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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is included a secondary reduction target in 2013 greenhouse. Therefore, to reduce green gas emissions as a

large par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building is becoming as a national proje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high-efficiency building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that generated from the

building by the combination of windows. Model building is 208-dong building of the C university. First figured out the

problems of the building and then analyzed the energy conservation after renovation, using the Ecotect sim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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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기후요소 South Korea - Seoul

방 크기 6.3m x 4.5m x 4.2m

창 크기 2.3m x 1.5m

창 갯수 2개

건물의 향 정 남향

창호프레임 종류 Double-Aluminium Frame

충전가스 일반 공기

유리사이 간격 6 x 3 x 6mm

표 1. 시뮬레이션 해석용 모델 구성조건

창호프레임 종류 난방부하 냉방부하 냉난방 부하량

Double-Alum 53.1803 4.1201 57.3004

Double-Timble 53.2389 4.1000 57.3392

Double-PVC 52.9715 4.2013 57.1727

Double-Wood 52.9715 4.2013 57.1727

표 2. 창호프레임 종류에 따른 냉·난방 부하량
(단위:kwh/년)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건축물의 창호는 에너지 부하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쉽게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다.

단열 중 창호부분에서 에너지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치를 가했을 경우 가장 빠른 응답

을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C대학교 208호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기

전의 창호를 기준으로 리모델링 후 변경된 창호와 새롭

게 제안한 창호를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단열창호 구성

종류에 따른 단열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파악 하였다.

단열창호로 구성되어있는 구성재(프레임 재질, 유리,

충전재, 로이코팅)별로 열관류율을 평가하고 구성재의 종

합적인 전체 단열창호의 단열성능을 평가하여 최적의 단

열구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으로 C대학교 208호

관에 대해서 현재 설치된 창호와 단열창호로 교체 시 단

열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한다.

2. 창호 종류별 단열성능 분석

2.1 시뮬레이션 분석 조건

프레임 재질, 유리구성, 유리재질, Low-E 유무, 충전가

스 종류 등에 따라 각 단열창호 구성별로 단열성능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인 ECOTECT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분

석조건은 표.1과 같다. 각 구성별 성능을 분석할 때는 다

른 조건들은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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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각 비교할

대상의 구성요소들만 변경하여 단열창호 구성재 변경 시

냉난방부하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하여 각 구성별

로 단열성능을 평가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기후요소는 ECOTECT의 지원

프로그램인 Weather Tool에서 제시되는 “South Korea -

Seoul" 의 값을 적용하였다

2.2 최적 창호 평가

본 연구에서의 ECOTECT에 의한 각 요소별 결과값은

다음 표.2~8과 같다.



Low-E 유무 난방부하 냉방부하 냉난방부하량

Double_Alum_Frame 53.1803 4.1201 57.3004

Double_Low-e_Alum 53.0906 4.1498 57.2405

Double-TimbleFrame 53.2389 4.1000 57.3392

Double-Low-e_Timble 53.0439 4.1654 57.2092

표 3. Low-E 유무에 따른 냉·난방 부하량

(단위:kwh/년)

유리창의 종류 난방부하 냉방부하 냉난방부하량

일중유리 (6m) 54.1000 3.8593 57.9593

이중유리 (6-3-6m) 53.1803 4.1201 57.3004

삼중유리
(6-3-6-3-6m) 52.8890 4.2266 57.1156

사중유리
(6-3-6-3-6-3-6m) 52.7471 4.2696 57.0167

표 4. 유리창 냉난방부하
(단위:kwh/년)

유리의 종류 냉방부하 난방부하 냉난방부하량

Flint Glass 4.1531 53.1518 57.3049

Borosilicate Glass 4.1478 53.1628 57.3106

Fuse silica Glass 4.1482 53.1625 57.3107

Pyrex Glass 4.1480 53.1627 57.3106

Lead Glass 4.1488 53.1620 57.3108

Ceramic Glass 4.1463 53.1662 57.3126

Soda Lime Glass 4.1459 53.1689 57.3148

표 5. 유리소재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단위:kwh/년)

이중유리조합 난방부하 냉방부하 냉난방부하량

3mm-6mm-3mm 53.1714 4.1484 57.3199

5mm-6mm-5mm 53.1653 4.1475 57.3128

6mm-6mm-6mm 53.1638 4.1465 57.3103

5mm-12mm-5mm 53.1653 4.1475 57.3128

8mm-6mm-8mm 53.1577 4.1456 57.3033

6mm-12mm-6mm 53.1638 4.1465 57.3103

표 6. 이중유리 조합별 냉난방부하
(단위:kwh/년)

충전가스 종류 냉방부하 난방부하 냉난방부하

일반공기
air

4.1465 53.1638 57.3103

아르곤가스 argon 4.1721 53.0748 57.2469

크립톤가스
krypton

4.1896 53.0146 57.2042

크세논가스 xenon 4.2041 52.9655 57.1695

진공상태

vacuum
4.2354 52.8606 57.0960

표 7. 충전가스 종류별 냉난방부하량
(단위:kwh/년)

구분 냉방부하 난방부하 냉난방부하

LSG low-E 53.0786 4.1706 57.2492

MSG low_E 53.0890 4.1652 57.2542

HSG low_E 53.1004 4.1610 57.2614

표 8. Low-E 코팅 종류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단위:kwh/년)

본 시뮬레이션을 종합한 결과 최적의 창호조건은 표.9

와 같다.

구분 종류

충전가스 종류 vacuum

유리 종류 Soda Lime

이중유리 조합 8mm-6mm-8mm

창호프레임 종류 PVC

Low-E 종류 Low Solar Gain Low-E

냉방부하(kwh/년) 52.7363

난방부하(kwh/년) 4.2742

냉난방부하(kwh/년) 57.0105

표 9. 최적 단열창호 평가

(단위:kwh/년)

단열가스보다 진공상태가 더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하

였고 유리는 흔히 창문으로 쓰이는 Soda Lime, 프레임은

나무와 비슷한 단열성능을 발휘하면서 유지관리가 쉬운

PVC를 선택하였다. 두께에 대한 제한 때문에 흔히 사용

하는 이중유리를 적용하였고 조합은 유리간격이 넓은 것

보다 유리의 두께가 두꺼운 8-6-8mm로 적용하였다.

Low-E코팅을 하여 단열성능을 높였고 코팅종류로는

한국기후에 적당한 겨울철 열 손실을 줄이고 여름철 열

취득을 줄여주는 Low Solar Gain Low-E 코팅을 적용하

였다. 그 결과 냉·난방 부하량을 57.0105 kwh/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

3. 결 론

건축에 있어서 유리의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창호를 선택할 시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냉·난방 부하량을 통하여 분석

한 결과 복합유리사이에서의 진공상태 일 때가 가장 높

은 단열효과를 보여 주였고, 창호 구성별 단열성능은 유

리두께, 프레임, Low-E유무 순으로 단열효과가 높게 나

타났다.

경제적인 면에서 창호의 단열성능 성능향상은 건축비

상승 등의 비용문제, 창호업계의 시장판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역시 필요하다. 창호의 단열성능 강화에

따라 창호업계의 정확한 단열 및 기밀성능 평가가 제공

되고, 좀 더 많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경제적인 모델

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에너지절약 대비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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