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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design tendencies in office buildings of public institutions after tightening up Korea’s

building energy performance criteria. Important office design criteria and recommendations pay attention to the

issues such as building orientation, greening buildings, building form, space and envelop by intensifying

building energy performance related laws, government guidelines and evaluation systems. The design tendencies

explor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Office buildings mainly face south and have various types of indoor

and roof green spaces not for ecological reasons but for the rest. Building depth becomes thinner and atria are

inserted into office buildings to improve daylighting and natural ventilation. Building cores are located on north

or west and east sides acting as buffer spaces to reduce heat loss and to block solar radiation. Office building

envelop design includes various creative ideas to control or utilize solar energy as like three dimensional or

double structured skin and window size variation to cope with the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Further, solar

energy generation systems are integrated with building component such as roofs, sun screens and window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government’s reinforcement of the building energy performance criteria drives the

change in design methods an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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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지속가능한 개발이 선포된 이후 국제적으로 에너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관리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

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하고, 건물부문에서는 2010년

부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1)를 도입하여 연간 에너

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건물

디자인 이후 요소기술의 적용만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규제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 주저자, 희림건축 건축연구소장, 공학박사, 건축사

(leeah0@heerim.com)

1)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1년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1

차 에너지 소요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누어 연간 단위면

적당 에너지소요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

을 관리하는 제도

설계 방법과 디자인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업

무시설로 확대 시행되면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규제방

식으로 변화되고 에너지 성능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나타나

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축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300kWh/㎡yr 이하)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성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기준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등 변화가 이어졌다. 따라서 지방으

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던 많은 공공청사들의 설계공모지

침에서 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관련 법규나 지침 등

의 기준들 중에서 건축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조사하고, 정부 주도로 가장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

한 공공청사 공모 작품 중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 경향

을 조사, 분석하기로 한다. 조사, 분석대상은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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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
증제도(업무용건축물)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공공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지침

혁신도시공공청사에너
지절약설계가이드라인

최종고시일 2009년 12월 31일 2010년 12월 31일 2011년 1월 2010년 3월 24일 2010년 1월 6일

적용대상
사무용도로 사용하는
업무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축물

공공기관이 서울시에
건설하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공공기관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건물

의무화
기준

공공기관 1등급 취득
의무화

공공기관 74점 이상,
서울시 공공기관 90점
이상, 그 외 60점 이상

아래항목 의무화 아래항목 의무화
에너지 부하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 권장

등급
및
기준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yr)
-1등급: 300미만
-2등급: 300-350미만
-3등급: 350-400미만
-4등급: 400-450미만
-5등급: 500이상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분류
-의무항목: 건축6,
기계5, 전기9 항목
-에너지성능지표(EPI)만
점: 용도별로 135∼140
(업무용은 135점 만점)

-에너지성능지표(EPI)
90점 이상 의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의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최우수 등급 의무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의무기준 이행
여부 확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무
-신재생에너지적용의무
-친환경건축물인증의무
-창면적비 50%미만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

-에너지절감목표(기존건
축물대비 50% 절감)를
설정하고 건물에너지
성능 요구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기준 권장

운영기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인증,
평가,
자문기관

-인증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평가기관:한국건설기술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자문기관: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지식경제부(지방공기관
은 행정안전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근거법령

건축법 제66조의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건축법 제66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 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
성능기준
(건축관련
내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300kWh/㎡yr미만
(1등급)

-옥상조경 30%이상
-단열기준(평균열관류율
,W/㎡K),
중부
·외벽: ∼0.60∼1.38
·지붕: ∼0.12∼0.20
·최하층: ∼0.15∼0.41
-외단열 30%∼70%
(창면적비 50%미만)
-기밀창호: 1∼9등급
-외부차양: 남/서향
창면적의 80%이상
(내부 차양은 자동제어
시만 인정)
-개폐창: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이상

-창면적비 50%미만
-단열(평균열관류율,
W/㎡K)
·외벽: 0.60미만
·지붕: 0.12미만
·최하층: 0.15미만
-기밀성1등급 창호설치
-결로방지: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외기에 면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 50%미만

-건물에너지요구량:
100kWh/㎡yr이하
-건물에너지소요량:
175kWh/㎡yr이하
-외벽, 지붕, 최하층
바닥의 열관류율:
0.15W/㎡K 이하
-외기 창호 열관류율:
0.8W/㎡K이하
-창호의 에너지투과율:
50%이상
-기밀성창호: 통기량
2m³/hm³미만
-가변형 차양 장치의
에너지투과율: 20%이하
-방습층설치
-외기에 면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함
-자연환기와 강제
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 도입

신재생
에너지

-난방용량의 2(4)%이상
-냉방용량의 2(4)%이상
-급탕용량 10(15)%이상
-전기용량의 2(4)%이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의무적용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법규에서
고시하는 연도별
의무비율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 자급율
10%이상

( )안은 의무대상 비율

표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 등

이후 제출된 “A”사의 공공청사 공모 작품으로 한정하고

공모지침서, 제출된 설계설명서와 설계도면 자료를 기초

로 연구하였다.

2. 건물 에너지 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 고찰

2.1 건물 에너지 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업무시설로 확대되고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총량으로 규제하게 됨에 따라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기존의 에너지관련 기준들도 강화, 재정비

되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단열 및 기밀성

능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고,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취득 의무기준도 강화되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의지는 국무총리지시로 공표되어

2010년 공공기관 10% 에너지절약, 실내온도기준 및 냉난

방일수 조정, 신축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

득을 의무화하였다.2)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

시의 경우 친환경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다각도

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청사의 에너지성

2) 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2010. 3. 24)



건물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이후 국내공공기관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경향 / 이아영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1, No. 6  2011. 12 141

사례
위치

(혁신도시)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최고높이
(m)

1.한국
전력공사 광주·전남 149,372 103,391

지상24층
지하2층 119.1

2.기술표준원 충북음성 70,000 30,030 지상5층
지하1층

25.9

3.전력거래소 광주·전남 44,119 20,176 지상9층
지하1층

51.4

4.국민연금
공단 경남진주 31,000 32,834 지하16층지하1층 83.0

5.한전 KPS 광주·전남 52,894 37,411 지상19층지하1층 102.7

6.한국
전력기술 경북김천 121,934 115,798

지상28층
지하1층 154.0

7.한국
농어촌공사 광주·전남 115,466 41,909

지상10층
지하1층 56.3

8.한국
남동발전

경남진주 32,527 23,768 지상17층
지하1층

99.0

9.한전 KDN 광주·전남 56,285 45,917 지상18층
지하1층

99.7

10.에너지
관리공단 울산우정 21,233 24,152 지상9층지하1층

11.한국
동서발전 울산우정 30,323 23,410 지상11층 55.6

12.신용보증
기금 대구신서 32,775 40,574

지상20층
지하1층 109.6

표 4. 공모사례개요

요소 의무 사항 권장 사항

방위 향, 일조,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남/
남동향 배치

옥상조경 -옥상조경30%이상①

건축형태
및 공간

-층고 및 반자높이는 가능한 한
낮게 함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비를 작게 함

단열
(W/㎡K)
/기밀②

-외벽 등의열관류율: 0.15이하
-외기창호 열관류율: 0.8이하
-창호에너지투과율: 50%이상
-기밀성창호: 통기량 2m³/hm³미만

창면적비 50%미만③

외부차양

-남/서향창의 80%이상(내부차양은
자동제어시만 인정)①
-가변형 차양장치의 에너지투과율:
20%이하②

출입문
①

외기에 면한 출입
문은 방풍구조

자연채광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

자연환기

-개폐창면적: 거실외주부
바닥면적의 1/10이상①
-자연환기와 강제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②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자급율10%이상②

에너지
소비총량

1차에너지소요량:
300kWh/㎡yr미만
(1등급)

①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②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설계가이드라인
③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음영된 셀은 디자인경향 고찰 항목임

표 3. 건축디자인 관련 성능기준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에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

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총량 기준을

보다 세분하여 건물에너지요구량 100kWh/㎡yr이하, 건물

에너지소요량 175kWh/㎡yr이하로 규정하여 건축물 자체

의 에너지 성능과 설비효율을 고려한 에너지성능기준을

구별하고 있다1). 결국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이 설비적

인 시스템의 보완만으로 구축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건

축물 자체의 디자인이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고성능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축물의 단열, 기밀, 창면적, 차양 장치, 방풍구조의

출입문, 자연환기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표 2>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2010년 9월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공공청사

및 기관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의 경우 신재

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의 연면적 기준도 강화되고 투자

비율도 공사비 기준에서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바뀌었

다. 공급비율도 연차별로 점차 강화하여 2020년 이후에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이상이 의무비율이 된다.

구분 기존 개정(2010.09.17)

면적기준
연면적 
3,0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의무비율
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율

∼2012 2014 2016 2018 2020년이후

10% 12% 14% 16% 20%

※위 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에 의함

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2 건축디자인 관련 성능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 에너지 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건축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

이 건축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방위, 옥상조

경, 건축형태 및 공간, 단열 및 기밀성능, 창면적비, 외부

차양, 출입문, 자연채광 및 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에너지 소비총량 등으로 정리된다. 이들은 다시 의무사항

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의무사항은 창면적비 50%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치 10%, 그리고 에너지 소비총량

300kWh/㎡yr미만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득이

다. 이와 같은 의무 목표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

항들은 권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단열성

능, 기밀성능, 그리고 출입문의 구조는 에너지 성능 상으

로는 중요하지만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에너지

소비총량은 기계, 전기 등의 설비효율과도 관련된 부분이

기 때문에 제외하고, <표 3>의 음영 항목을 중심으로 디

자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설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

물에너지요구량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

너지량”이고, 건물에너지소요량은 “충족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시스템 투입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3. 공공청사 공모작품 분석

2장에서 조사한 국내 에너지관련 법규, 지침 및 가이드

라인이 건축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및 디자인 경향을 고

찰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취득이 의무화되어 적

용된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 공모설계 프로젝트 12건에

대한 공모내용 및 제안된 계획안에 관해 분석하였다. 조

사대상 12건물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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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도 (b) 평면도

(c) 매스 개념도 (d) 외피단면디테일

(e) 밀사부하밀도에 대응하는 외피구조모듈계획

그림 1. 한국전력공사 설계안

3.1 공모지침 기준

공모지침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배점 및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에 관해 계획에 관한 지침으로서 강조하고 있

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였다(표 5 참조).

사례
공모
시기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배점

(배점/총점)

계획요소 특기권장사항

배치
건축형태
및 공간 외피디자인

방
위
건물
녹화

형태
및
공간

자
연
채
광

자
연
환
기

창
면
적
비

외부
차양

신재
생에
너지

1.한국
전력공사

2009.
10 10/100

건물
녹화 ○ ○

이중
외피 ○

2.기술
표준원

2009.
12

계획(50/100),
설비(20/100)
에통합

○
○
아트
리움

○ ○ 이중
외피

○

3.전력
거래소

2010.
03

경제성에
통합(15/100) ○

○
아트
리움

○ ○
이중
외피 ○

4.국민
연금공단

2010.
04

계획(60/100),
설비(20/100)
에 통합

○ 옹벽
녹화

○
아트
리움

○ ○ 이중
외피

○

5.한전
KPS

2010.
05

경제성에
통합(20/100)

옥상
녹화 ○ ○ ○

6.한국
전력기술

2010.
06

경제성에
통합(20/100)

7.한국농
어촌공사

2010.
09

경제성에
통합(20/100) ○ ○ ○ ○

8.한국
남동발전

2010.
11

경제성에
통합(20/100)

옥상
녹화

9.한전
KDN

2010.
11

10/100 ○ 옥상
녹화

○ ○

10.에너
지 관리
공단

2010.
11

건축계획에
통합(30/100) ○ 옥상

녹화 ○ ○ ○ ○ ○

11.한국
동서발전

2011.
03

경제성에
통합(20/100)

옥상
녹화 ○

12.신용
보증기금

2011.
03

친환경계획,
경제성에
통합(15/85)

○
옥상
녹화
30%

○
아트
리움

○ ○
50
%

이중
외피
루버

○

빈도 6/
12
8/12 7/12 9/

12
8/
12
2/
12
5/12 9/12

·사례 1.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상설계진행 중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이 발표되면서 1등급기준에 만족시킬 것을 재공고함
·사례 10.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건물 1차에너지소요량 180kWh/㎡yr이하,
돌출을 최소화한 장방형건물, 초에너지절약형 건물 강조

표 5. 공모지침 특기내용분석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친환경 및 에너지를 별도의 항목

으로 구분한 경우는 3건(사례 1, 9, 12)이고 이중 2건(사

례 1, 9)만이 항목점수를 가지고 있다. 7건이 경제성 항목

에, 3건이 건축계획에 포함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에

너지성능이 건축계획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제도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도 계

획지침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계획요소들은 자연채광,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고, 건물녹

화, 자연환기, 건물형태 및 공간에 대한 언급이 뒤따른다.

이는 건물에너지성능과 관련되는 계획요소에 대한 인식

상의 중요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요

소에 대해 특기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지침서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설비계획보다는 건축계획이 우선하는 에너지성

능계획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이 지침서에서 언급하고 있

는 계획요소나 특기 권장 내용들을 재구성해보면 배치,

건축형태 및 공간, 외피디자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세부

적인 계획요소의 분류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방위와 건물녹화는 배치로, 아트리

움이나 건물의 형태, 자연채광, 환기는 건축형태 및 공간

으로, 창면적비와 외부차양은 외피요소로 정리하였다. 신

재생에너지의 경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나 본고에서는

외피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자 외피디자인에 포함시켰다. 이 분류기준을 중심으

로 공모 작품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공모 작품 사례 분석

1)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혁신도시)

현상설계방식으로 공모되었던 프로젝트이다. 이 공모안

에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층 규

모의 원형 건물을 남향하여 놓고, 아트리움을 중앙에 삽

입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그림

1-a, b, c). 동, 서측의 불리한 일사조건을 조절하기 위해

동, 서 양측코어를 구성하고 외피에서도 향별 일사밀도

분석을 통해 개폐밀도를 달리하는 PC콘크리트 솔리드 모

듈을 사용하여 동, 서향은 폐쇄적으로 남, 북향은 개방감

있게 구성하였다(그림 1-e). 업무 건물 중간층에 과감한

실내 그린 스페이스를 도입하고(그림 1-c) 저층 기단부

일부에 지붕녹화가 적용되었다. 재생에너지는 저층부 및

타워지붕에 설치하였는데 태양광, 태양열은 지붕면을 활

용하고 풍력터빈은 옥상 난간 외피구조에 통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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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도 (b) 외피디테일

(c) 외피디자인 요소 (d) 평면도

(e) 외피의 일사조절전략 및 처마 효과

그림 3. 전력거래소 설계안

(a) 배치도 (b) 환기전략

(c) 일사부하에 따른 타워 상하부
창면적비 조절

(d) 이중외피 디테일

그림 4. 국민연금공단 설계안

2) 기술표준원(충북음성혁신도시)

현상공모 프로젝트였다. 이 공모안은 남향한 장방형의

매스를 기본으로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아트리움을

삽입하고 북서측 면을 사선으로 잘라내어 서쪽 입면적을

줄이면서 윈드캐처를 겸한 이중외피를 적용했다(그림

2-a, b, c). 코어는 아트리움의 북측에 두어 북측 창면적

을 줄였다. 입면은 수평, 수직분절로 차양효과를 만들고

창은 최적향을 향해 사선방향으로 기울이면서 야간 환기

를 위한 루버창을 디자인했다(그림 2-d). 태양광패널은

지붕에 설치하고 저층 기단부, 업무용 건물 옥상에 상당

한 면적의 옥상녹화가 계획되었다(그림 2-a).

(a) 배치도
(b) 매스 개념도

(c) 아트리움 채광,
환기 개념도 (d) 외피디테일

그림 2. 기술표준원 설계안

3) 전력거래소(광주·전남혁신도시)

현상공모 프로젝트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모델 제출과 개방형BIM 모델에 의한 에너지성능 평가가

과제로 주어져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였다. 업무용 건물은

남향한 긴 장방형 매스의 중앙을 뚫어낸 독특한 형태로

자연채광 및 환기 효과 증진을 꾀하고 있다(그림 3-e).

업무용 건물 북측에 코어가 있고 남쪽 업무공간은 깊이

가 11m에 불과하여 자연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공간 구조

를 가지고 있다(그림 3-d). 외피는 벽면적이 많은 격자창

과 수직, 수평 차양효과를 갖는 입체적 외피의 조합으로

구성하고(그림 3-b, c), 서측면에 부분적인 이중외피를 적

용하였다. 저층부 지붕에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를 일체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그림 3-c).

대회의실과 연계된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파골라형 구조

물로 그늘을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4) 국민연금공단(경남진주혁신도시)

현상공모 프로젝트였다. 주요 건물들은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고 업무용 건물은 북측코어로 계획되었다(그림

4-a). 남서, 남동의 휴게공간과 환기샤프트를 통한 계절별

환기계획이 제안되고 있다(그림 4-b). 외피의 경우 남

(80%)/동(50%)/북·서(30%) 향별로 창면적비를 차별화하

였다. 또한 남, 동측 면은 주변건물의 영향을 고려한 외

피부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사부하가 커지는 고층부로

갈수록 창면적을 축소하면서 개방형 이중외피구조에 사

선차양을 설치하여 일사조절효과와 함께 자연환기를 고

려했다(그림 4-c, d). 이외에도 업무용 건물 옥탑지붕에

BIPV를 적용하고, 옥상을 녹화하였다.

5) 한전KPS(광주·전남혁신도시)

현상공모 프로젝트이다. 업무용 건물의 주방향이 서향

을 향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그림 5-a). 도시가로

의 구조와 조망 때문에 서향을 선택했으나 평면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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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도 (b) 단면도

(c) 외피구성도 (d) 연돌환기 개념도

그림 6. 한국전력기술 설계안

서 남향 면을 확장하여 남측 업무공간을 확보하였다(그림

5-b). 수직, 수평루버효과를 위해 외피모듈을 입체화하여

디자인하고 유리와 금속패널을 조합하여 창면적비를 조

절하는 전략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그림 5-d). 북측에 실

내 휴게 그린 스페이스(그림 5-c)를 만들고 옥상을 녹화

하였고, 남향하여 사면 처리된 지붕구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제안하였다.

(a) 배치도 (b) 평면도 (c) 단면도

(d) 일사조절을 위한 입체적인 외피시스템

그림 5. 한전KPS 설계안

6) 한국전력기술(경북김천혁신도시)

한국전력기술 신사옥은 독특한 건물 형상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남향한 건물에 자연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

기 위한 전략으로 건물 매스를 분절하고 코어 사이에 틈

을 만들어 휴게공간과 연돌환기4)를 위한 굴뚝 공간을 형

성했다(그림 6-a, d). 서측 주풍향을 4개층이 오픈된 아트

4) 연돌환기란 온도 차이를 이용한 패시브 냉방 전략이다. 기본

적으로 공기가 따뜻해지면 상승하고, 좀 더 시원한 공기가 상

승한 공기를 대체하는 굴뚝효과(stack effect)의 원리에 따른다.

리움에서 받아 업무공간을 거쳐 동측 솔라침니로 배기하

는 개념이다(그림 6-b, d). 외피구성도 남향은 수평차양효

과를 위한 가로 패턴을 입체화하고(그림 6-c) 서측과 동

측은 이중외피로 일사조절과 환기효과를 꾀했다.

남, 북측 입면에서 사선으로 변화를 형성한 업무용 건

물 내 그린 스페이스는 휴게 및 회의공간과 연계되어있

고, 남측 입면의 수평 패턴 상부에는 BIPV도 제안되고

있다.

7)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로 이전할 한국농어촌공사 현상 공모안이다. 남향

한 12m스팬 깊이의 업무공간과 북측코어를 가진 장방형

매스로 자연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얕은 업무공간을 제안

하고 있다(그림 7-c). 외피디자인에 차양효과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로 격자패턴에 창을 기울여 외피에 도달하

는 직달 일사를 줄이고(그림 7-b) 처마와 같이 깊은 수평

차양을 만드는 전략을 도입했다(그림 7-d). 기울인 창이

나 처마의 기울기를 35°로 태양광발전에 유리하게 하여

BIPV를 설치하였다. 건물녹화로는 업무용 건물 중앙부의

실내휴게 및 그린 스페이스(그림 7-c), 동측 면의 입면녹

화, 건물 옥상의 지붕녹화가 제안되고 있다.

(a) 배치도 (b) 외피디테일 1

(d) 외피디테일 2(c) 평면도 및 공간구성

그림 7. 한국농어총공사 설계안

8) 한국남동발전(경남진주혁신도시)

한국남동발전 신사옥을 위한 현상 공모안이다. 납향 매

스에 북측 코어를 두었으나 코어를 제외한 업무공간은

삼면이 외기에 면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효과를 극대화하

고 있다(그림 8-b). 외피에서 일사조절을 위한 루버는 없

지만 동, 서측 창호면적을 대폭 줄이고 남, 북측은 격자패

턴 창호와 창호상부 BIPV설치로 일사유입을 조절하는 아

이디어이다(그림 8-c). 소극적이나마 일부 실내녹화공간

이 있고(그림 8-b) 옥상녹화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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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전KDN(광주·전남혁신도시)

현상공모 제안안이다. 남향한 장방형 대지에 업무용 건

물뿐만 아니라 저층부도 거의 남향하고 있다(그림 9-a).

남측 면에 에코 플로우(Eco-flow)라는 틈을 만들고, 이

틈을 자연환기, 녹화, 물순환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그림 9-d). 주풍향인 북풍이 열린 휴게공간을

통해 남측의 3개층씩 오픈된 틈으로 빠져나가는 개념이

다(그림 9-b). 그린 스페이스도 지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실내녹화에서 외부 데크녹화, 옥상녹화로 이어진다. 외피

의 창면적비도 각 입면의 일사밀도에 따라 조절하고, 서

측은 사선방향의 루버를 부착하였다(그림 9-c). 건물 상

부 남측 경사면에 박막형 BIPV를 채택하여 일사조절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있다.

(a) 배치도 (b) 평면도

(c)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

그림 8. 남동발전 설계안

(a) 배치도 (b) 환기계획도

(c) 입면 일사밀도에 대응하는
외피 창면적 조절 전략

(d) Eco-flow(환기, 녹, 물)

그림 9. 한전KDN 설계안

10) 에너지관리공단(울산우정 혁신도시)

기술제안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이다. 남향으로 경사진

대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저층부를 지중에 묻어 기존 지

형을 살리면서 에너지효율을 도모했다(그림 10-a). 남향

한 장방형 업무용 건물에 대청과 같은 아트리움을 두고

동, 서측 면을 사면으로 처리하여 북측 면을 축소하였다

(그림 10-b). 기본적으로 전체 업무용 건물 깊이를 얕게

하여 맞통풍에 의한 자연환기를 고려하고 있다. 외피는

각 향별로 차별화된 창면적비와 일사조절 전략을 도입하

고 남측의 경우 외부에 처마형태의 차양과 일사강도에

반응하는 인터엑티브 스크린 시스템(interactive screen

system)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10-c). 일사확보에 가장

유리한 차양의 상부 경사면에는 BIPV도 제안하였다. 아

트리움을 실내휴게공간이자 녹화공간으로 구성하고, 저층

부 및 업무용 건물 옥상에 광범위한 녹지를 확보하였다

(그림 10-a).

(a) 배치도 (b) 매스 및 외피구성개념

(c) 남측 Interactive Screen System

그림 10. 에너지관리공단 설계안

11) 한국동서발전(울산우정 혁신도시)

울산우정 혁신도시 내 경사가 심한 대지에 제안된 계

획안이다. 경사로 인해 저층부는 상당 부분 지중화되고

업무용 건물동도 저층부 지형에서 솟아오르는 형태이다.

동, 서 방향 지면에서부터 지붕을 감싸는 루버형태의 쉴

드(shield)와 남측면의 창을 최적향으로 돌리고 서측에 수

직차양요소를 제안한 것이 주요디자인 전략으로 강조되

고 있다(그림 11-c, d). 남향하고 북측 코어를 둔 업무용

건물은 북측조망과 환기를 고려하여 북측에 열린 휴게공

간을 배치하였다(그림 11-b). 대지 동측에 있는 공원녹지

를 대지 내부와 업무용 건물 동측 휴게공간으로 연계시

키는 계획도 강조되고 있다(그림 11-d). 지붕구조에 태양

광,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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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도 (b) 평면구성 개념

(d) 실내외 그린 네트워크(c) 외피 디자인전략

그림 11. 한국동서발전 설계안

12) 신용보증기금(대구신서혁신도시)

대구에 신축될 신용보증기금 신청사 공모안이다. 남향

한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에 업무용 건물이 정면을 향하

고 있으나 남측 업무용 건물 깊이가 15m스팬으로 깊은

편이다(그림 12-d). 대지 남쪽에 철길과 고속도로가 바로

근접하고 있어 소음과 일사조절을 위해 업무용 건물 남

쪽에 이중외피를 적용하고, 소음을 차단하면서 자연환기

가 가능한 독특한 디테일을 제안했다(그림 12-b, c). 동서

측은 창면적을 축소하고 있으나 북측은 커튼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소극적이지만 실내 그린 스페이스와 남

측면 상부 경사면에 박막형 BIPV를 제안했다.

(a) 배치도 (b) 이중외피 디테일

(c) 이중외피 일사조절 효과 (d) 평면도

그림 12. 신용보증기금 설계안

4.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 경향

3장에서 살펴본 업무용 건축물 사례들의 디자인 경향

은 법제도와 지침을 준수하면서 건축적 창의성을 발휘하

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경향은

<표 6>에 총괄 정리되었고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4.1 배치

업무용 건물의 향은 대지의 형상과 관계없이 남향하고

있다. <표 6>에서 예시한 12개의 사례 중 단 한 건물만

이 도시적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서남서향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남향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타워형태를 조절하

는 노력을 하고 있다(사례 5).

건물녹화도 실내외 녹지공간의 연계, 실내 휴게공간의

녹화, 옥상녹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

내 녹지공간은 거주자들과의 시각적 연계를 강화하기보

다는 건물의 한 쪽 코너에 소극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부 사례(사례1, 7, 10)에서는 적극적인 그린

오픈스페이스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옥상녹화도 주로

휴게공간을 겸하는 관리형(intensive green roofs)을 제안

하고 냉난방 효율과 생태적 의미가 강한 저관리형

(extensive green roofs)은 한 개 사례(사례 10)에 불과하

다.5)

4.2 건축형태 및 공간

업무용 건물의 형태 및 공간구성의 특징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해 건물 깊이가 얕은 장방형으로 하거나(사

례 3, 7, 10, 11) 중앙에 아트리움을 삽입하거나(사례 1,

2), 혹은 코어를 한쪽으로 밀거나(사례 8), 건물을 잘라

벌리는(사례 6) 등 다양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채광이 가능한 공간의 깊이는 창 높이의 2.5배 가

량으로6) 위 사례들의 경우 자연채광 가능한 깊이는 7∼

9m정도이고, 양측이 모두 개방된 경우 약 18m 깊이까지

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평면 상 건물깊이

가 18m이내로 양면 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거나(사례

1, 2, 6, 8, 10) 남측 업무용 건물 깊이를 11∼12m로 얕게

한 긍정적인 사례(사례 3, 6, 7, 8, 11)들이 발견된다. 그러

나 여전히 단면 채광으로 남측 공간깊이가 14∼15m범위

에 있어 자연채광에는 한계가 있는 사례(사례 4, 5, 9,

12)도 있다.

자연환기 측면에서는 맞통풍을 위해서 열린 휴게공간

을 두거나(사례 8, 11) 연돌환기를 위해 아트리움(사례 1,

2, 7, 10)이나 솔라침니(사례 4, 6)를 제안한 사례도 있다.

일부는 남향 그린 샤프트의 더운 상승기류를 활용하여

환기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했다(사례 5, 9).

코어공간은 대체로 남향 업무용 건물의 북측에 두어

난방효과를 꾀했고, 동, 서측에 배치하여 직달 일사를 피

하고자 한 사례도 있다(사례 1). 중앙 코어의 경우도 코

어 사이에 휴게공간과 아트리움을 삽입하여 채광, 환기성

능을 향상하고자 한 사례도 있다(사례 6).

5) 관리형 옥상녹화(intensive green roofs)는 토심이 깊어 큰 나

무를 심을 수 있고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으나 관수 등 관리

가 많이 필요하고, 저관리형 옥상녹화(extensive green roofs)

는 토심을 얇게 하여 세덤이나 이끼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 관리를 최소화하는 옥상녹화 기법이다.

6) G.Z. Brown, Mark Dekay, Sun, Wind & Light, John Wiley

& Sons, Inc., 2001, p.



건물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이후 국내공공기관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경향 / 이아영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1, No. 6  2011. 12 147

사례

배치 건축형태 및 공간 외피디자인

방위 건물녹화
형태 및 공간(채광, 환기도 유관) 자연채광 창면적비를 고려한

외피형식
외부차양 신재생에너지

타워형태 아트리움 코어위치 기준층 규모

1.
한국
전력공사

남향

실내휴게
아트리움/
관리형
옥상녹화

건물
중앙

동/서

-남측깊이 15m
(양면개방)
-층고 4.5m
-천정고 3.0m

PC콘크리
트+커튼월
/향별개폐
율 변화

남측면 PC구조
차양: 창호와
600mm이격
(이중 구조)

옥상파라펫-풍
력터빈
옥상-태양광,
태양열

2.
기술표준원

남향
관리형
옥상녹화

건물
중앙

북쪽과
아트리움
중앙

-타워깊이
28.1mm/남측 9m
-층고 4.5m 입체구조

수평, 수직
차양 효과의
입체적 외피

지붕에
태양광,
태양열

3.
전력거래소

남향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북측
-타워깊이 18.6m/
남측 11.1m
-층고 4.5m 격자창+입체구조

격자창 및
입체구조로
수평, 수직
차양효과

저층부 지붕에
BIPV

4.
국민
연금공단

남향

실내휴게
공간/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북측
-타워깊이 21.6m/
남측 14.1m
-층고 4.2m 열린 이중외피/

향별 창개폐율 변화

남동측:
사선루버와
폴리카보네이
트 이중구조로
일사 조절

옥탑상부
BIPV

5.한전KPS
서남
서

실내휴게
공간/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동측

-타워깊이 21.8m/
남측 14m
-층고 4.5m
-천정고 3.0m 입체구조

수평, 수직
차양효과의
입체적 외피

남향경사
지붕구조에
BIPV

6.
한국
전력기술

남향

실내휴게
아트리움/
관리형
옥상녹화

건물사이
(동, 서
개방)

중앙
(아트리움
양측)

-타워깊이:15∼
20.4m(양면개방)/
10∼12m(단면개방)
-층고 4.5m 수평프레임(남북)+

이중외피(동서)

-남향:
수평프레임으
로 차양효과
-동서:이중외피
+프릿 유리

남향 수평
프레임 상부
BIPV

7.
한국
농어촌공사

남향

실내휴게
아트리움/
관리형
옥상녹화

건물사이
(남, 북
개방)

북측

-타워깊이 19.8m/
남측12m(단면개방)
-층고 4.2m
-천정고 2.7m 격자창+수평처마

+BIPV

-격자창과
입체 외피로
수직, 수평차양
-처마형
수평차양

격자창 하부
사면과
수평처마 상부
BIPV

8.
한국
남동발전

남향

실내휴게
공간/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북측

-타워깊이 21.6m/
남측 12.6m(부분
양면개방)
-층고 4.5m
-천정고 2.8m

격자창+BIPV+광선
반

-투시형 BIPV:
일사조절 효과
-광선반: 현휘
방지, 자연광
확산

격자창 상부
투시형 BIPV

9.
한전KDN

남향

실내휴게
공간/
입면녹화/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북측

-타워깊이 22.5m/
남측 13.2∼15m
-층고 4.5m
-천정고 3.0m

루버+사다리꼴창/
향별 창개폐율 변화

-남측:
수직루버
-서측:
사선루버

남측타워상부
경사창:
박막형 BIPV

10.
에너지
관리공단

남향

실내휴게
아트리움/
저관리형
옥상녹화

건물사이
(남, 북
개방)

북측
-타워깊이 18m
(양면개방) 수평처마+

인터엑티브스크린/
향별 창개폐율 변화

-남측:
수평차양+인터
엑티브 스크린
-동,서측:수직
프레임+인터엑
티브 스크린

수평처마상부
BIPV

11.
한국
동서발전

남향

실내휴게
공간/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북측

-타워깊이 20.1m/
남측 12m
-층고 4.5m
-천정고 3.0m 루버형 쉴드+최적향

지그재그 외피

-남측:최적향을
보는 지그재그
창과 수직벽
-동서측:
건물을 감싸는
수직루버

지붕구조물에
태양광,
태양열

12.
신용
보증기금

남향

실내휴게
공간/
관리형
옥상녹화

없음 북측

-타워깊이 26.4m/
남측 15m
-층고 4.5m
-천정고 2.9m 이중외피+사선루버

-남측:
이중외피
-서측일부:
사선루버

건물 남측
상부 경사창:
박막형 BIPV

표 6. 사례 공모안의 디자인 특성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사례들이 자연채광과

환기 성능에 대해 계획적인 가정만이 아니라 일조 및 기

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4.3 외피 디자인

외피에서도 창호면적과 일사부하를 조절하기 위한 다

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있다. 창호면적 50%

이하라는 기준에 충족하면서 향별 채광 및 일사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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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서 향별로 다른 창면적을 갖

는 공통점이 파악되고, 일부 사례는 일사부하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향이나 높이에 따라 개구율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는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사례 1, 4).

일사조절을 위한 차양부분은 일반적인 수직, 수평의 쉐

이드보다는 입면을 입체화하는 기법이나(사례 2, 3, 5, 7,

9) 이중구조의 외피(사례 1, 4, 12)를 적용한 빈도가 높다.

비교적 직설적인 수직, 수평차양효과를 위해 격자창이나

처마와 같은 요소를 디자인한 사례도 있는데(사례 6, 7,

10) 이중 <사례 10>은 남측에 수평차양과 함께 계절별

일사부하에 대응하여 조절되는 인터엑티브 스크린

(Interactive screen)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붕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

반적인 사례 외에 건물에 통합하여 디자인한 BIPV를 중

심으로 보면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난다. 지붕면을 활용하

거나(사례 3, 4, 5) 일사조절을 위해 디자인한 수평차양요

소에 부착하는 불투명 BIPV와(사례 6, 7, 10) 창에 통합

하는 투시형이나 박막형 BIPV이다. 박막형의 경우 남측

일사를 잘 받는 커튼월 부분에 적용하여 에너지도 생산

하고 직달 일사를 완화하겠다는 아이디어와 연계되고 있

다.

외피디자인에 있어서도 외피 일사부하 및 실내 공간

일사부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인 성능평가를 기반

으로 디자인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고, BIPV 부착

을 위해서도 외피 일사 부하 검토를 통해 적정 위치를

선정 하는 등 설계 방법상의 변화도 읽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이 업무시설로

확대 시행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취득이 의무화된 이후 실질적으로 업무용 건물 디

자인에 나타나는 디자인 경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를 조사,

정리하여 디자인 관련 성능 요소들을 도출하고 공모작품

지침서에 언급한 특기사항을 분석하여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는 크게 배치, 건축형태 및 공간, 외피로 파악

되었다.

배치에서는 업무용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

한 인식이 매우 높아 방위는 1차적인 디자인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건물녹화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생태적

인 측면보다는 휴게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에 더 비중

을 두는 경향이 있다. 건축형태 및 공간의 측면에서는 자

연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건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건물

중앙에 아트리움을 삽입하는 등 적극적인 디자인이 제안

되고 있다. 코어도 건물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대부분

북향이나 동, 서향에 위치시켜 일사 및 난방부하저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

화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외피 디자인으로서 향별, 층별

창면적의 점진적인 변화, 이중구조의 외피를 이용한 쉐이

딩 및 환기, 그리고 입체적인 외피디자인으로 수평, 수직

차양효과를 꾀하는 점 등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모

색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도 입면디자인에 통합되어

BIPV가 건물지붕이나 차양요소, 또는 창부분에 투시형이

나 박막형 BIPV도 활용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법, 제도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디자

인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에너

지 성능제도의 강화는 설계자들의 디자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고, 단순한 아이디어의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성능해석에 기반을 둔 디자인을 하도록 설계 방법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특정 설계사

의 공모안 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추후 다양한 설계사의 작품 분석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디자인 경향이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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