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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을 위한 계측 및 원단위화 방법

서 론

최근 정부는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수립

을 위한 최종 합의문 채택을 위해 파리에서 개최

된 COP 21(21 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UN 

climate change 2015)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건물 부문에서는 LED 보

급 확대, 가전·사무기기 효율 강화, 에너지절약 설

계기준 강화,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단열규정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확보

와 함께 건축주 등 건물 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판

단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설비시스템들로 구성되고 익숙

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체적 Action plan 수립 

단위로서 효과적인 용도별(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에너지 사용 현황과 성능 수준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건물 관계자의 자발

적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

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위

한 에너지 평가서 발급을 목적으로 다양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통합하여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Green together)을 구축하였다. 각 건물에

서의 에너지원별 사용량 정보 및 유사 건물군과의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건물 관계자

의 자발적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뿐 아니라 정교하

고 실효한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건축·기계·전

기 부문 에너지 효율화 설계 및 기술개발의 기반구

축을 위해서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근거한 용도

별 우선순위, 취약 부문과 취약 정도, 용도별 에너

지 사용 패턴 등의 정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이 역시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한정되어 

있는 건물에너지 정보를 용도별로 상세하게 제공

하기 위한 국가 연구사업이 진행중이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두 종류 표본건물을 대상으로 용도

별 에너지 사용량 지속 계측시스템을 설치하고, 용

도별 에너지 사용량 대표 원단위 (Reference EUI) 

DB 및 비교분석용 벤치마킹시스템을 구축하여 건

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Green together) 등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공동주택 세대 및 단지(공

용부)에서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류, 정의

하고, 각각에 대한 계측 및 원단위화 방법을 수립

하였다. 그리고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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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본설계와 계측시스템 설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요약, 보고하였다. 

공동주택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류, 
계측 및 원단위화 방법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류

국내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1와 건축

물에너지 소비총량제2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 부

여와 에너지 소비총량 산출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

지 소요량(energy use)을 난방, 냉방3, 급탕, 조명, 

환기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 사용량 

계측과 처리 및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2655 

: 20134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난방, 냉

방, 급탕, 환기(air movement), 조명, 가전/사무기

기, 승강, 보조설비, 취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열원방식을 지역난방과 개별난

방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등 관련 제도

의 법적 기준에 따라 계측 및 원단위화 대상이 되

는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을 세대 전용부의 경우 난

방, 급탕, 조명, 환기로, 지역난방 단지 공용부의 경

우 난방순환(세대 난방에 포함), 급탕순환(세대 급

탕에 포함)으로 1차 분류하였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ISO 12655 : 2013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분류와 실제 공동주택 세대 전용부 및 단지 

공용부에서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큰 항목들을 추

가 고려 하였다. 세대 전용부의 경우 냉방, 전기기

기, 취사를, 단지 공용부의 경우 승강, 옥외조명, 급

수로 추가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정의

ISO 12655 : 2013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량을 에너지 흐름 상의 경계에 따라 4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여기에서 EB는 공간에 공급되는 난방/냉

방열, ET는 설비시스템에 투입되는 에너지, ED는 지

역난방/냉방 플랜트에 투입되는 에너지 그리고 ER은 

건물 대지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시스템에 투입되는 에너지인 ET, 즉 

요금부과 대상 에너지 사용량을 대상으로 용도별 에

너지 사용량을 정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열원, 난방순환펌프 등 주 

난방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열원방

식이 지역난방일 경우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 난

방 온수열량에 단지 내 난방 공급계통(난방열교환기

~세대 입구)의 손실을 반영한 단지 난방열교환기 1

차 측의 세대분 난방 투입열량과 단지 난방순환펌프

의 세대분 전력사용량이 된다. 열원방식이 개별난방

일 경우에는 세대 보일러의 난방 가스열량과 세대 

보일러의 난방운전(펌프 등) 전력사용량이 된다.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주 냉방설비인 에어컨의 

전력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급탕 에너지 사용량은 열원, 급탕순환펌프 등 주 

급탕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열원방

식이 지역난방일 경우 급탕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 급

탕 온수열량에 단지 내 급탕 공급계통(급탕열교환기

~세대입구)의 손실을 반영한 단지 급탕열교환기 1차 

측의 세대분 급탕 투입열량과 단지 급탕순환펌프의 

세대분 전력사용량이 된다. 열원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에는 세대 보일러의 급탕 가스열량과 세대 보일

러의 급탕운전(펌프 등) 전력사용량이 된다.

조명 에너지 사용량은 별도 분기회로로 구성된 

주 조명기기의 전력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ISO12655 : 2013에서 환기 에너지 사용량은 환

기와 공기순환 등의 air movement를 위한 기계식 

1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5.20]	[국토교
통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5.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7호,	2014.12.30,	일부개정].

3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
택)의	경우는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

4		ISO	12655	:	2013,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Presentation	
of	measured	energy	use	of	buildings.

<표 1>  공동주택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류

관련 제도상 1차 분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추가 분류

세대 전용부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냉방, 전기기기, 취사

단지 공용부 - 승강, 옥외조명, 급수

지역난방 단지 
공용부

- 난방순환, 급탕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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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의 전력사용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조화

설비(AHU, 외기조화기, FCU 등)의 팬, 욕실 및 주

방의 배기팬, 환기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환기유닛, 욕

실 및 주방 배기팬의 전력사용량으로 환기 에너지 

사용량을 정의하였으며, 에어컨의 팬 전력사용량

은 분리계측이 곤란하므로 냉방 에너지 사용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전기기기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 전체 전력사용

량에서 별도 분류된 전력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가전/사무기기, 보조

난방기, 선풍기, 정수기, 보조조명, 전기밥솥 등 파

워 아웃렛에서 사용되는 별도 분류되지 않은 전력

사용량 일체가 된다.

취사 에너지 사용량은 가스쿡탑, 전기쿡탑 등 

주 취사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승강, 옥외조명, 급수 에너지 사용량은 각각 엘

리베이터, 건물 외부 옥외조명기기, 급수펌프의 전

력사용량으로 정의하였다.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방법

열원방식이 지역난방일 경우, 세대 입구 난방배

관에 온수열량계를 설치하여 세대 난방 온수열량을 

계측하였다. 여기에 단지 내 난방 공급계통(열교환기

~세대 입구)의 손실계수를 반영하여 단지 난방열교

환기 1차 측의 세대분 난방 투입열량을 구하는 것으

로 하였다. 손실계수는 최근 3년간 월별 관리비 부과 

내역서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

다. 난방과 급탕을 통합하여 단일 계수로 산정하고, 

세대 난방 에너지 사용량 및 세대 급탕 에너지 사용

량 산정에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단지 난방순환펌프 전력사용량은 전력

량계를 설치하여 중간층 등의 1개 난방순환 존 담

당 펌프 1세트(메인 및 예비)에 대해 계측하는 것으

로 하였다. 단지 난방순환펌프의 전력사용량 계측

값을 담당세대 전용면적의 합으로 나누고, 계측세

대별 전용면적을 곱해 세대분 전력사용량을 구하

게 된다. 이상의 단지 난방열교환기 1차 측의 세대

분 난방 투입열량과 단지 난방순환펌프의 세대분 

전력사용량 합이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된다.

열원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 세대 보일러 가

스배관에 가스유량계를 설치하여 보일러의 난

방 및 급탕 가스사용량을 계측하고, 보일러 급탕

배관에 온수열량계를 설치하여 급탕 온수열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급탕 온수열량 계측값

을 보일러 효율로 나누면 보일러의 급탕 가스열

량이 되고,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의 가스발열량5 

중 총발열량6 값으로 나누면 보일러의 급탕 가스사

용량이 구해진다. 보일러의 난방 및 급탕 가스사용

량 계측값에서 이 값을 빼면 보일러의 난방 가스사

용량이 되며, 여기에 가스발열량을 곱하면 보일러의 

난방 가스열량이 구해진다. 만약 현장 여건상 보일러 

급탕배관에 온수열량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

대 난방온수 분배기 배관에 온수열량계를 설치하여 

난방 온수열량을 계측하고, 이를 보일러 효율로 나눠 

보일러의 난방 가스열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일러의 급탕 가

스열량을 함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펌프 등 보일러의 운전 전력사용량은 전

력량계를 설치하여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일러

의 운전 전력사용량에는 난방과 급탕이 모두 포함하

므로 계측값에 보일러의 난방 및 급탕 가스열량(혹은 

사용량) 대비 보일러의 난방 가스열량(혹은 사용량) 

비율을 곱해 보일러의 난방운전 전력사용량을 구하

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의 보일러 난방 가스열량과 

보일러 난방운전 전력사용량 합이 난방 에너지 사

용량이 된다.

에어컨용 별도 분기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분

전반에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전력사용량을 계측하

고, 별도 분기회로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에어

컨용 파워 아웃렛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전력

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에어컨의 경우 

주로 압축기(실외기)와 팬(실내기)에서 전력이 사용

되고, 압축기 및 팬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냉방 및 환

5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6		ISO	16346	:	2013,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Assessment	
of	overall	energ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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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제공을 위한 계측 및 원단위화 방법

기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

기와 팬의 전력공급 라인이 동일하여 각각의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분리 계측이 곤란하고, 팬은 압축기

보다 전력사용량이 훨씬 작다. 이에 따라 팬의 전력

사용량은 냉방 에너지 사용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열원방식이 지역난방일 경우, 세대 입구 급탕배

관에 온수유량계를 설치하여 세대 급탕 온수유량을 

계측하고, 온도계를 설치하여 단지 급탕열교환기

의 2차 측 공급온수 온도와 보급시수 온도를 계측하

는 것으로 하였다. 세대 급탕 온수유량 계측값, 단지 

급탕열교환기 2차 측 공급온수 온도 및 보급시수 온

도 계측값 간 차이, 온수의 비중과 비열을 각각 곱하

면 세대 급탕 온수열량이 구해진다. 이렇게 구해진 

세대 급탕 온수열량에 단지 내 급탕 공급계통(열교

환기~세대 입구)의 손실계수를 반영하면 단지 급탕

열교환기 1차 측의 세대분 급탕 투입열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손실계수 산정방법은 난방 에

너지 사용량 계측방법에 기재한 바와 같다.

그리고 단지 급탕순환펌프 전력사용량은 전력

량계를 설치하여 중간층 등의 1개 급탕순환 존 담당 

펌프 1세트(메인 및 예비 등)에 대해 계측하는 것으

로 하였다. 단지 급탕순환펌프의 전력사용량 계측

값을 담당세대 전용면적의 합으로 나누고, 계측세

대별 전용면적을 곱해 세대분 전력사용량을 구하게 

된다. 이상의 단지 급탕열교환기 1차 측의 세대분 

급탕 투입열량과 단지 급탕순환펌프의 세대분 전력

사용량의 합이 급탕 에너지 사용량이 된다.

열원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 급탕 에너지 사

용량이 되는 세대 보일러의 급탕 가스열량 및 급탕 

운전 전력사용량과 관련된 계측 및 산출방법은 난

방 에너지 사용량 계측방법에 기재한 바와 같다.

분전반에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별도 분기회로

로 구성된 주 조명기기의 전력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대에 환기유닛이 있는 경우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전력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계측방법 수립의 전제조건에 따라 욕실 및 주방 배

기팬의 전력사용량은 별도 계측하지 않고, 현장 조

사자료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

였다. 환기유닛 전력사용량 계측값과 욕실 및 주방 

배기팬 전력사용량 추정값의 합이 환기 에너지 사

용량이 된다. 그리고 욕실 및 주방 배기팬 전력사용

량 추정값은 전기기기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세대 

전체 전력사용량 계측값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

였다. 

우선 분전반에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세대 전체 

전력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세

대 전체 전력사용량 계측값에서 용도별 에너지 사

용량 계측값 즉 보일러 운전 전력사용량 계측값(개

별난방인 경우), 에어컨 전력사용량 계측값, 주 조

명기기 전력사용량 계측값, 환기유닛 전력사용량 

계측값, 욕실 및 주방 배기팬 전력사용량 추정값, 

전기쿡탑(주 취사기기가 가스쿡탑이 아닌 전기쿡

탑인 경우) 전력사용량 계측값 등을 차감하여 전기

기기 에너지 사용량을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 취사기기가 가스쿡탑이고 열원방식이 지역

난방일 경우, 가스쿡탑 가스배관에 가스유량계를 

설치하여 가스쿡탑의 가스사용량을 계측하고, 이 

값에 가스발열량을 곱해 가스쿡탑의 가스열량을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 취사기기가 가스쿡탑이

고 열원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에는, 세대 주 가스

배관에 가스유량계를 설치하여 보일러 및 가스쿡

탑의 난방, 급탕 및 취사 가스사용량을 계측하고, 

이 값에서 보일러 가스배관에 설치된 가스유량계

의 난방 및 급탕 가스사용량 계측값을 차감하면 가

스쿡탑 가스사용량이 구해진다. 이 값에 가스발열

량을 곱해 가스쿡탑 가스열량을 구하는 것으로 하

였다. 이상의 가스쿡탑 가스열량이 취사 에너지 사

용량이 된다.

주 취사기기가 전기쿡탑인 경우에는 파워 아웃

렛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전기쿡탑 전력사용

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기쿡탑 전력사용

량 계측값이 취사 에너지 사용량이 된다.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전력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다. 동당 1대, 단지당 2동에 대

한 계측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계측 세대에서 사용하

는 엘리베이터를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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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용부 단지 공용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승강 옥외조명

환기 전기기기 취사 온습도 급수 난방순환/급탕순환

<표 2>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 항목 구분 및 필요 계측기(지역난방)

용도 분류 계측항목 계측기 설치위치

세대

난방 온수 열량 온수열량계 세대입구 난방배관

냉방 에어컨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혹은 스마트플러그 분전반 혹은 파워 아웃렛

급탕 온수 유량 온수유량계 세대입구 급탕배관

조명 주 조명기기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분전반

환기 환기유닛 전력사용량 스마트플러그 파워 아웃렛

전기기기 세대 전체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분전반

취사
① 가스쿡탑 가스사용량(①, ② 중 택일) 가스유량계 가스배관

② 전기쿡탑 전력사용량(①, ② 중 택일) 스마트플러그 파워 아웃렛

기타 온습도 온습도계 거실

단지

승강 엘리베이터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옥외조명 옥외조명기기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급수 펌프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난방순환 펌프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급탕순환 펌프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급탕
공급온수 온도 온도계 열교환기 2차 측 해당 금속배관 외표면

시수 온도 온도계 열교환기 2차 측 해당 금속배관 외표면

<표 3>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 항목 구분 및 필요 계측기(개별난방)

용도 분류 계측항목 계측기 설치위치

세대

난방+급탕+취사 ① 보일러+가스쿡탑 가스사용량(①, ④ 중 택일) 가스유량계 주 가스배관

난방+급탕
보일러 가스사용량 가스유량계 보일러 가스배관

보일러 운전(펌프 등)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혹은 스마트플러그 분전반 혹은 파워 아웃렛

난방 ② 온수 열량(②, ③ 중 택일, ③ 우선) 온수열량계 난방온수 분배기 배관

냉방 에어컨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혹은 스마트플러그 분전반 혹은 파워 아웃렛

급탕 ③ 온수 열량(②, ③ 중 택일, ③ 우선) 온수열량계 보일러 급탕배관

조명 주 조명기기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분전반

환기 환기유닛 전력사용량 스마트플러그 파워 아웃렛

전기기기 세대 전체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분전반

취사 ④ 전기쿡탑 전력사용량(①, ④ 중 택일) 스마트플러그 파워 아웃렛

기타 온습도 온습도계 거실

단지

승강 엘리베이터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옥외조명 옥외조명기기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급수 펌프 전력사용량 전력량계 해당 위치

[그림 1]   표본 공동주택 계측시스템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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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옥외 조명기기의 1개 분

기회로에 대해 전력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

다. 옥외조명기기 전력사용량 계측값이 단지 내 일

부 옥외조명기기에 대한 것일 경우, 옥외조명기기 

개수를 기준으로 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사용량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단지 전체에 설치된 옥

외조명기기 개수가 100개이고, 계측된 옥외조명기

기 개수가 50개인 경우, 단지 전체 옥외조명기기 전

력사용량은 계측값의 2배로 환산하게 된다.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펌프 양정고에 따른 각 

1개 급수 존별 담당 펌프 1세트(메인 및 예비 등)에 

대해 급수펌프 전력사용량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였

다. 예를 들어 단지의 급수펌프 조닝이 저층 존 3개, 

중층 존 3개, 고층 존 3개인 경우라면 저층 존 1개, 

중층 존 1개, 고층 존 1개의 각 담당 펌프 1세트를 

계측하는 것이 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공동주택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표 2 및 표 3과 같다.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을 위한 공동주택 
표본설계 및 계측시스템 설치 진행상황

계측데이터의 통계적 precision 확보와 계측시

스템 설치를 위한 비용효율을 함께 고려하여 용도

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 공동주택의 표본을 설계하

였다. 모집단 수가 가장 큰 중부지역(서울) 소재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준공시기(1993년 이전, 1994년

~2003년, 2004년 이후), 열원방식(지역난방, 개별

난방), 세대 공급면적(66 m2 미만, 115.5 m2 미만, 

115.5 m2 이상)으로 구분하여 전체 모집단에 대한 

허용오차 5% 이내 및 신뢰구간 95%로 표본규모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 200세대, 40단지가 

표본 수로 산출되었다. 

결 론

200세대, 40단지 표본 공동주택에 대한 계측시

스템 설치는 201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50세대, 10단지에 대한 계측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계측데이터는 한국에너지공

단에 설치한 데이터 서버에 수집 중이다. 그림 1은 

표본 공동주택에서의 계측시스템 설치 사진을 나

타낸 것이다. 공동주택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대

표 원단위 DB 및 이에 기반한 벤치마킹 시스템은 

2020년 이후 서비스할 예정이며, 업무시설에 대해

서도 동일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의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제공을 위한 계측 및 원단위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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