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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the zero-energy building mandatory in phases from 

January 2020 starting with public buildings and is pushing for beyond building units to district 

unit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et of the energy independence rate for zero energy of the 

Guri-Galmae Station District and Seongnam-Bokjeong 1 Distric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district-level zero energy pilot project, can be m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the Guri-Galmae Station District, the sunlight condition is excellent, so that the energy 

independence rate from buildings could be secured to 18.33%. If the public land secured an 

additional 2%, the energy independence rate of the district could meet more than 20%. In the 

case of Seongnam-Bokjeong 1 District, it was analyzed that it can secure 16.64% from buildings 

due to the adverse condition of sunlight due to the Yeongjang mountain on the south side of the 

district. Therefore, an additional 4% energy independence rate from the public land is required 

to satisfy the district’s energy independence rate of more than 20%. To build zero-energy in 

urban and district units, government policies and incentive systems should be in place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주요어 :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태양광

Keywords: Zero energy building, Energy independence rate, District unit, Zero energy 
demonstration project, Photovoltaic

서 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대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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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8.1%에서 32.7%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6조

에 의거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의 단계적 의

무화 로드맵을 개편하였다. 2020년 연면적 1,000 ㎡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25년

부터는 500 ㎡ 이상의 공공건축물, 1,000 ㎡ 이상의 민간건축물을 거쳐 2030년에는 연면적 

500 ㎡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화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

는 2019년 06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건물단위를 넘어 도시단

위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서울에너지 드림센

터, 아산시 중앙도서관, 행복도시 1-1생활권, 충남 정산중학교, 송도 힐스테이트레이크,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기도 신청사 제로에너지빌딩 등 건물 및 단지단위의 제로에너

지건축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구 및 도시단위의 제로에너지 확산을 위해 구리시 갈

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으로 지구단위의 제로에너

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구단위 모델의 시범사업 성과는 향후 3기 신도시, 행복

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인 구리시 갈

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옥상 및 입면에 태양광 설치 시, 지구단

위 내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자립률을 산출하고 전체 지구단위에서의 에너지자립률 충족 여

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사례 검토

건물단위

국내 최초 비주거 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허브는 에너지자립률 20.2%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달성하였다(Jeon et al., 

2018). 해당 건물에 적용된 주요 에너지절감 기술은 Pre-passive design을 통한 기후 순

응형 배치계획과 주풍향을 고려한 매스디자인 및 평면개선으로 실내에 자연에너지가 유

입되도록 계획하였고 혁신기술존과 창업존에 3~4층 규모의 친환경 아트리움을 조성하

였다. 고성능 단열재, 로이삼중유리, 수평 및 수직루버, 일사차폐성능이 우수한 유리가 적

용된 에너지저감형 스마트 외피계획 등의Passive design 계획을 통해 에너지요구량을 최

소화하였으며 , 고효율 설비와 동절기 아트리움 상부측 고임열을 재이용한 공조 급기로의 

적용, 심야전력을 활용한 UES 방식 적용 등의 Active design 계획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태양광 612.75 kWp, BIPV 13.44 kWp, 지열 2,931.96 kW, 연료전지 

5 kW로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23.44%를 적용하였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

브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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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chitectural overview of the 2nd Techno Valley Enterprise Support Hub in Pangyo

Division Content

Bird’s-eye view

Location of the site Site of the Second Techno Valley Public Support Facility in Pangyo

Zoning district Quasi-residential area (District unit planning area)

Site area 22,637.70 ㎡

Total floor area 78,802.08 ㎡ (Ground : 51,351.07 ㎡, Underground : 27,451.01 ㎡)

Floor area ratio 226.84%

The building-to-land ratio 49.70%

Building size B2F, 8F above ground (Highest height of 42.9 m)

Exterior material of building
Exterior wall : Aluminium sheet

Window : Low-e triple glazing

단지단위

경기도 신청사는 제로에너지빌딩 타운형(지구) 시범사업으로 도청, 도의회를 우선 대상으

로 교육청, 경기도서관 등으로 확대 개발하는 복합형 사업단지이다. 경기도 신청사 단일건축

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60.5%, BEMS Level 4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

인증 3등급을 취득하였으며, 경기융합타운은 모든 협정 입주기관이 최소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8% 이상, BEMS 적용 시 단지 전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경기도 신청사에 적용된 주요 에너지절감 기술은 창면

적비 최적화, 고효율 단열재 및 창호 적용, SHGC 0.2 이하의 유리적용 등 Passive design 계

획을 통해 에너지요구량을 원안대비 23.4% 저감(90.3 kWh/ ㎡‧yr → 69.1 kWh/ ㎡‧yr)하였

고, 냉·난방설비 용량 및 반송동력 최적화, 공조기 전열교환기 추가, 조명밀도 4.13 W/ ㎡ 최

적화 등 Active design 계획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켰다. 또한 태양광 PV 2,180.8 kWp, 

지열 4,998.6 kW 적용으로 에너지자립률 60.5%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등급을 취

득하였다. 경기도 신청사의 개요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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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chitectural overview of the City Hall in Gyeonggi-do

Division Content

Bird’s-eye view

Location of the site 4 block in Gwanggyo New Town, Suwon, Gyeonggi-do

Site area 89,209 ㎡ (Building site)

Total floor area 147,904.13 ㎡

Building usage Head office, Parliament, Integrated parking lot, Dispersal facility

Building size B4F, 22F above ground

지구단위 에너지자립률 검토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

지원 중 태양광을 대상으로 일조 검토를 통해 건물 옥상에 최대한 설치하여 지구단위 내 전체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달성 가능 여부를 분석하였다.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

정1지구의 개요는 Figure 1, Figure 2와 같다. 

Figure 1. Overview of the Galmae station district, Gur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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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verview of the Bokjeong 1 district, Seongnam city

에너지자립률 산정 방법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의 

비율로 산정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2017; MOLIT, 2019a, 2019b, 2019c; MOLIT, 2020; MOTIE, 2020)

을 고려하여 Tables 3~4와 같이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였다. 

Table 3. Review of legal standards (Galmae station district, Guri city)

Division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Regulation for 

Energy Efficiency 

Rating and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Design Criteria 

for Green 

Buildings in 

Gyeonggi-do

Detached dwelling

Multi-unit dwelling ● ●
● (Partial 

Applicability)

Neighborhood facility ●

Mix-use building ● ● (Residential)

Commercial facility ●
● (Partial 

Applicability)

Educational facility

(Public facilities)
● ●

● (Partial 

Applicability)

Educational facility

(Private facilities)
●

Public building ● ●

Business facility ●
● (Partial 

Applicability)

Cultural facility ● ●

Religious facility ●

Urban supporting

facility
● ●

● (Partial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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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view of legal standards (Bokjeong 1 district, Seongnam city)

Division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Regulation for 

Energy Efficiency 

Rating and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Design Criteria 

for Green 

Buildings in 

Gyeonggi-do

Detached dwelling

Multi-unit dwelling ● ●
● (Partial 

Applicability)

Complex facility
● (Partial 

Applicability)
● ● (Residential)

Business facility ●
● (Partial 

Applicability)

Commercial facility ●
● (Partial 

Applicability)

Neighborhood facility ●

Educational facility
● (Partial 

Applicability)
●

Religious facility ●

Cultural facility ● ●

Social welfare facility

Urban supporting

facility
● ●

Dangerous goods

disposal facility

Communication 

facility
●

Electric installation

성남시 복정1지구의 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존치시

설인 점을 감안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기도 녹색

건축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Table 5와 같이 사례들을 검토하여 단위면적당 

평균 설비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Table 5. Case study on the rate of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Gyeonggi-do’s 

design criteria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Total floor area [ ㎡] 77,000 67,000 15,000 38,000 200,000 78,000 31,000

Total installed capacity [kW] 16,900 13,599 3,155 10,360 45,000 17,914 7,058

Installed capacity per ㎡ [kW/ ㎡] 0.22 0.20 0.21 0.27 0.23 0.23 0.23

Average installed capacity per ㎡ 

[kW/ ㎡]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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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조명설

비 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을 20%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명밀도는 해당 법

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8 W/ ㎡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for ㎡ ×  
× ㎡ ×

(1)

일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구 내 태양광 설치위치 검토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의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검토를 위해 일조 분석 

프로그램인 Sanalyst 4.0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Figures 3~4와 같다. 

Figure 3. Sunlight simulation modeling (Galmae station district, Guri city)

Figure 4. Sunlight simulation modeling (Bokjeong 1 district,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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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202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시행령｣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

지건축물 인증기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

준｣의 전체 조명설비 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모두 고려하였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옥상의 가용 면적은 60%로 

가정하였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및 성남시 복정1지구의 시간대별 음영 분석 결과는 Figure 5, 

Figure 6과 같다. 일조 분석을 통한 태양광 설치 면적 검토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

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따른 총 일조 5시간 이상 만족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춘, 추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Figure 5. Shading analysis results by time zone (Galmae station district, Guri city)

Figure 6. Shading analysis results by time zone (Bokjeong 1 district,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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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에너지자립률 산정

에너지자립률 산출을 위해 건축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Table 6과 같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의 1등급 기준 값과 1++ 기준 값

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주거 및 비주거로 구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2025년 기준

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을 구분해 설정하였다. 건물 외 공원, 도로 등 유휴부지

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참고하였다. 적용된 태양광 모듈의 사양은 Table 7

과 같다. 태양광에 의한 1차에너지생산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프로그램인 ECO2

로 산정하였고, 일사조건은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에 가장 근접한 지역인 서

울지역으로 설정하였다.

Table 6. Set value of primary energy demand per unit area

District Division Corresponding building

Galmae station

district,

Guri city

Residential
150 kWh/ ㎡‧yr Detached dwelling

90 kWh/ ㎡‧yr Multi-unit dwelling, Mix-use building (Residential)

Non

-residential

260 kWh/ ㎡‧yr -

140 kWh/ ㎡‧yr

Neighborhood facility, Religious facility, Mix-use 

building (Commercial), Urban supporting facility, 

Educational facility, Public building, Business facility, 

Commercial facility, Cultural facility

Bokjeong 1 

district, 

Seongnam city

Residential
150 kWh/ ㎡‧yr Detached dwelling

90 kWh/ ㎡‧yr Complex facility (Multi-unit dwelling), Multi-unit dwelling

Non

-residential

260 kWh/ ㎡‧yr Educational facility (High school), Social welfare facility

140 kWh/ ㎡‧yr

Complex facility (Business facility, Neighborhood 

facility), Commercial facility, Neighborhood facility, 

Religious facility, Educational facility, Cultural 

facility, Business facility, Urban supporting facility, 

Communication facility

Table 7. Specifications for PV modules applied in the district

Category Substance

Module Width 1,024 ㎜

Module Height 2,024 ㎜

Rated Power 415 W

Short Circuit Current 10.59 A

Open Circuit Voltage 49.6 V

Voltage at Pmax 41.8 V

Current at Pmax 9.94 A

Module efficienc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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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sis result of energy independence rate in district unit (Galmae station district, 
Guri city)

Division

Total floor 

area

[ ㎡]

Primary energy 

consumption 

[kWh/yr]

PV installation 

capacity

[kWp]

PV installation 

area

[ ㎡]

Energy 

independence 

rate

Detached dwelling 75,614.22 11,342,133.54 - - -

Multi-unit dwelling 289,133.00 26,021,970.00 2,122.35 10,599.35 20.00%

Neighborhood facility 44,237.64 6,193,270.16 505.15 2,522.78 20.00%

Mix-use building 111,302.10 10,684,901.29 727.97 3,635.61 16.70%

Commercial facility 88,625.39 12,407,555.10 1,011.97 5,053.92 20.00%

Educational facility

(Public facilities)
45,533.96 6,374,755.03 1,094.09 5,464.08 42.08%

Educational facility

(Private facilities)
5,624.98 787,497.34 135.16 675.00 42.08%

Public building 8,478.56 1,186,998.41 222.45 1,110.95 45.94%

Business facility 88,772.19 12,428,106.29 782.80 3,909.41 15.44%

Cultural facility 3,633.52 508,692.31 87.31 436.02 42.08%

Religious facility 9,679.34 1,355,106.94 110.52 551.97 20.00%

Urban supporting

facility
61,020.23 8,542,831.84 722.34 3,607.49 20.73%

Public land - 2,780,250.00 818.76 4,089.00 2.00%

Total 831,655.13 100,614,068.25 8,340.86 41,655.56 20.33%

구리시 갈매역세권은 Table 8과 같이 건물 내에서의 에너지자립률 18.33%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남시 복정1지구의 대지여건과는 달리 주변에 산지가 존재하지 않아 일

조 조건이 양호하여 공원, 녹지 총 면적 175,347 ㎡ 중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34,522.88 ㎡로 76.7%만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최

소 에너지자립률 20%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공용부지 면적의 3.4%에 태양광 설치 시 에

너지자립률 2% 확보 가능하여 지구 내 총 에너지자립률 20.33%로 20% 이상 만족 가능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성남시 복정1지구는 Table 9와 같이 건물 내에서의 에너지자립률 16.64% 확보가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지여건 상, 남측에 영장산이 위치하고 있어 일조 조건이 불리하

여 건물 내에서 에너지자립률은 16.64%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원, 녹지 총 

면적 144,449 ㎡ 중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40,420.17 ㎡로 28.0%만큼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용부지 면적 중 4.2%에 태양광 설치 시 에너지자립률 4% 확보 

가능하여 총 에너지자립률 20.64%로 지구 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만족 가능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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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인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를 대상

으로 하였다. 단일 건물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단지 단위인 경기도 신청사 사례

에서 제로에너지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지구단위에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구리시 갈매역세권의 경우, 일조 조건이 양호하여 건물 내에서 에너지자립률 

18.33% 확보 가능하고, 공용부지에서 에너지자립률 2%만큼 추가 확보하면 지구 내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만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달리 성남시 복정1지구의 

경우, 남측에 영장산이 위치함으로 일조 조건이 불리하여 건물 내에서 16.64%로 분석되어 공

용부지에서 에너지자립률 4%를 추가 확보해야지만 지구 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만족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표준모델을 수립하여 산출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

요량을 적용함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뿐만 아니라 입면도 검토할 예정이며, 기타 신

재생에너지원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률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주동의 배치, 층수 등 다양

한 변수들을 고려한 배치안을 만들고 배치대안별 음영 검토 및 월별 기준일을 설정하여 세부

적인 일조검토를 고려할 계획이다.

Table 9. Analysis result of energy self-sufficient rate in district unit (Bokjeong 1 district, 

Seongnam city)

Division

Total floor 

area

[ ㎡]

Primary energy 

consumption 

[kWh/yr]

PV installation 

capacity

[kWp]

PV installation 

area

[ ㎡]

Energy self-

sufficient rate

Detached dwelling 41,243.74 6,186,560.85 - - -

Multi-unit dwelling 218,256.84 19,643,115.60 1,602.09 8,001.08 20.00%

Complex facility 53,133.02 5,567,108.80 454.06 2,267.67 20.00%

Business facility 70,604.09 9,884,572.92 806.19 4,026.22 20.00%

Commercial facility 104,950.77 14,693,107.52 1,112.84 5,557.71 18.57%

Neighborhood facility 6,584.25 921,794.44 75.18 375.48 20.00%

Educational facility 37,485.00 7,148,700.00 520.09 2,597.40 17.84%

Religious facility 7,882.47 1,103,545.59 90.01 449.51 20.00%

Cultural facility 3,892.69 544,977.16 93.53 467.12 42.08%

Social welfare facility 4,186.04 1,088,369.75 - - -

Urban supporting

facility
45,006.85 6,300,959.62 308.13 1,538.84 11.99%

Dangerous goods

disposal facility
5,391.00 - - - -

Communication facility 2,241.21 313,769.79 25.59 127.81 20.00%

Electric installation 6,044.03 - - - -

Public land - 1,553,750 1,221.43 6,100.00 4.00%

Total 606,902.00 80,517,440.84 6,763.21 33,776.51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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