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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ilding ages after the completion of its service life after completion, and its usability 

gradually decr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 building that accurately grasps the 

deterioration of usability and causes and problems. In this study, in order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building users and to prepare an improvement plan to maintain the initial 

performance of the building, a method for evaluating building diagnostics in the aspect of the 

building environment was established and the process was conducted for pilot building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method, the improvement plan derived from the building 

diagnosis was applied to the building and the improvement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mprovement plan, the thermal and light environment of the building was improved 

and the usability of the building could be improved.

주요어 : 건물 진단 평가 방법, 사전 진단, 현장 진단, 건축 요소, 기계 요소

Keywords: Building diagnosis Evaluation method, Pre-diagnosis, Field diagnosis, Architectural 
elements, Mechanical elements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물은 준공 후 건물 사용 연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며, 이로 인해 사용성이 점차 저하된

다. 그러나 건물 사용자는 항상 설계 목표 수준 이상의 건물 성능을 기대하므로 건물 노후화

에 따라 점차 건물의 성능이 사용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준공 후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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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화에 따른 사용성 저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박철수, 2006).

건물 진단이란 건물의 거주 환경을 진단하여 건물의 사용 연수 경과에 따른 사용성 및 내구

성 저하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지·보수·개수 등의 대책을 제시하여 건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건물 진단은 구조 안전 

분야를 위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건축 환경 측면에서의 건물 진단은 주로 에너

지 진단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므로, 건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물 사용성 저하 현상

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건물 사용자의 건물 성능에 대한 기대치와 건물의 

성능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 수립의 첫 단계로써 건축 환경 측면에서의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Pilot 건물을 대상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이를 통해 건물을 진단하고 분야 별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건물 성능 향상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선안은 건물에 적용하여 개

선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과 현업에서 활용하는 진단 기법을 참고로 하여 진단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건물을 Pilot 대상으로 선정하여 건물 사용자 인터뷰, 도면 

분석 및 현장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부위 별 노후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도출하고 실제 적용하였다(Figure 1).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건물 진단 개요

건물 개요 및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S도서관’은 1967년 준공되었으

며 1994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된 서울시 소재 건물이다. 대상 건물은 준공 시점이 오래 경

과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라 사용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또한 현재 교육연구시설(도서관)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차례의 개축과 잦은 보수로 인하여 설계 및 준공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축 환경적으로 초기 설계에서 의도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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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졌다. 따라서 건물 진단과 개선안 적용이 요구되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건물 진

단 평가 방법 수행 대상 건물로 선정하였다. 대상 건물의 개요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Overview of the building

Subject Contents

Building scale
Total area: 1,527 m2

1 basement level and 3 ground levels

Building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uses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Library)

Building history

Completion for residential building: 1967

Reconstruction: 1986

Remodeling for library: 1994

Architectural elements
Wood window, Aluminum window, Color-coated glass, Overhanging balcony 

and Sunshade, Finishing material (Stone wall, Wood flooring, Carpet etc.)

Mechanical elements
Air cooled chiller, Hot water boiler, AHU and thermohudrostat, Packaged 

Terminal Air-Conditioner

건물 진단 평가 방법

현재 건물 진단은 구조 안전 진단을 위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축 환경 측면에서

의 건물 진단은 주로 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다(서대웅 외, 2018). 그 

외에도 건물 에너지 관리 기법을 기반으로 한 건물 에너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황하진 외, 

2012). 건물 사용자의 쾌적감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구조 측면뿐만 아니라 건축 환경 측면

에서도 건물 진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유병억, 2008). 이에 따라 최근에

는 건축 환경의 세부 분야 별로 전문적인 진단 평가를 수행하는 업체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EDTM Homepage, 2020; KICST Homepage, 2020).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결과, 건축 환경 측면의 진단 평가 방법은 건물이 설계 당시의 성능

을 발휘하는지 패시브 요소, 액티브 요소 및 신재생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정훈 외, 2018). 또한 건물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의 사용성을 보장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진단 평가 방법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Figure 2. Process of building diagnostic e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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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을 Figure 2와 같이 정립하

였다.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의 수행 순서는 사전 진단(사용자 인터뷰 및 도면 분석), 현장 진단 

및 보완,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 진단에서는 건물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건물의 사용성에 대한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사전 진단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건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해 도면 분석을 수행하여 건물의 설계 목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설계 당시의 건물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건물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다. 현장 진단에서는 건축물의 세

부 부위에 대하여 각 부위가 설계 당시 목표했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육안과 장비를 이용하여 내외관의 상태와 노후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진단 평가 방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패시브 요소 위주의 ‘건

축 요소’와 액티브 요소 및 신재생 요소 위주의 ‘기계 요소’로 구분하였다. 건축 요소는 건축 

환경 분야 중 열 환경과 빛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세부적으로는 창호 및 창호 관련 

장치, 유리, 단열재 등과 기타 내장재가 포함된다. 기계 요소는 건축 환경 분야 중 주로 냉난방

과 관련된 기계 설비와 연관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조기 및 에어컨, 열원 설비 및 기타 설

비를 포함한다(Table 2) (Lee and Moon, 2019).

Table 2. Diagnosis contents and equipments according to the scope of building diagnosis

Diagnostic scope Diagnosis contents Diagnostic equipment
A

rc
h
ite

c
tu

ra
l e

le
m

e
n
ts

Window and window 

related devices

Investigation of window, door, and 

awning driving status, wear out, damage, 

deformation

-Thermal imaging camera 

(FLIR T62101)

-Window Energy Profiler 

(#WP4500)

-Laminated Glass Detector 

(Glass Chek PROGC3000)

Glass

Investigation of aging of silicon, 

discoloration and deformation of glass, 

and omission of hollow layer gas

Insulation

-Insulation material breakage, drop-out 

investigation

-Judgment of satisfaction of current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Thermal imaging camera 

(FLIR T62101)

-Drawing analysis

Finishing materials

Investigation of interior material 

discoloration, cracking, peeling, dropping, 

abrasion, damage, lifting, corrosion

-Visual inspection

M
e
c
h
a
n
ic

a
l 

e
le

m
e
n
ts

AHU and PTAC
Investigation of normal operation and 

failure, control panel status, etc. -Visual inspection and 

compare with mechanical 

drawings
Cold/Hot heat source 

equipment and etc. 

Investigation of normal operation and 

failure, follow-up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rrival of endurance, etc.

사전 진단과 현장 진단 이후의 결과 분석은 건물의 진단 수행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

으로써, 부위 별 진단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등급 판단의 타당한 근거가 마련돌 수 있

도록 하였다(Yoon, 2007). 진단 등급은 ‘유지’, ‘필요’, ‘시급’으로 구분하여 개선안 적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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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ades and opinions on building diagnosis results

Subject Contents

Diagnosis 

opinion

Analysis of diagnosis results for each part and description of opinions based on grade 

judgment

Diagnosis 

grade

Keep current
Building deterioration has progressed normally, but there are no problems 

with performance and use

Maintenance 

needed

The state of the building and the performance and usability of the component 

parts have slightly deteriorated, bu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use.

Urgent
The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due to the aging of the building is more 

severe than the standard and the use is inconvenient.

건물 진단 결과 및 분석

건물 사전 진단 결과 및 분석

건물 사전 진단에서는 건물 사용자 인터뷰와 도면 분석 방법이 사용되어 본격적인 건물 현

장 진단에 앞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건물 사용자 인터뷰에서는 주관적인 정보를 포

함시켜 다음 진단 과정인 건물 현장 진단의 객관적 정보와 비교 분석하였다.

사용자 인터뷰는 해당 건물의 각각 다른 층을 1년 이상 사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하절기 및 동절기의 온열쾌적감, 주간 재실 시간대의 시쾌적감, 기타 건물 사용 상 불편한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 요소와 기계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Table 4).

Table 4. Survey results of building occupants

Subject Comments from building occupants

Architectural elements

-Windows and blinds are not driven smoothly

-Floor noise occurs when walking

-Hygiene problems due to contamination of old floors such as carpets

-Space compartmen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purpose of use

Mechanical elements

-It is cold or hot because the heating and cooling are not working as desired

-Noise in the machine room

-There are old and unused facilities such as radiators

노후화된 건물에 입주하여 사무 활동을 하는 건물 사용자들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냉난방 시 

실온이 설정온도로 유지되지 않음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당초 설계 목적과 부합하지 않

는 실의 배치로 인해 냉난방 부하 특성이 달라져서 발생한 문제였다. 냉난방 문제는 옥상층에 위

치하거나 창가에서 근무하는 건물 사용자일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건물 사용자 인터뷰는 건물 

진단 평가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건물과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요

소가 개입될 여지가 높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결과를 참

조하여 반드시 도면 분석과 현장 진단을 병행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 건물은 준공 시점의 전자 도면이 부재하여 1996년 리모델링 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

되는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건축 요소 및 기계 요소에 대한 일람표를 Table 5와 같이 작성하

고 도면에 표기된 위치의 현장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도면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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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st of architectural and mechanical elements of the building

Subject Contents Pictures Subject Contents Pictures

AL16S
AL 16 mm Sliding 

(Profile THK=60 mm)
WP0S Wood Sliding

AL16F
AL 16 mm Fixed

(Profile THK=45 mm)
WG5S Wood Sliding

AL05S AL 5 mm GB0F Glass Block

PV12S PVC 12 mm WDH Wood Door

대상 건물은 준공 후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건장재의 변형과 손상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벽체의 단열재가 누락되어 열교나 결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부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진단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진단 결과를 도

면에 표기하여 추후 개선안 도출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 사용자 인터뷰와 

층 별 도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Diagnosis opinion for each diagnosis location according to the building floor

Diagnostic 

location
Diagnosis opinions Drawing analysis pictures

Basement 

floor

-The basement floor is used as a space for parking lots and 

mechanical facilities, and temperature and humidity cannot 

be adjusted due to the different purpose and space 

utilization at the time of design.

No drawings

Ground 

floor

-The first floor is the main floor currently used as office 

space, and PVC windows are installed on aluminum 

windows to improve insulation performance.

-Most of the windows are not open and are used in the form 

of fixed windows, so they do not have function as 

ventilation windows.

Second 

floor

-The second floor is an intermittent space and is a large 

space, so it is expected to be vulnerable to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Third 

floor

-The 3rd floor is partially divided and used as office space.

-Windows or partition walls not indicated in the drawing are 

installed or removed, and it is judged that the airtight 

performance is different from the design.

Balcony 

and rooftop

-Mechanical facilities are arranged due to renovation and 

remodeling
No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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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장 진단 결과 및 분석

건물 현장 진단에서는 건축 요소와 기계 요소의 각 분야 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노후 정도를 

판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수행한 사전 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건물의 건축 요소 진단 결과, 창호는 대부분 알루미늄 창호 또는 목창호가 설치되어 있

다. 목창호는 공간에서 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열적인 측면에서는 단열 및 기밀 성능이 

취약하여 열교와 침기 발생에 따른 냉방 부하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Gaspar et al., 

2018). 이로 인해 하절기에는 목창호가 설치된 외주부 존과 최상층 존에서는 설정 냉방 온도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전 진단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동절기에는 창호의 단

열 및 기밀 성능 저하로 인해 창호 인접 공간에 냉복사(Cold Draft)와 침기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외주부에 위치한 건물 사용자가 추위를 느낄 수 있다(박상훈 외, 2020). 건물 사용자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고온의 바닥 복사 난방 또는 공조 난방을 운영한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부불쾌적 또는 건조감을 호소할 수 있다. 한편 창호에는 차양 장치가 설치되

어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유리를 통한 과도한 일사 유입 및 현휘가 발생하였다.

창틀, 창짝 및 유리 접합부는 모헤어와 실리콘의 노화로 인해 누기 및 침기가 발생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냉난방 부하의 발생 및 건물 사용자의 온열 쾌적감 저하가 예상된다. 또한 유리

에 로이 코팅 및 가스 충진이 되어있지 않아서, 외주부에 위치한 건물 사용자는 동절기 유리

로부터 발생하는 냉복사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건물의 단열 시공은 두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 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건물의 준공 시점과 현재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시공 하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소비가 과도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한 개축·증축에 따라 곳곳에서 단열재 끊어짐(열교)이 발생한 것을 열화상 카

메라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errarini et al., 2016; Baldinelli et al., 2018). 특히 방수 시

공이 파손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 부위의 단열재가 내려앉아있었다. 해당 부위를 통

해 열교가 발생하여 열손실이 일어나거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Tejedor et al., 2017).

기계 요소 진단 결과 건물의 냉·온 열원 설비는 장비의 기능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정상 운

전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기계실의 공조 설비와 일부 실에 적용된 패키지형 에어컨

은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 효율이 낮고 제어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조 설비는 제작한지 오래

되어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장 시 사후관리 및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너

지 절약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BEMS (Building Management System)를 위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아 관련 설비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Song, 2017). 기

타 전기 관련 설비 역시 노후화되어 밀폐가 완벽하지 않거나 접지가 불량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건물 진단 결과 분석

지금까지 수행한 건물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Table 7과 같이 진단 등급을 판정하였다. 진단 

등급 판정은 ‘설비 진단 시 물리적 열화의 3단계 평가 방법’을 참조하였으며(유병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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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은 건축 요소와 기계 요소의 총 6 가지 진단 범위에 대하여 ‘유지’ 등급 1 개, ‘필요’ 등

급 4 개, ‘시급’ 등급 1 개로 판정되었다. 특히 ‘단열재’의 ‘시급’ 등급 판정은 건물 노후화와 

잦은 개보수로 인한 것이며,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의 수행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결로, 

곰팡이 발생, 호흡기 질환 및 내장재의 추가 손상에 대비할 수 있다.

Table 7. Analysis of building diagnosis results and judgment of diagnosis grade

Diagnostic 

scope
Diagnosis opinions

Diagnosis 

grade

Thermal image and 

pictures

A
rc

h
ite

c
tu

ra
l e

le
m

e
n
ts

Window 

and 

window 

related 

devices

-Aluminum double-glazed windows, PVC 

windows, and wooden windows are installed, 

and window performance is degraded due to the 

old product that is not currently in operation.

-Deterioration of airtight performance and low 

driving feeling due to aging of subsidiary 

materials such as rails, mohair, handles, and 

locking devices

Maintenance 

needed

Glass

-Colored glass is installed and the glass 

performance is low due to the damage of the 

argon layer

Maintenance 

needed

Insulation

-Glass wool construction is estimated, but 

insulation is omitted due to thermal bridges and 

condensation at the joint due to frequent 

renovations and material aging

Urgent

Finishing 

materials

-Occurrence of contamination, transformation 

and dropout due to aging

Maintenance 

needed

M
e
c
h
a
n
ic

a
l e

le
m

e
n
ts

AHU and 

PTAC

-The condition of the air conditioner is relatively 

good, but outside air cooling and air volume 

balancing are impossible due to reduced 

efficiency, insufficient air volume, and aging 

ducts.

-There are zones where cooling failure occurs 

due to insufficient cooling capacity.

Maintenance 

needed

Cold/Hot 

heat 

source 

equipment 

and etc. 

-The equipment was recently replaced and in 

good working condition
Keep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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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안 도출 및 적용

건축 요소 개선

진단 대상 건물인 ‘S도서관’의 건축 요소는 건물 노후화, 기준 및 법규의 강화와 건장재 

제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창

호와 창호 관련 장치, 유리, 단열재 및 내장재에 대해 현 시점의 기술 수준이 구현된 건장재

를 적용하여 건축 요소를 개선하였다. ‘S도서관’은 2층의 창호를 ‘L’社의 1 등급 창호로 

시공하고 전동식 태양광 블라인드를 적용하였다. 단열재는 단열 성능 저하 뿐 아니라 열교

로 인한 결로 유발, 내장재 손장, 곰팡이 발생, 호흡계 질환 등 다양한 연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내장재는 성능 보다는 미관상의 이유로 개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줄눈의 균열이나 바닥재의 파손은 누수 또는 보행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화학적 방법 및 물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S도서관’

은 외벽면 크랙 부위에 에폭시 주입 및 퍼티·재도장 등을 통해 방수를 재시공하였다. 외벽

의 마모되거나 파손된 석재는 황변 부위를 세척하고, 1층의 오염된 바닥 타일은 철거 후 재

시공하였다.

기계 요소 개선

진단 대상 건물의 기계 요소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설비에 대하여 부품을 교체하고 전반적

인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공조 설비를 공조 설비를 전전화(全電

化) 장비로 개선하였는데, 기존의 공랭식 냉동기, 직팽식 공조기, 패키지 에어컨, 바닥 난방용 

온수보일러, 급탕용 순간온수기를 시스템 에어컨 및 공조기, 바닥 난방 및 급탕용 시스템 보

일러로 교체 시공하였다. 모니터링 및 제어반은 원격 검침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IoT 게

이트웨이, 계측 센서, 에너지 대시보드를 적용하였다. 기계 요소 중 양호하게 진단된 냉·온 열

원 설비는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건물 진단 평가 방법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및 기계 요소에 대해 개선안을 적용한 결

과 건물의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Table 8). 현재는 건축 및 기계 요소에 대한 개선 직후 

시점으로써 건물 사용자들이 개선 결과의 미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추후 열

적 측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냉방 부하 및 난방 부하 감소에 따른 냉난방 비용 절감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 있으며, 연간 데이터가 누적된 후 분

석할 예정이다(Jeo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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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derivation and application of improvement method according the the 

building diagnosis

Improvement 

scope
Improvement method Improvement result Pictures

A
rc

h
ite

c
tu

ra
l e

le
m

e
n
ts

Window 

and 

window 

related 

devices

-PVC windows need to be 

replaced to improve insulation 

and airtight performance

-It is suggested to install 

internal or external electric 

blinds to block solar radiation 

and prevent glare.

-Completed construction of old 

windows with the latest high 

insulation and high airtight 

windows

Glass

-Replacement construction is 

possible with functional 

low-e-coated glass to improve 

insulation performance

-Window construction 

completed and 

high-performance low-E glass 

applied

Insulation

-Repairs are required to prevent 

thermal bridges for defective 

parts of insulation.

-It is recommended to rebuild 

the insulation material to meet 

the Design Standard for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s.

-Completion of reinforcement 

of defects in insulation 

material around windows

Finishing 

materials

It is recommended to replace 

the interior material with the 

same color and texture so that 

there is no aesthetic problem.

-Completed repainting and film 

construction in the worn 

section of wooden windows 

and doors

-Completed cleaning and 

reconstruction for floorings 

and wall coverings

M
e
c
h
a
n
ic

a
l e

le
m

e
n
ts

AHU and 

PTAC

In order to increase the cooling 

capacity,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 for each room.

-Multi-type (30RT*2) ERV 

was installed and additional 

duct supplements were 

completed.

-Indoor units of calculated 

capacity are installed in each 

room

Cold/Hot 

heat 

source 

equipment 

and etc.

-No feedback on improvement 

with the latest replacement 

equipment

-Equipment inspection 

completed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축 환경 측면에서의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을 Pilot 건물에 대하여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Pilot 대상 건물은 건물의 시대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건물 사용성 저하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의 적용에 따른 건축 요소와 기계 요소의 개선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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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성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건물의 사용성을 향상시켰다. 

건물 진단 평가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 건축 요소와 기계 요소에 대한 진단 범위를 명확히 설정

하고 사전 진단과 현장 진단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진단 범위 별로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Pilot 대상 건물에 적용한 개선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여, 다양한 유형의 건물 진단 및 개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물이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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