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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before and after gree remodeling is important for effective 

green remodeling, and analysis tools and programs are used for this. This study aims to develop 

programs and verify performance that can be easily used by users without expertise, can be 

applied to non-residential buildings, and can support accurate energy performance analysis and 

decision-making during green remodeling. For accurate energy analysis, EnergyPlus, a verified 

energy analysis program, was installed inside the program as an analysis engine. The user mode 

may be divided into a general user mode and a professional user mode. In addition, the input 

method was optimized using a database. The energy analysis performance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gram developed for buildings that have been actually 

remodel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of EnergyPlus. As a result, there was an error of 4.7% in 

annual energy use before green remodeling and 8.9% in annual energy use after green 

remodeling. It is suitable for evaluating energy usage before and after actual green remodeling.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an error in energy performance analysis due to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modeling the shape of a buil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program by conducting verification on buildings of various sizes and shapes in the 

future.

주요어 : 소규모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평가,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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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선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의 NDC를 2018년 배출량 대

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hin and Choi, 2022).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방안은 신축 건축물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통한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와 기

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개선이 있다. 현재 국내의 노후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8.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0년 이상 

건물도 37%를 차지하여 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은 

외벽의 단열 성능 저하와 창호의 단열 및 기밀성능 저하, 냉난방 설비의 낮은 효율로 인한 손

실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건축물의 성능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 감축 목표량도 신축 건물 대비 매우 큰 실정이

다(Kim et al., 2022). 

국내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경제계 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되었으

며, 2020년부터는 어린이, 노인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Lee and Choi, 2022). 2021년과 2022년에 그린 리모델링 지역

거점 플랫폼이 구축되어 전국적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국외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Green Remodeling, Energy Efficiency Retrofit, 

Green Retrofit, Deep Energy Retrofit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과 온실가스를 감축은 물론, 거주자의 건강을 개선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외

의 연구사례(Jacobs et al., 2017)에서 500여 개의 주거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실내공기

질의 개선 등을 밝힌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에너지 성능 확인과 리모델링 후 에너지 

성능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분석 도구(Tool)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이 정착된 국외에서는 소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한 리트로핏 수요가 

가장 많은데(Sherman et al., 2021), 이러한 소규모 업무용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에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해석을 위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유럽에

서는 엑셀 기반으로 작성하여 웹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접근이 쉽게 개발하였고

(Building Typology, 2022; Inspire Tool, 2022), 미국에서는 일찍이 중소규모의 업무용 건물 

리트로핏 분석을 위해 동적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인 EnergyPlus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도구

들이 개발되어(Hong et al., 2015)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고성능의 시뮬레이션을 쉽게 활

용하는 연구(Lee et al., 2015)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보정에 관한 연구(Sun et al., 2016)도 진

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 프로그램인 ECO2를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개선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Lee et al., 20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저감 효과 예측 Tool 구축을 위해 국내외 건물에너지 평가 툴을 비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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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Plus를 기반으로 하는 Design Builder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거나(Ju et al., 2018) 

ECO2와 Design Builder의 해석 성능을 비교(Kim et al., 2022)하기도 하였다. 에너지 성능 

해석 도구는 대부분 비전문가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비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

기도 하였는데(Bang et al., 2018)주거용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비주거 건물에도 적용 가능하

며, 그린 리모델링 시에 에너지 정확한 성능해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발과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정확한 성능해석을 위해서 검증된 동적열부하 해석 프로그

램인 EnergyPlus를 해석 엔진으로 프로그램 내부에 탑재하였으며, 실제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결과와 EnergyPlus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에너

지 해석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정

비주거 건축물의 리트로핏 의사결정을 위한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은 사용자모드의 구분

이 가능하고 EnergyPlus의 해석엔진을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활용하여 입력

방식의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기획 및 개발하였다. 

사용자모드는 일반 사용자모드와 전문 사용자모드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였다. 일반 사용

자모드는 건물 에너지, 건축설비 및 환경 그 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건물의 준공년

도, 건물의 외형, 냉난방 설비의 종류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와 리트로핏 대안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해 EnergyPlus에서 필요한 여러 입력 변수들은 대부분 모듈 처리

하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전

문 사용자모드는 일반 사용자모드에서 추가적인 수정화면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실제 건물에 

해당되는 입력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상세하게 구성하여 수정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두 개의 모드 둘 다 기존의 EnergyPlus의 정밀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과 절차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

EnergyPlus를 해석엔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idf (Input Data File)의 생성과 쓰기, 읽기 기

능이 필요하다. EnergyPlus에서 사용되는 idf 파일은 건물과 건물 내에 포함된 시스템을 설명

하는 데이터가 포함된 ASCII 형태의 파일로 EnergyPlus를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구동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파일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

램 내에서 idf 파일을 불러오거나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idf 파

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idf Reader 및 Writer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탑재하였다. 작성된 idf 

파일은 idf Parser를 사용하여 값을 읽어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idf Parser를 통해 자료구조에 

적재도 가능하게 하였다.

EnergyPlus는 기본적으로 타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배치파일(batch file)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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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배치파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행 명령을 내리면 외부 

EnergyPlus가 실행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RunEPlus.bat’ 파일을 실행시키

면 ‘RunEPlus.bat’ 파일은 에너지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리한 스크립트로 idf 파일을 읽

어 들여 분석 대상 모델, 위치, 시뮬레이션 정보 등을 편집하여 각각의 해석 프로그램에 맞는 

형태로 변환한다. 변환된 데이터를 idf 파일에서 지정한 알고리즘 및 해석방식대로 프로그램

을 실행시켜 결과를 도출하도록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외부에서 실행된 EnergyPlus에서 결

과를 출력하면 해당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출력하며, 출력된 결과는 스프레드시트(Spreed 

Sheet)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idf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건물 외형 형상을 확인하고 각 부재의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 3-D Viewer를 개발하여 탑재하였다.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에너지 

분석이므로 3-D Viewer는 오픈소스(Open Source)로 배포된 VTK (The Visualization 

ToolKit)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지 오래되어 일부 상용화가 될 정도로 완성도가 

있으며 사용자 커뮤니티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므로 국내 및 국외의 분석 도구 개발에 많이 사

용되고 있다. VTK 3D 뷰어의 시각화 Pipeline은 형상 데이터를 로드하여 VTK filter, 

mapper, actor 등을 거쳐 화면에 보이게 되며, 사용자는 화면을 조작함으로써 내부 프로그램

의 입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외의 기술적인 상세한 내용은 앞서 개발과정 전체를 소개한 연구(Seong and Hong, 

2022)에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Figure 1은 위에서 설명한 그

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의 해석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사용자모드

에 따른 입력 및 출력과 관련된 절차,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내부에 자

체적으로 개발하여 탑재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Key features and program execution procedures of the green retrofi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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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결과

개발된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의 각 화면구성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a)은 프로그램 

시작 시 사용자모드 선택 화면으로 일반 사용자모드와 전문 사용자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결과이다. 다음은 Figure 2(b)와 같이 건물의 건축 정보를 입력하고 Figure 2(c)와 같

이 건물의 설비정보를 입력하도록 개발하였다. 건축 정보 입력 시 건물의 가로 길이, 세로 길

이, 층고, 층수, 창면적비를 입력하면 건물의 외형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정보 입력 시에 건물

이 위치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준공연도를 입력하면 각 연도에 해당하는 설계기준에 맞는 열

관류율과 같은 물성값을 개발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와 자동으로 프로그

램 내부에서 idf 파일로 생성된다. 건물 부재의 물성값의 데이터베이스는 연도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열관류율 값을 달리하도록 구축하였다. 설비정보의 입력은 냉난방 설

정온도, 공조방식, 냉방설비, 난방설비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입력가능한 설비의 

종류는 공조방식은 공기조화기(AHU), 팬코일유니트(FCU), VRF시스템이며, 각 공조방식

에 따라서 냉동기와 보일러를 선택할 수 있다.

전문 사용자모드에서는 Figure 2(d)와 같은 3-D Viewer 화면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뷰

어의 좌측 리스트에는 벽, 창호와 같은 건축 부재와 실(Zone)의 항목을 계층구조(Hierarchy)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건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하여 수정도 가능하도록 개

발되었다. 우측의 형상화면은 사용자가 마우스로 선택하거나 회전, 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된 건물의 벽, 창호와 같은 부재와 존의 해당하는 입력값들은 Figure 2(e)와 같이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Figure 2(f)는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에 탑재된 EnergyPlus의 실행과정을 보여주는 화면

의 결과이며 Figure 2(g)은 건물의 에너지 해석 결과의 출력을 나타낸다. 전문 사용자모드와 

달리 일반 사용자모드는 건축 정보와 설비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EnergyPlus로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리트로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구현하였는데, 

Figure 2(h)와 같이 외벽, 창호, 설비를 각각 3수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

자모드에서는 자동 설정도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외벽과 창호의 리트로핏 1수준은 노후화

된 기존 건물의 열관류율에서 현재 열관류율 기준(Korea Energy Agency, 2018)으로 변경하

는 것으로 하였으며, 2수준은 현재 기준대비 10%의 단열성능 향상, 3수준은 20%의 단열성

능 향상으로 설정되도록 하였다. 설비의 리트로핏 1수준은 최근 리트로핏 사례에서 알수 있

듯이 VRF시스템으로 설비교체가 된다는 가정하에 VRF 시스템의 제품 사양서를 조사하여 

일반효율 하위 30%의 제품의 COP 평균값인 냉방 3.3 난방 4.0의 값을 가지는 장비로 교체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2수준은 일반효율 제품의 평균 냉난방 COP(냉방 4.4, 난방 4.6), 3수

준은 고효율 제품의 평균 냉난방 COP(냉방 5.5, 난방 6.4)를 각각 적용하였다.

건물의 리트로핏 설정에 따른 절감률과 리트로핏 비용은 Figure 2(i)와 같이 출력되며 

Figure 2(j) 과같이 사용자가 지정한 리트로핏 수준에 대해 비용 대비 절감률에 대한 리트로

핏 지수인 RI (Retrofit Index)도 출력되어 쉽게 여러 리트로핏 대안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

게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에너지 해석 성능만을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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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 select (b) Input of architectural information

(c) Input of system information (d) 3-D View

 

(e) Modification of input value (f) Processing

(g) Output of results (h) Setting retrofit alternatives

(i) Cost analysis (j) Result of retrofit index

Figure 2. Screenshot of the green retrofi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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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물과 적용 기술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물 개요

리모델링은 강원도 정선군 소재의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건축물은 보건소 

건물이며 1종 근린생활시설로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266.06 

㎡이다. 2001년 준공된 이후 20년 이상 사용된 건축물로 에너지 성능과 효율 저하로 그린 리모

델링을 추진하였다. 대상 건축물의 개요는 Table 1과 같으며 각 층의 평면은 Figure 3과 같다. 

(a) 1st floor

(b) 2nd floor

Figure 3. Floor plans of the targe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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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target building

Section Contents

Location Jeongseon-gun, Gangwon-do

Purpose Area A class 2 Exclusive residential area

Site Area 1,184 [㎡]

Floor Area

Basement floor 26.07 [㎡]

First floor 257.66 [㎡]

Second floor 135.66 [㎡]

Total 419.39 [㎡]

Building coverage 266.06 ㎡ / 1,184 ㎡ x100 = 22.47[%] (Standard: 60%)

Floor Area Ratio 355.7 ㎡ / 1,184 ㎡ x100 = 30.04[%] (Standard: 250%)

Principal Use A class 1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Number of Stories 2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height 10.85 [m]

그린 리모델링 적용 기술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적용 기술은 패시브 설계기법, 액티브 설계기법 등 매우 다양하며,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의 최소화는 물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실제 에너

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Choi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다수의 기술을 검토한 후 대상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하였다. 적용

된 그린 리모델링 기술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필수요소 중 지붕의 단열성능 강화, 외벽의 

단열성능 강화, 창호 교체, 조명 교체, 냉난방 시스템 교체의 다섯 가지다. 

기존의 지붕은 Figure 4(a)와 같이 비드법 보온판 80 mm를 사용한 내단열로 구성되어 있

었으나, Figure 4(b)와 같이 135 mm 경질 우레탄폼으로 단열을 강화하고 환기 이격재를 포함

한 징크패널로 마감하였다. 지붕의 열관류율은 0.483 W/㎡·K에서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후 0.181 W/㎡·K로 단열성능이 향상되었다. 

(a) Before (b) After

Figure 4. Section of roof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기존의 외벽은 Figure 5(a)와 같이 비드법 보온판 50 mm를 사용한 내단열로 구성되어 있

었으나, Figure 5(b)와 같이 기존 구조체에 120 mm PF 보드를 보강하여 단열을 강화하였다. 

외벽의 열관류율은 0.642 W/㎡·K에서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후 0.218 W/㎡·K로 단열성

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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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b) After

Figure 5. Section of exterior wall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기존의 창호는 Figure 6(a)와 같이 16 mm 복층유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린 리모델링 

후 Figure 6(b)와 같이 31 mm 로이 3중창으로 변경하여 창호의 성능을 강화하였다. 창호의 

열관류율은 2.1 W/㎡·K에서 1.3 W/㎡·K로 단열성능이 향상되었고 SHGC (Solar Heating 

Gain Coefficient)는 0.717에서 0.645로 변경되었다.

(a) Before (b) After

Figure 6. Section of window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내부 조명은 기존의 LED를 철거하고 저전력 조명으로 설치하였다. 도면의 전기공사 냉난

방 설비 시스템은 고효율 장비로 변경하였으며 난방 시 COP은 3.29에서 3.98로, 냉방 시 

COP은 2.99에서 3.87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전후의 건물 전경의 변화

는 Figure 7과 같으며, 주요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a) Before (b) After

Figure 7. Front view of target building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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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values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Items Before After

Roof

U-Value [W/㎡·K]

0.483 0.181

Exterior wall 0.642 0.218

Floor 0.469 0.469

Window
U-Value [W/㎡·K] 2.1 1.3

SHGC 0.717 0.645

Interior Light Lighting Power Density [W/㎡] 4.5 3.85

Heating & cooling system
Heating COP 3.29 3.98

Cooling COP 2.99 3.87

EnergyPlus와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EnergyPlus와 개발된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모델링 전후 대상 건물의 에

너지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시뮬레이

션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nergyPlus

EneryPlus 시뮬레이션은 9.3.0 version을 사용하였다. Openstudio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

였으며 건물의 외벽, 지붕, 창호, 조명밀도, 냉난방 설비는 앞서 기술한 그린 리모델링 적용 기

술 전후의 값을 입력하였다. Figure 8은 Openstudio를 사용하여 대상 건물을 모델링한 결과

이고, Table 3은 EneryPlus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주요 입력값과 입력 조건을 요약하여 정리

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기상 데이터는 주요 지역별 기상 데이터를 *.epw 파일로 제공하고 있

는 웹페이지(Climate.OneBuilding.Org, 2022)를 참고하여 정선군과 가장 가까운 영월지역

의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igure 8. Target Building modelling Using Openstudio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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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imulation Condition and Basic Input

Component Features

Site Location

Yeongwol

Latitude: 37.18°N, Longitude: 128.46°E

Elevation 241.9 m

Hours Simulated [hour] 8760

HVAC System Sizing Autosize

Heating & cooling system VRF system

Building Operation Schedule 9:00~18:00

SetPoint [℃] Cooling 26, Heating 20

Output Timestep 1 Hour

Weather Data Yeongwol *epw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은 전문 사용자모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건물의 도서

를 참고하여 건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층수를 입력하였다. 건물의 외벽, 지붕, 창호, 

조명밀도, 냉난방 설비는 건물의 준공년도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값을 자동

으로 불러오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동 입력이 아닌 앞서 기술한 그린 리모델링 적용 기술 전후

의 값을 입력하였다. 프로그램에 탑재된 기능인 3-D Viewer를 통해 건물을 모델링하고 입력

값을 수정하는 과정 및 모델링 결과는 Figure 9와 같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난방, 냉방, 조명 

등의 상세 결과 화면이 출력되지만, 출력의 상세한 내용은 출력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의 폴더

내의 출력 파일 포맷 (*.svc, *.html)을 이용하였다. 입력과 출력 방법 외의 나머지 실행 조건

인 건물의 운전 스케줄과, 위치, 기상 데이터는 EnergyPlus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린 리

트로핏 프로그램의 주요 입력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Figure 9. Target building modelling using green retrofi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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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put value of the green retrofit program

Component Features

Width × Length × Hight [m] 23 × 11 × 3

Stories 2

Window Wall Ratio (WWR) [%] 30

Site Location Yeongwol

HVAC System Sizing Autosize

Heating & cooling system VRF system

Building Operation Schedule 9:00~18:00

SetPoint [℃] Cooling 26, Heating 20

프로그램 별 대상 건물 모델링 결과

프로그램 별 대상건물의 모델링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공조 면적(Conditioned Area)은 

EnergyPlus가 518.76 ㎡,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506.00 ㎡로 출력되었다. 건물의 체적은 

EnergyPlus가 1,520.19 ㎥,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2,024.00 ㎥로 출력되었다. 창면적비

(WWR, Window Wall Ratio)는 EnergyPlus가 28.66%,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은 44.12%로 

출력되었다. 창면적비는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의 입력 시 10% 단위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

에 EnergyPlus의 모델링 결과인 28.66%의 근사값인 30%로 입력하였으나, 프로그램 내부의 

건물의 자동 모델링 과정에서 약 14%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대상 건물을 모델링한 결과를 살펴보면 EnergyPlus는 Openstudio를 이용하여 대상 건물

의 도면과 같이 각 실과 건물 외관의 형상을 상세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반면,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은 건물 외형의 입력 방법의 한계 때문에 건물 형상이 단순하게 방형으로 모델링 되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조 면적, 체적 그리고 창면적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Modelling results of target buildings by program

Item EnergyPlus Green retrofit program

Conditioned Area [㎡] 518.76 506.00

Total Building volume [㎥] 1,520.19 2,024.00

Window Wall Ratio (WWR) [%] 28.66 44.12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해석 결과 비교분석

그린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 비교

Figure 10은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린 리모델링 전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가 52.02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54.58 kWh/㎡·yr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후의 전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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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은 EnergyPlus가 46.77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51.33 

kWh/㎡·yr로 산출되었다. 

앞서 설명한 그린 리모델링 요소기술을 대상건물에 적용한 결과 EnergyPlus는 그린 리모

델링 전후 약 10.1%의 에너지 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

램은 6.0%의 에너지 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프로그램 간의 에너지 사용량 평

가 결과 오차는 리모델링 전 에너지 성능해석 시에는 4.9%, 리모델링 후 에너지 성능해석 시 

9.7% 로 10% 이내의 오차율을 보였으나 리모델링 후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두 프로그

램의 에너지 성능평가 결과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요소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Figure 10. Comparison results of total energy changes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요소별 에너지 성능 비교

Figure 11은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건물 요소별 에너지 사용량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린 리모델링 전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가 3.22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

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3.74 kWh/㎡·yr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후의 난방에너지 사

용량은 EnergyPlus가 0.96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1.56 

kWh/㎡·yr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난방에너지 변화는 EnergyPlus로 평가하였

을 때 70.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을 때 

58.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석방식에도 불구하고 EnergyPlus보다 그린 리

트로핏 프로그램의 난방에너지 절감률이 더 낮게 나온 것은 앞서 기술한 프로그램별 대상 건

물 모델링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의 체적과 공조 면적 그리고 창면적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린 리모델링 전의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가 9.6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10.1 kWh/㎡·yr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후의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가 8.0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10.3 

kWh/㎡·yr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냉방 에너지 변화는 EnergyPlus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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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16.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을 때 

2.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의 연간 냉방 에너지가 더 증가한 

것은 건물의 창 면적이 큰 경우에 창을 통한 열의 손실보다 일사에 의한 열의 취득이 많아져 

냉방부하가 상승하여 냉방 에너지가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 리모델링 전 조명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와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같은 결

과를 출력하였고, 값은 11.70 kWh/㎡·yr였으며, 그린 리모델링 후 조명에너지 사용량도 

EnergyPlus는 10.27 kWh/㎡·yr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10.28 kWh/㎡·yr로 비슷한 결과

를 출력하였다. 리모델링 전후의 절감률은 12.2%였다. 건물의 형상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조 면적의 차이는 다소 발생하지만 리모델링 시 변화된 조명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

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에너지 사용량은 VRF 시스템의 송풍기(Fan) 에너지 사용량인데 그린 리모델링 전

의 기타 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가 0.24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

로그램이 1.73 kWh/㎡·yr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후의 기타 에너지 사용량은 

EnergyPlus가 0.23 kWh/㎡·yr로 산출되었으며,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이 1.87 kWh/㎡·yr

로 산출되었다.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기타 에너지 변화는 EnergyPlus로 평가하였을 때는 

0.01 kWh/㎡·yr 차로 큰 변동이 없었고,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을 때 8.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의 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형

상에 따른 공조 면적과 체적의 차이 그리고 냉방부하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ure 11. Comparison of energy changes by type before and after Green Remodeling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 EnergyPlus를 기반으로 하

는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개발과정을 서술하였다. 실제 건물에 적용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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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술들을 EnergyPlus와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후 그린 

리모델링의 전후의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개발된 프로그

램을 검증하였다. 

EnergyPlus와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의 에너지 성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그린 리모델

링 전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4.9%, 그린 리모델링 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9.7%정도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냉방, 조명, 기타 에너지 사용량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

펴보면 조명에너지를 제외하고 에너지 사용량 해석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건물을 상

세하게 모델링한 결과와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결과의 형상 차이에

서 발생한 공조 면적, 체적, 창면적비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린 리트로핏 프로그램과 EnergyPlus의 전체 연간 에너지 사용량만

을 비교하였을 때 10% 이내의 오차로 실제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건물 형상을 자동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에너지 성능해석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건

물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EnergyPlus가 비교적 건물의 실제 에너지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증된 프

로그램이긴 하나 프로그램 사용자의 주관에 따른 여러 입력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사용량

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실제 사용량을 수집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능 중 리트로핏 대안 수준에 따른 비용분석 기능과 적정성은 검증하

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리트로핏 대안 제시의 적정성, 비용분석의 타당

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22CTAP-C164003-02).

References

1. Bang, S.K., Yoo, J.H., Kim D.H.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ergy 

Simulation Program for Non-specialist to Enhance Green Remodel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34(11), 55-62.

2. Choi, M.J., Jeon, J.W., Lee, D.H. (2021). The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for 

Certification Case of Zero Energy Building through Green Remodel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15(2), 213-223.

3. Hong, T., Piette, M.A., Chen, Y., Lee, S.H., Taylor-Lange, S.C., Zhang, R., Sun, K., 

Price, P. (2015). Commercial building energy saver: An energy retrofit analysis toolkit. 

Applied Energy, 159, 298-309.

4. Jacobs, D., Wilson, J., Tohn, E. (2017). Health and Home Upgrades. ASHRAE Journal, 59(2).



An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Remodeling of Small-scale Public Buildings Using the Green Retrofit Program

546 ∙ Journal of KIAEBS Vol. 16, No. 6, 2022

5. Ju, J.H., Lee, K.H., Koo, B.K., Kim, K.T. (2018).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Green 

Remodeling Energy Reduction Tool in Building Construction - Office Building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34(8), 13-18.

6. Kim, J.H., Yu, J.S., Kim, J.H., Kim, J.T. (2022). Energy Performance Analysis of 

Green-Remodeling for Public Buildings under 500 m2.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42(3), 87-101.

7. Lee, D.H., Byun, S.Y., Won, J.Y., Choi, D.H. (2021). An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through Green Remodeling of Small Neighborhood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15(5), 459-473.

8. Lee, H.S., Choi, G.S. (2022).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According to Green Remodeling - Focused on the Passive Technology of Public 

Building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9(3), 

281-288.

9. Lee, S.H., Hong, T., Piette, M.A., Sawaya, G., Chen, Y., Taylor-Lange, S.C. (2015). 

Accelerating the energy retrofit of commercial buildings using a database of energy 

efficiency performance. Energy, 90, 738-747.

10. Seong, N.C., Hong, G. (2022). Development of Energy Analysis and Cost Analysis 

Program for Green Retrofit Decision Support for Non-residential Buildings. Magazine 

of the SAREK, 51(7), 38-46.

11. Sherman, R., Naganathan, H., Parrish, K. (2021). Energy Savings Results from Small 

Commercial Building Retrofits in the US. Energies, 14(19), 6207.

12. Shin, H.P., Choi, J.M. (202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Building Use - Based on Green Together data from 2018 to 2021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8), 237-246.

13. Sun, K., Hong, T., Taylor-Lange, S.C., Piette, M.A. (2016). A pattern-based automated 

approach to building energy model calibration. Applied Energy, 165, 214-224.

14. Korea Energy Agency (KEA). (2018). Commentaries for Building Energy Code.

15. Building Typology. (2022). National Building Typologies. Available at: https:// 

episcope.eu/building-typology/ (Accessed: 2022.11.18).

16. Climate.OneBuilding.Org. (2022). Climate.OneBuilding.Org. Available at: https:// 

climate.onebuilding.org/ (Accessed: 2022.11.29).

17. Inspire Tool. (2022). Emissionen und Energieverbrauch berechnen. Available at: 

https://www.energieschweiz.ch/page/de-ch/inspire-tool (Accessed: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