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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changes in building energy according to IPCC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suggested countermeasures. The heating energy of buildings tended to de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outside temperature. On the other hand, both cooling energy and latent 

heat energy increased rapidly. In order to cope with this, external air conditioner reinforcement 

and enthalpy control were applied to buildings and solar power generation. Heating energy was 

further reduced and cooling energy was reduced by up to 32%. When the air cooling system 

with enthalpy control was introduced, the cooling energy and latent heat energy were reduced at 

the same time, and the average saving rate was over 25%. In the case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t is not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scenario, but it is thought to be accompanied 

by research on weather change.

주요어 : 기후변화, 단열 보강, 외기냉방, 태양광발전, 트랜시스

Keywords: Climate Change, Heat Insulation Reinforcement, Air-side Economizer, PV, TRNSYS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는 자연적 요인과 인간의 활동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태양광선을 가두고 복사 강제를 일으켜 지구의 온난화를 초

래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이하 IPCC)에 따르면 1850년대 이래 지구 온난화는 심화되어 왔고 그에 따른 기후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PCC는 경제 및 인구의 증가가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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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중 하나이고 그로 인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의 기후변화 속도로 볼 때 2100년 이후에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해 인간이 직면할 주

요 위험 분류에 따르면 에너지 시스템 관련 도시 위험과 주거 관련 도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양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Synthesis Report, IPCC, 2014).

오늘날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에너지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에너지 총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약 1,200개에 달하는 건축물의 냉난방, 조명, 취사 등에 사용한 에너지소비량을 

통계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가 전력화되었고 2004년에 비해 약 15% 이상 전력사

용이 증가하였다(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8). 국내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는 

현재 연간 에너지 총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의 대형화에 의한 동력 요

구 증가와 냉난방 및 조명 요구의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Yun, 2015). 국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제도 등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에너지 자급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을 생성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와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물

이 향후 직면할 에너지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Figure 1. Flow Chart for Study 

전체 연구 프로세스는 Figure 1에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기상 데

이터는 IPCC에서 발표한 세계 기후변화 추이와 미국 럿거스대학교의 비영리 연구소인 지구

정책연구소 EPI (Earth Policy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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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까운 미래(2046-2065

년) 시나리오, 먼 미래(2081-2100년) 시나리오 총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상 데이터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TRNSYS에서 사용한 기상 데이터는 EPW (EnergyPlus Weather) 

포맷이며 RCPs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통해 예측되는 기온변화와 

습도변화 추이를 기존 Dry bulb Temperature 항목과 Percent Relative Humidity 항목에 적용

하였다. 레퍼런스 파일(*.epw)은 텍스트로 작성되어 아래 Figure 2와 같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Microsoft 사의 Excel을 통해 Figure 3과 같이 쉼표 구분 파일(*.csv)로 접근하고 데이

터값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기상 데이터는 TRNSYS의 Type15-3에 링크할 수 있도록 .epw 

형식으로 재변환하였다. 

Figure 2. *epw File format 

Figure 3. *csv File format 

연구에 필요한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해석 툴인 TRNSYS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TRNSYS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건축물의 정보를 갖고 있는 모

듈과의 열에너지 계산에 의해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동적 시뮬레이션 

툴이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

고 그 효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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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연구에 앞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

해 국내외에서 선행된 연구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Chai et al. (2019)는 TRNSYS를 사용하여 기후변화가 Net-zero energy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세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는 2020년부터 2080

년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 수로 

평가하였다. 중국의 쿤밍과 베이징의 기후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하이와 홍콩의 기후에서는 중간 정도, 하얼빈 기후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다. 

Gursel and Meral (2019)은 현재 기후를 기준으로 2060년에 예측되는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

여 기후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기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벽체, 

창, 환기 등에 의해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난방에너

지 요구는 감소하였으나 냉방에너지 요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 기술하였다. Zhai 

and Helman (2019)은 다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델에 따르면 밀집된 도심형 건축물에 대

한 영향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미래에는 약 10%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주

거용 건축물의 피크 요구는 약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Zhao et al. (2017)은 

과거의 기상 데이터에 비해 최근 기상 데이터는 기온 데이터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과

거보다 CDD26의 일수가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상하이의 기준 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건축물의 외피 단열성능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파라미

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ild et al. (2015)은 태양광발전의 출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는 전일사량과 외기온도 장기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몇몇 국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온이 상승하고 일사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발전의 출력이 향후

에는 10년마다 약 1%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는 현재의 건축물 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났고 그

로 인해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건축물의 냉방에너지 요구량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

지의 요구량 변화, 특히 냉방에너지와 함께 요구되는 잠열에너지양의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미래 기후에서 총 에너지 요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뮬레이션 레퍼런스 모델 

레퍼런스 건축물 상세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건축물 모델은 3D 모델링 툴인 스케치업으로 제작하였다. 입체 뷰는 아

래 Figure 4와 같다. Figure 4의 (b)는 미국 에너지부의 표준 Midrise Apartment 모델이며 해당 

모델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레퍼런스 건축물은 (a)와 같다.  

레퍼런스 건축물은 오피스텔형 구조이다. 1층은 공용부로 가정하였고 5층 형태이다.  건축물

의 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권장사항 제7조 1. 배치계획에 따라 남향으로 하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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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측의 창은 배제하였다(Korea Energy Agency Building Energy 

Office Green Building Center, MLIT, 2018). 레퍼런스 건축물은 연면적  1,280 m2이며 층당 최

대수용 가능 세대는 4세대이다. 한 세대당 평균 사용면적은 약 26평이다. 건축물의 남향 경사면

에는 총 16개의 창을 배치하였고 약 16%의 창면적비(Window-to-Wall Ratio, WWR)를 갖는다. 

벽체는 구조에 따라 외벽, 내벽, 천장, 외부환경요인에 접한 천장(옥상), 외부환경요인에 접한 바닥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하였다. 창은 단열성이 우수한 Low-E (Low-Emissivity) 

복층 창을 사용하였다. 상세는 아래 Table 1과 같다. 건축물의 지리적 위치는 서울특별시로 선정하

였고 중부2지역으로 구분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Table 2는 

레퍼런스 건축물 벽체의 부위별 재료 구성을 정리한 표이다.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기계 부문 냉난방 공조설비 용량산정 기준 설정온도 난방 20℃, 냉방 26℃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내부환경 유지조건은 아래 Table 3과 같다. 냉난방과 가전기기, 발열 등의 스케쥴은 국민 

생활시간 총 조사 및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Yoo and Kim, 2011).

2018년 12월 기준 국내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이 전체의 64%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주거용 건축물은 약 45만 동으로 경기와 경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a) Simulation Reference (b) DOE Reference

Figure 4. Simulation Reference Building

Table 1. Specification of Walls and Windows 

Type Total Width [m] U-value [W/m2K]

Exterior 0.382 0.170

Interior 0.123 0.360

Rooftop 0.408 0.150

Ceiling 0.252 0.220

Floor 0.415 0.170

Type Model U-value [W/m2K] /g-value (SHGC)

Windows GU_SunGuard 2glazings 1.0 /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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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Wall layers

Construction Type Material Type Thickness [m]

Exterior Wall PlasterBoard/ FBRGLS ASHRAE/ WD SIDN ASHRAE 0.012/ 0.170/ 0.200

Interior Wall PlasterBoard/ FBRGLS ASHRAE/ PlasterBoard 0.012/ 0.098/ 0.013

External Roof PlasterBoard/ FBRGLS ASHRAE/ RFDCK ASHRAE 0.010/ 0.200/ 0.198

Adjacent Ceiling Concrete Slab/ FBRGLS ASHRAE 0.080/ 0.172

Ground Floor Concrete Slab/ FBRGLS ASHRAE/ RFDCK ASHRAE 0.120/ 0.195/ 0.100

Table 3. Thermal Environments in Reference Building

Type Specification

Heating
Set temperature : 20℃

(Schedule : Occupancy)

Cooling

Set temperature : 26℃, 

Relative Humidity 50% maintenance 

(Schedule : Occupancy)

Gain

Lighting : 0.01 kWh/m2

(Schedule : Occupancy)

People : 0.007 kWh/m2

(Schedule : Occupancy)

Appliance : 0.01 kWh/m2

(Schedule : appliance)

Schedule

<occupancy>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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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의 일환으로 2025년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추

진하고 있다. 본 레퍼런스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에 대해 에너지 생산으로 보상하기 

위해 옥상에 주택형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양광 발전은 건축물 옥상

에 정남향 30도 각으로 설치하였다. 공동주택의 옥상에 1 kW당 2평 가용하게 하여 12평의 면

적에 300 W 모듈 20개를 사용하여 6 kW의 용량으로 설치하였다. 적용한 태양광 모듈의 상세

는 아래 Table 4와 같다(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8).

레퍼런스 건축물 모델에 대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에너지 요구

의 비중은 난방(88%), 제습(10%), 냉방(2%) 순이고 현열량이 약 90%, 잠열량이 약 10%를 

차지하였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의 연간 총 발전량은 건축물 에너지 요구의 약 

8.2%를 보상할 수 있는 양이다.

Table 4. Specification of PV Module 

Category Specification

short-circuit current [A]   8.74

open-circuit voltage [V] 45.14

Voltage at max power point [V] 37.01

Current at max power point [A]   8.12

Temperature coefficient of Isc [A/℃] +0.03

Temperature coefficient of Voc [V/℃] -0.28

The number of cells 72

Array slope [°] 30

Table 5. Reference Building Annual Demand

Annual Energy Demand [kWh/m2]

Weather Data
Sensible Energy Latent Energy

Total Demand
Heating Cooling Dehumidification

Present

12.599 0.21 1.49 14.30 

Annual Power Generation [kWh/m2]

4.731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IPCC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간의 대응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Table 6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CP2.6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로 제한했

을 경우로 2100년까지의 기온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RCP8.0은 규

제 강화 없이 현재 배출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를 가정한 위험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IPCC는 RCP4.5와 RCP6.0은 두 극단적 시나리오의 

중간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RCP2.6을 인류가 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제시

하였다(IPCC, 2014). Table 7의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Table 8의 서울특별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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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별 기후 상세를 작성하였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기상청, 미국 예일대 연구진

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상대습도 변화는 외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0.6%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Katharine et al., 2007).

Table 6. Climate Change Scenario Description

Scenario Description

RCP2.6 When the Earth itself can recover the effects of human activities

RCP4.5 When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considerably

RCP6.0 When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normally

RCP8.5 GHG emissions due to current trend (without reduction)

Table 7. Outdoor Air change Prediction aco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

Scenario
2046-2065 2081-2100

Mean Range Mean Range

RCP2.6
T[℃] 1.0 0.4-1.6 1.0 0.3-1.7

H[%] 6 2.4-9.6 6 1.8-10.2

RCP4.5
T[℃] 1.4 0.9-2.0 1.8 1.1-2.6

H[%] 8.4 5.4-12 10.8 6.6-15.6

RCP6.0
T[℃] 1.3 0.8-1.8 2.2 1.4-3.1

H[%] 7.8 4.8-10.8 13.2 6.4-18.6

RCP8.5
T[℃] 2.0 1.4-2.6 3.7 2.6-4.8

H[%] 12 8.4-15.6 22.2 15.6-28.8

Table 8. Specific .epw Weather Data acc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 in Seoul

Scenario

2046-2065 2081-2100

Average

Temperature [℃]

Average

Relative Humidity [%]

Average

Temperature [℃]

Average

Relative Humidity [%]

RCP2.6 13.74 66.33 13.74 66.33

RCP4.5 14.14 68.67 14.54 70.96

RCP6.0 14.04 68.09 14.94 73.18

RCP8.5 14.74 72.08 16.44 80.71

아래 Table 9와 Table 10은 각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외기온도와 상대습도의 

월별 예측값을 정리한 표이다. 기존 서울특별시 표준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1월의 외기온도는 

평균 영하 2.5도로 나타났다. RCP 시나리오 적용 시 가까운 미래의 RCP2.6의 경우 약 1도, 

먼 미래의 RCP8.5의 경우는 약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

특별시 표준기상 데이터의 상대습도 값은 가까운 미래 RCP2.6 적용 시 약 6%, 먼 미래 

RCP8.5 적용 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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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ediction of Monthly Outdoor Dry bulb Temperature aco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

Month
Present 2046-2065 2081-2100

- RCP2.6 RCP4.5 RCP6.0 RCP8.5 RCP2.6 RCP4.5 RCP6.0 RCP8.5

1 -2.5 -1.5 -1.1 -1.2 -0.5 -1.5 -0.7 -0.3 1.2 

2 1.2 2.2 2.6 2.5 3.2 2.2 3.0 3.4 4.9 

3 6.0 7.0 7.4 7.3 8.0 7.0 7.8 8.2 9.7 

4 11.6 12.6 13.0 12.9 13.6 12.6 13.4 13.8 15.3 

5 17.7 18.7 19.1 19.0 19.7 18.7 19.5 19.9 21.4 

6 22.5 23.5 23.9 23.8 24.5 23.5 24.3 24.7 26.2 

7 24.2 25.2 25.6 25.5 26.2 25.2 26.0 26.4 27.9 

8 25.8 26.8 27.2 27.1 27.8 26.8 27.6 28.0 29.5 

9 21.8 22.8 23.2 23.1 23.8 22.8 23.6 24.0 25.5 

10 14.6 15.6 16.0 15.9 16.6 15.6 16.4 16.8 18.3 

11 8.4 9.4 9.8 9.7 10.4 9.4 10.2 10.6 12.1 

12 1.1 2.1 2.5 2.4 3.1 2.1 2.9 3.3 4.8 

Table 10. Prediction of Monthly Outdoor Relative Humidity Ratio aco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

Month
Present 2046-2065 2081-2100

- RCP2.6 RCP4.5 RCP6.0 RCP8.5 RCP2.6 RCP4.5 RCP6.0 RCP8.5

1 52.3 58.3 60.7 60.1 64.3 58.3 63.1 65.5 74.2 

2 54.9 60.9 63.3 62.7 66.9 60.9 65.7 68.0 76.2 

3 52.2 58.2 60.6 60.0 64.1 58.2 62.9 65.2 73.1 

4 54.6 60.5 62.9 62.3 66.3 60.5 65.2 67.5 75.6 

5 58.0 64.0 66.3 65.7 69.6 64.0 68.5 70.7 78.4 

6 65.8 71.7 74.0 73.4 77.3 71.7 76.2 78.4 85.6 

7 74.8 80.8 82.9 82.4 85.9 80.8 84.9 86.8 92.3 

8 74.2 80.2 82.6 82.0 85.8 80.2 84.8 86.8 92.6 

9 62.6 68.6 71.0 70.4 74.4 68.6 73.3 75.4 82.7 

10 60.9 66.9 69.3 68.7 72.8 66.9 71.6 73.9 81.6 

11 57.3 63.3 65.7 65.1 69.3 63.3 68.1 70.5 78.6 

12 55.9 61.9 64.3 63.7 67.8 61.9 66.6 68.9 77.1 

시뮬레이션 모델링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수행하였다. 기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Type15-3은 Dry bulb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Solar Radiation 등 약 30개의 변수

를 Type56으로 전달한다. 건축물 정보를 갖고 있는 Type56에서 전달 받은 외기조건과 건축

물의 공조구역 면적, 실내온도 유지조건, 단열조건 등이 열 전달 알고리즘에 의해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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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구량으로 계산되고 Type24(Integrator)와 Type25c에 의해 결과를 출력한다. 태

양광 모듈은 마찬가지로 Type 15-3에서 외기조건을 전달받아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을 적용한 Type190에서 출력량을 계산하고 Type24와 Type25c에 의해 결

과를 출력한다. 

TRNSYS의 외기도입 엔탈피 제어는 Type684 Air-side Economizer를 사용하였다. Type684

는 건축물로 유입되는 외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이며 냉방 시에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

다. 외기온습도와 공조구역 내부의 온습도에 따라 엔탈비를 계산하고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의 

엔탈피보다 클 때는 실내 유입량을 최소화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 최대로 한다. 아래 파란색의 

굵은 선은 외기를 급기하는 측이고 붉은색의 굵은선은 실내공기를 뜻한다. Type112를 활용하

여 각 공기를 급기하고 Type684에서 각각의 엔탈피를 비교한다. 전체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아래 Figure 5와 같다.

Figure 5. TRNSYS Simulation Model

시뮬레이션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레퍼런스 건축물 에너지 요구

IPCC 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의 변화는 Table 11과 같

다. 먼저, 건축물의 난방에 요구되는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온상승

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2081-2100년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에는 현재의 약 

76%의 난방에너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겨울철 외기온도와 

실내온도의 차가 줄어들면서 열 손실이 줄고 그에 비례하여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태계의 변화를 배제하고 에너지 요구의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기온상승은 

난방에너지 요구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ing Building Energy Demand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Climate in the Future

466 ∙ Journal of KIAEBS Vol. 13, No. 6, 2019

Table 11. Demand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Category

Annual Energy Demand [kWh/m2]

Sensible Energy [kWh/m2] Latent Energy [kWh/m2] Total Demand 

[kWh/m2]Heating Cooling Dehumidification

Present 12.60 0.21 1.49 14.30 

2046-

2065
RCPs

2.6 11.73 0.32 2.08 14.13 

4.5 11.39 0.38 2.33 14.10 

6.0 11.48 0.36 2.27 14.11 

8.5 10.90 0.47 2.72 14.09 

2081-

2100
RCPs

2.6 11.73 0.32 2.08 14.13 

4.5 11.07 0.44 2.59 14.09 

6.0 10.74 0.50 2.85 14.10 

8.5 9.60 0.80 3.86 14.26 

반면에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에너지 요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냉방에 요구

되는 에너지는 레퍼런스 빌딩 연간 총 요구량의 약 2%를 차지한 데 반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

리오 적용 시 많게는 약 3배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에 최대로 대응하는 시나리오인 RCP2.6을 

적용할 시 냉방에너지는 가까운 미래에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CP8.5 시나리

오를 적용할 시에 2.2배에서 3.8배의 냉방에너지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여름철 피크 요구관

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발전기 또는 선로 과부하에 따른 대규모 정

전(Blackout)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잠열에너지 요구는 냉방에너지 요구의 증가 추세와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는 기온이 상승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에 따르면 목욕탕과 수영장을 제외하고 실내 냉방 시 약 50%의 

상대습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시 제습에 필요한 에너지

가 증가하게 되면서 잠열에너지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잠열에너지 요구는 적

게는 1.4배에서 많게는 약 2.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레퍼런스 건축물의 연간 전체 에너지 요구량의 경우 냉방에너지와 잠열에너

지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겨울철 열손실의 감소로 인해 난

방에너지 요구량의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현재의 요구량에 비해 감소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태양광발전은 모듈의 표면온도와 태양일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태양광발전 모듈은 동

작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마다 효율이 저하되며 전일사량이 적은 흐

린 날에 효율이 좋지 않다. 태양광발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아래 Table 12와 같이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8가지를 적용한 결과 연간 발전량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 경우를 제외

하고 외기온도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늦가을과 겨울에 기온이 높아지면

서 발전효율이 높아지고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Table 13과 같이 태양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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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의 표면온도 25℃를 만족하는 시간 수가 가장 많은 먼 미래의 RCP8.5를 적용할 때 가장 많

은 발전량을 보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IPCC 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같이 가까운 미

래의 RCP6.0의 경우는 먼 미래의 RCP6.0과는 달리 RCP4.5에 비해 기후의 변화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만족하는 시간 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he amount of Annual PV Generation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Category The amount of Annual PV Generation [kWh/m2]

Present 4.731 

2046-

2065
RCPs

2.6 4.741 

4.5 4.751 

6.0 4.749 

8.5 4.767 

2081-

2100
RCPs

2.6 4.708 

4.5 4.729 

6.0 4.740 

8.5 4.780 

Table 13. The amount of Annual PV Generation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Category
The number of hours satisfied with Array Operating 

Temperature Range (24℃-25℃)

Present 279

2046-

2065
RCPs

2.6 303

4.5 307

6.0 303

8.5 308

2081-

2100
RCPs

2.6 303

4.5 317

6.0 318

8.5 344

레퍼런스건축물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건축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패시브 요소)을 개선하

고 적절한 공조설비 채택 및 건축물용 신재생에너지발전(액티브 요소) 등이 있다. 시뮬레이

션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은 냉방에너지와 잠열에너지의 급격한 증

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단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외피의 단열성능 강화

건축물의 단열은 건축물 내벽에 단열재를 보강하는 내단열 공법과 외부에 보강하는 외단

열 공법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단열에 비해 외단열이 냉난방에너지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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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더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2014). 외단열 공법을 적용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난방에너지는 감소폭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냉방에너지 또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외단열을 10%, 20% 보강할 때 기존 대비 냉방에너지와 잠열

에너지 요구의 저감량을 산출하였다. 단열성능은 Table 14와 같이 건축물 외피의 열관류율

(U-value)을 조정하여 강화하였다. 창의 경우 일사에너지 전달계수인 g-value의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Table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열을 보강하

면 냉방에너지가 20%에서 많게는 32%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단열보강이 잠

열에너지 요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Figure 6은 단열보강에 따

른 냉방에너지와 잠열에너지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Table 14. Specification of Walls and Windows 

Case 1    10% Reinforced Total Width [m] U-value [W/m2K]

Exterior 0.415 0.152

Interior 0.123 0.360

Rooftop 0.438 0.135

Ceiling 0.272 0.198

Floor 0.440 0.154

Case 2    20% Reinforced Total Width [m] U-value [W/m2K]

Exterior 0.442 0.135

Interior 0.123 0.360

Rooftop 0.510 0.121

Ceiling 0.295 0.178

Floor 0.470 0.138

Table 15. The amount of Annual Energy Demand according to Reinforce Heat Insulation

Category Annual Energy Demand [kWh/m2]

Method Period Ratio RCPs Cooling Dehumidification

Heat Insulation 

Reinforcement

2046-2065

10%

2.6 0.222 2.08 

4.5 0.263 2.34 

6.0 0.252 2.27 

8.5 0.333 2.73 

20%

2.6 0.241 2.02 

4.5 0.283 2.27 

6.0 0.272 2.21 

8.5 0.357 2.66 

2081-2100

10%

2.6 0.222 2.08 

4.5 0.308 2.60 

6.0 0.360 2.86 

8.5 0.608 3.88 

20%

2.6 0.241 2.02 

4.5 0.331 2.53 

6.0 0.385 2.79 

8.5 0.64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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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end Line of Cooling and Latent Energy according to Insulation reinforcement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일사의 투과율이 낮은 창을 요구하고 열 전달계수가 

낮은 창틀을 설치하는 것도 냉방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외기도입 냉방 엔탈피 제어(Air-side Economizer)

냉방에너지 절감에 적절한 공조는 여름철 실내온도보다 낮은 외기를 도입하여 공조기의 

운전 없이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잠열에너지 요구에 대한 대

응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잠열에너지는 내부 상대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며 

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는 겨울철 차가운 외기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난방에너지 소

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지만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에 여름철에 문제점이 생길 것으

로 보인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데워진 외기는 실내로 유입되었을 때 냉방에너지 요구을 증가

시키고 상대습도가 높아진 외기 유입 시에는 실내 쾌적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외기유입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외기도입 시에 실내외의 현열량과 잠열량

의 총합을 비교하여 외기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도 외기 도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엔탈피 제어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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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amount of Annual Demand according to apply the Air-side Economizer

Method RCP  Energy Savings [kWh/m2]

Air-side Economizer 

(Enthalpy Control)

2046-2065

2.6 0.609 

4.5 0.767 

6.0 0.833 

8.5 0.816 

2081-2100

2.6 0.931 

4.5 0.767 

6.0 0.898 

8.5 0.963 

Figure 7. Trend Line of Cooling and Latent Energy according to apply Air-side Economizer

외기도입 냉방시스템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은 Table 16과 같다. Figure 7은 외기냉방

시스템 적용에 따른 효과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레퍼런스 건축물에 적용 시 약 26%의 

냉방 및 잠열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

도 요구를 2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잠열에너지양도 고

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 대비하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작한 신규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요구 변화와 태양광발전 출력 변화를 검토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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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 난방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외기온도 상승으로 인해 건축물 내부의 열손실이 

줄어들면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미래의 RCP8.5 시나리오를 적용 시 

난방에너지 요구는 약 23%까지 줄었다. 여름철 냉방에너지는 반대로 외기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먼 미래의 RCP8.5 시나리오 적용 시 3.8배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냉방에너지 증가에 따른 요구관리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방

에너지 증가와 함께 잠열에너지 요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기온상승에 따른 외기 

습도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공조설비를 도입하여 미래의 냉방에너지와 

잠열에너지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태양광발전의 에너지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적은 겨울철에 기

온이 상승하면서 태양광 모듈의 동작온도 범위를 만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상

변화에 따른 연간 발전효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외단열을 적절히 보강하면 난방에너지는 더욱 큰 감소폭을 보이고 외단열을 약 20% 보

강할 때 냉방에너지는 최대 3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냉방에너지와 잠열에너지는 외기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엔탈피 제어를 통해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시 평균 25% 이상의 절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발전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태양광발전 모듈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높아지

고 단위면적당 설치 가능 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후변화

에 따른 기상변화가 동반될 수 있어 기상예측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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