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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a zero-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was analyzed when 

installing a PV module on the roof of an apartment complex at the current energy performance 

level in order to prepare a countermeasure to achieve a zero-energy building through minimal 

additional planning.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current new apartment complexes was found 

to correspond to the 1~1+ grad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results, standard models 

were developed, and the error rate was found to be within 5%. In order to achieve the ZEB5 class, 

it is found that 0.011~0.014 kWp/㎡ for a district heating apartment and 0.021~0.023 kWp/㎡ for 

an individual heating apartment is necessary. When examined compared to the rooftop area, in 

the case of a district heating apartment, it could sufficiently achieve the ZEB5 class by installing 

a PV module on the roof. However,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heating apartment, more than 

68% of the rooftop area needs to be installed, and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lower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building performance.

주요어 : 제로에너지건축,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자립률

Keywords: Zero energy building, Apartment house,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Primary 
energy consumption, Energy independence rate

서 론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천 ㎡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1천 ㎡ 이상 민간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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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MOLIT, 2019).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 로드맵을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1만 ㎡ 이상 민간 

건축물 및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2020). 서울시 건축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허가받은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평균 48%를 차지하였으며, 신축 건축물 중 공

동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OSIS, 2021).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

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조기도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 만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및 에

너지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1~5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현황에 따르면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37개,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848개로 집계되며, 

이 중 공동주택의 경우 본인증 1건, 예비인증 14건으로 3%에 불과하다(2021.04 기준; KEA, 

2021). 민간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대한 기술적인 또는 비용적인 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소한의 추가 계획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 현 에너지성능 수준에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치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보 가

능성을 예측하였다. 공동주택의 현 에너지성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40개

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보고서를 세부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모

델을 구현하였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을 위한 태양광 설치 필요용량을 산출하

여 옥상 면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개요

분석 범위 및 방법

Figure 1. Contents and analysis process

본 연구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 평가보고서를 건물 개요, 에너지성능, 건축요소, 설비요소, 신재생에너지 요소로 구분하

여 세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표준 형태 및 표준모델을 설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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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표준모델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에 필요한 태양광 설치용량을 산출하여 공동주택의 옥상면적

과의 비교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내용 및 방법은 

Figure 1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은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을 만족할 경우 ZEB 5등급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분석 대상건물

국내 공동주택의 현 에너지성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1월~2020년 5월에 건축

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중부2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40개를 대상으로 건

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의 에

너지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10개 

등급(1+++~7등급)으로 평가하며, 예비/본인증 시 평가담당자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서를 부여한다. 분석 대상건물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arget apartment complex description

Category Contents

Target building 40 apartment complexes

Year of pre-certification After 2019.01

Location Central 2 region

Building use Rental apartment, Lot-solid apartment 

분석 프로그램

공동주택의 표준모델 구현 및 에너지성능 분석은 ECO2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ECO2 프로그램은 국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공식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ISO 13790 및 DIN V18599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2020년 8월 기준 기상데이터 적용 지역 기존 13개를 6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최신 수정되었

다. 건물의 에너지사용 요소인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5개 요소에 대한 에너지요구량, 에

너지소요량, 1차 에너지소요량 및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평가를 통해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자립률 산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현황 분석

공동주택 유형 및 규모 분석

국내 공동주택은 임대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 및 분양주택(공공분양) 크게 두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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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다. 통계청 ‘부문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에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총 인허

가 호수 중 임대주택 54%, 분양주택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은 임대주

택 72%, 분양주택 28%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더 높았다(KOSIS, 2020).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단지 40개를 공동주택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임대주택 24개(60%), 

분양주택 16개(40%)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단지 40

개를 건물 층수 및 세대수로 구분한 것은 Figure 2와 같다.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에 비해 층수 

범위가 컸으며 20층 이하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분양주택은 20층 이상이 더 많았다. 세대

수의 경우, 임대주택은 150~1,778세대로 세대수가 다양하고 800세대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

며 분양주택은 세대수 범위가 작고 500~600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Results by number of floors and households

세대타입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Figure 3과 같다. 임대주택은 26 ㎡, 29 ㎡, 37 ㎡, 46 ㎡ 타

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분양주택은 46 ㎡, 55 ㎡, 59 ㎡, 84 ㎡ 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Results by household types

에너지성능 분석

분석 대상 40개 단지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분

류한 것이 Figure 4와 같다. 에너지효율등급 1~1+등급이 31개(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1++등급 수는 6개로 ZEB 5등급, 1+++등급 수는 1개로 ZEB 3등급 수와 동일했다. 이

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1++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일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은 1~1+등급 범위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 중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총 7개(18%)로 대부분 시범사업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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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assification by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and zero energy building class

에너지요구량 및 1차에너지소요량을 인증연도 별로 나타낸 것은 Figure 5와 같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서 1차에너지소요량은 1차에너지소비량에서 1

차에너지 생산량을 제외한 값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각 공동주택 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이 상이하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단지는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인증연도에 대한 

에너지성능 차이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에너지요구량이 80~100 kWh/㎡·yr 범위에 가장 많

이 분포하였으며 최소 및 최대 범위 편차는 크지 않았다. 1차에너지소요량은 100~140 kWh/

㎡·yr 범위가 가장 많았으며 에너지요구량 값에 비해 최소 및 최대 범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ure 5. Results by energy requirement and primary non-renewable energy consumption

1차에너지소요량 값 편차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자 1차에너지소요량을 건물의 열원설비로 

구분하여 나타냈다(Figure 6). 열원설비로 구분하였을 때 개별난방 10개(25%), 지역난방 29

개(73%), 지열 1개(2%)로 지역난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열원설비별 1차에너지소요량은 

개별난방 단지가 지역난방 단지보다 높았으며, 이는 난방설비 효율 및 열원에 대한 1차에너

지 환산계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개별난방을 열원으로 할 경우, 제로에너

지건축 달성을 위해 지역난방 대비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연료(가스) – 1.1 , 지역난방 –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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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imary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heat source

건축요소 성능 분석

공동주택의 현 법적 기준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중부2지역에 대한 

건축물 부위별 최소 열관류율 기준은 Table 2와 같다(2020년 11월 개정).

Table 2. Legal minimum levels of building elements

Category
U-value [W/㎡·K]

direct indirect

Wall 0.17 0.24

Window 1.00 1.50

Floor 0.15 0.21

Roof 0.17 0.24

Figure 7. U-value status of building elements

단열성능은 외벽, 창호, 지붕, 바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건물 부위별 열관류율은 

Figure 7과 같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보고서 상 외벽, 바닥, 지붕의 경우 대부분 외기

에 직접 면하는 부위의 값을 기재하였으므로 외기직접 값으로 표시하였으며, 창호는 외기직

접 및 외기간접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건축의 부위별 열관류율 분석 결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및 지붕의 열관류율은 법적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바닥 부위의 경우 열관류율 값의 최소/최대 폭이 컸으며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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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다 낮은 0.16 W/㎡·K 이하 수준이 주로 적용되었다. 창호 부위의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

는 창호는 법적기준인 1.5 W/㎡·K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는 

법적수준인 1.0 W/㎡·K보다 낮은 0.8 W/㎡·K 수준의 창호가 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요소 성능 분석

설비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경우 열원설비 및 환기설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설비요소에 

대한 성능은 보일러효율 및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효율로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Figure 8과 같

다. 보일러 효율은 86~96% 범위로 87% 효율의 제품이 주로 적용되었다. 전열교환기가 설치

된 단지는 19개로 전체 단지의 48%로 나타났으며, 난방효율 75% 및 냉방효율 63% 수준이 

주로 적용되었다.

Figure 8. Energy efficiency status of Gas boiler and Energy recovery ventilation system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분석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분석 결과, 전체 40개 단지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 단지는 23개

(58%)로 22개 단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1개 단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지열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 단지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용량을 세

대당 설치용량 및 1차에너지생산량으로 나타낸 것은 Figure 9와 같다. 제로에너지건축 달성

을 위해 단위면적당 최소 0.009 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9. PV installation capacity per household and primary energy production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Achieving of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in an Apartment House according to Early Adoption of Zero-energy Buildings

320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4, 2021

표준모델 구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보 예측

임대 및 분양주택 표준모델 구현

앞서 분석한 신축 공동주택의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표준모

델을 작성하였다. 임대주택은 26 ㎡ 및 29 ㎡ 타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26 ㎡, 37 ㎡, 46 ㎡ 

타입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양주택은 55 ㎡ 및 59 ㎡ 타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46 ㎡, 55 ㎡, 

84 ㎡ 타입으로 구성하였다. 표준모델은 분석 대상 단지 중 층수, 세대조합 및 세대수가 유사

한 단지를 선정하여 참고하였다. 임대주택 모델은 소형 평형과 중저층으로 특징되며, 분양주

택 모델은 중대형 평형과 고층으로 특징된다. 임대주택 표준모델에 대한 세부 설정 조건은 

Table 3, 분양주택 표준모델의 세부 설정 조건은 Table 4와 같다.

Table 3. Details of the Rental apartment complex model

Category Contents

Number of households
1,000 households / Exclusive area: 36,400 ㎡

(26 ㎡: 410 households ; 37 ㎡: 140 households ; 46 ㎡: 450 households)

Number of floor 20 F (6 buildings)

Table 4. Details of the Lot-solid apartment complex model

Category Contents

Number of households
500 households / Exclusive area: 29,580 ㎡

(46 ㎡: 220 households ; 55 ㎡: 140 households ; 84 ㎡: 140 households)

Number of floor 25 F (6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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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요소 및 설비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표준모델의 패시브/액티브 설정 조건

은 Table 5와 같다. 건축요소에 대한 열관류율 분석 결과는 법적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에 따라 현 법적 수준으로 적용하였다. 단열방식은 내단열로 하였으며, 침기율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 시와 동일한 6.0 ACH (@50Pa)로 설정하였다. 설비요

소의 경우, Figure 8의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조명밀도는 ｢에너지절약형 친환

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8 W/㎡로 설정하였다. 지역설정은 중부2지역 서울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열원은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Table 5. Passive/active input data

Category Elements Performance

Passive

U-value

Wall
direct 0.17 W/㎡·K

indirect 0.24 W/㎡·K

Window
direct 0.90 W/㎡·K

indirect 1.50 W/㎡·K

Roof
direct 0.15 W/㎡·K

indirect 0.21 W/㎡·K

Floor
direct 0.17 W/㎡·K

indirect 0.24 W/㎡·K

House door 1.80 W/㎡·K

Insulation method inside insulation

Air change rate 6.0 ACH (@50Pa)

Active

District heating efficiency 100%

Gas boiler efficiency 87%

ERV system efficiency Heating 75%, Cooling 63%

Lighting density 8 W/㎡

표준모델의 에너지성능 분석

현황분석 결과와의 비교 검토를 위해 표준모델의 에너지성능을 분석하였다. 주거용 건축

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냉방설비가 입주자 공사분으로 준공시 미적용 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냉방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표준모델의 에너지성능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열원설비에 따른 4개 표준모델의 에너지성능을 분

석한 결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1+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임대 및 분양

주택 에너지성능 결과 간에 세대수 및 설비용량 등에 의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standard model energy performance

Category
Heat

source

Energy 

requirement

[kWh/㎡·yr]

Energy 

consumption

[kWh/㎡·yr]

Primary energy 

consumption

[kWh/㎡·yr]

Energy 

efficiency 

rating

Rental Individual 

heating

75.3 139.2 191.6 Class 1 (148.7)

Lot-solid 72.1 138.5 188.9 Class 1 (145.6)

Rental District

heating

75.3 107.9 125.3 Class 1 (125.3)

Lot-solid 72.1 98.8 118.1 Class 1+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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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결과와의 오차율 분석을 통해 표준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며, 오차율은 

Table 7과 같다. 개별난방 단지 2.1~3.5%, 지역난방 단지 1.7~4.3%로 오차율이 5% 이내로 

나타났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7. Error rate compared with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current status

Category
Heat

source

Primary energy consumption [kWh/㎡·yr] Error rate

[%]Current status Standard model

Rental Individual

heating
195.7

191.6 2.1%

Lot-solid 188.9 3.5%

Rental District

heating
120.1

125.3 4.3%

Lot-solid 118.2 1.7%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용량 산출

본 연구는 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패시브/액티브 요

소에 대한 변경 없이 옥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추가 설치만으로 ZEB 5등급 달성 가능 여부

를 분석하였다. ZEB 5등급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및 에너지

자립률 20%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표준모델의 에너지자립률 20%를 만족하기 위

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용량을 산출하였다. 설치용량 산출에 적용된 태양광 모듈 사양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Photovoltaic module details

Category Contents

Rated power (Pmax) 415 W

Dimension (L × W × D) 2,024 ㎜ × 1,024 ㎜ × 35 ㎜

Module efficiency 20.02%

표준모델의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 위한 세대당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필요 용량은 

Table 9와 같다. 열원설비로 구분하였을 때 개별난방 단지에 대한 설치용량이 지역난방 단지

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 유형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설치필요 용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 20%를 목표로 하였을 때 등급

용 1차에너지소요량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90 

kWh/㎡·yr 미만)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용량을 산출한 것은 Table 10과 같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및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

전시스템을 1.2~1.5배 정도 더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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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olar PV installation capacity to achieve energy independence rate 20%

Category
Heat

source

Installation 

capacity per 

exclusive area

[kWp/㎡]

Installation area 

per exclusive area 

[㎡/㎡]

Energy 

Independence rate

[%]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 rating)

[kWh/㎡·yr]

Rental Individual

heating

0.015 0.074 20.04% 110.2

Lot-solid 0.014 0.072 20.02% 107.8

Rental District

heating

0.010 0.048 20.05% 100.1

Lot-solid 0.009 0.045 20.03% 94.6

Table 10. Solar PV installation capacity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rating class 1++

Category
Heat

source

Installation 

capacity per 

exclusive area

[kWp/㎡]

Installation area 

per exclusive area 

[㎡/㎡]

Energy 

Independence rate

[%]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 rating)

[kWh/㎡·yr]

Rental Individual

heating

0.023 0.113 30.58% 89.9

Lot-solid 0.021 0.106 29.65% 89.7

Rental District

heating

0.014 0.069 28.51% 89.5

Lot-solid 0.011 0.054 24.01% 89.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보 가능성 검토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 달성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른 건축면적

을 산출하여 ZEB 5등급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면적과 비교 분석하였다. 공동

주택의 옥상면적이 건축면적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대상 단지 40개의 건축면적 및 세

대수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10과 같으며,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및 세대수 비교 분석을 바탕

으로 표준모델에 대한 건축면적을 산출한 것은 Table 11과 같다. 

Figure 10. Building area and number of households comparison of target buildings

Table 11. Calculation results of the building area of standard model

Category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floor Building area [㎡]

Rental 1,000 20 5,984.2

Lot-solid 500 25 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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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면적과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면적 산출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은 Table 12와 같다. 분석 결과, 개별난방 단지는 옥상면적의 68~77%, 지역난방 단

지는 옥상면적의 39~42%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을 때 ZEB 5등급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Comparison of building area and the PV installation area to achieve ZEB 5

Category
Heat

source

Building area

[㎡]

Total PV installation area

[㎡]

Ratio

[%]

Rental
Gas boiler

5,984.2 4,095.4 68%

Lot-solid 4,074.1 3,148.2 77%

Rental District

heating

5,984.2 2,497.5 42%

Lot-solid 4,074.1 1,600.0 39%

공동주택에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60% 로 언

급되고 있다. 예시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단지의 옥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능 면적 비

율을 검토한 내부자료를 Table 13에 나타냈다. 

Table 13. Ratio of PV installable area on the roof of an apartment complex

Category Type
Number of

households
Floor

Exclusive area

[㎡]

Roof area

[㎡]

PV installable area

[㎡]

Ratio

[%]

A complex Rental 475 15 F 14,258.2 2,199.6 1,413.8 62%

B complex Rental 1,272 30 F 73,718.6 5,836.1 3,231.7 60%

C complex Lot-solid 844 18 F 25,780.3 3,546.8 2,114.0 60%

D complex Lot-solid 606 18 F 46,799.4 5,354.7 2,862.6 51%

지역난방 적용 단지는 현 에너지성능 수준에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ZEB 5등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개별난방 적용 단지

는 옥상 면적의 68% 이상 설치가 요구되어 ZEB 5등급 달성을 위해 패시브/액티브 측면의 성

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차에너지소요량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BIPV를 활용한 입면 계획 또한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현 에너지성능 수준에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치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 확보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최근 3년 이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공동주택의 유형 

및 열원설비에 따른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은 1~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원설비로 구분하였을 때 개별난방 단

지의 1차에너지소요량이 지역난방 단지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요소에 

대한 성능은 현 법적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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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표준모델을 구현하였으며 

임대주택 모델은 소형 평형과 중저층, 분양주택 모델은 중대형 평형과 고층으로 특징된

다. 열원설비에 따른 임대/분양주택 4개 표준모델의 에너지성능 결과는 공동주택의 에너

지성능 현황분석 결과와 5% 내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3) 표준모델 기준 ZEB 5등급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용량을 산출하였으며, 에

너지자립률 20%를 목표로 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건축물에너

지효율등급 1++등급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 20% 및 1++등급

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개별난방 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0.023 kWp/㎡ 및 분양주택 0.021 

kWp/㎡, 지역난방 단지는 임대주택 0.014 kWp/㎡ 및 분양주택 0.011 kWp/㎡ 용량의 태

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제로에너지건축 달성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표준모델의 옥상면적을 산출하여 ZEB 5등

급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필요 면적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지역난방 단지

는 39~42%로 현 에너지성능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옥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

우 ZEB 5등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별난방 단지의 경우 

옥상면적의 68% 이상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패시브/액티브 요소 성능 강화를 

통해 1차에너지소요량을 우선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선진적으로 시행 중인 국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비용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용효율을 고려한 에너지성능 수준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패시브/액티브 요소에 대한 비용효율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건물 각 요소에 대한 최적의 성능 수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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