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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②”는 미주 국가 중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된
캐나다 토론토 및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하였다. 북미 국가의 경우 넓
은 국토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세부 정책을 연방 혹은 주 단위로 소개하기보다 도시
단위로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린리모델링 대상건물이 주로 사람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용도의 건물로, 대부분 발전된(행정, 상업, 휴양 등) 대도시에 위치
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는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율이 높아, 그린리모
델링과 같은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②”는 북미 지역의 캐나다 및 미국 내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토론토와 시카고를 중심으로 정책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 (용어사용)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리모
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음 (LH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해외
에서는 Deep Energy Retrofit, Energy Efficiency Retrofit, Green Retrofit, Green
Remodel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나, 독자의 이해를 위해 국내/외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그린리모델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2.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는 북미 도시 중 4번째로 큰 도시로, 온타리오 주
에 소속 된 인구 273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미국 시카고 역시 270만 명이 거
주하는 도시로, 주거건물 중 90% 이상이 1950년 이전에 준공 된 노후 건축물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는 도시이다(C40, 2019).

2.1 캐나다 토론토
∙그린리모델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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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토론토 시는 2050년까지 도시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
우고, 신축건물은 2030년까지,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제로(near-zero emissions)화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토론토 시가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건물부문에 집중하는 이유는 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50% 이상이
건물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토론토는

다가구

공동주택

(multi-family residential buildings)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C40, 2017).
또한 토론토는 오타와 주의 소속된 도시로, 주(Province)의 기후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오타와 주는 노후 공동주택의 그린리모델링 활
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계획 시 에너지 효율화 요소(조명, 단열, 설비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Province of Ontario, 2016).

∙ 그린리모델링 정책 수행방식
토론토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
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1) 법적기준 이상의 고성능 신축 및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
기 위한 High Performance New Construction Program(HPNC), 2) 중/고층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High-Rise Retrofit Improvement Support(Hi-RIS),
3) 노후 단독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Home Energy Loan Program(HELP) 운
영 중이다.
첫 원고의 유럽국가와는 다르게, HPNC의 인센티브 대상은 건물주 뿐만 아니라 설계
사 등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도 지원되고 있고, 인센티브 규모는 건물 에너지 부하
(Building Energy Load) 혹은 건물 에너지 소비(Building Energy Consumption) 절
감량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성능 그린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설계사 등 프로젝트
참여자의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정책 효율화 및 활성화에 유효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 High Performance New Construction Program(HPNC) >

자료출처(2020.09) :
www.toronto.ca/services-payments/water-environment/environmental-grants-incentives/energy-efficie
ncy-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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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캐나다는

“ENERGY

STAR

Canada”를

통하여

에너지

벤치마킹(Energy

Benchmarking) 개념으로 미국과 동일하게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평가기준
을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 벤치마킹은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tool”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Natural

Resources Canada(NRCan)”이 주관하고 관리한다. 이 에너지 벤치마킹 개념은 노
후건물의 에너지 및 물 소비 데이터를 기초로 대상건물의 에너지 성능 점수를 “1점
-100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50점은 유사 건물 중위 값이며, 75점 이상이면 고효율
에너지 성능 건물(Green등급)로 판단한다.
또한 토론토는 민간 노후 공동주택(85년 이전 준공, 8층 이상)에 대해 Sustainable
Towers Engaging People(STEP) program을 통하여, “에너지, 물, 폐기물 데이터로
건물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에너지 벤
치마킹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에너지, 물, 폐기물 소비(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250개 이상의 유사 공동주택 데이터와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아래 이
미지는 STEP program의 건물 성능 평가결과 리포트 일부이며, 이를 통해 대상건물
의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Building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

자료출처(2020.09) :
https://www.toronto.ca/wp-content/uploads/2017/11/8a6d-tower_renewal_building_assessment_sampl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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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도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장벽은 에너지 성능 개선효과의
불확실성, 높은 공사비, 긴 페이백 기간 등이 문제점 이다. 토론토 역시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STEP Program을 통해 에너지 성능평가(Energy
Benchmarking), 에너지진단(Walk-through Energy Audit) 및 가장 효율적인 그린
리모델링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성능 그린리모델링 수
행을

위해

보조금을

Program(HPNC)”,
Improvement

지원하는

주거부문의

“High

형태에

Support(Hi-RIS)”과

Performance

따라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을

위한

New

Construction

“High-Rise
“Home

Enegy

Retrofit
Loan

Program(HELP)”을 운영하여 저금리 대출과 고효율 그린리모델링 기술방법을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토론토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및 프로그램 정보는 “City of Toronto”
웹페이지(https://www.toronto.ca)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2.2 미국 시카고
∙그린리모델링 배경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시카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0%
가 주거건물(Residential Building)에서 소비되며, 이는 전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다(C40, 2017). 이렇게 주거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원인은 시카고 주거 건물 대부분이(>93%) 1950년대 이전에 준공 된 건축물이기 때문
이다(C40, 2019).
시카고는 이러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Retrofit
Chicago” Energy Challenge Program을 2012년부터 시행하여 노후주거, 상업, 교
육 및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C40, 2019).
“Retrofit Chicago”의 목적은 시카고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을 쉽고,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 그린리모델링 정책 수행방식
시카고 역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Retrofit Chicago” 프로그램은 상업, 주거 및 공공으로 나누어 그린리모델링
수행을 위한 에너지 진단, 에너지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
원업무는 “Elevate Energy, Community Investment Corporation” 등 외부기관이
맡아 노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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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시카고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개발 된,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tool”을 활용하며, “Retrofit Chicago” 업무협약을 맺은
외부기관(Elevate Energy 등)은 이 툴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Portfolio
Manager tool은 비주거 및 주거에 대한 에너지 벤치마킹 개념으로 80개가 넘는 다
양한 용도의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앞서 캐나다 토론도의 에너지 성
능평가 기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툴로 평가개념 및 방식은 토론토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The ENERGY STAR® Energy Performance Scorecard >

자료출처(2020.09) :
https://www.energystar.gov/buildings/tools-and-resources/utilities-energy-efficiency-program-admini
strators?page=67

∙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도구
시카고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Retrofit Chicago” 프로그램으로 노후 주택
소유자에게 에너지진단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 에너지 진단 결과보고서는 현 건물의
에너지 성능수준, 에너지 성능 취약부위, 개선방법 및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은 성능 수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스마트 미터기(계량기)는 무료로 설치된다.
자료출처(2020.09) :
https://www.chicago.gov/city/en/progs/env/retrofit-chicago-faqs.html

시카고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Retrofit Chicago” 프로그램과 정보는 “City
of Chicago” 웹페이지(https://www.chicago.gov/city/en.html)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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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요약
- 목표 : 토론토 및 시카고는 장기적인 세부계획 有
- 수행방식 : 토론토 및 시카고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그린리모델링을 권장
- 노후건축물 (특화된) 에너지평가 기준 및 전문가 그룹
: 토론토 및 시카고는 에너지 밴치마킹 형태의 에너지평가 툴 운영 중
- 민간 활성화 정책도구 : 보조금, 세재해택, 기술지원 및 홍보웹페이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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