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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물에서 냉방과 난방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요되고 있다. 건축은 CO2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하여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주거문화는 친환경적이고 실내 쾌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

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단독주택의 구조는 크게 조적조, 콘크리트조, 목조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 가지 구조방식(조적, 콘크리트, 목조)으로 구성된 동일 면적 단독주택의 냉⋅난방 부하와 

에너지 요구량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식별 벽체, 지붕, 바닥 레이어를 구성하였고, 각 레이어의 열관류율(U-value)은 목조 

벽체와 같이 스터드를 고려해주기 위하여 PHPP 계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스터드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목조 벽체에서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비 스터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엑셀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냉⋅

난방 부하 산출 프로그램(CHLC)과 ECO2를 이용하였다. 냉⋅난방 부하와 에너지 요구량 결과, 목조 구조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콘크리트 구조는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구조방식은 에너지소비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의 조적 구조는 다른 구조방식에 비하여 냉⋅난방 부하 및 에너지 

요구량에 있어 유리하며, 목조 구조에서 스터드로 인한 열교를 제외한다면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ABSTRACT

A lot of the energy are consumed on heating and cooling in buildings. The buildings need to minimize the heating 

and cooling loads for CO2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In recently, also demand of detached houses 

were increase while the residential culture was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domestic detached houses can be divided 

into masonry, concrete, wood frame hous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eating and cooling load and energy demand 

were analyzed on the equal area detached house consisting of three structural methods (Masonry, Concret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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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최종 

에너지소비의 32% (주택 24%, 상업 8%)를 차지하고, 

CO2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Ürge-Vorsatz et 

al., 2015 & IEA, 2012). 건축 부문에 있어 CO2 발생

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소비이다. 건축물에서 에너

지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가전제품과 같은 전기사

용과 더불어 냉난방부하에서 많은 에너지소비가 발

생하고 있다(Cha 등, 2013). 따라서 CO2 발생을 줄

이고 저에너지건축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건물 외피를 구성하

여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

칙 등을 통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

고 있으며, ECO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건물의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Kim, 2015; Kim 등, 2015). 

최근 국내 건축은 친환경적이며 실내 쾌적성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주거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단독주

택은 구조형식에 따라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적조는 가장 널리 사용

되는 구조방식으로 내구성, 내화성이 뛰어나다는 장

점을 지니고 있으나 온⋅습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현재 

가장 일반화된 구조형식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

나지만 국내에서는 단독주택에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목조주택의 목재는 오래전부터 구조재로서 사

용되어 왔으며, 우수한 단열 성능과 조습성능으로 재

실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목조주택

은 녹색 건축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Kim 등, 

2013). 또한 최근에는 목조주택의 시공과정과 기법

이 단순하고 경제성이 높은 점에서 패시브하우스 건

축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때, 주거용 건

물은 내부발열량이 적으므로 난방부하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건물의 외피 성능은 에너지소

비 저감과 재실자의 쾌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Yu 등, 2013). 

따라서 본 논문은 동일 면적의 단독주택에서 외피 

구성에 따른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요구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외피는 조적조, 콘

크리트조, 목조 세 가지 구조형식에 따라 나누어 구

성하였으며, 목조 벽체의 경우 스터드로 인한 열관류

율 차이를 확인하고자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의 벽체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레이어 구성

본 연구는 구조방식에 따라 조적조, 콘크리트조, 

목조형 단독주택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요구

량을 분석하였다. 세 가지 구조방식에 따라 구성되는 

벽체, 지붕, 바닥 레이어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frame). Layer of wall, roof, and floor were composited by structure. Thermal transmittance (U-value) of each layer was

using the PHPP calculation for considering stud, such as the wood frame wall. In addition, the case of without consid-

ering for studs in wood frame wall (Non-studs) was analyzed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studs or no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elf-developed heating and cooling load calculation program (CHLC) based excel and 

ECO2. The results of cooling and heating load and energy demand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the wood frame struc-

ture, and the concrete structure were confirmed to maintain a high value secondly. Two structure were determined to

be disadvantageous on the energy consumption. Consequently, the masonry structure have an advantage over the other 

structure under the identical conditions. It was determined that if the except for thermal bridges due to the studs in the

wood frame structure, it can be reduced the energy consumption.

Keywords : masonry, concrete, wood frame, heating and cooling load, energ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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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표준설계 상세도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

이 각각의 레이어를 구성하였다.

2.2. 분석 프로그램 및 설정 조건

세 가지 구조방식에 따른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

지 요구량 비교 분석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냉⋅난

방 부하 산출 프로그램(CHLC; Cooling and Heating 

Load Calculation program)과 ECO2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이때, 건물 외피 면적 및 창호 크기 등으로 

인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2012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48호)의 농림

-12-20-가-1을 기반으로 실의 크기, 외피 면적, 창호 

면적, 조명밀도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건물의 

연면적은 57.24 m2이며 평면도는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프로그램은 건물의 평면을 

각 실에 따라 존을 나누어 부하량과 요구량을 산출

하기 때문에 Table 2와 같이 평면 구성을 실 번호로 

Masonry Concrete Wood frame

Wall

Roof

Floor

Table 1. Layer configuration of wall, roof, floor according to three types structu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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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

Zone Number
Area

(m2)

Height

(m)

Developed area

Symbol Cardinal points Area (m2)

101 10.26 3.1

W W 4

W N 15.3

D W 1.89

G N 1.44

R - 10.26

F - 10.26

102 10.5 3.1

W W 10.25

W S 8.1

G W 0.6

G S 1.2

R - 10.5

F - 10.5

103 15.12 3.1

W S 5.82

G S 4.41

R - 15.21

F - 15.21

104 4.56 3.1

W N 6.99

G N 0.45

R - 4.56

F - 4.56

105 3.78 3.1

W E 5.58

W S 3.63

D S 2.88

R - 3.78

F - 3.78

Table 2. Zoning and develop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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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후 방위에 따라 벽체, 지붕, 창의 면적을 계

산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내 온⋅습도 조건을 

온도 25℃, 상대습도 50%로 각각 설정하였다.

2.2.1. 냉⋅난방 부하 산출 프로그램(CHLC)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냉⋅난방 

부하 산출방법에 따라 벽체, 지붕, 바닥, 창, 틈새바

람 등에 의한 열 취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건물의 총 

냉⋅난방 부하를 산출 및 분석할 수 있는 엑셀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냉방 부하는 태양 복사와 외

벽, 내벽, 지붕, 바닥, 창 등의 전도에 의한 열 취득

과 환기 및 틈새바람, 인체와 조명으로 인한 부하량

을 계산하여 준다. 난방 부하는 전도에 의한 열 손

실과 틈새바람으로 인한 부하량을 계산하여 주었다. 

Zone Number
Area

(m2)

Height

(m)

Developed area

Symbol Cardinal points Area (m2)

106 13.02 3.1

W E 11.16

W S 5.82

W N 10.47

G S 4.41

G N 1.62

R - 13.02

F - 13.02

Fig. 1.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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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하 계산 시 외부 기후 조건은 기상청(2014

년 기준)에서 제공되는 서울의 여름철(6-9월), 겨울

철(12-3월)의 평균 기온과 상대습도 데이터를 적용

하였다.

2.2.2. 건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ECO2)

ECO2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하여 2009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이다. 

ISO 13790과 DIN V 18599를 기반으로 월별 평균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여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과 소요량을 산출한다. 난방, 냉방, 급탕, 조

명, 환기 등 5가지 시스템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며, 

건물 형상, HVAC, 신⋅재생 에너지시스템 등의 입

력 또한 가능하다(Park, 2015; Kim, 2016). 본 연구

는 ECO2를 이용하여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에 대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설정 조건은 냉⋅

난방 부하 산출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며, 추가적으

로 건물의 축열 성능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조에 따

라 단위면적당 유효 열저장능력 값을 입력해주었다. 

값의 기준은 ECO2 매뉴얼에 따라 목조는 50, 콘크

리트조는 90, 조적조는 130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분

석 시 사용된 기상데이터는 서울로 ECO2 프로그램

에 있는 데이터를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환기, 냉⋅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2.3. 구조별 열관류율 설정

목조 벽체와 같이 프레임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는 한 레이어에 두 개의 자재가 결합되어 있는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열관류율

(U-value)을 계산해주어야 한다. 열관류율 계산 시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 레이어의 열관류

율 값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

용한 냉⋅난방 부하 산출 프로그램(CHCL)과 ECO2

에서도 스터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에 본 논문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PHPP (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의 열관류율 계산식을 이용

하였다. PHPP는 엑셀 기반으로 DIN EN 832와 많은 

DIN 규정과 EN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 총량을 계

산하는 프로그램이다(Passive House Institute, 2007). 

그중에 열관류율 계산식은 DIN EN ISO 6946에 따

라 스터드와 같은 부재가 차지하는 면적을 퍼센트로 

기입하여 열관류율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계산식은 

식 (1)과 같으며, 프로세스는 Fig. 2와 같다(Passive 

House Institute, 2007; 2009). 프로세스에서 따라 


′

의 값은 두 부재를 각각 다른 레이어로 가정하여 총 

열저항 값(R-value)을 따로 계산 후 부재가 차지하는 

면적비를 곱하여 준 값이며, 


″ 의 값은 한 레이어

로 가정하되 두 부재가 결합된 부분을 계산하여 줄 

때 면적비를 고려하여 하나의 부재로써 열저항 값을 

계산하여 총 열저항 값를 계산한 값으로 두 값을 식 

(1)과 같이 두 열저항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열관

Fig. 2. Process of U-value calculation for layer of inhomoge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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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율을 산정하게 된다.












′ 


″ 


································· (1)

예로 들어, 목재 스터드가 있는 목조형 표준주택 

벽체(Fig. 3(a))의 열관류율 계산과정은 Fig. 3(b)와 

같다. 벽체 도면에 따라 기본적인 레이어의 열전도율

과 두께를 입력하고, Fig. 3(b)에서 Section 2와 

Section 3은 스터드와 같은 한 레이어에 두 개의 자

재가 결합된 경우에 스터드의 열전도율과 스터드의 

간격에 따라 비율을 입력하면 설정된 계산식에 따라 

열관류율 값을 계산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PHPP 

열관류율 계산법을 이용하여 세 가지 구조별 벽체, 

지붕, 바닥 레이어 열관류율을 계산하였고,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열관류율에 의한 에너지 요구

량 비교 분석을 위하여 목조 벽체에서 스터드를 제

외한 레이어를 구성 및 열관류율 계산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각 레이어의 벽체, 지붕, 바닥 열관

류율 값과 창호 및 현관문의 열관류율 값을 정리

하였다. 이때, 목조 벽체의 스터드 열전도율(0.15 

W/mK)이 단열재 열전도율(0.038 W/mK)보다 약 4

배 높기 때문에 목조 벽체의 열관류율은 0.193 

W/m2K로 조적 벽체 0.159 W/m2K, 콘크리트 벽체 

0.149 W/m2K에 비하여 약 1.2배 이상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목조 벽체의 경우를 추가 분석하였다. 창호 및 현관

문은 구조방식과 상관없이 각각 2.1 W/m2K, 1.6 

W/m2K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창호의 차폐계수

(Shading Coefficient; SC)는 0.4로 설정하였다.

Fig. 3. Example of exterior wall U-value of Wood frame house by PHPP.

Masonry Concrete Wood frame Non-studs

U-value

(W/m2K)

Wall 0.159 0.149 0.193 0.158

Roof 0.113 0.255 0.122 0.119

Floor 0.145 0.133 0.274 0.273

Window 2.1

Door 1.6

Table 3. The U-value by build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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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난방 부하 및 

에너지 요구량 결과

3.1. 냉⋅난방 부하

CHLC을 통하여 세 가지 구조(조적, 콘크리트, 목

조)와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목조의 냉⋅난방 부

하를 산출하여 Fig. 4와 같이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을 정리하였다. 여름철의 냉방 부하와 겨울철

의 난방 부하 모두 목조 구조에서 각각 283.47 W/m2

와 288.58 W/m2로 가장 큰 부하량이 걸리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스터드로 인한 열전도를 제외한 구

조에서는 냉방 부하와 난방 부하가 각각 280.26 

W/m2와 271.73 W/m2로 목조 구조의 부하량보다 

3.21 W/m2, 16.85 W/m2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스터드를 통한 부하량 차이는 냉방보다

는 난방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하량 산출 방법 중 외벽, 지붕, 바닥으로부터 전도

열에 의한 열 취득 및 손실은 각 열관류율과 실내⋅

외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내 

설정 온도가 25℃로 설정되어 있어 여름철 실내⋅외 

온도차는 4.6℃, 겨울철엔 28.4℃로 겨울철의 열 손

실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터드를 고려

하지 않은 구조의 난방 부하량 차가 냉방 부하량 차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에서 냉방 부하가 다른 구조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난방에서 부하량이 급격

하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Fig. 5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Fig. 5는 냉방 부하와 난방 부하에서 외벽, 지붕, 

바닥, 창호에서 산출되는 부하가 전체 부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적으로 냉방 부

하에는 난방 부하와 다르게 인체, 조명 등으로 인한 

열 획득량이 크기 때문에 외벽, 지붕, 바닥, 창호로 

인한 열 획득량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콘크리트 구조의 냉⋅난방 부하에서는 다른 

구조방식에 비하여 지붕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의 열관류율이 0.255 W/m2K

로 그 외 구조(조적 - 0.113 W/m2K, 목조 - 0.122 

W/m2K, 비 스터드 목조 - 0.119 W/m2K)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도열로 인한 열 획득과 

 

Fig. 4. Heating and cooling load per unit area by layer components of Masonry, Concrete, Wood frame, and 
Non-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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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구

조는 냉방에서의 부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 벽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부분의 열관류율은 전도열로 

인하여 냉⋅난방 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냉방 

부하보다는 난방 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ECO2를 이용하여 네 가지 구조방식에 따른 냉⋅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산출하였다. ECO2를 통하여 

구성된 네 가지 구조에 따른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나타낸 그래프는 Fig. 6과 같다. 월별로 나

타나는 그래프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여름철 

냉방 에너지 요구량은 8월에 가장 높고 냉방 에너지 

요구량은 각각 16.6, 16.7, 16.6, 16.6 kWh/m2a로 네 

구조 모두 비슷한 값이 나타났다. 그러나 겨울철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1월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은 각각 20.5, 20.9, 21.9, 21.3 kWh/m2a로 냉

방 에너지 요구량 그래프에 비하여 구조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으며, 구조방식인 목조 구조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Table 4는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합한 

Fig. 5. Heating and cooling load according to Wall, Roof, Floor, Window.

Fig. 6. Monthly heating and cooling energy demand of layer components of Masonry, Concrete, Wood frame, 
and Non-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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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값이 큰 순서로 나열

하였고, 각 에너지 요구량과 가장 큰 값과의 차이 값

을 정리하였다. 냉방의 경우는 콘크리트, 조적, 비 스

터드 목조, 목조 순으로 나타났으며, 난방의 경우는 

목조, 비 스터드 목조, 콘크리트, 조적 순으로 나타났

다. 냉방 시 에너지 요구량의 최대 차이 값은 1.3 

kWh/m2이며, 난방 시의 차이 값인 6.0 kWh/m2보다 

작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동일 면적을 지닌 단독주택의 벽체, 지

붕, 바닥과 같은 외피 구성이 조적조, 콘크리트조, 목

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요

구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목조 벽체의 스터드

에 의한 차이를 비교하고자 PHPP 열관류율 계산법

을 활용하여 스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표준주택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

너지 소요량 분석은 자체 개발한 엑셀 기반 냉⋅난방 

부하 산출(CHLC) 프로그램과 ECO2를 이용하였다.

냉⋅난방 부하 결과를 통하여 목조의 경우, 단위

면적당 냉방 부하와 난방 부하가 각각 283.47 W/m2

와 288.58 W/m2로 다른 구조방식에 비하여 부하량

이 높게 산출되었으며, 냉방 부하보다는 난방 부하가 

더 높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벽체, 지붕, 

바닥, 창호를 통한 열 취득과 손실량을 비교를 통하

여 열관류율에 의한 전도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결과를 통하여 

냉방 에너지 요구량은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나 난방 

에너지 요구량에서 구조에 따른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방 에너지 요구량 결과에 따라 구조방

식에 따른 차이는 난방 부하 결과와 비슷한 결과임

을 확인하였고, 목구조 방식에서 에너지 요구량 값이 

크게 산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냉⋅난방 부하와 에너지 요구량은 스

터드를 고려하지 않은 목조 구조에서 가장 낮은 결

과 값을 보였고, 스터드를 고려한 목조에서 가장 높

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조적 구조에 비하여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하여 동일한 조건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조적 

구조인 경우 다른 구조방식에 비하여 냉⋅난방 부하 

및 에너지 요구량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목

조의 경우에는 스터드로 인한 열교를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면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표준주택의 냉⋅난방 부하 및 에너지 요

구량 산출에 있어 구조방식을 기반으로 구성된 레이

어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이때, 입력 조건에 구성 레이어의 열

용량을 각각 고려할 수 없으므로 ECO2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 구조방식에 따른 열용량 값

을 입력하여 표준주택의 냉⋅난방 부하 및 에너지 

요구량 산출한 결과로 이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레이어의 다양한 물성치 

및 열적 성능(축열과 단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변수에 따른 전체적인 에너지 분석을 통하여 건

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상세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ank 1 2 3 4

Cooling energy demand

(kWh/m2)

Concrete Masonry Non-studs Wood frame

74.1

(-)

73.7

(0.4)

73.0

(1.1)

72.8

(1.3)

Heating energy demand

(kWh/m2)

Wood frame Non-studs Concrete Masonry

77.7

(-)

75.1

(2.6)

73.7

(4.0)

71.7

(6.0)

( ): Difference value of the ranked No. 1

Table 4. Ranking and value of annual heating and cooling energ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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