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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건설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 

은 35%, 직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8%를,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양이 약 10% 비중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1  

IEA와 UNEP는 특히 건설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된 요인을 '화석연료 기반의 건물 운영'을 지목하고, 

기존 건설방식에서 디지털 및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건축및건설연맹(Global ABC)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었는데, 건설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2%를 차지할 뿐 아니라 

건물의 운영단계에서도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 유발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을 확인했다. 

포괄적 의미의 건설산업(건설자재 생산 포함)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 중 건물/건축 건설산업에서 6%, 건물/

건축 외 건설산업에서 6%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2 준공된 건물의 운영단계에서도 상당한 양의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데, 주거용 건물 운영에 소비된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2%나 되고, 비주거용 건물 운영에 

소비된 에너지가 8%를 차지했다.

탄소배출 비중 38% 차지하는 건설 부문

주요 부문별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비중

1    IEA,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19, 2019
2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ABC) Report 20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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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계 건축 및 건설연맹(Global ABC)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를기초로 분석한 결과이며, 최종 소비자(end user)관점의 분리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에너지(전기, 열 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 비중임. 건설산업에는 건설자재 제조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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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탄소배출과 관련된 세부적 수치를 살펴보면, 포괄적 의미의 건설산업(건설자재 생산 포함)에서 배출 

된 이산화탄소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건물(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건축 산업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0% 비중을 가지며, 건물 건축 외 건설산업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 역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물 운영단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전체 이산화탄소의 27%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거용 건물 운영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7%, 비주거용 건물 운영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Ibid

출처: 딜로이트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Emission b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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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딜로이트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딜로이트 보고서 

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발생하는 Scope1(직접), Scope2(간접)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며, 이러한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 부문의 

Scope2 배출 비중이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물 운영단계에서 사용되는 전기나 냉난방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4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건물의 탄소배출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내재탄소'는 건축 

원자재의 생산, 운송과 건축 시공,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하며, '운영탄소'란 건축물 운영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일컫는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 부문의 경우 내재탄소의 개념을 포함하는 판매된 제품의 

사용'(use of sold product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5.  

4    Deloitte(2022), Greenhouse Gas Report Carbon Reduction Plan, Commitment to Achieving Net Zero
5    Deloitte Analyses(2021), Greenhouse Gas Emission by Sectors

건설산업 내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건설 & 자재 부문 (배출 현황)

출처: 딜로이트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Emission b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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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게 되면서, 국내 

에서도 건설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산업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건설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폐기물 부문이 포함됐으며,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 밸류체인 상 건설자재 제조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공단계에서는 오히려 탄소배출이 낮아 건설자재를 비롯한 준공 이후 건물 운영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소비를 18.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제로에너지 

빌딩'(zero-energy building, ZEB)과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적용 사례가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건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며, 전체 건물의 약 98%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거나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건물의 탄소배출 저감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저탄소 건물 확산'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3년부터 모든 

신축 민간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지을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목표인 2024년보다 1년 

앞선 것으로, 대규모 신축건물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노후건물 100만 호를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물에 대한 단열성능 강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물의 탄소배출 저감 

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7년 '1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경기도는 2021년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가지 수립하며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스템 구축, 녹색건축 교육 등 녹색건축을 위한 정책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6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 전략 

으로 '개별 건설기업 단위의 탄소 배출 감축', '건설상품 총생애주기 단위의 탄소배출 감축', '탄소중립에 따른 건설시장 

변화 대응'의 세 가지 분야에 총 6대 전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 

을 제공한 바 있다.7 특히 건물과 관련된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냉난방, 조명, 단열재,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 

다수의 항목이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건설산업연구원(202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건설산업의 도전과 과제

7    건설산업연구원(202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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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 후보

전략 과제 후보(안)

건물 에너지 효율화

건물 에너지 절약

건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수송수단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송 에너지 절감

현장시설 에너지 
효율화/절약

공사용 에너지 
효율화/절약

건설 폐기물 감축

냉난방설비 에너지효율 개선, LED 조명 설치, 단열재 보수, 에너지이용 
최적제어 통합관리시스템(BEMS)활용, 건물 전체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사옥 건축/이전

실내 조명 및 외부 조명(간판 등) 운영시간 단축, 냉난방 온도준수 및 
운영시간 단축, 전 직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사옥 등 보유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지분 및 
시공 참여) 후 전력구매계약 체결

전기차/하이브리드카 비중 및 이용 확대

공유차 및 카풀제도 운영,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수송수단 활용 쿠폰제 등 
에너지절감운동 전개

냉난방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온도준수 등), 태양광판넬 설치, 
저에너지 현장사무소 사전 제작 및 재사용(태양광판넬, 단열재 보강 등이 된 
이동식 사무실 제작 및 다수 현장 재사용)

PC 공법, 모듈러 등 OSC 공법 적용, 기타 저에너지 시공법 개발/적용

건설 폐기물 분리 배출(재활용품, 생활쓰레기 분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도

건물 및 
수송수단의 

에너지 절감 및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건설현장의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감축

건설 부문의 생애주기는 건설 자재가 제조 되는 시점으로부터 건물이 해체, 

처분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와 과정을 뜻하며, 이러한 생애주기별 모든 단계 

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 부문의 생애주기별 탄소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 자재생산 

과정과 준공 이후 건설 운영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밸류체인 상 건설자재 제조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공단계에서는 오히려 탄소배출이 낮아 생애주기 초기 단계부터 

자재 등의 수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총생애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면, 건설 산업은 건설 

자재 생산 과정까지 포함한 전체 밸류체인과 건물 운영 부문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 이산화탄소의 47%를 배출해 관련된 기술 개발과 적용 

사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은 건축물, 설비, 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원자재 가공과 건축물 유지 및 관리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시멘트 생산이나 금속과 같은 건축자재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7%를 차지한다. 상업 및 주거 건물 관리 시 온실가스 발생의 

건설산업 생애주기별 
탄소배출 비중과 대응 
전략

출처: 딜로이트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Emission by Sectors)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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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은 난방과 온수이며, 그 외에도 단열 불량에 따른 열 손실 및 조명, 

냉방, 가전제품 사용을 위한 에너지 사용으로 나뉠 수 있다. 이처럼 건설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당량의 탄소배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관련 기술과 디지털화 수준이 얼마만큼 

적용되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이 생태학적 수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신축 건물 모두에 걸쳐 복합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건설산업의 단계별 탈탄소화의 범위를 

분석 후 단계별 배출 저감 잠재력과 순현재가치(NPV)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1톤당 저감비용(유로 기준)을 산출한 바 있다. 평과 결과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및 관리 시 이산화탄소 1톤의 가장 효율적인 감축 옵션으로는 평균  

5유로의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권역 내 에너지 소비 

의 70%는 난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물 

의 유지 및 관리 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주요 원인은 난방 부문임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단열 

및 난방 제어시스템), 난방을 위한 에너지 자원(열펌프와 가스보일러 구동 

시 재생에너지 사용 등)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2050년까지 난방시스템의 전환 관련 목표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40%를 열펌프(heat pump)로, 또 15%를 바이오가스 또는 수소 

보일러로 각각 교체하며, 추가로 10%의 태양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다.8

세부적으로 '건물'과 '인프라'를 구분해 총생애주기의 탄소배출을 비교 

해보면, 건물의 탄소 배출이 인프라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영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며 자재생산 단계 

에서도 탄소배출이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인프라 시설과 달리 건축물의 경우 생애주기별 탄소배출 비중이 운영 

단계에서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 운영 탄소 저감 역량 

이 핵심 경쟁우위 요소가 될 전망이다.9 건물의 경우에는 운영단계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총생애주기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소비를 18.1%

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건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고 전체 건물의 약 98%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거나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8    IEA,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Report, 2018

9    Ibid

건설 산업이 생태학적 
수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신축 건물 모두에 걸쳐 
복합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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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품 총생애주기 단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 후보

전략 과제 후보(안)

• 저탄소 자재생산 업체 및 탄소감축 기술 보유 업체와 네트워크 강화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자재구매 비중 확대(슬래그 시멘트, 저탄소 콘크리트 등)  

• 고탄소 건설자재의 대체 자재/공법 지속 발굴

• 협력업체와 탄소감축 자재 개발을 위한 협업 및 기술개발 지원

• 탄소감축 기술 보유 기관/벤처기업 등과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 건설자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DB 구축

• 탄소발자국 DB 활용 건설상품 및 생애주기 단계별(운영단계, 철거단계 등)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탄소저감 건설 상품별(저에너지빌딩 등)의 투입 자재 DB 구축 및 관련 생산업체 
네트워크 확보

• 탄소저감 건설상품의 핵심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사내 보유 혹은 자회사 확보

• 협력업체와 탄소저감 건설상품 투입 자재 공동 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

• 탄소저감 건설상품 핵심 자재의 대체 자재 및 생산업체 지속 발굴

• 탄소저감 건설상품 핵심 자재 기술보유 기관/벤처기업 등과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탄소배출량 감축 자재 
구매비중 확대

탄소배출 저감 
건설상품 솔루션 제공 

역량 강화

출처: 건설산업연구원(2021)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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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건설산업 부문 탄소저감기술 개발 지원정책 동향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전문조사 기관인 「Renew- 

ables21」에서 발간한 '2020년 지구상황 보고서' 

(Global Status Report 2020)에 따르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증가와 함께 건물 면적이 2050년 

까지 두 배로 늘어나고,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 또한 

50%까지 두 배 확대되는 등 관련 에너지 수요는 지속 

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10 본 섹션에서는 친환 

경 및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영국, 일본, 미국의 해당 부분 탄소중립 정책을 

간단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IEA는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절반이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출시된 제품, 

혹은 실증단계의 기술에 2060년까지 전체 기술 투자 

액의 절반이 쓰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EA는 

이미 2008년 발표한 '25가지 에너지효율화정책 권고 

안(25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 

ons)'에서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건축 

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빌딩',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향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물 

구성요소의 성능향상' 부문에 대한 집중을 권고한 바 

있다.11 실제로 관련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성, 공기 단축,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건설로의 도약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건설산업 기술력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2013년 

영국정부 정책 보고서 'Construction 2025'에서는 

스마트건설을 토대로 한 친환경 건설의 방향성이 제시 

됐다. 특히 건설 부문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 

이 이어지고 있는데, 2015년 제시한 전략 보고서 

'Digital Built Britain Agenda'에서는 영국 정부 주도 

하에 스마트건설과 디지털 설계 기술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녹색건설위원회(Green 

Construction Board)'에서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시장과 기술 기반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영국은 인프라 건설 부문 중에서도 도로 건설 

과 관련된 탄소중립 대책을 주요하게 수립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고속도로청은 2020년 8월에 2020-2025년 도로 

투자 전략인 'RIS2(Road Investment Strategy)'를 

통해 고속도로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중 탄소중립 대책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그 다음 해인 

2021년 8월 'Digital Roads'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Digital Roads'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1) 디지털 설계 및 시공, 

2) 디지털 운영(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 3)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화다.12 동 전략에서는 친환경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도로 설계 라이브러리, 

디지털 설계 및 모듈식 건설기술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건설관리 효율화를 위해 설계 

및 공법, 기술 등 디지털화를 통해 공정 주기를 최대 

5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듈화 및 표준화된 

설계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 OSC(Off-Site Con- 

해외

10    Renewables21, Global Carbon Emission Status Report 2020, 2021
11    IEA, 25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2018
12    UK Parliament, Construction 2025 for Digital Built Britain Agend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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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ion) 제작을 극대화 시켜 공기단축, 폐기물 감소,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친환경 건설 공법 

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 

산업의 핵심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 

에 대한 조사 및 측량,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 등 

모든 건설 프로세스에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를 추진하여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건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운영 

단계에서의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친환경 운영 기법이 

가장 발전돼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또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Construc- 

tion 21' 이니셔티브를 통해 건설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축 생애주기 전체 

에 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 산업이라 

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지난 2016년 건설산업 내 7대 핵심기술 분야 

(자동화장비 및 로봇, 빌딩정보모델링(BIM), 가상설계 

기술 등)를 지정하고 친환경 건설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BIM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도시모델인 'Virtual Singapore'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시스템 내에 

서 상호 연계하는 BIM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친환경적인 

건물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틀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민간 건물의  

'넷제로'를 법제화하고 2035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건물 

과 주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연구에 예산 

을 대규모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달성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건물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30년까지 상업용 건물 배출가스 넷제로 달성, 

2035년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절반 감축, 

에너지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 개 건설, 기존 빌딩과 

주거시설 600만 개 그린리모델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뉴욕 시의 'One City: Built to Last(하나의 도시: 

지속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는 10년에 걸친 장기 사업 

으로 뉴욕 시에 맞춤화 된 '친환경건축법'을 자체적으 

로 제정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목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녹색금융 제도 

장치 등의 근거가 되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 

ization Act)13을 제정한 바 있다.

13    UK Parliament, Construction 2025 for Digital Built Britain Agenda, 2019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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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EA, Energy Technology RD&D Statistics, 2021
15    건설산업연구원(2020),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탄소 저감 스마트 건설소재 및 활용 개발 기획 연구

2021년 IEA의 에너지 기술(Energy Technology) 

연구개발 및 실증(RD&D) 통계에 따르면 핵심 국가 

비교군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RD&D 투자 비중

(2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특히 한국이 

에너지저장 부문에 대한 RD&D 투자 비중 또한 높은 

수준(18.6%)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의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5.9%로 비교군 중에서 높은 편에 속했으며, 최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수소경제 R&D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마련하면서, 건설 부문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 부문에 속하는 건설업에서 배출 

되는 온실가스는 2019년 기준 전체 내 비중을 약 12% 

로 추정하고 있다.15 동 로드맵의 건물 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 감축, 

2050년까지 88.1%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축 및 개축 건물의 성능을 측정, 

기록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지원하는 건물 

성능정보 통합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여 파편화 

된 건물의 기본정보는 물론 에너지 성능, 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통합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정책 추진에도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1년 6월 발표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건물에 한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 

작으로 2030년까지 대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 

급을 적용하고 2050년까지는 전 건물 1등급을 적용 

하기로 했다. 민간건물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가속 

화를 위해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건설 

시장은 2025년까지 약 6.2조 원 규모16로 성장이 예상 

되며,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 대한 성능향상 및 천연 

자원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한 친환경 

건설재료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건설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탄소 저감 건설재료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 부산물을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시멘트 산업이 탄소 발생 주요원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탄소저감을 위한 무시멘트 활용 콘크리트 

제조 연구가 착수되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이산화 

탄소 저장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를 주관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필수사업으로는 창호교체, 

단열보강, 열회수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건물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에 이르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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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EU 독일 영국 일본 중국프랑스

IEA Energy Technology RD&D 국가별 현황

출처: IEA Energy Technology RD&D D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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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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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구성기술 및 목표

출처: 건설산업연구원(2020)

중점분야 주요 구성기술(안) 최종목표(안)

• 탄소중립 건설재료 고도화(2030 상용화) 
예) 고성능 고감도 콘크리트 개발, 저탄소 아스콘 
개발, 건설용 섬유복합체 개발(친환경 철근대체제, 
직물 복합체 등)

• 미래혁신 탄소중립 건설재료(2050 상용화) 
예) CO2 저장/흡수 콘크리트 개발

• 건설재료 분야 저탄소 기술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탈탄소 산업 촉진

탄소중립
건설재료

• CCU 콘크리트 생산·시공 기술 

예) CCU 콘크리트 적용 2차제품 생산(양생)· 

시공 기술 개발

• 저탄소 시공기술 

예)저탄소 급속시공 공법 개발, 최적 공정관리 

기술개발

• 탄소중립 유지관리 기술 

예)저탄소 보수 보강·교체 기술 개발

• 친환경 해체 기술 

예)친환경·급속 해체 설계·공법·장비 기술개발

• 건설 폐기물 재활용 기술 

예)건설 폐기물 저비용 고품질 선별·처리 

(CO2 활용 포함) 기술 개발

• 탄소중립 전주기 설계 기술 
예)전주기 탄소저감 기술반영 설계기준/시방서 등 
제·개정, 탄소중립형 설계 기법 개발

• 탄소중립 제도 
예)건설 전주기 탄소배출 평가기술 개발, 안 
검증체계 마련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저탄소 시공·유지관리 기술 

및 CCU 기술 상용화를 통한 

건설과정 탄소배출 저감 및 

소비확대

• 친환경 건설 구조물 해체 및 

폐기물 선별·처리를 통한 

건설산업의 순환경제 강화

• 설계기준 제·개정 및 탄소배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형 건설기술 활성화

탄소중립
시공·유지관리

탄소중립
해체·재활용

탄소중립
설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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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탄소배출 저감 주요 기술 정책 동향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해결책으로 주목받은 제로에너지빌딩 

은 국가별로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 개념은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건물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17. 

제로에너지빌딩은 특히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액티브(Active) 기술로 구 

분되며, 이 두 기술을 융합시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로 

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패시브 기술 종류로는 

1) 자연환기 최적화 기술, 2) 고성능 창호, 3) 고기밀 기술, 4) 외부 단열, 5) 

외부 차양, 6) 건물 녹화 등으로 구성된다. 액티브 기술의 경우 1) 고효율 

히트펌프(보일러), 2) 폐열회수환기장치, 3) 태양광/연료전지 발전 기술, 

4) 태양열/지열 활용 냉난방장치, 5)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6) 

고효율 LED 조명을 들 수 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방법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20)

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에너지관리
효율향상

• BEMS 9개 항목 적용
•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6개 항목 

적용(추가 권장 3개)

에너지자립률
극대화

• 태양광(PV, BLVP) 용량 최대화
• 태양열/지열 시설 확충
• 연료전지 용량 최적화

에너지자립률
최대화

• 열원설비 최적화 및 효율향상
• 반송동력 및 배관손실 최소화
• 에너지절약 공조방식 적용
• 전열교환기 효율 최적화

에너지요구량
최소화

• 외피 단열성능 강화
• 창면적비 최적화
• 차양 및 유리 상승 최적화

BEMS

Renewalble
Energy

Pre-Passive 및 
Passive Design

Active Design

제로에너지빌딩은 특히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Passive) 기술과 태양광/
태양열/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액티브

(Active) 기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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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 

선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ICT, 첨단 건축 기술 등 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835억 달러 시장규모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18 국내 시장은 2014년 4,010억 원에서 연평균 약 40%씩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6조 1,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전환 가속화 시나리오(IEA FTS) 자료에 

따르면 건물 외장재 및 설비 융복합기술을 통해서 2050년까지 75% 

이상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현시점에서 패시브 기능 설계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기술적인 부문에서 

의 넷제로 건물 설계와 준공은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 제로에너지빌딩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EU 

는 건축물 부문에 한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 

지 소비를 각각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88~9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 이를 

위해 EU는 2002년 1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종합 로드맵인 건물에너지 

성능지침(EPBD)를 공포했고, 2010년 개정안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시행을 규정했다. 특히 EPBD 2010에서는 2018년 말 

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 

하고, 2020년에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되도록 규정 

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빌딩의 정의와 범위는 EU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각국의 경제적, 기술적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EU의 EPBD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2018년 최소에너지효율 

표준을 도입했다. 동 표준 하에서 영국 내 모든 임대부동산은 F등급 

또는 G등급의 에너지성능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의 등급을 얻을 경우에는 최소에너지효율표준(Minimum Energy 

Efficient Standards, MEE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을 높이기 위한 의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2년에 발효된 에너지절약 법령(Energieeinspar- 

verodnung, EnEV)에서 독일 내 주거 건물과 비주거 건물 모두에 대해 

최소 에너지 요구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해당 건물과 기존의 표준 

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21), 글로벌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동향

19    EU Commission Report, Toward nearly zero-energy buildings: Definition of Common Principles under the EPBD, 2013

제로에너지빌딩은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835억 달러 
국내 시장은  6조 1,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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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표준빌딩 대비 신축 건물은 40% 이상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열법(EEWarmeG, Renewable Energy 

Heat Act)를 통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 급탕 등의 에너지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신재생에너지가 이용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 건물의 태양열과 지열에 대한 최소 이용비율은 각각 15%, 50%

이고,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100%가 최소비율인 것이 특징이다.21 또한 

공공 건축물에 한해서는 보일러 또는 열교환기를 교체하고, 건물 외피의 

20% 이상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빌딩 선도기업인 지멘스는 지난 2012년 영국 런던에 총면적  

1만 4,700㎡ 규모의 공공 전시시설 및 컨퍼런스 센터 빌딩인 'The 

Crystal'을 준공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건물 대비 탄소 배출량을 70% 

절감하며 모범 사례로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이 건물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사용전력의 20%를 생산하고 지열 자원을 활용하며, 제어 시스템이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관리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22

20    German Concerted Actio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EPBD, 2013
21    Ibid
22    KDB미래전략연구소(2021), 스마트빌딩의 제로에너지 기술

지멘스 The Crystal 빌딩 전경

출처: Building magazine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소비를 40% 이상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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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또한 지난 2010년 7월 EPBD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그리넬  

법령(The Grenelle II Law)를 제정했고, 환경 관련 모든 분야, 특히 에너지 

관리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령은 2020년까지 2011년 

대비 기존 건물의 에너지소비 38%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목표 달성이 이행되었는지는 분석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프랑스는 2013년부터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저에너지 

건물 규제를 의무화(Batiments Basse Consommation, BBC)를 적용 

하여 EU의 EPBD 기준보다 더욱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 

가 프랑스 정부는 모든 건물에 플러스 에너지 건물(Building with POS- 

itive Energy, BEPOS) 원칙을 목표로 하는 RE2020을 발표했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에서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2030년까지 

는 모든 신축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2040년까지 기존 상업용 

건물의 50%, 2050년까지는 모든 상업용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EISA 설정 

목표보다 더 빠른 202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넷제로 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23

일본 정부는 제로에너지건물을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신성장 전략으로 인식하고,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0

년까지 신축 공공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물로 건설하고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평균이 제로에너지건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4 

이를 위해 3년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법을 정기적으로 강화하며 2014

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는 등 기준 강화에 힘쓰고 있다.25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를 위해 2019년 6월 

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의무화 추진을 목표 

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했다.26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설계 의무화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2025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2030년에는 연 

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가 적용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연구

24    한국에너지공단(2020), 국내외 에너지 수요관리 이슈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연구

26    국토교통부(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

EU는 2002년 1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종합 로드맵인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를 공포했고, 2010년 
개정안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시행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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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인증 기준

된다. 건축기법으로는 외피의 단열성능 향상, 자연채광 증가, 자연환기 

등이 핵심적 요소로 손 꼽힌다. 설비기법에서는 고효율 보일러, 폐열환기 

시스템, 중수시스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제로 

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와 취득세 감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제로 

에너지 인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건설업체는 패시브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배출 최소화를 도모하고, 건축물 

관리업체는 액티브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등급 에너지 자립률 비고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기본요건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의무 설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공공건축물 에너지 기준강화 정책 개요

구분 정책 개요 관련 규정

• 패시브 수준으로 신축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17년)

• 신축·증축·재축하는 1천 ㎡ 이상 공공건축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공급
('20년)

• 신축 공공건축물은 실내 조명설비를 LED로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실내 조명설비도 LED로 교체('20년)

• 에너지기자재 수요 발생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旣 시행)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1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제11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제11조

패시브 
의무화

신재생 
의무화

LED 
의무화

고효율 
의무화

출처: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정책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Zero Energy Building 2020 인증 안내서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건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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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 그림 예시

출처: Chapman Taylo

건설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은 그 동안 완공 후 사용단계 

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 생애주기 탄소배출량의 

약 10~30% 정도가 시공단계에 배출된다는 측면에서 시공단계의 탄소 

발생량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건설현장 시공단계에서의 탄소배출은 주로 건축물 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 건축자재와 장비에 의하며, 이러한 건축자재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장소인 건설현장은 건설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리대상으로 손 꼽힌다.27

전통적으로 건설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승인 및 확정, 

현장 작업의 순으로 시공 과정이 진행된다. 반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설 

산업에서 핵심 공법으로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듈러 건축 방식의 

경우는 기획에서 확정 단계까지는 기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만, 현장 작업과 모듈 제작 과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개별 구조체에 창호, 외벽, 

배선, 배관 등 전체 건물 구성의 약 70% 이상의 부품을 먼저 조립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설치 및 조립하는 방식의 공법이다.

모듈러 건축
(Modular Construction)

27    조훈희(2016), 건축물 시공단계 탄소배출량 예측기술 개발, 건설공학회,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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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은 제조업의 '프리패브(Pre-fabrication)' 공정 개념에서 비롯 

된 방식을 말하며 크게는 유닛박스(Unit Box), 패널라이징(Panelizing), 

그리고 인필(In-fill) 건축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닛박스의 경우 레고와 같이 

박스형 모듈을 쌓아서 건축하는 방식이고, 패널라이징은 공장에서 미리 만든 

벽체 및 바닥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식을 일컬으며, 인필은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쌓아 올린 후 철근 안 쪽에 박스 형태의 유닛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건물의 자재를 선 생산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는 경우 건축 구성재의 

부품화, 조립화를 통한 건식공법으로 건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시공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실무 책임자이자, 딜로이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산업 전망 저자인 미셸 메이즐스(Michelle Meisels) 

프린서플은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자재 수급, 

자금 조달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모듈러 공법이 확산될 것임을 

강조했다.28 그는 모듈러 공법을 통해 건설 비용을 10%가량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기 대비 약 30%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며, 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스마트화,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건설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29

미국 모듈러빌딩협회(MBI)에서는 모듈러 건설을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정주형(Permanent Modular Construction, PMC)'과 '이동형(Reloca- 

table Building, RB)'으로 구분하고 있다. PMC 방식은 고정된 부지와 공간 

에 지속가능한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층 구조를 조립식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 의료시설, 호텔, 학교, 레스토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COVID-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비대면화 등이 강조되며 기존 작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고 리모델링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배치가 가능한 

RB 사무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인원의 변동이나 위치, 규모에 따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춰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의료센터, 

학교, 건설현장 사무실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0 

특히 모듈의 개발, 생산과정의 변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발주처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전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빌딩정보모델링(BIM) 기술이 함께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시장 분석 기업인 Dodge Data & Analytics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 중 공장제작의 비율을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BIM 기술 활용을 통해 공기 및 공사 비용 개선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28    Deloitte(2021), The Fu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29    Deloitte(2021), 2022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Outlook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0), Smart Construction Report – 모듈러 건설 시장 및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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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brication)' 공정 
개념에서 비롯 
된 방식을 말하며 크게는 
유닛박스(Unit Box), 
패널라이징(Panelizing), 
그리고 인필(In-fill) 건축 
방식으로 구분된다.

"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21

나타났다31. 모듈러 공법은 기술개발이 이미 고도화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

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모듈러 건축 부문의 세계시장 규모는 823억 달러로 

분석됐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75%의 성장세를 보이며 1,0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32 모듈러 공법 기술과 관련된 주요 선도국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모듈러 기술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은 

이미 지난 2010년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가 이미 3조 원을 돌파했고 민간 

부문이 전체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33

2차대전 이후 복구를 위해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모듈러 공법 기술은 

최근 건물 탄소저감 기술과 융합되어 건설 자재 수급과 시공 단계에서의 

환경적 효과성이 입증되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하여 주변 유럽 국가에도 민간 

기술 수출 또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유닛의 결합방식으로 모듈러 건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병원이나 

호텔, 민간투자 공공시설까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최고 25층 이상의 

건물까지 모듈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영국 내 모듈러 건축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탄소 배출량 저감, 정부의 주택정책 중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원 증가, 임대주택 시장 확대,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 영국 기후의 

특성(여름, 겨울철 강우량이 많아 현장 공사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도심지 공사의 용이성 등이 꼽히고 있다.34

독일 또한 모듈러 공법기술이 가장 선진화된 국가다. 독일의 ALHO

는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모듈러 유닛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세대 주택

(Generation House)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4.5m 폭의 경량철골 조립 

부재를 보조적인 구조부재로 활용하여 가족 수 증가에 따라 유닛 확장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모듈러 시스템은 오피스 빌딩과 은행, 

학교, 호텔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경사지붕과 발코니도 모듈러 유닛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모듈러 건축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에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주택공단(Japan 

Housing Corporation, JHC)을 만들고 초기에 주택공간은 중량 콘크리트 

패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돼 

왔다. JHC는 현재 UR도시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로 명칭 

이 바뀌었다. 일본은 특히 2010년부터 모듈러 건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프리패브(Prefabric) 주택은 전체 

31    Dodge Data & Analytics, Prefabrication and Modular Construction 2020, 2020
32    Markets and Markets, Modular Construction, Market Size, Share & COVID-19 Impact Analyses, 2021
33    김재형, 이종국(2014), 모듈러 건축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 Vol.25, pp.39-47
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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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의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5 특히 지진에 민감한 

일본은 모듈러 건축으로도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모듈러 

공법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이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은 15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술 고도화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상황이지만, 모듈러 공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고층 이상 

의 초고층 모듈러 시공기술 개발, 병원 및 상업시설 등 모듈러 건축물 적용 

의 다변화, 그리고 모듈러 시스템 및 유닛의 해외수출, 공장제작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다.36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중이지만, 관련 국내 제작업체 부족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실제 현장에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듈러 핵심기술 개발 및 모듈러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특히 모듈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듈러 의무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모듈러 건축과 같은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되는 건물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생애주기 탄소배출 관점에서 보면, 모듈러 공법은 자재생산 

과 수송, 시공 등의 과정에서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 특히 건설 초기 시멘트 수요로부터 기인되는 탄소배출량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시멘트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3,90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5.6%, 국가 전체  

산업 부문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따라서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용할 경우 건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현장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공사 기일 

을 20%에서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건설현장에 

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폐기물, 운송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에서 비롯되는 

이점도 상당하다. 더 나아가 기 조립된 건축 자재의 80%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어 친환경 공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건축물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기 단축, 공사비용 절감, 인력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물의 생애주기 

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건설 공법 기술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35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모듈러건축연구센터 전략연구

3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1),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

37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동참’ 보도자료, 2021

모듈러 공법은

자재생산과 수송, 시공 등의 
과정에서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 특히 건설 
초기 시멘트 수요로부터 
기인되는 탄소배출량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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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