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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strengthening the insulation performance of a building, a great deal of energy can be saved and a

comfortable indoor environment can be offered to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climate,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door environment, is changed by global warming. Therefore, in planning building envelope

structure and design,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optimal insulation thickness of exterior walls was calculated by an economic assessment

method using heating degree-days. Additionally, how much influence climate change has on planning building

insulation was investigated. The examination showed that heating degree-days have decreased by about 10%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past few decades. It was also shown that the optimal insulation thickness of

exterior walls was thin, at about 6%, in three representative Korean cities (Seoul, Daejeo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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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공기 비열[J/m
3
ㆍ℃]

 : 난방단가[원/kWh]

 : (단위벽체면적당) 초기단열재비용[원/m2]

 : (단위벽체면적당) 연간 난방비용[원/m
2
]

 : 난방도일[℃․day]

 : 난방도시[℃․hour]

 : 내표면 열전달률[W/m2․℃]

 : 외표면 열전달률[W/m
2
․℃]

 : 난방부하[W]

 : 열전도율[W/m․℃]

 : 열관류율[W/m
2
․℃]

 : (단위벽체면적당) 열손실계수[W/m2․℃]

 : (단위벽체면적당) 연간 열손실량[Wh/m
2
]

 : 열저항[m
2
․℃/W]

 : 벽체면적[m
2
]

 : 환기량[m3/s]

 : 생애주기[년]

 : 실온[℃]

 : 외기온[℃]

 : 일평균외기온[℃]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에너지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

외 의존도는 약 96%에 달하며, 건물부문의 에너지는 전체 에너

지사용량의 약 22.1%에 이른다1). 이중 건물의 단열성능을 강화

함으로써 건물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거주자에게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저에너지하우스, 패시브하우스, 3리터하

우스, 에너지제로하우스, 에너지플러스하우스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 및 창호, 벽 등

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설계기준을 고시하고 있다2).

한편, 건물의 내부와 외부환경은 해당 지역의 기후 및

기상 조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 및 벽체 구성재료 등은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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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천안지역의 연평균기온과 표준편차

그림 2. 천안지역의 연대별 평균외기온

후, 풍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화석에너지의

남용으로 인한 대기 중의 CO2 가스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

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전 지구적인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

건물의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특성, 난방설비 용

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간편하게 예측하는 방법으로 난

방도일이 사용되어 왔다
4)
. 어느 지역의 난방도일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과거 기상자료의 통계치를 필요로 하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지난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30년간의 기

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5)
. 그러나 근래 지구온난화에 따

른 기후변화는 심각한 기온의 상승을 수반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1950, 60, 70년대의 기상자료

를 사용할 경우, 난방도일 값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배경 가운데, 국외적으로는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부하온도를 고려한 난방도일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난방도일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6),7). 국내적으로는 최근 30년간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무부하온도를 고려한 난방도일 산정 기준에 기

초한 난방도일 값의 재산정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8), 기상청의 기후데이터와 기후변화 모델의 일종인

HadCM3을 사용하여 서울과 여수 지역의 냉난방도일을

산출하고 특징을 비교ㆍ검토한 연구 등이 있다
9)
.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후변화의 건축물 외피설

계에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난방도일의 변화 정도를 알아본 뒤, 난방도일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최적단열두께를 산정한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의 건축물 단열설계에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논문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난방도일 산정시 사용되는 통계용 기상자료를 가장 최근의

것으로 사용하되,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최근 20

년간의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난방도일값

과 기존의 난방도일값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단열재비용 및

생애주기에 걸친 난방비를 합한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

적단열두께를 산정한다.

2. 기후변화를 고려한 난방도일

2.1 천안지역의 외기온도

지구온난화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때의 기상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난방부하를 과다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선 저자가 거주하는 천안지역의 외기온도를 대상

으로 관측이 시작된 1973년부터 2010년까지 38년간의 외

기온도 변화를 검토해보았다. 그림 1은 천안지역의 연도별

평균기온과 일평균기온의 연도별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다. 천안지역의 기온은 연도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38년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10년 단위로 연대별 평균

기온을 나타내었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천안지역의 외기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지난

30년 동안 약 0.6℃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차 급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1의 일평균기온의 연도별 표준편차를 살펴보

면, 1980년대 중반에 11℃가 넘는 피크치가 보인다. 당시

연교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천안지역의 외기온도 상증추세를 통해 볼 때, 지

구온난화 및 열섬 현상 등으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기온

은 연년 상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51년부

터 1980년까지의 기상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된 난방도일

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2.2 기후변화를 고려한 난방도일
4,10)

난방도일은 어느 지역의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 등의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열량이나 연료비를 계산

할 때 사용된다. 난방에 필요한 열량, 즉 난방부하 [W]

는 건물 단열의 양부와 규모로 정해지는 종합 열손실계수


  



 [W/℃]와 실온 와 외기온 의 차의 곱

으로 구할 수 있다. 즉,

  
  



 [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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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

데이터 사용

최근 20년간

데이터 사용

감소비율

(%)

서울 2922.4 2636.9 9.8

대전 2882.8 2566.9 11.0

제주 1765.0 1570.0 11.1

표 1. 대표지역의 난방도일 비교(단위: ℃ㆍday)

이다. 여기서,  : 난방부하[W], : 벽체의 열관류율

[W/m2․℃],  : 벽체 면적[m2], : 공기 비열[J/m3ㆍ℃],

: 환기량[m3/s], : 실온[℃], : 외기온[℃]

1일의 난방부하는 실온 를 하루 종일 일정하다고 하

면, 난방부하 를 외기온 의 시각별 변화에 따라 24시

간 가산하여 구할 수 있는데, 를 일평균기온 을 사용

하여 를 24배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면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열량은 다음 식과 같이 된다.

  
  



××




  (2)

여기서,  : 겨울철 난방부하[Wh/season], : 난방일수

[day], : 일평균 외기온[℃]

식 (2)의 




 이 난방도일 에 해당하는데,

어느 지역의 통계상의 일평균 외기온 이 난방설계실온

 이하가 되는 일간에 대하여 을 합계한 것이

다.

 




  [℃․day] (3)

(3)식을 사용하여 난방도일에 따라 구분된 제Ⅰ지역(중

부지역), 제Ⅱ지역(남부지역), 제Ⅲ지역(제주도)의 대표도시

로 각각 서울, 대전, 제주를 택하여 각각의 난방도일을 산

출하였다. 난방설계실온으로는 18℃를, 일평균 외기온은 기

상청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다11). 기후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경우를 상정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용되어온 1951～1980년까지의 30년간의 평년 데

이터를 사용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하되 건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최근 20년간, 즉,

1991～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이다. 단, 첫 번

째의 경우, 서울의 관측데이터는 1960～1980년까지의 21년,

대전은 1969～1980년까지의 12년, 제주는 서울과 마찬가지

로 1960～1980년까지의 21년간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이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 도시의 난방도일 및 이전대

비 감소비율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서울의 경우, 1980년 이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약

2900[℃ㆍday], 최근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약 2600[℃ㆍ

day]로 약 9.8%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전의 경우,

1980년 이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최근 데이터

를 사용했을 때 약 11% 감소하였으며, 제주는 약 11.1%

감소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난방도일 값이 10% 안팎으로 감소하였다.

3. 외벽의 최적단열두께 산정

3.1 경제성 평가에 의한 최적단열두께
5)

단열재 사용은 쾌적한 온열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를

위한 필수사항으로, 최적단열두께로 설계할 때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12,13). 단열재의 최적두께 설계방법으로 비

용분석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다. 비용은 초기투자비 

에 해당하는 단열재 비용 및 운전비 에 해당하는 건물

난방비를 생각할 수 있다. 초기투자비의 증가는 운전비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 둘을 단열재 두께 의 함수로 나타내

어 건축물의 전생애 에 걸쳐 검토한다. 이같이 하면, 단

위 벽체면적당 총비용 는

 × [원/m
2
] (4)

가 된다.

단열재의 비용은 단위 m3당 비용  [원/m
3]으로 주어

지며, 단열재 두께 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벽체 단위면

적당 초기투자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원/m
2] (5)

운전비, 즉 연간 난방비는 건물조건과 기후조건의 영향

을 받는다.

첫 번째로, 건물조건의 경우, 단열재를 제외한 외벽은 벽

체 구성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열저항 [m2℃/W]을 갖

는다.

 



  









[m
2
℃/W] (6)

여기서, : 벽체 외표면 열전달률[W/m
2
℃], : 벽체 구

성재료수,  : 번째 구성재료 두께[m],  : 번째 구성재료

열전도율[W/m℃], : 벽체 내표면 열전달률[W/m
2
℃]

이와 같은 외벽에 열전도율 [W/m℃], 두께 [m]인 단

열재를 추가하면, 외벽의 총 열저항 [m
2℃/W]는 다음과

같다.

 

[m
2
℃/W] (7)

이 외벽의 열관류율은

 


[W/m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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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산대상 외벽

이다. 건물의 난방부하는 (1)식과 같이 외벽을 통한 관류

손실열량 뿐 아니라, 외벽 이외의 외피(예를 들면, 유리)를

통한 관류 손실열량, 침기(또는 환기)에 의한 손실열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내가 설정온도

로 일정하게 난방되는 상태이므로 외벽의 단열재 두께에

영향을 받는 손실열량은 외벽을 통한 관류 손실열량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창 등 외벽 이외의 건물외피 및

침기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면, (8)식은 외벽의 단위면적당

열손실계수 와 같다.

  





[W/m

2
℃] (9)

두 번째로, 연간 난방비는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기

후조건으로는 2장의 난방도일[℃․day]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차원을 고려하여 난방도일[℃․day]의 24배인 난방도

시[℃․h]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 [℃․h] (10)

벽체의 단위면적당 열손실계수 와 난방도시 의 곱

으로 단위벽체를 통한 연간 열손실량 를 구할 수 있다.

  × 


× [Wh/m
2
] (11)

따라서 난방단가를  [원/kWh]라 하면, 연간 운전비(난

방비) 는 다음과 같이 된다.

 ×





××


[원/m2] (12)

따라서 식 (5)와 식 (12)를 식 (4)에 대입하면, 총비용 

는 다음과 같이 된다.

 × 


××

  [원/m2] (13)

식 (13)의 총비용 가 최소값이 되도록 단열재 두께 를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다. 이 문제는 수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수치적 방법으로는

(13)식에 단열재의 두께를 직접 대입하여 총비용 가 최소

가 되는 값을 찾는 것이다.

또한, 해석적 해법으로는 방정식

 


 (14)

를 변수 로 미분하면,







 (15)

이며, 의 최소값은 극한(  )에서 주어지므로 이때의

는

  

 











 (16)

가 된다. 따라서 식 (13)의 총비용 가 최소가 되는 단열

재 두께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





 (17)

3.2 계산예제 및 조건

검토에 사용한 외벽 모델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벽

체는 건물 외측 면으로부터 모르타르 10mm, 콘크리트

200mm, 단열재, 내장재(석고보드) 10mm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별 열전도율은 모르타르 1.3

[W/m℃], 콘크리트 1.4 [W/m℃], 석고보드 0.11 [W/m℃]

을 사용하였다.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참고문헌 2)의 가등

급 단열재 압출법보온판 3호를 가정하여 0.031 [W/m℃]을

사용하였다.

벽체 외표면 열전달저항 및 내표면 열전달저항 값으로는

참고문헌 2)의 거실 외벽의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0.043,

0.11[m
2
℃/W]을 사용하였다.

단열재의 비용으로는 가등급 압출법보온판 3호(규격:

50mm×1m×2m)로 m2당 5,000원을, 건축물의 생애주기로는

재건축까지의 아파트 평균수명 22.2년
14)
을 적용하였다.

건축물의 난방단가는 도시가스 열원을 가정하여 한국가

스공사의 주택용 천연가스요금 745.57 [원/m3]을 사용하였

으며, 발열량을 기준으로 [원/kWh] 단위로 환산하였다
15)
.

난방도일은 2장의 결과 값을 적용하였다.

3.3 계산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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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최적단열두께

3.2절의 조건하에 식 (4), (5), (12)를 사용하여 단열재

두께를 1～50cm까지 변경하였을 때의 단열재비용, 건축물

의 생애주기에 걸친 난방비용 및 총비용을 계산하였다.

1980년 이전 데이터를 사용한 서울 지역 난방도일을 입력

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단열재비용은 두께에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

면, 난방비용은 두께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고 있다. 총비용

을 보면, 단열재 두께가 1cm일 때 약 386,000[원/m2]이었

으나, 점차 감소하여 21～38cm 범위에서 60,000[원/m
2
] 이

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39cm 이상에서는 60,000[원/m2]을

상회하여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총비용의 최소값은 단

열재비용 직선과 난방비용 곡선이 만나는 두께 28cm와

29cm 사이에 존재한다.

한편, 식 (17)을 사용하여 서울, 대전, 제주 지역의 외벽

최적단열두께를 산출하였다. 1980년대 이전 데이터를 사용

하여 산출한 난방도일을 활용한 경우와 1991년에서 2010

년까지의 최근 20년간의 기상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4. 단열재 두께별 총비용의 변화

표 2. 대표지역의 최적단열두께(단위: mm)

1980년 이전
데이터 사용

최근 20년간
데이터 사용

감소비율
(%)

서울 280.5 265.8 5.2

대전 278.5 262.1 5.9

제주 215.3 202.3 6.0

그림 5.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최적단열두께

서울의 경우, 1980년 이전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즉,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8.1cm, 최근 20년간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26.6cm로

최적단열두께가 약 1.5cm, 즉 5.2% 감소하였다. 마찬가지

로 대전과 제주의 경우도 각각 27.9cm에서 26.2cm로

5.9%, 21.5cm에서 20.2cm로 6.0% 감소하였다.

2)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최적단열두께

이상에서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로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수명인 22.2년을 사용하였으나,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 등

에 따라 생애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생

애주기로 20년부터 10년씩 증가시켜 100년까지의 최적단열

두께를 검토해보았다. 그림 5는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한 난방도일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

과이다.

생애주기가 20년일 때 최적단열두께는 약 25cm이었으나

건축물의 생애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적단열두께도 증가

하고 있다. 생애주기가 20년에서 70년으로 3.5배 증가할

때, 최적단열두께는 25cm에서 50cm로 약 2배 증가하고 있

다.

3.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22.2년을 아파트의 생애주기로 하여 단위

외벽면적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 비용 및 (단위 외벽면적

당) 두께에 따른 단열재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을 최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생애주

기 동안 일평균외기온이 실내설정온도보다 낮은 날(난방

대상일)에 대하여 실내온도를 설정온도로 유지(난방)한다

는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최적 평가기준과 제한조건을 종합하면, ‘22.2년

동안 일평균외기온이 실내 설정온도인 18℃보다 낮은 날에

대하여 실내온도가 18℃가 되도록 난방할 경우, 외벽의 단

위면적당 관류손실열량 비용과 단열재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단열재 두께는 얼마인가?’라는 최적문제가 된다.

즉, 본 논문에서 도출된 최적단열두께는 이상과 같은 최

적 평가기준 및 제한조건하에 도출된 값으로, 일반 공동주

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적을 평가하는 기준

과 제한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건물을 대상으로 난방도일을

사용하여 외벽의 최적단열두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무

소건물, 판매시설 등 냉방부하가 많이 소요되는 건물의 경

우, 외벽 최적단열두께 산정에 있어 냉방부하에 대한 고려

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영

향으로 여름철의 기온도 점차 상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외벽의 최적단열두께를 산정하는데 냉방비용

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우리나라 주요지역에 대하여 냉방도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ㆍ난방도일을 함께 활용한 외벽의

최적단열두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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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크고 건물부문의 에

너지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내부

와 외부환경을 좌우하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이는 건축

물의 외피설계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가 건축물의 단열설계

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난방도일 산출을 위한 기상자료로 기존의 평년 데

이터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최근 20년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난방도일

을 활용하여 단열재비용과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친 난방

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최적단열두께를 산정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우리나라의 3도시(서울, 대전, 제주)를 대상으로 1980

년 이전 데이터와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난방

도일을 산정한 결과,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한 난방

도일의 값이 기존 값에 비해 대략 10% 정도 감소하였다.

(2) 서울, 대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기 이전의 경우와 이후의 경우에 대하여 최적

단열두께를 산정한 결과,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에 비

해 이후의 최적단열두께가 최대 6% 감소하였다.

(3)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최적단열두께를 검토한

결과, 서울의 경우 생애주기가 20년일 때 단열두께가 약

25cm이었으나, 생애주기가 70년으로 3.5배 늘어날 때, 단

열두께는 약 50cm로 2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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