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술교류 및 교육

○ 기간 : 2019.6.6.~2019.6.14.(7박 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 여행자 인적사항 : 국가시설관리본부 건축시설성능실 5급 이상엽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월일시
(요일)

출발
지

도착
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6.6
(목) 인천 마드

리드 - ㅇ 이동 -

6.7
(금) 마드리드

GBCe
ㅇ 스페인 그린빌딩협의회 방문
- 스페인 내 자발적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VERDE 시스템 논의

Dolores
Huerta

Carrascosa

고효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OXXEO

-

6.8
(토)

마드
리드

바르
셀로나 -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St Martí's Primary School
-

6.9
(일) 바르셀로나

고효율
건축물
견학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Can Portabella District Casal

-

6.10
(월) 바르셀로나

고효율
건축물
견학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Technology Center LEITAT

-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SENER

-

6.11
(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에너지청

ㅇ 바르셀로나 에너지청 방문
- 바르셀로나의 녹색건축물 및 건물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논의

Sergi
Delgado

바르
셀로나

마드
리드 - ㅇ 이동 -

6.12
(수) 마드리드

스페인
개발부

ㅇ 스페인 개발부 방문
- 스페인 정부의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기 전략 논의

Lara
Campos
Raquel

고효율
건축물
견학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Zurbaran 28

-

6.13∼1
4

(목∼금
)

마드리드
고효율
건축물
견학

ㅇ 친환경·고효율 건축물 선진기술 조사
- Hemiciclo Solar

-

마드
리드 인천 - ㅇ 이동 -

3. 출장내용(요약)



□ 추진 목적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알고리즘 및 제로에너지빌딩 현장 적용기술

교육을 통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ㅇ 국외 건물 에너지효율화 정책·제도, 평가기법 등 교육을 통한 국내 인증제

도 개선사항 발굴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 출장 주요 내용

㉮ 그린빌딩협의회(GBCe) 방문 회의

- 일시 및 장소 : 6. 7(금) 11:30∼ 13:30, 스페인 마드리드

- 면 담 자 : Dolores Huerta Carrascosa

- 주요내용 : 스페인의 ZEB 의무화제도, VERDE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인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논의

㉯ 바르셀로나 에너지청(AEB) 방문 회의

- 일시 및 장소 : 6. 11(화) 11:00∼ 13:00, 스페인 바르셀로나

- 면 담 자 : Sergi Delgado

- 주요내용 : 바르셀로나의 건물에너지 개선 프로젝트(FEMEEM), 건물

에너지효율 정책 최신 동향 논의

㉰ 마드리드 개발부 방문 회의

- 일시 및 장소 : 6. 12(수) 10:00∼ 12:00, 스페인 마드리드

- 면 담 자 : Lara Campos Raquel

- 주요내용 : ‘스페인의 건축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기 전략

(ERESEE)’ 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방안 및 영향분석 논의

㉱ 고효율 건축물 견학 및 선진기술 조사

- 일시 및 장소 : 6. 7(금)∼ 6. 13(목),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 주요내용 : 지역 냉난방시스템과의 연계, 고효율 엘리베이터, HVAC 시스템

등 고효율·친환경 기술 정보 수집 및 교류

4. 출장 세부내용 및 결과

가  스페인 그린빌딩협의회 방문·회의 (6.7, 스페인 마드리드)

□ 기관 개요 (GBCe)



ㅇ 기관명 : Green Building Council España

ㅇ 위 치 : Paseo de la Castellana nº 114, 4º 7 28046 Madrid

ㅇ 목 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 분야 발전 및 지속가능한 건물 보급

ㅇ 주요역할

- (건축물 인증) 건물 위치, 실내환경, 자원관리, 사회적 통합 및 기술·품질

부문의 평가를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성 인증

- (건축자재 정보 제공) 건축자재와 시스템에 대한 환경정보 및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시각화하여 제공

- (교육 및 연수) 건축물 평가 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교육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연구 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 분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 전문

기업, 관련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연구 진행

□ 주요 논의내용

ㅇ (ZEB 의무화제도) 신축 건물의 nZEB(nearly Zero Energy Building)

의무화 규정은 2018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될 예정

- 의무화 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모든 건물이 대상이며 특히

주거용 건물에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

- 기존 건물의 경우 에너지성능인증(EPC)은 자발적으로 진행되나 건물

매매 및 임대 시 인증서 발급이 필수적임

<에너지성능인증이 포함된 건물 임대 자료>



ㅇ (지원제도) nZEB 의무화 시행 및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에 따른 건물

소유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건물 소유주는 지원제도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에너지성능인증서는 최근 ‘녹색구매(Green Public Purchase)’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공개입찰 시 추가 점수 획득,

Green Mortgages* 등의 이점이 있음

* Green Mortgages : 고효율 건축물을 구매하거나,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건물의 개·보수 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등 우대 조건 제공

<Green Mortgages 개념>

<Green Mortgages의 incentive chain>

- GBCe가 인증서 검토를 수행하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벌금 및 추가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유지·보수) 에너지효율 평가 실시 후, 유지·보수 측면의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재인증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ISO 9001 등의 규범에

따라 실시



ㅇ (교육) GBCe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VERDE 방법론, 건물의 에너지

효율 평가기준·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구성

-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문서 분석, VERDE 기준 평가 및

인증서 획득을 위한 자료 작성 등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

- 교육 수료 및 시험에 통과한 전문가만이 VERDE 인증서 발급이 가능

하며, 현재 스페인 내 200여명의 평가사가 있음

ㅇ (세부 평가방법) VERDE 평가기준 내 실내공기질과 빛 공해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

- 빛 공해는 조명기구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해 업라이트(uplight) 조명의

등급을 제한하며, 실내공기질의 경우 마감재의 VOCs 배출량 및 CO2
농도를 통해 환기율을 분석함

ㅇ (건축자재) 스페인 자재 생산업자는 ‘환경제품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생산품의 전과정 관리는 통해 폐기물을 감소시킴

*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 건축자재의 ACV 데이터를 포함하

는 문서

- 최근 건축자재에 그래핀을 활용하여 광촉매물질 생성 및 환경조건에

따른 자가적응성물질(투과성을 변화시킨 멤브레인) 등을 사용

ㅇ (향후 발전 방안) VERDE는 유럽에너지성능지침(European Directive of

Energy Performance)에 맞춰 발전·강화 방안을 모색

- UN의 17 가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1 가지 기준을 포함

- 건축물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외 LCA 관점에서 모든 단계를

통합 고려하기 위해 준비 중임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비교 >

UN’s SDGs GBC’s SDGs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녹색건축물을 통한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녹색건축물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운영비용 저감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녹색 기반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향상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녹색건축물 설계를 통한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한 기반시설의 혁신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녹색건축물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및 도시의 조합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순환법칙(Circular Principles)을 사용하여 자원 절약

13. Climate Action 녹색건축물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15. Life on Land
녹색건축물을 통한 생물다양성 향상, 수자원 절약 및
산림 보호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녹색건축물을 통한 국제적 파트너십 창출
⋮ ⋮

나  바르셀로나 에너지청 방문·회의 (6.11, 스페인 바르셀로나)

□ 기관 개요 (AEB)

ㅇ 기관명 : Agencia D’energia de Barcelona

ㅇ 위 치 : Carrer del Torrent de l'Olla, 218, 220, 08012 Barcelona

ㅇ 목 적 : 바르셀로나 시민의 에너지효율 향상 인식 제고를 통한 환경

개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ㅇ 주요역할

- (계획 수립) 건물부분 에너지 절약, 시립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및 개선 계획 수립

- (교육) 가정의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 스마트미터 작동방법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 등에 관한 자료 제공 및 무료 교육 실시

- (안내서 발간) 건축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서 발간

□ 주요 내용



ㅇ (AEB의 역할) 건물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인증은 주정부에서 담당하며,

시청 산하의 AEB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관리

- 공공건물의 개·보수 시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주거용 건물은 주정부에서 관리하나, 시민들의 가구 내 에너지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 경우 계측기를 무료로 제공

ㅇ (에너지 개선 계획) 노후 주거용 건물(40년 이상)의 20% 이상 개·보수

진행 및 태양광에너지 생산 5배 증가 계획

- 40 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함

ㅇ (지원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개·보수를 진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

- 태양광 패널 설치의 경우 공사비용의 50%(가구 :최대 3,500유로, 건물 :

최대 60,000 유로)를 지원함

-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하여 개·보수 진행 시 3년

동안 건물세의 50% 감면

ㅇ (태양광 발전 – 인센티브 플랜) 바르셀로나 내 건물 및 공공장소의

에너지 자체 생산 수준 향상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공공장소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자체적으로 소비하거나 계통

연계를 통해 외부의 전력망과 연결 가능

<공공장소 (벽, 주물, 난간, 가로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 설치 가능한 모든 지역을 고려하면 660,000 MWh/yr 전력 생산이 가능

하며 이는 300,000 가구(80 m2/flat)의 전력소비량과 동일함

ㅇ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건축물 및 공공장소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방안 개발

- 기존 건물의 개·보수 및 고효율 건물 건축, 시립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LED 가로등으로의 교체,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된 지역 냉·난방 시스템

등을 수행함

ㅇ (에너지 재활) 건축 연도 및 자재의 성능 저하를 고려한 건물 분류

<건축 연도에 따른 건물 분류>

ㅇ 전수조사를 통해 바르셀로나 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취합하고 있으며

App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이 가능

<건물 에너지 소비 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다  스페인 개발부 방문·회의 (6.12, 스페인 마드리드)

□ 기관 개요



ㅇ 기관명 : Ministerio de Fomento

ㅇ 위 치 : Caddress is Paseo de la Castellana 67 Madrid

ㅇ 목 적 : 주택, 도시, 토지정책, 건축물에 대한 관리

ㅇ 주요역할

- (건물기술코드 작성)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과 기존 건축물 규정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본 문서

작성 및 제공

- (장기전략 수립) EU 지침에 따른 “스페인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기 전략(ERESEE)” 수립 및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방안에 대한 영향 분석

- (건물부문 기준 수립)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기준(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성 보장 및 신기술 적용 등) 수립

- (지원제도)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개·보수를 진행할 경우 작업 비용 지원

□ 주요 내용

ㅇ (건물에너지 제도) 스페인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기술코드

작성, 재정 조치, 에너지성능인증서 발급을 시행

- 건물기술코드는 에너지절약 기술 및 에너지효율 기준 등으로 구성된 건물

규정을 포함

-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등 재정 조치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시행

-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성능인증서(EPC)는

건물 판매 및 임대 시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ㅇ (ERESEE) 스페인 건축 부문의 에너지 재활을 위한 장기 전략(2017)을

업데이트 한 ERESEE. 2020을 준비 중

- ERESEE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외피 성능 향상을

우선시하며 효율성이 낮은 시스템(공조기 등) 교체 전략을 제시함

- ERESEE 2017의 영향 분석 결과 법률 제정, 유관 제도 수립, 교육, 인센티브

등다양한분야가적절히결합되었을때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효과가 나타남



<ERESEE 운영체제>

- ERESEE. 2020에는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 공공건물 에너지 규제, 인센티브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모든 건축가 및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ㅇ 소유주의 건물의 개·보수 진행에 대한 반감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모든

세대주의 동의 문제 등으로 ERESEE의 전략 실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개·보수 진행 시 정부가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나, 보조금이 많지 않음

- 고효율 엘리베이터 교체, 창문·지붕 등 외관 보수의 경우 국민 인식이

긍정적이나 ZEB 건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음

- 정부 보증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신청자 우선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진행 등 법률 완화의 필요성이 있음

ㅇ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단열 개선 등 외피 성능 향상, 공조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공사비용 지원

- 대상 건물은 1996년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차이 감소를 목표로 함

< 정책교류 주요내용 (한국정책 설명) >



ㅇ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주체는?
(스페인은 인증서 발급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은 국토부 법력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하위 고시에 의해 운영기관을 정하고, 운영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선정. 인증기관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평가사가 인증서를 발급함

ㅇ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현황은?

→ 한국은 건축물 분야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분야로 간주하며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로 구분·시행함. 기존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의
제도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ZEB 구현을 목표로 함.

ㅇ 한국 제도의 의무성 부과 여부?
(건축물 에너지성능인증서에 대한 스페인 국민의 인식이 저조함)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경우 자발적 제도(공공기관에 대해
서만 의무 시행)이며 인증기관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매년 신축
건물의 연면적대비 인증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30%를 차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규제의 성격을 지닌 의무제도임.



라  고효율 건축물 견학 및 선진기술 조사 (6.7~13)

□ OXXEO (6.7)

ㅇ 건축물 개요

- 스페인 Gmp 그룹이 소유한 오피스 건물로 Core& Shell 부문에서

Platinum LEED 등급 획득

- 14,300 m2의 5층 건물로,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고효율

자동차, 자전거를 포함하여 450 개의 주차 공간 제공

- 위 치 : Calle Puerto de Somport, 9, 28050 Madrid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외피성능 향상) 건물 외관의 격자 구조물은 하중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을 차단을 통해 냉방수요를 감소시킴

- (수자원 절약) 배관과 수도꼭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기존 건물 대비

식수 소비량의 45% 절약

· 자생식물을 활용한 조경, 빗물 센서가 내장된 관개 시스템 사용으로

관개용수 사용을 절감함

- (지속가능한 위치) 대중교통과의 높은 접근성, 자전거 보관 공간, 전기자동

차 및 고효율 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을 통해 대체운송 수단 사용을 격려

· 건물 방향 설정 시 지형을 고려해 공용공간의 활용을 최대화

· 주차장을 지하로 설계함으로써 도시 열섬 효과 감소

· 마드리드 지역의 토착 식물을 조경에 사용하여 물 소비량 감소

- (에너지효율) 고효율 HVAC 시스템 및 LED 조명 사용 등으로 기존

오피스 건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 40% 절감

· 지붕에 319 m2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6.4%인

80,823 kWh를 생산하며, 이 중 24,396 kWh/yr는 온수 시스템에 사용

· 재생에너지 플랜트에 투자함으로써 Green Tag*를 인정받아 2년간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35%를 상쇄

* Green Tags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실내공기질) 건물 내부 공기의 질과 양을 모니터링하는 제어 시스템 설치

- (건축자재) 재활용 자재 및 마드리드에서 생산된 건축자재 활용

· FSC 인증*을 받은 목재 사용



* FSC 인증 :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인증하는

나무와 종이에 대한 라벨링 시스템으로 자연과 동물,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조화를 보장

· 38m2의 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재활용 분리 및 폐기물 감소

옥상 조경 격자 구조물

OXXEO 방문 사진

□ ST Marti’s Primary School (6.8)

ㅇ 건축물 개요

- 바르셀로나 Poblenou 지역의 시립 교육시설

- 가장 높은 에너지 등급(Class A)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스페인의

지속가능한 비주거용 건물로 Endesa상을 수상

- 위 치 : Rambla del Poblenou 128-13 Barcelona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외피성능 향상) 태양복사열에 지붕이 과열되지 않도록 통풍이 우수한

마감재를 사용(열 전도율 Uc = 0.24W/m2K)



· 남향 입면에 내·외부 간 손실 및 열 방출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열 투과율 Uf = 0.29W/m2K)

· 외관에 수직으로 설치된 차양 구조체는 직사광선 유입을 조절함

- (지역 냉난방 시스템 연계) 바르셀로나 22지구 냉 난방 시스템인

Distri clima와 연계하여 에너지 공급

· 지역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남

ST Marti’s Primary School 외관 전경 ST Marti’s Primary School 방문사진

□ Can Portabella District Casal (6.9)

ㅇ 건축물 개요

- 노후 주택을 개조하여 재건축한 바르셀로나의 시민문화회관

- 건물의 에너지소비량보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생산량이

더 많으며, 카탈루냐 지방 최초의 nZEB로 간주됨

- 위 치 : Carrer de Virgili, 18, 08030 Barcelona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건축자재) 환경 영향이 적은 단열재 및 재활용 목재만을 사용하여 건물의

지속가능성 향상

·내열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열안정성 향상

- (태양에너지 활용) 지붕에 40 m2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2,000 kWh를 생산

·남향 정면으로 입구를 배치하여 태양에너지가 건물의 중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



- (고효율 시스템) 냉각 공기의 회수가 가능한 환기 시스템 및 공기/물

히트펌프 시스템 사용으로 냉·난방 설비를 최소화

옥상 태양광 패널 Can Portabella District Casal 방문사진

□ LEITAT (6.10)

ㅇ 건축물 개요

- 45개국과 협력하여 생명공학, 신소재공학, 산업 화학,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약 215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시설

- VERDE hojas 4등급 획득

- 위 치 : Carrer de Pallars, 179-185, 08005 Barcelona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광촉매 재료 사용) 건물 외관의 반도체 물질로 구성된 촉매 표면에서 발생

하는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CO, 유기염소 화합물

등 산업 및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

- (공기정화 시스템) 건물의 구조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건물 내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

·옥상에 위치한 UTA(Unit Air Treatment)로 구성되며 팬 모듈, 필터,

가열 코일 및 열회수 장치가 포함

-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를 위해 BMS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원 공급

장치마다 연결하여 에너지 관리 진행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함

- (광전지 설치) 난간 내부에 광전지를 설치하여 24,719 kWh 전기 생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감소 및 유지 보수 기능을 향상시킴

- (지역 냉난방 시스템 연계)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한 지역 냉난방 시스템과 연계

하여화석연료기반의 1차에너지소비최소화및온실가스배출절감

·건물 내 수도관은 절연 파이프로 냉 온수 각각 두 개의 배관을 보유

하고 있으며, 냉수는 5.5℃, 온수는 90℃로 운반됨

·분배된 냉·온수는 개별 공조 및 난방 시스템에 사용됨

- (외피성능 향상) 외관의 조경은 냉 난방 수요 감소, 소음 차단, 공기 정화

역할을 수행하여 건물의 지속가능성 향상

·여름철 직사광선 유입을 감소시켜 냉방 수요 감소

·겨울에는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으며, 외벽은 단열 효과가 우수하여

난방 수요가 절감됨(여름철 햇빛를 최소로 흡수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된

건물 외피는 최적의 단열 효과를 보유)

공기정화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광촉매 재료가 사용된 건물 외관

LEITAT 방문사진

□ SENER (6.10)

ㅇ 건축물 개요



-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에너지, 환경 및 항공 분야의 오피스 건물로 사무실,

실험실, 통합 모니터링실 및 정밀기계실 등으로 구성

- 고효율 설계기술과 에너지효율 솔루션 적용으로 VERDE 4등급 획득

- 위 치 : 08290 Cerdanyola del Vallès, Barcelona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위치 및 설계) 도시 고형 폐기물에 대한 선별 및 재활용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 빛 공해를 고려한 조명시스템 설계, 토착 식물을 활용한 조경 등으로

위치 및 설계 부문에서 높게 평가됨

- (에너지 효율)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145 kWh/m2임

·반경 100 km 이내의 지역 생산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함으로써 건축

자재 및 시스템의 에너지 영향 감소

·건물 상단에 1,162 m2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215 kWp의 추가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전력소비량의 43.5%를 충당함

- (천연자원 사용·관리) 수자원, 폐기물, 실내환경 등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환경 계획으로 CO2 배출 절감

·빗물 및 중수도를 재활용하여 조경용수로 사용

·폐기물 재활용 및 무독성 물질 사용을 통한 실내환경질 향상

·실내 온도 및 조명의 자동 제어,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

태양광 패널 SENER 방문사진

□ Zurbaran 28 (6.12)

ㅇ 건축물 개요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행정 건물을 개조

- 위 치 : Zurbarán, 28, 28260, Madrid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태양광 패널) 지붕에 최대 전력이 290Wp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건물

자체 에너지 소비에 사용

- (LED 조명) 외부에서 유입되는 빛의 양에 따라 휘도를 자동 제어하는 LED

조명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

- (고효율 엘리베이터) 2대의 고효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환경 영향을 감소

시키고 운영비용 절감

·자체 에너지 소비를 위해 회생제동시스템 설치

·기존 시스템 대비 95%의 고조파 감소

태양광 패널 건물 내 LED 조명

Zurbaran 28 외관 전경 Zurbaran 28 방문사진

□ Hemiciclo Solar (6.13)

ㅇ 건축물 개요

- 지속가능성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건축된 주상복합 건물

- 청년을 위한 92가구의 임대 주택과 1,000m2의 상업용 공간으로 구성



- 위 치 : Plaza del Sol 1-3, 28938 Móstoles, Madrid

ㅇ 고효율·친환경 설계요소

- (Solar Gallery) 태양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으로 겨울철 기후 조건

에서도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

·실내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 분산을 방지하는 온실효과를 기반으로 하며,

건물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를 저장

·Solar Gallery에 저장된 태양에너지는 각 가정의 덕트를 통해 예열된

공기의 형태로 분배됨

·남향 정면에 알루미늄 슬레이트의 차광 장치를 설치하여 햇빛의 유입

조절 가능

- (태양열 굴뚝) 실내의 가열된 공기를 방출하기 위한 자연 환기 시스템

으로 태양열 굴뚝을 설치

·굴뚝의 유리 표면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태양열에 의해 가열시켜, 내·외

부의 밀도 차에 의해 흡입 효과가 발생하도록 유도

·겨울에는 지열시스템에 연결된 UTA(공기처리장치)로 실내 공기를 전달

하고, 예열된 공기를 다시 반환 받는 난방 시스템으로 활용

알루미늄 슬레이트 Hemiciclo Solar 방문사진



5. 시사점

ㅇ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구체적 평가체계 마련

- 단계별 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축 건물 외에도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이 필수적임

- 스페인은 1950 년대 전 후에 건축된 건물이 대부분으로 건축연도나 성능

저하에 따른 건물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스페인 개발부는 건축연도별

에너지 성능 평가 Checklist를 개발함

-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연식, 용도, 규모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 파악 및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함

ㅇ LCA 기반의 인증·평가제도 추진

- 스페인은 건축물 운영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 외에도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LCA 관점의 인증제도 개선을 준비 중임

- LCA(Life Cycle Assessment) 평가는 프로젝트 이해 및 개선에 도움이

되며 기존 및 신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대책 발굴이 가능함

ㅇ 제도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 App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가정의 에너지관리를 위한

계측기 설치, 시청 내 에너지 관련 상담인원 배치 등 국민이 에너지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EPC(에너지성능인증서)를

건물 매매 및 임대 시 필수적으로 게시하게 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에 인식과

관심 향상을 유도함

-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인식 및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확산 방안(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App 활용 등) 마련이 필요함



○ 특이사항

- 없음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숙박비 영수증 등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6. 첨부자료

□ 면담자 명함



1) GBCe

2) Agencia D’energia de Barcelona

3) Ministerio de Fomento



□ 방문사진

ㅇ GBCe 방문·회의 사진

ㅇ Agencia D’energia de Barcelona 방문·회의 사진

ㅇ Ministerio de Fomento 방문·회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