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환경전문DB  환경시장분석 

 

멕시코, 친환경 건축 시장 동향 

1. 멕시코의 친환경 건축물 

 멕시코는 세계 그린 빌딩협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 WGBC)에 가입되어 있음 

 WGB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의 30%가 건축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에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임 

 친환경 건축 인증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지속 가능한 토지의 사용, 수자원 효율, 에너지와 대기 환경, 자재와 자원, 실내환경, 창의적 

디자인 등의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아직 멕시코 국내에서는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존재하지 않음 

 멕시코에서는 35개의 빌딩이 LEED의 인증을 받음 

 라틴 아메리카에서 첫 번째 LEED 인증을 받은 녹색 건물은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HSBC 은행 

본부 

- 녹화된 지붕은 75%의 빗물을 흡수, 저장 및 정화하며 건물 내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 에너지 소비 20% 절약, 물 소비 76%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1,229톤 감소 

2. 친환경 건축 시장 

 멕시코의 그린 호텔 

 멕시코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시티 익스프레스 호텔은 LEED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호텔 체인 

 다른 호텔대비 수자원 사용량이 33%에 불과하며, 한달 평균 60만6,000ℓ의 물을 절약함 

 또한 다른 호텔 대비 쓰래기 발생량은 65%에 불과하며, 7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함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물은 빗물을 정수해 사용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어컨, 

수력펌프, 난방기 등)을 사용함 

 멕시코 건축 시장 

 최근 20년간 멕시코 그린빌딩 산업은 크게 발전함 

 멕시코 건설시장에서의 그린빌딩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4년간 LEED 인증은 받은 건물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멕시코 친환경 건축시장의 잠재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멕시코는 전국적으로 정부기관 건물을 비롯한 병원, 학원, 영화관 등에 친환경 자재의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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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DB  환경시장분석 

 그린 빌딩 건축 촉진을 위한 노력 

 멕시코 정부는 현재 그린빌딩 건축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사용 및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건물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도 보조금과 저리 대출을 제공 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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