양의 보전, 생태적식재, 실내정원 조성

 독
일

Kiel-
hassee 생

태
주거단지

 일조와 일사를 고려한 배치, 북측의 방풍 식재, 외부공간의 극대화, 열완

충공간 조성, 외피면적의 최소화, 고단열, 고기밀 건축자재 사용, 인체에

무해한 내장재 사용, 온실, 남측면 개구부 확대 및 북측면 개구부 최소화,
우수 저장 호수, 야생 잔디 지붕, 외벽 녹화, 발코니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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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국내 사례

  국내의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의 개발을 아직 초기단계이며 미흡한 실정

이나  환경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분양 아파트

의 적체는 일부나마 민간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친화의 개념을 도입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와 주택건설업체 등이 환경과 아파트를 접목하여 D건설업

체에서의 `크린아파트'와 H건설업체의 `생명존중 아파트'를 시작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것

은 단순소재의 건축자재와 기기등으로 상품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부분

적으로 절수형 변기, 중수시스템, 무공해 건축자재 등의 사용과 어린이 자

연학습장, 채원, 오솔길, 산책로 등의 자연친화적인 요소의 이용은 친환경

적인 주거단지의 개념에 부합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

으로 볼 때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의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지구환

경에 일조를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선 국내의 여건에 적합한 모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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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p 24
  * 김현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발 가능성”, 현대주택. 1997. 4

<표 3-7> 국내의 친환경요소를 도입한 주거단지 사례

사례단지 내  용

 H1 (신천동)  생명존중아파트,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공용화장실

 H1(신대방,구의

동)
 옹벽 및 차음벽 녹화, 생울타리, 전통놀이 개념을 도입한 외부공간

 H2 (평촌, 고양)  실개천, 분수 등을 도입한 수경관 연출

 H2 (일산)  정자등의 요소를 도입한 단지구성

 S1 (용인, 기흥)  아파트 건물을 자연그대로의 지형특색에 맞춰 배치함

 S1 (서초)  하늘 공원, 중앙정수시스템, 녹물방지배관

 S2 (군포 당동)  유실수, 향토수종 식재, 산책로 조성

 W (대구)
 중앙공급식 정수시스템, 가구별 공기정화시스템, 천연소재 마감재

등을 도입한 건강아파트를 개발

 D1 (인천부평)  테마공원

 D1 (광주첨단)
 자연환기시스템, 자연광 도입을 위한 단지배치, 중앙정수시스템

 녹물방지배관

 D2 (마산 월영동)

 인공폭포, 분수대, 수로, 자연석 등과 수목, 벤치, 파고라 등을 조화

롭게 배치해 휴식 및 만남의 공간으로 설계하고 단지 중앙도로 위

로 보행자용 둥근다리를 설치

 L (부산 연산동)  자연채광이 가능한 부부욕실의 전용발코니 조성

 C (부산 연지동)

 세대별로 내부에 화초를 재배하거나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마당

을 설치하고 39평형 아파트 베란다 일부를 3∼5평짜리 마당으로 꾸

며 화단을 조성

 C (대구 청구)  실내마당을 두었고 1층 전용정원에 온실부착, 실내분수, 실내정원

 K (인천 부평)
 정자, 황포돗배, 씨름장, 쌈지마당 등 이벤트공간을 설치, 전통놀이

문화공간의 분위기를 연출, 통나무오솔길과 야생화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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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소 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계획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론를 충분히 이행하기에 역부족이다.  선진 각

국은 그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건축을 개발하고 있어 우리가 그 나

라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동조하고 국외의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

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형 건축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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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 정립

-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4. 1 환경친화형 건축 개념의 정립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건축분야에 도입하여 건축계획에 적용시키는

것이 환경친화적 건축의 근본이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환

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계획방법과 계획요소들만

외국의 사례들을 도입하여 국내실정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형 건축의 개념적 정립을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원리를 정리하고, 외국의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 및 평가

기준의 사례를 종합하여 각각의 개념들의 분류 근거와 건축적인 해결방안

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설계방법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기 위한 계획방법들을 정립된

개념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원리와 외국의 환경친화형 건축

개념을 간략하게 종합하여 보면 <표 4-1>과 <표 4-2>로 정리할 수 있고,

또한 건축분야에서 환경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들의

원인들과 그 대책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건축의

개념을 <표 4-3>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에 따라 지

속가능한 설계원리를 도입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을 <표 4-4>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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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원리

원   리 분   류 내   용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의식 고취

- 자연형 냉 ·난방 단열

- 대체에너지

- 고효율의 제품

- 낮은 통합에너지의 제품

 물의 절약
- 물 사용의 절감

- 부지내에서의 물의 재사용

자원의 절약

 자원의 절약

- 재료를 개선하거나 재활용

- 적당한 크기의 건물과 시스템

-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

 건물 전단계

-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한 재료의 사용

- 자연생태계의 손실이 적은 재료의 사용

-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

- 내구성과 수명이 긴 재료의 사용

 건물 단계
- 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독성이 없는 재료의 사용

생애주기를 위

한 디자인

 건물 후단계

- 건물의 재사용

- 재료의 재활용

- 기존건물과 기반시설을 재사용

 자연조건의 보존
- 기존의 동식물을 보전

- 기존의 지형 형태를 보전

 도시설계와 부지계획

- 대중교통시설을 고려한 설계

- 보행자를 위한 공간

- 오염물의 방출 억제
인간적인 디자

인

 쾌적감을 위한 설계

- 외부와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 제공

- 신선한 공기를 제공

- 독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

- 열적, 시각적, 음향적 쾌적감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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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각 나라별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 및 평가 기준

구  분 내  용(목적) 분  류(항목)

영국 BREEAM

건물과 지구환경과의 관계에서

실내의 환경성능을 향상시키고

실외의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최소화한다

- 지구환경

- 지역환경

- 실내환경

USGBC

 건물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

 (환경보호와 쾌적한 실내환

- 전제조건과 이행조건으로 나누어

  평가

미국

GBP
 각 자원에 대한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평가

- 수자원

- 에너지

- 건물재료

- 폐기물

캐나다  BEPAC  사무실 건물의 환경성능 평가

- 오존층 보호

- 에너지 소비에 의한 환경오염

- 실내환경의 질

- 자원절약

- 대지 및 교통

 자원과 에너지의 생태적 이용

 자연환경과의 조화독일 생태건축

 건강한 주거생활과 업무

- 에너지 절약

- 전통자연소재, 재활용소재를 이용

- 에너지 및 물질 순환형 시스템

- 외부공간을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

- 생활공동체 주거단지 구성

 지구환경 보존

- 에너지절감, 자연에너지이용

- 내구성향상과 자원의 유효이용

- 환경부하 절감과 폐기물 절감

 주변환경과의 친화성

- 기후나 지역성과의 조화

- 건물내 ·외의 연관성 향상

- 주거생활의 공생적 활동지원

일본
환경공생

주 택

 주거환경의 건강 ·쾌적성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 안전한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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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절에서 살펴보았던 외국의 환경친화적인 건축개념, 평가기준들과 지

속가능한 건축설계원리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

층파괴, 지구온난화, 엘리뇨 현상같은 지구환경의 문제와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도시의 무절제한 증가 그리고 자원의 고갈 및 편재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파괴 또한 인간소외 현상같은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 가야 한다.

 2) 건축적인 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 문제를 크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

양오염으로 나누고, 자연환경의 파괴 현상을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천연자

원의 고갈 그리고 인간소외의 문제를 거주성의 상실과 쾌적한 환경의 결

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각각의 문제에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 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형 건축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현상에 대한 영향과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약 정리하

면 표 4-3과 같다.

  
  표 4-3에서와 같이 환경오염과 자연환경의 파괴 그리고 인간소외 현상

을 건축적인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개념을 제시한 WECD의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한계

를 무너뜨리지 않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크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자연환경과의 조화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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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류된 두가지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 자원절약형 건축, 그리고

환경오염 최소화 건축의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고, 인간성 회복을 근

본으로 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친화형 건

축,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는 건축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건축 개념에 대한 기본계획 요소를 <표 4-4>와 같이 정립하였다.

  실내환경의 질적인 문제와 소음등 쾌적성에 관한 내용은 환경친화적 건

축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로 간주하여 여기서

는 제외하였다.

<표 4-3>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도출

영   향 원   인 대   책

대기오염

- 에너지의 과대한 소비

- 화석연료의 사용

- 자동차의 증가

- 에너지 절약

- 대기오염 물질의 방지

수질오염

- 자연 수순환 원리의 파괴

-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부족과 폐수의 방류

- 수질오염 물질의 방지

- 수자원의 보존

- 생물하적 하수처리

환경

오염

토양오염
- 대규모 공사에 따른 지하굴착

- 폐기물처리의 부족

-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 ·재사용)

 천연자원

고갈
- 자원의 무절제한 고갈

- 자원의 절약

-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자연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자연

환경

파괴 자연생태계

파괴

-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무시한

  개발

-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

- 지역의 자연특성을

  보전

인간

소외

거주성 상실

과  쾌적한
환경결핍

- 자연과 공존하지 않은 개발

- 인간을 위주로 하지않는 개발

- 인간을 위주로 하는

 개발과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자연환경

과의

조화성을

높여주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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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설계방법을 도입한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방법과 구성요소

  앞 절에서 정립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을 제 2 장에서 살펴보았던 지

속가능한 주거단지의 설계방법과 종합화하여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 대

한 계획방법과 각 개념에 대한 계획요소로 정리하였다.

<표 4-4>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정립

구 분 기본 개념 기 본 계 획 요 소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

  자연에너지 이용 방안
에너지 절약형

건축

  폐(열)에너지 이용 방안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안

  자원을 절감하는 방안
자원 절약형 건

축

  자원을 보존하는 방안

  공기(대기)오염 방지 방안

  수질오염 방지 방안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

는 건축

환경오염의 최소

화 건축

  폐기물 처리 방안

  옥외 물의 공간 조성 방안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자연 친화형 건

축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

자연환경과

조화를 높이

는 건축
지역 특성화 건

축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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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

 1. 에너지 절약형 건축

  1)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한 방안

    - 건물 배치시 태양열 획득을 고려 (남향, 건물형태 동서장방형)

    - 건물 배치시 주풍향을 고려 (자연냉방)

    - 외피재료의 축열성, 단열성을 고려 (고기밀, 고단열)

    - 개구부의 종류와 형태 (3중창, 열반사유리, 야간단열막, 차양장치)

    - 건물의 표면적비를 최소화

    - 자연냉방(맞통풍)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 태양열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 자연채광의 적극적 도입 (전기에너지 절약)

    -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Embodied Energy)의 평가

       (내재된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사용 : 에너지소비 절감)

    - 고효율 설비기기의 사용

  2) 자연에너지 이용 방안

    - 부지내에서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 존재여부 조사

    -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 태양(광)전지 시스템의 적용

    -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의 적용

    -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

  3) 폐(열)에너지 이용설계

    -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의 도입

    - 배기나 배수의 열을 회수시스템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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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 절약형 건축

   
  1)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방안

    - 기존 건물(구조)을 재활용

    -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 (재료의 모듈화, 재활용 시공법)

    - 중수시스템으로 배수 재활용 (생활하수의 재처리)

  2) 자원의 절감 방안

    - 건물재료의 수명과 내구성을 고려

    - 재료의 투입량을 절감 (정확한 적산량, 경량, 평면의 단순화)

    - 절수형 설비기기, 녹슬지 않는 배관의 사용

    - 우수를 저장하여 잡용수로 이용 (살수, 조경, 방화 등)

       
  3) 자원의 보전 방안

    - 기존 지형의 형태를 유지 (자연배수)

    - 대지의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를 구성

    - 기존의 녹지를 활용

   

 3.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건축

   
  1) 공기오염 방지 설계

    - 대기 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 자동차의 이용 억제

   (대중교통수단, 대체수송수단 이용, 인간척도를 기준으로 한 도로체계)

    -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 저유황유의 공급확대 및 청정연료의 사용(벙커 C유의 사용자재)

    - 주차공간의 대책으로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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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질오염 방지 설계

    - 투수성 도로 포장 계획

    -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 시스템 설계 (생활오수정화 처리시설)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설계

    - 콤포스터의 설치(공동퇴비장, 부엌쓰레기의 퇴비화)

    - 폐자재(유리조각, 폐타이어, 폐콘크리트, 폐목재)의 처리 계획 수립

    - 쓰레기 분리수거

나. 자연환경과의 조화성을 높여주는 건축

 1. 자연친화형 건축

  

  1) 옥외 물의 공간 조성 방안

    - 비오톱, 소생물공간(연못)을 설치

    - 실개천, 분수, 저습지를 설치 (자연학습장)

   
  2)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 외부공간을 녹화 (지하주차장 상부 녹화)

    - 녹도(green way), 산책로, 조깅코스, 넓은 보행자 도로

    - 옥상녹화, 벽면녹화

    - 채소원과 유실수를 재배 공간

  3)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 자연재료를 사용 (황토, 천연페인트, 목재 등)

    - 실내 녹화 (실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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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특성화 건축

    

  1)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

    -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보존 (향토수종, 동식물 보전)

    - 부지의 자연적 특성을(토양, 지형, 식생) 고려한 개발

  2) 지역의 문화·사회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

    - 그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을 도입

    -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

    -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 지역여건(지역경제, 인구밀도, 풍습, 여론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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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설문조사

 

 5. 1 개 요

  

 국내에서도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이에 대한

정의가 현실의 건축분야에 적용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건축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아파트 거주자의 인식수준과 건축설계자의 설계수준 등을 조사 분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건축이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아파트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

시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앞 장에서 정립한 환경친화적 건축의 개념을 아파트단지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에 대

한 인식수준 및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과 각 대상' 및 `환경친화적인 건

축 방안에 대한 적용수준 및 적용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아파트 단지에 생활하는 거주자를 통해 실제로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한 거주자들이 이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

고 있는 가를 조사하였으며 직접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있는 건축 설계

자를 설문의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 거주자와의 의식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설계수준과 설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

주자와 설계자의 설문분석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대학이나 연

구소에서 환경건축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를 인터뷰형식으로 조사

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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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1 아파트 거주자의 특성

  설문의 대상은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

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의 자료정리 과정에서 오기, 누락, 2

중기입 등 무성의한 설문지는 제외함으로써 13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조사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가족수, 연간 총소득, 아파트 거주년수, 주택 평수 등을 조사하였다.

  

1) 성별 및 연령분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분포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

5-2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여성이 58%로 대부분이 주부이며, 나머

지 42%가 남성으로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연령분포를 살펴보

면 30대가 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연령대도 비교

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대
30%

30대
33%

40대
25%

50대
11%

60대
1%

(그림 5-2) 거주자의 연령  분포

남자

42%

여자

58%

(그림 5-1) 거주자의 성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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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력분포

 대졸 학력자가 60%로 모든 응답자가 고졸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의한 것도 있고

설문지의 선별과정에서 변별력을 증가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설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그림 5-3)
               

 3) 주택평수 분포

 조사대상의 아파트의 평수분포는 25평에서 35평미만이 45%의 비율로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른 평수의 분포도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응답자들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5-4)
  

고졸
17%

전문대졸
6%

대졸
60%

대학원졸
17%

(그림 5-3) 거주자의 학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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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거주자의 주택평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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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의 연간 총소득 분포

 응답자 가족의 연간 총소득 분포를 조사한 결과 2000만원-3000만원의 소

득을 올리는 자의 분포가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3000만원이

상의 분포도 40%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자 다수의 소득수준이

중간계층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5-5).

5) 거주년수

 응답자의 아파트 거주년수를 분석한 결과 3년이상 아파트에서 거주한 응

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9%를 차지하였고 10년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아파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신

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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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거주자 가족의 연간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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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거주자의 아파트 거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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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건축 설계자의 특성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 중, 소규모의 20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경력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무

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제외함으로써 분석대상을 158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종사분야, 종사년수, 직책, 아파트단지 설계참여 회수 등을 조사하였다.

 1) 성별 및 연령분포

  응답자의 90%가 남성으로 대부분이 30대(73%)의 연령분포를 이루고 있

으며 20대와 40대는 각각 16%와 11%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0%정도로

분포되었다(그림 5-7), (그림 5-8).

  이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분포가 남성이 많음을 보여주고,

본 설문조사의 대상이 설계경력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간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20대
16%

40대
11%

30대
73%

(그림5-8) 설계자 연령 분포

여자
10%

남자
90%

      (그림 5-7) 설계자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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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력분포

 대졸학력자가 70%, 대학원졸 학력자가 24%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그림 5-9)
       

    

 3) 직책 및 아파트단지 설계참여 회수 분포

 응답자의 직책중 과장급 이상이 58%이고 대부분 5년이상 설계경력(73%)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또한 응답자 중 73%이상이 아파트

단지의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5회이상 참여한 설계자는 21%로 나타났

다.(그림 5-11)

  이는 본 설문이 의도한 자료를 얻는데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설계자의 다수가 아파트단지의 설계에 참여하였고 대

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 아파트단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졸
1%

전문대졸
5%

대졸
70%

대학원졸
24%

(그림 5-9) 설계자의 학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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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환경건축 전문가의 특성

  서울에 위치한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환경건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무성의하고 오기, 누락된 설문지

를 제외하여 4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사분야,

종사년수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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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설계자의 직책분포

26.6

52.9

26.6

10.1 10.8

0

15

30

45

60

없다 2회미만 2회-5회미만 5회-10회미만 10회이상

%

(그림 5-11) 아파트단지 설계참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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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별 및 연령 분포

 환경건축 전문가의 성별 및 연령분포를 분석한 결과 그림 5-12, 5-13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남성이 88%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연령

은 30대가 5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종사분야 및 종사년수

 각 대학에서 환경건축을 전공하는 전문가 29명과 연구소에서 환경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이 설문 대상이 되었으며, 종사한 년수는 11

년에서 20년미만이 많은 분포을 보이고 있어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그림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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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전문가의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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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전문가의 성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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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전문가의 전문분야 종사년수



-   -68

 5. 3 의식조사 분석

  5.3.1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중요도

  환경친화적 건축의 개념인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오염최소화, 자연

친화, 지역특성화에 대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이 인식하는 중요순위와 건축

설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순위를 다중응답 빈도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거

주자들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인 환경오염최소화

건축과 에너지절약 건축을 중요시하고 설계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높

이는 방안인 자연친화 건축과 지역특성화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5-15).

  거주자와 설계자의 중요도에 대한 비교를 T-검정한 결과, 환경오염최소

화 건축만 거주자와 설계자의 의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절

약과 자원절약은 거주자의 중요도가 높게 그리고 자연친화와 지역특성와

는 설계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5-1>.

  이는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

주자들은 환경친화적 건축의 의미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최소화로 생

각하고 있으며 설계자들은 자연친화와 지역특성화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거주자들에 대한 자원절약, 자연친화, 지역특성화에 대한 인식의 제

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 설계자들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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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평균값(mean)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함
  
 

  5.3.2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적용가능성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건축개념의 적용가능성(매우많다= 100,

매우적다=20)을 건축설계자와 환경건축 전문가로 비교해 보면 건축설계자

들의 경우 자원절약과 자연친화건축의 적용가능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

소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절약 건축이 가장 낮은 적용가능성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에너지절약 건축이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은 가능성을 보

였고 다른 항목은 유사한 평균치를 나타냈다.

<표 5-1> 거주자와 설계자의 중요도 평가

거주자 설계자 T - Test
구 분

MEAN MEAN t- 값 유의수준

 에너지절약 80 43 2.600  0.014*

 자원절약 44 12 3.162  0.034*

 환경오염최소화 84 51 1.098 0.279

 자연친화 55 100 3.248  0.002*

 지역특성화 38 90 2.78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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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환경친화 건축개념의 중요도 거주자와 설계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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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와 전문가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균값의 T-검정 결과, 에너지절

약 항목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 건축에 대한 전

문가의 적용가능성 정도가 설계자의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고 다른 항목은 각자의 의견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인 것으로 볼 때 설계자는 에너지절약 건축에 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평균값(mean)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함

 

<표 5-2> 설계자와 전문가의 적용가능성  평가

설계자 전문가 T - Test
구 분

MEAN MEAN t- 값 유의수준

 에너지절약 60.5 62.1 -8.777  0.000*

 자원절약 67.7 67.7  0.449 0.656

 환경오염최소화 66.6 66.0 -0.044 0.965

 자연친화 67.2 66.5  0.451 0.655

 지역특성화 64.2 66.5 -0.64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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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적용가능성의 설계자와 전문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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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필요성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건축개념의 필요성(매우많다=100, 매

우적다=20)을 아파트 거주자와 건축설계자 그리고 환경건축 전문가로 비

교하였다.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Test) 분산분석을 통해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의 의식차이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자원절약 건축만

이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다른 항목은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의 의식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환경건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필요

성이 거주자와 설계자들 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객관성을 증명

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모든 항목에서 필요성이 많다고 분석되었으나 설계자들은 거주자와 전문

가들 보다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여 우리나라 설계수

준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설계기술의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그림 5-17).

  

<표 5-3> 필요성의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분석평가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Kruskal-Wallis Test
구  분

Mean Rank Mean Rank Mean Rank Chi-

square
df 유의수준

 에너지절약 206.3 128.6 202.4 52.189 2  0.000*

 자원절약 173.8 163.9 176.1 0.965 2 0.617

 환경오염최소화 175.5 156.8 198.4 6.803 2  0.033*

 자연친화 172.7 157.6 204.4 7.776 2  0.020*

 지역특성화 175.9 155.1 203.1 9.020 2  0.011*



-   -72

 그림 5-17은 각 항목을 기술통계분석으로 평균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식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에 대한 필요성에서 전문가들의 평가

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자와 설계자들도 비교적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필요성이 많다고 하여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5.3.4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시 건축 개념의 도입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를 계획할 때 환경친화건축 개념들이 도입되어

야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그림 5-18과 같은 결과를 보였고, 도입

우선순위와 환경친화건축 개념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

경오염최소화를 제외하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표 5-4>.

  

  설계자들이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에너지절약

(84)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다음이 자연친화(75), 환경오염최

소화(56), 자원절약(43), 지역특성화(43) 방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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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필요성의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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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각하는 환경친화건축 개념의 도입순위가 중요순위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환경친화 아파트에 우선적 도입되어야 하는 각 건축

개념들이 각 개념의 필요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3.5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구입가능성

 1)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구입의사

 아파트단지에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이 도입될 경우, 가격상승을 감안하고

도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87%이상 되었다(그림 5-

19).

<표 5-4> 도입순위와  필요성의  상관관계  평가

도입순위와 필요성의 상관관계
구 분 N

Correlation Significance

 에너지 절약 158 -0.163  0.040*

 자연 친화 158 -0.242  0.002*

 환경오염 최소화 158 -0.086 0.285

 자원 절약 158  0.167  0.036*

 지역 특성화 158 -0.23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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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환경친화적 아파트 도입 우선순위



-   -74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구입의사를 밝힌 거주자들에 있어 주택의 구입의사

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항목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환경

오염최소형 아파트, 자연친화공간 조성형 아파트로 나타났으며, 자원절약

형 아파트, 지역특성화 아파트는 결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20).

 아파트 구입 결정요인과 거주자들의 환경친화건축 개념의 중요도와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유의수

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5-5>.

예

87%

아니다
13%

(그림 5-19) 환경친화 아파트

구입여부

<표 5-5> 아파트 구입 결정요인과  중요도의  상관관계  평가

결정요인과 중요도의 상관관계
구 분 N

Correlation Significance

 에너지 절약 139 0.542 0.000

 자원 절약 139 0.242 0.004

 환경오염 최소화 139 0.426 0.000

 자연 친화 139 0.456 0.000

 지역 특성화 139 0.55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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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최소화, 자연친화형 아파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구입의 결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주자들이 환경친

화 아파트를 구입시 환경친화 건축 개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에

대해 구입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형 아

파트, 환경오염최소화 아파트, 자연친화공간 조성형 아파트는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구입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앞으로 환경친화적 아파트 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평당 분양가의 가격상승정도는 20%이내가 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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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2)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일반화 년도

 우리나라 여건상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가 일반화되는 시기는 10년 이후

가 될 것이라고 많은 거주자들은 전망하였다(그림 5-22).

 

 5.3.6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설계 가능성

 1)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설계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설계시 설계비용의 상승을 감안하고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힌 설계자가 86%이상 되었고 설계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는 그림 5-23와 같이 나타

났으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로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와 자연친화

아파트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경친화적 아파트 도입순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설계비용의 상승정도는 10%에서 15%이내가 가장 적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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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일반화

  

  우리나라의 여건상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가 일반화되는 시기는 10년에

서 20년이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설계자들이 전망하였다(그림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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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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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기본계획요소

  5.4.1 기본계획요소의 적용가능성 평가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들이 아파트단지 계획에

있어 현재의 설계수준으로 볼 때 어느정도 적용가능한 가와 전문가의 입

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 가를 5단계 척도(매우많다, 많다, 보

통이다, 적다, 매우적다)로 질문하여 그림 5-2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고 기본계획요소의 적용가능성 비교를 T-검정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표 5-6과 같이 자연에너지 이용방안과 폐에너지 이용방안만이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용가능성의 매우많다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모든 항목이 73이하의

평가치를 보였으며 특히, 자연에너지 이용, 폐열에너지 이용, 자원의 재활

용·재사용 방안은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기본계획요소의 적용가능성  평가(설계자, 전문가 )

설계자 전문가 T - TEST개 념    기본 계획 요소
MEAN MEAN t 값 유의수준

 에너지 소비절감 67.4 70.8  -1.218 0.230
 자연에너지 이용 48.8 55.8  -3.980  0.000*에너지절약

 폐열에너지 이용 54.8 59.8 -12.564  0.000*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56.3 59.0  -0.239 0.812
 자원의 절감 72.6 72.4   0.113 0.911자원절약

 자원의 보존 72.7 71.8   1.342 0.187
 공기오염의 방지 67.4 66.0   0.225 0.823
 수질오염의 방지 66.1 63.6   0.427 0.671

환경오염

최소화
 폐기물 처리 65.5 68.2  -0.857 0.397
 옥외 물의 공간 63.7 64.6  -0.216 0.830
 옥외 녹지 공간 70.4 70.6   0.336 0.739자연친화

 실내 자연요소 도입 64.3 64.2   1.089 0.283
 지역의 자연적 특성 66.3 66.0   0.000 1.000

지역특성화
 지역 사회 문화 특성 63.2 66.8  -1.140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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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에서와 같이 자연에너지 이용방안과 페열에너지 이용방안이 설계자

와 전문가의 의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

로 분석되어 이들 방안은 아파트단지 계획시 현재의 설계수준에서는 적용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전문가

의 의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의 절감, 자원의 보존,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은 다른 방안에 비해 다소 높은 평가치를 보여 아파

트단지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4.2 기본계획요소의 필요성 평가

  아파트단지 계획에 있어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

의 필요성을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로 비교한 결과 그림 5-27과 같이 도

출 할 수 있었다.  거주자는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 자원의 보존 방안, 폐기물 처리 방안, 자원의 절감 방안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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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전문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오염최소화      자연친화     지역특성화
1 에너지  소비 절감
2 자연 에너지  이용
3 폐열 에너지  이용

4 자원의재활재사용
5 자원의 절감  사용
6 자  원  의    보 존

7 공 기  오 염  방지
8 수 질  오염   방지
9 폐 기 물      처 리

10 옥외   물의    공간
11 옥외   녹지    공간
12 실내 자연요소도입

13 지역  자연적  특성
14 지역 사회문화특성

매우많다

매우적다

(그림 5-26) 기본계획요소의 적용가능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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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생각하고, 설계자는 자원의 보존 방안, 자원의 절감 방안, 옥외 녹

지 공간 조성방안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연에너지 이

용방안,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도

입하는 방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거주자, 설계자 그리고 전문가의 기본계획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크루스

칼-왈리스(Kruskal-Wallis Test) 분산분석을 하여 검정한 결과 표 5-7과  같

이 분석되었고 에너지 소비절감, 자연에너지 이용, 폐열에너지 이용, 자원

의 재활용 재사용, 폐기물처리, 옥외 녹지 공간, 실내에 자연요소 도입, 지

역의 자연적 특성,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기본계획요소의 필요성 거주자 , 설계자 , 전문가  분석평가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Kruskal-Wallis Test
구  분

Mean Rank Mean Rank Mean Rank Chi-

square
df 유의수준

 에너지 소비절감 212.5 125.9 191.6 61.636 2  0.000*

 자연에너지 이용 195.5 139.9 195.3 27.774 2  0.000*

 폐열에너지 이용 193.2 141.1 198.9 26.810 2  0.000*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186.5 143.7 211.3 23.443 2  0.000*

 자원의 절감 166.6 165.2 196.0  3.630 2 0.163

 자원의 보존 159.4 175.6 180.6  2.820 2 0.244

 공기오염의 방지 175.8 160.1 184.6  3.120 2 0.210

 수질오염의 방지 160.3 172.4 189.6  3.300 2 0.192

 폐기물 처리 191.5 143.4 195.8 22.123 2  0.000*

 옥외 물의 공간 163.2 168.3 195.8  3.864 2 0.145

 옥외 녹지 공간 201.7 139.3 176.6 32.122 2  0.000*

 실내 자연요소의 도입 166.5 162.9 204.8  6.545 2  0.038*

 지역의 자연적 특성 165.8 162.9 207.8  7.874 2  0.020*

 지역의 사회문화 특성 182.7 152.8 189.2  9.216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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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분석에서 보면, 에너지소비절감 방안과 옥외 녹지공간 조성 방안은

거주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거주자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에너지소비

절감 방안과 옥외 녹지 공간을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주자와 전문가에 비해 설계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항목인 에너지소비

절감 방안, 자연에너지 이용방안, 폐열에너지 이용 방안,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방안, 폐기물 처리 방안, 옥외 녹지 공간 조성방안 등은 설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거주자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계획방법을 발전시켜

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기본계획요소에서 필요성

이 우선시되는 항목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자원의 절감 방안, 자

원 보존 방안,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림 5-27은 각 기본계획요소의 필요성에 대한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의

평균값을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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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1 에너지  소비 절감
2 자연 에너지  이용
3 폐열 에너지  이용
4 자원의 재활재사용
5 자원의 절감  사용
6 자  원  의    보존
7 공 기  오 염  방지
8 수 질  오염   방지
9 폐 기 물      처 리
10 옥외   물의    공간
11 옥외   녹지    공간
12 실내 자연요소도입
13 지역  자연적  특성
14 지역 사회문화 특성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오염최소화     자연친화       지역특성화

(그림 5-27) 기본계획요소의 필요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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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을 위한 세부항목 평가

  제 4 장에서 환경친화적 건축으로 정립한 개념에 대한 기본계획요소를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건축설계자와 환경건축 전문가에게 세

부항목으로 분류된 각각의 계획방안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를 계획할

때 현재의 국내 설계(기술)수준에서 어느정도 적용가능한 지와 설계자, 전

문가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

며  각 항목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을 `매우많다=5', `많다=4', `보통이다=3',

`적다=2', 매̀우적다=1'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적용가

능성과 필요성을 설계자와 전문가로 비교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여 평가하였다.

  5.5.1 세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평가

  각 기본계획요소에서 분류된 세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설계자와 전문가

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에너지절약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분석

 에너지절약 건축의 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인 에너지소비 절감방

안, 자연에너지 이용방안, 그리고 폐(열)에너지 이용방안에 있어 각각의

세부항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 가를

표 5-8과 같이 분석하였다.

 설계자와 전문가의 평균값을 T-검정한 결과 `주풍향을 고려한 배치', `고

효율의 설비기기 사용', 태̀양열 급탕 시스템', 부̀착온실 및 축열벽 방식'은

설계자 보다 전문가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의식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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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의 경우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에서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건물의

남향 배치' 항목은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료의 내재

된 에너지를 평가', 건̀물재료의 내재된 에너지 평가' 항목은 적용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 에너지의 이용방안과 폐에너지 이용

방안의 모든 항목들는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건물의 남향 배치'는 적용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건물재료의 내재된 에너지 평가', `태양전지 시스템', `지중열

을 이용한 냉난방 설계',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은 적용가

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항목은 적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5-8> 에너지절약의 세부항목 적용가능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 test

기본

계획요소
세부 항목 MEAN MEAN P-value

 태양열(일사)획득 고려한 건물의 남향배치 4.13 4.29 0.083
 주풍향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3.04 3.61  0.017
 외피의 축열성, 단열성이 높은 재료 및 공법선정 3.92 3.98 1.000
 개구부의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 선정 3.56 3.78 0.323
 건물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2.97 3.12 0.262
 자연냉방(맞통풍)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3.35 3.41 0.504
 태양열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3.61 3.66 0.806
 실내에 자연채광 도입의 극대화 설계 3.46 3.49 0.895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 선정 2.68 2.66 1.000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방안

 고효율의 설비기기의 사용권고 3.01 3.37  0.042
 부지내에서 자연에너지의 존재여부를 조사 2.77 3.22 0.088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설계 2.54 3.32  0.000
 태양전지(광) 시스템의 적용 설계 2.32 2.17 0.383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의 적용 설계 2.46 3.00  0.000

자연

에너지의

이용방안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적절한 이용설계 2.12 2.24 0.333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의 도입설계 2.87 3.05 0.302폐에너지의

이용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시스템의 도입설계 2.61 2.93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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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절약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분석

 자원절약 건축의 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인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방안, 자원의 절감 방안 그리고 자원의 보존 방안에 있어 각각의 세부 항

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있어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 가에

대한 결과를 표 5-9와 같이 분석하였다.

 T-검정 결과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만이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

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설계자가 전문가 보다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계자와 전문가 모두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

용'하는 항목의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외 항목의

적용가능성은 보통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표 5-9> 자원절약의  세부항목  적용가능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 test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ule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설계 2.75 2.88 1.000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료의 묘듈화)설계 2.65 2.98 0.679

자원의 재

활용

재사용  중수시스템으로 배수재활용(생활하수의 재처리) 3.04 3.00 0.916

 재료의 수명의 길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선택 3.81 3.71 0.229

 재료의 투입량 절감 설계(정확한 적산량 등) 3.58 3.49 0.723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설계 3.92 4.07 0.743

자원의 절

감 방안

 우수를 저장하여 잡용수로 이용 3.21 3.22 0.922

 기존지형의 형태를 유지한 계획(자연배수를 유지) 3.59 3.49 0.162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 3.70 3.39  0.007*
자원을 보

전 방안
 기존의 녹지를 활용 계획 3.61 3.8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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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오염최소화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분석

 환경오염최소화 건축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인 공기오염방지 방안,

수질오염 방지방안 그리고 폐기물 처리방안에 있어 세부항목들이 환경친

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정도 적용가능한 가를 표 5-10과 같이 분석

하였다.

 T-검정 결과 `폐자재 처리 계획'만이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문가의 적용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설계자와 전문가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 계획'은 적용가능성이 많은 것

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외 대부분 항목의 적용가능성은 보통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설계자들은 `콤포스터 설치 계획'과 `폐자재 처리 계획'의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5-10> 환경오염최소화의 세부항목 적용가능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test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lue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계획 3.63 3.34 0.406

 단지내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3.35 3.22 0.109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계획 3.57 3.29 0.467

 저유황유, 청정연료의 사용 계획 3.25 3.49 0.081

공기오염

방지 방안

 주차공간을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 설치 3.04 3.17 0.623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 3.44 3.27 0.378수질오염

방지방안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시스템 계획 3.17 3.10 0.915

 콤포스터를 설치 계획(공동퇴비장, 부엌쓰레기) 2.92 3.02 0.824

 폐자재(유리조각, 폐타이어)의 처리계획 2.82 3.15  0.037*
폐기물 처

리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 4.09 4.07 0.674



-   -86

 4) 자연친화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분석

 자연친화 건축 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인 옥외 물의 공간 조성 방

안,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그리고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방안

의 세부항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 가

를 표 5-11과 같이 분석하였다.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계자의 경우 `녹도, 산책로, 조깅코스, 넓은 보행자 도로 조성'은 적용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은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경우 `실내 녹화 설계'는 적용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항목의 적용가능성은 보통 이상으로 분석되었

다.

  

<표 5-11> 자연친화의 세부항목 적용가능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test

기본 계획요

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lue

 비오톱, 소생물 공간(연못)설계 3.28 3.29 0.796옥외 물의공

간  실개천, 분수, 저습지 설치 설계 3.09 3.17 0.506

 외부공간을 녹화 설계 3.93 3.76 0.246

 녹도, 산책로, 조깅코스, 넓은 보행자도로 조성 4.01 3.88 0.177

 옥상녹화, 벽면녹화 설계 3.15 3.29 0.580

옥외

녹지공간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 제공 2.99 3.20 0.438

 자연재료(맥반석, 황토, 천연페인트) 사용 3.32 3.46 0.762
실내에 자연

요소도입  실내 녹화 설계(실내정원) 3.11 2.95 0.160



-   -87

 5) 지역특성화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분석

 지역특성화 건축개념에서 분류된 기본계획요소인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과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에 있어 세부

항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정도 적용가능한 가를 표 5-

12와 같이 분석하였다.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의 모든 세부항목은 설계자나 전문

가 모두 적용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 중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항목은 설계자의 적용가능

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2> 지역특성화의  세부항목  적용가능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test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lue

 지역 고유의 생태계(향토 동식물)를 보존 설계 3.16 3.15 0.645지역의 자
연특성보

전  부지의 자연적 특성(토양, 지형)을 고려한 설계 3.47 3.46 0.701

 지역의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을 도입 3.27 3.37 0.701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사용 2.91 3.17 0.243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3.15 3.49 0.083

지역의 문
화,

사회적 특

성보전

 지역여건(경제, 인구밀도, 풍습, 여론)을 고려 3.30 3.3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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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 평가

  

  각 기본계획요소에서 분류된 세부항목의 필요성을 설계자와 전문가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에너지 절약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 분석

 에너지 소비절감, 자연에너지 이용, 폐에너지 이용방안의 세부항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가를 표 5-13과 같이 분

석하였다.

 T-검정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차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의식차이가 있는 모든 항목의 필요 정도를 설계자 보다 전

문가가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계자의 경우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적절한 이용 설계'의 필요

성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의 필요성을 보통이상으로 특히 `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건물의 남향배치'와 `외피의 축열성, 단열성이 높은

재료 및 공법 선정'의 항목은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건물의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태양전지 시스템', `부착온

실, 축열벽 방식' 등의 필요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다른

항목의 필요성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태양열 급탕 시스템',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도입'

같이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수 있

는 설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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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절약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 분석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자원의 절감, 자원의 보존 방안의 세부항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가를 표 5-14와 같이 분

석하였다.

 T-검정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차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의식차이가 있는 항목은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설계', `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 설계'로 설계자 보다 전문가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3> 에너지절약의  세부항목  필요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 test

기본

계획요소
세부 항목 MEAN MEAN P-value

 태양열(일사)획득 고려한 건물의 남향배치 4.18 4.51  0.038*

 주풍향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3.77 4.37  0.001*

 외피의 축열성, 단열성이 높은 재료 및 공법선정 4.18 4.46  0.002*

 개구부의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 선정 3.99 4.46  0.000*

 건물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3.18 3.66  0.001*

 자연냉방(맞통풍)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3.76 4.10  0.010*

 태양열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3.98 4.20 0.056

 실내에 자연채광 도입의 극대화 설계 3.96 4.20 0.453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 선정 3.37 4.10  0.000*

에너지

소비절감

을 위한

방안

 고효율의 설비기기의 사용권고 3.64 4.12  0.005*

 부지내에서 자연에너지의 존재여부를 조사 3.67 4.24  0.001*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설계 3.46 4.05  0.000*

 태양전지(광) 시스템의 적용 설계 3.23 3.34 0.066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의 적용 설계 3.32 3.88  0.008*

자연

에너지의

이용방안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적절한 이용설계 2.99 3.46  0.032*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의 도입설계 3.51 4.15  0.001*폐에너지

의 이용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시스템의 도입설계 3.42 3.9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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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의 경우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방안의 모든 항목의 필요성은 보통

으로 나타났고 자원을 보전하는 방안의 모든 항목의 필요성을 많은 것으

로 그리고 `재료의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선택'과 `절수형 위

생기구 도입 설계'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자원의 절감, 자원의 보전 방안에

서 분류된 모든 항목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환경오염 최소화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 분석

 공기오염 방지 방안, 수질오염 방지 방안, 폐기물 처리 방안의 세부항목

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가를 표 5-15와 같

이 분석하였다.

<표 5-14> 자원절약의 세부항목 필요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 test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ule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설계 3.31 4.02  0.000*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료의 묘듈화)설계 3.40 4.12  0.000*

자원의 재

활용

재사용  중수시스템으로 배수재활용(생활하수의 재처리) 3.75 4.02 0.199

 재료의 수명의 길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선택 4.32 4.41 0.393

 재료의 투입량 절감 설계(정확한 적산량 등) 3.91 4.12 0.146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설계 4.25 4.37 0.323

자원의 절

감 방안

 우수를 저장하여 잡용수로 이용 3.87 4.15 0.151

 기존지형의 형태를 유지한 계획(자연배수를 유지) 4.20 4.29 0.850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 4.27 4.17 0.173
자원을 보

전 방안
 기존의 녹지를 활용 계획 4.32 4.5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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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검정 결과 `저유황유, 청정연료의 사용',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 시스

템', 콤̀포스터 설치 계획', 폐̀자재의 처리',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은 설계

자보다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의식차이가 있었다.

 설계자의 경우 `대기 정화력이 강한 수목의 식재',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 `쓰레기 분리 수거 계획'의 항목은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나머지 다른

항목의 필요성은 보통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주차공간으로 단지 입구나 도로변에 공용 주차장 설치'와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의 필요성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의 필

요성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5> 환경오염최소화의 세부항목 필요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test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lue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계획 4.21 4.05 0.403

 단지내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3.99 4.12 0.570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계획 4.07 4.22 0.057

 저유황유, 청정연료의 사용 계획 3.75 4.34  0.005*

공기오염

방지 방안

 주차공간을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 설치 3.52 3.85 0.092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 3.85 3.88 0.323수질오염

방지방안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시스템 계획 3.81 4.07  0.016*

 콤포스터를 설치 계획(공동퇴비장, 부엌쓰레기) 3.58 4.05  0.001*

 폐자재(유리조각, 폐타이어)의 처리계획 3.44 4.05  0.000*
폐기물 처

리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 4.25 4.5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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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연친화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 분석

 옥외 물의 공간, 옥외 녹지 공간, 실내에 자연요소 도입 방안의 세부항목

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가를 표 5-16과 같

이 분석하였다.

 T-검정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차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의식차이가 있는 항목은 `외부공간의 녹화', 옥̀상 녹화, 벽

면 녹화 설계'로 설계자 보다 전문가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설계자의 경우 `외부공간의 녹화'와 `녹도, 산책로, 조깅코스, 넓은 보행

자 도로 조성 설계'의 필요성은 많은 것으로 그 외 항목의 필요성은 보통

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 제공'과 `실내녹화 설계'를 제

외한 다른 모든 항목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6> 자연친화의 세부항목 필요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test

기본 계획요

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lue

 비오톱, 소생물 공간(연못)설계 3.80 4.12 0.062옥외 물의공

간  실개천, 분수, 저습지 설치 설계 3.77 4.02 0.253

 외부공간을 녹화 설계 4.39 4.61  0.039*

 녹도, 산책로, 조깅코스, 넓은 보행자도로 조성 4.40 4.63 0.173

 옥상녹화, 벽면녹화 설계 3.61 4.12  0.008*

옥외

녹지공간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 제공 3.59 3.80 0.345

 자연재료(맥반석, 황토, 천연페인트) 사용 3.67 4.05 0.068실내에 자연

요소도입  실내 녹화 설계(실내정원) 3.54 3.85 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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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특성화 건축의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 분석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전,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

의 세부항목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가를

표 5-17와 같이 분석하였다.

 T-검정 결과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설계'와 `부지의 자연적 특

성을 고려한 설계'는 설계자보다 전문가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의식차

이를 보였으며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의 항목들은 의

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계자의 경우 지역 특성화의 모든 세부항목의 필요성은 보통으로 분석

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재료의 사용', `지역의 노동력 사

용',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항목의 필요성은 보통으로 그외 항목은 필요

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7> 지역특성화의  세부항목  필요성 평가

  구   분 설계자 전문가 T-test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MEAN MEAN P-value

 지역 고유의 생태계(향토 동식물)를 보존 설계 3.15 4.20  0.001*지역의 자

연특성

보전  부지의 자연적 특성(토양, 지형)을 고려한 설계 3.46 4.39  0.050*

 지역의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을 도입 3.37 4.15 0.102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사용 3.17 3.76 0.109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3.49 3.66 0.311

지역의 문

화,
사회적 특

성보전

 지역여건(경제, 인구밀도, 풍습, 여론)을 고려 3.34 3.9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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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소 결

 1)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중요도

 환경친화적 아파트 계획에서 건축 개념의 중요도를 보면 거주자의 경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인 환경오염 최소화 건축과 에

너지 절약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자의 경우 자연환경과의 조화

를 높이는 방안인 자연친화 건축과 지역특성화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

 현재의 설계 기술 수준에서 환경친화 건축개념의 적용가능 정도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거주자, 설계자 그리고 전문가 모두 이 개념들의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파트단지 계획시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의 도입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건축 개

념으로는 거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파트 구입의사의 결정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뿐아니라 또한 설계자들이 환경친화적 아파트 계획시 우

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 환경오염 최

소화 건축, 자연친화형 건축 개념을 아파트단지 계획에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경친화적 기본 계획 요소의 도입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에서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자원의 보

존 방안,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자원의 절감 방안, 공기오염 방지 방안,



-   -95

폐기물 처리 방안등의 기본 계획요소가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에 우선적

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5) 거주자의 경우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구입의사를 87%이상 나타냈으며

설계자의 경우도 환경친화적 아파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이 도입된 아파트 단지가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6) 앞서 분석한 바 있는 기본계획요소에서 분류된 세부항목들을 정리하

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개획의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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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의 계획방향

  주거단지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편화된 아파트단지의 계획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 개념을 적용한 환경친화적인 아파

트 단지를 계획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 1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세부 계획 항목에 대한 평가

  앞 장에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본계획요소의 필요성의

평가와 건축설계자와 환경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친화적 아

파트단지 세부계획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고자 한다.

 각 항목별 세부계획항목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을 평균값으로 분석하였

는데 각 평균값의 4-5미만을   로 표기하고 평가치 2를 주었고 3-4미만은

△표기와 평가치 1을 주었으며 2-3미만은 ×표기와 평가치 0을 주어 표

6-1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표 6-1> 세부계획항목에 대한  평가척도

적용가능성 필 요 성구 분
(평균값) 표 기 평가치 표 기 평가치

4 - 5미만    2    2
3 - 4미만 △ 1 △ 1
2 - 3미만 × 0 × 0
1 - 2미만 - - - -

표 기 평가치의
합

내  용

      4  필요성이 많은 항목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3  필요성이 많은 항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 2  필요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   2  필요성이 많은 항목이긴 하나 적용하기는 어렵다.

  △ 1  필요한 항목이긴 하나 적용되기는 어렵다.
× × 0  필요성이 거의 없고  적용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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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에너지절약 건축의 세부계획 항목 평가

  에너지절약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표 6-2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 도입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정

리하고자 한다. - 종합점수의 6이상을 도입할 수 있는 요소로 책정한다.

 1)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설

계자 보다 전문가의 평가치가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건물 표면적의 최소화 설계' 방안과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 및 선정'하는 방안은 필요성은 있으나 적용가능성

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도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그 외의 항목은 계

획요소로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연에너지의 이용방안과 폐에너지 이용 방안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보면 설계자 보다 전문가의 평가치가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

든 항목의 평가치가 낮아 계획요소로 도입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지내의 자연에너지의 존재를 조사'하는 방안과 `태양

열 급탕 시스템' 방안 그리고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방안

은 전문가의 평가 보다 설계자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분

석되어 이 방안들의 설계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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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치는 상대평가 점수이므로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 종합은 각 평가치를 합산 값이다.

  6.1.2 자원절약 건축의 세부계획 항목 평가

  자원절약 건축의 세부계획항목의 평가를 표 6-3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계획요소의 도입은 종합점수의 6이상을 책정한다.

 1)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방안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보면 설계자에

비해 전문가들은 `기존 건물재료의 재활용 설계' 방안과 `기존 건물재료의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재 도입되기는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중수시스템 설계'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6-2> 에너지절약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

구   분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기본

계획

요소

세부 항목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종합

 태양열(일사)획득 고려한 건물의 남향배치     4     4 10
 주풍향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2     3 7
 외피의 축열성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및  공법선정     3     3 8
 개구부의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 선정     2     3 7
 건물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1     2 5
 자연냉방(맞통풍)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2     3 7
 태양열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2     3 7
 실내에 자연채광 도입의  극대화 설계     2     3 7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 선정     1     2 5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

 고효율의 설비기기의  사용권고

  2

    2     3 7

 부지내에서  자연에너지의 존재여부 조사     1     3 5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설계     1     3 5
 태양전지(광) 시스템의 적용 설계     1     1 3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의 적용 설계     1     2 4

자연

에너지

의 이

용

방안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적절한  이용설계

  1

    0     1 2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의 도입설계     1     3 5폐(열)
에너지

의이용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시스템의  도입설계

  1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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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의 절감 방안과 자원의 보존 방안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보면

설계자와 전문가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모든 항목이 계획요소로 도입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평가치는 상대평가 점수이므로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 종합은 각 평가치를 합산 값이다.

  6.1.3 환경오염최소화 건축의 세부계획 항목 평가

  환경오염최소화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표 6-4와 같이 도출하였으

며 계획요소의 도입은 종합점수의 6이상을 책정한다.

 1) 공기오염방지 방안의 세부계획요소 평가에서 설계자와 전문가의 평가

치가 유사하게 분석되었고 `주차공간을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으로 설

치'하는 계획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6-3> 자원절약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

  구   분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종

합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설계 × △ 1     2 4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료의 묘듈화)설계 × △ 1     2 4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중수시스템으로 배수재활용(생활하수의  재처리)

△ 1

△ △ 2     3 6

 재료의 수명의  길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선택 △   3     3 8

 재료의 투입량  절감 설계(정확한  적산량 등) △ △ 2     3 7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설계 △   3     4 9

자원의

절감

방안

 우수를 저장하여 잡용수로 이용

  2

△ △ 2     3 7

 기존지형의  형태를 유지한 계획(자연배수를 유지) △   3     3 8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 △   3     3 8
자원의

보전

방안
 기존의 녹지를  활용 계획

  2

△   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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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질오염 방지 방안의 평가에서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은 도입되기

어렵고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 시스템 계획'은 평가치는 낮으나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폐기물 처리 방안의 평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은 계획요소로 도

입되고 있는 방안이고 `콤포스터 설치와 폐자재의 처리 계획'은 설계자의

평가치는 낮으나 전문가들은 필요성이 많고 적용가능하다고 평가하여 계

획방안으로 도입될 수 있다.

 - 평가치는 상대평가 점수이므로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 종합은 각 평가치를 합산 값이다.

<표 6-4> 환경오염최소화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

  구   분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종합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계획 △   3     3 7

 단지내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   3     3 7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계획 △   3     3 7

 저유황유, 청정연료의 사용 계획 △ △ 2     3 6

공기

오염

방지

방안

 주차공간을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으로 설치

△ 1

△ △ 2     2 5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 △ △ 2     2 5수질오

염방지

방안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시스템  계획
△ 1

△ △ 2     3 6

 콤포스터를  설치 계획(공동퇴비장, 부엌쓰레기) × △ 1     3 6

 폐자재(유리조각 , 폐타이어)의  처리계획 × △ 1     3 6
폐기물

처리

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

  2

    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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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자연친화 건축의 세부계획 항목 평가

  자연친화 건축의 세부계획항목의 평가를 표 6-5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계획요소의 도입은 종합점수의 6이상을 책정한다.

 1) 옥외 물의 공간 방안의 평가에서 전문가는 `비오톱과 소생물 공간'과

`실개천과 분수, 저습지 조성' 방안의 필요성이 많다고 평가하여 도입되기

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옥외 녹지 공간 방안 중 `녹도, 산책로, 조깅코스' 계획은 전문가의

적용가능성이 설계자 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모든 항목이 계획요

소로 도입될 수 있다.

 3) 전문가들은 `실내를 녹화하는 계획' 방안의 적용가능성이 적다고 평가

하여 도입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자연재료를 실내에 도입'하는 방안은

도입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 평가치는 상대평가 점수이므로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 종합은 각 평가치를 합산 값이다.

<표 6-5> 자연친화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

  구   분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종

합

 비오톱, 소생물 공간(연못)설계 △ △ 2     3 6옥외

물의

공간
 실개천, 분수 , 저습지 설치 설계

△ 1
△ △ 2     3 6

 외부공간을  녹화 설계 △   3     3 8

 녹도, 산책로 , 조깅코스, 넓은 보행자도로 조성     4     3 9

 옥상녹화, 벽면녹화  설계 △ △ 2     3 7

옥외

녹지

공간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 제공

  2

△ △ 2     2 6

 자연재료(맥반석 , 황토, 천연페인트) 사용 △ △ 2     3 6실내에

자연요

소도입
 실내 녹화 설계(실내정원)

△ 1
△ △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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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지역특성화 건축의 세부계획 항목 평가

 지역특성화 건축의 세부계획항목 평가를 표 6-6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계

획요소의 도입은 종합점수의 6이상을 책정한다.

 1)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의 평가에서 `지역 고유의 생태

계를 보존'하는 계획요소의 필요성은 많다고 평가되어 `부지의 자연적 특

성을 고려'하는 계획요소와 함께 도입될 수 있다.

  

2)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존하는 방안의 평가에서 설계자와 전문

가의 평가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나 낮은 평가치를 보이고 있어 `지역 고

유의 건축요소와 특성을 도입'하는 계획요소만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 평가치는 상대평가 점수이므로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 종합은 각 평가치를 합산 값이다.

<표 6-6> 지역특성화  건축의 세부계획 항목  평가

  구   분 거주자 설계자 전문가

기본

계획

요소

세 부 항 목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적

용

성

필

요

성

평

가

치

종

합

 지역 고유의 생태계(향토 동식물)를 보존  설계 △ △ 2     3 6지역의

자연특

성보전  부지의 자연적  특성(토양, 지형)을 고려한 설계

△ 1
△   3     3 7

 지역의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을  도입 △ △ 2     3 6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사용 × △ 1     2 4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 △ 2     2 5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

보전
 지역여건(경제, 인구밀도 , 풍습, 여론)을  고려

△ 1

△ △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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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방향 제시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계획요소로 분류된 세부 계획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앞 절에서 하였다.  거주자와 설계자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치를

종합하여 6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을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는 요소로

책정하여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계획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점수의 6이하 평가를 받은 항목은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로는 유효하

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

계획요소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 계획과정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환경친화

적 아파트 단지 계획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표 6-7>. (계획과정은

일반 설계사무소와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아파트 단지 설계보고서를 참고

로 하였음)

  6.2.1 기본 구상 단계

  

  1. 설계 목표

    l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

     :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최소화, 자연친화, 자원절약, 지역특성화의

 건축 개념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 계획

  

  2. 대지 분석 및 검토

  l 입지 여건, 위치, 광역 및 근린 주거현황 등

  l 대지 면적, 경사도, 지형, 지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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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주변 교통 현황 :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자동차의 이용을 줄임

  l 주변 지역 주거 환경 현황 : 공원, 녹지 여부

  l 주변 지역 개발 현황 : 건물 밀도 분포

  l 기타(토지 이용 현황 등)

  3. 지역의 생활 여건 분석

  l 지역의 경제구조(소득수준)와 문화수준의 이해 : 풍습, 주민 여론

  l 교육시설, 공공시설, 위생시설, 상업시설 등

  4. 지역의 건축적 특성 분석

  l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특성의 보존

  5. 지역의 자연 환경 분석

  l 공기, 물, 토양오염 여부와 소음 발생 조사

  l 지역의 자연생태계 : 동·식물 조사

  l 연평균 기온, 강우량, 습도, 풍향, 풍속, 방위, 태양고도 등

  6. 관련 법규 검토

  l 건축법, 주택 건설 촉진법, 도시계획법 등

  l 환경 관련 제도

  6.2.2 기본 계획 단계

   1. 부지 계획

    : 부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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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계획

        l 기존 지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개발(자연배수의 유지)

        l 기존의 녹지를 활용(유지)하는 개발

        l  지역 고유의 자연 생태계(향토 동식물)를 보존하는 개발

        l 부지의 자연적 특성(토양, 지형, 식생)을 고려한 개발

     ■장기 계획

        l 부지 선택시 자연 에너지의 존재 여부를 조사

        l 지역 여건(지역 경제, 인구밀도, 풍습, 주민 여론 등)을 고려

        l 투수성 도로 포장

   2. 토지 이용 계획

      l 용도별로 토지 이용 계획(주거동, 외부공간, 복지시설, 상업시설)

      l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

   3. 동선 계획

    1) 차량 동선

     : 기존 도로와 단지내 가로망과의 관계

     ■단기 계획

         l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

         l 단지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계획(통과기능의 최소화)

         l 인간척도를 기준으로한 도로 계획(자동차의 속도 감소)

         l 대중교통수단 및 대체수송수단의 이용 계획

     ■장기 계획

         l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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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행자 동선

     : 보행자 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관계

     ■단기 계획

         l 넓은 보행자 도로 계획

         l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계획(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4. 주거동 배치 계획

     : 입지의 특성을 고려함(건물의 다양성 및 통일성 등)

     ■단기 계획

      l 태양열(일사)획득을 고려한 건물의 남향 배치 : 방위각, 태양고도

      l   주풍향(통풍)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5. 건축 계획

   1) 문화와 지역의 고유성 보존

     ■단기 계획

         l 그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 도입

     ■장기 계획

         l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사용

         l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2) 건물 디자인

     ■단기 계획

         l 자연냉방(맞통풍)을 고려한 실내 공간 배치

         l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실내 공간 배치

         l 실내로 자연채광의 최대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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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계획

         l 건물의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l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 적용 설계

         l 실내 녹화 (실내정원) 계획

   3) 건물 재료

     ■단기 계획

       l 외피(벽,지붕)의 축열성, 단열성이 높은 재료 선정 및 공법 선정

       l 3중창, 열반사유리, 차양장치 등의 개구부 재료 선정

       l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충분한 재료의 선정

       l 재료의 투입량을 절감(정확한 적산량, 경량, 평면의 단순화)

       l 자연 재료의 사용(맥반석, 황토, 천연페인트, 목재 등)

       l 폐자재(유리조각, 페타이어, 폐아스팔트, 폐목재)의 처리 계획

     ■장기 계획

         l 건물 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선정

         l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l 기존 건물 재료를 재활용·재사용

   4) 단위세대(평면) 계획

    : 공간의 자율적 변화, 진입방식, 다양한 주거형태, 전용면적 증가 등

  

   5) 입면 계획

    : 판상형태의 탈피, 다양한 구성, 지붕 형태의 변화, 입체감 형성

   6) 부대 복리시설 계획

    : 복리 후생, 생활편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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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경 계획

     ■단기 계획

         l 대기 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l 비오톱, 소생물 공간(자연학습장) 조성

         l 외부 공간의 녹화(녹도, 산책로, 조깅코스 등)

         l 옥상녹화, 벽면녹화, 지하 주차장 상부 녹화

         l 채소원과 유실수의 재배공간 조성

         l 콤포스터 설치(공동 퇴비장, 부엌 쓰레기의 퇴비화)

         l 생물학적 하수 정화 처리 시스템 계획

         l 실개천, 분수, 저습지 조성

 

   7. 설비 시스템 계획

     ■단기 계획

         l 고효율의 설비기기 사용

         l 우(雨)수 저장 시설(잡용수로 이용)

         l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

         l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 설치

         l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의 사용

         l 중수 시스템 적용

     ■장기 계획

         l 태양열 급탕 설비 시스템 적용

         l 태양전지(광) 시스템 적용

         l 쓰레기 소각열 및 폐열을 이용하는 난방 시스템

         l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하는 난방 시스템

         l 지중(냉)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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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설계과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과정

구  분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부지계획

  기존 지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개발

  기존의 녹지를 활용하는 개발

  지역 고유의 자연 생태계 보전 개발

  부지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

  부지의 자연에너지의 존재 여부 조사

  지역여건(지역경제, 밀도, 풍습, 여론)

  을 고려

  투수성 도로포장

차량

동선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 체계

  단지내 자동차의 이용을 줄임

  인간척도를 기준으로 한 도로계획

  대중교통 수단 및 대체수송수단 이용

  단지 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의

설치 계획

동

선

계

획 보행자

동선

  넓은 보행자 도로 계획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주거동 배치계획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건물 배치

  주풍향을 고려한 건물 배치

문화와
지역의
고유성

  그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 도입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사용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건물

디자인

  자연냄방을 고려한 실내공간배치

  태양열 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배치

  실내로 자연채광의 최대한 유입

  건물의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부착온실, 축열벽 방식 적용

  실내 녹화 계획
건

축

계

획
건물

재료

  외피의 축열성, 단열성이 높은 재료

  3중창, 열반사유리, 차양장치

  내구성과 수명이 긴 재료

  재료의 투입량을 절감

  자연재료의 사용

  폐자재의 처리 계획

  건물 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의

  평가 및 선정

  기존 건물(구조)를 재활용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사용

조경계획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의 식재

  비오톱, 소생물 공간 조성

  외부공간의 녹화(녹도, 산책로 등)

  옥상, 벽면, 지하주차장 상부 녹화

  채소원과 유실수의 재배공간 조성

  콤포스터 설치(공동 퇴비장)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 계획

  실개천, 분수, 저습지 조성

설비시스템 계획

  고효율의 설비기기의 사용

  우수 저장 시설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중수 시스템

  태양열 급탕 설비 시스템

  태양전지(광) 시스템

  쓰레기 소각열 및 폐열을 이용한 난방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

  지중(냉)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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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 과 외국의 환경친화 건축 개념 및

평가 기준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을 정

립하였고, 또한 지속가능한 설계 이론을 도입하여 아파트 단지를 환경친

화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계획구성요소를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파트 거주자와 건축 설계자 및 환경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분석

하여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단지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환경친화 건축 개념을 에너지절약 건축, 자원절약 건축, 환경오염 최소

화 건축, 자연친화 건축, 지역특성화 건축으로 분류하였다.  이 개념들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안인 환경오염 최소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자연친화 건축을 중요시 하였

으며 건축 설계자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높이는 방안인 자연친화와 지역특

성화 건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환경친화 건축 개념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개념은 아파트 구입의사의 결정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친화 건축 개념인 에너

지 절약형 건축, 환경오염 최소화 건축, 자연친화형 건축 개념이 될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각 개념에 대한 기본계획요소를 분류하면 에너지절약 건축은 에너지

소비절감, 자연에너지 이용, 폐(열)에너지 이용 방안으로; 자원절약 건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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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자원의 절감, 자원의 보존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

소화 건축은 공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자연

친화 건축은 옥외 물의 공간 조성, 옥외 녹지 공간 조성, 실내에 자연요소

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지역특성화 건축은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존,

지역의 문화·사회적 특성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분류되고, 이 계획요소

중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요소로는 옥외

녹지 공간 조성 방안, 자원의 보존 방안,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자원의

절감 방안, 공기오염 방지 방안, 폐기물 처리 방안 등의 계획요소가 되어

야 한다.

4)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 항목들을

거주자, 건축 설계자, 환경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는데

평가한 내용을 아파트 단지 설계과정에 적용하여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에 있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였다<표 6-7>.  이를 환경친

화적 아파트 단지 계획의 지침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5) 거주자는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구입의사를 87%이상 나타냈으며 설계

자도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이 도입된 아파트 단지가 일반화 될 것으

로 판단된다.

6)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건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건축의 개발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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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열(폐열)을 이용한 난방, 급탕설비

의 의무화,  단지내 공동퇴비장의 의무화,  수자원 절약을 위한 중수도 시

설의 의무화, 자연생태계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규제 등 환경친화 건축

에 관련된 법적인 규제와 개선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 이런 환경친화적 건축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술이나 시공기

술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제성이 있는 환경 친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설계 방법과 지속가능한 설계와의 조화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9)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 보

다도 일반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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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의 방향성 제고를 위한 조사

(아파트  거주자 대상)
 응답자 특성에 관한 조사(아파트 거주자)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1) 자영업  2) 회사원  3) 공무원  4) 교원·교수  5) 군인·경찰  6) 주부  7)학생

5. 귀하의 가족수는 몇 명입니까 ?  (      ) 명
  
6. 귀하 가족의 연간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 (    )
1) 1000만원이내 2) 1000∼2000만원미만  3) 2000∼3000만원미만 4) 3000∼4000만원미만  5)

4000만원이상

7. 귀하가 아파트에 거주하신 년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 (    )

 1) 2년미만  2) 2∼3년미만  3) 3∼5년미만  4) 5년이상  5) 10년이상

8.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 (    )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임대  5) 기타

9.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평수는 어떻습니까 ? (    )

 1) 20평이하  2) 20∼25평  3) 25∼35평  4) 35∼45평  5) 45평이상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환경연구실에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개발에 관한 일환으로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의 개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설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가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위치는 (        )시  (        )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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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의 계획에 관한 본조사

  최근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하여

에너지원 및 자원의 고갈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기, 수질, 토지 등의 환경이 오염되어 이
상기온, 수면의 상승 등 지구환경의 변화 원인이 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 전세계적인 환경을 보전하는 공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각 나라마다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환경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규제안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새로운 국
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장 먼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건물', `자연
친화형 건물' 등의 이름아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한 건
물이 아닌 환경의 일부만을 적용한 건물로서 이러한 단편적인 적용은 세계적인 환경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모든 연구 및 기술이 선진국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분야에서 빠른 시간안에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적인 특성과 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환경친화

형 건축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중앙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부설 건축환경연구실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환
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가장 많이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아파트는 무엇인가? 또한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아파트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
선적으로 연구해야할 분야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란 크게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 오염방지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적
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나무, 물 등의 자연적인 요소, 지역적, 사회·
문화적 특성을 아파트에 도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된, 자연과 가깝게 지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사람과 자
연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소 경제적 부담이나,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드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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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    )

  1) 매우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4) 적다  5) 매우적다

2. 환경을 고려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요   표기( ㅇ )

 1) 에너지를 절약하는 APT  (     )

 2) 자원을 절약하는 APT  (     )

 3)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APT  (     )

 4) 자연환경과 친화할 수 있는 APT  (     )

 5) 지역의 자연·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는 APT (     )

3. 아래의 항목은 환경친화형 아파트 단지의 계획에 있어 기본적 요소입니다.

  귀하께서 아래항목중 알고 계시는 항목에 대해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4. 귀하께서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1번로 표기하고 다음을 2번로 하여 5번까지 작성함)

   

항  목 내     용(예) 표 기(ㅇ)

에너지

절  약

 태양에너지와 같은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냉·난방·전기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단지에 도입한다.
자  원

절  약

 단지내 수자원 절약을 위해 우(雨)수를 이용하거나 자원

(건물재료)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안

환경오염

최소화

 단지내 공기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친화

건  축

 단지내를 녹화하고 실개천같은 수(水)공간을 구성하거나

실내에 실내정원을 꾸민다

지역특성화

건  축

 지역의 고유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지역 고유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단지 계획

항  목 내     용(예) 중요 순위

에너지

절  약

 태양에너지와 같은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냉·난방·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단지에 도입한다.
자  원

절  약

 단지내 수자원 절약을 위해 우(雨)수를 이용하거나 자원(건물재료)을 재

활용·재사용하는 방안

환경오염

최소화

 단지내 공기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친화

건  축

 단지내를 녹화하고 실개천같은 수(水)공간을 구성하거나

실내에 실내정원을 꾸민다

 지역특성화

건  축

 지역의 고유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지역 고유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단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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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실정상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의 기본요소 중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을 세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 ㅇ )

  1) 에너지 절약 방안          (      )

  2) 자원 절약 방안            (      )

  3)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      )

  4) 자연친화공간 조성 방안    (      )

  5) 지역 특성화 건축 방안     (      )

6.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보기

와 같이(ㅇ) 표시하여 주십시오

7.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보기

와 같이(ㅇ) 표시하여 주십시오

* 중수시스템 : 생활오수(변기세척수 제외)를 재처리하여 음료수를 제외한 용도

               (변기세척수,조경수 등)로 재사용하는 방법

필 요 성

항   목  내   용(예)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

 실내로 자연채광을 많이 받아들여 전기에너지를 절약

단열성능이 좋은 단열재료, 고효율기기를 사용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자연에너지의

이용 방안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급탕과 난방에 이용하는 방안

에

너

지

절

약

형
폐열에너지의

이용 방안
 쓰레기 소각열 등을 난방에 이용하는 방안

필 요 성

항   목  내   용(예)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방안

 기존의 건물구조나 건물재료를 재활용·재사용한다

 중수시스템*으로 수자원을 재활용한다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절수형 설비기기의 사용으로 수자원 절약

 우수를 저장하여 세척수로 사용하는 방안

자

원

절

약

형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부지개발을 할 때 기존 지형을 파괴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시키는 것과 기존의 녹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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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보기

와 같이(ㅇ) 표시하여 주십시오

  

9.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보기와

같이(ㅇ)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지역특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단지에서 다음 항목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보기

와 같이(ㅇ) 표시하여 주십시오

필 요 성

항   목  내   용(예)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공기오염의

방지방안

 단지에서의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청정연료의 사용

 수질오염의

방지방안

 단지내의 도로포장을 투수성재료를 사용하여 빗물에

 의해 각종 오물이 하수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환

경

오

염

최

소

화

 폐 기 물

 처리방안

 단지내에 공동 퇴비장을 설치하여 생활쓰레기를 퇴비

화하여 비료로 사용한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필 요 성

항   목  내   용(예)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옥외 물의

 공간 설계
 단지내에 실개천, 분수, 연못같은 공간을 설치한다

 옥외 녹지

 공간 설계

 단지내의 외부공간을 수목등으로 녹화한다

 산책로, 조깅코스 등을 조성

자

연

친

화

형
 실내에 자연

요소도입

 실내정원등으로 실내를 녹화한다

 실내마감재료를 자연재료로 사용한다

필 요 성

항   목  내   용(예)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보전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계(향토수종)를 보전하고

 부지의 토양, 지형, 식생을 고려하여 개발을 한다
지

역

특

성

화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보전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지역경제, 인구밀도,

풍습, 주민여론등을 고려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아파트 단지 계획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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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에 위와 같은 개념들이 도입될 경우, 가격상승을 감안하시고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1) 예         2) 아니다

  11.1 “예”라고 답하신 경우 가격상승을 평당 분양가의 몇%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
    1) 10 %이내  2) 20%이내  3) 30%이내  4) 40%이내  5) 50%이상

   

  11.2 “예”라고 답하신 경우에 구입하시고자 한다면 다음의 요소들 중 구입의사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을 1번 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표시하여 주십시오(1번-5번)

   1) 에너지 절약형 APT (     )

   2) 자원 절약형 APT (     )

   3) 환경오염 최소형 APT (     )

   4) 자연친화공간 조성형 APT (     )

   5) 지역 특성화 건축 APT (     )

1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위와같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가 언제쯤 일반화 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 1∼2년내  2) 3∼5년내  3) 5∼10년내  4) 10년 이후  5) 1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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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의 방향성 제고를 위한 조사

(건축 설계자 대상)

    응답자 특성에 관한 조사(설계사무소)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4. 귀하가 종사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1) 설계  2) 기획  3) 감리  4) 인테리어  5) 설비  6) 기타 (          )

   5. 귀하가 이 분야에 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1) 2년미만  2) 2년이상∼5년미만  3) 5년이상∼10년미만  4) 10년이상∼20년미만

   5) 20년이상

   6.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    )

   1) 대리이하  2) 과장(차장)  3) 부장(실장)  4) 이사(소장, 본부장)  5) 사장(대표이사)
  
   7. 귀하는 아파트단지 설계에 몇회나 참여하셨습니까 ? (    )

   1) 없다  2) 1∼2회미만  3) 2회∼5회미만  4) 5회∼10회미만  5) 10회이상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본 설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에 관한 연구과제의 일환

으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개발에 관한 일환으로 환

경친화형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

화형 아파트단지의 개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저희 중앙대학교 대

학원 건축환경연구실에서 설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

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의 설립년도는 ? (     )년

2. 회사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몇 명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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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귀하의 아파트 거주 경험여부는 ? (    )

   1) 있다    2) 없다

   8. 1 위의 질문에서 거주 경험이 있으시면 거주년수는 몇 년 정도됩니까 ? (    )

   1) 2년미만  2) 2년이상∼3년미만  3) 3년이상∼5년미만  4) 5년이상∼10년미만

   5) 10년이상

  

본 설문 조사

 1. 귀하가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단지의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1) 외관 디자인    2) 건물 배치    3) 용적율   4) 내부 공간 구성   5) 외부 공간 구성

6) 동선 체계      7) 주변환경과의 조화   8) 기타 (                            )

 2. 귀하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    )

  1) 매우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4) 적다  5) 매우적다

 3. 귀하께서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1번로 표기하고 다음을 2번로 하여 5번까지 작성함)

   

   

항  목 내     용(예) 중요 순위

에너지

절  약

 태양에너지와 같은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냉 ·난방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단지에 도입한다.
자  원

절  약

 단지내 수자원 절약을 위해 우(雨)수를 이용하거나 자원(건축

 재료)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안
환경오염

최소화

 단지내 공기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안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친화

건  축

 단지내를 녹화하고 실개천같은 수(水)공간을 구성하거나 실내에

실내정원을 꾸민다
 지역특성화

 건  축

 지역의 고유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지역 고유의 사회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단지 계획



-   -124

  귀하께서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신다면, 현재의 국내 설계수준을 고려할 때 아래 각 항

목들이 어느정도 적용가능한지 보기와 같이(ㅇ) 표시하여 주십시오 (4번∼8번까지 해당)

4.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내재된 에너지(Embodied Energy): 재료의 생산 전과정(재료의 추출, 가공, 생산, 수송 등)

에 투입된 총에너지의 량으로 재료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 (예 : 목재 1, 알루미늄 : 10)

5.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적용 여부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태양열(일사)획득 고려 건물의 남향배치

② 주풍향을  고려 건물의  배치

③ 외피(벽 , 지붕)의 축열성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및  단열공법  선정

④ 개구부의  단열(3중창, 열반사유리 , 차양장치)성능이 높은  재료 선
정⑤ 건물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⑥ 자연냉방 (맞통풍)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⑦ 태양열(일사)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⑧ 실내에 자연채광 도입의 극대화  설계

⑨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 , 선정한다

 에너지

소비절감

을 위한

 방안

⑩ 고효율의  설비기기를 사용 권고

① 부지내에서 자연에너지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일사,기온,바람 등)
②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설계

③ 태양전지 (광) 시스템의 적용 설계

④ 부착온실 , 축열벽방식의  적용 설계

 자연

 에너지의

 이용방안

⑤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적절한 이용 설계

①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의  도입 설계

에

너

지

절

약

형

건

축

 폐에너지

의 이용 ②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시스템의 도입 설계

적용 여부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기존 건물(구조)을 재활용 설계

②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료의 묘듈화, 재활용 공법) 설계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방 안 ③ 중수시스템으로  배수재활용 (생활하수의  재처리)설계

① 재료의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충분한 재료의  선택

② 재료 투입량  절감 설계(정확한  적산량, 경량, 평면의 단순화)

③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  설계

 자원을
 절  감
 방  안

④ 우수를 저장하여 잡용수 이용 설계(살수 , 조경, 방화)

① 기존지형의 형태를  유지 계획 (자연배수를 유지)

②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

자

원

절

약

형

건

축  자원을
 보  전
 방  안

③ 기존의 녹지를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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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7.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8.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지역특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적용 여부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계획

② 단지내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대중교통 , 대체수송수단이용,
   인간척도  기준 도로 체계 ,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

④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계획

⑤ 저유황유 , 청정연료의 사용  계획

공기오염
방지

⑥ 주차공간으로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  계획

①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수질오염
방지 ②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시스템 설계

① 콤포스터를 설치 계획(공동퇴비장 , 부엌쓰레기 퇴비화)
② 폐자재(유리조각, 폐타이어, 폐아스팔트, 폐목재)의  처리계획

환경

오염

의

최소

화

건축
폐기물
처리

③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

적용 여부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비오톱, 소생물공간(연못) 설계옥외
물의 공간 ② 실개천, 분수, 저습지를 설치 설계

① 외부공간을 녹화 설계

② 녹도(green way), 산책로 , 조깅코스, 넓은보행자도로 조성  설계

③ 옥상녹화 , 벽면녹화 설계

옥외
녹지 공간

④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 제공

①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맥반석, 황토 , 천연페인트 , 목재 등)

자연

친화

형

건축
실내에

자연요소
도입 ② 실내 녹화 설계  (실내정원)

적용 여부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보존 설계 (향토 동식물  보존)지역의
자연적
특성
보존 ② 부지의 자연적 특성 (토양,지형, 식생)을 고려한 설계

① 그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 도입  설계

②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 사용 설계

③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계획

지역

특성

화건

축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
보존

④ 지역여건 (지역경제, 인구밀도 , 풍습 , 여론 등)을  고려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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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들

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기와 같이(ㅇ) 표기하여 주십시오

9.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내재된 에너지(Embodied Energy): 재료의 생산 전과정(재료의 추출, 가공, 생산, 수송 등)

에 투입된  총에너지의 량으로 재료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 (예 : 목재 1, 알루미늄 : 10)

10.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필 요  성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태양열(일사)획득 고려 건물의 남향배치

② 주풍향을  고려 건물의  배치

③ 외피(벽 , 지붕)의 축열성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및  단열공법  선정

④ 개구부의  단열(3중창, 열반사유리 , 차양장치)성능이 높은  재료 선정

⑤ 건물 표면적비 최소화  설계

⑥ 자연냉방 (맞통풍)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⑦ 태양열(일사)획득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배치

⑧ 실내에 자연채광 도입의 극대화  설계

⑨ 건물재료의 선택시  내재된 에너지*)를 평가 , 선정한다

 에너지

소비절감

을 위한

 방안

⑩ 고효율의  설비기기를 사용 권고

① 부지내에서 자연에너지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일사,기온,바람 등)

②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설계

③ 태양전지 (광) 시스템의 적용 설계

④ 부착온실 , 축열벽방식의  적용 설계

 자연

 에너지의

 이용방안

⑤ 지중(냉)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적절한 이용 설계

①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의  도입 설계

에

너

지

절

약

형

건

축

 폐에너지

의 이용 ② 배기와 배수의 열을 회수시스템의 도입 설계

필 요  성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기존 건물(구조)을 재활용 설계

② 기존 건물재료를 재활용(재료의 묘듈화, 재활용 공법) 설계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방 안 ③ 중수시스템으로  배수재활용 (생활하수의  재처리)설계

① 재료의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충분한 재료의  선택

② 재료 투입량  절감 설계(정확한  적산량, 경량, 평면의 단순화)

③ 절수형 위생기구 도입  설계

 자원을
 절  감
 방  안

④ 우수를 저장하여 잡용수 이용 설계(살수 , 조경, 방화)

① 기존지형의 형태를  유지 계획 (자연배수를 유지)

②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체계 계획

자원

절약

형

건축

 자원을
 보  전
 방  안

③ 기존의 녹지를 활용 계획



-   -127

11.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12.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13. 다음은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 계획에서 지역특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필 요  성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대기정화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  계획

② 단지내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대중교통 , 대체수송수단이용,
   인간척도  기준 도로 체계 ,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

④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계획

⑤ 저유황유 , 청정연료의 사용  계획

공기오염
방지

⑥ 주차공간으로 단지입구나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  계획

① 투수성 도로포장 계획수질오염
방지 ②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시스템 설계

① 콤포스터를 설치 계획(공동퇴비장 , 부엌쓰레기 퇴비화)

② 폐자재(유리조각, 폐타이어, 폐아스팔트, 폐목재)의  처리계획

환경

오염

의

최소

화건

축

폐기물
처리

③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

필 요  성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비오톱, 소생물공간(연못) 설계옥외
물의 공간 ② 실개천, 분수, 저습지를 설치 설계

① 외부공간을 녹화 설계

② 녹도(green way), 산책로 , 조깅코스, 넓은보행자도로 조성  설계

③ 옥상녹화 , 벽면녹화 설계

옥외
녹지 공간

④ 채소원과  유실수 재배공간 제공

①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맥반석, 황토 , 천연페인트 , 목재 등)

자연

친화

형

건축

실내에
자연요소

도입 ② 실내 녹화 설계  (실내정원)

필 요  성
항   목  내      용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보      기  ㅇ

①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보존 설계 (향토 동식물  보존)지역의
자연적
특성
보존 ② 부지의 자연적 특성 (토양,지형, 식생)을 고려한 설계

① 그  지역 고유의  건축요소와 특성 도입  설계

②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 사용 설계

③ 그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  계획

지역

특성

화

건축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
보존

④ 지역여건 (지역경제, 인구밀도 , 풍습 , 여론 등)을  고려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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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래의 항목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우선순위(1∼5)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에너지 절약 방안          (      )
  2) 자원 절약 방안            (      )
  3)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      )
  4) 자연친화공간 조성 방안    (      )
  5) 지역 특성화 건축 방안     (      )

15.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 설계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의 설계비용이 상승된다면 설계비용의

상승을 감안하시고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 예       2) 아니다

 15. 1. “예”라고 답하신 경우 다음 요소 중 비용 상승을 감안하고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항목에 모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         )
   2) 자원절약형 아파트        (         )
   3) 환경오염 최소화 아파트   (         )
   4) 자연 친화형 아파트       (         )
   5) 지역특성화 아파트        (         )

15. 2. “예”라고 답하신 경우에 설계비용의 상승정도를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5%이내  2) 5%∼10%이내  3) 10%∼15%이내  4) 15%∼20%이내 5) 20% 이상

1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환경친화형 아파트단지가 언제쯤 일반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 5년이내   2) 5년∼10년이내   3) 10년∼20년이내   4) 20년 이후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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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 Strategies of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 Complex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e,  Jong-Kyu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dvised by prof. Rhee, Eon-Ku, Ph. D.

 The study aims to suggest design strategies of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

complex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various research activities

for establishing concepts and theories of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have

been investigated,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which fits to

Korean situation has been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apartment residents, architects and research experts in the field in order

to analyze the perception,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   -130

 1)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2) Apartment residents think that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minimizes
impact on natural environment. Architects think that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promotes balance of natural environment.
  
 On planning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 complex, the basic   concepts of
`energy saving', `minimizing environment pollution', `natural harmony' should be
introduced foremost, and the basic design elements of `outdoor green space',
`conserve resoures(material)', `reduce energy consumption', `reduce resoures', `air
pollution prevention', `waste treatment' should be given the priority.

 3) According to the design process of apartment complex, the detail design element
of environment-friendly apartment complex be classified as short-term planning and
long-term planning.  It is described below table.

Principle Basic concept Basic design element

  reduce energy consumption
  use natural energyenergy saving

  use waste(heat) enegy
  recycling, reuse resoures(materiral)
  reduce resoures(materiral)

resoures
(materiral)

saving   conserve resoures(materiral)
  air pollution prevention
  water pollution prevention

architecture for

minimizing

impact on

natural
environment minimizing

environment
pollution   waste treatment

  outdoor water space
  outdoor green space

natural

harmony
  introduce green element indoor
   conserve natural identity

architecture for
promoting
balance of

natural
environment

regional

identity   conserve social·cultu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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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hort-term planning long-term planning

site plan

  utilize the site's existing contour
  use the existing green
  conserve regional ecosystem
  protect the natural features

  analyze site for natural energy
  consider regional factor (economy,
population, culture, public opinion)
  promote porous paving

vehicle

  conform the site's topography
  reduce using vehicle in complex
  design human scaled streets
  use alternative transportation

  provide alternatives to parking
lotcircula

-tion

man   design a wide pedestrian road
  promote the use of biycles

building layout   consider to gain solar energy
  consider concious of wind

reginal
identity

  introduce architectural element
 and feature of local region

  use locally produced material
  use local labour

building
design

  layout interior space for passive
  cooling
  layout interior space for solar
  gain
  natural daylighting induction

  minimize the surface to volume
ratio
  passive solar system
  interior green design

archi-
tecture

building
material

  thermal mass, insulation
  superwindow, shading device
  durability, long life cycle
  reduce input amount of material
  use natural materials

  evaluate embodied energy of
  materials
  recycling buildings
  recycling, reuse materials

landscaping

  plant to improve air quality
  biotop, pond
  plant trees in the open space
  green of roof, wall
  vegetables, fruite growing space
  backyard composting
  biological sewage treatment
  streamlet, fountain

equipment
system

  utilize energy-efficiency devices
  rainwater collection
  water saving equipment
  garbage self-disposal
  use pure fuel
  gray water system

  active solar system
  solar cell (photovoltaic) system
  use incineration  heat and
  cogeneration plants
  use heat of waste gas, sewage
  earth cooling(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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