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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

사국총회(COP21)에서는 현 교토체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 

국제사회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 주요 선진국에

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했던 쿄토체제와 달리,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UNFCCC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

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 를 담은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를 계기로 UNFCCC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국가들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파리협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세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❶

COP21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BAU)의 37%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UNFCCC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고려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목표수준을 적

극적으로 정하였다고 감축목표 설정 배경을 밝혔다.❷

그러나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는 국내 발전 및 산

업부문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목표라는 경제계와, 우리나라

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저탄소 사회 진입을 위한 산업 체질개선 필요

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한 목표라는 환경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고,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도 목표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등 

감축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된 11.3%의 해외 감축목표에 대

해서는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

시하지 않고 있어 감축의무부담에 대한 불확실성과 해외 감축목표

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❸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아

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2009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열

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림 1]과 같이 2011년 7월 확정했던 산업, 건물, 수송 등으로 세분화

한 7개 부문, 25개 업종별 세부 감축목표를 참고할 때, 건물부문은 

2020년 배출전망치(167.6백만톤 CO2e) 대비 26.9% 정도에 해당하

는 45.0백만톤 CO2e을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부문별 

감축률 측면에서는 수송부문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며, 감축비중

으로는 산업과 전환 부문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기여도

를 갖는다.❹

 [그림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2009년 COP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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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물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단열기준 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시행, 제로에너지 건

축물 시범사업 시행 및 인증제도 마련 등),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

능 개선 유도(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냉난방 설비 효율 개

선, 가전 및 사무기기 에너지효율 개선 및 LED 조명 보급 확대, 신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BEMS 표준화 등 보급 확산,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그림 2]와 같이 단계적으로 기

반구축(2014∼2016), 상용화(2017∼2019), 의무화(2020∼ )를 거쳐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

무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❺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무화에 대비하여 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로에너지 공동

주택의 실현방안 및 한계점을 해석적 방법으로 예측해 보았다. 이

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에 대

한 공급자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미국 DOE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공급망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축물, 즉 연간 사용되

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가 같은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An 

energy-efficient building where, on a source energy basis, the 

actual annual delivered energy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on-site 

renewable exported energy).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유럽연합(EPBD by eceee)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난방, 냉

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 성능 - 여기서 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도 포함 - 을 갖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최

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사항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

다.❼

(1)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에너지를 평가하여 설정목표

보다 사용량이 적어야 한다.

(2)  EN 15603:2008에서 규정한 환산 1차에너지로 월별 또는 그 이하 

시간 간격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정량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  에너지 공급망의 상호관계는 부하상관성 지수 등에 의해 정량적

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  단기 및 장기 쾌적지표는 EN 15251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내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서 녹색건축물을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

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

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

는 녹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 미국,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개념⑥

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및 인증제도

[그림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활성화 추진전략(20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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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및 인증제도 신설 등을 규

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2017년 1월 20

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단위면적당 1차에너

지 소비량에 대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1급

∼5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LBC 3.0 기준과 국내 기준을 비교하면, 국내 기준의 1급을 달성하

더라도 LBC 3.0 기준의 Energy 항목을 충족시킬 수 없다. 국내의 

경우 사용량의 100% 생산이지만 LBC 3.0에서는 105% 생산되어야 

하며, 전자는 대지 내에서 화석연료에 의한 냉•난방 열원 유무에 

대한 조건이 없지만 후자는 대지 내에 화석연료에 의한 냉•난방 열

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기준은 

단순히 에너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LBC 3.0 기준은 기존 친환

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과 유사하지만 더 광범위한 내용의 

Place, Water, Health & Happiness, Materials 뿐 아니라 새로운 내

용의 Equity, Beauty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제로에너지 건

축물 인증제도도 G-SEED와 연계한 평가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노

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국내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을 만

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직접공사비가 얼

마나 상승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다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

증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ECO2_2013(ver.1.62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요약하면 ‘단

열성능을 극대화(Passive design)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Active system)하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에 건축물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건축물이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움

직임이 태동하였다. 1990년초 영국에서 최초의 건축물 인증제도

인 BREEAM이 제정되었고, 이어 미국의 LEED, 일본의 CASBEE, 

국내의 G-SEED, 싱가폴의 Green Mark, 중동지역의 Estidama 및 

GSAS 등 각국에서는 GBC(Green Building Council)를 조직하여 각

국의 지역적, 기후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성있는 건축

물 인증제도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제로에

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위해 2006년 미국과 캐나다의 GBC가 연

합한 Cascadia GBC 주도하에 Living Building Challenge라는 비정

부기구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 조직은 2011년,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로 조직명을 바꾸고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림 5]와 같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보다 더 많은 에너

지를 생산하고, 대지 내의 물 사용량 또한 외부에서 공급되는 양보

다 더 많은 양을 재사용할 뿐 아니라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건축자재

들을 사용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항목의 평가기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ERGY/Net Positive Energy) 105% of the project's energy 

needs must be supplied by on-site renewable energy on a net 

annual basis, without the use of on-site combustion. Projects 

must provide on-site energy storage for resiliency.

[그림 4]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개념⑤

[그림 5] Table of Contents, Living Building Challenge 3.0❽

3.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시뮬레이션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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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데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조방식(정풍량, 변풍량), 공조 급기

온도 설정치, 공조기 최대 풍량, 리턴공기 혼합 여부, 가습기 유형, 

외기냉방 제어 유무, 열교환기 유형, 열교환기의 열회수율, 팬의 효

율 산출방식 등이 입력된다.

4) 난방기기

난방열원을 생산하는 기기의 입력항목으로서 열 생산기기의 방식

(보일러, 지역난방, 전기보일러, 히트펌프), 사용연료, 급수 및 환수 

온도, 보일러 용량, 지역난방 열교환기 정격용량 등을 입력하는 화

면이다.

5) 난방공급시스템

난방열원을 실내에 공급하는 최종기기에 대하여 입력하는 화면이

다. 주로 열 공급시스템, 열 공급 생산기기, 노출형 방열기, 전기난

방 실내온도 제어, 바닥난방(열, 전기) 등이 입력된다.

6) 난방분배시스템

난방열원기기에서 난방공급시스템의 말단기기까지에서 발생하는 

배관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화면이다. 생산기기 구분, 각 배관손실 

산출 또는 표준치 적용, 배관망 유형, 배관구간 방식 및 길이 등이 

입력된다.

7) 냉방기기

냉방열원을 생산하는 기기에 대하여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며, 냉동

기 방식, 냉동기 용량, 정격 냉열 성능지수, 신재생 설비와 열병합발

전시스템의 연결 여부 등이 입력된다.

8) 냉방분배시스템

FCU 또는 공조기에 냉열이 분배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입력하는 화

면으로 공조기용 냉수, 냉각수 펌프, 냉동기 기기, 사용된 방식(냉

매), 비열, 밀도, 점도, 펌프운전의 제어 유무, 펌프 동력 등이 입력

된다.

9) 신재생 및 열병합

이 화면에서는 태양열(종류, 집열기 유형, 집열판 면적 및 방위, 펌

프의 정격동력, 성능, 축열탱크 체적, 설치장소), 태양광(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종류, 모듈효율), 지열(지열히트펌프 용

량, 열성능비, 펌프동력, 열교환기, 지열팽창탱크), 열병합발전시스

템(열 생산 능력, 열 생산 효율, 발전효율, 신재생 적용 여부)에 대한 

입력이 가능하다.

ECO2 프로그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로, ISO 13790과 DIN V 18599를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Monthly 

calculation method를 기본 평가구조로 사용하며, 정상상태에 준하

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해석한다. 국내 13개 지역에 대한 월별 

평균 기상데이터가 주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난방, 냉방, 급탕, 조

명, 환기 등 5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한다. 건축물의 형상, HVAC,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입력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열병합

발전 이상 4가지 시스템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며, 에너지 소요량 출

력시 단위면적당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확인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건물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화면

보기에서 신청일자, 준공일자, 경과년수, 접수일, 인증발급일, 수수

료 입금일 등 제도의 업무 관련 항목들과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다.

에너지 계산을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들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을 실행시키면 단위면적당 월간 냉난방, 급탕, 

조명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과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리포트에 연간 에

너지 요구량, 연간 에너지 소요량, 연간 CO2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

가 제공된다.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입력존

각 실에 대한 정보 및 사용조건을 입력한다. 입력존을 생성하고 사

용 프로필을 선택한 뒤 기본적으로 면적, 천장 높이, 열 저장능력, 

열교 가산치, 침기율 등을 입력한다. 그 밖에 냉난방방식, 공조방식, 

외기부하 처리 여부, 운전방식, 입력존의 수, 난방공급시스템, 열 생

산기기, 공조처리기기, 조명 등에 대하여 입력한다.

2) 입력면

입력면은 각 존의 외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각 존에 

해당되는 면과 건축부위를 생성하여 건축부위(외벽, 외부 창, 내벽 

등)를 선정하고 방위와 부위별 면적, 열관류율 등을 입력한다. 그 외

의 일사에너지 투과율, 수평수직 차양각, 블라인드 정보 등을 입력

한다.

3) 공조처리

공조처리 화면은 공조기기에서 공기를 열매체로 실내에 열에너지

를 공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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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1++ 등급(90kWh/㎡•yr 이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열교환기도 환기회수, 팬동

력 및 전열교환효율 등에 따른 변화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외벽 평

균 열관류율과 조명밀도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는데,❾ 외벽 평균 열

관류율이 0.1W/㎡•K씩 낮아질 때마다 난방에너지는 평균 6.5kWh/

㎡•yr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명밀도가 1W/㎡씩 줄

어들 때마다 조명에너지는 평균 5.0kWh/㎡•yr 정도씩 감소하지만 

조명기기의 발열효과 또한 줄어듦에 따라 난방에너지는 0.9kWh/㎡

•yr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난방 = {65×(열관류율) + 11} + {49.5 - 0.9×(조명밀도)} -- (식 1)

조명 = 조명밀도 × 5.0              -- (식 2)

이러한 관계로부터 2개 항목에 대한 영향성을 가지는 조명밀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1++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벽 평균 열관류율

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조명밀

도 3.0W/㎡ 이하, 외벽 평균 열관류율 0.09W/㎡•K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조명기기의 평균 소

비전력이 10W 이하이어야 하고,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이 0.05W/㎡

•K 이하(진공단열재(0.0045W/m•K) 90mm 수준), 창호의 열관류

율이 0.2W/㎡•K 이하가 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

이다.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의 1++ 등급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  1++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현재 1++ 등급을 위한 조건

조명밀도
(W/㎡)

9.8 5.0 4.0 3.0

외벽 평균 열관류율
(W/㎡•K)

0.46 0.01 0.01 0.09

1차에너지 소요량
(kWh/㎡•yr)

147.3 94.7 89.7 89.9

이상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 설계수준을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의 5등급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립률 20%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수준을 결정한 후 각 등급별 에

너지자립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수준을 검

토해 보았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발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에너지 생산량은 아직까지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공개되지 않아 ECO2 프로그램 값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건축물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727세대 규모의 공동주

택으로 지상 18층∼21층,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의 주요 입력항목인 외피 단열성능은 <표 1>, 열원시스

템, 환기시스템, 조명밀도 등은 <표 2>와 같고, 이로부터 계산된 1차

에너지 소요량은 <표 3> 및 [그림 6]과 같이 147.3kWh/㎡•yr 수준

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의거 1등급(120 이상 150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표 1  외피 단열성능 (단위 : W/㎡K)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 외벽 평균 열관류율

외벽
외기 직접 0.244

0.46

외기 간접 0.344

지붕 0.108

바닥 0.215

창호

발코니 내창 1.9

발코니 외창 2.6

확장형 1.5

표 2  난방방식, 환기방식, 조명밀도

항목  내용

난방방식 지역난방

열교환기
난방용 3,867kW

급탕용 2,093kW

순환펌프
난방용 25.8kW

급탕용 6.0kW

환기방식 전열교환기
풍량 250CMH

동력 0.09kW

조명밀도 9.8W/㎡

표 3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단위 : kWh/㎡•yr)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에너지 요구량 42.1 0.0 30.7 17.9 - 90.7

에너지 소요량 54.1 0.0 39.1 17.9 10.1 121.2

1차에너지 소요량 40.9 0.0 29.4 49.2 27.8 147.3

[그림 6] 1차에너지 소요량 평가결과

에너지 요구량

0 60 90 120 150 190 230

1+++ 1++ 1+ 1급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 소요량

1차에너지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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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은 41,000㎡ 정도이고, 공동주택의 

모든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건폐율 16%이므로 총 6,600㎡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며, 발전량은 

13.3kWh/㎡•yr 정도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조명과 환기의 에너지 소요량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1차에

너지 소요량이 147.3kWh/㎡•yr에서 110.8kWh/㎡•yr로 낮아졌지만 

1++ 등급인 90kWh/㎡•yr 이하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에너지 자

립률은 25% 수준으로 5등급 기준인 20% 이상을 만족하지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피

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조명밀도를 낮추는 방법 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더 높이는 방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1

등급 기준인 100%를 만족시키기 위한 태양광 설치면적은 26,800

㎡ 정도로 전체 대지면적의 65%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전체 대

지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전량은 81.9kWh/㎡

•yr 수준, 1차에너지 소요량은 -77.9kWh/㎡•yr로 나타났으며, 이 

때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하면 1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

리하면 <표 5> 및 [그림 7]과 같다.

표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kWh/㎡•yr)

태양광 설치면적 0.0㎡ 6,600㎡ 26,800㎡ 41,0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13.3 53.5 81.9

1차에너지 생산량 - 36.6 147.3 225.2

1차에너지 소요량 121.2 110.8 0.0 -77.9

1차에너지 소비량 147.3 147.3 147.3 147.3

에너지 자립률 -
25%

(ZEB 5등급1))
100%

(ZEB 1등급)
153%

(ZEB 1등급)

※  전력 환산계수 : 2.7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
※  1) 에너지 자립률만 만족하므로 5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1차에너지 소요량이 90kWh/㎡•yr 이

하가 되어야 함.

이상과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의 건물부문의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에 대하

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및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1등급 수준으로 설계된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에너

지 자립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하

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실적으로 모든 동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현재 설계수준으로는 1++ 등급(90kWh/㎡•yr 

이하)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을 높이거

나 조명밀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

가 에너지자립률 100%에 해당하는 ZEB 1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는 대지면적의 65%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나 모든 동의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15% 정도이므로 

50% 정도는 대지에 설치해야 하는데, 배치계획에 따른 음영지역 등

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지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건물부문의 대응전략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분명 가야할 길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기술적 한

계, 경제성 등이 고려된 현실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

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주도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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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그림 7]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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