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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 대상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주변환경과의 조화, 건강
및 쾌적 등 환경에 미치는 요인 평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해주는 프로그램

건축물의 정량적
친환경성에대한 정보제공

녹색 건축물의
건설 유도 및 보급촉진

출처 : http://www.nordic.saint-gobain.com/sustainability/lca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요

평가목적 녹색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급 촉진

평가시점
• 설계단계 심사 : 예비인증 부여
• 준공건축물 심사 : 본인증 부여

기준구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녹색건축의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고시(국토교통부, 환경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등급체계
• 주거용건축물 4등급 (최우수:74점, 우수:66점, 우량:58점, 일반:50점)
• 비주거용건축물 4등급 (최우수:80점, 우수:70점, 우량:60점, 일반:50점)

대상건축물
• 신축 : 주거용건축물, 단독주택, 비주거용건축물
• 기존 :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 그린리모델링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특이사항
• 2013년 2월 23일부터 주택성능등급제와 통합 운영

•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의무대상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효과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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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체계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도 연혁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도 브랜드 네임(BI)

• 녹색건축 인증제에 대한 브랜드화 및 국내제도의 해외홍보를 위해 국민공모(2012) 통한

영문명 선정

• G-SEED를 위한 한글 및 영문화된 인증마크를 새롭게 도안, 단독주택부터 녹색근린주구

(Green Community) 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마크 도입

• 푸른씨앗(G-SEED)이 하나의 금강소나무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상징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증현황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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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증현황(연도별)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건축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최대높이 제한 기준에 대한 완화 적용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인증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그 외 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취득세 15%, 재산세 15% 취득세 10%, 재산세 10% 재산세 3%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취득세 10%, 재산세 10% 취득세 5%, 재산세 3% -

그외등급 재산세 3% - -



녹색건축 인증 정보시스템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http://gseed.greentogether.go.kr

• 인증제 소개

- 개요

- 관련 법규

- 세부평가기준

- 신청절차

- 양식

- 용어설명

- 인증기관 정보

- 인증심사 수수료

• 인증현황

- 인증건축물 현황

- 인증실적 현황

• 녹색건축 자료실

- 녹색건축물 설계지침

- 녹색건축인증 해설서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공개자료실

http://gseed.greentogether.go.kr/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

실내환경 :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

대책 평가

재료 및 자원 : 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

물순환관리 :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유지관리 :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

생태환경 :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

ID 혁신적인 설계 : 건축물의 헉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평가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분야 개요



Ⅰ.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 시스템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녹색건축전문가 설계 참여

가
산
점
수

＋

비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신 축 기 존

일반주택(공통항목)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주거용 그린리모델링

일반건축물(공통항목)
+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비주거용 그린리모델링

혁신적 설계

Innov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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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개정 배경 및 추진 과정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 개정 배경1

• Global standard의 변화 추세 반영 : LCA 개념 도입, 온실가스 감축 등의 중요성 부각

• 녹색건축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른 관련 변화 반영 : 신규 인증항목 도입, 난이도 조정

• 기존 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개편 : 10개 용도 건축물, 개별기준(346개 항목)

•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정리 : 건축법 용도에 따른 해석의 유연성 부여

• 규칙 제8조에 따른 혁신적인 설계 및 건축설계 전문자격제 도입을 위한 구성체계 개편 필요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 추진 과정2

• 기존 인증기준 심사결과 데이터분석, 해외 인증기준 정책/제도/ 기준 비교분석

• 녹색건축인증 전문위원회, 인증기관 협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

• 학회, 협회, 산업계 등 public review,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국토부/환경부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확정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 
개정안 마련

워크숍
토론회

학회 및 협회, 산업계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검토

국토교통부 / 환경부
녹색건축인증 운영기관
녹색건축인증 전문위원회
녹색건축 인증기관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회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용도분류체계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개편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주거용건축물

토지이용
교통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자원

저탄소
에너지원

공동주택
66항목

일반주택
46항목

주
거
용

건
축
물

주택성능분야
(16항목)

보행자
전용도로

연계된
녹지축

비오톱
조성

토지이용
교통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자원

단독주택
25항목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비주거용건축물

비
주
거
용

건
축
물

토지이용
교통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자원

조명
에너지
절약

조명
에너지
절약

CO2
모니터링

객실간
경계벽

실내환경
조절

조명
에너지
절약

조명
에너지
절약

일사조절
계획

운동장
먼지발생

연계된
녹지축

생태
학습원

현휘감소
계획

적정
일조권
확보

업무용
46항목

판매시설
45항목

숙박시설
45항목

학교시설
51항목

일반건축물
43항목

도서관
(예시)

일사조절
계획

자연채광
성능확보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인증심사 세부기준(주거용)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인증심사 세부기준(비주거용)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인증심사 세부기준



Ⅱ. G-SEED 2016 주요 내용

G-SEED 2016 인증등급 산정표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각 국가별 녹색건축 인증제도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http://www.hk-beam.org.hk/general/home.php
http://www.hk-beam.org.hk/general/home.php


미국(LEED)

• LEED(Leadership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2000년 USGBC에 의해 개발

•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 제공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미국(LEED)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Prereq Integrated Project Planning and Design

Credit Integrative Process

Location and Transportation

Credit LEED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Location

Credit Sensitive Land Protection

Credit High Priority Site

Credit Surrounding Density and Diverse Uses

Credit Access to Quality Transit

Credit Bicycle Facilities

Credit Reduced Parking Footprint

Credit Green Vehicles

Sustainable Sites

Prereq Construction Activity Pollution Prevention

Credit Site Assessment

Credit Site Development - Protect or Restore Habitat

Credit Open Space

Credit Rainwater Management

Credit Heat Island Reduction

Credit Light Pollution Reduction

Water Efficiency

Prereq Outdoor Water Use Reduction

Prereq Indoor Water Use Reduction

Prereq Building-Level Water Metering

Credit Outdoor Water Use Reduction

Credit Indoor Water Use Reduction

Credit Cooling Tower Water Use

Credit Water Metering

Energy and Atmosphere

Prereq Fundamental Commissioning and Verification

Prereq Minimum Energy Performance

Prereq Building-Level Energy Metering

Prereq Fundamental Refrigerant Management

Credit Enhanced Commissioning

Credit Optimize Energy Performance

Credit Advanced Energy Metering

Credit Demand Response

Credit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redit Enhanced Refrigerant Management

Credit Green Power and Carbon Offsets

Materials and Resources

Prereq Storage and Collection of Recyclables

Prereq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nagement Planning

Credit Building Life-Cycle Impact Reduction

Credit Building Product Disclosure and Optimization–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Credit Building Product Disclosure and Optimization - Sourcing of Raw Materials

Credit Building Product Disclosure and Optimization – Material Ingredients

Credit ConstructionandDemolitionWasteManagement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Prereq Minimum Indoor Air Quality Performance

Prereq Environmental Tobacco Smoke Control

Credit Enhanced Indoor Air Quality Strategies

Credit Low-Emitting Materials

Credit Constructio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Plan

Credit Indoor Air Quality Assessment

Credit Thermal Comfort

Credit Interior Lighting

Credit Daylight

Credit Quality Views

Credit Acoustic Performance

Innovation

Credit Innovation

Credit LEED Accredited Professional

Regional Priority

Credit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Credit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Credit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Credit Regional Priority: Specific Credit



영국(BREEAM)

• BREEAM (BR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 세계최초의 인증제도로 1990년 시행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건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레벨 제공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Credit Categories



영국(BREEAM)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Management

01 Project brief and design 

02 Life cycle cost and service life planning 

03 Responsible construction practices 

04 Commissioning and handover 

05 Aftercare

Health and wellbeing 

01 Visual comfort 

02 Indoor air quality 

03 Safe containment in laboratories 

04 Thermal comfort 

05 Acoustic performance 

06 Accessibility 

07 Hazards 

08 Private space 

09 Water quality

Energy

01 Reduction of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02 Energy monitoring 

03 External lighting 

04 Low carbon design 

05 Energy efficient cold storage 

06 Energy efficient transport systems 

07 Energy efficient laboratory systems 

08 Energy efficient equipment 

09 Drying space

Transport

01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02 Proximity to amenities 

03 Alternative modes of transport 

04 Maximum car parking capacity 

05 Travel plan

06 Home office

Water

01 Water consumption 

02 Water monitoring 

03 Water leak detection 

04 Water efficient equipment

Materials

01 Life cycle impacts 

02 Hard landscaping and boundary protection 

03 Responsible sourcing of materials 

04 Insulation (삭제)

05 Designing for durability and resilience 

06 Material efficiency

Waste

01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02 Recycled aggregates 

03 Operational waste

04 Speculative floor and ceiling finishes 

05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06 Functional adaptability

Land Use and ecology

01 Site selection 

02 Ecological value of site and protection of ecological features 

03 Minimising impact on existing site ecology 

04 Enhancing site ecology 

05 Long term impact on biodiversity

Pollution

01 Impact of refrigerants 

02 NOx emissions 

03 Surface water run-off 

04 Reduction of night time light pollution 

05 Reduction of noise pollution



시사점

Ⅲ.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 커뮤니티, 도시 등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

•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항목 재정립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 관련기관 등 협력구축

• 녹색건축관련 지원, 교육, 홍보 확대

출처 : http://www.jll.ru/russia/en-gb/PublishingImages/Lists/News/AllItems/BREEAM-and-LEED-certified-projects_25112014.jpg



Ⅳ. 향후 발전방향



Ⅳ. 향후 발전방안

• 건설환경 전과정을 고려한 인증대상의 확대 (단기/중장기)

- G-SEED Community 및 Infrastructure 인증개발

 G-SEED 평가대상 확대

• 평가분류체계 개편(단기/중장기)

• 스마트시대에 대응한 인증심사기준의 도입 (단/중장기)

• 건축물 재실자의 건강 및 쾌적성과 관련된 인증심사기준의 도입 (중장기)

• 국제화를 위한 G-SEED Global 플랫폼 개발 (단기)

 G-SEED 평가분야 개선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증접수/인증서발급체계 개선 (단기/중장기)

• 녹색건축인증전문가 (G-SEED ID) 양성 (단기/중장기)

• G-SEED 인증심사 품질 향상 (단기)

 G-SEED 운영체계 개선



평가대상 확대

Ⅳ. 향후 발전방안

• 건축물에서 근린(Community) 및 인프라(Infrastructure)로 영역 확대

• 건설환경에서 신축, 기존 뿐만이 아닌 친환경적 폐기로 영역 확대

건설환경 전과정을 고려한 인증대상 확대



평가대상 확대

Ⅳ. 향후 발전방안

• 근린개발, 도시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인증 도입

• 종합적인 환경성능평가 및 환경부하 저감, 지속가능성 향상

G-SEED Community 인증개발



평가분야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평가분류체계 개편

• 현행 7개 분야 평가체계를 3~4개 분야로 대분류 체계 개편

• 평가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인증 영역 확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

토지이용
교통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자원

스마트기술 자원 및 에너지 환경성능 웰빙

평가분류체계 개편



평가분야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스마트시대 대응 인증기준 도입

• 분야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IoT센서 개발 및 적용

• 센서로부터 생산된 빅데이터의 운영 및 관리

•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시대의 기술 및 보편성 검토, 관련 심사기준의 도입

스마트워터스마트에너지스마트인프라스마트빌딩 스마트모빌리티

[출처] Smart City, KICT



평가분야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재실자의 건강/쾌적성 관련 인증기준 도입

• 분야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IoT센서 개발 및 적용

• 센서로부터 생산된 빅데이터의 운영 및 관리

•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시대의 기술 및 보편성 검토, 관련 심사기준의 도입

온열쾌적도
(PMV, PPD)

현휘

조망

실내 조도 환경 환경 + “쾌적성”

• 시각적 측면 : 현휘, 조망, 실내조도

• 온열감 측면 : 환경 + 실내 온열감



평가분야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국제화를 위한 G-SEED Global 플랫폼 개발

• 대상 국가의 기후 등 지역환경 및 관련 기준을 고려한 G-SEED Global 개발

• G-SEED Global 플랫폼 개발을 통한 각 국가별 인증기준 제안

G-SEED 베트남(2016) 해외건축물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서



운영체계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접수, 자료제출, 평가결과 저장, 통계분석, 인증심사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녹색건축인증전문가(G-SEED ID) 관리, 교육정보 제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프로세스진행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계관리



운영체계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접수, 인증서발급체계 개선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인증접수 일원화

- 인증심사 진행상황 실시간 관리

- 인증실적 관련 통계 실시간 분석 및 제공

-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에 의한 인증서 발급체계 도입

인증서 발급체계
일원화



운영체계 개선

Ⅳ. 향후 발전방안

녹색건축인증전문가 (G-SEED ID) 양성

• 녹색건축인증전문가(G-SEED ID, G-SEED Integrated Designer) 양성 확대

• 녹색건축인증전문심사원 도입(G-SEED Assessor)

• G-SEED ID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G-SEED ID 교육 G-SEED ID 자격인정서



감사합니다.

채창우 녹색건축센터장 cuchae@kic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