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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odeled balcony has few problems such as increase of heating energy, surface condensation and cold draft. The reason of

thermal problem is mainly caused by the window system in the extended balco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eating and cooling energy and to propose the efficient window types for the south and north direction in the extended balcony

area of a apartment building to reduce the annual heating and cooling load. Two types of window systems which have fairly

high U-value and is becoming as a common window types of newly built buildings in Korea are applied as follows ; double

clear glass and double low-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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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

건축물에 있어서 창호는 조망, 채광 및 환기 등을 위해

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외부구조물에 비해 열관류

율이 약 5배 이상 크기 때문에 건물전체의 에너지소비량

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호는 건물외

피에서 대표적인 열적 취약 부위이므로 전반적인 창호

시스템의 단열성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창호의 유형

에 따라 단열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확장

형 발코니의 방위별에 따른 연간 냉·난방 에너지소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확장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한 단열성능평가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2. 시뮬레이션에 의한 창호의 단열성능 평가

2.1 시뮬레이션 해석모델의 개요

건물의 평면 형태는 전형적인 탑상형으로써 북향과

동향은 154.64(46평형)이고, 남향과 서향인 경우

184.45(55평형)이다. 4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이고

특히, 154.64 북측세대의 경우 3면이 창호로 둘러

싸여 있었지만 북향에 위치하고 있어 주간에 일사유입에

의한 태양열 획득이 거의 없고 조망권을 위하여 창면적

비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훨씬 크게 설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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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대상 지역은 서울의 표준기상데이터를 적

용하였다. 해석 모델은 동일규모 단위세대를 남향, 북향

의 위도별과 현재 설치된 단일투명창호를 이중로이창호

및 이중투명창호로 변경 시 냉·난방 에너지소비량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연간 냉·난방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면적만을 고려하였다.

(그림 1) 시뮬레이션 대상건물 각 향별 평면도

2.2 확장형 발코니의 연중에너지소비량 분석

단일투명창이 설치된 북향 154.64과 남향 184.45

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예상되는 연간 냉·난방에너지소

비량은 (표 1)과 같다.

북향인 154.64의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소비량과

난방에너지소비량은 각각 40kWh/와 170kWh/로

나타났으며, 남향인 184.45의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소

비량과 연간 난방에너지소비량은 각각 37kW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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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kWh/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남향인

184.45에 비해 창면적비가 크게 지어진 북향인 154.64

에서 연간 냉방에너지소비량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연간 난방에너지소비량은 약 1.58배를 더 소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냉방에너지

(kWh/ .yr)

난방에너지

(kWh/ .yr)

154.64

(북향)
40 170

184.45

(남향)
37 107.4

표 1. 단일투명창호 사용 시 연간 냉 ·난방에너지 분석

단일투명창호

(kWh/ .yr)

이중투명창호

(kWh/ .yr)
절감율

(%)

154.64

(북향)
170 124.6 26.7

184.45

(남향)
107.4 82.6 23.1

표 2. 이중투명창호 적용 시 연간 난방에너지 분석

이중투명창호를 적용 시 북향인 154.64의 경우 연간

난방에너지소비량은 124.6kWh/ , 남향인 184.45의

경우 연간난방에너지소비량은 82.6kWh/로 나타났다.

단일투명창호와의 비교 시 이중투명창호를 적용하였을

때, 연간난방에너지소비량은 154.64의 경우에는 약

26.7%, 184.45의 경우 약 23.1%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투명창호

(kWh/ .yr)

이중로이창호

(kWh/ .yr)
절감율
(%)

154.64

(북향)
170 105.3 38.1

184.45

(남향)
107.4 69.8 35

표 3 . 이중로이창호 적용 시 연간난방에너지 분석

이중로이창호를 적용 시 북향인 154.64의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105.3kWh/ , 남향인 184.45의 경우

연간난방에너지소비량은 69.8kWh/로 나타났다.

단일투명창호와의 비교 시 이중로이창호를 적용하였을

때, 연간난방에너지소비량은 154.64의 경우에는 약

38.1%, 184.45의 경우 약 3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뮬레이션 대상 모델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조망권

을 위해 채광성이 떨어지는 북향임에도 불구하고 남향에

비하여 창면적비를 약 1.4배 크게 설계되었다. 이와같은

요인으로 북향세대(154.64 )가 남향세대(184.45 )보다

연간난방에너지소비량이 약 1.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2) 대상 건물에 대한 창호 유형별 연간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창인 단일투명창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북향인 경우 이중투명창호가 26.7%, 이중로이창호가

38%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남향인 경우 단일투명창호 대비 이중투명창

호가 23.1%, 이중로이창호가 35%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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