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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를 위한 교정열량 산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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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policy for the energy saving of the building sector, the energy performance index for 

the building envelope and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test method are evaluated 

based on performance criteria. The energy-relate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the 

building envelope utilizes the performance index such as the thermal conductivity. Considering 

the time and the cost, the influence factors to evaluate energy performance are extremely limited. 

Therefore, we propose a calorie calculation methodology to evaluate the heating and cooling 

energy performance of a building envelope using an outdoor laboratory that can simulate 

buildings exposed to actual environmental conditions (radiation, temperature, humidity, wind 

speed, etc.).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using the outdoor space 

unit. This paper presents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building envelope using 

outdoor space unit test room and evaluation of heating energy performance of glass specimen.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envelope can be compared by calculating the input heat 

quantit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 range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test room.

주요어 : 교정열량, 에너지성능평가, 공간단위, 건물외피

Keywords: Calibrated heat flow rate,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Spacial units, Building envelope

서 론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녹색건축인증제도와 같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가 수립되었으며, 건축물 

외피에 대한 성능지표와 각 지표별 규격화된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를 성능기준으로 평가하

고 있다. 건축물 외피의 에너지 성능 관련 대표적인 지표는 열관류율과 열전도율(단열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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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 지표는 Table 1과 같이 규격화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다. 단열성능 시험결과에 

따라 분류된 외피의 등급과 에너지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인 에너지 소요량은 건축물의 에너

지 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로 활용된다. 결국 건축물 외피가 적용된 공간의 에너지소비량

을 산출함으로써 외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직관적이라 볼 수 있다. 준공된 건축물

의 외피는 일사량, 온도, 습도, 풍속을 포함한 외부 환경조건에 노출된다. 매순간 변화하는 외

부 환경조건에 따라 에너지 성능도 변하게 되므로, 개발된 건축물 외피 기술을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실증연구가 국내·외에서 활성화 되어있다(전지운 외, 2018).

하지만, 실증연구는 실증대상지 확보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용 투자의 한

계로 인해 다양한 외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기에 제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한계는 

Table 2와 같이 옥외 시험실을 활용한 공간단위 에너지 성능을 평가(Janssens et al., 2011)함

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옥외 시험실은 단열재, 유리(필름 포함) 및 창세트, 차양장치 등 모듈

단위, 시스템단위 건축물 외피의 냉·난방 에너지성능을 일사량, 온도, 습도, 풍속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인 KS F 

2278는 시료를 제외한 시험실의 구성재(둘레벽과 시료 부착 틀)로 통과하는 교정열량을 산

출함으로써 시료로 투과되는 열량만 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냉·난방 에

너지성능 평가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옥외 시험실을 활용한 공간단위 냉·난방 에너지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교정열량의 산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1. Energy performance index by building envelope of energy performance standard

Standard Type Index Test method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 of buildings

Window
Door

U-value KS F 2278

Insulation Thermal Conductivity KS L 9016

Table 2. An example of the use of an outdoor laboratory for evaluating the energy performance 

of an exterior building envelope

NO 1 2 3 4 5

Name
Florence

Test Cell
THE CUBE

FIELD 

EXPOSURE OF 

WALLS

INCAS 

PLATFORM

EGUZKI and 

ILARGI 

PASLINK

Usage

Evaluation of 

energy 

performance and 

comfort of 

building 

envelope

Thermal 

performance, 

airflow analysis 

demonstration

of Double-skin

Evaluation of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Elements

Energy 

performance 

comfort 

experiment of 

building 

envelope

Building envelope

Energ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comparative 

analysis

Size 2.8 m × 2.8 m 3.6 m × 5.5 m 7.5 m × 3.2 m 3.6 m × 3.3 m 2.7 m × 2.7 m

Country Italy Denmark Canada France Basque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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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열량을 활용한 옥외 공간단위 냉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방법

교정열량에 대한 개념과 발생 요인

교정열량은 에너지성능평가 시험대상(시료)을 제외한 시험실 둘레벽, 시료 부착 틀로 직접 

통과되는 관류열량을 교정열량 산출의 주요 인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KS F 2278, 2017), 관

류열량 외에도 둘레벽 간 접합부 또는 둘레벽과 시료 간 접합부에서 열교현상으로 통과되는 

열량도 교정열량에 해당될 수 있다. 시험실 내외부 온도차에 따라 열 흐름의 방향과 양이 달

라지며, 시험실의 대표적인 교정열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Figure 1과 같이 일사량, 공

기온도로 선정할 수 있다. 산출된 교정열량을 실내 환경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냉난방에너지 

공급장치에 공급된 열량에서 차감함으로써 시료의 통과열량을 산출할 수 있다.

Figure 1. Generation factor of Calibrated heat flow rate

옥외 공간단위 시험실을 활용한 난방에너지 성능평가 사례분석

KS F 2278은 창호의 열관류율 측정에 사용되는 시험실의 교정열량을 산출하기 위해 비드

법 단열판 1종 1호 등 열전도율을 알고 있는 물질을 표준판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표준판은 

시험실 개구부에 설치하며, 시험실 내부 환경조건 조성을 위한 공급열량과 내외부 공기온도

차 간 상관 관계를 교정 선도로 작성하여 시료 설치 부위를 제외한 구조체의 단열성능을 도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옥외 시험실을 활용하여 Figure 2와 같이 건축물 외피 중 유리의 공간단

위 난방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시험실 개구부에 열전도율이 0.034 W/(m·K)인 비드법 1종 

1호 표준판을 설치하고 시험실 내부 공기 설정온도를 20°C, 22°C, 24°C, 26°C로 변경하여 

Figure 2. Evaluation process of spacial-scale energy performance using outdoor tes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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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내·외부 공기 온도 차에 따른 교정열량을 산출하며, 외피 시료(유리)의 실내 공기온도 

25°C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입열량을 산출하여 공간단위 난방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Table 3과 

Figure 3은 시험실의 규모, 측정요소 및 위치와 같은 시험실 수집데이터 관련 개요를 나타내며, 

Figure 4는 표준판과 유리의 설치 전경이다. 냉난방기기는 FCU (fan coil unit) 2개로 구성되

어 있고, 개구부의 향은 정남향, 개구부의 면적은 3,000 mm (W) × 2,000 mm (H)이다. 각 요

소의 수집데이터의 위치별 개수는 공기온도 12개(실내 11개, 실외 1개), 실외 수평면 전천일

사량 1개, 시료 및 표준판 표면온도 24개(실내 12개, 실외 12개)이다. 대상별 데이터 수집기간

의 경우 표준판은 1월 15일부터 2월 7일, 유리는 2월 9일부터 2월 12일이며, 1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Table 3. Overview of measuring data for heating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glass

Type Number of point

Period (Set point temperature)

Calibrated heat flow rate

of reference panel

Heating energy 

consumption of glass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Outdoor : 1
2019.01.15.~2019.02.07.

(20°C, 22°C, 24°C, 26°C)

2019.02.09.~2019.02.12.

(25°C)
Air temperature  Indoor : 11, Outdoor : 1

Surface temperature Indoor : 12, Outdoor : 12

Figure 3. Drawings for the point and number of measu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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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는 표준판과 유리가 설치된 시험실 전경을 나타낸다. Figure 5는 표준판과 유리 설치 

후 측정된 실내외 공기온도를 나타낸다. 표준판 설치 기간 중 실외 공기온도는 –11°C부터 

11°C, 실내외 공기온도차는 19°C부터 35°C의 분포를 보이고, 유리 설치 기간 중 실외 공기온

도는 –9°C부터 1°C, 실내 공기온도는 24°C부터 50°C의 분포를 보인다. 실내 유입된 일사에 

의한 취득열로 인해 구조체 및 공기온도가 증가되는데, 시험실 내외부 공기온도차가 약 50°C

이더라도 시험실의 단열성능 및 기밀성능이 높기 때문에 구조체 열투과 및 누기에 따른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보다 일사 취득열량이 높아 난방기기가 가동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한다. Figure 6

은 표준판이 설치된 기간 동안 측정된 실내외 공기온도, 표준판 실내외 표면온도, FCU(냉난방

기기)의 급수 및 환수 온도를 나타내며, Figure 7은 FCU의 유량과 소비전력을 나타낸다. 난방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실의 FCU는 난방부하가 발생되는 시점에만 가동되며, 난방

부하 발생시점 외(냉난방기기의 소비전력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Figure 5. Air temperature data of the reference panel and glass (all period)

Figure 6. Temperature data of the reference panel and glass (only heating demand period)

Figure 4. Front view of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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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asured FCU flow rate and electric energy consumption data of the reference panel 

and glass (only heating demand period)

실내 환경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에 공급되는 열량은 열원 측 순환수의 유입온

도와 유출온도 간 차, 순환수의 비열, 냉난방기기의 소비전력을 활용하여 1분 단위로 수집한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식 (1)에 따라 산출된다.


 

  







(1)

여기서, 
는 냉난방기기의 총 공급열량(W), 1.163은 에너지 단위를 kcal에서 Wh로 변

환하는 상수, 는 냉난방기기의 열원 측 순환수 질량유량(L/min), 는 냉난방기기의 열원 측 

순환수 비열(cal/g·K), 
는 냉난방기기의 열원 측 순환수 유입 온도(°C), 

는 열원 측 순

환수의 냉난방기기 유출 온도(°C), 는 냉난방기기의 총 소비전력(W)을 의미한다. 

교정열량은 표준판을 설치했을 때의 시험실 공급열량에서 표준판의 투과열량을 차감하여 

식 (2)로 산출된다.







 


 


 


(2)

여기서, 
는 시험실의 교정열량(W), 는 표준판의 열전도율(W/m·K), 는 표준판의 두

께(m), 는 표준판의 면적(㎡), 
는 표준판의 시험실 내측 표면온도(°C), 

는 표준판의 

시험실 외측 표면온도(°C)를 의미한다. 

표준판과 유리가 설치된 기간 중 실내외 공기온도차와 투입열량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Figure 8과 같다. x는 실내외 공기온도차, y1은 유리의 난방 투입열량 y2는 표준판의 투입열량

(교정열량)을 의미한다. 실내외 공기온도차가 20°C일 경우, 유리의 투입열량(A)은 736.24 

Wh, 표준판의 투입열량(B)은 647.68 Wh이다. 

유리가 설치된 개구부에 의해 소비된 열량(A-B)은 88.56 Wh로 산출된다. 외부 공기온도

를 기준으로 난방부하가 발생되는 기간 중 데이터 개수 증가, 실내온도차 범위 확장을 통해 

실내외 온도차와 투입열량 간 상관관계를 높여 건축물 외피의 에너지 성능평가에 대한 신뢰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Method to Calculate Calibrated Heat Flow R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Cooling and Heating Energy Performance on the Building Envelope in a Spacial-Scale Outdoor Test Cell

Journal of KIAEBS Vol. 13, No. 3, 2019 ∙ 209

Figure 8. Calculation for heating energy of glass using calibrated heat rate

결 론

본 연구는 옥외 시험실의 다양한 외부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교정열량을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축물 외피의 공간단위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독일 패시브 하우스 협회(PHI, 2016)는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지표 중 연간 난

방 에너지 요구량을 15 kWh/(㎡·year)로 규정하고 있다. 공간단위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는 패시브 하우스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과 같이 외피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단

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으로 정량적인 성능 기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성능평

가 대상은 창호, 단열재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제어시스템을 활용한 일사 차폐를 통한 냉방 

에너지 저감 성능평가, 2018년 신재생에너지 품목으로 채택된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을 활

용한 실내 일사유입에 따른 난방부하 저감 성능평가 등 난방에너지 성능평가 뿐만 아니라 여

름철 냉방에너지 성능평가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태양열취득률(SHGC), 열관류율 등과 같

이 성능지표별 각기 다른 성능을 갖는 시스템을 옥외 시험실에 적용하였을 때 냉난방 에너지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시스템 단위 성능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

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162010104270).



Method to Calculate Calibrated Heat Flow R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Cooling and Heating Energy Performance on the Building Envelope in a Spacial-Scale Outdoor Tes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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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Jeon, J.W., Song, G.S., Jun, I.A., Won, J.Y. (2018). Analyzing Technical Elements of 

Zero Energy Building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Main Cert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12(5), 469-486.

2. Janssens, A., Roels, S., Vandaele, L. (2011). Full scale test facilities for evaluation of 

energy and hygrothermal performances. International Workshop Brussels, INIVE 

EEIG (International Network for Information on Ventilation and Energy Performance). 

University Press, Zelzate, Belgium.

3. Passive House Institute (PHI) (2016). Criteria for the Passive House, EnerPHit and PHI 

Low Energy Building Standard.

4. KS F 2278. (2017). Standard test method for thermal resistance for windows and do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