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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증과 대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에 대하여 끊임없

이 많은 정책 논의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의 보존 및 

절약이라는 면에서 1992년 6월 리우 환경정상회의를 기점으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과의 상충이 아니라 공

존하는 경제개발방식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건물 관련 기술개발

과 보급의 중요성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❶ 

또한 건축물의 부문별 에너지 사용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1/3 

이상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비율은 현재 가속화되고있는 도시화

가 확대되는 미래에 그 사용량이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외 녹색 건축물 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의무화를 코앞에 두

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4조 8000

억달러 수준으로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❷ 

이와 더불어 CO2 배출량이 50%에 달하고, 폐기물 배출의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산업이라는 점도 친환경 건물 기

술 개발 및 정책 확대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건축물의 저탄소 저감에 대한 계획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건축 산업 현황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가 필요하며, 1990

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건물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이루어 왔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

부와 환경부가 관련업계와 학계분야의 기술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환경정책 등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가장 이상적인 법규기준을 수립하고,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

어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인증제도 정

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시장 현황과 정부의 공

식 정책 수립 경향 등 길지 않은 지난 기간 동안 관련 인증평가를 

위한 에너지 인증제도들과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 시뮬레

이션 툴(Tool)이 개발되었고, 몇몇 프로그램 툴들은 이미 전 세계적

으로 큰 영향력을 널리 미치고 있다. 관련 국가, 단체 그리고 기존 

및 새로운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 개발자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 등

을 분석하기 위한 더 완벽한 툴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제도 개

선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친환경 녹색건축 개념에서의 친환경 건축물을 정의하

고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ZEB)의 개념과 배경을 둘러보고, 국내외 에너지 시뮬레

이션 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뒤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NZEB으로 널리 알려진 제로에너지빌딩의 정의는 국가 및 기관별

로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경향과 발전 

과정에 따라서 그 개념이 약간씩 바뀌거나, 일부 선호되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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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http://www.kier.re.kr/project/biz01.jsp.

❷  한국경제 2016년 11월 13일, 『녹색건축시장 5조달러 육박...경제•환경 ‘두 토끼’ 잡을 기술 지원』.

2. ZEB의 정의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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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KEMRI 전력경제 review, Special report, 2016, 『파리협정 주요내용과 전력부문 이슈』

❹  송영학, and 이건호. "베이스 모델을 이용한 제로에너지건물 프로세스 전략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계획계 28.9 (2012) : 269-276.

❺  Erhorn-Kluttig, Heike, et al. "Trends in National Nearly Zero-Energy Building Approaches." 32nd AIVC 

conference-1st TightVent conference. 2011.

건물’로, 일본의 NZEB(Net Zero Energy Buildings) 실현과 전개에 

관한 연구회는 ‘사용하는 에너지와 건물 부지내의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차에너지 소비량이 Net zero가 되는 건

축물’로 제로에너지건물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❹ 또한 유럽에서는 

EU의 건물에너지절약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을 수립하고, 2018년 공공 및 2020년 전체 건물의 제로에

너지 근접 건물 허가 계획에 대한 기준을 유럽 회원국들에게 제시

하였으며, 이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 각국

의 상황과 목표 설정에 따라 목표 달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주기도 한다.❺ 이렇듯 딱히 한가지 개념으로 엄격하

게 묶여 있지는 않지만, 건물의 소비 에너지를 최소화한 후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으로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을 불필

요하게 한다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ZEB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부

터이며, 향후 법제화를 통하여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 2025년부

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2. ZEB 성능 예측 및 방법론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인증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적

용)과 새로운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툴(Tool)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도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가 있으며, 해당 제도들은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 공

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

증제도에 있어 대표적인 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는 LEED, 

BREEAM, DGNB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

해석되는 면이 있다.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주로 NET 또는 Nearly ZEB 

등으로 명명된다. 기본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

족하는 건축물(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술

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r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

출 목표를 전망치의 37%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정

부의 해당 계획은 제21차 파리 기후협약 COP21과 그 맥을 같이 하

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수준으로 짓도록 하는 정책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❸ 

 

2-1. 국가별 ZEB의 개념과 일반적 기준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화석연료

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탄소 배출을 위해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연료 등의 재생에너지 개념을 활용하는 건물’, 미국 ASHRAE는 ‘연

간 에너지 사용량이 대지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량보다 적은 

[그림 1] IEA 자료 – 부문별 에너지 사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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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정책 방향 및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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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AM 인증은 영국의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Ltd)에서 1990년 세계 최초로 만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전 

세계 70여 국가, 특히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인증 또한 에너지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배점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BREEAM 인증의 주요 평가항목은 유지관리, 건강 및 쾌적성, 에너

지, 교통, 수자원, 자재, 폐자원 재활용, 대지이용 및 생태, 오염 등 

9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점은 110점으로 각 항목에 대

한 배점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된 점수이다.❽ 

3) DGNB 와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 인증

독일의 지속 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DGNB)는 앞서 이미 많이 알

려진 LEED와 BREEAM처럼 인증제도 자체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서의 직접적인 인증 절차 도입 영향은 덜했지만, 글 앞에서 살펴봤

던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의 개념에서 봤을 때 

활용되는 패시브(Passive)❾를 기본으로 하는 PHI인증으로써 민간

기업인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PHI)가 유럽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 

패시브 하우스 제도와 인증에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인증제도가 제로에너지 달성

을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단열 성능을 

최대화하며, 화석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기준

이다. 이는 독일과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간 제

로에너지건축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 친환경 인증제도 기

준을 맞추기도 하지만, 패시브의 강점을 발전시킨 PHI 인증이 앞

서 소개한 두 인증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 발전의 한 축을 선도하

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3개 제도의 공통점은 국가 소속 

단체가 아닌 민간 자체 주도로 인증 제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이런 면이 정부 주도적인 한국의 친환경 인증제도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녹색건축인증제

도)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독일의 다름슈타트(Darmstadt)에 첫 패시브 하우스가 들

어선 뒤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독일

의 프랑크푸르트는 2009년부터 모든 건물을 패시브 하우스 형태

로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 웹

1) LEED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

국 친환경 건축물 위원회(USGBC, United States Green Building 

Council)가 만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이다. LEED 인증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현장의 지속가능성, 수자원의 효율성, 에너지와 대기, 

건축자재와 자원, 실내 환경 품질, 혁신과 설계, 위치와 관련성 그

리고 인식과 교육 등의 분야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

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LEED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국내 업계에서도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건물의 디자인, 건설, 그리고 운영

까지 포함하는 빌딩의 총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아래 [그림 4]에

서 보여주는 건물의 등급을 해당 건물에 부여하고 있다. 아래 등급

들을 부여함에 있어서, LEED는 크게 지속적인 Site 개발, 물 절약, 

에너지 효율성, 건축재료 그리고 실내환경의 질 이렇게 5가지의 

포괄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BREEAM

표 1  BREEAM 배점 및 가중치❼  

항목 배점 가중치(%)

유지 관리 22 12

건강 및 쾌적성 10 15

에너지 30 19

교통 9 8

수자원 9 6

자재 12 12.5

폐자원 재활용 7 7.5

대지이용 및 생태 10 10

오염 13 10

혁신기술(추가배점 항목) 10 10

합계 132 110

[그림 4] LEED 등급 기준⑥

❻  사진출처 : LEED홈페이지, http://www.usgbc.org/

❼  앞의 동 논문 참조

❽  이종호, 엄태윤, and 오진환. "BREEAM 인증을 위한 국내 건물의 에너지 평가 사례와 설계방향." 대한설

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 221-224.

❾  제로에너지빌딩의 추가 설명으로,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초화(단열성능 강화 등)하는 것을 패시브

(PASSIVE)라고 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지열 등)으로 화석 연료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를 우선으

로 필요한 열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을 액티브(ACTIVE)라고 함.



192017

은 인지도와 부족한 운영체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인 도입 단

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증 건수를 기록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고 있다.

국외의 건물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은 국제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 모델 구축 및 에너지 성능 정량

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친환경 건축물인증 및 그린리

모델링 사업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에 투입되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정량적 에너지 효율 성능 평

가 및 정확한 에너지 효율 등급 분석으로 제로에너지빌딩 달성에 

근접해 갈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의 대표적

인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국내 인

증에는 어떠한 툴들이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해외 에너지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 TRNSYS

1975년 태양열 시스템의 동적인 시뮬레이션 및 설계를 위하여 미

국의 Wisconsin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ASHRAE의 전달함수법을 

기본 알고리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다.⓬ 

TRNSYS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숙달된 사용자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구성요소의 개발 및 변경이 가능하고, 독자적인 모델의 적

용이 용이하다. 최근에는 더욱 편리해진 인터페이스의 제공 등 전

반적으로 사용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이 어렵고 이해

하기 어려운 매뉴얼 등은 일반사용자의 접근을 쉽지 않게 한다.

2) EnergyPlus

EnergyPlus는 BLAST와 DOE-2의 성능과 가장 평판이 좋은 특성

으로 구축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이다. 

사이트에 따르면, 패시브 하우스는 액티브 냉난방 시스템의 사용 

없이도 쾌적한 건물 상태를 유지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15kWh/m²의 연간 면적당 난방 요구량을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으

로 한다.❿ 최근 몇 년간 국내에도 PHI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연구

개발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출처 : 독일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 LG경제연구소

4)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건축물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는 에너지 자원의 소비와 이에 따르는 환경파괴의 심

각성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원절약, 그리고 자연 친화

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으로 주관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인증제도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는 크게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사

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건축물의 친환경성 평가로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적 설계를 채택,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저

소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보급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포함하고 있다.⓫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BREEAM과 미국의 

LEED 인증제도와 유사한 틀로서 평가 기준 및 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등급 체계를 만들어 인증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인증 평가 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지만 2014년까지 

약 5,000여 건의 인증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타 인증제도들의 

건축물 인증 성과에 비교해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낮

❿  Fernandez-Gonzalez, Alfredo, et al.(외 3) "SIMPLICITY AND INTEGRATION: PASSIVE SOLAR DESIGN 

AND PASSIVE HOUSE IN INTEGRATED PRACTICE AND EDUCATION.", ASES Conference, SOLAR 2013.

⓫  27 이슈와 연구동향 #2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브랜드화 (2008~2013),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7월호

(통권6호), VOL. 6, 2013. 7

⓬  이재혁, 유기형, 조동우, (2009. 6), 건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도구와 상세해석프로그램의 비교 분석, 대

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8.

[그림 5]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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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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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QUEST

DOE-2 프로그램에서 Wizard 기능과 그래픽 기능을 부가시킨 프

로그램으로써, DOE-2.2 엔진을 이용하여 DOE-2의 장점은 그대

로 살리면서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던 그래픽 부분과 수치 입

력방식을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개선시켜 좀 더 손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Quick Energy Simulation Tool, 빠른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라는 

이름과 같이 eQUEST는 동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특히 LEED 

에너지성능평가 사용에 탁월하다. EnergyPlus와 마찬가지로 무료

로 이용이 가능하나 정교함은 다소 떨어진다.

그 외에도 DOE-2, VE, ESP-r 등 여러 에너지 성능 평가 및 측정 

툴들이 빠른 것은 30년 이전에 개발되어 최근까지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국외 에너지 성능 프로그램을 

여전히 의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에너지 성능 평

가 시뮬레이션에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

도록 하겠다.

3-2. 국내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 ECO2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ISO 13790 및 DIN V18599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물의 월별 에너지 요구량 및 시스템 성능에 따른 소요량을 예측

하고,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year]을 근거로 

등급을 산출한다.⓭ 

에너지 소비총량제나 에너지 효율등급 등 정책에 맞추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성능 예측기법의 패러다

임 변화에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2) Energy#

PHPP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한 정적 해석 프로그램인 Energy# 

은 PHPP를 타깃으로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에서 개발하였

으며, PHPP의 불편함이나 단점을 보완하여 쉽고 정량적인 해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테일이 부족한 

열평형 부하 계산, 동일 시간대에서 통합된 부하, 시스템, 플랜트 

계산, 사용자 위주의 HVAC 시스템 해석, 다른 개발자가 새로운 시

뮬레이션 모듈을 첨가하기 용이한 모듈구조, 그래픽 작업이 용이

한 간단한 입력과 출력 데이터 양식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 

인증평가의 툴로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높은 정확도 산정을 위해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TRNSYS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가 다

루기에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건물설계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유지의 측면에서

의 에너지 분석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와 세부적인 분석을 위

한 동적 시뮬레이션이다. 무료라는 점과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

한 디테일한 동적 건물성능평가와 운영 로직 예측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문가들과 연구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3) PHPP

독일 PHI 연구소에서 개발한 패시브 하우스 플래닝 패키지

(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라는 프로그램으로 앞선 두 프

로그램과 달리 정량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독일 및 유럽의 

패시브 하우스 건축을 위한 설계 또는 그 단계의 인증을 위한 에너

지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엑셀 기반의 가볍고 상대적으로 단순

한 프로그램이다.

U-value, 난방에너지, 열 분배 및 공급, 전력 수요 및 1차에너지 수

요, 여름철 냉방부하 계산 등 약 30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및 미주의 몇몇 지역에 대한 기후데이

터도 제공하고 있으며, 조금 더 적극적인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아직 초기이지만 Design PH라는 모델링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출시하였다.

전 세계적 추세인 제로에너지빌딩의 여러 친환경정책에 맞는 간편

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요량 측정 시뮬레이션이다.

4) IES-VE

영국에서 개발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로서 현재 다양한 인터페이

스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상용화가 활발히 되고 있다. 

디자인 컨셉트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정

밀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빠른 대응과 범용성, 정

확성을 갖춘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뮬레이션의 

검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ASHRAE Standard 140에 대하여 2009년

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증되었으며, 국내 메이저 건설사 및 설계사

무소, 대학연구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열 해석 프로그

램이다.
⓭  이아람, (2015. 8), 국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 및 평가도구의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난방에너지 예

측사용량 및 실제 사용량 비교, 한양대학교 첨단건축도시환경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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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 허가를 위해서는 e-BESS 프로그램

을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정량적 목표 등급을 획득하

여야 한다.

건물 신축 계획 단계에서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

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

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⓯이다. 정부 지자체의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 정책과 바로 맞물려 활용되는 좋은 예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3. 국내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비교

지금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일련의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자주 나

오게 된 ISO-13790의 기준은 에너지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 중 난

방과 냉방해석의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모든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은 ISO-13790의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난방과 냉방의 부

하계산까지 포함한 해당 기준은 유럽 기준 EN에서 시작하였고, 후

에는 EPBD, 유럽 에너지 성능 지침이라는 중요 변환 점에 적지 않

은 영향을 준 것이다. 제로에너지 개념의 등장과 활성화 그리고 관

련 인증 제도들의 강화는 각 국가별 상황과 제로에너지로 다가가

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분야별 또는 특성별로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의 등장과 발전을 이끌어 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절감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환경 관련 제도가 생겨나고, 에너지 분석 툴

들은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는 공통점을 띄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분석 평가 툴들

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노력으로 점점 더 고도화 되는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는 더 정확한 목표점을 두

고 정부가 제도를 다지고,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끌며 발전해 

왔다. 반면에,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는 선진국들의 행동과는 반대

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었다. 

단일 프로그램의 건물에너지 성능 결과를 통하여 국내 친환경인증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및 기술 개발 시장의 

위축과 건물에너지 시장을 레몬시장으로 도태시킬 수 있다.

ECO2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계획도 그 일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 공식 첫 출시가 되었고, 얼마되지 않았지만 ECO2와

의 연계 방안까지 계획 중이다(에너지 해석은 Energy#, 제출은 

ECO2). 프로그램 성능 면에서 PHPP와 같이 단일 존(Zone)의 평

가만 가능하다. 현실적인 목표 대상은 단순한 구조의 보통 건축물

이며,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특화된 에너지 평가 툴로서 

PHPP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추후 장기적으

로Energy#은 해석 결과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나 에너지효율 등

급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식 인증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희

망하고 있다.⓮

3) CE3

2011년 개발된 포스트 ECO2의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이며, 국내 실

정과 엄격해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추어 개발된 Web 

기반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솔루션이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ECO2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단점

이 있다.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전반에 걸쳐 건축 또는 건축설비적 특성에 

의한 에너지 흐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방, 냉방, 조

명, 급탕 및 환기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성능에 있어 문

제점을 미리 파악해 최적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

간 필요로 하는 에너지 비용이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또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의 경우 에너지 성능을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주택, 업무용 건물 전반에 걸쳐 건물에너

지의 정량적 분석과 1차에너지 소요량, 신재생에너지 및 CO₂ 배출

량 분석이 가능하다.

4) e-BESS

2011년부터 서울시가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

급하도록 한 기존의 BESS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적용 대상 범위

를 확대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적용’을 발표하

였다.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에 

⓯  [e-BESS 메뉴얼]서울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BESS,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프로그램, e-BESS

사용법|작성자 U nique

⓮  http://blog.naver.com/energysharp/220679525564, 개발자 배성호 서기관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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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외 에너지 성능 평가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⓰  

구분
기준 / 법규

(Regulation codes and standard)

건물에너지성능등급(※1)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

내용 평가기준 등급제한 평가 프로그램

미국

• 건물에너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체크리스트 제출 의무            
(전용 프로그램 사용)

• 체크리스트에 성능등급 결과 
포함(캘리포니아주)

• 허가, 매매, 임대 시 인증서 
첨부의무(캘리포니아주 등)

• 각 주마다 의무 여부 및 
평가 프로그램이 다름

1차
에너지소요량

(※2)
X

HERS, EnergyStar,
Energy Star
Portfolio
Management

영국
• 건축법 준수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
• 체크리스트에 성능등급 결과 포함

• 허가, 매매, 임대 시 
인증서 첨부 의무

• 공공건물의 경우 등급 
표시 의무

CO₂배출량
(※3)

‘B’등급
이상 (신축)

비주거용(iSBEM),
주거용(SAP2009),
기존주거용(Rdsap2009)

프랑스
• 건물에너지규제법(RT2012)
• 신축 및 대단위 보수공사에만 적용

• 허가, 매매, 임대 시 
인증서 첨부 의무

• 공공건물의 경우 등급 
표시 의무

• 에너지 성능등급 및 
CO₂배출등급 산출

1차
에너지소요량
CO₂배출량

(※4)

X
Diag DPE 외 9개의
승인된 프로그램

덴마크
• 건축법(BR10) 준수여부에 

대한체크리스트 제출 의무
• 체크리스트에 성능등급 결과 포함

• 허가, 매매, 임대 시 
인증서 첨부 의무

• 공공건물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물 정보 공개 
웹 페이지에 에너지성능 
등록 의무

1차
에너지소요량

(※5)

‘B’등급
이상 (신축)

Energy10, EK-Pro

표 3  국내 에너지 성능 평가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⓱ 

기준 / 법규

건축물 에너지성능 관련 제도

내용 평가기준 등급제한 평가 프로그램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성능지표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평가항목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의무사항, 권장사항
•민간 : 65점 이상
•공공 : 74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평가항목 : 1차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소요량 없음 ECO2-O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대상 : 주거용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냉방 또는 난방 면적 
500㎡이상 건축물)

• 등급별로 취/등록세 감면(5~15%), 
건축기준완화 등

1차 에너지소요량
(주거/주거 이외,
총 10개 등급)

•공공업무시설 : 1등급
• 공공기관의 공동주택      

사업 : 2등급
ECO2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총량제

• 대상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신축 업무시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평가항목 : 에너지소비총량

에너지소비총량
• 업무시설 : 280 kWh/㎡y 미만
•공동주택 : 190 kWh/㎡y 미만

BESS

녹색건축인증제도
(에너지평가항목)

•대상 : 신축 및 기존 건축물
• 평가항목 : 총 9개 분야 중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2.1.1 항목]
• 등급별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

에너지성능지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성능지표 최소점수 
민간 : 65점 / 공공 : 74점 

또는
•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또는 ECO2

⓰  부동산포커스, 2015 8월 Vol. 87, Special Edition2 그린리모델링 시장 이슈진단,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⓱  동 잡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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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에너지해석용 소프트웨어 비교표  

구분
에너지 분석 평가 툴의 분석

EnergyPlus ECO2

기상데이터
• 기본적으로 

TMY2형식(휴일정보있음)
• 휴일설정가능

• 국내 월별기상 
데이터(요일정보 없음) 
휴일설정 불가능

불투명벽체
열전달계산

• 상태공간해에 의한 2차 
원전도전달함수(CTF)법

• (가변시간스텝)

인접존과의 
열적혼합

• 고정풍량에서 산입가
• 주 : 최종 계산조건에서 I/P를 

분리해서 계산하지만 혼합은 없음
• 산입불가능

시스템의 선정
• 메쥬, 모듈
• (구조는 모듈형식)

• 메뉴방식

냉동기/
HP특성입력

• 회기계수입력 • 설정불가능

팬, 펌프
특성입력

• 회기계수입력(예제특성있음)
• 제어특성은 디폴트선택

• 선택불가

VAV제어

• 터미널재열
• 재열모드시는 최저풍량으로 고정
• VAV시에 외기풍량은 VAV비례, 

고정, 스케줄입력 중 선택

• 선택불가

외기제어
• 도입외기시간컷
• 외기냉방
• 전열교환기제어

• 제어불가

코일
열교환계산

• 코일모델은 HVACSIM+와 같음 • 코일계산 없음

축열방식 • 없음 • 없음

출처: ㈜센솔루션, 2014.11, 그린시뮬레이션과정 교육자료 

제로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방향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툴의 고도화는 필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현 ECO2 독점 

구조를 민간 시장에 풀어주고, DIN, ISO, EN 같은 기준 및 평가의 

알고리즘 개발 등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로에너지빌딩은 선진국 대비 낮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

비로 인하여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친환경 에너지 성능 평

가 시뮬레이션 툴도 해외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비해 아직도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향후 제로에너지 시대

에 다다르기 전까지 해외의 몇몇 시뮬레이션 툴들에 버금가는 프로

그램이 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민간 기업들에게도 주어지기를 희

망한다. 

현재 국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ECO2

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대적인 관점일 수 있으나, ECO2는 에너지 분석 기술상 예측 및 

정확한 분석력이 떨어진다. 주요 이유는 Text 기반 입력 한계를 가

지고 있으며, 결과물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다른 에너지 성능 평

가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업데이

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4>를 통하여 미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개발한 EnergyPlus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ECO2와의 

기능 특성상에 대한 비교점을 보다 쉽게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이유들이 단지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툴의 기능 

및 기술상의 문제라고만 본다면 정작 본질과 구조적인 흐름을 놓

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 시뮬레이션 툴들에 비해 

ECO2는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 유지•관리되며, 민간 사용

자들 또한 정해진 정책과 범위의 틀 안에서 ECO2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며 규정된 정책적 상황이

다. 국외의 인증 제도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

는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툴의 고도화나 소프트웨어 사용자 관

리에 대해서 국내의 상황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과 한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평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친환경 인증 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증 제도 평가 체계의 개선에서 대부분 민

간 연구소나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필요한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 성과와 개선점을 가지고 해당국

들의 인증 평가에도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반대로 국내는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효율적

이지 못하다.

독일의 예를 보자면,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들에 중요한 기준과 방

향을 주는 DIN V 18599라는 규정의 관리와 배포를 신경 쓸 뿐이며, 

오픈 소스로 공개된 해당 규정은 관련 회사, 대학, 연구소 등 필요

한 어느 곳이든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

는데 활용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겪는 시스템의 오

류를 찾아주거나, 개선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그것이 축적되

면 독일 정부가 검토를 거쳐, 인증을 하여 업데이트 되었음을 확인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된 기준과 규정은 더 좋은 성능의 프로

그램을 가능하게 하며, 해당 정부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더 좋은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만 하면 된다.

4.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