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119 回 碩士學位論文

指導敎授 朴 辰 哲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연구

A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through Operational Level in Apartment Building

中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設備 및 에너지專攻

朴 雪 姬

2013年 8月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연구

A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through Operational Level in Apartment Building

이 論文을 碩士學位論文으로 提出함.

2013年 8月

中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設備 및 에너지專攻

朴 雪 姬



朴雪姬의 碩士學位論文으로 認定함.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3年 8月



- 2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론적 고찰 ···············5

2.1 국내·외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증기준 ····································5

2.1.1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5

2.1.2 미국의 LEED 2009 ················································································7

2.1.3 영국의 BREEAM 2008 ·········································································9

2.2 국내·외 건물 에너지 부문 평가항목 비교 ··············································13

2.2.1 국내 건물 환경성 평가 인증제도 비교 ·········································13

2.2.2 국내외 건축물 인증제도의 에너지 부문 비교 분석 ·····················15

2.3 소 결 ················································································································18

제 3 장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19

3.1 국내 주거 건축물 에너지 소비특성 ··························································19

3.1.1 국내 주거 건축물 현황 ·········································································19

3.1.2 주거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변화 요인 ···············································21

3.1.3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3

3.2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요소 ····································································25

3.2.1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건축법) ···············································25

3.2.2 공동주택 단열 기준의 변화 ·································································27

3.2.3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요소 분석 ·····················································28

3.3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동주택 형태별 음영 분석 ····································32

3.3.1 음영분석 개요 ·························································································32

3.3.2 음영분석 결과 ·························································································34

3.4 소 결 ··············································································································38



- 3 -

제 4 장 공동주택 운영단계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분석 ·· 39

4.1 개 요 ············································································································39

4.1.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39

4.1.2 조사 대상단지 개요 ···············································································39

4.1.3 조사대상 단지의 특징 ·········································································41

4.2 에너지 항목별 소비현황 ············································································42

4.3 세대 면적별 에너지 소비현황 ··································································45

4.4 향별 에너지 소비현황 ················································································49

4.5 층별 에너지 소비현황 ················································································53

4.6 공동주택 동 Type(판상형, 탑상형)별 에너지 소비현황 ······················58

4.7 소 결 ··············································································································61

제 5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7

국 문 초 록 ·······················································································71

ABSTRACT ·····················································································73



- 4 -

표 목 차

<표 2.1>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에너지부문 평가항목 ······························6

<표 2.2> EPI 점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비율 ···················································7

<표 2.3> LEED 2009 Energy & Atmosphere 평가항목 ································8

<표 2.4> BREEAM의 Energy 부문 평가항목 ·················································10

<표 2.5> LZC Technologies의 평가기준 ························································10

<표 2.6> SAP 2005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지표 ···········································11

<표 2.7> SAP 2005 등급설정기준 ·································································12

<표 2.8>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축물 인증제도별 특징 비교 ····················14

<표 2.9> 인증제도의 에너지 세부항목에 따른 특징 비교 ····························15

<표 2.10> 에너지/CO₂관련 항목 비교 ····························································16

<표 2.11> 모든 항목의 총 배점 비교 ······························································16

<표 2.12> 에너지 및 CO₂관련 항목 배점 비교 ··········································17

<표 3.1> 기존 연구문헌을 통한 결과정리 ························································24

<표 3.2> EPI 성능 기준 ·····················································································26

<표 3.3> 음영 분석 단지 개요 ··········································································33

<표 3.4> 동지 음영 분석 ····················································································34

<표 3.5> 하지 음영 분석 ······················································································36

<표 4.1> 분석 대상 단지 개요(지역난방) ·······················································40

<표 4.2> 분석 대상 단지 개요(개별난방) ·····················································40

<표 4.3> 조사단지 특성 ······················································································41

<표 4.4> 조사 대상 단지들의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42

<표 4.5> 연간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43

<표 4.6> 조사 대상단지 세대면적 현황 ··························································45

<표 4.7> 세대면적별 에너지 사용 현황 ··························································46

<표 4.8> 향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 ····························································50

<표 4.9> 층별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단지 층별 분류 ······························53

<표 4.10> 층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 ··························································53



- 5 -

<표 4.11> 에너지 분석 조사 대상단지 동 Type 현황 ································58

<표 4.12> 동 Type별 에너지 사용 현황 ························································58



- 6 -

그림 목차

(그림 2.1) 연구 흐름도 ····························································································3

(그림 3.1) 주택 유형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 ····················································19

(그림 3.2) 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20

(그림 3.3) 에너지 성능 지표 검토서의 구성 ····················································25

(그림 3.4)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제·개정 변화 현황 ·················28

(그림 3.5) 냉방부하의 요소 ··················································································29

(그림 3.6) 난방부하 요소 ······················································································29

(그림 3.7) 평면 형태와 기류의 이동 경로 ························································31

(그림 4.1) 사용에너지 항목별 분포현황 ····························································42

(그림 4.2)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월별 추이 ····················································44

(그림 4.3) 조사 대상단지 세대 면적 현황 ······················································45

(그림 4.4) 세대면적별 난방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47

(그림 4.5) 세대면적별 전기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47

(그림 4.6) 조사대상 세대별 향 현황 ··································································49

(그림 4.7) 향별 난방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51

(그림 4.8) 향별 전기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51

(그림 4.9) 층별 난방 에너지 사용량 ··································································54

(그림 4.10) 층별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량 추이 ··············································55

(그림 4.11) 층별 단위면적당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 추이 ························56

(그림 4.12) 총 전기에너지(세대전기+공용전기)사용량 추이 ·························57

(그림 4.13) 연간 총 전기 에너지 사용량 층별 비교 ····································57

(그림 4.14) 동 Type별 난방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59

(그림 4.15) 동 Type별 전기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59



-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 기술 개발과 함께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됨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심각

성에 대한 인식 역시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은 더 이상 분리해서는 생

각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지구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IPP WG3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의 감축 잠재량이 타 분야와 비교

해 건물부문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이산

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

유럽은 2020년 까지 에너지 소비의 20%를 줄이고자 구체적인 Action Plan

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에 의한 소비 절감을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20% 줄

임으로써 매년 600억 유로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은 온실가

스 배출량 저감과 관련하여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후쿠다 비전(Fukuda

Vision)’을 통해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고의 60%∼80% 감

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07년 ‘Energy Independence

& Security Act’를 제정,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

다.2)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1%로 전체 에너지원 83%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건축물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1/4, 자원 소

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건설교통부, 2006, 건설부문 온실가스 배출 분석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형 건물에너지 정책, 이승복(2008)

친환경 건물의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 현은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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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용 건물은 규모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부분 에너지

약 45%를 공동주택에서 소비하고 있다.3) 따라서 주거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수입량 감소라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UN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4),

국민소득 및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인한 냉방 및 가전부분의 소비 증가로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상승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건축분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정부는 우수주택 지정제도 및 그린 빌딩 시범 인증

제도를 통합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도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걸

친 건축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 환

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부문의 인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공동

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5)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건물의 에너지 부하는 1차적으로 건물의 향과 배치

및 형태와 크기, 창의 위치 및 형태와 크기, 단열, 자연채광 및 통풍, 신재생

에너지 적용 등 건축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고 있다. 2차적으로는 건물의 운

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80-90%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이 요구되고 있다.6) 이는 운영·유지관리단계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단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

다.

3) 통계청(2010), 건설, 토지, 주택- 총 조사 주택 통계

4) ‘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국내외 현황’, 건축물에너지 절감 혁신포럼 이화여자 대학

교, 송승영(2007)

5)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강병

환(2010)

6) 건설생애주기별 지구온난화 대응기술, 대한주택공사 세미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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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

사를 통하여 건축계획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와 같은 연구는 건물 설계단계에서 거주자의 주거환경 향상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진행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이론적 고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성능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해 논문

의 목표 및 접근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주요 국가에서 개발되어 활용되는 친

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분석을 통해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고, 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인증 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한다.

(2) 국내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국내의 주거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사용변화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3) 공동주택 운영단계 에너지 소비량 실태 조사

공동주택의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에 준공된 실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하고, 에

너지 항목별 · 세대면적 · 향 · 층별 · Type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정량적 데

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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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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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론적

고찰

2.1 국내·외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증기준

2.1.1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1) 평가방식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기준이 시행되어 이

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의 기술 연구 및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시작하였

다. 2004년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 인증기준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

원 및 환경부하, 생태관리, 실내 환경의 4대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4년 개정 이후에는 BREEAM 및 GBTool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9개로

구분되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환경오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항목이 난방방식 및 열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어, 에너지와 CO₂에 관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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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의 배점된 점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

에 Performance Path(총량규제)방식과 Prescriptive Path(개별규제)방식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빠져있는 에너지 절약 설

계기법 및 기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에

너지 절약 기법 및 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

성이 있으며, 에너지 절약 설계기법 및 기술 개발에 따라 주택의 에너지 최

대성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8)

7) 국내외 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한 에너지 성능지표(EPI) 개선방향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29권 제1호, 2009 p666

8) 공동주택 건축계획요소의 친환경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옥희미, 2008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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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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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항목인 에너지 소비량 배점이

12점으로 전체 배점 대비 비율은 8.8%이고 가산항목인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3점으로 전체 배점 대비 2.2%의 비율이다. 기본 항목인 에너지 소비량은 다

른 나라 인증제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제조건이나 필수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물 성능의 에너지 효율의 정도에 따라 채점됨으로 기본적인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9)

부문 평가항목 배점 전체배점 대비 비율 항목 성격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 12 8.8% 기본항목

신재생에너지 이용 3 2.2% 가산항목

<표 2.1>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에너지부문 평가항목(2009.12 기준)

(3) 에너지 소비량 배점 및 배점적용방식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점수산출은 에너지 소비량 평가점수 EPI (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는 Y = 12 × (에너지 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 – 60)

÷ 25 로 하며 평가점수가 12점을 초과할 경우 최고 평가점수인 12점으로 한

다. 평가에 따른 참고자료는 취사, 가전제품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을 제외한

EPI 점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비율이며, 다음 <표 2.2>와 같다.10)

9)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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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PI 점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비율

2.1.2 미국의 LEED 2009

(1) 평가방식 특징

LEED 2009는 미국의 USGBC에 의해 개발된 평가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

의 저감과 효율적인 자원사용을 추구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지속가능하고

거주자의 건강을 위해 디자인 된 건물을 인증하는 도구이다.

LEED 2009에는 총 9개의 category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중

에너지 및 CO₂에 관한 category인 Energy & Atmosphere(EA)는 전체 배점

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기오염을 제외한 에너지 항목의 배점

은 33점으로 전체 배점의 30.0%를 차지하여 Category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

(2) 평가항목

공동주택은 4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는 New Construction에 해당되는 건

물이며 에너지에 관한 평가 Category인 Energy & Atmosphere (EA, 에너지

와 대기오염) 총점은 35 Points이며, 3개의 필수항목(Prerequisite)과 6개의 평

가항목(Cred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기오염 항목을 제외하면

Energy category의 필수항목인 Prerequisite은 2개 항목이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Credit은 5개 항목이다. 필수항목(Prerequisite)은 취득여부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항목이다. LEED 2009 Energy & Atmosphere 평가항목

은 다음 <표 2.3>과 같다.

11) http://www.usg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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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항목 Point 비고

Energy

&

Atmosphere

Prereq 1
Fundamental Commissioning of

the Building Energy Systems
Required

Prereq 2

Minimum energy Performance :

10% New or 5% Existing

Building Renovation

Required

Prereq 3
Fundamental Refrigerant

Management
Required Atmosphere

Credit 1

Optimize Energy Performance :

12-48% New or 8-44%

Existing Renovation

1 to 19

Credit 2
On-site Renewable Energy

1-13% Renewable Energy
1 to 7

Credit 3 Enhanced Commissioning 2

Credit 4
Enhanced Refrigerant

Management
2 Atmosphere

Credit 5 Measurement & Verification 3

Credit

5.1

Measurement & Verification,

Base Building
NA

Credit

5.2

Measurement & Verification,

Tenant Submetering
NA

Credit 6 Green Power 2

<표 2.3> LEED 2009 Energy & Atmosphere 평가항목

(3) 배점 및 배점적용방식

Energy & Atmosphere (EA, 에너지와 대기오염)은 필수항목 3개와 기본항

목 5개로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항목의 점수합계는 총 35점

이다. 평가항목은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소비 저감, Onsite & Offsite

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냉매사용관리, 강화된 건물관리 항목 등을 포함하

고 있다. 12)

12) http://www.usg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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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준에 배점된 점수를 합친 값으로 평가하는 총량적 개념을 가지고 있

지만, 각 항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평가 flow

를 따라 평가되는 개별 평가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2.1.3 영국의 BREEAM 2008

(1) 평가 방식 특징

BREEAM의 주택 친환경 성능 평가 항목은 CSH(Code for Sustainable

Homes)로 2007년 4월에 영국에서 소개되었으며, 주택산업에 있어서 높은 환

경적 표준에 의해서 주택이 설계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평가지표

로서, 총체적인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의무적 기준이다.

BREEAM 2008의 CSH는 ‘전체적인 주택’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6개의 디

자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에너지 평가부분은 약 1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평가 시스템의 특징은 CO₂의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

거지 배출비율, CO₂ 배출비율의 percentage 향상으로 인증을 준다는 것이다.

영국 BREEAM의 CSH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에는 각 에너지 영향 인자에

따른 기준설정 및 점수분리와 같은 개별 평가방식은 포함하지 않으며,

SPA2005를 통한 평가를 점수화 하고 있다. SAP2005는 각 기준에 배점된 점

수를 합친 값으로 평가하는 총량적 개념을 갖고 있지만, 각 항목에서는 반드

시 지켜야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3)

(2) 평가항목

BREEAM 2008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category는 Energy and CO₂

Emission으로 건물의 CO₂배출성능을 평가한다. 이 항목은 총 6개의 세부항

목, 총점 23점으로 전체의 18.3%의 비중을 가진다.14)

13)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체계에 관한연구, 강병환,

2010

14) http://www.breeam.org/index.jsp,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체계에 관한연구, 강병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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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항목 Point 비 고

Energy

Reduction of CO₂ Emission 15 Required

Sub-metering of Substantial Energy Uses 1 Required

External Lighting 1

Low or Zero Carbon Technologies 3 Required

Provision of energy efficient white goods 2

Drying Space 1

<표 2.4> BREEAM의 Energy 부문 평가항목

BREEAM의 CO₂배출량 삭감 평가 또한 LEED 2009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성능 인증제도에 기반을 둔다. BREEAM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성능 인증제

도는 SAP2005이다.

(3) 배점 및 배점적용방식

① Low or Zero Carbon Technologies ( 저탄소 배출기술 )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하여 지역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탄소 배출량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

한 항목으로서 Technical guide에 상세하게 기록된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Low or Zero Carbon Energy Technologies 사용으로 나타나는 전체 탄소 배

출량의 퍼센트 감소에 대하여 인증을 준다.

평가기준 Point

10%의 탄소배출량 감소 1

15%의 탄소배출량 감소 2

20%의 탄소배출량 감소 3

<표 2.5> LZC Technologies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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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P200515)

영국의 건축법체계는 Building Act, Building Regulation, Approved

Document A-P로 이루어져 있다. Building Regulation은 2007년에 개정이 이

루어져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Regulations 2007이 새로 개정되었

으며, 2007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새로 제정된 법의 주요

골자는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이에 대

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SAP2005는 이 때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

는 기준을 제공한다. 적용 범위는 450㎡ 이하 주거 건축물에 국한되며, 공동주

택 적용 시에는 복도, 홀 등의 공용공간을 제외한 단위세대에만 적용된다.

SAP2005는 총 4가지의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지표를 다음 <표 2.6>와 같

이 제공한다. 이들을 각각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량 또는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가지표 평가내용

SAP Rating 신청주택의 에너지 비용 평가지표

EI Rating(Environment Impact) 건물 환경 성능지표

DER(Dwelling CO₂Emission Rate) 신청주택의 CO₂배출율 (단위면적당)

TER(Target CO₂ Emission Rate) 표준주택의 CO₂배출율 (단위면적당)

<표 2.6> SAP 2005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지표

SAP2005는 에너지 소비량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비용 또는 배출하는

CO₂량을 산출하고 이로써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건물의 에너지

비용 지표에 해당하는 SAP Rating의 경우 건물의 난방 및 급탕에너지 소요

량에 해당상수를 곱하여 에너지비용계수(ECF, Energy Cost Factor)를 구하

고, 이를 이용하여 값을 산출한다.

DER은 CO₂를 발생시키는 각각의 시스템에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곱하여 산출하며, DER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주택의 CO₂배출율을

15)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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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데 이를 TER이라 하며, 산출방식은 DER과 동일하다.

SAP2005에서 제시하는 건물 에너지성능 관련 지표 4가지(DER, TER,

SAP Rating, EI Rating)중 등급설정에 사용되는 지표는 SAP Rating과 EI

Rating이다. 수치는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0은 에너지 소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 건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수치는 100을 넘을 수

있다. SAP Rating 과 EI Rating은 모두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 별도의 보정계수를 통해 재 산출된 지표이므로 직접적인

에너지 절감율은 알 수 없다. 16)

등급 SAP Rating or EI Rating

1(A) 92-

2(B) 81-91

3(C) 69-80

4(D) 55-68

5(E) 39-54

6(F) 21-38

7(G) 1-20

<표 2.7> SAP 2005 등급설정기준

SAP2005는 Work Sheet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입력사항은 건물의 기본

적인 정보와 SAP에서 제공하는 값 등이며, 이를 통해 SAP Rating, EI

Rating, DER, TER을 산출한다.

주목할 점은 에너지 소비량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과 CO₂배출량을 통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P 2005에서는

연료의 종류에 따른 에너지 비용과 CO₂배출계수를 규정하고 있다. 17)

16) 공동주택의 건축기술요소의 친환경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이종식(2009)

17) www.bree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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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건물 에너지 부문 평가항목 비교

2.2.1 국내 건물 환경성 평가 인증제도 비교

국내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가운데 건축물의 전반적인 친환경성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친환경 인증을 중심으로 비교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

고 있는 제도들의 특징을 다음 <표 2.8>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에너지 부분 항목은 친환경 인증, 친환경 주택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을 세부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 목적 및 방법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친환경 인증과 주택성능 등급의 경우 EPI 또

는 에너지 효율등급으로 평가되므로 중복으로 평가되는 항목이다.

에너지 효율등급의 경어 하나의 제도로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관련 다른 제도 내에서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은 특징을

보인다.

친환경 주택에서는 자체적인 평가소프트웨어에 의해 에너지 절감율과 이산

화탄소 저감율을 평가하거나,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 등의 기준을 만

족한 경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평가목적은 동일하나 평가

방법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18)

18) 국내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정지나 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0, No.3, 2010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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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 요

건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

우수한

에너지절약설비를

채택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한

신축 공동주택에

등급별 인증을

정부에서 부여하는

제도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건축법 제 65조

건축법

제 66조의 2항
건축법 제 6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주관

부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인증 및

평가

기관,

검토 평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교육,

환경연구원,

(주)크레비즈큐엠 외

7개 신규기관 추가

운영: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검토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인증

구분

예비인증(설계도서),

본인증 (완공 후)

예비인증(설계),

본인증(완공 후),

공공부문(의무제),

민간부문(자율제)

설계단계(의무제) 설계단계(의무제)

제도

성격

10,000m²의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의 경우

의무, 그외 자발적

자발적 인증 의무 기준(시방)
의무 기준(시방 또는

성능)

인증

대상

공동주택, 업무용,

복합건축(주거), 학교,

숙박, 판매시설,

그밖의

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바닥면적

500m² 이상 모든

용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

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9개부문, 38개항목)

신청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소요량,

이산화탄소발생량

건축, 기계, 전기,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EPI)

성능; 총에너지

절감율

시방: 단열,

고효율열원 및

에너지절약설비

등급

구분

보토, 우량, 우수,

최우수(4단계)

1,2,3,4,5등급

(5단계)

60점 이상 취득 시

건축허가

에너지사용량

(C0₂배출량)10%이

상 절감(60㎡초과

15%)시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방기준 만족 시

사업승인

<표 2.8>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축물 인증제도별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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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친환경 인증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에

너

지

에너지 효율향상

조명, 창의 기밀성능,

고효율 기자재 사용,

단열재의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의 설치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율

신·재생 에너지 이용 신·재생 에너지 이용

<표 2.9> 인증제도의 에너지 세부항목에 따른 특징 비교

2.2.2 국내외 건축물 인증제도의 에너지 부문 비교 분석

(1) 에너지 부문 항목 비교 19)

국내외 건축물 인증제도는 앞서 소개한 미국의 LEED 2009, 영국의

BREEAM-CSH(SAP 2005), 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공동주택)에 한해

에너지 관련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건물의 전체 에너지/CO₂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

으며, 에너지/CO₂항목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다. 또한 LEED 2009 나

BREEAM-CSH(SAP 2005)의 경우 별도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국외 제도에 비해 에

너지/CO₂와 관련된 항목의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2.10>

은 각 인증제도의 평가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19) 공동주택 건축기술요소의 친환경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이종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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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LEED 2009 BREEAM - CSH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공동주택)

에너지

&

CO₂

Optimize Energy

Performance

Dwelling Emission

Rate
에너지 소비량

Heating&Cooling

Distribution System

Space

Heating&Cooling

Equipment

Water Heating

Renewable Energy
LZC Energy

Technologies
대체 에너지 이용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저감

<표 2.10> 에너지/CO₂관련 항목 비교

(2) 에너지 부문 배점 비교 20)

에너지 및 CO₂평가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배점의 비율을 살펴보면,

LEED 2009와 BREEAM-CSH의 경우 비슷한 배점 비율을 나타내었고,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 및 CO₂평가항목이 차지하는 배점비

율이 국외 제도보다 적게 나타난 것을 다음<표 2.11>에서 확인하였다.

구분 LEED 2009 BREEAM - CSH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공동주택)

총점 110점 104점 136점

에너지 및 CO₂항목 35점 29점 18점

비율 31.8 % 27.9 % 13.2 %

<표 2.11> 모든 항목의 총 배점 비교

20) 공동주택 건축기술요소의 친환경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이종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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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2009는 Optimize Energy Performance 평가항목에서 건물의 전체 에

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건물의 단열성능, 기밀성(환기율), 창호, 덕트의 기밀

정도 등을 평가한다. 전체 에너지 성능 평가 부문에서 최고 33점을 획득 할

수 있으며, 이 점수는 대기오염 관련 점수를 포함하고 있는 Energy &

Atmosphere Category 전체 점수(35점)의 94.2%를 차지한다. 평가기준은

HERS Index에서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BREEAM-CSH에서는 주거지에서의 배출율(Dwelling Emission Rate) 평가

항목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되는 전체 CO₂배출량을 평가한다. SAP 2005를 통

해 DER과 TER을 계산하여 평가되며 전체 에너지 항목의 51.7%를 차지한다.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또한 건물의 전체 에너지 성능을 EPI에서 획

득한 점수를 통해 평가되며 66.7%의 비율을 가진다.

구분 LEED 2009 BREEAM - CSH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공동주택)

배점

(최고점)
33점 15점 12점

에너지 및

CO₂항목 중

배점 비율

94. 2% 51.7 % 66.7 %

평가기준 HERS Index SAP 2005 EPI

<표 2.12> 에너지 및 CO₂관련 항목 배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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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 결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공

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을 알아보고 국내외 공동주택 에너지 관련 인증 제

도를 살펴봄으로써 건물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

다.

국내에서는 도시주거단지의 개발을 규정하는 법과 건물 주택의 건설 기준

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다양한 에너지절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건축법

에서는 에너지 절약 설기기준을 두어 단열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 관리기준을 통해 목표설정 및 단계별 실

행계획 및 건물 에너지 사용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제도를 통해 교육홍보와 기술개발 및

보급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의 에너지 절약 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비교해 보면,

LEED 2009의 경우 35점으로 총 평가항목의 31.8%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

며, BREEAM 2008의 평가기준은 SAP2005로서 29점으로 27.9%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PI에너지 성능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

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 부문 배점이 18점으로 13.2%

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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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3.1 국내 주거 건축물 에너지 소비특성

3.1.1 국내 주거 건축물 현황

국내의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실태는 가정 상업 및 공공 기타 부문으로 구

성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다음으로 많

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평균 사용량은 운송용 에너지 보다 약 4백만 TOE

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공간

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유형 가운데 약 70%를 차지22)하고 있으며, 주거 유형별로도 약

45%의 가장 높은 에너지 사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건물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 주택 유형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 –

통계청, 2012

21) 사무소건물의 용도 및 측정기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 박병윤, 한국과학기술 정보

연구원,2005

22) 통계청(2010), 건설,토지, 주택 – 총 조사 주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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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까지 500만호 이상의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소득 및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인한 냉난방 및 가전부분의 에너지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건축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2) 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KEE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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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주거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변화 요인

(1) 평면의 변화

전통적인 주거의 변화에서 벗어나 근대 주거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단위

평면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복도식 출입방식에서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한 계단실 형이 채택되어 후면 발코니 공간을 통해 에너지 측면

에서 유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후면에 위치한 방은 에너지 절약의 이유로 창문의 크기가 작았는데,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방 앞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창문턱을 제거하여 대형 창문

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발코니 샤시를 설치함으로써 쉽게 개조하

거나 방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점이 있어 늘어난 요소다. 23)

(2) 내부시설의 첨단화

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재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인공 환경의 조성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초고속 정보통신, 사이버 아파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복잡한 전기·전자

설비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실내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중앙 집진 청소

시스템, 음식물 처리 시스템 뿐 만 아니라 실내조명, 환기, 방범, 방재 등의

첨단 기능들이 부가되어 하루가 다르게 지능형 아파트에 급속히 접근하고 있

다.

(3) 확장형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평면은 과거 입주자들의 선호도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면으로 지어져서 개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주상복합과 탑

상형 등의 증가로 다양한 평면이 개발되고, 분양을 위하여 업체별로 발코니

부분에서 경쟁이 집중하는 추세이다.24) 이렇게 발코니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

23) 박인순(2009), 아파트 단위 평면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4) 이규식(2005), 공동주택 발코니 개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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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유일하게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 발코니 이며 이는

에너지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주

택은 발코니 공간이 바깥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차단해 준다. 그러나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단열 완충공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철저한 단열 시공

이 요구된다.

또한 결로 방지 여부도 발코니 확장 시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발코니 확장 공간은 창호에 대한 수분과 습기의 접촉으로 인해 단

열성능이 떨어지고, 결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때는 창호의 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단열을 통해서 열교부위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

록 해야 한다. 25)

2005년 12월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에

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4) 고층화

국내 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주택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도시 거주민의 대표적인 주

거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도시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도시 내 부족한 땅위에 다양한 용

도의 시설들이 입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또한 고밀화, 고층화가 시작 되어 최

근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상당수 들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수요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복합화하고 수직으로 적층

시키는 방법으로 점점 고층화 되어 가고 있다.

25) 유선용(2007), 발코니 확장형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 외피설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 23 -

3.1.3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도시 밀

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

러 초고층 주상복합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초고층 주택의 편리함을 실현시키

기 위해서 주택설비의 다양화, 고급화, 첨단화 현상이 초고층 공동주택의 에

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난방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재식26)은 공동주택의 난방운전 실태를 조사하여 현장 측정 및 모델을 이

용한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였고, 박유권27)은 세대 위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동일 건물에서의 열적불균형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 후 최원기 등28)은 그와 비슷한 주제로 공동주택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에

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인접한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에 관한 정량

화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김진관29)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의 도시가스 소비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하여 건축적인 조사항목별로 소비실태

를 정량화시켰다. 이렇게 근래에 들수록 공동주택의 보다 세부적인 건축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현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계획단계에서의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

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소비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적 건축계획을 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6)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강재식,이승언,안태경(1995-07) p.139-149

27) 한국형 아파트의 위치별 난방에너지 소비패턴,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대한설비 공학

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박유원,현석균,유호선 외 2명(2003-07) p.1054-1059

28) 공동주택 세대별 냉난방에 따른 온도변화 및 열 부하 양상에 관한 이론적 연구, 최원

기,김현중,이현근,서승직(2007),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Vol.23 No.6 279-288

29)표준아파트에서의 도시가스 소비실태에 관한 연구, 김진관,신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

Vol,6 No.1(2008)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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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연구결과

강동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분당지역 중층 (F단지:15∼16층),

고층 (E단지:14∼25층),

초고층(A단지:24∼34층,

B단지:26∼32층,C단지:30∼35층,

D단지:38층)을 대상으로 난방 및

전기사용량 비교

· 전력사용량 결과, 중층,

고층 사용량 대비 초고층

C, D단지의 경우 2배 이

상 증가되었으며, A, B단

지의 경우 3배 정도 증가

됨.

서승직, ‘동일 체적의

건물 형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패턴에

대한 연구,

태양에너지학회,

2007.7

초고층 공동주택 102㎡

1개동을 대상으로

층별(1,5,10,20,30층)

난방 및 냉방 에너지사용량

비교.

· 난방 및 냉방 에너지 결

과, 10층<5층<20층<30층

<1층 순으로 나타남.

· 총 에너지 소비량 결과,

10층 대비 1층이 32.8%

증가함.

심윤희, ‘서울지역

공동주택 난방에너지

표준사용량 산정에

연구’,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2006

공동주택 18평, 27평, 32평,

45평의 높이(최하층 1층, 중간층

7층, 최상층 15층) 및 세대

위치(중간세대, 측벽세대)별로

난방기간의 도시가스 사용량

비교.

· 높이 및 세대위치 결과,

최하층 중간<최하층 측벽

<중간층 중간<중간층 측

벽<최상층 중간<최상층

측벽세대 순으로 나타남.

· 평형별 결과, 18평 대

비 45평이 61% 높음

도시가스 표준사용량 대

비 18평은 59% 저하, 45

평은 8% 증가됨.

천진수, ‘도시가스

사용량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10

경남지역 탑상형 공동주택

85㎡세대를 기준으로

층별(최하층 1층, 중간층 12층,

최상층 25층) 도시가스 사용량

비교.

· 연평균 결과, 중간층<최

상층<최하층 순으로 중간

층 대비 최하층이 8.2%

높음.

· 최종결과, 중간층 대비

최하층이 10% 높음.

<표 3.1> 기존 연구문헌을 통한 결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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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요소

3.2.1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건축법)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 66조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

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공

동주택을 비롯한 3,000㎡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국토해양

부에서 시행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관련 기준

은 크게 건축부문, 기계설비 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에 대

해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축부문 의무사항으로는 주로 구조체의 단열 성능 증진과 기밀 및 결

로 방지 등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림 3.3) 에너지 성능 지표 검토서의 구성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 합계 60점 이

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융

통성을 고려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 또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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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성능지표 (EPI, Energy Performance Index)란 가장 에너지

절약적으로 설계된 최상의 성능을 갖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100이란 지

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규정함으로써 누구

나 쉽게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에너지성능지표

(EPI)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심의과정 혹은 허가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이나

컴퓨터의 사용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는 사용의 간편성에 있다. 그러나 에너

지성능지표는 건물의 에너지원단위나 에너지 사용량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

에 대한 상대적 지표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와 관련해서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 건물의 운용과정에서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총량기준으로 사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30)

항 목 주택 1 주택 2

건

축

부

문

1. 외벽의 열관류율 31 28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8 8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6 6

4. 외단열 공법의 채택 6 6

5. 기밀성 창호의 설치 6 6

6. 자연채광용 개구부, 주된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
1 1

7. 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1 1

8.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2 2

공

동

주

택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1 1

10.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1 1

11. 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 간격비 1 1

12.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설치 1 1

13. 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점수 2 2

<표 3.2> EPI 성능 기준 (건축부문)

주택1 – 난방 (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이 적용된 공동주택

주택2 – 주택1에 중앙집중식 냉방이 적용된 공동주택

30) 한국 에너지정보센터, 에너지 총설,2003



- 27 -

3.2.2 공동주택 단열 기준의 변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계법규는 그동안 많은 개정을 통하여 그 효능을 개

선시켜 왔다. 이 법규는 1975년 12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목적으로 건축

법으로 제정한 이후 1979년 5월 처음으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로서 단열재 두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후 1982년 10월 열관류율로서 제한

하였고 1984년 3월에는 제주도와 그 외 지역 등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열에 따른 기준을 정하였다가, 1987년 7월에는 건설부 고시 464호로 제주

도와 남부, 중부 등 3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단열재 두께와 열관류율 등 단열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 후 부분적으로 많은 기준을 보완하였고 2001년 1월 17일 건축물의 에너

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가 다시 2003년 1

월 7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단열재에 등급을 부여

하여 두께기준을 정하고 있다.31)

이러한 기준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 5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등으로 이어져

건설교통부 고시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지고 있다.

31)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건축물 단열기준

김진관(2009), 아파트에서 단열기준의 변화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1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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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제정

(1975년)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시행령 제정

(1976년)

단열재 두께
규정(1979년)

열관류율
제한 규정
(1980년)

전국을
2개 지역으로 

구분
; 제주, 그 

지역
(1984년)

전국을 3개
지역 구분 ; 
제주 ,중부, 

남부
(1987년)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정
(1999년)

단열 기준 
20%강화
(2001년)

창호단열 
성능을 

열관류율 
기준으로 

약 28% 강화
(2008년)

공동주택
창호단열 성능을 

열관류율 
기준으로 약 

30%이상 강화
(2011. 2월 시행)

(그림 3.4)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제·개정 변화 현황

3.2.3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요소 분석

최근 국내에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시 중심적

생활 패턴에 맞추기 위해 도심지 주변에 30층 이상의 초고층 공동주택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고도에 따른 풍속 및 일사의 증가,

부하의 불균일성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으며, 창이나 벽 , 코어 부분 등과 같은 열에 대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통해 상당량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의

실내 유효 공간 면적을 늘리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발코니 부분을 실내고 확

장하는 경우가 많아 냉난방 비용의 증가32)가 예상되고, 기계식 환기에 의한

부하가 증가되는 등 에너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32) 김장한(2004)초고층 주거건물의 에너지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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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냉방부하의 요소

(그림 3.6) 난방부하 요소

이러한 탑상형 초고층 공동주택의 특징33)은 커튼월과 전방향성에 있다. 즉

건물의 외피는 커튼월로 구성되어 있어 겨울철 전도와 여름철 일사부하를 증

가시킬 뿐만 아니라, 남향배치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주

향이 남향인 것과는 달리, 커튼월이 모든 방향에 개방되어 있어 세대별로 주

향이 다르고 모든 방위를 포함하고 있어, 세대별 열적 특성이 다르며 부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33) 김광호, (2005)소규모 유리외피 사무소 빌싱 사례를 통한 온열환경과 냉방부하 저감방

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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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높이에 따른 냉난방 부하의 증가 및 감소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 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겨울철의 난방부하 증가와

여름철 일사에 의한 과열로 냉방부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환기의

경우 기계식 환기를 통해 최고 외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

문에 이로 인한 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열적 쾌적감이 떨어짐은 물론 여름철

과도한 냉방비를 초래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을 10층, 20층, 30층 규모로 저층부, 중층

부, 고층부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평가를 한 결과, 층수가 높아질수록 냉방

부하는 10층당 5% (20층 동), 2∼3% (30층 동)씩 부하량이 증가하였다. 난방

부하는 20층 동인 경우 43%, 30층 동인 경우 저층부와 중층부의 차이가 35%

정도로 부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30층 이상으로 층수가 더욱 고층

이 되는 초고층 건물에서는 고층부와 저층부간의 부하 차이가 상당량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34)

(2) 실내의 열적 쾌적감을 위한 에너지 소비35)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과 커튼월의 조망창 구간의 확대는 여

름철의 과도한 일사열의 내부 침입과 겨울철 차가운 유리 표면에 의한 실내

냉기류 발생 및 냉 복사에 의한 열적 불쾌감이 발생 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건물의 초고층화에 따라 건물의 높은 부분에서는 외기 풍속이 증가한다. 보

통 지상 100m에서는 지표면의 1.6배 150m에서는 1.8배 정도가 된다. 초고층

화에 따른 풍속의 증가는 또한 창 섀시 등의 틈새에서 외기 침입량을 증가시

키며 이는 표면 열전달율의 증가와 함께 냉난방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34) 채영태(1998), 초고층 사무소 건물의 부하특성 및 에너지 절약 방안에 관한 연구

35) 권오위(2009)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냉방시스템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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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판상형과 코어형의 전형적인 평면 형태와 기류의

이동 경로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은 동계 난방 시 건물 내,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내,

외부 공기 기둥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외벽 및 내벽의 칸막이, 바닥에 작

용하는 압력차의 발생으로 저층부 외기 침입이 발생하고 더불어 에너지 손실,

엘리베이터 문이 오작동, 수증기와 조리 냄새 확산 현상 등이 나타난다. 36)

(4) 공동주택의 수송설비로 인한 공동 에너지 소비37)

엘리베이터 및 복도 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전력소비 부담 등의 요

인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7개 초고층 주택 중 자연환기가 어

려운 탑상형, 커튼월(통유리)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지는 13개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체 전기 소비에서 엘리베이터나 공동시설 등에 쓰이는 공동사용량

비율은 초고층 탑상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38.9%로, 저층(16.5%), 중층

(23.0%) 주택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권오위(2009)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냉방시스템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37) 2007, 서울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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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동주택 형태별 음영 분석

3.3.1 음영분석 개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에 대한 앞선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도 세대별 에너지 소비의 차이가 분명히 타나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세대의 높

이와 주동의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높이별로 판상형과 탑상형 대상 단지를 선정하

여 음영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형태별 에너지 소비 저감에 효과적인

형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Sketchup-Openstudio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음영분석은 Autodesk

Ecotect Analysis 2011의 음영분석 Tool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

뮬레이션 모델링은 선정된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도서(배치도)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으며, 음영분석의 시간대은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

후 4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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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방배 A 단지 대치 B 단지

구 분 중저층 고층

배치도

조감도

단지명 용산 C 단지 삼성동 D 단지

구분 준 초고층 초고층

배치도

조감도

<표 3.3> 음영 분석 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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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음영분석 결과

하단을 정남향으로 배치하여 동·하지의 일조영향에 대한 음영분석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층별 단지는 모두 남동향이

거나, 남서향인 단지를 선정하였다. 음영분석 결과는 다음 <표 3.4>와 같다.

중저층 고층 준 초고층 초고층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표 3.4> 동지 음영 분석 [방위 : 하단 = 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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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층 고층 준 초고층 초고층

15시

16시

동지의 음영 분석 결과, 오전의 경우는 판상형 단지의 저층부 세대의 음영

으로 인해 일조량 부족 세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12시를 기점으로 오후시간대로 갈수록 판상형의 경우 저층에도 음

영이 사라지는 반면 탑상형의 경우 저층을 시작으로 점차 음영발생 세대가

증가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지의 경우 대부분 거주민이 집을 비우는 오전 시간대 보다 오후 늦은 시

간부터 저녁시간동안 난방을 위한 에너지가 많이 소비 되는데,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오후에 전 세대 고르게 일조량을 획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형

태는 판상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상형 Type의 공동주택이 남향 또는 남서향을 향하고 있을 경우

동지 동안 일조획득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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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층 고층 준 초고층 초고층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표 3.5> 하지 음영 분석 [방위 : 하단 = 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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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층 고층 준 초고층 초고층

15시

16시

하지 음영 분석 결과, 오전의 경우는 탑상형 단지의 저층부 몇 세대를 제외

하고는 건물의 층과 형태에 관계없이 음영에 의한 일조량 부족 세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의 오후에는 일조량이 적을수록 냉방부하 절감에 유리한데, 판상형의

경우 오후 내내 세대의 정면이(남동향) 단지의 동 배치에 관계없이 전 층 모

든 세대에 음영이 짐으로써 여름철 오후 시원한 실내 환경 조성에 유리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탑상형의 경우도 남동향은 음영이 지지만, 남서향을 향하고 있는 세대는

직사 일광을 그대로 받게 되어 냉방부하 증가요인이 된다.

또한 북향의 경우는 하지에 전 층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전혀 음영이

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향을 끼고 주동을 배치하였을 경우 판상형은 동지에 일조량이 많

고, 하지에 직달 일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전 층 전 세대에 가능하나, 탑상

형의 경우 세대의 배치가 남동, 남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해 동

지에는 일조량이 부족 할 수 있고, 하지에는 일조량이 과하여 판상형에 비해

에너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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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 결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실

시하였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1) 국내 주거문화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동주택이 매우 발달된 형태를

띄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주거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며, 주거유형 부분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열재 두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을 분리하여 단열재 두께와 열관류율을 등급을 부여하여 개정

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국내 공동주택의 형태

를 에너지 소비와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의 높이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수송설비에 의한 공동 에너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력소비 부담의 요인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3) 현재 국내 공동주택의 형태를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 Type으로 나누

어 Autodesk Ecotect Analysis 시뮬레이션 Tool을 이용하여 동지와 하지의

음영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음영분석 결과, 판상형은 동지에 일조량이 많고 하지에

직달 일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층에 관계없이 전 세대에서 가능하나, 탑상

형의 경우 세대의 배치가 남동, 남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해 동

지에는 일조량이 부족 할 수 있고, 하지에는 일조량이 과하여 판상형에 비해

에너지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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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동주택 운영단계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분석

4.1 개 요

4.1.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한국

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수집한 에

너지 사용량 data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해당 기관에서 정

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들은

각기 다른 단위와 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일관

된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량을 세대부분·공용부분, 월단위·년단위, 각 에너지

사용량의 단위 등을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도시가스등을 통해 사용되는 급탕과 취사에 사용된

량을 제외한 순수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사용하였으며, 전기 사용량의 경우

에는 전기사용량의 분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가전기기 조명 등 모든 전기

사용이 포함된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사용량 분석은 조사된 공동주택의 단지별 건축적인 특성을 항목별,

세대면적, 향, 층, 건물 Type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특성별로 소비현

황을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4.1.2 조사 대상단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단지들 간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시 외부환경에 의

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기후조건과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한 단지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2000년 이

후 준공된 단지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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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실 에너지 사용량을 수

집하였으며, 월별로 누락된 에너지 사용량이 있는 세대와 최고값과 최저값을

가지는 세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단지는 총 17개 단지이며, 각 분석 항목별로 세대 및 동을 선별하

여 분석하였다.

구분 A B C D E F G H I J

준공년도 2007 2002 2004 2004 2008 2006 2011 2004 2007 2004

최고층수 12층 16층 22층 22층 24층 32층 32층 46층 59층 69층

동수 3 3 4 4 5 35 28 3 1 1

세대수 216 299 276 212 288 2678 2178 499 369 480

평균세대

면적(㎡)
145 137 187 182 172 125 147 211 212 223

주 동향 남동
남동,

남서
남동 남동 남

남동

,남서

남동

,남서

남동

,남서

남동,

남서

남동,

남서

창의개폐 창문개방, 자연환기 가능
다용도실 창문개방,

국부환기 가능

보일

러실

루버

설치

<표 4.1> 분석 대상 단지 개요(지역난방)

구분 K L M N O P Q

준공년도 2007 2003 2007 2008 2006 2007 2004

최고층수 12층 15층 24층 24층 32층 32층 51층

동수 3 3 8 6 3 2 1

세대수 264 183 275 390 329 280 414

평균세대

면적(㎡)
145 139 146 170 139 134 172

주 동향 남동
남동,

남서

남동,

남서
남

남동,

남서
남

남동,

남서

창의개폐 창문개방, 자연환기 가능

다용도실

창문개방,

국부환기 가능

<표 4.2> 분석 대상 단지 개요(개별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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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조사대상 단지의 특징

가능한 한 대상단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준공년도와 지역, 세대면적,

향을 유사한 조건으로 고려하여 단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단지들을 높이로 규모를 분류하였을 때 10∼40층 규모의 건물의 대부

분은 외피가 콘크리트 벽체로 맞통풍을 통한 자연환기가 가능했으나 50층 이

상의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100% 커튼월 외피로 구성된 단지로 선정하여

높이별 특성 차이가 나도록 선정하였다.

구분 40층 이하 50층 이상

준공년도 2002년∼2011년 2004년∼2007년

세대구성 84㎡ 이상 100㎡ 이상

향 남, 남동, 남서

건물외피

및

형상

콘크리트 벽체
자연환기

(맞통풍)
커튼월 강제환기

<표 4.3> 조사단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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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에너지 항목별 소비현황

에너지별 사용 분포와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단지의 전세대의

에너지 사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항목은 난방, 전기, 급탕, 가

스 4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세대별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 항목별 사용량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4>와 (그림 4.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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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6 11.64

<표 4.4> 조사 대상 단지들의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사용 에너지의 분포현황은 가스 < 급탕 < 전기 < 난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사용에너지 항목별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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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세대 당 1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4.5>와 같다.

에너지 항목별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난방과 전기부분에서 소비되는 사용

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구 분
세대별 사용량 (kWh /세대 · 월평균)

난방 전기 급탕 가스

1월 1849.44 355.83 451.66 103.33

2월 1624.72 347.22 465 101.11

3월 1043.33 322.77 499.72 104.72

4월 459.44 333.61 399.16 93.88

5월 178.88 324.72 350.55 84.44

6월 43.33 337.77 276.38 83.05

7월 15.27 356.02 202.22 88.89

8월 6.38 398.27 168.05 88.33

9월 62.5 364.72 173.88 99.45

10월 428.05 336.11 240.27 94.16

11월 1092.22 332.22 302.22 96.38

12월 1560 349.24 375.28 83.34

<표 4.5> 연간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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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 월별 추이( kWh / 세대 · 월평균 )

난방의 경우 여름철 사용량이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겨울철에는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 계절별 사용량의 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탕의 경

우 겨울철에 증가하고, 여름철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증감 폭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는 연중 일정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보이나,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여

름철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 사용량의 경우 가장 낮은

사용비율을 나타냈으며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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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대 면적별 에너지 소비현황

세대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면적 규모별 소비량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면적은 84㎡이하, 84㎡∼120㎡, 120㎡이상 3가지 Type으

로 세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 100세대를 대상으로, 향은 남동

향으로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한해 분석하였다.

세대 면적 구분 총 비율(전 세대기준)

84㎡이하 23.4 %

84㎡∼120㎡ 48.7 %

120㎡이상 27.9 %

<표 4.6> 조사 대상단지 세대면적 현황

(그림 4.3) 조사 대상단지 세대 면적 현황

세대 면적별 에너지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세대 당

에너지 사용은 난방, 전기 모두 세대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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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세대면적별 에너지 사용 현황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바닥 난방이 기본 형태로 되어있고 사용량이 면

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형이 증가할수록

욕실이나 발코니, 드레스룸과 같은 비난방공간의 면적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

에 ㎡당 난방 소비량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 사용량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난방에너지의 경우 120㎡이상의 면적을 가진 세대가 84㎡이하의 면적을 가

진 세대보다 최대 35%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

기에너지의 경우도 면적의 규모가 큰 세대가 최고 30% 에너지를 더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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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세대면적별 난방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 kWh / 세대 )

(그림 4.5) 세대면적별 전기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 kWh /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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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면적에 따른 월별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난방에너지의

경우 월별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량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겨울철

에는 특히 면적이 클수록 더 큰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 에너지의 경우 여름철의 경우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량이 높

게 나타났으며 84㎡ 이하의 세대의 경우 84㎡ 이상의 세대보다 확연히 낮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면적별 에너지 사용량의 사용현황 조사결과 조명기기 수나, 냉방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난방보다 전기에너지가 면적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49 -

4.4 향별 에너지 소비현황

난방이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그 정도에 따라 다

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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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단지들의 향은 거주자

의 선호도가 크게 작용하여 남향이 가장 큰 분포를 나타내었다.

분석은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사용

량과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한해 분석하였다.

(그림 4.6) 조사대상 세대별 향 현황

향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세대 당

전기사용량이 가장 낮게 나타난 향은 북동향이며, 남쪽을 면하고 있는 3개의

향은 거의 비슷한 수치의 사용량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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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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향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

향별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남향 < 남서향 < 남동향 < 북동향 < 동향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가장 낮은 난방사용량을 나타낸 향은 남향으로 최소 3%에서

최대 25%가 다른 향에 비해 난방 사용량이 절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일조량이 충분치 않은 북동향이나 동향에 위치한 세대는

온열감이 다른 향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쪽에 면해있는 세대의 경우 거주자의 온

열감이 다른 향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향에 따른 월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는 다음 (그림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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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향별 난방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 kWh / 세대 )

(그림 4.8) 향별 전기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 ( kWh / 세대 )

세대별 전기 에너지의 경우 남향 < 남동향 < 동향 < 남서향 < 북동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전기 사용량도 남향에 위치한 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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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향의 충분한 일조량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향이 가장 높은 사

용량을 나타내었다.

계절별로는 냉방을 위한 여름철 사용이 모든 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남향과 남동향의 경우 북동향과 동향에 비해 많게는 20% 가량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조시간이 짧고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철에 북동향과

동향에 위치한 세대의 조명기구 및 보조 난방기기 이용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기 사용량의 경우는 냉방기기, 난방기기 뿐 아니라 조명에너지 사용량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누진세 등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부

분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냉방부하와 가전기

기, 조명등의 사용항목을 분류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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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층별 에너지 소비현황

공동주택의 높이별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를 위해 다음 <표 4.9>와 같이 분

석단지를 층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은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한해

분석하였다. 특히 층별 분석에서는 높이에 따른 수송설비에 사용에 따른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용전기 부분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 분 중저층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높이 규모 10층 ∼19층 20층∼29층 30층∼49층 50층 이상

분석단지 수 3단지 3단지 2단지 2단지

평균평형 ( ㎡ ) 140 171 154 203

주동 Type 판상형
판상형1개 단지

탑상형2개 단지
탑상형 탑상형

열관류율

법적기준

외벽 : 0.47 W/㎡·K

창문 : 1.09 W/㎡·K

커튼월 법적기준

없음.

( Low-e복층유리

: 2.4 W/㎡·K )

<표 4.9> 층별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단지 층별 분류

구 분

전기 사용량 (공용전기+세대전기) 난방 사용량

kWh/세대 · yr kWh/㎡ · yr kWh/세대 · yr kWh/㎡ · yr

중저층 7099.2 69.6 7503.6 109.2

중층 9290.4 86.4 8864.4 100.8

준초고층 10418.4 93.6 10040.4 128.4

초고층 20125.2 132 11100 105.6

<표 4.10> 층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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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층별 난방 에너지 사용량 ( 세대 당 평균 )

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단위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높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대별 평균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초고층 단지의

세대가 중저층 단지의 세대보다 약 30%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초고층 공동주택일일수록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면적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피면적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

만 아니라, 초고층 공동주택은 대부분 외피가 벽체가 아닌 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 세대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난방이 불필요한 면적을 초고층 공동

주택에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위면적당 난방 에너지를

비교할 경우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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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층별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량 추이 (세대 당 평균)

세대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층별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피가 커튼월로 되어 있는 초고층 공동

주택의 여름철 세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외피의 축열성 저하로 인한 열손실의 증가와 밀폐구

조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환기율 저하로 인한 냉방부하의 급

격한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사용량 역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데 이는 최근 들어 겨울철에 도시가스 사용 뿐 아니라, 전열기기 등의 사용

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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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층별 단위면적당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 추이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량과는 달리 연중 비

슷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공용전기 역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송설비로 인한 기본 공용전

기료와 함께, 펌트동력 등 건물의 높이를 감당하는 전기 에너지의 사용에 따

른 결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기가 가능한 준초고층 높이까지의 단

지에 비해 공용공간까지 기계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급격하게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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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총 전기에너지(세대전기+공용전기)사용량 추이

(세대 당 평균)

(그림 4.13) 연간 총 전기 에너지 사용량 층별 비교 (세대 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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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동주택 동 Type(판상형, 탑상형)별 에너지 소비현황

공동주택은 동 Type에 따라 환기와 일조시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동 Type을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로

분류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항목의 분석대상은

동 Type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면적과 향을 다음 <표 4.11>과

같이 유사하게 놓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Type 구분
총 비율

(동 기준)

평균

세대면적
평균 층 향

판상형 64 % 92㎡∼102㎡ 24층

남향

탑상형 36 % 96㎡∼112㎡ 38층

<표 4.11> 에너지 분석 조사 대상단지 동 Type 현황

동 Type 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세대

당 에너지 사용량은 난방, 전기 모두 탑상형일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탑상형 동 Type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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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동 Type별 에너지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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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동 Type별 난방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kWh/세대)

동 Type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석결과, 난방에너지의 경우 탑상형이 판

상형에 비해 약 17%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탑상

형의 경우 대부분 외피가 커튼월로 이루어져 있어 벽체에 비해 축열 성능이

현격히 떨어짐으로써 난방부하의 증가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4.15) 동 Type별 전기에너지 월평균 사용현황(kWh/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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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탑상형이 판상형에 비해 약 20%의 높은 에너

지 사용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탑상형의 경우 맞통풍이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식환기방법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계식환기를 통해 떨어지는 열적 쾌적감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하를 대부분 전기에너지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

히 여름철에 탑상형과 판상형의 전기 사용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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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 결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건축적인 특성을

항목별(난방, 전기, 급탕, 가스), 세대면적, 향, 층(높이), Type(판상형,탑상형)

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특성별로 소비현황을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

하였다.

1) 에너지 항목

에너지 사용 분포와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단지의 전세대의 에

너지 사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스 < 급탕 < 전기 < 난방

의 순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의 경우 여름철 사

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사용의 집중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기의 경우는 연중 일정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여름철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사용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급탕과 가스의 경우도 연중 비율이 일정하여 증감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대면적

세대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면적 규모별 소비량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4㎡이하, 84㎡∼120㎡, 120㎡이상 3가지 Type(남동향)

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 당 에너지 사용은 난방, 전기 모두 세대면

적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

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닥 난방을 기본 형태

로 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바닥 면적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세대면적이 커질수록 비난방공간의 면적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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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

난방이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그 정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대의 향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위 면적당 가장 낮은 난방사용량을

나타낸 향은 남향으로 적게는 약 3%에서 많게는 약 25% 다른 향에 비해 난

방 사용량이 절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사량이 충

분치 않은 북동향이나 동향에 위치한 세대는 온열감이 다른 향에 비해 충분하

지 않아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층

공동주택의 높이를 층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층별 분석에서는 높이에 따른 수송설비에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공용전기 부분도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단위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높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대별 평균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초고층 단지의

세대가 중·저층 단지의 세대보다 최고 30% 정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대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외피가 커튼월로 되어 있는 초고층 공동주

택의 경우 외피의 축열성 저하로 인한 열손실의 증가와 밀폐구조로 인한 환

기율 저하로 특히 여름철 세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량과는 달리 연중 비

슷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었으며, 수송설비로 인한 기본 공용전기와 함께,

펌트 동력 등 높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고

층으로 갈수록 많은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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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 Type(판상형, 탑상형)

동의 형태에 따라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 형태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

석결과, 난방에너지의 경우 탑상형이 판상형에 비해 약 17% 에너지를 더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탑상형이 판상

형에 비해 약 20%의 높은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환기방법에 차이가 있고, 탑상형일수록 경량화

된 외피구조의 축열성능과 음영발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4장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유형에 따라 분석해 봄으로써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

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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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내의 대상단지를 선

정하여 건축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요소들에 대해 분류하여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공동주택의 Proto Type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에너지 절약 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비교한 결과,

LEED 2009의 경우 35점으로 총 평가항목의 31.8%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

며, BREEAM 2008의 평가기준은 SAP2005로서 29점으로 27.9%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PI에너지 성능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

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 부문 배점이 18점으로 13.2%

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PI의 경우 부하별 평가를 하고 있었으

나 부하종류별 배점의 적용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 소비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주거문화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동주택이 매우 발달된 형태를

띄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주거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국내 공동주택의 형태를 에너지 소비와 연관시켜 분석한 결

과, 공동주택의 높이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송설비에 의한 전력소비 에너지의 부담이 공통적

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음영분석을 통해 판상형은 동지에 일조량이 많고 하지에 직달 일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층에 관계없이 전 세대에서 가능하나, 탑상형의 경우 세

대의 배치가 남동, 남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해 동지에는 일조

량이 부족 할 수 있고, 하지에는 일조량이 과하여 판상형에 비해 에너지 측

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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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단지의 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특성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에너지 사용 분포와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단지의 전세대의

에너지 사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스 < 급탕 < 전기 < 난방

의 순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의 경우 겨울철 사

사용량이 집중하고 있었으나, 전기의 경우는 연중 일정한 사용량을 지속적으

로 보이다가 여름철 냉방기기의 사용과 겨울철 전열기기의 사용비율 증가 시

전기 사용량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세대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면적 규모별 소비량

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4㎡이하, 84㎡∼120㎡, 120㎡이상 3가지 Type(남동

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에너지 사용은 난방, 전기 모두 세대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세

대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의 향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 면적당 가장 낮은 난방사용량을 나타낸 향은 남향으로 적

게는 약 3%에서 많게는 약 25% 다른 향에 비해 난방 사용량이 절감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조량이 충분치 않은 북동향이나 동향에 위치한 세

대는 온열감이 다른 향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남쪽에 면해있는 세대의 경우 거주자의 온열

감이 다른 향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동주택의 높이를 층에 따라 4가지 분류하고 공용전기 부분에 대한 분

석을 함께 실시한 결과, 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단위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높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대별 평균 난방 에너지 사

용량은 초고층 단지의 세대가 중·저층 단지의 세대보다 약 30%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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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외피가 커튼월로 되어 있는 초고층 공동주

택의 경우 외피의 축열성 저하로 인한 열손실의 증가와 밀폐구조로 인한 환

기율 저하로 특히 여름철 세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공용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세대전기 에너지 사용량과는 달리 연중 비

슷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었으며, 수송설비로 인한 기본 공용전기료와 함

께, 펌트동력 등 높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고층으로 갈수록 많은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 동 Type

동의 형태에 따라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 형태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

석결과, 난방에너지의 경우 탑상형이 판상형에 비해 약 17% 에너지를 더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탑상형이 판상

형에 비해 약 20%의 높은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환기방법에 차이가 있고, 탑상형일수록 경량화

된 외피구조의 축열성능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 공동주택은 이전에 비해 세대별로는 확장형, 내

부시설의 첨단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면 주동형태로는 탑상형으로 고층

화 되어 가면서 에너지 소비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소비특성과 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

축계획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려요소들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15층 내외의 중저층에 100㎡내외의

세대면적, 남향을 끼고 있는 판상형 Type의 주동형태를 가진 공동주택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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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연구

박 설 희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과학 기술 개발과 함께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됨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심각

성에 대한 인식 역시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은 더 이상 분리해서는 생

각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주거용 건물은 규모나 에너지 소비에 미치

는 영향력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은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주거부분 에너지 약 45%를 공동주택에서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

사를 통하여 건축계획 단계에서 거주자의 주거환경 향상과 에너지 소비를 줄

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주거문화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동주택이 매우 발달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주거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핵심어 :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 실태조사, 음영분석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비교한 결과, 우

리나라의 경우 EPI에너지 성능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

물 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 부문 배점이 18점(13.2%)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공동주택의 형태를 에너지 소비와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의

높이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의 형태를 판상형과 탑상형 두 가지 Type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실시한 결과, 판상형은 동지에 일조량이 많고 하지에 직달 일사

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층에 관계없이 전 세대에서 가능하나, 탑상형의 경우

세대의 배치가 남동, 남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해 동지에는 일

조량이 부족 할 수 있고, 하지에는 일조량이 과하여 판상형에 비해 에너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되었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에서는 난방과 전기의 사용량이 다른 항

목에 비해 가장 큰 에너지 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면적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향이 동향이나 북동향에

비해 평균 15%의 에너지 소비가 적게 나타났으며, 중저층 공동주택이 초고층

공동주택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동형태는 탑상형에

비해 판상형이 에너지 소비량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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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has

increased concomitantly with the gradual enhancement of people’s quality

of life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The time

has therefore come wher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any longer. Residential buildings influence

energy consumption to a very large scale. Of these, the apartments that

have been constructed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2000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demand for bulk residential spaces, mainly in

the capital area, account for approximately 70% of all types of homes in

Korea. They also consume approximately 45% of the total energy in the

residential sector.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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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residential culture of apartment

living has developed much more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and

consequently energy consumption in the residential sector has been

increasing year-on-yea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in the sector of apartment energy

savings in various countri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e case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under which buildings are evaluated through the energy performance index

(EPI), the score allotted to the energy sector is 18 points (13.2%), which

is low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levels of domestic apartment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ir

comparative energy consum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onsiderably

larger energy losses occur in higher apartments.

The shapes of domestic apartment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e., plate types and tower types, and these were simul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whereas all plate-type apartments can be oriented to have

large amounts of sunshine during the winter solstice and to avoid direct

sunlight during the summer solstice, units of tower-type apartments have

insufficient amounts of sunshine during the winter solstice and excessive

amounts of sunlight during the summer solstice because the units are

arranged to face the southeast or the southwest. Therefore, tower-type

apartments are assumed to be disadvantageous compared to plate-types

apartments in terms of energy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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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 Apartment, energy consumptio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ctual energy consumption survey, shading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