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20% 및 온실가스 배출의 

25% 정도를 차지하여 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

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인 이슈이다. 그중 국내 

전체 건물 중 15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66%,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내 제도는 대부분 신

축 건축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건물 성능 향상 

리트로핏은 현대식 건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건

물에 필수적이다. 국내의 Historical Building인 한옥은 목

조의 결구법을 통한 전통건축물의 상징이며 고유한 아름다

움을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이지만 한옥의 특성상 목구조재

의 부식부터 지붕의 누수 등 부재가 노후화되기 쉬우며, 얇

은 벽 두께나 기밀성이 떨어지는 창호 등으로 인한 냉난방 

부하가 많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국

가에서는 수선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비용에 비해 보조금

이 적어 한옥 리트로핏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

제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

균형으로 인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리모델링 시장은 신뢰하

기 힘들며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한옥의 조건에서 에너
지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성평가를 진행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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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단열재와 창호의 종류를 제공하
려고 한다. 또한 단열재와 창호의 DB구축에 있어서 KPI,

조달청, 효율관리기자재 등 자재 정보 사이트에서 1754개의 

단열재 데이터와 5805개의 창호 데이터의 성능 정보와 가

격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벽, 지붕, 바닥, 창호 4가지의 열관류율

을 변경하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Energy Conservation

Measure, ECM)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한옥의 성능을 대표

할 수 있는 다양한 Reference Building을 Design Builder를 

활용하여 구축하여 다양한 Reference Building에서의 다양

한 ECM을 적용시키는 방안으로 jEPlus를 활용한 반복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최적의 단열재들의 목록을 보여주어서 리트로핏이 필

요한 한옥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단열재의 종류, 성능, 가

격 등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옥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Reference

Building을 구축하는 단계와 Reference Building에 ECM을 

반영하여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Reference Building은 한옥의 평면 형태별,

지역 기준별, 연면적 크기별로 구분하여 총 18가지를 

Design Builder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ECM은 외벽, 지

붕, 바닥의 단열재와 창호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

며 이에 대한 Parameter는 열전도율로 선정하여 각각의 

성능 기준을 10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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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단열재와 창호의 종류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 다양한 

환경에 맞춘 18개의 Reference Building을 생성하였으며 1만 가지의 ECM을 선정하여 총 18만 가지의 원안과 대안을 비

교 분석하여서 사용자의 요구에 들어맞는 가장 적합한 단열재의 종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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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ference Building을 생성하고 각각 Reference

Building에서 4가지의 열관류율을 10개씩 바꿀 수 있어서 

총 ×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며 경

우의 수 각각을 에너지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하

기 위해 반복 시뮬레이션이 사용되었다.

1.3 연구방법

에너지 해석에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에너지플러스

(EnergyPlus)를 통해 기상 데이터와 부하 영향 요소 등을 

입력하였으며 Energyplus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빌더

(DesignBuild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건물의 물리적 형상

과 zone을 구성하였으며 각 대안의 효과를 EnergyPlus를 

기반으로 하는 반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jEPlus를 활

용한 Parametric simulation으로 분석하였다

2. Reference Building 생성 및 ECM 

List 구축

2.1 Reference Building 생성

2.1.1 한옥의 형상 및 지역 정보 기준

본 연구는 주거자의 정보상태를 ECM의 디테일한 정보

는 모르고 간단한 형상정보와 지역 정보만 알고있다는 가

정으로 접근하여 국내 한옥을 평면 형태별, 지역 기준별,

연면적 크기별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내 평면 형태는 

그림1에서와 같이 ㅁ자형, ㄷ자형, ㄱ자형, ㅡ자형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각 79.3%, 18.5%를 차지하고 있는 ㅡ

자형 한옥과 ㄱ자형 한옥을 Reference Building의 Type으

로 선정하였고 각각 1.5%, 0.8%를 차지하는 ㄷ자형 한옥과 

ㅁ자형 한옥은 제외하였다.

그림 1. 국내 한옥의 평면 형태별 구분 및 개수

지역 구분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중부1,

중부2, 남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한옥 연면적 크기별 구분

은 한옥통계백서2017을 참고하여 소형(60이하), 중형(60

이상 85미만), 대형(85이상)으로 구분하여 평면 

형태별로 2가지, 지역 기준별로 3가지, 연면적 크기별로 3

가지로 구분하여 총 18가지 Reference Building을  Design

Builder를 활용하여 그림2와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2. Reference Building: I-m

본 연구에서는 ㄱ자형 한옥을 L로, ㅡ자형 한옥을 I로 

표기하였으며 소형, 중형, 대형을 각각 s,m,l로 표기하였다.

그렇게 하여 I-s, I-m, I-l, L-s, L-m, L-l 총 6가지의 

Reference Building을 구축하였고, 각각의 Reference

Building에 중부1지역은 1, 중부2지역은 2, 남부지역은 3으

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예로 I-l-3은 ㅡ자형 한옥, 대형,

남부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3. Reference Building 명칭 구분

2.1.2 기존 한옥의 열전도율 기준

본 연구에서 원안 한옥과 대안 한옥을 비교하기 위해 원

안 한옥에서 변경시키려고 하는 외벽, 지붕, 바닥, 창호의 

열전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옥의 선행연

구와 리트로핏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0년 전 건축물의 

설계기준인 2001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참고하였다. 그

래서 외벽, 지붕, 바닥, 창호의 열전도율은 각각 0.159,

0.131, 0.143, 0.0301로 선정하였다. (단위:W/m·K)

2.2 ECM 구축

2.2.1 ECM List구축 기준

본 연구에서는 단열재의 자재데이터와 각각 자재의 초기

투자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열성능 대비 초기투자비 그래

프를 분석하였고 단열성능과 초기투자비는 반비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열재 수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두께 (m)
열전도율
(W/m·K)

열저항
(m²·K/W)

열저항 합
(m²·K/W)

열관류율
(W/m²·K)

외벽 0.200 0.159 1.259 1.429 0.7

지붕 0.200 0.131 1.527 1.667 0.6

바닥 0.200 0.143 1.397 1.667 0.6

창호 0.006 0.0301 - - 3

표 1. 원안 한옥의 두께 및 열전도율



하위 5% 항목들은 그와 비슷한 가격의 초기투자비에 더 

좋은 성능의 단열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제외하였고, 그 외

의 항목들은 단열재 개수를 기준으로 10%씩 나누어서 상

위 0%~10%의 항목들의 단열성능과 초기투자비를 평균내어 

1번 단열재로 선정하였고 마지막 90%~95%의 항목들을 10

번 단열재로 선정하여 총 10개씩 ECM을 선정하였다.

그림 4. 외벽의 ECM 구분 기준

마찬가지로 외벽을 제외한 지붕, 바닥 단열재와 창호에

도 위와 같은 로직을 사용하여 성능을 10개씩 구분지어서 

표2와 같이 ECM List를 구축하였다.

번호 부위 입력 열전도율 (반올림 )

1 외벽 0.025

2 외벽 0.032

3 외벽 0.04

4 외벽 0.047

5 외벽 0.054

6 외벽 0.06

7 외벽 0.07

8 외벽 0.081

9 외벽 0.105

10 외벽 0.125

번호 부위 입력 열전도율 (반올림 )

1 천장 0.025

2 천장 0.032

3 천장 0.04

4 천장 0.047

5 천장 0.054

6 천장 0.06

7 천장 0.07

8 천장 0.081

9 천장 0.105

10 천장 0.125

번호 부위 입력 열전도율 (반올림 )

1 바닥 0.025

2 바닥 0.032

3 바닥 0.04

4 바닥 0.047

5 바닥 0.054

6 바닥 0.06

7 바닥 0.07

8 바닥 0.081

9 바닥 0.105

10 바닥 0.125

번호 부위 입력 열전도율 (반올림 )

1 창호 0.0026

2 창호 0.0052

3 창호 0.0063

4 창호 0.0077

5 창호 0.009

6 창호 0.01

7 창호 0.0112

8 창호 0.0137

9 창호 0.0167

10 창호 0.0202

표 2. ECM List

3. 반복 시뮬레이션 및 경제성 분석

3.1 반복 시뮬레이션

3.1.1 반복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국내 한옥의 성능을 고려한 Reference Building은 한옥 

형태별, 지역별, 크기별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18

가지로 구분지었다. 또한 18가지 건물에 외벽, 지붕, 바닥,



창호 4가지의 열전도율을 각각 10가지씩 변경시켜서 대안

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총 발생한 대안의 경우의 수가 총 ×   가지여서 이 대안들 각각의 에너지 

사용량과 초기투자비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복 시뮬레이션

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jEPlus(version 2.0.0)를 사용

하여 반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1.2 jEPlus와 파라메트릭 도구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경우에서의 파라메트릭이란 

건물의 외피형상, 재료의 물성치, 시스템의 변화, 재실스케

쥴, 제어 등 다양한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nergyPlus를 기반으로 한 파라메트릭 도

구인 jEPlus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파라메트릭 도

구는 건물 에너지 분야에 다방면으로 활용되어지며, 대표적

인 경우로는 신축 및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된다. 대안을 선정하기 위

해서 변수의 입력조건(Tag)를 설정하여 입력한 다음 출력

된 결과를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 jEPlus를 활용한 Tag입력

3.1.3 입력값과 출력값

입력값은 ECM List로 선정한 4가지 요소의 열전도율을 

입력하였으며 출력값은 월별 에너지 사용량이 출력이 된다.

월별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요금 산정 로직에 따라 그림6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6. 전기요금 산정 로직

3.2 경제성 분석

3.2.1 초기투자비법(Initial Investment Cost)

초기투자비법은 각 대안별로 초기투자비용과 에너지비용

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투자비법을 사용하였으며 단열재와 창호의 DB구축에 

있어서 KPI, 조달청, 효율관리기자재 등 자재 정보 사이트

에서 1754개의 단열재 데이터와 5805개의 창호 데이터의 

성능 정보와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서 식(1)과 같이 초기투

자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각

의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로 추출하여 에너지 비용으로 환

산한 뒤, 식(2)와 같이 초기투자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비용

으로 회수기간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운영비용을 고려하

지 않으면서 현재가치로 비용 환산하는 방법이며 초기투자

비는 재료구입비, 기술비, 노무비의 합으로 산출한다.

            ------------ 식 (1)

ICA1 : 대안1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AC : 재료구입비(Acquisition cost)
EC : 기술비(Engineering cost)
LC : 노무비(Labor cost)

   ∆
∆   

------------ 식 (2)

 SPBL.2 : 초기투자비법의 단순회수기간

△Esaving : 에너지 절감 비용
△IC(A1 - casebase) : 초기투자비용 차

3.2.3 사용자의 상황 및 요구고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옥 사용자가 디테일한 ECM의 조건

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옥의 지역 정보, 연면적 정보,

평면 형태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단열재의 정

보를 제공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Excel

VBA를 활용한 로직을 작성하였으며 완성된 User Interface

는 그림7, 그림8과 같다.

그림 7. User Interface1

그림 8. User Interface2



본 연구는 한옥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옥 사용자가 선택한 단열재의 조건이 에너

지 절감 비율(%) 대비 초기투자비 (그림9) 혹은 에너지 절

담 비율(%) 대비 회수기간(년)의 1만가지 경우의 수(그림10)

를 산점도 그래프로 함께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선택한 대

안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여 본인이 선택한 대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에너지 절감 비율(%) 대비 초기투자비

그림 10. 에너지 절담 비율(%) 대비 회수기간(년)

한옥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양한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

다. 가장 회수기간이 짧은 대안을 선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최대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대안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

으며, 초기투자비용이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이하인 대안

들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Excel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구

를 활용해 선택폭을 넓혔다.

그림 11. Budget 설정과 조건 설정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옥 건물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국내 

다양한 한옥 조건을 고려한 Reference Building을 생성하였

으며 외벽, 지붕, 바닥 단열재와 창호 성능을 ECM List로 

10가지씩 추출하였다. 그리고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안

에 입력하여 대안의 에너지 절감량과 초기투자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한옥 사용자로 하여금 적합한 리트로

핏 List를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본 연구를 통해 리

트로핏 요소 선정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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