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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built a database of high-performance buildings and energy-saving technologie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uthermore, we selected major energy-saving technology from 

high-performance building and technologies DB. Energy-saving technologies comprising 15 

cases were categorized into passive, active,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We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each technology in reducing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s by using 

EnergyPlus v9.1.0 dynamic simulation tool. The structuring of the high-performance buildings 

and energy-saving technologies database, part of the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he spread of low-energy building”, will facilitate web-based 

database searches and help user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high-performance buildings 

and energy-saving technologies as well as improve their knowledge level.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Korean government's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and the 

improvement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building energy such as primary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savings strategies.

주요어 : 저에너지 고성능 건축물, 에너지 절감 기술,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원단위 1차 
에너지 소요량, 데이터베이스, 에너지플러스

Keywords: High-performance buildings, Energy-saving technologies,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Primary energy consumption, Database (DB), EnergyPlus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1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196개 협약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하는 신 기후 체제 POST-2020이 도래하였다(Höhn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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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목표에 따

라 이행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저에너지 기구 보고서(IEA, 2017)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CO2 배출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

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건물 

부분에서는 2025년부터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특

히 국가 전체 에너지의 약 20~30%가 건물 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어 저에너지 건축물의 보급

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목표 수립도 중요하지만 목표의 실

제적인 이행을 지원 할 수 있는 수단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Lee 

and Yu, 2016)의 일부 콘텐츠를 담당하는 저에너지 건축물 및 기술, 에너지 성능 통합 DB 구

축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속도에 맞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

책 속도는 빠르지만 저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상태이다. 저에너지 건축물과 에

너지 절감 요소 기술의 국제적 경향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저에너지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기술, 에너지 성능 통합 DB 구축(웹 서비스)

을 통해 저에너지 건축물, 기술에 대한 사용자(건물운영자, 연구 및 실무자, 기술개발자 등)의 

인식 제고와 실무자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사례 분석 연구들과 기술 사례 분석 및 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

어오고 있다. Li et al. (2014)은 주요 국가의 High-performance office buildings의 사례분석

을 통해 각 건축물에 적용된 주요 에너지 절감 기술의 리스트를 도출하고, 사례 건축물을 대

상으로 에너지를 계측하여 실제로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지역의 기후나 building code, 공간

의 스케쥴, 규모 등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였다. Im and Haberl (2006)에서는 미국과 유럽 

지역의 High-performance school buildings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건축물에 적용된 요소 기

술을 건물 외피와 설비 시스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적용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연

간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고 ASHRAE 90.1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와 비교하였다. 

Kim et al. (2016)에서는 High-performance buildings 구현을 위한 신기술 개요 및 에너지 절

감 효과를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Passive system과 

Active system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세부 요소별로 평균 절감률을 평가하여 각각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률을 제시하였다. Park and Kim (2009)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 절

감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LEED 인증을 받은 건축물 사례를 업무용, 교육용, 주거, 문화시설

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LEED 인증 건축물 사례를 토대로 실제 적용된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

다. Rodriguez-Ubinas et al. (2014)에서는 패시브 하우스의 기술 및 에너지 성능을 분석하였

다. 분석한 기술 전략에는 건물 외피의 열적 성능, 빙축열, 증발 냉각, 야간 환기 전략 등이 있으

며 이러한 기술들이 패시브 하우스의 쾌적 및 에너지 성능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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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6a; 2018a)에서는 저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선정 시 판단 근

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표 에너지 절감 기술을 Passive systems, Active systems, Renewable 

energy systems으로 나누어 선별하고, 기술별 1차 에너지 소요량과 CO2 배출량을 평가하였

으며, 1차 에너지 소요량은 국내외 벤치마크 기준 목표치들과 비교하였다. 

한편, 미국 에너지 성에서는 High-performance buildings DB를 개발하여 고성능 건물 프로

젝트의 에너지 성능, 요소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실측 또는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건

물에너지 성능기반 Database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기반의 

Building Performance Database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에서는 평가 대상건물의 기본성능, 

목표 수준, 현재 에너지 성능 수준, 비교 대상 건물 유형을 입력하면 선택 유형 건물들과의 비

교 결과 및 에너지 성능 수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Energy IQ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 연합에서 개발하고 제공한 Build Up, 싱가포르의 Singapore Green 

Building Council (SGBC) Green Certifications, 중국의 The Commercial Building Analysis 

Tool for Energy-Efficiency Retrofit (COMBAT) for Energy Efficiency Retrofit 등 다수의 나

라에서 유사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 시스템(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

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은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웹 기반의 통합 지원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Lee and Yu, 

2016).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정보를 통합 및 연계하여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그린투게더 포털과 연계하여 

건축물 생애 단계별로 5개의 콘텐츠(에너지 자가진단, 에너지 효율가이드, 건축물 종합정보 

가이드, 저에너지 건축 자재/설비 정보, 계측기반 상세 에너지 정보)와 10개 하위 서비스로 건

축물 에너지 관련 통합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Oh et al., 2018). 즉, 국가 

차원의 저에너지 건축물 포털과 DB 구축을 핵심으로 정부 제도 및 정책과 연계된 콘텐츠 제

공을 물론 공공형 Big Data 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공적 종합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Lee and Yu, 2016). 

저에너지 우수 건축물 및 기술, 에너지 성능 DB 구축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의 일부 콘텐

츠를 구성하는 저에너지 건축물 및 기술, 에너지 성능 통합 DB 구축 연구의 수행 내용,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은 Table 1,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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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우수 저에너지 건축물 DB, 에너지 절감 기술 DB ,에너지 성능 DB 총 3개의 부문으로 

나뉘게 되며 국내외 우수 저에너지 건축물 DB에는 건축물의 위치, 기후, 건물 유형, 면적, 준

공연도, 원단위 1차 에너지 소요량, 적용 기술 등이 포함되어 정보들이 구축된다. 에너지 절감 

기술 DB는 기술별 일반적 설명, 기술 사례 제품의 상세 정보(물성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Input Data의 정보가 포함된다. 에너지 성능 DB는 각 기술별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절감

률 및 원리(EnergyPlus 동적 시뮬레이션 데이터, 각 기술별 선행연구 등)가 포함된다.

저에너지 우수 건축물 DB 구축

전 세계 건축물의 화두는 저에너지 건축분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을 중

심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에 근접하는 High-performance buildings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성능 기술 개발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세계 주요 국가의 건축

물(업무용, 주거용)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위치 및 기후 정보, 건물 유형, 에너지 소비 원단위 

수준 및 에너지 절감 적용 기술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웹 기반 DB를 구축하였다. 건축물 선정 

Table 1. Establishment of DB for high-performance buildings and energy-saving technologies

DB type Service target Service contents Expectation effects

High-

performance 

buildings DB

Building 

operator, 

Researcher, 

Practitioner, 

Technology 

Developer, 

etc.

Location, Climate, Type, Area, 

Year of completion, 

Primary energy consumptions, 

Energy-saving technologies, etc.

· Through the search of best practice 

DB in domestically and overseas, 

increase of understanding of user's 

high-performance building & energy- 

saving technology is gained and 

improve knowledge level is improved

· Promoting domestic technology 

and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through energy efficiency improve-

ment analysis

Energy-

saving 

technologies 

DB

General description and detailed 

information according to each 

technology, input data for 

simulation, etc.

Energy 

performance 

DB

Primary energy consumption by 

each technology, Energy saving 

rate and principles (EnergyPlus, 

e-Quest dynamic simulation data, 

advanced research by each 

technology, etc.)

Figure 1. Conceptual diagram of Databas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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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주거, 비주거용 건축물을 선정하였고, 한 지역에만 국한하기보

다 서로 다른 기후 특성에서의 적용 기술을 검토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건축물들을 포

괄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또한 LEED, BREEAM, CASBEE, G-SEED, DGNB, BCA 

Green Mark 등 각 국가 인증제도의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건축물과 실제 에너지 계측 데이

터나 공인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에너지 데이터를 보유한 건축물로 선정하였다. 건축물

에 적용된 기술의 비율, 기후대별 적용 비율, 에너지와 면적과의 관계 또한 분석하여 사용자

에게 저에너지 건축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과 이해를 위한 자료도 제시되며 자세한 

분석 내용은 선행 연구(Kim et al., 2018b)에서 확인 가능하다. 웹기반 건축물 DB 서비스 구

성 화면은 Figure 2와 같다. 건물 리스트 검색(건물 유형, 건물 위치,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건물 규모, 준공연도 Index)–기본정보(위치, 기후, 건물 유형, 면적, 1차 에너지 소요량, 준공

연도 등)–적용기술 리스트, 대표 참고문헌–기술별 정보(다이어그램, 사진, 기술 개념) 순으

로 단계별 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선행연구(Kim et al., 2018b)에서의 전체 건축물의 조

사표나 상세 분석 내용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Figure 2. Web-based high-performance building DB service configuration (Screenshot)

에너지 절감 기술 DB 구축

에너지 절감 기술은 건축물 DB를 통해 주로 적용된 기술을 크게 Passive systems, Active 

systems, Lighting systems, Renewable energy systems 4개의 부문, 하위 28개 세부기술로 

분류하여 각 기술 별로 일반 정보(다이어그램, 사진, 설명)와 상세 정보로 구분하여 웹 기반 

DB로 구축된다. 각 부문의 세부 에너지 절감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Passive systems (9 technologies) : High-R insulation wall & roof, Double skin, Cool 

roof, High-R insulation window, High efficiency SHGC (Solar Heat Gain Coefficient) 

window (SHGC<0.5, VLT>0.5), Shading device, Blind, Natural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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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e systems (12 technologies) : VAV (Variable Air Volume), ERV (Energy Recovery 

Ventilation), Radiant cooling and heating, Active chilled beam system, DOAS (Dedicated 

Outdoor Air System), UFAD (Underfloor Air Distribution), Displacement ventilation, 

Economizer, High efficiency plant system (High efficiency condensing boiler and 

centrifugal chiller), VRF (Variable Refrigerant Flow) heat pump

(3) Lighting systems (3 technologies) : High efficiency LED (Light Emitting Diodes 

Lamp), Daylighting system, LED dimming control

(4) Renewable energy systems (4 technologies) : PV (Photovoltaic panel), Geothermal 

energy, Solar heating system, Wind turbine

웹기반 건축물 DB 서비스 개념도는 서비스 구성화면은 Figure 3과 같다. 에너지 절감 기술 

서비스 구성은 우선 적용 기술 검색과 기술 정보 제공 두 가지로 나뉜다. 기술 분류를 위한 

Index는 패시브, 액티브, 조명, 신재생 크게 4개 부문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 기술은 다시 소분

류(하위 28개 기술)로 구분된다. 소분류의 각 기술별로 일반 정보(다이어그램, 사진, 개념 설

명), 대표 참고문헌–기술 상세정보(국내외 우수 기술 사례 제품의 상세 정보(물성치), 동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주요 Input Data)의 정보 순으로 단계별 웹 서비스가 구축된다. 전체 기술

의 상세 조사표 및 내용 또한 PDF 형식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Figure 3에서의 ‘일반정보’를 보여주는 웹 페이지 예시는 Figure 4와 같고 기술의 대표 다

이어그램과 사례 사진, 개념 설명으로 구성되며 앞서 기술한 4개의 부문, 하위 28개 세부 기술 

별로 같은 양식으로 제공된다.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웹 페이지 예시는 Figure 5와 같고 국

내외 우수 사례 기술들의 상세적인 정보(물성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Input Data 등으로 나누

어 기술별로 제공된다. 이는 기술별 에너지 성능 DB를 구성하는 EnergyPlus 동적 시뮬레이

션을 통한 기술별 에너지 절감 기여도 데이터를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며, 또한 서비스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로 제시된다.

Figure 3. Web-based energy-saving technologies DB service configuration (Screen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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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DB 구축

에너지 성능 DB에서는 Figure 6에서와 같이 건축물 DB 사례 분석을 통해 분석된 적용 비

율이 높은 기술을 도출하고, EnergyPlus 동적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각 기술별로 원단위 

1차 에너지 소요량 및 상대적 에너지 절감 기여도를 구축하였다. 에너지 성능 데이터(Kim et 

al., 2018a)와 함께 각 기술별 대표 선행 연구들에서의 검증된 에너지 절감 원리, 에너지 절감률 

Figure 4. General description scheme of energy-saving technologies DB (Screenshot), ex) ERV

Figure 5. Detailed description scheme of energy-saving technologies DB (Screenshot), ex) 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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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Kim et al., 2016b)또한 웹 기반 DB로 구축된다.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국내 업무용 건축물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건축물(Reference Building)을 설정해야 한

다. 미국 에너지 성(Department of Energy, DOE)과 유럽 연합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가이드

라인(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등 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

준 건축물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각 나라의 상이한 기준들과 기후조건, 건축물 부위별 열

적성능기준, 건축물 설비 요소의 효율 등을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Figure 7과 같이 Base model은 시뮬레이션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ASHRAE 90.1 Prototype building(Medium office)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건축

물의 기준과 기후 등을 반영하였다(Kim et al., 2018a). 

Table 2는 EnergyPlus 시뮬레이션을 위한 Base model의 건축 외피 성능 조건과 공조 시스

템 및 열원 시스템의 개요, 세부적인 입력조건을 나타낸다. 

Base model의 벽체, 지붕, 바닥 및 창호 등 건축 외피 조건은 국내지역의 법적 기준을 명시

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2018)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기, 조명, 인체 발열 등은 국내의 현존

하는 오피스를 조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DB자료(2010)를 이용하였다. 기본 공조시스템

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AV system으로 설정했으며 열원 시스템은 흡수식 냉온

수기(Cooling COP 1.0, Heating COP 0.8)로 설정하였다(Kim et al., 2018a).에너지 소비량 

특징과 기술별 에너지 절감률 평가를 위한 EnergyPlus 시뮬레이션 Weather File은 온난화의 

Figure 6. Energy-saving technologies settings and diagram in energy performance DB service 

Figure 7. Simulation b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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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고 있는 최근 5년간 한국기상조건의 반영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외기온 습

도, 풍속, 기압, 일사량, 운량, 강수량 등을 EPW 방식의 기상데이터 파일로 변환하여 적용하

였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건축물 DB를 통해 선별한 Passive, Active, Renewable energy 

systems (15 Case)으로 선정했으며 Table 3과 같다(Kim et al., 2018a). 시스템 구성은 현실적

으로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보편성 확보가 가능하다. 

Case1~Case 5는 주요 Passive system으로 선정했으며 Case 1은 건축 외피(벽체, 지붕, 바

닥)의 열적 성능강화, Case 2는 외피 기밀 성능 강화, Case 3, 4는 각각 열 관류율(U-value) 값

과 SHGC(Solar Heat Gain Coefficient)을 강화한 고성능 창호 시스템, Case 5는 창호의 열적 

성능과 광학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Properties of base simulation model (Adapted from Kim et al. Energies 2018;11:884)

Division Specifications of Base Model

Usage Office Building

Floor Area 1,650m² (50 m x 33 m x 11.7 m)

Direction South

Simulation Program EnergyPlus v 9.1.0 (Dynamic simaulation tool)

Base

Model

Envelope

U-Value of Wall
Incheon 0.26 W/m²·K/ Jeju 0.43 W/m²·K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U-Value of Floor
Incheon 0.22 W/m²·K/ Jeju 0.33 W/m²·K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U-Value of Roof
Incheon 0.15 W/m²·K/ Jeju 0.25 W/m²·K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Glazing Type

(Low-E 6T+12A+6CL)

Double Low-E Pane Glazing

(U-Value = 1.5 W/m²·K,SHGC=0.458,VLT=0.698)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Base

Model

System

Terminal Unit CAV Unit

AHU Fan type Constant Air Volume

SA Setpoint

Temp. RH.

Cooling 20°C, Heating 26°C

Relative Humidity 40~60%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Cooling/Heating Operation 

Schedule

Cooling Operating (May~Oct), 07:00~1800 (26.0°C)

Heating Operating (Nov~Apr), 07:00~1800 (20.0°C)

Plant System Absorption Chiller-Heaters

Nominal COP Heating (0.8), Cooling (1.0)

Pump Efficiency 0.6 (Default)

Lighting
12 W/m²

Korea Appraisal Board Database

Equipment
11 W/m²

Korea Appraisal Board Database

Occupancy
0~0.2 person/m²

Korea Appraisal Board Database

Infiltration
3.0 ACH50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Schedule
Weekday : 08:00~18:00, Weekend : Off

Korea Building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Weather Data
Incheon, Korea (ASHRAE climate zone 4A)

Jeju, Korea (ASHRAE climate zon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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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assive Systems (Envelopes) Active and Renewable Systems (HVAC)

Wall, Floor
and Roof
(U-Value)

Glazing and 
Solar Shading

Systems

Envelope 
Infiltration

Air-conditioning
Systems

Plant Systems

Base

Incheon
Double Low-E

(No Blind)

(U-Value 1.5W/m²·K,
SHGC 0.458, 
VLT 0.698)

3.0 ACH50 CAV System

Absorption 
Chiller-Heaters

(Cooling COP 1.0, 
Heating COP 0.8)

Wall 0.26W/m²·K
Floor 0.22W/m²·K
Roof 0.15W/m²·K

Jeju
Wall 0.43W/m²·K
Floor 0.33 W/m²·K
Roof 0.25 W/m²·K

Case 1

Incheon
Double Low-E

(No Blind)

(U-Value 1.5W/m2·K,
SHGC 0.458, VLT 0.698)

3.0 ACH50

CAV System

Absorption 
Chiller-Heaters

(Cooling COP 1.0, 
Heating COP 0.8)

Wall, Floor, Roof
 : 0.15W/m²·K

Jeju
Wall, Floor, Roof

: 0.15W/m²·K

Case 2

Incheon

Wall 0.26W/m²·K
Floor 0.22W/m²·K
Roof 0.15W/m²·K

Jeju

Wall 0.43 W/m²·K
Floor 0.33W/m²·K
Roof 0.25W/m²·K

Double Low-E
(No Blind)

0.6 ACH50

Case 3

Triple Low-E

3.0 ACH50

U-Value 0.9W/m²·K 
SHGC 0.433, 
VLT 0.524

Case 4

Double 
Tinted Low-E

U-Value 1.4W/m²·K , 
SHGC 0.323, 
VLT 0.512

Case 5

External
Venetian Blind

Blind slat angle : 45˚
Glazing

: Double Low-E

Case 6

Incheon

Wall 0.26W/m²·K
Floor 0.22W/m²·K
Roof 0.15W/m²·K

Jeju

Wall 0.43 W/m²·K
Floor 0.33W/m²·K
Roof 0.25W/m²·K

Double Low-E
(No Blind)

(U-Value 1.5W/m²·K,
SHGC 0.458, 
VLT 0.698)

3.0 ACH50

VAV System

Absorption 
Chiller-Heaters

(Cooling COP 1.0, 
Heating COP 0.8)

Dual maximum control logic
Fan efficiency : 75%

Minimum air flow (Cooling/Heating)
: 20% of max heating air flow
/ 50% of max cooling air flow

Case 7

Combined 
VAV-Economizer

Different enthalpy control
Intermediate season operation

: Mar~May, Sep~Nov
Cooling season operation : Jun~Aug

Case 8

Combined 
VAV-Rotary ERV

Sensible eff. 0.90, 
Latent eff. 0.75

Intermediate season By-pass control : 
Mar~May, Sep~Nov

Case 9

Combined VAV-UFAD
Cooling SAT : 16°C~18°C
Heating SAT : 19°C~28°C

Diffuser : 
Swirl type(Core zone)
Linear bar grille type

(Perimeter zone)

Case 10

Active Chilled Beam
with DOAS

Entering water temperature 
Cooling : 15~17°C, 
Heating : 37~40°C  

Mean coil temperature to room design 
temperature difference: 2~4°C

Case 11

Incheon

Wall 0.26W/m²·K
Floor 0.22W/m²·K
Roof 0.15W/m²·K

Jeju

Wall 0.43 W/m²·K
Floor 0.33W/m²·K
Roof 0.25W/m²·K

Double Low-E
(No Blind)

(U-Value 1.5W/m²·K,
SHGC 0.458, 
VLT 0.698)

3.0 ACH50

CAV System

Condencing HW Boiler 
+ Centrifugal Chiller

Boiler Eff.95%, 
Chiller COP 4.0

Case 12

Condencing HW Boiler
+Centrifugal Chiller

Boiler Eff.80%, 
Chiller COP 6.5

Case 13

Condencing HW Boiler 
+ Centrifugal Chiller

Boiler Eff.95%, 
Chiller COP 6.5

Chilled water Temp. : 6.7~13°C
Hot water Temp. : 54~82°C

Case 14
CAV System

GSHP
Heat Exchanger :Vertical 

ground-coupled, 
Capacity : 280RT
Heating COP 4.5, 
Cooling COP 3.5

Case 15 Active Chilled Beam
 with DOAS

Table 3. Set of energy-saving systems (Adapted from Kim et al. Energies 2018;1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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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Case 10은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으로 선정했으며 Case 6은 VAV 시스템, 

Case 7은 VAV-Economizer 시스템, Case 8은 VAV-Rotary ERV 시스템, Case 9는 UFAD 

시스템, Case 10은 Active Chilled Beam+DOAS로 선정하였다. 에너지 절약형 열원 시스템

(Case 11~13)으로 선정한 기술은 Condensing HW Boiler + High Efficiency Centrifugal 

Chiller이며, Case 14-15에서 적용한 신재생 기술은 지열 히트펌프로 선정하였다.

Figure 8은 Base system을 기준으로 인천기후에 15가지 Case 기술을 적용시켰을 때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변화와 각 기술별 에너지 절감률(기여도)을 종합한 그래프이다. 또한 1차 에

너지 소요량은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국내외 benchmark 기준 목표치들과 비교하였다(Kim 

et al., 2018a). 이 그래프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에너지 성능 DB를 구축 할 웹 사이트 상에 

업로드(PDF) 될 예정이다.

Figure 8. Primary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each technology(Incheon) 

(Adapted from Kim et al. Energies 2018;11:884)

패시브 시스템(Case 1~5) 적용시 1차 에너지 소요량은 Base model의 464.1 kWh/m²대비

392.5 kWh/m² (Case5)까지 절감되었고, 5.2%~15.4%의 에너지 절감률을 나타냈다. Case 

1~5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모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개 등급 씩 상승했다.

액티브 시스템의 공조 시스템(Case 6~10)부문에서는 Base model의 464.1 kWh/m²대비

244.2 kWh/m² (Case10)까지 절감되었고, 즉 28.8%~47.3%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Case 6 적용 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Case 7~9는 2등급으로 상

승하였다. 특히, Case 10적용 시 1등급까지 상승했다. 또한 Case 8~10의 1차 에너지 소요량

(244.2~281.7 kWh/m²)은 CBECS office building stock (293.3 kWh/m²)보다 작은 값을 나

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액티브 시스템의 열원시스템(Case 11~13)부문에서는 464.1 kWh/m² 

(Base)에서 292.4 kWh/m² (Case13)까지 절감되었고, 26.2%~36.1%까지 에너지 효율화가 

가능하다. Case 11적용 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Case 12와 13은 2등급까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Case 13은 292.4 kWh/m²로 

CBECS office building stock (293.3 kWh/m²)에 충족하며 보다 작은 1차 에너지 소요량을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High-Performance Buildings and Energy-Saving Technologies in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Journal of KIAEBS Vol. 13, No. 3, 2019 ∙ 187

나타냈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Case 14~15)적용 시 Base model의 464.1 kWh/m²대비 

189.4 kWh/m² (Case15)까지 절감되었고, 34.0%~59.2%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

지 효율 등급을 평가하면 Case 14는 2등급, Case 15는 1+등급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Case 15

는 ASHRAE 90.1 goal office building기준(146.4 kWh/m²)에 근접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술 중 1차 에너지 소요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ure 9는 Figure 8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 기후에서 15가지 Case기술을 적용 시켰을 때 1

차 에너지 소요량과 각 시스템 별 에너지 절감률(기여도)을 종합한 그래프이다(Kim et al., 

2018a). 이 그래프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 역시 에너지 성능 DB를 구축 할 웹 사이트 상에 업

로드(PDF) 될 예정이다.

Figure 9. Primary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each technology(Jeju) 

(Adapted from Kim et al. Energies 2018;11:884)

패시브 시스템(Case 1~5) 적용 시 1차 에너지 소요량은 Base model의 485.1 kWh/m²대비

395.0 kWh/m² (Case5)까지 절감되었고, 0%~18.6%의 에너지 절감률을 나타냈다. 국내 건축

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인천에서와 달리 Case 4와 Case 5만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개 등급 

씩 상승했다. 공조 시스템(Case 6~10)부문에서는 247.8 kWh/m² (Case10)까지 절감되었고, 

30.8%~48.9%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Case 6 적용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은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Case 7~9는 2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Case 10 적용 시 1등급까지 상승한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Case 9 (287.5 kWh/m²)와 Case 10 (247.8 kWh/m²)은 CBECS office 

building stock (293.3 kWh/m²)보다 작은 값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록했다.

액티브 시스템의 열원 시스템(Case 11~13)부문에서는 485.1 kWh/m² (Base)에서 292.2 

kWh/m² (Case13)까지 절감되었다. Case 11적용 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에서 3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Case 12와 13은 2등급까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Case 13은 

292.2 kWh/m²로 CBECS office building stock (293.3 kWh/m²)과 근접한 1차 에너지 소요량

을 기록했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Case 14~15)적용 시 485.1 kWh/m²대비 206.2 kWh/m² (Cas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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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절감되었고, 31.3%~57.4%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하면 

Case 14는 3등급, Case 15는 1등급까지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인천에서는 제주보다 난방 

에너지 사용이 많고, 제주에서는 인천보다 냉방 에너지의 사용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천의 난방 도일 값이 제주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상이한 기후 특성

에 따른 시스템의 소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술별 1차 에너지 절감 기여도 및 에너지 효

율 등급이 인천과 제주에서 조금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 론

(1) 국내외 저에너지 건축물들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 및 적용된 건물 에너지 절감 기술의 

국제적 경향을 조사하였다. 에너지 절감 기술은 크게 4개 부문, 28개의 세부기술로 도

출 되었으며 각 기술의 적용 비율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기후대별로 적용 비율을 분

석하고 에너지와 면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저에너지 건축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2) 건축물 DB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 절감 기술을 Passive(건축적 방법), Active(공조, 열 

원 설비시스템), Renewable energy systems(지열 시스템) 기술로 나누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다이어그램, 사진, 설명)와 국내외 사례 기술들의 상세적인 정보(물성

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Input Data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이는 동적 시뮬레이션

을 통한 기술별 에너지 절감 기여도 데이터를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3) 건축물 DB를 통해 적용비율이 높은 대표기술을 선별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은 Passive 

(건축적 방법), Active(공조, 열원 설비시스템), Renewable energy systems(지열 시스

템) 기술로 나누어 대표 참고문헌에서의 대략적인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하고, 다음 단

계로 EnergyPlus 동적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절감률, 

각 기술의 에너지 절감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1차 에너지 소요량은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국내외 benchmark 기준 목표치들과 비교된 정보를 제시하였다. 

(4)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연구(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건축

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의 일부 콘텐츠인 저에너지 건축물 및 기술 DB 구축 

연구는 웹 기반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저에너지 건축물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사

용자(건물운영자, 연구 및 실무자, 기술개발자 등)의 이해도 증가와 지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별 에너지 절감 원리와 원단위 1차 에너지 소요량 

등 에너지 성능 DB 제공 및 성능 개선 효과 분석을 통해 정부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 목표 실현과 건축물 리트로핏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기술력과 건축물 에너

지 성능을 향상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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