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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typical floor was compared by the total energy

comsumption of the building in highrise building. In gerneral, many researchers are studying on the

typical floor in highrise buildings for avoiding complexity in energy simulation. But few papers are

studied on energy consumption along the floors. In the model bulding, the energy consumption data

were acquired by BEMS system in 2011. According the data, the total net energy consumption was

193.99 kWh/m2 for all area and the total net energy consumption was 247.61 kWh/m2 for HVACR

area. The total electricity and gas energy are used 47.7% for heating and cooling, 33.5% for lighting

and plug, 12.9% for conveyance power and 5.9% for restaurant. In comparison of only ground floor,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in the lobby is 10%, and 9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s used in

the typical floor. For this result, energy simulation on the typical floor is acceptable for calculating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he highris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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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E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yr]

R : 에너지 사용량 비율, [%]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1990년 건물 분야 에너지

사용 비중이 33%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 국내의

건물분야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에너

지 사용량의 비중은 2000년 23%, 2014년 18.8%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분야의 에너지 사

용량은 1990년 24.8백만 toe에서 2000년 42.7백만

toe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 42.7백만 toe, 2013

년 42.0백만 toe 및 2014년 40.1백만 toe등으로 최근

에는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1]. 그렇지만,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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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에너지소비량은 국가의 발전정도, 즉 산업구조

에 따라 다른데 선진국의 경우는 대략 40~50% 정도

이며, 한국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크게 늘어

날 가능성도 있다.

건물의 에너지 절감은 계획단계에서의 절감과 운

영단계의 절감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계획단계의 에

너지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 건물의 형태나 설비시

스템의 조합에 따라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결

정되기 때문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방법은 크게 세단계

를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로 건축계획적인

수법으로서 에너지 절감을 꾀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변수로는 건물의 규모, 향, 형태, 기밀성, 외벽의 단

열, 창호의 단열 및 투과율 등 많은 설계요소가 에

너지 절감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단계로 설비시스

템 계획의 단계에서, LED사용, 디밍제어 등의 조명

에너지 절감방안,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과 같은

전기에너지 절감방안과 더불어 기계설비시스템 설

계에 있어, 시스템 조합이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열원설비의 종류, 공조설비의 종류

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다르며, 이는 첫 번째 단

계의 건물의 건축계획적인 요소에 의한 부하의 영

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운영단계의 절감방안으로는

에너지절감 조명제어의 적용, 블라인드의 활용 및

기계설비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운전방법 등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계획단계에서 건축설계 측면의 에

너지 절감을 Passive design이라 하며, 건축계획이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방안을 수립,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계

설비시스템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어 에너지 사용량 대신 에너

지 부하를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 적용한다. 설비시

스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이미 수립된 Passive

design에서 결정된 에너지 부하를 가지고 시스템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최적인

시스템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건물 및 부지에 맞

게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물론 각 단계별로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선의

에너지 절감방안을 찾게 된다.

고층빌딩에서의 에너지 절감량 예측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석호태 등[2]은 사무실 건물을 대

상으로 에너지 관리 및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DOE 2.1을 이용하여 주요

인자를 상호 비교하였다. 당시 컴퓨터의 성능 때문

에 비교적 낮은 층의 대상건물임에도 기준모델로

기준층만을 사용하였다.

김진호 등[3]은 코어위치, 건물향 및 종횡비가 건

물에너지 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대상 건물이 초고층 오피스였기 때문에 연구의 편

의상 기준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진균 등[4, 5]은 설비시스템이 결정된 상태에서

의 Passive design요소가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하여, 설비시스템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 Passive design의 최적된 값이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조진균 등[6]은 설비시

스템의 에너지 소비량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는데, 이때도 기준층을 대상으로 하고, 수직적 반

송동력만을 고려하였다.

최근 용석길 등[7]은 미국내 표준 기후대별로 에

너지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빌딩 외피에 관한 방대

한 연구를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자동화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고층빌딩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에 대한

많은 논문들은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기준층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절감량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층

을 대상으로 하기에 계산능력 뿐만 아니라 입력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하지만, 고층 빌딩에 있어서 기준층이 전체 건물

의 에너지 사용량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30여층의 규모를 갖는 고

층빌딩의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하여, 기준층이

소비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전체 빌딩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하여 층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2. 대상건물의 개요 및 측정방법

고층빌딩에서의 층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선정한 빌딩의 개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에 준공한 서울의 서초

구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으로 대지면적 5,348 m2,

연면적 8만 1,117 m2이고, 공조면적은 6만 3,55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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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상 31층, 지하 7층의 건물이다. 이 빌딩의 각

층별 용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지하 3

층 이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B2층에는

식당, B1층은 피트니스 센터와 관제실이 위치해 있

다. 1층부터 3층은 로비와 외부 손님과의 회의실이

있고, 그 이상의 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4층과 13층은 없으며, 16, 17, 24 및 25층의 반은 기

계실로 사용하고 있다. 기준층의 평면도를 Fig. 1에

나타내었고, 그림의 위쪽이 남쪽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거의 직사각형의 형상에 중앙 코

어가 있으며, 각 변의 길이는 각각 49.25 m와 36 m

이다. 또한 16, 17, 24 및 25층과 같이 기준층의 반

을 기계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쪽을 사용하고

있다.

이 빌딩에 적용한 설비 시스템을 Table 3에 나타

내었다. 냉열원은 터보냉동기와 스팀터빈냉동기, 온

열원은 노통연관보일러 및 관류형 보일러를 사용하

였고, 각층의 공조방식은 VAV(Variable Air Volume),

컨벡터 및 DVM(Digital Variable Multi)의 조합이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개

략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서버에 BEMS를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

은 BEMS Level 3 정도의 수준으로 특정기기의 계

량, 계측도 가능한 높은 수준의 시스템이 설치/운영

되고 있다. 총 측정 Point수는 1,684개소 중에서

1,025개소를 측정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건물 전

체 에너지 소비량, 용도별 소비량, 설비 구분별 소비

량,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냉각탑 및 펌프류)의

성능도 측정할 수 있으며, 분석기준은 3개년 자료를

Fig. 1. Typycal Floor Plan.

Table 1. Building Outlines

Item Note

Location Seocho, Seoul

Purpose Office

Completion year 2007

Land area 5,348.1 m2

Total floor area 81,117.28 m2

HVAC area 63,552.6 m2

Ground stories 32

Under ground stories 7

Table 2. Floor Usage

Floor number Usage

B7~B3 Parking lot

B2 Restaurant

B1 Fitness and Control room

1~3  Lobby and Meeting rooms

5~15, 18~23, 26~33 Office

16, 17, 24, 25 Office and Mechanical room

4, 13 None

Table 3. HVAC&R System

Facilities Specifications

Heat 

Sources

Cooling

Turbo 500 RT × 1 ea.

Steam Turbine 1,000 RT × 2 ea.

DVM 800 RT

Heating
Flue Tube-Smoke Tube 8 ton × 2 ea.

Once-Through 3 ton × 3 ea.

HVAC

Typical 

floor
VAV+Convector+DVM

Lobby AHU+CAV

Fig. 2. Schematic of 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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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BEMS 시스템은 고

장발견 및 파라미터 조정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과다하

게 사용하는 지점을 발견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Web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Web

화면의 예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빌딩의 2011년에 사용한 에너지 원단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건물에서 가스는 가스열원

히트펌프의 열원과 식당의 조리열원으로 사용되었

고, 나머지는 모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에너

지 원단위는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상

에너지 사용량은 2차 에너지로 비교하는데, 이는 전

기에너지를 상호 비교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식하기 좋다. 하지만, 본 논문과 같이 가스사용량

과 전기사용량을 함께 비교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

량은 1차 에너지가 되고, 전기사용량은 2차 에너지

가 되기 때문에 전물 전체의 에너지사용량을 비교

하기 위하여서는 2차 에너지로 표기되는 전기사용

량을 발전손실 및 송전손실을 고려한 1차 에너지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

이다.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원단위는 전

기 120 kWh/m2yr, 가스 74.15 kWh/m2yr, 합계는

193.99 kWh/m2yr이다. 공조면적 기준의 원단위는

전기 125.96 kWh/m2yr, 가스 94.65 kWh/m2yr, 합계

247.61 kWh/m2yr이다. 2014년에 발표된 자료[8]에

의하면, 유사한 규모(50,000~100,000 m2)의 빌딩에

서 소비하는 연면적당 연간 에너지량은 233.258

kWh/m2yr로 본 결과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건

립연도(2006~2010년)별로 비교한다면, 227.214

kWh/m2yr로서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넓을수록, 준공

연도가 최근일수록 원단위가 낮기 때문에 조사보다

는 본 건물의 원단위가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3. 에너지사용량 비교

3.1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본 연구의 대상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공조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용도별로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

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용도별 사용비율은 냉

난방이 47.7%, 조명 및 콘센트가 33.5%, 열반송이

12.9%, 식당이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에

사용된 에너지는 세부적으로는 냉동기 5.7%, 보일

러 17.0%, DVM 8.6% 및 가스열원 16.4%로 나타났

다. 일반적인 오피스에서의 조명 에너지 사용량 및

냉난방 사용량 추이와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에너

지원별로 합산해 보면 가스가 21.3% 사용하고 있으

며, 나머지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Fig. 3. Screen View of Web version.

Table 4. Enegy Intensity

Item Total area
Without parking 

area

Area [m2] 81,117.3 63,552.6

Electricity 
[kWh/m2yr] 119.8385 152.9595

[kcal/m2yr] 103,061 131,545

Gas

[m3/m2yr] 6.07359 7.75221

[kcal/m2yr] 63,772.7 81,398.21

[kWh/m2yr] 74.15 94.65

Total 
[kcal/m2yr] 166,833.83 212,943.41

[kWh/m2yr] 193.99 247.61

Table 5. Energy Consumption Rate for Usages

Usage Energy consumption rate [%]

HVAC

Total 47.7

Refrigerator 5.7

Boiler 17.0

DVM 8.6

Gas_Heat source 16.4

Heat conveyance 12.9

Lighting/Plug 33.5

Gas_Restauran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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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상 층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지상 1층부터 지상 33층까지의 층별 에너지 사용

량을 Fig. 3에 나타내였다. 그림에서, E는 공조면적

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한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4층과 13층은 존재하지 않으며,

16, 17, 24 및 25층은 각 층의 절반을 기계실로 사용

하기 때문에 두 개 층을 합산하여 적었다. 코어를 제

외한 면적의 거의 50%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층의 에너지 사용량은 1,372 kWh/m2yr이며, 각 층

의 평균값은 580 kWh/m2yr이다. 1층부터 3층을 제

외한 기준층의 에너지 사용량 평균은 533 kWh/m2yr

이며, 1층의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층 평균의 2.57배

로 다른 층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1층을 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입출입으로 인한 외기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

기도 하고, 1층의 층고가 다른 층에 비하여, 2배이상

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층의 경우, 실제 사용

면적은 다른 층의 반 이하이며, 이는 로비층의 일부

가 open되어 있기 때문이다. 2층의 주요 용도는 회

의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인과의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량 다른 층과 유사함을 보

이고 있다. 또한 3층의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층의

1.63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회의실로 사용하면

서 cafe가 있어 다수의 인원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제작용 에너지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16/17층의 통합 에

너지 사용량은 약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의 원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기

준층의 값을 상호비교해 보면, 기준층의 에너지 사

용량은 평균값의 67.7%~152.0%로 나타나고 있다.

29층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16층과 17층의

합산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3.3 지하 및 지상 층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지하 1층과 지하 2

층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6.76%, 6.99%로 아주 높

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지하 2층에 구내식당

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체육단련시설이 있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하 7

층부터 지하 3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주

차장은 공조면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다른 층과

유사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로비로 사

용하고 있는 1층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은 8.1%로

전 층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

층의 평균값으로 기준층의 개별값의 분포를 보면,

최소 65%에서 최대 154%로 나타난다. 즉, 기준층은

평균적인 에너지 사용량에서 35%적게 사용하거나

54%많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층마다 사용하

는 재실인원과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예상되

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3층 이하에서

의 기준층 에너지 사용량과 24층 이상에서의 기준

층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약 5%내외의 사용

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층부는 건설사가 사용

하고 있고, 고층부는 상사가 사용하고 있는 데, 업종

에 따른 사무실 에너지 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사료된다.

3.3 식당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지하 및 지상 층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지하 및 지상의 1차 에너지 사용량중에서 식당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에너지사용량의 비율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식당과 체육단련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을 제외하면, 지하 1층과 2층의 에너지 사용량은 약

3.13%로 나타난다. 기준층으로 볼 수 있는 4층부터

33층의 1차 에너지 사용량 비율의 평균값은 2.40%

로 기준층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빌딩 전체 에너

지 사용량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로비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5.3%정도로 기준층

의 2.2배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층을 제외한 지

상층만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만을 따져보면, 로비로

볼 수 있는 1층에서 3층의 1차 에너지 사용량 비율

Fig. 4. Net Energy Consumption alo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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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0.6%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89.4%

는 기준층에서 소비하고 있다. 30층 이상의 고층빌

딩에서 지상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빌딩의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에너지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기준층만을 대상으로만 하

는 경우에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30여층의 규모를 갖는 고층빌딩에서 기준층이 소

비하는 공조 에너지를 전체 빌딩에서 소비하는 공

조에너지와 비교하여 층별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의 용도별

사용비율은 냉난방 47.7%, 조명 및 콘센트 33.5%,

열반송 12.9% 및 식당 5.9%로 나타났다.

2. 지상층만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1층부

터 3층의 로비에서 약 1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

으며, 기준층에서 9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3. 30여층 이상의 고층빌딩에서는 기준층만을 대

상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1.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015 Korea

Energy Handbook, pp. 16, 2015.

2. H. T. Seok, S. Y. Song, I. H. Yang, J. M. Choi, and

K. W. Kim, Sensitivity Analysis of Building Energy

Factors, ’1998 Summer Conference of SAREK, pp.

1317-1322, 1998.

3. J. H. Kim, W. P. Park, S. H. Shin, J. K. Min, and D.

H. Kim, An Analysis on Building Energy Load along

Core Position, Area Ratio and Orientation, J. of

KSGEE, Vol. 9, No. 1, pp. 15-19, 2013.

4. J. K. Cho, J. H. Kim, S. J. Lee, and H. S. Kang,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Cooling-to-Heating Load

Ratio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of HVAC&R

System for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J. of

SAREK, Vol. 27, No. 3, pp. 113-122, 2015.

5. J. K. Cho, J. H. Kim, S. J. Lee, and J. M. Koo, A

Bi-Directional Systematic Design Approach to Energy

Optimization for Energy-Efficient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Vol. 120, pp. 135-144, 2016.

6. J.-K. Cho, S.-J. Lee, J.-H. Kim, and S.-H. Shin,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 of Office Building

HVAC&R Systems, J. of AIK, Vol. 28, No. 9, pp.

251-260, 2012.

7. S.-G. Yong, J.-H. Kim, Y. Gim, J. Kim, J. Cho, H.

Hong, Y.-J Baik, and J. Koo, Impacts of Building

Envelope Design Factors upon Energy Loads and

Their Optimization in US Standard Climate Zones

using Experimental Design, Energy and Buildings,

Vol. 141, pp. 1-15, 2017.

8. KEEI, Energy Consumption Survey the 12th Ed.

(2014), pp. 654, 658, 2015.

Fig. 6. Net Energy Consumption Restaurant along Floor

without Restaurant and Fitness.

Fig. 5. Net Energy Consumption Ratio along Flo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