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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mart window be focused on attention with improvement of occupants comfort and 

building energy performance. Among various smart window, electrochromic glazing (ECG) has 

outperformed response and can real-time control. In past year, energy simulation and field test of 

ECG are conducted with various region and building types using control parameter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performed with design position of ECG in building. This paper analyzed 

therm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with ECG position in double layered clear glazing and low-e 

glazing. It also performed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typical medium office building with 

different design position of ECG in summer and winter season. First, U-value of ECG+low-e 

glazing set was higher thermal performance than ECG+clear glazing set. It is more advantageous 

to position the ECG on the outside than inside position to prevent solar radiation when changed 

from clear to tint state of ECG. Also, external positioned ECG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transmitted solar radiation at clear state of ECG in double clear glazing set. However, internal 

positioned cleared ECG was more effective to prevent solar radiation in double low-e glazing set 

because low-e glazing has lower solar transmittance and higher front surface reflectance. The 

solar transmittance characteristics was compared with different positioned ECG in summer and 

winter season for typical medium office building. In summer season, external ECG (tint 

state)+clear/low-e glazing set was more advantageous to prevent transmitted solar radiation by 

93% than double layered clear glazing in Incheon, Korea. The ECG+clear glazing set can increase 

solar radiation compared to ECG+low-e glazing in winter season. Especially, combination of 

clear glazing+internal ECG outperformed to save heating load than other cases and showed little 

difference as the amount of transmitted solar radiation was less 10% than double layered clear 

glazing set for winter season. Finally, ECG+low-e combination can also reduce cooling and 

heating system sizing by 28%, 26% in approximation with different state of ECG.

주요어 : 전기변색 유리, 복층화 위치, 열-광학적 특성, 일사 투과, 냉난방장치용량

Keywords: Electrochromic glazing, Design position, Therm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Solar 
transmittance, Cooling and heating system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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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까지의 건물 창호는 정적요소로써 설치비용 및 설치 시 유리/프레임 성능에 집중되어 

유지관리의 중요도가 적고 창호 제어의 개념이 부재하였으나 최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사 조

절을 통해 실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재실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

(Smart window)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Chambers et al., 2019). 스마트 윈도우 기술은 제어

유무에 따라 수동형 스마트 윈도우(Passive smart window)와 능동형 스마트 윈도우(Active 

smart window)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능동형 스마트 윈도우는 외부 전압, 빛의 파장, 실내·

외 온도변화 등에 따라 창호 제어가 가능하며 그 중 외부 전압을 변화시켜 유리의 색상 및 투과

도를 달리하는 전기변색 창호(ECG, Electrochromic glazing)는 다른 스마트 윈도우 대비 응

답속도가 빨라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다(Rezaei et al., 2017).

현재까지 ECG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료/소자 개발과 에너지 시뮬레이션 및 실제 테스트

베드 중심의 ECG 성능검증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Shin and Chae (2018)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기반의 미국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ECG의 투과일사량 동

적제어를 통한 방위별 연간 냉난방에너지 소비특성을 비교하였으며 ECG 모델은 base모델

(복층유리 적용) 대비 남향 5.07%, 동향 2.86%, 북향 2.85%, 서향 3.65%의 에너지 절감이 가

능하였다. 스마트 윈도우 간의 성능비교도 수행되었다. Choi et al. (2018)은 ECG와 Low-e 

유리 적용 시 연간 냉난방에너지를 비교하였으며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 ECG의 전기변색 

제어를 통해 ECG의 냉난방에너지(20.38 kWh/m2yr)는 Low-e유리(23.84 kWh/m2yr) 대비 

14%의 연간 냉난방에너지가 절감되었다. 또한, Chae (2016)는 미국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

물을 중심으로 ECG의 잠재적 5가지 항목의 환경 제어변수를 활용하여 건물 운전특성(에너

지소비량, 냉방장치용량)을 평가하였으며 ECG 제어 시 Low-e 유리 대비 80%의 높은 차폐

성능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14~26%의 냉방장치용량 감소가 가능하였다.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다양한 ECG 종류를 활용하여 지역별/건물유형별 ECG의 건물 적용

효과와 실제 소형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ECG의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Deforest et al. (2017)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DBEC (dual band electrochromic) glazing을 

활용하여 미국 16개 지역에서의 3개 건물유형별(중대형 상업용건물, 중소형 상업용건물, 중형 

공동주택) DBEC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상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DBEC 적용시 모든 지역 및 건

물유형에서 6~30 kWh/ft2의 연간 에너지를 절감하였다. Lee와 Claybough, 그리고 LaFrance  

(Lee et al., 2012)는 미국 내 실제 소형 테스트베드(상업용 건물 내 사무실 규모)를 대상으로 

switchable ECG를 적용하여 실내 온열환경 및 조명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하였고 ECG 적용을 

통해 실내 환경의 쾌적성 향상과 48%의 연간 조명에너지 소비량 절감이 가능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베드를 중심으로 ECG의 제어방법 탐색, ECG의 건물

적용 시 실내외 환경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ECG를 기존 유

리(맑은 복층 유리, Low-e 복층 유리)와 복층화 설계 시 설치위치에 따른 열-광학적 성능분석

과 건물단위에서의 성능검증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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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용도가 높은 맑은 복층 유리, low-e 복층 유리 내 ECG의 복층

화 설치위치에 따른 열-광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물단위에서의 복층화

된 ECG를 적용하여 연간 건물 응답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개요

Figure 1은 본 연구의 전체 수행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ECG를 포함한 유리 복층화를 위해 

각 유리의 특성 수집/추출, ECG 복층화에 따른 유리의 열적/광학적 특성 분석, 그리고 복층화 

ECG 적용시 건물 응답특성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각 유리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미국 에너지성(DOE, Department of Energy) 산하 국립 연구소인 LBNL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Optics과 NFRC (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

의 시험에서 인증된 창호 라이브러리 기반의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일유리 및 

복층화 유리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Optics 프로그램에서는 IGDB (International glazing 

database)에서 제공하는 단일 유리(맑은 유리, low-e 유리, ECG)의 물질 특성을 통해 빛의 스

펙트럼 영역별(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광학적 특성(투과율(transmittance), 전/후면 반사

율(front/back surface reflectance), 방사율(emissivity))을 산출하였다. 이후, WINDOW에서

는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MOLIT, 2015)에서 제시하는 일반 복층, low-e 복층 

구조기준을 적용하여 ECG의 복층화 방법에 따른 각 case별 열적(열 관류율(U- value)) 및 광

학적 특성(태양열취득계수(SHGC), 차폐계수(SC), 가시광선투과율(Tvis))을 도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각 case별 복층화된 ECG의 미국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물 적용 시 동-하절기의 최대 

부하발생일 및 연간 일사 투과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냉난방장치용량을 산출하였다.

Figure 1. Overview of performance evaluation with different design position of ECG 

(Electrochromic g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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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설계조건

ECG의 복층화 설계기준 수립을 위해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 창 및 문의 단

열 성능 중 일부 기준(일반 복층창, Low-e 복층유리)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case의 

유리구성 조건은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glazing (6 mm) + air (12 

mm) + glazing (6 mm)를 기준으로 clear (6 mm) + air (12 mm) + clear (6 mm)와 low-e (6 

mm) + air (12 mm) + low-e (6 mm)의 2가지 기본조건(base case)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ECG의 복층화 위치 및 유리 조합종류에 따라 4가지 case를 구성하였으며 각 case별 유리조

합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조합기준은 일반 유리를 적용한 경우(case 1, 2)와 low-e 유리를 부

착한 경우(case 3, 4)로 분류하고 ECG의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측 설치(case 1, 3), 내부 측 설

치(case 2, 4)로 설정하였다. 상기 구성된 조건을 기반으로 WINDOW 프로그램을 통해 각 

case별 복층화 유리의 열-광학적 특성을 산출하였다.

Table 1. Set condition of ECG with different design position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ondition

Position

① ECG (6 mm)

② ECG film

③ Air (12 mm)

④ Clear (6 mm)

① Clear (6 mm)

② Air (12 mm)

③ EC film

④ ECG (6 mm)

① ECG (6 mm)

② EC film

③ Air (12 mm)

④ Low-e (6 mm)

① Low-e (6 mm)

② Air (12 mm)

③ EC film

④ ECG (6 mm)

대상건물 개요

대상건물은 미국 DOE에서 제공하는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물로 연면적 4,982 ㎡, 지상 1

층 / 지상 3층 규모로 건물 기본특성은 Table 2와 같다. 해당 모델은 미국 업무용 건물의 표준 

기하학적 형태, 건물 설계/운영 조건이 적용된 모델이며 기하학적 형상은 Figure 2와 같이 각 

층당 1개의 core zone, 4개 구역의 exterior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건물의 기상 조건은 

국내 인천 지역의 표준 기상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작성된 분석모델 내 3개층의 남측 exterior 

zone(3개 구역)을 중심으로 ECG 복층화 방법에 따라 각 case별 동-하절기의 최대 부하발생

일 및 연간 일사 투과특성을 분석하고 base case와 각 case별 유리 적용 시 총 냉난방장치용량

을 비교하여 ECG의 복층화 방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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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ometry of typical medium office building

Table 2. Characteristics of typical medium office building

Element Condition

Window Wall Ratio (WWR) 0.33

Operation schedule 07:00 – 22:00

HVAC system
DX coil -2 speed (cooling)

Electric, Gas (heating)

Cooling setpoint temperature 24℃

Heating setpoint temperature 21℃

Internal load density

10.76 W/㎡ (light)

10.76 W/㎡ (equipment)

18.58 ㎡/person

연구결과 및 분석

ECG의 기본특성

우선적으로 복층화를 위한 각 유리(ECG, 맑은 유리, low-e유리)의 스펙트럼 영역별 일사 

투과 및 전후면 반사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ure 3은 각 영역별 일사 투과 분포 및 전/후면 반

사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각 영역별 평균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일사 투과율은 모든 

영역(solar spectra, visible spectra, IR spectra)에서 맑은 유리 > ECG (clear) 유리 > low-e 유

리 > ECG (tint) 순으로 높았다. 대표적으로 전체 영역(solar spectra)에서 맑은 유리의 투과율

은 0.757로 가장 높았고 ECG 탈색 시 투과율(0.301)은 low-e 유리(0.209) 대비 30.56% 높게 

도출되었으며 ECG가 착색(0.014)일 경우 low-e 유리 대비 93.30%의 낮은 투과특성이 도출

되었다. 전/후면 반사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low-e의 평균 전/후면 반사율(0.368, 0.464)이 

모든 유리 평균(0.099, 0.159) 대비 각각 374%, 292% 높은 반사특성이 도출되었으며 그 외 

ECG (clear), ECG (tint), 맑은 유리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리별 기본특성 비교결과, ECG는 

착/탈색 상태에 따라 높은 투과율차이(최대 0.562, visible spectra)가 나타났고 low-e 유리

는 높은 전/후면 반사율로 인해 유리 조합별 각기 다른 열-광학적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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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mission of ECG, clear, and low-e glazing

b) Front surface reflectance of ECG, clear, and low-e glazing

c) Back surface reflectance of ECG, clear, and low-e glazing

Figure 3. The distribution of solar transmittance and front and back surface reflectance of 

ECG, clear, and low-e glazing with different wavelength

Table 3. The solar transmittance, front./back surface reflectance of clear, low-e, and ECG

Spectra Glazing
Solar

Transmittance

Reflectance

(front)

Reflectance

(back)

Solar

(total)

Clear 0.757 0.066 0.066

Low-e 0.209 0.430 0.579

ECG (clear) 0.301 0.170 0.209

ECG (tint) 0.014 0.147 0.225

Visible

(380~760 nm)

Clear 0.859 0.078 0.078

Low-e 0.606 0.174 0.115

ECG (clear) 0.617 0.074 0.051

ECG (tint) 0.055 0.058 0.018

IR

(760~2,500 nm)

Clear 0.751 0.063 0.063

Low-e 0.116 0.501 0.697

ECG (clear) 0.209 0.205 0.267

ECG (tint) 0.002 0.180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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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의 복층화 방법에 따른 열-광학적 특성

Table 4는 각 유리 조합에 따른 2가지 base case와 각 case별 열-광학적 특성(U-value, 

SHGC, SC, Tvis)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층화 유리별 U-value 값은 ECG의 착/탈색 

여부와 관계없이 case 1, 2(ECG+맑은 유리)에서 1.863 W/㎡·K, case 3, 4(ECG+low-e유리)

의 경우 1.695 W/㎡·K로 case 3, 4를 통해 case 1, 2 대비 9.02%, base 1, 2 대비 22.30% 향상

된 열성능을 나타냈다. 광학적 특성 중 각 case별 SHGC, SC는 case 1, 3과 같이 ECG를 외부 

측에 설치할 경우 ECG가 탈-착색상태 변환 시 각각 평균 0.369, 0.424의 SHGC, SC가 감소

하나 ECG를 내부에 설치할 경우(case 2, 4) 각각 0.065, 0.075 감소하여 ECG의 외부 측 설치

를 통해 80% 이상의 일사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 Tvis의 경우 Case 1, 2에서 ECG가 탈색 시 

평균 0.628, 착색 시 0.015로 case 3, 4(0.470(탈색), 0.011(착색))와 base case(평균 0.443) 대

비 평균 0. ECG의 착/탈색 상태에 따라 유연한 투과율 조정으로 재실자에게 시각적 쾌적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ECG의 내/외부 측 설치위치에 따라 탈색 상태에서의 

각 case별 주요한 광학적 특성(SHGC, SC)을 비교하였다. 먼저, ECG의 맑은 유리 조합(case 

1, 2)시 ECG를 외부 측에 설치(case 1)할 경우 SHGC, SC는 각각 0.517, 0.595로 case 2인 

ECG 내부 측 설치(0.659, 0.758) 대비 각각 21.54%, 21.50%가 감소하였다. 이는 ECG가 맑

은 유리 대비 낮은 일사 투과율로 인해 ECG의 외부 측 설치 시 일사 유입을 우선적으로 차단

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low-e 유리 조합의 경우 ECG의 외부 측 설치(case 

3) 시 SHGC, SC는 각각 0.421, 0.484, 내부 측 설치(case 4) 시 0.386. 0.444로 ECG를 내부 

측에 설치하는 것이 일사차단에 유리하였다. 이는 상기 각 유리의 기본특성에서 ECG (clear) 

대비 low-e 유리가 일사 투과율이 낮고 전면 반사율이 높아 일사 차단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된다. ECG가 착색 시에는 유리조합 종류와 관계없이 ECG의 투과율이 현저히 낮아 case 1, 3

과 같이 ECG의 외부 측 설치 시 평균 SHGC=0.101, SC=0.116으로 도출되어 ECG 착색 기

준 모든 case의 평균(SHGC=0.279, SC=0.321) 대비 각각 0.178, 0.205가 감소된 결과가 산

출되었다.

Table 4. Performance of optical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ECG with different design 

position 

Set condition (glazing set) U-value SHGC SC Tvis

Base 1 Clear + Air + Clear 2.692 0.718 0.369 0.444

Base 2 Low-e + Air + Low-e 1.671 0.351 0.404 0.441

Case 1
ECG (Clear) +Air+ Clear 1.863 0.517 0.595 0.628

ECG (Tint) +Air+ Clear 1.863 0.107 0.124 0.015

Case 2
Clear + Air+ ECG (Clear) 1.863 0.659 0.758 0.628

Clear + Air+ ECG (Tint) 1.863 0.572 0.657 0.015

Case 3
ECG (Clear) + Air+ Low-e 1.695 0.421 0.484 0.470

ECG (Tint) + Air+ Low-e 1.695 0.094 0.108 0.011

Case 4
Low-e + Air+ ECG (Clear) 1.695 0.386 0.444 0.470

Low-e + Air+ ECG (Tint) 1.695 0.344 0.39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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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의 복층화 설계 시 일사 투과특성

건물단위에서의 ECG 복층화 방법 성능평가를 위해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물 내 남측 3개

의 구역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기간 내 최대 일사발생일 및 연간 일사 투과특성을 비교하고 

각 case별 총 냉난방장치용량을 산출하여 ECG의 복층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본적으로 

ECG는 하절기 기간 내 착색, 동절기 기간 내 탈색 상태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ure 4는 상기 

ECG의 착/탈색 조건에 따라 동/하절기 최대 일사발생일에 대해 base case 및 각 case별 남측 

구역의 시간별(오전 8시~오후 6시) 일사 투과량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ure 4의 a)에서 하

절기 대표 특성일의 ECG가 착색 상태일 경우 case 1, 3과 같이 ECG를 외부 측에 설치를 통해 

시간별 평균 최대 93.97%(base 1 대비)의 일사차단 성능이 확보되었다. ECG가 내부 측에 설

치된 Case 2, 4는 base 2(low-e 복층 유리조합) 대비 일평균 4,508 W의 일사량이 추가 유입되

나, 맑은 복층 유리조합(base 1)에 비해 43.55% (▼9,226 W)의 일사차단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하절기 기간에는 착색된 ECG의 낮은 투과율과 적정 전/후면 반사율 특성을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이 냉방절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의 b)는 동절기 대표 특성일의 유리 조합별 시간별 일사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base 

1, case 2, case 1 순으로 일사유입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이외 case 3, case 4, base 2 순으로 나

타났다. 건물 내 일사유입 측면에서 높은 투과율을 가진 맑은 유리와 조합 시 일사확보가 유

리하였으며 특히, case 2와 같이 맑은 유리의 외부 측 설치를 통해 base 1 대비 일평균 투과 일

사량 기준 1,823 W (▼9.80%)인 10% 미만의 적은 차이가 나타났다. Low-e 유리를 조합한 

base 2, case 3, 그리고 case 4는 low-e 유리의 낮은 투과율과 높은 전면 반사율로 인해 동절기 

기간 내 적정 일사확보에 제한적이었다.

상기 동일한 구역을 대상으로 ECG의 복층화 방법에 따른 각 case별 연간 일사 투과특성을 

검토하였다. Figure 5는 base case 및 각 case별 월평균 일사 투과량을 나타낸 것으로 일사확

보를 위해 동절기(12-2월) 및 중간기(3~5월, 9~11월) 기간의 ECG는 탈색, 하절기 기간(6~8

월) 내 ECG는 착색상태를 유지하여 일사유입 최소화 조건을 유지하였다. 계절별 월평균 일

사 투과 분석결과, 하절기 기간 내 case 1, 3과 같이 착색상태의 ECG를 외부 측에 설치한 경우 

월평균 463 W의 일사량이 투과되어 일사 투과량이 가장 높은 base 1(월평균 7,645 W) 대비 

93.94%의 유입 일사를 차단하였다. Case 4의 경우에서도 base 1 대비 62.76%의 일사 차폐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low-e 복층 유리조합(base 2)과 5% 미만의 성능차이를 의미한다. 탈색된 

ECG를 설치한 동절기의 경우 대표 특성일과 동일하게 월평균 기준 base 1 (13,044 W), case 

2 (11,765 W), case 1 (8,506 W) 순으로 일사 투과량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높은 투과율을 가

진 맑은 유리 사용 시 일사유입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ase 2는 base 1과 1,279 

W의 차이로 모든 case 중 일사확보에 가장 유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절기 최대일사 확보 및 

적정 실내 열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맑은 유리의 높은 투과율과 내부 측 설치한 ECG의 반사율 

특성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기 기간 내 각 case별 특성 비교결과, 먼저 case 3, 4의 경우 평균 일사 투과량 차이가 

585 W로 ECG의 내/외부 설치위치의 영향이 10.87%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case 1, 2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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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CG의 내/외부 설치위치에 따라 case 3, 4의 평균 일사량 차이는 44.32%의 큰 성능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Table 3, 4에서 제시한 각 case별 열-광학적 특성을 통해 case 3, 4는 각 유리

의 일사 투과율(low-e 유리 - 0.209, ECG (clear) 유리 - 0.301)의 일사 투과특성 차이가 적고 

조합 시 유사한 광학적 특성(SHGC, SC)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case 1, 2에서는 맑

은 유리의 일사 투과율(0.757)과 ECG의 일사 투과율(0.301) 차이로 인해 ECG의 설치위치 

영향도가 높으며 조합 시 case 1의 광학적 특성(SHGC=0.517, SC=0.595)과 case 2의 특성

(SHGC=0.659, SC=0.758)이 일사 투과특성에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 Tint state (summer season) b) Clear state (winter season)

Figure 4. Hourly distribution of solar transmittance of representative day in summer and 

winter season with different ECG position

Figure 5. Monthly averaged transmitted solar radiation rate with ECG position 

냉난방장치용량 산정

앞서, 분석된 ECG의 복층화 조합에 따른 유리의 일사 투과 특성은 실제 건물의 에너지소

비특성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HVAC시스템의 장치용량산정 시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Table 5는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산정한 각 base case 및 case별 냉난방장치 용량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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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절기 기간 내 ECG의 착색, 동절기 기간 내 탈색된 ECG를 적용하였다. 먼저, 냉방장

치용량은 case 1, 2와 같이 맑은 유리와 ECG 조합 시 base 1 대비 평균 119,700 W (▽

22.49%)의 냉방장치 용량이 절감되었으며 case 1인 ECG (tint)의 외부 설치 시 최대 

33.43%(base 1 대비), 14.50%(base 2 대비)의 장치용량 저감이 가능하였다. Low-e 유리 조

합(case 3, 4)의 경우 base 1 대비 28.68%, base 2 대비 8.40%의 장치용량이 감소하였다. 특

히, 일사 투과율이 가장 적은 ECG (tint)의 외부 설치(case 3) 시 base 1 대비 34.88%, base 2 

대비 16.37%의 냉방장치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각 case별 냉방장치용량 비교결과, ECG 

(tint)를 외부 측에 설치한 case 1, 3에서 맑은 복층 유리 조합(base 1) 대비 평균 34.16%의 냉

방장치용량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ECG의 착색 시 낮은 투과특성을 통해 일사유입을 적

극적으로 차단한 결과로 판단된다. 

각 case별 난방장치용량은 ECG (clear)와 맑은 유리 조합(case 1, 2) 시 base 1 대비 평균 

14.56%의 난방장치용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ECG 외부 설치(case 1) 시 최대 18.93% 감소

하였다. 이는 base 1과 case 1, 2의 U-value 값이 각각 2.692, 1.863으로 case 1, 2의 높은 열성

능을 통해 난방장치 용량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CG (clear)와 low-e 유리 조합의 

경우 U-value 값은 base 2 (1.671) 대비 case 3, 4 (1.695)가 낮은 열 성능으로 인해 난방장치 

용량이 평균 3.82% 증가되었으나, base 1에 비해 26.73%의 난방장치 용량이 절감되었다. 각 

case별 냉난방장치 용량 비교결과, ECG를 외부 측에 설치(case 1 ,3) 시 냉난방부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ECG+low-e 유리 조합(case 3)을 통해 맑은 복층 유리(base 1) 대비 냉

방장치 기준 34.88%, 난방장치 기준 25.80%의 용량 절감이 가능하였다.

Table 5. HVAC system sizing load with different ECG combination by typical medium office 

building 

Set condition (glazing set) Cooling (W) Heating (W)

Base 1 Clear + Air + Clear 532,431 221,583

Case 1 ECG+ Air + Clear 354,456 (▽33.43%) 179,631 (▽18.93%)

Case 2 Clear + Air + ECG 471,006 (▽11.54%) 199,033 (▽10.18%)

Base 2 Low-e + Air + Low-e 414,569 156,384

Case 3 ECG + Air + Low-e 346,696 (▼16.37%) 164,410 (▲5.13%)

Case 4 Low-e + Air + ECG 412,794 (▼0.43%) 160,299 (▲2.50%)

* ▽, △ means saving rate compared with base 1, ▲, ▼ means saving rate compared with base 2

* ECG is tinted state for cooling season, cleared state for heating seaso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CG, 맑은 유리, low-e 유리의 파장별 기본 특성을 통해 맑은 복층 유리 및 

low-e 복층 유리 내 ECG의 복층화 위치에 따른 열-광학적 성능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표준 

중소형 업무용 건물에 적용하여 동-하절기 기간 내 일사 투과 및 냉난방장치용량 등의 건물응

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ECG의 복층화 위치에 따른 열-광학적 성능 특성 중 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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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lue)의 경우 ECG+low-e 유리 조합 시 ECG+맑은 유리 조합 대비 높은 열성능을 나타

냈으며 유리 설치위치와 ECG 착-탈색 여부와 관계가 없었다. 광학적 특성(SHGC, SC, Tvis) 

비교결과, 투과율이 낮고 전면 반사율이 높은 ECG (Tint), low-e 유리, ECG (clear), 맑은 유

리 순으로 외부 측에 설치할수록 SHGC, SC, Tvis 값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복층화 설계 시 

일사차단 성능이 높은 유리를 외부 측에 설치할 경우 일사차단에 효과적인 것을 의미한다. 건

물단위에서의 ECG 복층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중소형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기간 내 최대 일사특성일과 연간 일사특성을 분석하고 case별 총 냉난방장치용량을 산정하였

다. 기본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각 case별로 ECG의 착-탈색 여부, 복층화 위치가 일사 투과

특성에 가장 영향도가 높았으며 맑은 유리 조합 시 low-e 유리 조합 대비 시간별 평균 일사확

보가 유리하였다. 특히, 맑은 유리 조합 시 ECG의 내/외부 설치위치의 영향도가 높았으나, 

low-e 유리 조합 시 ECG의 위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후, ECG의 복층화 방법에 따

라 건물 전체의 냉난방용량 장치를 비교하였다. 하절기 기간 내 외부 측에 설치한 ECG (tint)

와 low-e유리의 조합은 착색된 ECG의 낮은 일사투과 특성 기반의 일사유입차단을 통해 냉

방부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유리 조합 시 높은 열성능을 통해 난방장치용량 절감측

면에서도 우수하였다.

상기 수행된 연구를 통해 ECG 복층화 설계 위치는 열-광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건물 적용시 

냉난방 부하 특성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향후, 해당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물

유형에서의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최적 유리조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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