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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에 지소비량 실태조사 

 이  상  헌†, 박  진  철*, 이  언  구*, 조  균  형**

앙 학교 학원 건축공학과, * 앙 학교 건축학부, **수원 학교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Energy Consumption for the Apartment Houses 

Sang Heon Lee†, Jin Chul Park*, Eon Ku Rhee*, Kyun Hyong Cho**

Department of Architectur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mg-Ang University, Seoul, Korea
*School of Architec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156-756,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uwon University, Hwaseong, 445-745,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ectric energy consumption for about 1500 

households of apartment houses by floor, open air contact, orientation, complex type and 

household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By floor,  The characteristic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was increased in the order of middle floor < lowest floor < 

highest floor. 2) By open air contact, The type of 3 sides consumed electric energy more than 

the type of 2 sides. 3) By orientation, The characteristic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was 

increased in the order of SW < SE < S < E. 4) The tower type consumed electric energy 

more than the flat type. 5) Energy consumption decreased with the increasing of household 

area.

Key words: Apartment houses(공동주택), Energy consumption(에 지소비량), Electricity( 력),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에 지소비특성)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세계정세에 따라 유가 등 등의 이유로 

에 지 수 이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에

지 해외 의존도는 95%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의 력소비는 최근 

10년간 60%넘게 증가하고 세계8 의 력소비국

이 되면서 블랙아웃에 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력에 지 소비분포를 살펴보

면 산업부문에서 약 50%, 상업용 30%, 가정용으

로 약 20%정도가 사용된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축물은 체 건축

물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Corresponding author 

  Tel.: +82-2-823-2221; fax: +82-2-812-4150

  E-mail address: duty000@nate.com

비율은 7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건물부문의 에 지소비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에서의 에 지 약은 매우 요하게 다루고 있

다. 특히, 최근 여름철 공동주택에서 냉방수요의  

증은 력사용을 한층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남부지방의 공동주택을 

상으로 에 지 소비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

동주택에서의 에 지소비요소와 소비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공동주택의 

에 지 약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국내 남부지방을 상으로 공동주택

의 에 지소비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세부

진행방법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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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에 지소비 요소를 선정하 다.

둘째, 실태조사 상 공동주택에서의 에 지소

비특성을 도출하고 특히, 력에 지 소비량 데

이터를 분석하 다.

2. 공동주택의 에 지소비요소 선정

선행연구를 통한 공동주택의 에 지 소비특성

은 다음과 같다. 즉, Yoon et al(1)의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층, 향, 세 치(측, 간)에 따른 열

부하 특성 분석을 실시하 다. Park et al(2)은 공

동주의 향, 주동유형, 주동평면형식, 층, 외기면 

개방유형, 평면 면부 개방율에 따른 기에

지 소비특성분석을 하 다. Son(3)의 연구에서는 

냉·난방부하 측식을 개발하기 해 건축계획요

소로 평형, 층수, 세 조합, 향, 발코니형태, 장단

변비 등을 사용하 다. Lee(4)는 지면 , 건축면

, 연면 , 세 수, 주동형태, 층수, 공 면 , 

용률, 구조, 매매가, 경과년도 , 용 률, 건폐

율, 호수 도에 따른 에 지소비실태를 분석하

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세 별 에 지 소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층, 외기 합면, 향, 주동유

형, 세 면 을 선정하 다.

3. 공동주택의 에 지소비 실태조사 

3.1 개요

Item A B C

Location Daegu Gwangju Gwangju

Completion 2003 2009 2009

Floor 

Level
22 15 25

Block 12 7 12

Households 861 214 427

Household 

Area(㎡)
102∼221 142, 172 119

Orientation
S, SE, 

SW, E
S, SW SE, SW

Complex 

Type
Flat Flat Tower

Table 1 Summary of Apartments Surveyed

실태조사 단지는 2000년 이후 공된 단지로서 

남부지방의 3개단지, 1502세 를 조사하 다. 표

본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필터링을 실시하

다. 월별 력에 지소비량  1개월 이상 락

값이 있는 세 , 최고값과 최소값을 갖는 세 , 

평균 에 지 소비량의 10%이하의 값을 갖는 세

는 제외하 다(Table 1 참조).  

3.3 에 지소비 실태조사

공동주택의 에 지소비 실태조사는 2012년 1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소비된 1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공동주택에서의 에 지는 력소비

량으로 한정하 고 특히, 공용부문을 제외한 세

별 소비량을 단 면 당(㎡)으로 분석하 다.  

3.3.1 층별 에 지 소비특성 

층별에 따른 에 지 소비특성은 Table 2와 같

다.

Item
Electric Use per unit area 

(kWh/m2·yr)

Highest 

Floor
38.2

Middle 

Floor
32.2

Lowest 

Floor
35.1

Table 2 Analy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Floor

간층 < 최하층 < 최상층 순으로 최상층이 

가장 력에 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최상층의 경우 여름철 태양의 높은 남

고도에 의해 지붕으로 유입되는 직달일사의 직

인 향을 받아 냉방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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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외기 합면에 따른 에 지 소비특성 

Item
Electric Use per unit area 

(kWh/m2·yr)

2 Sides 29.9

3 Sides 31.9

Table 3 Analy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Open Air Contact

Table 3에서와 같이  외기 합면이 3면인 세

의 력에 지 소비량이 2면인 세 보다 6.7% 더 

많은 에 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외기 합면이 증가하

게 되면 그에 따른 외피면 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내·외 온도차, 일사취득  일조시간의 증가 등

과 같은 외기의 향을 더 많이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조시간은 외피 합면이 3면인 경

우 주향은 2면인 세 와 같은 향을 갖게 되지만 

2면과 다르게 외벽에서도 일사의 향을 받는 것

으로 악되었다. 

3.3.3 향에 따른 에 지 소비특성

Item
Electric Use per unit area 

(kWh/m2·yr)

S 33.3

SE 28.7

SW 32.0

E 38.4

Table 4 Analy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Orientation

Table 4에서와 같이 향에 따른 력에 지 소

비량은 남동 < 남서 < 남 < 동향 순으로 남쪽

을 면하고 있는 세 보다 동향을 갖고 있는 세

에서 력에 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름철 높은 태양고도에 따라 상 으로 

남쪽을 면하는 세 의 내부로 유입되는 태양 입

사량은 은 반면, 동측의 고도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 내 냉방부하가 증가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되었다. 

3.3.4 주동유형에 따른 에 지 소비특성 

Item
Electric Use per unit area 

(kWh/m2·yr)

Flat Type 29.9

Tower Type 33.8

Table 5 Analy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Complex Type

Table 5와 같이 탑상형이 상형보다 력에

지를 13%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형의 경우 모든 세 가 맞통풍이 가

능하지만 탑상형의 경우 세 의 치에 따라   

공기가 외부로 유출이 용이하지 않아 냉방부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단되었다.

3.3.5 세 면 에 따른 에 지 소비특성 

Item

Electrical 

Household Use 

(kWh/m2·yr)

Electrical Use 

per unit area 

(kWh/m2·yr)

Under 140㎡ 3797.9 31.6

140㎡-180㎡ 5187.9 31.5

Excess 180㎡ 5372.4 26.1

Table 6  Analy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Household Area

Table 6과 같이 세 면 이 증가할수록 세 당 

력에 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80

㎡ 과인 세 가 140㎡ 미만인 세 보다 력에

지를 21.1%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면 이 증가할수록 단 면 당 력에

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이는 단 면 당 실내발

열 도의 차이가 세 면 이 증가할수록 낮아지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 결론

2000년 이후 공된 남부지방 공동주택 단지의 

1502세 를 상으로 층, 외기 합면, 향, 주동유

형, 세 면 에 따른 에 지소비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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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에 따른 에 지 소비는 간층 < 최하층 

< 최상층 순으로 최상층이 가장 력에 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층의 

경우 여름철 태양의 높은 남 고도에 의해 지붕

으로 유입되는 직달일사의 직 인 향을 받아 

냉방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2) 외기 합면이 3면인 세 의 력에 지 소

비량이 2면인 세 보다 더 많은 에 지를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외

기 합면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외피면

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내·외 온도차, 일사취득  

일조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외기의 향을 더 많

이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3) 향에 따른 력에 지 소비량은 남쪽을 면

하고 있는 세 보다 동향을 갖고 있는 세 에서 

력에 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름철 높은 태양고도에 따라 상 으

로 남쪽을 면하는 세 의 내부로 유입되는 태양 

입사량은 은 반면 동측의 고도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 내 냉방부하가 증가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되었다. 

4) 주동유형에 따라서는 탑상형이 상형보다 

력에 지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상형의 경우 모든 세 가 맞통풍이 가능하

지만 탑상형의 경우 세 의 치에 따라 공기가 

외부로 유출이 용이하지 않아 냉방부하의  증가

를 가져온 것으로 단되었다.

5) 세 면 이 증가할수록 세 당 력에 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80㎡ 과세

가 140㎡ 미만세 보다 약 21.1% 더 소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면 이 증가할수록 단 면

당 력에 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이는 단

면 당 실내발열 도의 차이가 세 면 이 증가

할수록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 2011-001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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