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30권 제2호(통권304호) 2014년 2월 233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연구

A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through Operational Level in Apartment Buildings

박 설 희* 이 상 헌*

Park, Seol-Hui Lee, Sang-Heon

박 진 철** 이 언 구** 조 균 형***

Park, Jin-Chul Rhee, Eon-Ku Cho, Kyun-Hy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nergy-saving measures that can improve residents’ home environment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at the construction planning stage. This was achieved through a survey of the actual energy consumption at

the various stages of an apartment’s oper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of apartments’ actual energy consumption, the amounts

of energy used for room heating and electricity accounted for larger percentages of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other items.

Among the units, those with larger areas consumed more energy. Furthermore, those facing south consumed 15% less energy on

average compared to those facing east or northeast, and medium/low-rise apartments consumed less energy compared to

high-rise apartments. With respect to the shapes of apartments, plate types were identified as being more advantageous

compared to tower types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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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

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1%로 전체 에너지원의 83%가 화석연료

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건축물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1/4, 자원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

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규모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력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수

도권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00년

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

택 유형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부분의 에너지 약 45%를 공동주택에서

소비하고 있다.1) 따라서 주거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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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3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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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너지 수입량 감소라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2), 국민소득 및 생활

의 질 향상으로 인한 냉방 및 가전부분의 소비 증가로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상승을 초래

하게 됨에 따라 건축분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

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

태조사를 통하여 건축계획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 방안

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와 같은 연구는 건물 설계단계

에서 거주자의 주거환경 향상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이론적 고찰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분석을 통해 평가 지표

들을 살펴보고, 에너지 분야의 인증 기준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한다.

1) 통계청(2010), 건설, 토지, 주택- 총 조사 주택 통계

2) ‘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국내외 현황’, 건축물에너지 절감

혁신포럼 이화여자 대학교, 송승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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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국내 공동주택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3) 공동주택 운영단계 에너지 소비량 실태 조사

공동주택의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에 준공된 실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하고, 에너지 항목별

· 세대면적 · 향 · 층별 · Type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정

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문헌고찰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도시 밀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초고층 주

상복합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초고층 주택의 편리함을 실

현시키기 위해서 주택설비의 다양화, 고급화, 첨단화 현

상이 초고층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난방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재식(1995)3)은 공동주택의 난방운전 실태를 조사하

여 현장 측정 및 모델을 이용한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였고, 박유권(2003)4)은 세대 위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동일 건물에서의 열적불균형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 후 최원기 등(2007)5)은 그와 비슷한 주제로 공동주

택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인

접한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에 관한 정량화 기초연

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김진관(2008)6)은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소비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하

여 건축적인 조사항목별로 소비실태를 정량화시켰다. 이

렇게 근래에 들수록 공동주택의 보다 세부적인 건축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현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계획단계에서의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절감

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정확

한 소비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적 건축계획을

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연구

정보센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강재식, 이승언, 안태경(1995-07)

p.p.139-149

4) 한국형 아파트의 위치별 난방에너지 소비패턴, 건축도시연구

정보센터,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박유원, 현석

균, 유호선 외 2명(2003-07) p.p.1054-1059

5) 공동주택 세대별 냉난방에 따른 온도변화 및 열 부하 양상에

관한 이론적 연구, 최원기, 김현중, 이현근, 서승직(2007),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Vol.23 No.6 279-288

6)표준아파트에서의 도시가스 소비실태에 관한 연구, 김진관,신

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 Vol,6 No.1(2008)123-131

3.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특성

3.1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 제도

(1) 평가방식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기준이 시행되어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의 기술 연

구 및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 인증기준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관리, 실내 환경의 4대 분류체계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4년 개정 이후에는 BREEAM

및 GBTool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9개로 구분되었다.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환경오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항목이 난방방식 및 열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

어, 에너지와 CO₂에 관련된 평가항목은 전체의 13.2%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서의

에너지 평가는 EPI를 활용하고 있다.7)

우리나라 EPI의 경우, 전체의 모습은 Performance

Path(총량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점수는 각 평가항

목의 배점된 점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Performance Path(총량규제)방식과 Prescriptive Path(개

별규제)방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빠져있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법 및 기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법 및 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에너지 절약 설계기법

및 기술 개발에 따라 주택의 에너지 최대성능을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8)

(2) 평가 항목

개정 전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총점 136점

중 전체 평가점수에서 에너지 부문은 11.0%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에너지와 관련된 평가항

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항목인 에너지 소비량

배점이 12점으로 전체 배점 대비 비율은 8.8%이고 가산

항목인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3점으로 전체 배점 대비

2.2%의 비율이다. 기본 항목인 에너지 소비량은 다른 나

라 인증제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제조건이나 필수조

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물 성능의 에너지 효율의 정도

에 따라 채점됨으로 기본적인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9)

부

문
평가항목 배점

전체배점

대비 비율
항목 성격

에

너

지

에너지 소비량 12 8.8% 기본항목

신재생에너지 이용 3 2.2% 가산항목

표 1.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에너지부문 평가항목
(2009.12 기준)

7) 국내외 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한 에너지 성능

지표(EPI)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제 29권 제1호, 2009, p.666

8) 공동주택 건축계획요소의 친환경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옥

희미, 2008, p.26

9)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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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점수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에너지 소비량

비율(%)
100 88.8 77.5 66.3 55

표 2. EPI 점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비율
그림 1.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제 ·개정 변화 현황

(3) 에너지 소비량 배점 및 배점적용방식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

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라이프 사

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점수산출은 에너지 소비량 평가점수 EPI (에너지성능

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는 Y = 12 × (에너지

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 – 60) ÷ 25 로 하며 평가점

수가 12점을 초과할 경우 최고 평가점수인 12점으로 한

다. 평가에 따른 참고자료는 취사, 가전제품에 의한 에

너지 소비량을 제외한 EPI 점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비

율이며, 다음 표 2와 같다.10)

3.2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특성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 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겨울철

의 난방부하 증가와 여름철 일사에 의한 과열로 냉방부

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환기의 경우 기계식 환

기를 통해 최소 외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여름철 과도

한 냉방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

우 발코니 확장과 커튼월의 조망창 구간의 확대는 여름

철의 과도한 일사열의 내부 침입과 겨울철 차가운 유리

표면에 의한 실내 냉기류 발생 및 냉 복사에 의한 열적

불쾌감이 발생 될 수 있다.11)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및 복도 조명의 과도한 사용

으로 인한 전력소비 부담 등의 요인이 공통적으로 지적

되어 왔다. 실제로 17개 초고층 주택 중 자연환기가 어려

운 탑상형, 커튼월(통유리)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지는

13개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체 전기 소비에서 엘리베이터

나 공동시설 등에 쓰이는 공동사용량 비율은 초고층 탑

상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38.9%로, 저층(16.5%), 중

층(23.0%) 주택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2)

3.3 공동주택 건물의 단열기준 변화

다음그림에서 각 연도별 단열기준의 변화양상을 나타

내었다. 1979년 처음 시행된 단열기준은 단열재 두께를

시작으로 1980년 열관류율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고,

10)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2009

11) 권오위(2009),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냉방시스템의 성능평가

에 관한 연구

12) 2007, 서울 환경연합

1984년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규정하였으며,

1999년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제정되었다.

다음 그림1을 통해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 연도별 단열성능

은 외벽과 바닥과 같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부분도 있

지만 창호와 같이 저감 되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다. 13)

변화년도 성능향상 성능저하 비고

1979년 기준

1980년 외벽,지붕, 바닥 창호

1984년 바닥
측벽에 관한

기준 생성

1987년 지붕, 창호

2001년 외벽, 지붕,바닥, 측벽 창호
구초체 별

세분화

2008년 창호

2010년 외벽,지붕, 측벽, 창호

표 3. 연도별 단열재 성능 변화 추이

4.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분석

4.1 개요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정량

적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각 공

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수집한 에너지 사용량

data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해당 기관

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

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들은 각기 다른 단위와 유형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일관된 기준

을 설정하여 사용량을 세대부분·공용부분, 월단위·년단위

로 수집하였고, 각 에너지 사용량은 kWh로 변환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도시가스로 급탕

13) 서성모(2011),국내 건물 단열 기준에 따른 냉·난방 부하 분

석 및 최적 단열 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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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G H I J

준공

년도
2007 2002 2004 2004 2008 2006 2011 2004 2007 2004

최고

층수
12 16 22 22 24 32 32 46 59 69

동수 3 3 4 4 5 35 28 3 1 1

세대

수
216 299 276 212 288

267

8

217

8
499 369 480

평균

세대

면적

(㎡)

145 137 187 182 172 125 147 211 212 223

주

동향

남

동

남

동,

남

서

남

동

남

동
남

남

동

,남

서

남

동

,남

서

남

동

,남

서

남

동,

남

서

남동

,

남서

창의

개폐
창문개방, 자연환기 가능

다용도실 창문개방,

국부환기 가능

보일

러실

루버

설치

표 4. 분석 대상 단지 개요(지역난방)

과 취사에 사용된 량을 제외한 순수 난방용 가스 사용량

을 사용하였으며, 전기 사용량의 경우에는 전기사용량의

세부적 분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가전기기 조명 등

모든 전기 사용이 포함된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 사용량 분석은 조사된 공동주택의 단지별 특성

을 항목별, 세대면적, 향, 층, 건물 Type의 5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여 각 특성별로 소비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단지의 단열기준은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

준에 따라 2008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20%강화된 단열기준이 적

용되었고, 2008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창호단열 성능을

열관류율 기준으로 약 28%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되었

다.14) 조사 대상단지의 개요은 다음 표 4,5와 같다.

구분 K L M N O P Q

준공년

도
2007 2003 2007 2008 2006 2007 2004

최고층

수
12 15 24 24 32 32 51

동수 3 3 8 6 3 2 1

세대수 264 183 275 390 329 280 414

평균세

대

면적

(㎡)

145 139 146 170 139 134 172

주

동향
남동

남동,

남서

남동,

남서
남

남동,

남서
남

남동,

남서

창의개

폐
창문개방, 자연환기 가능

다용도실

창문개방,

국부환기 가능

표 5. 분석 대상 단지 개요(개별난방)

14)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참고

4.2 조사 대상단지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특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후조건과 도시환경을 갖추

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한 단지로 2000년 이후

준공된 단지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에너지 사용량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각 단지의 실 사용량

을 수집하였으며, 월별로 누락된 에너지 사용량이 있는

세대와 최고값과 최저값을 가지는 세대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조사대상 단지는 총 17개 단지이며, 각 분석 항

목별로 세대 및 동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40층 이하 50층 이상

준공

년도
2002년∼2011년 2004년∼2007년

세대

구성
84㎡ 이상 100㎡ 이상

향 남, 남동, 남서

건물

외피

및

형상

콘크리트

벽체

자연환기

(맞통풍)
커튼월 강제환기

표 6. 조사단지 특징

4.3 에너지 사용량 실태조사 분석

(1) 에너지 항목별 소비현황

에너지별 사용 분포와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단지의 전 세대 에너지 사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조사항목은 난방, 전기, 급탕, 가스 4 가지 항목

에 대한 세대별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

항목별 사용량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그림 2와 같다.

구 분
세대별 사용량 단위면적당 사용량(㎡)

kWh/세대 · yr kWh/㎡ · yr

난방 8363.28 84.96

전기 4129.92 42

급탕 3903.24 40.56

가스

(취사)
1119.6 11.64

표 7.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난방의 경우 여름철 사용량이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

내었으나, 겨울철에는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 계절별 사용

량의 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탕의 경우 겨울철에 증

가하고, 여름철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증감 폭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는 연중 일정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보이나,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여름철에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 사용량의 경우

가장 낮은 사용비율을 나타냈으며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연구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30권 제2호(통권304호) 2014년 2월 237

구

분

전기 사용량 난방 사용량

kWh/

세대 · yr

kWh/

㎡ · yr

kWh/

세대 · yr

kWh/

㎡ · yr

동 4209.96 3.75 8544.6 110.16

남 4123.32 3.34 7382.88 81.72

남동 4202.87 3.52 8043.36 87.6

남서 4243.32 3.83 7509.96 85.2

북동 4426.68 4.28 8526.72 108.24

표 9. 향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

그림 2.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월별 추이(kWh / 세대 ·
월평균)

(2) 세대 면적별 에너지 소비현황

세대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면적 규모별 소비량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면적은 84㎡이

하, 84㎡∼120㎡, 120㎡이상 3가지 Type으로 세대 전용면

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 100세대를 대상으로, 향은

남동향으로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한해 분석하였다.

세대 면적

구분

전기에너지 난방에너지

kWh /

세대·yr

kWh /

㎡·yr

kWh /

세대·yr

kWh /

㎡·yr

84㎡이하 3567.24 46.68 6980.92 97.44

84∼

120㎡
4189.76 41.4 8622.28 80.88

120㎡이상 5047.68 34.44 10325.88 71.04

표 8. 세대 면적별 에너지 사용량

세대 면적별 에너지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

과 같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바닥 난방이 기본 형태로 되

어있고 사용량이 면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형이 증가할수록 욕실이나 발코

니, 드레스룸과 같은 비난방공간의 면적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당 난방 소비량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 사용

량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대 당 에너지 사용은 난방, 전기 모두 세대면적이 클수

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에너지의 경우 120㎡이상의 면적을 가진 세대가

84㎡이하의 면적을 가진 세대보다 최대 35% 많은 에너지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기에너지의 경우

도 면적의 규모가 큰 세대가 최고 30% 에너지를 더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향별 에너지 소비현황

난방이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대의 향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건물의 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은 각 단지의 동별 세대의

Type을 고려하였으며, 5가지로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단

지들의 향은 그림 3과 같이 거주자의 선호도가 크게 작

용하여 남향이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 분석은 에너지 소

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사

용량과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한해 분석하였다.

세대 향별 에너지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그림 3. 조사대상 세대별 향 현황

향별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남향 < 남서향 < 남동향

< 북동향 < 동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가장 낮은 난방사용량을 나타낸 향은 남

향으로 최소 3%에서 최대 25%가 다른 향에 비해 난방

사용량이 절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일조량이 충분치 않은 북동향이나 동향에 위치한

세대는 다른 향에 비해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쪽과 남서쪽에 면

해있는 세대가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다른 향에 비해 효

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대별 전기 에너지의 경우 남향 < 남동향 < 동향 <

남서향 < 북동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전기 사용량도 남향에 위치한 세대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향의 충분한 일조량이 반영

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향이 가장 높은 사용량을 나타내

었다. 계절별로는 냉방을 위한 여름철 사용이 모든 향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남향과 남동향의 경우 북동향

과 동향에 비해 많게는 20% 가량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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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 사용량

(공용전기+세대전기)
난방 사용량

kWh/

세대 · yr

kWh/㎡ ·

yr

kWh/세대 ·

yr

kWh/㎡ ·

yr

중저

층
7099.2 69.6 7503.6 109.2

중층 9290.4 86.4 8864.4 100.8

준초

고층
10418.4 93.6 10040.4 128.4

초고

층
20125.2 132 11100 105.6

표 11. 층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타났다. 전기 사용량의 경우는 냉방기기, 난방기기 뿐 아

니라 조명에너지 사용량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누

진세 등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

한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냉방부

하와 가전기기, 조명등의 사용항목을 분류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층별 에너지 소비현황

공동주택의 높이별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를 위해 다음

표 10과 같이 분석단지를 층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

다. 분석은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한해

분석하였다. 특히 층별 분석에서는 수송설비 사용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용전기 부분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 분 중저층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높이 규모 10∼19층 20∼29층 30∼49층 50층 이상

준공년도 2008년 이전

분석

단지 수
3단지 3단지 2단지 2단지

평균

평형

( ㎡ )

140 171 154 203

주동

Type
판상형

판상형

1개 단지

탑상형

2개 단지

탑상형 탑상형

열관류율

법적

기준

외벽 : 0.47 W/㎡·K

창문 : 1.09 W/㎡·K

적용커튼월

법적기준

없음(2008).

( Low-e

복층유리 :

2.4W/㎡·K )

표 10. 층별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단지 층별 분류

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단위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높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대별

평균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초고층 단지의 세대가 중저

층 단지의 세대보다 약 30%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고층 공동주택일수록 발코니 확장

으로 인한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피면적

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초고층 공동주택은 대부분 외피가 벽체가 아닌 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

여 겨울철 세대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난방

이 불필요한 면적을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위면적당 난방 에너지를 비

교할 경우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층별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

피가 커튼월로 되어 있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여름철 세

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

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외피의 축열성 저하로 인한

열손실의 증가와 밀폐구조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며, 이

에 따른 환기율 저하로 인한 냉방부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겨울철 사용량 역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들어 겨울철에 도시가스 사용 뿐

아니라, 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층별 총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 그

림 4, 5와 같다.

그림 4. 총 전기에너지(세대전기+공용전기)사용량 추이

(세대 당 평균)

그림 5. 연간 총 전기 에너지 사용량 층별 비교 (세대 당 평균)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

량과는 달리 연중 비슷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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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Type

구분

총 비율

(동 기준)

평균

세대면적
평균 층 향

판상형 64 % 92㎡∼102㎡ 24층

남향

탑상형 36 % 96㎡∼112㎡ 38층

표 12. 에너지 분석 조사 대상단지 동 Type 현황

세대

면적

구분

전기에너지 난방에너지

kWh/

세대·yr

kWh/

㎡·yr

kWh/

세대·yr

kWh/

㎡·yr

판상형 4210.56 41.28 7210.41 81.52

탑상형 5179.1 49.81 8613.16 97.14

표 13. 동 Type별 에너지 사용 현황

또한 공용전기 역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송설비로 인한 기본

공용전기료와 함께, 펌트동력 등 건물의 높이를 감당하는

전기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

라, 자연환기가 가능한 준초고층 높이까지의 단지에 비해

공용공간까지 기계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고층 공동

주택에서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급격하게 높

게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공동주택 동 Type(판상형, 탑상형)별 에너지 소비

현황

공동주택은 동 Type에 따라 환기와 일조시간 등의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동

Type을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로 분류하여 에너지 사

용량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항목의 분석대상은

동 Type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면적과 향

을 표 12과 같이 유사하게 놓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Type 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세대 당 에너지 사용량은 난방, 전기 모두 탑

상형일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탑상형 동 Type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난방에너지의 경우 탑상형이 판상형에 비해 약 17%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탑상

형의 경우 대부분 외피가 커튼월로 이루어져 있어 벽체

에 비해 단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른 난방부하의

증가현상으로 판단된다.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탑상

형이 판상형에 비해 약 20%의 높은 에너지 사용량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탑상형의 경우 맞통풍이 되지 않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식 환기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계식 환기를 통해 떨어지는 열적 쾌

적감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하를 대부분 전기에너

지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여름철에 탑상형과 판상형

의 전기 사용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수도

권내의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건축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요소들에 대해 분류하여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효

과적인 공동주택의 Proto Type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최근 변화하는 국내 공동주택의 형태를 에너지 소비와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의 높이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

택의 수송설비에 의한 전력소비 에너지의 부담이 공통적

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공동주택 단지의 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특성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 사용 분포와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

상단지의 전세대의 에너지 사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가스 < 급탕 < 전기 < 난방 의 순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면적을 3가지 Type(남동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에너지 사용은 난방, 전기 모두 세대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면적당(㎡) 에

너지 사용량은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의 향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석에서는 일조량이

충분치 않은 북동향이나 동향에 위치한 세대는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남쪽에 면해있는

세대의 경우 다른 향에 비해 적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하였다.

층에 따른 세대별 난방 평균 사용량은 초고층 단지의

세대가 중·저층 단지의 세대보다 약 30% 정도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외피가 커튼월로 되어 있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량과는 달리

연중 비슷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냈으며, 고층으로 갈수

록 많은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난방에너지의 경우 탑상형이 판

상형에 비해 약 17% , 전기 에너지의 경우 약 20%의 높

은 사용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 공동주택은 이전에 비해 세

대별로는 확장형, 내부시설의 첨단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주동형태로는 탑상형으로 고층화 되어가면서

에너지 소비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소비특성과 에너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계획단계에서 효과적인 에너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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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고려요소들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15층 내외의 중저층에 100㎡내외의

세대면적, 남향을 끼고 있는 판상형 Type의 주동형태를

가진 공동주택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기초

연구로 추후 거주자의 생활패턴과 형태 등을 고려한 추

후 연구를 통해 건물 설계단계에서의 Prototype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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