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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건물에서 냉난방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성능평가 방법의 개선안으로 실생활기반 냉난방 성능평가 방법
을 제안하며, 이를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그 유효성 입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기존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 및 재실자의 선호 및 적정온도를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연
령 등의 재실자 특성은 해당공간의 쾌적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기존 냉난방 성능평가에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시 된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생활기반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는
재실자의 특성을 성능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실스케일의 테스트베드에서 냉난방기기에 연동하여 제어
함으로써 단순 실내의 온도정보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입각한 정량적이며, 시각적인 성능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생활기반 성능평가의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재실자
의 연령에 따른 실내 적정온도 및 블라인드 설치 유무에 따라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실자 특
성에 따른 결과의 값이 77.6%의 차이를 보이며, 냉난방기기의 전력 사용 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실생활기반의 성능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이와 같은 에너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검증 및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핵심어 : 실생활,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전력사용량

Abstract
With recent surge of attention to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energy consumption, the need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energy is also on the rise.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daily-life based evaluation method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one, as well as to apply the method
in real life to prove its validity.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1) I studied temperatures preferred by
persons indoors and appropriate level of temperature, and the results show that properties of such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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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age is directly linked with pleasantness of the room, but the issue lies with the fact that such
properties are not considered in exist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2) Daily
life based evaluation proposed herein reflects such properties of persons indoors. It controls heating / air
conditioning devices installed in the test bed with the same size as a real life room to get quantitative and
visual performances in our daily life as well as simple temperature information. 3) To verify validity of
daily life based evaluation, I conducted different evaluation sessions with and without a blind and also
based on ages of persons indoors. Results based on properties of persons showed difference of 77.6%,
leading to effective analysis of energy consumption pattern by heating / air conditioning devices. This
research takes significance in that it comes with a new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based on real life,
and I gather tha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more multilateral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to verify and improve technology for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Keywords : Real life, Heating and cooling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Electric power consump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물부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냉방 및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부분 전체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경우 각각 36% 및
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2010 LUTRON Lighting Control System Seminar, 2010). 이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평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시청 등의 공공건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에너지 성능평가 간
에너지 저감 효율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됨에 따라서 재실자의 쾌적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는 제2, 제3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여 도리어 에너지 사용량을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을 근거한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이 부재한 결과이며, 실생활에 근거하지 않은 에너지
성능평가로 검증된 기술 및 연구는 단편적인 에너지 성능 결과로 실생활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
를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실생활에 근거한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을 제안하며, 실제 적용을 통한 그
유효성 입증 및 이후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관련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절차 및 범위
본 연구는 그림1에서 나타나듯이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제안 연구로써 다음
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문헌 고찰의 단계로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실내 권장 온도기준에 대하
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실생활의 개념 정립과 문헌 고찰을 근거로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
지 성능평가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능평가 방법을 근거로 베네치안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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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 등의 차양시스템 설치 유무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단, 본 연구는 기존 성능평가와의 비교 분석에 관련한 연구가
아니라 기존 성능평가의 방법과 실생활의 측면에 입각하여 개선 및 보완하여 제시하는 연구이다.
문헌고찰

제안

-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및 연구 고찰
- 실내 권장 온도기준

유효성검증

- 실생활 개념 정립

- 차양장치 타입에 따른 성능평가

- 실생활 기반 냉난방에너지

- 실생활 측면에 입각한 결과 분석 및

성능평가

결론

논의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Study

2.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및 실내 권장 온도기준 고찰
2.1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관련 연구 고찰
국내외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관련 분야의 새로운 방법 제시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냉난
방에너지 성능평가 관련 대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태 외 2명에 의하여 2005년 진행된 ‘통합
채광시스템의 건물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연구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 채광시스템
의 건물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이며, 성능평가를 위한 중요 지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력사용
량이다[1]. 김영민 외 2명에 의하여 2010년 진행된 ‘패시브 요소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아파
트의 냉난방 에너지 평가’연구에서는 패시브 요소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의 냉난방에
너지 평가를 EnergyPlu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성능평가의 중요지표로 하고 있다[2]. 송승영 외 4명에 의하여 2013년에 진행된 ‘패시브 및 제로에
너지 공동주택을 위한 진공단열재 적용 건식 외단열시스템 성능평가’ 연구와 조영주 외 2명에 의
하여 2012년에 진행된 ‘내화성능을 가진 모듈러 주택 외단열 공법의 단열 성능평가’연구는 개발 및
제안되는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중요 지표로 온도정보를 다루고 있다[3].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관련 연구 동향은 앞서서 고찰하였듯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 시뮬레이
션 기법에 의한 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성능평가를 위한 중요지표는 단순 에너지 저감
을 위하여 온도, 온열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전력사용량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생활측면의 다양
한 요소가 반영된 성능평가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4].

2.2 실내 권장 온도기준 관련 고찰
실내 권장 온도로 제시되는 정량적인 수치에 대한 연구와 기준들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특히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실내 온도와 재실자의 쾌적성을 고려한 적정온도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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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배누리외 3명의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거건물의 실내온도와 착의량에 관한 연구’

에서 제시하는 실내 적정 온도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한 온도로 여름철
26°C~28°C, 겨울철에는 18°C~20°C를 제시하고 있다[5]. 이철성 외 1명에 의하여 2010년 진행된 ‘착

의량과 실내설정온도 관계에 따른 난방에너지 및 온실가스저감량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겨울철 평균 착의량의 경우 최적온도로 24°C를 제시하고 있다[6]. 백윤정 외 2명의 의하여 2014
년에 진행된 ’여름철과 겨울철 권장실내온도에서 의복 선호 및 의생활 습관 및 자각 내한내열성과
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계절별 권장실내온도에 대한 태도 및 체온조절 행동에 과한 설문조사
에서 여름철 권장실내온도는 26°C~80°C, 겨울철 실내권장온도는 18°C~20°C를 제시하고 있다[7].
이정숙 외 2명의 2009년 환경온도에 따른 착의 생리반응과 주관적 감각의 연령별 비교에 관한 연
구에서는 계절조건에 상관없이 60대의 경우 20대보다 직장온은 높게, 피부온은 낮게 나타났으며,
온열감은 낮게, 불쾌감은 불쾌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적정온도는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다[8].
실내 적정온도는 성능평가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실생활의 측면에서 더욱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성능평가 간 재실자의 특성에 따
른 실내 적정온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능평가 방법의 제시는 필요하다[9].

3.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제안
3.1 성능평가 방법 제안을 위한 실생활 개념 정립 및 테스트베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생활의 개념은 성능평가의 측면에서 연구실 및 제한된 환경이 아니 실
제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실생활과 관련한 변인은 성능평가 대상의 재실자 특성, 공간의
성격 등이 이에 속한다. 이후 제안된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검증은 재실자의 선호 환경에 국한하
여 진행하며, 실생활의 측면에서 실스케일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테스트베드의 개요
는 표1과 같으며, 테스트베드는 크기 4.9m×6.6m×2.5m이며, 성능평가 대상물이 부착되는 창의 면
적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감 최고 설계가 창면적비 40%이라는 내용을 근거하여 조정한
결과 2.2m×1.8m로 하였다[10].
[표 1]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테스트베드 개요 및 전경
[Table 1] Daily life bas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test bed - Overview

크기

4.9m(폭) * 6.6m(깊이), 2.5m(천장높이)

창의 크기

2.2m(W) * 1.8m(H)

및 재질

페어글라스 12mm (3mm * 6mm * 3mm)

향

정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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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스트베드는 인공기후 챔버를 구축하여 실외 온도

–20℃~40℃로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태양광을 구축하여 높이, 각도, 광량 조절을 통한 외부 빛환경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365일
24시간 외부 인공 환경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테스트베드 평면 및 단면
[Fig. 2] Daily life bas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test bed - Floor plan & section

3.2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제안
실내공간의 재실자 특성 파악은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실생환기반의
성능평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IT기반
의 기술을 통하여 실내 선호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그림4에서 나타나듯이
선호온도와 실내온도를 판단하여 냉난방을 제어하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냉난방기기는 실내 적정 및 선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냉난방기기 전력사용량 패턴 및 사용량을 산출하며, 이는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를 위
한 정량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단, 본 연구는 기존 냉난방 성능평가에 다루고 있는 실내외 및
성능평가의 표면 온도 등의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실생활 측면에 국한된 내용만 다루었다.
실내 온도 및 성능평가를 위한 온도 설정에 따른 냉난방기기 제어

테스트베드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온도 입력

성능평가 서버

온도센서
재실자 요구
및 선호조도

냉난방기기

냉난방기기 제어에 따른
전력사용 분석

실내온도 정보수집

[그림 3]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개요
[Fig. 3] Daily life bas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performance evaluation -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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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기 제어
성능평가를 위한 온도설정(Ta)
1

실내온도(Tb) 정보수집

2

No

Ta=Tb

Ta<Tb

2

Yes

No

냉방기 ON

Yes

냉난방기기 OFF

난방기 ON8

1

1

1

[그림 4]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한 냉난방기기 제어 알고리즘
[Fig. 4] Control algorithm for daily life bas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performance
evaluation

4.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의 유효성 검증
본 장에서는 앞서서 제시한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그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이에 표2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는 실내 적정온도를 10대, 40대, 60대

℃ ℃ ℃

를 근거하여 각각 18 , 20 , 22 로 설정하여 베네치안 블라인드 설치유무에 따른 표 2와 같이 6
가지 타입에 따른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11].
[표 2]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유효성 검증을 위한 Case 설정(동지시 기준)
[Table 2] Case configuration for daily life bas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performance
evaluation(Around winter solstice)

Case 1
Case 2
Case 3

재실자 대상

선호적정
온도

10대

18°C

40대

20°C

블라인드
설치 유무

○(슬랫 각도 0˚)

Case 4

×

Case 5

○(슬랫 각도 0˚)

재실자 대상

선호적정
온도

블라인드 설치
유무

40대

20°C

×

60대

22°C

Case 6

○(슬랫 각도 0˚)
×

4.1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적용에 따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외부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내 온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의 위치는 실내 공간의 정중앙이며, 센서의 높이
는 바닥으로부터 450mm 위에 설치하였다. 두 번째, 실내 조도는 KS A 3011을 근거로 일반휘도
대비 시작업의 표준조도인 400lx를 근거하여 조명제어를 통한 실내조도를 400lx로 유지하도록 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명은 LED 타입의 8단계 디밍조명이며, 실내 조도 측정위치는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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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온도센서 위치와 동일하게 하였다. 실내 냉난방 기기 및 제어는 성능평가 서버를 구축하여
실내 온도의 값과 서버에 입력된 실내 적정온도값에 근거하여 ON/OFF제어가 이루어지며, 서버
및 냉난방기기 제어는 S사의 협조에 의거 이루어졌다.
다음은 표3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환경요인에 따른 실생활 기반 냉난방 성능평가
결과 이다. 본 연구의 실생활환경 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의한 동지 시 블라인드 설
치 유무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인 전력사용량은 블라인드 설치 및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컨 가동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저감에 적합한 10대기

℃

준의 적정온도 18 를 기준으로 진행된 성능평가 결과는 재실자가 쾌적하다고 느끼며 60대 기준의

℃

적정온도인 20 를 기준으로 진행된 결과에 비하여 77.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블라인드
미설치시의 냉난방기기의 가동시점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 동지시 블라인드 설치 유
무와 상관없이 실내 조도는 400lx를 만족하고 있어서 조명 전력사용량은 0으로 나타난다[12].
[표 3] 동지시 Case 별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결과
[Table 3] Results of daily life bas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performance evaluation
around winter solstice

실내
조도(lx)
온도( )

℃

Case 1

18.14

1212.3
15

Case 2

18.16

20.28

20.25

22.13

22.10

30

45

30

45

3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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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5

0.055

1

0

0.090

2

0

0.138

2

0

0.177

3

0

0.245

3

0

0.275

3

60(분)

60(분)

60(분)

60(분)

781.2
15

ⓒ

45

1232.5
15

Case 6

30

0
60(분)

790.1
15

Case 5

45

1235.1
15

Case 4

30

784.9
15

Case 3

냉난방기기
조명 전력사용량
[kWh]
전력사용량[kWh] 가동 횟수

전력량 사용 패턴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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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의 유효성 및 논의
앞선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능평가 방법이 대상공간 및 재실자의 성격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즉, 기존의 성능평가가 외부 환경에 대하여
개발되고 있는 창호, 마감재, 채광 시스템 등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물로 단순 내부 온도 등의 결과
물을 성능평가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차별 시 되며, 실생활의 재실자 선호 및 적정 기준을 반영
했다는 점에서 보완 및 발전된 성능평가라고 할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건물에서의 실생활기반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에 방법을 제안하며, 제안된 성능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 및 재실자의 선호 및 적정온도를 고찰하였으며, 연령 등
의 재실자 특성은 해당공간의 쾌적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기존 냉난방 성능평가에는 고려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실자의 특성을 냉난방 성능평가에 미고려시 불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인
하여 제2, 제3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여 부적합하다.
두 번째, 실생활기반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는 재실자의 특성을 성능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실
스케일의 테스트베드에서 냉난방기기에 연동하여 제어함으로써 단순 실내의 온도정보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입각한 정량적이며, 시각적인 성능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생활기반 성능평가의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재실자의 연
령에 따른 실내 적정온도 및 블라인드 설치 유무에 따라서 냉난방 에너지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결과의 값이 77.6%의 차이를 보이며, 냉난방기기의 전력 사용 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건물 부분의 냉난방에너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능평
가 대상물의 설치에 따른 내외 온도 정보뿐만 아니라 재실자의 특성 및 실제 냉난방기기와 연동하
여 성능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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