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사업

그린리모델링의 G를 형상화하여 역동성과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 표현

SHAPE : 공공과 민간, 주거와 비주거를 아우르는 그린리모델링의 모든 대상

“GREENING OUR LIFE"

그린리모델링은

그린리모델링 BI

그린리모델링 가치체계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건물을 쾌적한 녹색건물로 탈바꿈

Blue : 기술, 공공성, 창조하는 삶

Orange & Yellow :   에너지, 지속가능성,  

아름다운 삶, 이로운 삶

Green : 자연과 환경, 조화, 건강한 삶

이로운 삶

에너지 비용절감

 적정소비

수익성

추억

건강한 삶

쾌적성

일상안전

활력성

친환경

창조하는 삶

일자리

녹색기업

적정기술

향토기업

함께하는 삶

공존

녹색도시

자긍심

역사

www.greenremodeling.or.kr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되어 

민간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단열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에 

민간금융을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사업Process

•사업자 분야

•전문성능향상

•지원규모

공동주택 

2천만원 /세대

비주거 건물 

50억원 /동

단독주택 

5천만원 /호

그린리모델링 

공사수행 및 완료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사업심사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업┃건자재업(창호, 단열 등)

금융 및 부동산업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30년간
┃

160조 비용절감

전산업부문
┃

연 12.6천명 고용유발

이자지원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

•이자지원기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4%

에너지 시뮬레이션 성능개선 비율

30% 이상 25% ~ 30% 20% ~ 25%

3% 2% 1%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등급 이상 3등급

3% 2%

사업기획지원사업

사업구상 설계 시공 유지관리

구상 중 (기획, 타당성조사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

설계컨설팅 

Green Coach

노후건물현황평가 

Green Clinic

시공지원사업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공사비 지원

거주환경

개선

냉·난방 

비용절감

건축물 

가치상승

•탄소배출량 절감

매년 500MW규모 화력발전소 18.5개소의 생산 전력량 절감

•등록기준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