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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NTENTS

(1)RESEARCHOBJECTIVES

2012andallschoolsacrossthecountrytoworkmandatory5-dayweek,whileinterestinKorea's

youth facilities are increasing.However,in the presence ofyoung people and youth facilities to

accommodateculturalandrecreationalfacilitiesarelackingtoo.

(2)RESEARCHMETHOD

Literatureresearch,expertinterviews,majorbooks,survey

(3)RESEARCHRESULTS

Theresultsofthisstudyfortheintroductionofeco-friendlyelementsareconcentratingonenergy

conservationis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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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ESULTS

Healthy futureofyouth and youth facilitiesforleisureactivitiesrightprogramsarein need of

improvement and remodel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global effort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because the situation through the remodeling of the Youth Center with the

introductionofeco-friendlyelementsareconcentratingonenergyconservation.

3.KEYWORDS

∙Eco-friendly elements,Youth Facilities,Problem youth training facilities,Measures enable the

youthprogram,Remodeling

국문 록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건립되어있는구립청소년수련 에 한청소년수련 의운 황 이용실태를분석하고

국․내외의친환경요소를도입한부동산시설 공공시설에 한조사를실시하여서울특별시강남구의구립청소년수

련 에 용 가능한 친환경 요소를 분석하고,기 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 다.

핵심어:환경,친환경 요소,청소년 시설,청소년시설의 문제 ,측정 가능한 로그램,리모델링

Ⅰ.서 론

1.연구의 목

재주5일제근무와함께 ․고등학교에

서도주5일제수업을시행하고있는바청소년들

의 교외에서의 여가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이나,청소년들이 건 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이다.1990년 여성가족부

의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수립을 기 으로 청소

년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의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그에더해그동

안 부분 으로 시행되어오던 주5일제 수업이

2012년부터 국의 학교를 상으로 도입됨

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주말 여과활동

은 더 증가될 것으로 단된다.그러므로

청소년들을 한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재까

지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한 시설들은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

운 에 하여 으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세계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친환경요소의 도입으로 에 지 약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수련 의 리모델링을 통한 에 지 약을 연구

하고올바른인성 건강한여가활동을즐길수

있는청소년시설에친환경요소의 용가능성

개선방안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범 는 강남구에 재 건립되어

있는 구립 청소년 수련 과 국내외의 친환경시

설을 상으로 한다.연구방법은 청소년수련

의 운 황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한 국․

내외의친환경요소를도입한청소년시설 공

공시설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 강남구의 구립

청소년수련 에 용 가능한 친환경 요소를 분

석하고,기 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이를 해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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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강 수1)

(2012)

업부시설 친환

경 비인증설

계 체크시트

친환경 건축물의 개념을 조사하고

분석하 으며 국내외 친환경 인증

제도를분석하 고건축설계 친

환경 비인증 차를조사하여업

무시설친환경 비인증설계체크

시트를 제시함.

이길규2)

(2009)

학교시설 친환

경 건축물

인증기 개선

방향에 한연

구

외국의사례 친환경인증제도의

국내도입 배경을 조사하고 우리나

라학교시설의친환경 근방안

등을분석하여학교시설친환경건

축물 인증기 개선방향을 제시함.

정숙희3)

(2011)

청소년 문화공

간으로서의 학

교도서 활용

방안 연구

청소년 문화의 특성 유형,청소

년 문화 활동 공간의 필요성,문화

공간의 개념,문화공간의 분류 등

을조사분석하여청소년문화공간

으로서의 학교도서 활용방안을

제시함.

홍석환4)

(2012)

학교시설 친환

경건축물 인증

기 개선방향

에 한 연구

국외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

입과 발 과정.친환경 건축물 인

증제도의 체계,평가항목 배

의 변경,평가항목의 폐지 신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시설의 친

환경 건축물 인증기 개선방향을

제시함.

<표 1>친환경 요소 련 국내 연구

기존 연구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 개선

비인증설계 체크시트 등에 한연구와 청

소년 문화공간 공 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와는달리 패시 하

우스시스템과친환경에 지생산 사용등을

통한 청소년수련 의 에 지 약을 해 도입

할수 있는친환경 요소를분석하고,기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부동산시설의 의의 사례조사

1.부동산시설의 의의

부동산은 인간의 삶을 할 수있는공간

을제공해주는동시에인간의모든활동을수용

해서삶의방식에따라문화를창출하게하는공

간이다.

부동산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들

에게학교밖에서다양한체험 실습을통해서

교과서에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경험하게하기 한시설을 말한다.이러

한 활동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은 민주

이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청소년수련시설을수

련 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 으로 하는 시설이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설치와 운 은 국가,지

방자치 단체는 물론 법인,단체 는 개인 등 민

간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다만민간의 경

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 하도

록 되어 있다.5)

2.부동산시설의 사례조사

1)수서 청소년수련

수서 청소년수련 은 1994년 수련 을 개

하여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서울시

로부터 탁을받아운 하고있으며,“밝고힘차

게”라는 훈을 가지고 세계화,지식정보화,문

화화의 환경속에서청소년들에게다양한 로그

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개방 이해와 문화

감수성제고,창의 사고를 갖춘청소년을육성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수서청소년수련 의경우는수련 뒤편에

1)강 수,“업무시설친환경 비 인증설계 체계시트”,서울시립 석사학 논문,2012,pp.6-27.

2)이길규,“학교시설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 개선방향에 한 연구”,한국교원 학교석사학 논문,2011,pp.6-10.

3)정숙희,“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 활용방안 연구”,한국교원 학교석사학 논문,2011,pp.8-15.

4)홍석 ,“학교시설친환경건축물 인증기 개선방향에 한 연구”,한국교원 학교석사학 논문,2012,pp.4-15.

5)청소년기본법 부칙[1995.12.29.제5076호]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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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수서 청소년수련 (필자 촬 )

모산이 치하여서 친환경 요소를 용하는

데좋은여건을갖추고있다. 재의수서청소년

수련 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련

그림과 표의 내용은 직 방문하여 조사하 다.

(1)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9번지

(2)규모:지하 2층/지상 3층(철근콘크리트 조)

지

(㎡)

건 물(㎡)

계 사무실 수련시설 후생시설 기타시설

41,328 6,381 288 3,950 180 1,963

<표 2>수서 청소년수련 면

(3)면 :토지 41,328㎡,건축면

2,085.39㎡,연면 6,381.07㎡

구분 면 (㎡) 시설내역

지하

피트
·

간이정화조,배수펌 실,바란싱탱

크,순환펌 등

지하

2층
1,458.02

실내수 장,남자샤워실 탈의실,

의무실,기계실, 기실

지하

1층
601.66

식당,소체육 ,제과제빵실,여자

탈의실,락카실

1층 2,082.91
사무실,수납,청소년극장,체육 ,

헬스장,유아스포츠단교육 등

2층 1,145.86
로그램실,과학실,미술실,모둠

활동실,방과후아카데미 등

3층 1,066.62
사무실,소당강,음악실,공연연습

실,골 장,클럽활동실 등

옥상 1,158.30 공조실

<표 3>수서 청소년수련 각층 면 시설

2)역삼 청소년 수련

<그림 2>역삼 청소년수련 (필자 촬 )

2004년 3월에 개 한 수련 으로써 “나의

미래를 꿈꾸는 터 ”이라는 의미의 랜드 네임

인“나래꿈터”를운 하면서 로벌청소년리더

육성을 비 으로 하고 있으며,청소년들이 다방

면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삼동에 치한 역삼 청소년수련 은 도

심지에 치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요소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

역삼 청소년수련 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련 그림과 표의 내용은 직 방문하

여 조사하 다.

(1)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8번지

(2)규모 :지하 3층/지상 6층

(철근 콘크리트 조)

지

면
1,369.5㎡

건축

면
821.48㎡

연면 7,048.34㎡ 용도
청소년

수련시설

<표 4>역삼 청소년수련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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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설개요

층별 면 ㎡ 주요용도 소유자

연면 7,048.34 ·

강

남

구

청

지상

6층
144.57

골 연습장,물탱크실,

공조실,체육 장비실

지상

5층
644.32

3D입체 화감상실,체육

피아노실,기자재실,

지상

4층
753.45

다목 실,음악연습실

특별활동실 4개소, 스연습실

지상

3층
776.79

멀티미디어교육실,

A/V실,뷰티존,편집실,

사무실,상담실

지상

2층
702.06

교실, 체능단,

산실, 장실,사무실

지상

1층
534.32

만남의 장,인터넷부스,

실외주차장(9 ),방재센터

지하

1층
1,144.52

식당,매 ,

실내주차장(23 )

지하

2층
624.06

체력단련실,샤워실,

휴게실,운동처방실

지하

3층
1,724.25

수 장,유아용품,

황토사우나,열탕

지하

3층
1725.25

기계실, 기실,

앙감시실

<표 5>역삼 청소년수련 시설개요

III.부동산 친환경 시설의 의의

사례조사

1.친환경 시스템의 의의와 등장배경

친환경건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축물을

생태계의순환원리로구축하여그인 인생태

계가자연생태계와유기 으로통합될수있도록

하는것이다. 한환경과개발의조화를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의실 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에 지와 자원소비

를 감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건강을추구할수있는건축물이라할수있다.6)

산업 명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을 할만한 수 에

이르 다.그로 인해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

발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

세계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 은 세

계 으로 국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따라각국가별로지속가능한발 을

이루기 한 실천 수단의 개발과 실 용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7)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 세계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지속가능발

략과함께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발 과

지구의 환경보 에 힘쓰고 있다.

2.친환경 인증제도 도입과 계획요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상 기

후변화 상의 발생으로 지구환경보 에 한

의식이 세계로 확산되었다.1997년 12월 일

본교토에서개최된기후변화 약제3차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38개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행방안에 동의 하 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자발 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

하 다. 재 녹색성장정책의 선두주자인 미국,

일본,EU등 선진국에서는 련 정부정책을

사업에 걸쳐 폭넓게 검토 운 에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2000년 후 에 건축분야에 ‘친

환경 건축물(GreenBuilding)’에 한 기 등

을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국토해

양부와환경부주 하에공공 민간분야에친

환경 건축물에 한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2006년 8월) 인증기 (2008년 5월)을 제

정하 고,서울특별시에서도 친환경 건축기

(2007년 8월)을 제정하여 한 주택공사,한국

에 지기술연구원(KIER), (사)한국교육환경

6)홍석 ,“학교시설친환경건축물 인증기 개선방향에 한 연구”,한국교원 학교석사학 논문,2012,pp.4-15.

7)이용우,“해외지속가능발 지표의 사례와 시사 ”, 한국토도시계획학회논문집, 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4,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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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KIEE), (주)크 비즈 큐엠(CreBiz

QM)등의 인증기 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8)

건축의 기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건물

의 유지 리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생애비용

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요소에 미치는 요소들을

검토하여서 친환경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그러

기 해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건축주에 이르기

까지 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참여인원의 환경

보 에 한 확고한 신념과 지식이 필요할 것이

다. 재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건축에 한 인

식이 확산되면서 각종 상설계 등에서 환경 친

화 건축요소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제도의 황은 2002년 친환경

인증이 시작된 후 2011년 6월까지 친환경 비

인증 황을 검토하면 2,336개의 비인증이 진

행되었다.업무시설인 경우는 5년이 경과된

2008년부터 비인증이 많아 졌는데 정부의 홍

보와 세 감 등의 경제 인 효과가 커 반 하

는건축주가많아졌으나,아직도 다른종류의 건

축물은 반 이 미비하여 활성화 책과 정부의

지원,그리고친환경에 한 인식의변화가요구

되고 있다.9)

3.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1)미국 LEED

LEED는 그린빌딩 련기술의 연구,개발,

보 을 진하기 하여 1993년설립된 미국 그

린빌딩 의회(USGBC:US.Green Building

Council)주도하에 개발된 자기인증시스템이

다.USGBC는 미국의 건설업체,연구소, 학,

지방자치단체등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비

리민간단체로서 그린빌딩 련기술을지원하고

국가차원의표 체계를 설정하여 련연구결과

를 교환,활용하기 한 활동을 하고 있다.10)

2) 국의 BREEAM

BREEAM은 민간연구소인 국건축연구소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에서 친환경건축물의 유도 보 을 하여

1990년에 개발한 친환경건축물 평가 로그램

으로 BRE는 인증기 의 개발,평가결과의 검

증과 리,평가사 (Assessor)선발과 교육을

실시한다.

3)일본의 CASBEE

CASBEE는 2004년 일본 지속가능한 건

축 컨소시엄 (Japan Sustainable Building

Consortium)에서 개발되어 시행하고 있는 그

린빌딩 인증기 으로 이 제도 시행 이 에도 환

경공생주택 의회에서 주 하는 인증제도를 시

행하고 있었으며 환경,에 지,자원 등의 문제

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정착을 하

여 CASBEE를 개발하 다.

4.국·내외 친환경 공공시설 사례

1)로스엔젤 스 친환경 법원 청사

로스엔젤 스지방법원청사는미국연방정

부 GSA(GeneralServices Administration)가

정부산하건물의시스템향상과창의 디자인을

권장하기 한 “DesignExcellencyProgram”

의일환으로지어진이건축물은거 한아트리움

의수직공간은상하부의개폐식개구부를통해자

연통풍을유도하고,곡면의커튼월에내장된

지 은자체 력을생산하게하 고,유리와철망

사이의 이공간은굴뚝효과와연돌효과를활용

하여 더운 여름철에 뜨거운 공기를 사부로 빼낼

수 있게 하 다. 한 법정의 높은 실내 공간을

활용하여아트리움쪽벽에 선반을설치하여외

8)신동 ,김상범,"국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한 연구",한국건설 리학회논문집,한국건설 리학회,2009,pp.447∼551.

9)강 수,“업무시설친환경 비 인증설계 체계시트”,서울시립 석사학 논문,2012,pp.6-27.

10)홍석 ,“학교시설친환경건축물 인증기 개선방향에 한 연구”,한국교원 학교석사학 논문,2012,pp.4-15.



52 부동산시설의 친환경 요소 도입 방안에 한 연구

부의햇볕을끌어들여내부조명으로활용하여에

지를 약할수있게하 다.이건물은완공시

미 환경표 인 LEEDRatingSystem에서 제일

높은 등 인 PlatinumRating을 받았다.

2)서울 청소년수련

서울 청소년수련 은 1970년 11월 개 이

래 40여년간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리 이용

되어 왔으나 노후화된 시설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고 유지 리가 어려워 면 인 리모델링 공

사를 시행하 다.서울시 구 수표동에 치한

서울 청소년수련 은 지하 1층,지상 8층,연면

8,991㎡ 규모로 강의실, 로그램 실,체육

시설,소극장,도서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었

다.이 수련 은 공사 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련 시설을 지하층,4∼8층,1∼3

층 3단계로 나 어 시행하 으며,냉․난방시설

확충,단열창호 등고효율에 지기자재와신재

생에 지 사용으로 에 지 감과 환경개선 효

과가 있도록 친환경 으로 건립하 다.

3)서 문 청소년수련

서울특별시 서 문구 연희동 167-1번지

에 치한 서 문 청소년수련 은 지하 2층,지

상3층,연면 4,950㎡의 규모이고,산기슭에

치하여서 수련 뒤편에 자연스럽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다.건물의 최상부에 녹지를 형성하

여서 건물표면의 복사열을 감소하 고,주변의

녹지와 연계시켜서 BIO-TOP을 배치하 으

며,우수를 이용한 시스템을 용하여서 생태연

못의 수원을 공 하 으며,에 지 약형 자동

제어 시스템 도입과,무기 섬유질 재료를 마감

재로 사용하 다.

4)포항시 신청사

경북 포항시 신청사는 21세기에 합한 다

목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신청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문화휴식공안으로활용되는 행정

타운으로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되는 설비 인

시스템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비계획에

역 을 두었다.본사청공,의회청사동,문화 복

지동으로분할되어건물이 운 되므로부분부하

시 효율 인 응이 가능한 열원계획으로 냉열

원수축열+흡수식냉동기의 조합,온열원멀티

유닛 보일러 수분할 등을 용하 고,에 지

약 일사부하 감 책으로 고차폐유리,수

직․수평차양,옥상녹화와 냉 온수 2차 순환펌

인버터제어,배기열 회수용 열교환기 설치

등 에 지 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

다.11)

Ⅳ.도입 가능한 친환경 요소 분

석과 활용방안

1.부동산시설 사례

역삼청소년수련 은주택가에 치해있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의 요소를 용시키기에 힘

이 들기 때문에 건물의 에 지 약 인 측면에

서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자하며,수서 청소년

수련 은 수련 의 뒤에 모산에 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 인 요소를 수련 에 끌어

들이기에 용이하다.실내공기질을 해서 자연

환기 자연냉방을실시하고,비오톱을 설치하

여서 외부에서의 오염원들을 막을 수 있다.

1)이 외피의 도입

이 외피란 두 개의 외피라는 뜻으로 기본

으로 건물외피에 일정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다른 외피를 덧붙인 개념이다.즉,겨울에는 외

피의 개구부를 닫음으로서 단열성을 높이고,여

11)김종원,“포항 신청사 건설공사”,2003년동계학술발표 회 논문집, 한설비공학회,2003,pp.8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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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는 외피 개구부를 개방함으로써 완충공간

내부 압력차이로 인한 굴뚝효과를 이용해 건물

이과열되는것을 방지한다.내부와외부의 개구

부는 간기는 물론 난방기,냉방기에도 부분

인 자연환기를가능하게 하고,자연채 ,조망확

보,소음차단,블라인드 보호 등의 장 이 있다.

2)옥상녹화 벽면 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를이용하여서친환경

녹지를 조성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 우수의

확보로 연강수량의 50%이상을 장할 수 있으

며,우수의 증발로 인해서 도심 내 열섬 상을

막고 쾌 한 온도를 유지하며,건물이 표면온도

보다 약 20도 정도 낮으며,건축물 옥상을 면

녹화 하는 경우 약 16.6%의 에 지를 감할

수 있고,공기오염의 여과,소음차단,단열효과

등을 기 할 수 있다.

3)자연채 의 도입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 지의 소비량

조명을 한에 지는냉방 난방에비해더욱

많은 에 지가 소비된다.자연채 을 실내에 유

입함으로써 조명부하와겨울철 난방부하에 한

부담을 이고,아뜨리움이나 창의 크기의 조 ,

덕트 설비를 통해서 낮 시간 동안의 자연채

을최 화 하여서 에 지의사용을 이며,자연

채 으로 인해서 심리 인 안정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4)생태형 수 공간

생태형 수 공간을 보 하게 되면 청소년수

련 주변의경 을개선시키는효과를볼수있

으며,외부의 오염원과 소음,강한 햇빛으로부터

수련 의내부환경을보호할수있다. 한증발

로 인한 온도 조 기능을 수행하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며,도심의 그린네트워

크의 요한 거 으로 활용되며,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도시의 자연 복원을 한 생

태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5)실내 공기질의 개선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해서는 친환경 건축

자재의사용 신선한공기가항상실내로유입

시키는 것이 요하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이 수련

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향을 이기

해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수서 청소년

수련 의 뒤에 있는 산에서의 신선한 공기를 유

입시켜서 실내공기질을개선시킬 수있으며,자

연환기를 통한 냉방부하의 감효과를 기 할

수 있다.

2.공통 으로도입가능한친환경요소

1)태양에 지를이용한에 지 약

태양 발 시스템은 깨끗하고 무한한 태

양 에 지를 기에 지로 발 시키는 기술로

서,태양열 발 과는다르게 반도체물질로이루

어진 태양 지에서 태양빛을 받아 바로 기를

생산하며,에 지 변환 과정에서 기계 ,화학

작용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유지보수

가 거의 필요 없다.수명이 20-30년 정도로 길

고,안 하며,환경 친화 이다. 한 태양 지

의 설치 개수에 따라 소규모에서 규모까지

용할수있다.태양 발 시스템의종류는 용

형태에따라크게 독립 원형과계통연계형,하

이 리드형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태양 발 시스템은태양빛에포함된에

지를 기에 지로생산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

태양 량의 향을 받기 때문에 청명한 날이나

기가 오염되지 않은 날에는 일사량이 증가하

며,흐린날이나 기가 오염된날에는일사량이

감소하게 된다. 한 태양 시스템이 설치되는

치에따라일사량이 달라지며,계 에 따라 태

양고도의 변화로 인해서 일사량이 다른 값을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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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열 에 지를 이용한 냉·난방

지열이란지구 체규모로지질학 상을

야기하는지구내부의열이며,최근에‘지열에

지’는인간에의해발견되고개발되고있는지구

의 열을 의미한다.지열은 태양 복사열과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지 에 장 된 것인데

깊이에 따라 천부지열과 심부지열로 구분된다.

천부지열은 온도 10-20도 정도로 깊이

150-200m정도의 지열이며,심부지열은 깊이

200m이하의 지열이며 40-150도 이상의 온도

이다.

지열시스템의가장보편 인직 이용시스

템으로는 히트펌 와 온천 그리고 냉·난방에 가

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히트펌 시스템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려는 열을 반 방향으로 흐르게 하

는 장치이다.히트펌 의 특징은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건물의 공조분야에

서다양한 용도의 건물에직 이용가능하며,일

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은 주간의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열시스템을 용할 경우 경제

인 운 이 가능하며,지열원의 특성으로 인해서

운 의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Ⅴ.결론 제언

1.연구의 요약과 시사

첫째,지 까지 살펴본 강남구의 청소년 수

련 은 도심권에 치하 다는 특징 때문에

부분강좌형실의구성을나타내고있으며,친환

경요소를통한에 지 약의도입이미비한상

황이다.하지만 수서 청소년수련 은 자연과 인

해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인 계획

요소를 도입시킨다면 로그램을통한청소년들

의 교육과 에 지 약을 통한 청소년수련 의

운 에서많은 약을이루어낼수있을것이다.

둘째,강남구의 청소년 수련 은 주택가에

치해 있지만 도로에 근 해 있기 때문에 외부

에유입되는소음과층간의소음을차단할수있

게계획되어야하며,수련 주변의주민들의 참

여를 활성화하기 한 openspace를 최 화 시

키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셋째,리모델링이 필요한 청소년수련 은

진 으로 변화되는 환경 친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재 강남구의 청소년 수련 은 벽면

녹화나 비오톱의 조성,우수를 활용한 친수,태

양을이용한에 지발 등의시설의 용이없

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체험을 통한 교육의 기회

가거의없고에 지 약측면에서도가장먼

도입되어야 할 부분이다.

2.연구의 한계 과 과제

부동산시설의 친환경요소 도입방안은 지속

으로 연구,개발,발 하고 있으나, 부분의

기술이 경제성면에서 실 으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도 용 가능한 일부의 기술만

도입방안으로제시하 으나향후기술발 을고

려하여 지속 인 보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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