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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out 30% of the total annual energy consumption on the earth is used in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including

construc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demonstration of a building. Also, 40% of the natural resource

consumption, 50% of CO2 emissions, and 20%～50% of industrial waste emissions are produced from a building.

Unfortunately, the percentage of its energy consumption is staidly increasing year by year, about 8% every year, and

it recently causes a sustainable architectural concept to come to the fore globally. Indeed, the importance of the

sustainable architecture is increasingly becoming a worldwide tren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s considered

a new paradigm and a powerful method in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BIM has characteristics

similar to a building`s systems. All of the components in a model have a parametric relationship to each other.

Understanding and capitalizing on these interrelationships typically takes numerous iterations that span multiple

projects. Optimizing the integrated strategies and technologies for a high-performance, sustainable design requires a

continual look at understanding how they work together to deliver the best potential. Throughout all of these concepts,

we are going to be using a variety of tools that revolve around a BIM model. Some of the tools will require a heavier

use of BIM than others, but all of them will utilize the model geometry you`ve created as part of your design. This

study presents importance and validity of energy performance analyzation in the pre-design phase for the sustainable

architecture with the support of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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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 국가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시키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내세

워 환경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

분야에서도 에너지절감에 대한 많은 대책과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구상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40%를

차지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는 것이 도

로상의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는 건물인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물 에너지 소모량이 전체에

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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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디

자인, 그린 빌딩 등 그린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은 빌딩의 에너지 등급제 정

책으로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있으며 해당 빌딩의 에너

지 등급제를 표기해 빌딩의 가치를 부여하고 빌딩소유주

에게 국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1) 이러한 친환경건

축의 에너지등급과 저에너지 검증을 위해서는 초기단계

에서부터 에너지성능분석을 검증할 수 있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술이 주목되고 있다.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는 건물의 생성에서부터 폐기

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2D 도면의 에너지성능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기단계

에서부터 환경분석, 에너지성능분석 등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추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시각적인 분석으로 친환경 디자인의 객관적

1) 김석우, 그린 IT와 빌딩 에너지 효율,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웨어 통권 309호, 20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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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안의 평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설계를 위

해 건축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건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BIM기반 친환경

건축 설계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제 건축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성능분

석을 실시하여 BIM모델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후

대안모델을 제시하여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

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나라별 건물 에너지성능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관련 제도가 개정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살펴

보고 에너지효율 관련 기준과 에너지성능 요소간의 연계

성을 검토해본다.

둘째,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물 전 생애

주기 동안 에너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BIM 적용 방안

을 제안하고 에너지성능분석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셋째,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건물의 에너

지성능을 분석한 설계 사례를 바탕으로 BIM기반 친환경

건축 설계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넷째,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실

제 건물의 난방 사용량과 시뮬레이션 한 BIM 모델의 에너

지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후 적용된 프로세스를 검증한다.

다섯째, 제안된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이

용한 설계대안의 도출을 통해 그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2. 문헌고찰

2.1 친환경 건축물의 개념

친환경건축물은 환경과의 조화,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건물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건축을 위한 친환경 통합 설계프로세스, 친환경 에너지

인증제도 등을 설립하여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LEED2), 영국의 BREEA

M3), 일본의 CASBEE4) 등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친환

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친환경건축물 축조를 적

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 철학을 건

축분야에 접목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환경 친화적이고 지

2)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

3) BRE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a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4) CASBEE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속가능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축분야의 환경 인증제도

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영국으로서 1990년대 초반부

터 이 제도를 연구 개발하여 현재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

는 상태이며, 이후 각 국의 평가모델 및 인증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 표 1은 BREEAM(영국), LEED(미국), CASBEE

(일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한국)등 각 나라별 친환

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나타낸 표이다. 각 나라의 환경조

건에 맞는 에너지, 재료와 자원, 대지, 수자원, 실내환경

등 각 항목별 세부항목을 만들어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를 부여하는 체계로 획득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눠서 건

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며, 이런 인증제도로 소유주에게

건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친환경건축물 축조에 대한 참

여도를 높이고 있다.

인증제도
개발

시기
평가항목

인증
지표
수

BREEAM

(영국)
1998년

경영, 건강과 웰빙, 에너지, 교통, 수
자원, 재료 및 폐기, 토지사용, 생태
오염

65

LEED

(미국)
2000년

지속가능한 대지계획, 수자원효율, 에
너지 및 대기, 자원 및 재료, 실내공
기질, 디자인혁신, 지역우선 인센티브

69

CASBEE
(일본)

2002년
실내환경, 서비스 성능, 실외환경, 에
너지, 자원과 재료, 부지외 환경

23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한국)

2002년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
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

환경, 실내환경

44

표 1. 국가별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현황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일본의 CASBEE, 한

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과 같이 체계적인 방식

에 따라 건축물을 평가하여 친환경성을 인증한다고 공인

인정된 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해보면 디자인 단계에서 디

자이너가 의도하는 형태에 대한 환경적 평가를 객관적으

로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는

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기준은 체크리스트 시트를

제시함에 따라 세부항목별 주관에 의한 시각적 판단아래

총점별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

해 기존의 설계방법론과 동일하게, 디자이너의 직관과 건

설자의 구조 계산에 의해 축조된 건물을 설비업자의 효

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시스템 설치라는 구도아래, 온

전히 건설된 건물의 표면적인 평가 방식이라는 한계를

초래했다.5)

2.3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와 친환경건축과의 관계

미국 건축가 협회 AIA(American Institute of

5) 김미경, 이현우, 전한종,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BIM기반 건

축 디자인 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제30권 제1호 통권 제 54집,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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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는 설계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

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설계과정을 기획설계(PD;

Pre-Design) - 계획설계(SD; Schematic Design) - 기본

설계(DD; Design Development) - 실시설계(CD;

Construction Document)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6) BIM

기반 통합 설계프로세스는 최근 AIA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념설계(Co; Conceptualization)-예비설계 (Cd; Criteria

Design) - 상세설계(Dd; Detailed Design) - 최종설계(Id;

Implementation Documents)로 구분할 수 있다.7) 그림 1

은 기존 설계프로세스와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존 설계프로세스는 기본설계

가 끝나면 시공을 위한 실시도면을 완성시킨다. 실시단계

에서 작성되는 도면은 시공사의 디테일문제, 발주처의 새

로운 요구, 예상치 못했던 대지환경, 자재조달 가능성, 구

조 설비의 충돌 등의 설계변경으로 DD(Design

Development) - CD(Construction Documents)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한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은 불필요한

중복작업등을 하게 되어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도면을 만

들게 된다. 반면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의 경우 3D 모

델을 기본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조, 설비, 발주자, 시

공사들의 협업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개념설계에서

고려된 사항들을 예비설계에서 협업자들의 긴밀한 협업

을 통해 설계의 중요사항들이 시뮬레이션 및 분석되며

상세설계에서 그 설계를 결정하고 최종설계는 시공에 필

요한 도면 및 정보를 완성하는 단계로 되어있다. 따라서

기존 설계프로세스에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의

업무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BIM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설계가 진행되어 가는 후반보다는 초기

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7)

그림 1. 기존 설계프로세스와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의 비교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설계 초반에서 친환경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

6) AIA California Council, A Working Definition Integrated

Project Delivery Version 1-updated May 15, McGraw_Hill

Construction, 2007.

7) BIM기반 통합 설계프로세스는 “Conceptualization - Criteria

Design - Detailed Design - Implementation Documents”로

통용되고 있음. 이를 개념설계(Co) - 예비설계 (Cd) - 상세

설계(Dd) - 최종설계(Id)로 새롭게 규명하고 본 연구의 중심

어로 사용하고자 함.

8) 이진희, 전한종, BIM기반 통합 설계프로세스의 국내 적용가

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6호

통권65호, 2007. 12

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설계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다.

기존에 친환경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

냉난방부하, 기후요소 등 설비분야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환경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

비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 건축 설계프로세스에서는 에너지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BIM은 건축물을 3차원 형상정보와 함께 재료

의 종류, 실의 용도와 같은 건물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계 초기단계부터 에

너지 효율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물정보를 이용한 BIM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성능분석도구들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

성능분석 도구들은 건축설계 초기단계에 만들어진 BIM

모델을 활용하여 에너지부하 계산을 제공하여 최적의 계

획안을 얻을 때까지 피드백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적 설계요소들을 추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건축의 친환경성

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BIM은 친환경건축 설계에 있어서 객관적 분석 기법들

을 제시해 주는 도구들의 통합을 통한 프로세스의 구축

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3.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

3.1 사례조사

1) 개념설계 - 예비설계 단계 사례조사 : BIM

STORM

BIM STORM LONDON은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로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

트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상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디자

이너와 환경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디자인에 접

근하였다. 개념설계와 예비설계 단계에서 BIM모델과 친

환경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환경분석이 가능하

였다. 그림 2는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 적용 단계와 사

용된 프로그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 적용 단계와 프로그램

개념설계는 친환경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자원보호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단계로서

대상지역의 주변환경과 기후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공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기술지원부분이다. 주변환경을

고려한 기후특성은 건물 냉난방부하, 결로, 장치부하선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류속도 및 풍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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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기본 건물 배치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예비설계는 설계 초기단계를 거쳐 개략적인 건물외형

및 배치가 완성되면 구체적인 설계 발전을 위한 기술지

원이 시작된다.

그림 3. 친환경 설계를 위해 분석된 자료

그림 3은 예비설계에서 친환경 디자인을 위해 분석한

환경분석 내용이다. 단지 내 누적일사량, 일영분포를 통해

건물외피에 유입되는 일사량 및 일영분석이 가능하여 실

내 냉난방 부하 산정 및 식재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고,

기류분포, 풍량분포를 통해 건물형상 및 배치에 따른 기

류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다.8)

2) 예비설계 - 상세설계 단계 사례조사: Project

Chicago

Project CHICAGO는 앞 사례인 BIM STORM과는 다

른 예비설계에서 상세설계 단계까지 객체화된 모델을 이

용하여 에너지성능분석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LEED 친환경 에너지 등급에 접합한 건축물을 계획하기

위해 USGBS인증 프로그램을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계획한 사례이다. 그림 4는 Project CHICAGO

의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 적용단계와 사용된 프로그램

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 적용단계와 프로그램

대지, 수자원, 에너지와 대기, 재료와 자원, 실내공기질,

신기술 및 디자인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며 각 범주

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알려준다. 항목별 세부 크레딧은

예, 아니요로 나눠 지정을 해주고 지정된 지표는 건축정

보모델링에서 직접 계산한 크레딧을 보여준다.

9 김민성, BIM을 활용한 친환경디자인 기술지원 전력/ Build

LondonLive 2008을 중심으로/ 특집 주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설비사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건축친환경설비학

회지, 2009

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차세대 LEED의 각 크레딧별로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요구조건과 전략을 세우며, 개념적

설계에서는 태양궤도와 수질에 자연환경 등에 따라 에너

지 절약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한다.

구체화된 모델링은 LEED 목표, 점수, 그래프 분석 등

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에너지, 탄소배출, 실내환경 등

LEED 목표 결정하며 LEED 목표달성에 적합한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건축가에게 전달 해주며, LEED 목표에

부적합한 부분은 모델링을 이용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5는 객체화된 모델링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을 분

석하는 그림이다. BIM 통합 설계프로세스를 이용한 본

프로젝트는 LEED등급판정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며, 이

건물은 USGBS의 인증을 받아 미래 친환경 건물의 예시

로 제시된다.

그림 5. Chicago Project

3.2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 제안

첫 번째 사례인 BIM STORM LONDON은 초기단계에

서 계획 단계까지 친환경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영국

대상지역의 주변환경과 기상특성 등을 짧은 시간 안에

환경분석을 통한 친환경디자인에 적용한 경우이다.

두 번째 사례인 Project CHICAGO는 구체적이고 객체

화된 모델링을 이용하여 디자이너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

량와 에너지 등급을 미리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게 에너

지성능분석한 예이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분석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 사례

는 에너지성능분석을 한 사례로 이 두 사례는 그 적용단

계와 목적이 다르다.

앞의 두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BIM기반 친환경건축설

계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프로세스는 2단계로 구

분하였으며, 그림 6과 같다.

2단계로 구축된 프로세스는 첫 번째 단계로 개념설계

와 예비설계에서는 매스형태 계획과 환경분석을 통해 친

환경 디자인 적용가능성을 테스트 하였으며 두 번째 단

계인 예비설계와 상세설계에서는 형상정보에서 객체화된

모델링 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성능분석을 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디테일 디자인까지 디자인정보는 소멸되지 않

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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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

환경분석 단계에서는 매스형태의 계획을 위한 단계로

단순한 면(Surface)의 인식에 의해 신속하고 빠른 결과물

의 출력으로 형상 디자인에 활용 빈도가 높다.

환경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디자인 요소들은 상

호보완 작용에 의해 효과를 나타내므로 디자인 최적화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피드백과정이 필요하다.

에너지성능분석 단계에서는 완성된 형상정보에 객체정

보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로 실시간 에너지성능분석을 토

대로 고효율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설비적인 디테일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자인 최적화를 위한 건물성능분석은 BIM기반 시뮬

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열, 기류, 빛 그리고 에너지성능 등

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4.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 검증

4.1 시범프로젝트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

스를 적용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그 적용가능성을 검

증해 보았다. 에너지성능분석과 관련된 누적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는 실제 건물의 구축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본 시범 프로젝트에 이용된 건축물에 대한 개요는 표 2

와 같으며 그림 7은 실제로 사용된 건물의 이미지이다.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200-1번지

대지면적 588.0m² 지역지구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건물면적 115.10m² 연 면 적 345.50m²

건 폐 율 19.97% 용 적 율 59.81%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표 2. 건축 개요

그림 7. 어린이보육시설 건물 사진

표 3은 대전에 위치한 어린이 보육시설의 2005년부터

2008까지의 연료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 11월까지는 LPG 가스연료를 사용하였으며, 2007

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설비변경으로 심야전기를 사용

하고 있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전기)

Jan - - - 13,600.53

Feb 42,082.18 18,841.02 11,118.55 12,433.39

Mar 4,850.18 - 15,027.05 9,370.87

Apr 3,829.09 16,072.73 8,206.55 5,449.56

May 4,040.87 8,197.09 5,771.05 3,214.39

Jun - 4,291.42 - 2,632.86

Jul 6,308.07 - 3,229.67 1,105.15

Aug 2,221.44 - 189.52

Sep 10,127.71 - - 618.29

Oct - 5,097.89 7,677.09 2,358.26

Nov - - 0.11 5,647.25

Dec 46,715.85 26,156.57 심야전기교체 11,561.28

표 3. 연료사용량(LPG)과 심야전기사용량 단위(kWh)

가스사용량과 심야전기를 사용 했을 때의 계절별 사용

량을 비교, 분석, 조사하여 겨울철의 난방사용량과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한 겨울철 난방사용량을 에너지성능프로그

램으로 분석 후 결과를 비교하여 구축된 설계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4.2 개념설계 - 예비설계 단계 실험연구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이용한 시범연구

는 실제건물에 2D도면을 기반으로 3차원 모델을 구축하

여 분석하였다. Sketch-Up에서 모델링된 매스는 환경분

석 프로그램인 ECOTECT와 연동되어 디자인된 건물형

태를 통해 디자인 검토,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적합성 검

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

이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림 8은 개념설계 단

계에서의 환경분석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환경분석 진행 과정

Sketch-Up의 간단한 매스형태의 모델링을 ECOTECT

과 연동하여 공간구획과 두께, 비열, 밀도 등 재질정보를

입력한 후 대전지역 기후데이터를 이용해 복사 에너지양

을 분석한다. 시각적인 변화로 분석결과를 나타내며, 계

절 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서

난방과 냉방이 요구 되는지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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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9는 ECOTECT을 이용해 분석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누적일사량은 건물외피의 일사량 정보를

계절별, 시간대별로 시각적인 변화로 알려주며 매스 디자

인에 일사량을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일영 분석은 건

물의 주변환경이 고층건물로 인해 음영이 많은 도심의

설계 부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변환경이 취약할수록 환경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디자인에 반영 할 수 있다. 기류

분포는 계절별 여름철 더운 바람과 겨울철 차가운 바람

의 기류흐름과 창문의 위치, 크기 등으로 자연환기를 고

려할 수 있다. 실내조도분석은 실내조도를 나타내주며 각

층별 향별로 실내일사량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인공조

명, 창 크기 등을 초기 디자인에 결정할 수 있다. 실내조

명분석은 실내조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공

조명 설치로 에너지 소비량 감소시킨다. 루버 설치는 여

름철 효과적인 일사량 차단과 겨울철에는 실내까지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루버설치시 각도와 방향, 길이 등을 예

측하여 반영할 수 있다.

그림 9. ECOTECT을 이용한 환경분석 이미지

4.3 예비설계 - 상세설계 단계 실험연구

예비설계-상세설계에서는 매스형태의 형상정보를 객체

화된 디테일한 모델로 발전하여 기존건물 에너지 사용량

에 3차원모델링과 에너지성능분석 프로그램인 IES/VE를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0은 형

상정보에 객체화 시킨 Revit 모델이며 입면, 단면, 평면

등 도면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10. 객체화된 Revit 모델링

객체화된 모델링은 그림 11과 같은 순서로 에너지성능

분석을 할 수 있다. 먼저 객체화 하기위해 건물의 벽, 지

붕, 슬래브. 창문, 조명기구 등을 디테일하게 모델링하였

으며, 각 실별로 ROOM AREA를 지정하였다. ROOM

AREA 작업을 마치면 IES/VE와 연동하여 빌딩의 타입,

실(室) 설비방식 등을 지정하여 에너지성능분석을 한다.

그림 11. 에너지성능분석 진행방법

표 4는 IES/VE와 Revit을 연동하여 에너지성능분석 과

정을 나타낸 표이다. 건물 빌딩 타입과 실(室) 정보는

IES/VE에서 지정하며, 벽의 재질 및 재료, 건물의 타입, 실

종류와 난방방식을 선택한다. 선택이 완료가 되면 각 실의

실(室) 정보를 알려주며,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난방타입과 난방시간, 연료 등을 지정한 후 대전지역 기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물의 1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했다.

건물타입과 룸정보 지정 난방타입과 난방시간 지정

ROOM 정보 에너지 사용량

표 4. IES/VE 분석결과

대상건물은 2005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다가 2007년 12월부터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였다.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LPG사용량이 제일 정확하게

나온 2006년 사용량을 비교하기로 선정하였다.

대상건물의 2006년 LPG 사용량은 100468.16 kWh이며,

IES/VE 분석된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은 158.070

kWh/yr 결과가 나왔으며, Heating 사용량 65%를 계산하

면 102,745.5 kWh로 대상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약

2.27%의 분석량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건물 에너지 사용량 IES/VE 에너지사용량

표 5. 에너지 사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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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제건물에서의 LPG 사용량의 부정확한 정보

와 두 번째로 IES/VE에서의 계절별, 시간대별 에너지사

용의 지정불가와 세 번째로 건물의 타입이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빌딩타입에는 보육시설이 없어 학교나 다가

구주택으로 지정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5.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의 활용

4장에서 구축된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개념설계에서부터 환경성능분석을 고려한 대안

제시와 대안 제시 모델에 에너지성능분석을 적용하여 건

물의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하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2는 구축된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활용

하여 대안 제시까지 진행한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2.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를 활용한 진행 과정

5.1 환경 성능 분석을 적용한 대안 제시

1)누적 일사량 분석 대안 제시

ECOTECT의 Weather Tool을 이용하여 대전 지역 기

후데이터를 분석 후 태양궤적의 수평투영도를 기본으로

건물의 배치와 태양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영

도을 통해 건물의 향 변화에 따른 입사 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 기후데이터를 분석은 기후조건별 최적화된 건물

의 향을 제시하며 건물의 기준으로 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최적 값을 제시해준다.

대전지역의 기후에서 일사에 의한 부하량을 줄이고 겨

울철에는 일사 획득량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175도의 최

적의 향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데이터의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기존건물과 향을 바뀐 대안 모델의 비교를 해보았

다. 기존건물의 배치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있으며 주

변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건물 정면의 누적일사량이

우수하였다. 하지만 건물의 측면인 북동지역과 북서지역

에 일사량이 부족하였다. 대안모델은 기후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배치를 정남향인 기존건물보다 5도

틀어서 배치해 보았다. 기존건물에서 취약했던 북동쪽에

일사량이 더 많이 받았으며 북서쪽도 개선된 분석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누적일사량 분석은 각 향별 건물재

료, 단열재 등 재료선택의 제시를 가능하게 했으며 표 6

는 정남향으로 배치했을 때의 누적일사량과 정남향으로

배치했을 때 누적일사량을 나타낸 표이다.

기존건물: 정남향 대안모델: 남동향

표 6. 누적일사량

2) 루버설치분석 대안제시

여름철 건물의 정면인 남동, 남서쪽에는 많은 일사량이

건물에 흡수되어 실내까지 들어온다. 여름철 실내조도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일사량이 들어왔으며 여름철 냉방

사용량에 큰 문제점이 될 거라 판단되었다. 그림 13은 환

경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름철 루버 차양 시스템을

설치한 그림이다. 각 층별 창문을 지정하여 대전 지역의

기후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되어 루버의 모양과

길이가 결정되어 만들어진다. 창문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

1층 루버는 2～3층 보다 길게 나왔다. 계절에 따라 루버의

모양과 차양 길이가 자동으로 조정되며 기후 특성과 조건

에 따라 루버를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

철 강력한 일사량은 냉방 에너지 소모량을 촉진하며 상대

적으로 일사량이 많이 나왔으며 루버를 설치로 비교적 실

내로 들어오는 일사량이 약해져 냉방 사용 시 에너지 절감

효과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기에 실내자연채광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실내조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루

버를 설치하는 것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 여름철 루버설치

5.2 에너지성능분석을 적용한 대안 제시

1) 실내조도분석 대안 제시

기존건물의 정남향에서 남동방향으로 향을 재배치 후

누적 일사량이 기존 정남향 배치보다 동쪽과 서쪽에 일

사량이 더 많이 받아 실내조도량의 대안 모델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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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층

2층

표 9. 실내조명분석 비교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ECOTECT을 이용해 환경분석

후 객체화된 Revit 모델링을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성능분

석 단계까지 결과 분석을 하였다. 표 7은 정남향 배치시

실내조도분석 결과와 남동 향을 배치 시 실내조도분석을

분석한 표이다. 겨울철 낮 12시를 기준으로 기존건물의

실내조도와 대안모델의 각 층별 실내조도분석을 하였으

며 분석 결과 각 층마다의 실내조도가 차이가 있었다. 특

히 겨울철은 여름철 보다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2

층의 실내조도량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건물의 평면

을 이용해 남동, 남서, 북동, 북서 등 4개의 구역으로 구

분하여 일적일사량을 비교하였다.

향 별 실내조도량은 그리드별로 나타나는 수치를 각각

의 향 별로 합하여 평균값을 낸 수치이다. 먼저 남동쪽은

변경 전 평균 525lux이며 변경후 574lux로 실내조도량이

9.3% 증가하였다. 남서쪽 역시 기존건물의 실내조도량은

534lux가 나왔으며 변경 후 549lux로 2.8% 증가하였다.

기존건물에서 가장 취약하던 북동쪽의 실내조도량은

290lux로 실내조도율이 안 좋았으며 변경 후 331lux로

14.1 %의 많은 증가가 나타났다. 북서쪽 변경 전 275lux

로 분석되었으며 변경 후 287lux로 4.4%가 증가하였다.

환경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과 에너지성능 개선대안이

모색되어 예비설계-상세설계에서는 디테일화 된 Revit 모

델링을 이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의 Revit 모델링의 향을 남동향으로 수정하

였으며, 에너지성능분석 프로그램인 IES/VE와 연동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으며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도출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층

2층

3층

표 7. 실내조도분석 비교

아래 표 8은 IES/VE를 이용한 기존건물의 에너지 사

용량과 남동 향으로 배치 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표

이다. 기존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은 102,745.5kwh이며 대안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에너지 사용량은 100.012.8kwh로

주광조도 변화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7%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향 별로 벽면의 단열두께, 개구부의

크기 등을 조절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 효과를 볼 것이다.

IES/VE 에너지사용량
대안모델 IES/VE
에너지사용량

표 8. 실내조도변화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교

2) 실내조명분석 대안 제시

실내조명분석은 실내조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조

명 기구 설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초기 개념설계

에서의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누적일사량분석, 실내

조도분석, 실내조명기구 분석까지 정보가 소멸되지 않고

연속적인 관계로 진행된다. 표 9는 기존건물의 조명배치

와 실내조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명을 재배치 후 분

석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기존건물에서는 층당 22개의 인

공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 단계인 실내조도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자연광이 많은 곳과 자연광이 적게 들어

오는 곳에 조명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였다. 재배치된 인

공조명은 층당 14개로 8개가 줄어들었으며 시뮬레이션으

로 분석 결과 더 밝은 내부 환경을 제공하면서 인공조명

의 개수를 줄여 에너지 사용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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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량과 효과를 알

기위해 Revit 모델링에서도 조명을 다시 배치하였으며,

IES/VE를 이용한 에너지성능분석 결과 표 10과 같은 결

과를 나타냈다. 실내조명 변화에 따른 연간 총 에너지 사

용량은 157.250kwh/yr로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Lights 부

분에서 기존건물보다 1% 감소하였으며 연간 에너지 사용

량은 1.3%를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IES/VE 에너지사용량
대안 모델 IES/VE

에너지사용량

표 10. 실내조명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경
성능

분석

누적 일사량 정남향 남동향

루버설치 루버설치 없음.
각 층의 창문에

루버설치

에너지
성능
분석

실내조도

남동쪽 525lux 574lux

남서쪽 534lux 549lux

북동쪽 290lux 331lux

북서쪽 275lux 287lux

연간 에너지

사용량
102,745.5kwh 100.012.8kwh

실내조명 층당 22개 층당 14개

표 11. 대안 제시 종합 분석 비교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건축물 구현을 목표로 BIM 적용

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성능분석도구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BIM기반 통합 설계프로세스의 진

행 단계별 에너지분석 요소들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

다.

설계 초기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

세스를 제안하고, 시범 프로젝트로 실제 건축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성능분석을 실시하여 제안된 프로세스

모델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후, 대안제시를 통해

친환경건축설계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BIM기반 친환경건축 설계프로세스는 개념설계-예비

설계-상세설계까지 연결되는 설계 단계에서 초기 매스

형상정보-객체화 정보까지 데이터의 손실없이 연속적이

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에너지성능분석 도구를 활용하는데 있어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손쉬운 피드백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함으로

써 BIM기반 통합 설계프로세스를 통해 건축가가 초기단

계에서 친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실제 건물

과 에너지사용량의 정확한 정보부족과 에너지성능분석

프로그램의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과 계절별, 월별로 구분

된 분석이 아닌 연간사용량이 분석되어 오차가 나타났으

며, 에너지성능분석 프로그램 분석 선택사항에서 빌딩타

입의 종류와 연료타입이 부족하여 빌팅 타입별 효과적인

설비 방식과 에너지 최소사용량을 분석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초기단계에서부터 BIM기반 친환경건축설

계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형태를 계획하고 환경전문가와 협업하여 에너

지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절감 효과가 큰 친환경건축물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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