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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지구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온실가

스 감축이 의무화 되었다. 이는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2020

년까지 온실가스를 30%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비율을 살펴보면 건물부문

에서 에너지 소비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건물

의 운영유지단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건물의 전 생애

주기 중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부문에서 주

거용 건물의 비율은 전체 건물의 66.5%이고, 이 중 공동

주택은 7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에서 공동주택의 운영유지단계에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실제 에너지 소비량의

조사를 통해 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자료는 추후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에너지 성능요소 분석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건축계획

요소를 살펴보면 규모, 배치, 평면, 입·단면, 부위별 계획

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규모계획에 해당하는 요소는

층수, 세대수, 세대면적, 층고 등이 있다. 이 중 층수와

세대수는 외표면 면적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써

단위세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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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크게 준다. 또한 세대면적

은 공동주택의 체적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체적이 커지게

되면 공조공간이 커지게 되므로 부하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3.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3.1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수도권에 위치한 2000년

이후 준공된 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각 단지의 실제 소비량

이고 수집한 소비량 중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분포를 보이는 난방, 전기에너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전기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공용부문을 제외한

세대별 에너지 소비량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5개

단지내의 판상형 81개동으로, 단지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단지 개요

구분 A B C D E F G H

준공년도 2008 2006 2003 2008 2008 2009 2004 2007

최고층수 33 23 25 23 22 21 22 25

동수 5 15 10 15 10 10 2 1

세대수 316 1144 535 1023 696 791 84 50

평균세대
면적
(㎡)

161 136 134 84 109 69 158 178

구분 I J K L M N O

준공년도 2007 2008 2007 2008 2006 2007 2009

최고층수 21 28 27 33 29 30 29

동수 2 3 1 1 2 2 2

세대수 82 150 54 66 116 120 110

평균세대
면적
(㎡)

155 147 158 148 142 160 115

3.2 층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공동주택의 높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2와 같이 층수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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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표 2. 층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단위 : kWh/ m2 · yr)

구 분 난방에너지 소비량 전기에너지 소비량 합 계

중저층
(10층∼19층)

63.1 42.9 106.0

고층
(20층∼29층)

60.5 39.3 99.8

준초고층
(30층∼49층)

42.0 30.8 72.8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에너지, 전기에너지 소비량

은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

량은 중저층보다 준초고층이 33.4%,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28.2%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

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최

상층과, 최하층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중간층은 그보다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간층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기

에 직접 접하는 건물의 외피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3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단위 : kWh/ m2 · yr)

구 분 난방에너지 소비량 전기에너지 소비량 합 계

60세대 이하 61.5 37.3 98.8

60세대∼90세대 54.7 39.1 93.8

90세대 이상 43.1 51.0 94.1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

는 특성을 보였고,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량

은 60세대 이하가 90세대 이상보다 에너지를 30% 더

소비하였고,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60세대 이하가 90세대

이상보다 에너지를 36.7%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판상형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세대조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열적으로

기밀해짐으로써 겨울철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3.4 세대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세대면적의 규모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4와 같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세대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단위 : kWh/ m2 · yr)

구 분 난방에너지 소비량 전기에너지 소비량 합 계

84㎡이하 73.3 51.0 124.3

84㎡∼120㎡ 58.5 39.4 97.9

120㎡이상 53.0 33.3 86.3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난방,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량

은 84㎡이하의 세대가 120㎡이상의 세대보다 28.1%,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34.7%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방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세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조 공간면적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전기에너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실내발열밀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층수, 세대수, 그리고 세대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등 으로 분석되었다.

2) 각 요소별 소비특성에서 먼저 층수가 증가함에 따

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33.4%,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28.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은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

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30% 감소하였고, 전기에

너지소비량은 3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대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은 세대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28.1%, 전기에

너지 소비량은 34.7%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추후에는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 분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계획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른 에너지

절약기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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