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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 according to Building Types

    ○방 선 규*        박 진 철**        이 언 구**        조 균 형***      

Bang, Sun-Kyu     Park, Jin-Chul      Rhee, Eon-Ku    Cho, Kyun-Hyong 

Abstract
This Study is analysis for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 for domestic apartment and mixed-use buildings. And the conclusions reach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ith increasing floors, pitch of buildings and higher buildings nearby caused the heating and 
electrical energy consumption were decreased in apartment building. However, there were opposite result in mixed-use buildings, because of 
commercial area’s energy consumption and electric facilities. 2) With increasing households, the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decreased but 
the electrical energy consumption was increased in apartment buildings. With increasing households, On the other hand, commercial area’s 
energy usage cause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mixed-use buildings. 3) With increasing area of household, the heating and electrical 
energy consumption were decreased in apartment buildings. However, both energy consumption were increased in mixed-use buildings because 
commercial area and increased air conditioning area. Additionally, there were correlation that smaller floor area ratio caused bigger unit area 
energy consumption.
키워드: 공동주택, 주상복합, 에너지사용량 Keywords: Apartment Buildings, Mixed-use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1. 서    론

최근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비율은 약 25% 정도로 전

체에너지 소비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부문

에서의 에너지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건물에서의 에너지사용 특성에 대한 정확한 데

이터가 없고 특히, 건물용도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을 대상으로  특히, 건물용도별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

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2. 건물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2.1 분석대상건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1995년 이후 준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간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였다.

공동주택은 총 15개 단지 81개 건물을 조사하였다. 조

사결과  층수는 10층∼33층, 세대수는 50 ∼ 1023세대, 

세대 평균면적은 69㎡∼178㎡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주상복합은 총 30개의 건물로 층수는 11층∼41층, 세대

수는 39 ∼ 540세대, 세대평균면적은 45㎡ ∼ 292.91㎡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2>

 *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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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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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1 A2 A3 A4 A5 A6 A7

준공년도 2008 2006 2003 2008 2008 2009 2004

최고층수 33 23 25 23 22 21 22

세대수 316 1144 535 1023 696 791 84

평균세대
면적(㎡)

161 136 134 84 109 69 158

표1. 공동주택 분석대상단지 개요

구분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준공년도 2007 2007 2008 2007 2008 2006 2007 2009

최고층수 25 21 28 27 33 29 30 29

세대수 50 82 150 54 66 116 120 110
평균세대
면적(㎡)

178 155 147 158 148 142 160 115

구분 M1 M2 M3 M4 M5 M6 M7 M8

준공년도 2004 2004 2003 1997 2002 2006 2007 1997

최고층수 19 32 15 14 33 31 30 28

세대수 143 297 60 68 431 218 92 547
평균세대
면적(㎡)

58 83 103 101 139 112 110 116

표2. 주상복합 분석대상건물 개요

구분 M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준공년도 2006 2004 2004 2006 2004 2004 2006 2006

최고층수 35 27 20 30 24 18 35 25

세대수 255 548 72 268 423 86 329 80
평균세대
면적(㎡)

103 40 105 137 44 108 137 123.15

구분 M17 M18 M19 M20 M21 M22 M23 M24

준공년도 2000 2006 2007 2001 2004 2002 2006 2006

최고층수 37 15 20 24 20 13 29 26

세대수 76 60 191 252 67 39 304 96
평균세대
면적(㎡)

292.91 119 112 182.43 141.37 113.5 106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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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25 M26 M27 M28 M29 M30

준공년도 2002 2002 2005 1999 2003 2003

최고층수 30 21 15 26 39 20

세대수 540 365 112 152 294 91
평균세대
면적(㎡)

105.8 68.47 79.07 177.06 221.56 183.87

2.2 층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층수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구 분
열에너지 소비량 전기에너지 소비량

공동주택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상복합

중저층
(10층∼19층)

63.1 42.3 42.9 41.5

고층
(20층∼29층)

60.5 46.4 39.3 47.5

준초고층
(30층∼49층)

42.0 47.8 30.8 51.1

표 3. 층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단위 : kWh/ m2 · yr)

표 3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인동간격과 주변의 

층수가 높은 건물의 영향으로 고층으로 올라갈지라도 에

너지 소비량이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러나, 주상복합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고층일수록 열에

너지와 전기에너지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주상복합인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게 상가부 면적에

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설비부문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2.3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표 4와 같다.

구 분
열에너지 소비량 전기에너지 소비량

공동주택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상복합

60세대 이하 61.5 44.8 37.3 42.9

60세대∼90세대 54.7 47.8 39.1 51.4

90세대 이상 43.1 54.5 51.0 56.6

표 4.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단위 : kWh/ m2 · yr)

표 4에서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

었지만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상복합의 경우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에

너지와 전기에너지 사용량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주상복합인 경우 상가부 면적비의 증가에 따라 

일반 공동주택보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2.4 세대평균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세대평균면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다음 표 5와 같다.

구 분
열에너지 소비량 전기에너지 소비량

공동주택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상복합

84㎡이하 73.3 49.6 51.0 49.2

84㎡∼120㎡ 58.5 55.8 39.4 56.9

120㎡이상 53.0 50.2 33.3 54.5

표 5. 세대평균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단위 : kWh/ m2 · yr)

표 5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 모

두 세대평균면적이 증가 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

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공동주택은 세대면적증가에 따

라 공조부문면적이 비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상복합의 경우 세대평균면적의 증가에 따라 

공조면적의 증가를 초래하며 상가부의 영향으로 열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대면적 84㎡∼120㎡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

유는 용적률에 따라 단위 면적당 소비 에너지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층수, 

세대수 및 세대평균면적 등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을 분석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층수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인동간격과 주변 건물의 영향으로 고층일수록 열에너

지,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상

복합의 경우 반대로 고층일수록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상가부 소비 에너지

와 설비부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대수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지만 전

기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상복합의 경우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에너

지와 전기에너지 사용량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상

가부 소비 에너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3) 세대평균면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은 공동주택의 경

우 면적증가에 따라 공조면적이 비례하지 않아 열에너지

와 전기에너지 모두 세대평균면적이 증가 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상복합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세대평균면적의 증가는 공조면적의 증가와 상가부 에너

지 소비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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