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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world has se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imple-

mented action plans.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save energy in buildings. In this 

study, a public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was developed, which is a web-based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o provide optimal information f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t 

also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which can assist stakeholders in taking decisions easily. The 

system consists of a main system and a linked system, and the main system consists of a ‘Com-

prehensive Information Guide’, ‘Self-Diagnosis of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Guide’.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Guide’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buildings, related policies, and 

low energy buildings and technologies. ‘Self-Diagnosis of Energy’ compares energy performance levels 

and provides improvement guides. ‘Energy Efficiency Guide’ simply evaluates energy performance, 

evaluates user-selected efficiency alternatives, or searches for optimal alternatives. Additionally, 

System is linked with the Korea registration portal of building materials (K-RBM) and the 

Korea detailed building energy information system (KDBEIS) (based on in-situ measurements). 

The developed system was evaluated and supplemented with service usability through alpha and 

beta tests.

주요어 :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건축물 에너지 데이터

Keywords: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Building Energy Data

서 론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각국의 장

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5년 6월 국가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Journal of KIAEBS Vol. 15, No. 6, 2021 ∙ 62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

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Lee, 2012), 이를 바탕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021년 10

월)’을 마련하였다.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국가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이며, 이 중 건물 부문은 12%(38백만톤)이다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tee, 2021).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

지 효율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축주, 설계자, 건물관

리자, 사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

럽연합 및 미국 등은 에너지 효율적 건축물 설계 및 리모델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그린투게더’라는 포털 

서비스가 있으나 건축물 운영 단계의 간단한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공적 지원체계 개발을 목표로 국내외 건축물 에너지 관련 서비

스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의사결정을 돕는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건축물 에너지 분야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

기관, 중소기업 및 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연계 및 구축

하였으며 웹사이트로 구현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통합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사

용성 평가를 위한 알파테스트 및 베타테스트를 수행하였다(KICT, 2019).

국내외 건축물 에너지 데이터 기반 서비스 동향

국내외 동향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

을 하고 있으며, 건물분야의 경우 국가차원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U.S. Departement Of Energy)은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특

성에 대한 데이터 세트로 BPD (Building Performance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데

이터의 에너지 성능, 물리적·운영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는 익명

화 과정을 거쳐 제공되며, 건축물 유형, 지역, 건축물 특성 등 약 35개 이상의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두 그룹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U.S. Department of Energy, 2021c). 또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데

이터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인 SEED (The Standard Energy Efficiency 

Data Platform)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SEED 플랫폼은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Home Energy Score, Building Energy Asset Score 등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API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벤치마킹, 에너지 효율 개선 성능평가 툴

에 데이터를 제공 한다(U.S. Department of Energy,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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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EUROPEAN DATA PORTAL을 통해 유럽전역의 국가에서 생산된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의 경우 가스, 전기, 물 사용량 등 6,900여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The official portal for European data, 2021). 또한, BRP (Building 

Renovation Passports) 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리노베이션, 건축물 주거 

품질,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Logbook 이란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개별 건축물의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BPIE, 2016).

이 외에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플랫폼 및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 에너지성능 평가, 경제성 평가,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을 건축물 유형을 구분하여 사용자 수준에 따라 제공하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uilding energy platform and tools

Name
Developer

-
Country

Type

Function Web
-based 
Format

User 
level*

Target 
building 
types**

Infor-
mation

Energy 
Econo
-mic

Optimi
-zation

DB

BUILD UP (European 
Commission, 2021)

EU
Plat-
form

v 　 　 　 　 v P~E All

SEED (Standard 
Energy Efficiency 
Data) Platform 
(U.S. Department of 
Energy, 2021d)

DOE-U.S.
Plat-
form

　 　 　 　 　 v E R, C

BPD (Building 
Performance Database)
(U.S. Department of 
Energy, 2021c)

LBNL, 
Windfall

Technical-U.S.

Plat-
form

　 △ 　 　 v v E R, C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U.S. Department of 
Energy, 2021a)

EPA, 
DOE-U.S.

Tool 　 v 　 　 　 v E C

Building Energy Asset 
Score (U.S. Department 
of Energy, 2021b)

PNNL, 
DOE-U.S.

Tool 　 v 　 　 　 v E R, C

BETTER (Building 
Efficiency Targeting 
Tool for Energy Retrofits) 
(LBNL, 2021b)

LBNL,
JohnsonCont

rols-U.S.
Tool 　 v v 　 　 v P~E C

BLCC (Building Life 
Cycle Cost) (NIST, 2021)

NIST, 
DOC-U.S.

Tool 　 　 v 　 　 　 E All

BEopt (NREL, 2021a) NREL-U.S. Tool 　 v v v 　 　 P R

OpenStudio PAT
(NREL, 2021b)

NREL-U.S. Tool 　 v v v 　 　 E All

Design Builder
(DesignBuilder 
Software Ltd, 2021)

Design 
Builder-U.K

Tool 　 v v v 　 　 E All

CBES (Commercial 
Building Energy Saver) 
(LBNL, 2019)

LBNL- U.S. Tool 　 v v 　 　 v P~E C

CityBES (City Building 
Energy Saver) 
(LBNL, 2021a)

LBNL- U.S. Tool 　 v v 　 　 v E R, C

*P : The Public, E : Expert, **R : Residential, C :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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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해 건축데이터 및 국가 건축물에너지관리시

스템을 통해 수집한 전기,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

인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를 통해 녹색건축 제도 관련 정보 및 실무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Lim and Lee, 2019). 한국전력은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을 통해 전력사용량에 

대한 주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플래너, Energy Care@Home 등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전력 사용량 및 요금 기반의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통신사에서 통신

망을 이용한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AI분석 플랫폼을 

통한 빌딩 및 공장 대상의 지능형 건축물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 이

며, SKT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딩 및 공장 대상의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을 통한 최적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KT Enterprise, 2021). 

LG 유플러스의 경우 IoT 기반 전기사용량 및 예상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료미터 서비스

를 제공 중에 있다.

국외 선진국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진단, 평가, 이력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 및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

스템 등을 통해 건축물에너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에너지 사

용량 및 요금 데이터 비교에 그치는 수준이다.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시스템 개요 및 컨텐츠 구성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은 건축물 기

본 정보(주소, 용도, 연도 등)와 다양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정책, 자재, 기술, 성능 등)를 

연계한 웹기반의 공적 지원체계 및 시스템이다(Oh et al., 2019). 통합지원시스템은 건축물의 

설계·시공·운영·리모델링·재건축 등 건축 행위의 여러 단계에서 건축 활용주체들(일반인, 전

문가 등)에게 필요한 최적 정보와 효과 분석 등의 결과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화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구축되었다. 

통합지원시스템은 개발 컨텐츠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 Table 2와 같이 메인 시스템,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메인 시스템은 통합지원시스템에 직접 탑재되어 구현된 시스템으로 

3개 컨텐츠로 구성하였다. ‘건축물 맞춤 정보 가이드’ 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관련 정책 및 

우수 기술 등의 맞춤형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에너지 자가 진단’은 기존 공동주택과 업무시

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수준 비교 및 취약부분 개선 가이드를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 가

이드’는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간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

용자가 선택한 효율화 대안을 평가하거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효율화 대안을 탐색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주요 컨텐츠인 ‘에너지 자가 진단’, ‘에너지 효율 가이드’에서는 사용자가 비

교 분석 및 평가한 결과를 최종 레포트(Building Energy Check) 형태로 제공하며, 최종 레포

트는 별도로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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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vice of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Part Title of Content Title of Service Summary

Main 
system

 
Comprehensive 

Information 
Guide

Search of basic building information Building register information

Search of building energy policy 
information

Information on issue and trend, 
customized law and policies

Low energy building/ technology 
information

 Best practice of domestic/foreign low 
energy buildings, energy mitigation 

technologies

Self-Diagnosis 
of Energy

Comparative analysis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levels

Comparison of energy performance 
levels, guide for improvement 

Energy 
Efficiency 

Guide

Evaluation of building energy use
Evaluation of energy performance, 
simple calculation of certification

 Support for energy efficiency
Evaluate and search for efficiency 
alternatives reflected requirements

Support 
system

K-RBM

Registration of building energy-related 
materials and equipments

Registration of properties, prices, 
certificates of building energy-related 

materials and equipments

Search of materials and equipments
 Information on properties, prices and 

a cost-effectiveness graph

KDBEIS

Characteristics of measured buildings
Detailed information (architecture, 
equipment, characteristics of use)

Annual energy intensity statistics
Detailed measured annual energy data 

by energy source

Energy intensity distribution pattern by 
period

Detailed measured daily, monthly, 
seasonal energy data by energy source

연계 시스템은 통합지원시스템에 별도의 포털로 링크를 통해 연계하였으며 2개의 컨텐츠

로 구성하였다. ‘K-RBM (Korea Registration Portal of Building Materials)’ 는 에너지 자재·

설비 등록 포털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자재 및 설비를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다. ‘KDBEIS 

(Korea detailed Building Energ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in-situ measurements)’는 계

측기반 상세 에너지정보 시스템으로 200개의 공동주택 세대와 85개의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상세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을 계측 및 분석하여 원단위 통계 값과 패턴을 제공한다.

Figure 1은 웹으로 구현한 통합지원시스템 및 세부 컨텐츠들의 대표 화면으로, 좌측은 통

합지원시스템의 메인 화면, 우측은 에너지 효율 가이드의 최종 출력 레포트인 Building 

Energy Check이다.

세부 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메인 시스템은 ‘건축물 맞춤 정보 가이드’, ‘에너지 자가 진단’, ‘에너지 효

율 가이드’의 3개 컨텐츠와 하위 6개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메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가지 

컨텐츠는 정보 제공, 에너지성능 평가, 경제성 평가, 최적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각 컨텐츠

별 대상 건축물 유형, 사용자 수준 및 주요 특징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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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resentative screen of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건축물 맞춤 정보 가이드’ 컨텐츠는 ‘건축물 기본정보’, ‘건축물 에너지 법령 정보’, ‘저에

너지 우수 건축물 및 기술 정보’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건축물 기본정보’ 서비스는 개별 건축

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층수, 용도 등 건축물대장 기반의 기본 정보

를 조회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법령 정보’ 서비스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이슈 및 동향, 관

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별 건축물의 대지 위치, 주용도, 연면

적 등의 정보를 통해 관련 제도의 의무대상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주는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한다. ‘저에너지 우수 건축물 및 기술 정보’ 서비스는 국내외 우수 녹색 건축물 사례 및 우수 

녹색 건축 관련 신기술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Kim et al., 2019).

Table 3. Features of main system

Name Type

Function Web-
based 

Format

User 
level*

Target 
building 
types**

NoteInforma-
tion

Energy 
Econo
-mic

Optimi
-zation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Plat-
form

v v v v　

v

P~E All 　

- Comprehensive 
Information 
Guide

Tool v 　 　
　

　
P All

•Building register, 
energy policy, low 
energy building/ tech. 
information

- Self-Diagnosis 
of Energy

Tool 　 v 　
　

　
P

E
(A, O)

•Minimal user input 
data

•Logic based on 
metering usage data

•Improvement guide

- Energy 
Efficiency 
Guide

Tool 　 v v v　 P~E A, O

•Minimal user input 
data

•Default data
•ECM evaluation, 

optimization ECM 
exploration

*P : The Public, E : Expert, **E : Existing buildings, A: Apartment, O :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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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가 진단’ 컨텐츠는 ‘상세 에너지성능 수준 비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와 사용자 입력정보를 이용해 진단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원별(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에너지용도별(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전기기기(기준층), 승강, 급수)로 추정

하고, 연면적이 유사한 건축물 군과의 비교를 통해 에너지성능 수준을 분석하고 에너지성능 

개선 가이드를 제공한다.

‘에너지 자가 진단’의 시스템은 입력 항목,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 모델(로직) 및 이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모듈별 상세 구성요소는 Table 4와 같다. 상세 에

너지사용량 추정 로직은 계측 건축물의 건축, 설비, 사용부문 특성정보와 사용량 계측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추정식으로 용도별 사용량을 추정한다. 상세 에너지사용량 보

정 로직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검침 값(고지서 정보)의 보정을 위한 로직이다. 에너지성능 수

준 비교분석 로직은 대상 건축물의 사용량 추정 값을 연면적에 따른 유사건축물 군의 사용량 

대표 값과 비교하여 에너지성능 수준의 우수, 보통, 미흡한 용도를 평가한다. 

Table 4. Detailed components of energy efficiency guide

Step Module Input Logic Output

1
Enter 

information

•Basic information

•Resident information

•Facility information

•Appliance information

•Energy information

- -

2
Compare and 

Diagnose

•Weather data

•Measured usage data

•Energy consumption 

estimation

•Energy consumption 

correction

•Performance level 

comparative analysis

•Energy consumption 

(yearly, monthly)

•Performance level by 

end-use

3
Improvement 

Guide

•End-use of poor levels

•Improvements data
-

•Improvements for poor 

level end-use

•Report

‘에너지 효율 가이드’ 컨텐츠는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화 지원’ 서비

스가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현되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간이 산출하고, 산출 결

과를 토대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여 사용자 요구조건을 반영한 에너지 효율

화 대안을 제공한다.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서비스는 다양한 건축물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에

너지성능 계산 로직이 탑재되어 건축, 설비 및 신재생 부문의 성능정보를 입력하여 에너지소

요량을 간이 산출한다. 사용자가 성능 값을 모르는 경우, default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

여 보다 쉽게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사용량(에너지원별)

을 입력하여 예측 사용량(에너지 용도별)을 추정하며, 예측 사용량을 반영하여 사용자 운영정

보 보정 및 에너지소요량을 재 산출한다. ‘에너지 효율화 지원’ 서비스는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서비스에서 간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에너지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수

준 대비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수준 비교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에너지 용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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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대안(Energy Conservation Measure, 이

하 ECM)을 선택하고 선택된 ECM의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및 경제성을 평가하는 ‘대안평

가’기능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에너지성능 및 경제성 등 사용자가 선택한 판단 기준

에 부합되는 최적화된 ECM 또는 ECM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안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 가이드’의 시스템은 입력 항목,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 모델(로직) 및 이

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모듈별 상세 구성요소는 Table 5와 같다. 주요 

계산 모델인 소요량 산정 로직은 크게 요구량 및 소요량 산정, 용도별사용량 추정, 운영 정보 

보정 및 소요량 재 산출로 구분할 수 있다. 요구량 산정 방법은 기존의 국내 ECO2 프로그램

의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소요량 산정 방법은 웹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지표를 활용하여 소요량을 추정할 수 있는 간이해석 모델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Table 5. Detailed components of energy efficiency guide

Step Module Input Logic Output

1
Enter 

information
•Basic information
•Building information

- -

2
Performance 
evaluation

•Weather data
•Operational information

•Energy use calculation 

•Energy need
•Energy use
•Primary energy use
•Simple Energy 

Efficiency Rating

3
Performance 

diagnosis

•Benchmarking criteria
•Building informa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Efficiency diagnostic 
•Energy use as a priority 

for improvement

4
Additional 
information

•Additional building 
information

-
•Updated building 

information

5 ECM Choice •ECM list
•ECM Auto-Assembly
•Energy use calculation 
•Economic evaluation 

•Building information
•Performance result
•Economic result

6
Performance 
comparison

- -
•Comparison graph
•Report

데이터 연계 및 구축

각 컨텐츠 및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는 7가지 주제영역으로 구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으며, 각각의 주제영역별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컨텐츠들은 Figure 2와 같이 연

계된다. ‘건축물 정보 데이터’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

부, 층별 개요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축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구

축하였다. ‘건축자재 데이터’는 물가정보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자재 및 

설비의 주요 속성정보와 가격 정보가 포함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고효율에너

지기자재인증제도의 인증품목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품목 중 건축물 관련 제

품의 속성 및 가격정보로 구성하였다. 건축자재 데이터는 K-RBM을 통한 제품 관련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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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소요량 예측 데이터’는 건축물의 소요량 계산에 필

요한 기상 데이터, 실내 환경 설정조건, 건축물사용 운전조건 등의 정보로 구성하였다. ‘에너

지 사용량 데이터’는 건축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건축물 에너지·온실

가스 정보체계를 통해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은 데이터, 그리고 상세 계측된 데이터로 구축하

였다. 상세 계측 데이터는 건축물유형별(공동주택, 업무시설), 에너지원별(전기, 열, 가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는 주소를 기반으로 연결된다. ‘건축물 에너지 법규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OpenAPI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 등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 중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의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다. ‘경제성 데이터’는 에너지 효율 가이드의 에너지 효율화 대안 분석에 활용되며,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인 자재 및 설비의 가격 정보, 표준품셈정보,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적 지표로 구성하였다. ‘우수사례 데이터’의 경우 국내외 저에너지 건축물 우수사례와 

에너지 절감 기술 우수사례로 구성하였다.

Figure 2. Service and Data Diagram

서비스 사용성 평가

알파 테스트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 연구단의 연구진 50

명을 대상으로 알파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알파 테스트는 통합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체험해보

며 각 서비스와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통합지원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잘 구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서비스 

화면에서 오타와 오류를 발견하였다. 특히 계산 알고리즘이 탑재된 서비스를 웹으로 구현하

는 과정에서의 기능적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테스트에서 확인된 단순 오타 및 화면 오

류사항은 즉각적으로 수정하였으며, 기능적 오류사항은 보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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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테스트

통합지원시스템은 건축 및 건설 부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임에 따라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참여자들은 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서비스인 에너지 자가 진단(공동주택)과 에너지 효

율 가이드 컨텐츠를 체험하였으며, 디자인 만족도, 화면 및 기능 이해도 등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디자인 만족도, 화면 이해도, 서비스 흐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용어나 서비스 기능에 대

한 이해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화면에서 주요 용어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며,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Table 6. Usability Survey Results of Energy Efficiency Guide

Satisfaction or understanding level

1 2 3 4 5

Satisfaction of design 0 (0%) 2 (2%) 34 (34%) 58 (58%) 6 (6%)

Understanding of terms 1 (1%) 10 (10%) 41 (41%) 45 (45%) 3 (3%)

Understanding of screen 0 (0%) 4 (4%) 33 (33%) 56 (56%) 7 (7%)

Understanding of functions 0 (0%) 2 (2%) 46 (46%) 47 (47%) 5 (5%)

Access to information 0 (0%) 1 (1%) 37 (37%) 57 (57%) 5 (5%)

Progress of service 0 (0%) 2 (2%) 32 (32%) 56 (56%) 10 (10%)

Overall satisfaction 0 (0%) 2 (2%) 34 (34%) 56 (56%) 8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

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통합지원시스템은 건축물 설계·시공·운영·리모델링 등 건축 행위

의 여러 단계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Lee and Yu, 2016). 

통합지원시스템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녹색건축 조성사업 및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

색건축 관련 정책과 기술을 결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간이화된 웹기반의 에너지 성능 평

가 및 분석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전문가 대상의 성능평가 툴과 달리 일반인도 쉽게 접근 가능

하게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누구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 효

율 가이드의 경우 원안-대안 비교 및 최적화 기능에 경제성 평가 기능을 더하여 사용자가 목

표로 하는 에너지 성능에 대한 경제적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초기 기획단계에서 에

너지 효율화 효과를 검토할 때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요소기술의 대안 선정

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축 및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성능 및 의사결정자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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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자가진단의 경우 에너지용도

별 구체적인 취약부문을 파악하여 거주자의 자발적 합리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관리자

의 에너지 효율적 운전을 유도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통합지원시스템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나, 서비스 사용성 평가 결과 용어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한 이해도

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으나, 건축물 에너지 효

율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 및 결과 이해도 향상, 사용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한 지속

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통합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후속 연구개발 또한 필요하다.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은 누구나 건축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물 에너지와 관

련된 다양한 제도, 기술 정보를 제공받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에너지 성능평가를 하고 개

선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국민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건축물 유형 및 용도별 에너지 소비 특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이 향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를 제공하는 공적 허브 역할과 에너

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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