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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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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제로에너지빌딩(ZEB ; Zero Energy Building)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3474호,’15.08.11.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Post 2020 신기후체제 대응 국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전략

ZEB 보급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산업부 8대 에너지신산업 ZEB
• 분산전원의 핵심 수요관리 요소
• 건축과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및  최적조합을 

통한 ZEB 구현

• 시범사업을 통한 ZEB 상용화 추진
•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 정책 수립
• 건물외피 단열성능 극대화를 통한 ZEB구현

제로에너지빌딩

국토부 7대 신산업 Z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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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ZERO ENERGY BUILDING 의무화 로드맵

2016
첫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완공(노원구)

2009

ZEB 의무화 
로드맵

2014

ZEB 활성화 방안 발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20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

저에너지건물
(에너지50%감축)

주
거

비
주
거

2017 2020 2025
패시브하우스 구축
(에너지90%감축)

에너지 30% 감축
제로인증제 도입

에너지 60%감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민간건축물 의무화

’17년 제로인증제 도입(시장형 공기업~)
’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인센티브 금융지원

금융지원 금융지원

•용적률 15% 완화 

•세제지원 
  (취득세/제산세 15% 감면)

• 녹색기술 및 인증을 통한 
융자, 기술보증, 마케팅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50%, 
패시브기술 공사비 보조

유형별 시범 사업단 추진

저층형 고층형 타운형

금융지원

•대상 : 7층 이하

•에너지 자급자족
  - 소규모 정비사업
  - 소규모 업무시설 등

금융지원

•대상 : 7층 초과

•학교/공원 등 연계
  - 대규모 정비사업
  - 세종시 등 신도시

금융지원

•지구단위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 지자체 에너지자립 마을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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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현황

1) 외기에직접면하는공동주택의거실외벽단열재두께기준
- 중부지역

평균 32.3% 
두께증가

평균 40% 
두께증가

평균 30% 
두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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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기에직접면하는최하층의거실바닥의단열재두께기준
- 중부지역

평균 33% 
두께증가

평균 24% 
두께증가

평균 17.7% 
두께증가

2.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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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기에직접면하는최상층의거실반자또는지붕단열재두께기준
- 중부지역

평균 12.5% 
두께증가

평균 21.4% 
두께증가

평균 48.6% 
두께증가

2.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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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기준 (안 제 4조, 21조 및 22조 개정 – 2017년 6월 20일 부터 시행)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안 제 3조의2 신설)

다. 열교부위 단열성능 평가기준 (안 제 7조 개정, 별표 11 신설)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적합기준을 제시

• 기준 만족시,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 가능토록 완화

•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토록 하여 신청인의 민원처리 편의 확대

• 열교발생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계산을 통하여 건축물의 열교성능을 세부 평가토록 지표 전

환

2.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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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EMS 설치관련 배점 확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전기설비부분 8호)

마.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안 제 5조 및 10조 개정)

바. 차양장치 인정범위 확대 (제5조제10호 더)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BEMS설치 의무 반영

     *설치의무 : 연면적 1만㎡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BEMS 설치 의무화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 공공건축물 의무설치

• 차양을 태양열의 실내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뿐만 아니라 구조체도 일사 차단성능이 있으면 

차양으로 인정

2.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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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실증사례

연도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사례

국내제로에너지빌딩은 2005년 3L 하우스단독주택를시작으로시범/실증건물들이지속적으로출
현해왔으며, 현재기축된제로에너지빌딩들에대한사례는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음. 

3L 하우스
[단독주택]

[2005]

3L하우스
(공동주택)

[2006]

그린투모로우
[2009]

e+그린홈
[2011]

제로카본그린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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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실증사례

(1) 사례 1–3L 하우스(단독주택)

3L 하우스(단독주택): 국내최초 3L 하우스개념을도입한건물이며, 에너지절감요소를적용하여평방미터(㎡)당 3리터의연료로  쾌적한환경을  실
현하는주택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용인시

용도 주거시설(단독주택)

준공연도 2005년

규모 층수: 지상 2층

설계/시공 대림산업(주), 한국BASF(주), (주)퓨얼셀파워

패시브
적용요소

1) 고단열/고기밀
2) 이중외피

액티브
적용요소 1) 설비기기효율화(폐열회수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적용요소

1) 연료전지
2) 지중덕트

§ 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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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성능평가

(1) 사례 1–3L 하우스(단독주택)

§ 적용된요소기술

[3L House(단독주택)의 부위별 적용 기술요소 개념도]

1) 패시브
§ 고단열/고기밀:

고효율단열재및창호, 

잠열보유플라스터(PCM:상변화물질)

§ 이중외피:  자연형태양열획득(난방)

2) 액티브
§ 설비기기효율화: 폐열회수환기시스템

3) 신재생에너지
§ 연료전지열병합발전시스템
§ 지중덕트

영국 IES(社)의VE프로그램(ApacheSim: ESP-r기반)을활용한에너지성능평가를진행
시뮬레이션결과: 난방설정온도 20℃지정시난방부하 11.49kWh/㎡·y(1.1 Liter/㎡·y)발생

참고자료
1)  원종서(2006)-초에너지절약주택(3리터 하우스)의 설계 및 시공

2) 박선효(2006)-3L House의 설계, 시공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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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3L 하우스(공동주택)

3L 하우스(공동주택): 3L 하우스(단독주택) 이후 ,공동주택  시범적용

구분 내용

위치 충북대전시

용도 주거시설(공동주택)

준공연도 2006년

규모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00㎡

설계/시공 대림산업(주)

패시브
적용요소

1) 고단열/고기밀
2) 자연채광
3) 외부블라인드

액티브
적용요소

1) 고효율조명기구
2) 자동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적용요소

1) 태양광발전시스템
2) 풍력발전시스템
3) 지열시스템/지중덕트시스템

§ 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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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요소기술
1) 패시브
§ 고단열/고기밀:

외단열시스템, 고성능창호(Low-E 유리, 삼중유리), 옥
상녹화

§ 자연채광: 지하실조명

2) 액티브
§ 고효율조명기구: LED 조명기구
§ 자동환기시스템: CO2 센서를활용한자동운전

3)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시스템
§ 풍력발전시스템
§ 지열시스템/지중덕트시스템:지열을활용한실내열교
환

참고자료: 유형규(2008)-선택이 아닌 필수 3L-House

[3L House(공동주택)의 부위별 적용 기술요소 개념도]

(2) 사례 2–3L 하우스(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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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
용도 주거시설(시범주택)

준공연도 2009년
규모 2개동 676.1㎡ (전시관: 400.5㎡, 홍보관: 275.5㎡)

설계 ㈜삼우종합설계사무소
시공 ㈜삼성물산
인증 LEED Platinum(컨설팅: Ove Arup & Parners Hong Kong)

패시브
적용요소

1) 고단열/고기밀
2) 자연환기
3) 축열활용

액티브
적용요소

1) 소비전력저감요소
2) 조명제어및고효율조명기구
3) 설비기기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적용요소

1) 태양광발전시스템
2) 태양열급탕시스템
3) 지열히트펌프
4) 풍력발전

(3) 사례 3 - 그린투모로우(Green Tomorrow)

§ 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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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 그린투모로우(Green Tomorrow)

§ 적용된요소기술

참고자료: 신승호(2009)-한국형 제로 에너지 하우스「Green Tomorrow」설계 사례

[자연환기 개념도]

[진공단열보드(VIP)] [3중 Low-E 유리] [옥상녹화]

구분 그린투모로우 국내법규기준

외벽

열관류율
(W/㎡·℃)

0.097 0.470

지붕(외기 직접 면하는 분위) 0.078 0.290

지붕(외기 간접 면하는 분위) 0.089 0.520

창호

열관류율(U-value) 0.78 2.70

창면적비 25 25

차폐계수 0.54 0.85

<그린투모로우와 국내 법규상의 단열기준 비교>

[ 썬룸 공기순환 개념도]

1) 패시브
§ 고단열/고기밀: 외벽체(외벽, 지붕)와창호의단열성능을국내법규기준을  크게상회하도록계획(시뮬레이션검증), 이중외피적
용

§ 자연환기: 실과창호의최적배치로실외공기유입을통한중간기실내환기및냉방부하저감기대
§ 축열활용:  (주간) 발코니로유입된일사로열을바닥축열재에저장후,  (야간)중간벽으로순환

[이중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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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티브
§ 소비전력저감요소: 대기전력차단, 직류전원(DC)  

배전및가전(교류에서직류변환과정을생략함으
로써에너지손실분제거)

§ 조명제어및고효율조명기구: 인체감지및조도센
서, LED 조명기구활용

§ 설비기기효율화(홍보관): 바닥취출공조, 복사냉방

(3) 사례 3 - 그린투모로우(Green Tomorrow)

§ 적용된요소기술

참고자료: 신승호(2009)-한국형 제로 에너지 하우스「Green Tomorrow」설계 사례

[바닥 취출공조 개념도]

[시뮬레이션 결과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

[냉방 복사패널]

[LED 조명기구]

3)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시스템: 블라인드형, 지붕형태양광발전

              (연간 21MWh 생산)

§ 태양열급탕시스템: 평판형(4㎡, 연간 2MWh 집열)

§ 풍력발전: 복합다리우스수직형(연간 0.2MWh 생산)

§ 지중열냉난방(용량 : 6USRt)

§ 융설설비: 지중온도직접활용

[풍력발전시스템][지중열 융설설비]

[태양광 급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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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4 - e+ 그린홈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용인시
용도 교육연구시설
준공연도 2011년

규모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5,525.0㎡
건축면적: 295.3㎡
연면적: 394.4㎡

설계 코오롱글로벌친환경건축연구소(공동운생동건축사사무소)

시공 코오롱건설
인증 패시브하우스 PH인증(독일패시브하우스협회)

패시브
적용요소

1) 고단열
2) 자연환기
3) 축열활용
4) 자연채광
5) 외부차양

액티브
적용요소

1) 소비전력저감요소
2) 설비기기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적용요소

1) 태양광발전시스템
2) 태양열급탕시스템
3) 지열히트펌프
4) 풍력발전

§ 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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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린홈 적용 요소기술 개념도]

1) 패시브
§ 고단열/고기밀: 

건식외단열, 고기밀화시공
§ 자연환기: 연돌효과, 환기타
워

§ 축열활용
§ 자연채광: 수직채광덕트
§ 외부차양

2) 액티브
§ 소비전력저감요소: 

LED조명, 절약형기기
§ 설비기기효율화: 

쿨링라디에이터, 복사냉난방
바닥패널

§ 적용된요소기술

참고자료: 이성진(2012)-e+ Green Home 패시브하우스 설계 및 시공 과정 소개

3)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시스템(결정형모듈PV, 박막투과형BIPV)

§ 태양열급탕시스템(메가집열기, 창호일체형집열기)

§ 지열히트펌프, 지중열교환
§ 풍력발전

구 분 기 준 e+ 그린홈실측정치

난방에너지요구량

1차에너지요구량

기밀성능 0.52 h-1

외벽체열관류율

창호시스템열관류율

환기시스템효율 81 %

<에너지 성능 지표별 설계기준  및 실측정치>

(4) 사례 4 - e+ 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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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요소, 설비제어, 태양열/지열시스템등을적용하여Base 모델대비연간에너지소비량을 73% 절감하고, 

태양광시스템을통해연간 38% 에너지생산예상

§ 적용요소성능검증을위한시뮬레이션결과분석

참고자료: 이성진(2012)-e+ Green Home 패시브하우스 설계 및 시공 과정 소개

가전조명
8.0%

환기
8.6%

급탕
15.9%

냉난방
67.5 %

일반주택
연간에너지소비량

냉난방
18.4%

환기 4.1 %

e+ 그린홈
연간에너지소비량

73 % 절감

가전조명 4.1 %

급탕 0.5%

환기 4.1 %

급탕 0.5 %

에너지
추가생산

11%

환기 4.1 %

가전조명 4.1 %

냉난방
18.4%

27 % 사용

38 % 생산

e+ 그린홈
연간에너지생산량

연간 11 % Energy plus 실현

[적용요소별 시뮬레이션 결과]

(4) 사례 4 - e+ 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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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카본그린홈실증주택: 패시브, 신재생에너지시스템및모니터링시스템이적용된공동주택

(5) 사례 5 - 제로카본그린홈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준공연도 2013년

규모
층수: 지상 8층
건축면적: 280.7㎡
연면적 : 2,235.1㎡
세대수: 15세대

설계 (주)건축사사무소티오피
시공 (주)상지건설

패시브
적용요소

1) 고단열/고기밀
2) 외부전동차양
3) 전동자동제어단열셔터
4) 블라인드내장형창호

액티브
적용요소

1) 설비기기효율화(폐열회수환기장치등)
2) 조명제어및고효율조명기구

신재생에너지
적용요소

1) 태양광발전시스템
2) 바이오매스목재팰릿보일러

§ 적용된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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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요소기술

참고자료: 조동우(2013)-제로카본 그린홈 기반구축 및 기술실용화

1) 패시브
§ 고단열/고기밀: 

외단열시스템 ,진공유리(창호,문)

§ 외부전동차양: 4~8층남측면
§ 전동자동제어단열셔터
§ 블라인드내장형창호: 3층남측전면

2) 액티브
§ 설비기기효율화:

폐열회수환기장치, 

난방및환기제어시스템
§ 조명제어및고효율조명기구: 

조명제어시스템, LED조명

3)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시스템(옥상PV, 벽체

BIPV)

§ 바이오매스목재팰릿보일러 [제로카본 그린홈 요소기술별 적용부위]

(5) 사례 5 - 제로카본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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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카본그린홈은난방에너지소요량은 15kWh/㎡·y, 전기에너지소요량은 21kWh/㎡·y로설계됨.

기존공동주택과비교하면  패시브설계를통한난방에너지 87%,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통한전기에너지 50% 절감을기대할수있음.

§ 적용된요소기술

참고자료: 조동우(2013)-제로카본 그린홈 기반구축 및 기술실용화

[제로카본 그린홈의 에너지사용량 예측 및 에너지목표]

(5) 사례 5 - 제로카본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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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현황

사업명 내용

경기도
신청사

§타공공기관및민간으로제로에너지건
축확산효과기대

§유형: 비주거/업무시설
§위치: 경기도수원시

행복도시
5-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도시내에너지자립과향후도시간에너
지거래가가능할전망

§유형: 주거,상업,공공건축물
§위치: 세종시합강리

규모에따라 3종류로나눌수있으며, 저층형 4개, 고층형 2개, 타운형 2개총 10개건에대한제로에너지시범사업진행중
§ 규모별분류

참고자료: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6421/DTL.jsp

사업명 내용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농촌형제로에너지주택단지의사업모
델제시

§유형: 주거/단독주택
§위치: 충북진천군

아산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으로서지자체주도의모델
개발 및제시

§유형: 비주거/문화시설
§위치: 충남아산시

행복도시
1-1생활권

§블록형단독주택단지모델제시
§유형: 주거/단독주택
§위치: 세종시고운동

천호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으로차별화된제로에
너지주거모델제시및보급확산기대

§유형: 주거/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 서울시강동구

KCC 
서초사옥

§업무용건물에대한저층형사업모델구
축및제로에너지빌딩홍보관으로활용
가능

§유형: 비주거/업무시설
§위치: 서울시서초구

저층형 고층형

사업명 내용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대규모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으로
실증을통한민간시장참여확대기대

§유형: 주거/공동주택
§위치: 인천시연수구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민간주도의주택재개발사업으로인근
지역개발및녹색건축확산촉진기대

§유형: 주거/정비사업
§위치: 서울시성북구

타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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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북혁신도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실증단지 조성계획

§ 추진배경
- 전국유일의태양광특화도시인 ‘솔라그린시티’조성가속화
- 건물에너지관련연구기관혁신도시이전에따른정주여건강화
- 대규모주택단지조성에따른인구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진천군덕산면(예정)
- 기간 : 2015 ~ 2020(6년)
- 총사업비 : 813억원 (국비 28, 도비 5, 시군비 8, 민자 772)
- 규모 : 부지 132,000㎡ (40,000평정도)
- 참여기관 : 도, 진천군, 충북TP, 충북개발공사(미정) 등
- 단지구성 : 연구기관(본원및시험동) + 실증주택 + 홍보시설등
- 내용 : 전국최고수준의제로에너지실증모범단지조성

§ 사업내용
(1) 『진천건축환경/에너지클러스터』구축
- “제로에너지하우스시범단지”와 “충북태양광R/D 클러스터” 등의연계를통한진천건축환경
/ 에너지클러스터구축으로국내건축환경/에너지산업의기술개발허브로발돋움.
(1) “제로에너지하우스시범단지”를통한충청권기업의기술지원
- 패시브기술 : 건축설계사, 건설시공사, 단열재, 마감재등제조업체
- 액티브기술(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 에너지관리시스템기술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2) 진천을중심으로한 “제로에너지하우스실증”의허브(Hub) 구축
- 제로에너지하우스관련기업들의기술융합기반조성
- 충북도內태양광관련기업들과기관(충북TP, 에기연등)의융합, 기술교류및검증역할
- “제로에너지하우스홍보관” 건립을통한기술보급및관광객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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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 개선방안 제언

건물에너지관련 R&D 현황

외피, 조명, 설비 등 에너지효율 향상 요소 기술 개발에 집중

선진국 대비 국내 요소기술 수준 및 국산화율

0

20

40

60

80

100

77.5
%

외피 분야 설비 분야 신재생 분야 제어 분야

국내기술수준(%)

국산화율(%)

※출처 : 2013-2014 에너지기술 시장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외 다수

국내 산업기술 현황

7.3조
효율향상

0.9조
신재생

0.3조
BEMS

약 8.6조
(2014년 기준)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신산업정책

ZEB의무화 정책(민간 2025년)
ZEB인증제 도입(2017.01)

GR/ESCO 활성화
고효율 제품인증

üIssue
ESCO

약 20조
(2020년 기준)

※출처 : 2013-2014 에너지기술 시장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외 

다수

국내 산업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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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ZEB 보급 장애 요인

고비용〮고성능
자재 중심
건축 설계

이종 자재간
호환성

및 
시공효율 저하

(공정/공기증가)

건축 공사비 상승
〮 일반건물 대비

      160% 이상
〮 유럽은

      105~110% 수
준

ZEB보급 저해

고비용 / 고성능 자재 중심의 건축 설계 - 시공효율 저하- 건축 공사비 상승
ZEB 보급 저해를 야기시키는 現 실정

Zero Energy
검증

시공
효율화

통합설계/
융복합패키지

제품화
표준화

생산분야

설계분야 시공분야

ZEB 활성화 생태계

장애요인 극복 방안

6. 기술구현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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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통합설계 구현을 위한 융복합 모듈/패키지화

…
자재#1

자재#2

자재#3

모듈#1

모듈#2

패키지#1

시스템

패키지#2

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28

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모듈

건자재 융복합 모듈/패키지화 기대효과

모듈 자재 모듈

모듈 모듈자재

모듈 자재 모듈모듈 자재자재

모듈 모듈자재   모듈 모듈자재자재

시공현장

공정#1

공정#2

공정#3 공정#5

공정#6

공정#7

공정#4

공정#1

공정#2

공정#3

자재생산

저비용
고품질

시공비용
절감

공정/공기
단축

패키지#1 패키지#2

패키지#1 패키지#2

열교포함 통합성능기준
성능/비용예측 로직

시공품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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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시공품질 검증 CQI

시공효율화 가이드라인(패키지시방)

성능평가
시공 디테일 도

면

시공사진 시방서

DB화

시공

시공단계별/ 현장평가 항목/절차서

-열교 및 기밀성능
-공정 별 기밀/열화상진단 방법론 개발

⇒ 건자재 패키지 시공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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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건자재 품질인증 체계

비투과외피 투과외피

ü 단열재 품질인증
- 열전도율/열저항 시험(KS L 9016, KS F 2277)
- 경시변화 시험(KS M 3808)
- 투습계수 및 물성시험(KS L 1604)

ü 프레임 소재 신뢰성
-알루미늄 : KS D 6579
-플라스틱 : KS F 5602

ü 유리 광학 및 신뢰성
-광학 투과율/방사율/태양열취득률(KS L 2514)
-단열필름(KS L 2016)
-복층유리(SPS-KFGIA-002-1779)

ü 벽체모듈 품질인증
-열관류율 시험(KS F 2277)

ü 창호모듈 품질인증
- 열관류율 시험(KS F 2278)
- 기밀/수밀/내풍압시험(KS F 2292/2293/2296)
- 결로저항시험(KS F 2295)
- SHGC(KS L 9107)
- 커튼월(AAMA 501.4~5, ASTM E 783/1105)

有

有

無
실제 시공 및 운용 환경이 반영된 성능평가

패키지 조합에 따른 실증기반 공간단위 상호운용성능 평가

⇒에너지효율/내후성/내구성 등無



31

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대면적 패키지 단열성능평가

ü 벽체+창호 통합 외피패키지 단열성능 평가

- 이종부재(창호, 벽체, 차양, 셔터, 기타 부속자재 등)의 접합에 따른 열교 영향성 반영
- 실제 시공환경 재현성 확보 → 열교방지 성능기준 제시 → 접합부 디테일 개선에 기여

15~60℃
30~90%RH

-20~40℃

최대 : 4m(W)*3m(H) = 12 m2
시공환경 재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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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차양통합외피 광학성능 및 신뢰성 평가 

장치구성 설명

1. 태양광시뮬레이터 직사일광+천공광 구현을 통한 복사열차단 및 채광성능 검증, 직사일광 태양 입사각 구
현가능

2. 실내환경챔버 차양장치를 통한 일사열취득량 계측 칼로리미터(SHGC측정기능)

3. 적분구 차양장치를 통한 채광량(광속)측정, 환경챔버 내부 탈부착 이동성 확보

4. 일사계 외부 태양광 시뮬레이터 일사량 계측

5. 스펙트럼분석계 내외부 채광량(광속)측정 계측기

6. 시료부착틀 다양한 형태의 차양장치 시료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이 가변형 구조 

ü 기존 투과외피 모듈 일사열취득계수 시험규격(KS L 9107) 개선
- 개선방안 : 직달일사+천공광+입사각구현 솔라시뮬레이터, 적분구 통합 챔버
- SHGC, 채광효율, 최대출력광속 산출

인공광원을 이용한 창호의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현재 KICT, KCL 평가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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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실규모 Building 종합성능평

가

실규모 Element 종합성능평가
대형 열관류율 시험/촉진환경시

험
(카트리지 가변식 구조 적용)

실제 시공상태에서의 외피시스템 구성 
패키지 간 운용 안전성, 내후성,  
에너지효율 평가
⇒단열/결로 및 거주성능, 내후촉진시험

• 온도 : -10 ~ +60℃

• 습도 : 10 ~ 90%

• 일사 : 800 ~ 1,200 0 W/㎡

• 조사면적 : 10m(L) x 10m(W)

• 강우 : 150mm/h, 25mm/h. 

40mm/h

• 강설 : 50m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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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시스템 공간단위 상호운영성능(적용성) 평가

옥외실증기반 시스템 운용성능평가 인프라
*약 180억 투입(2014년 완공)

-제로에너지빌딩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성능/신기술에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전/가변실증구조(Reconfigurable kit of parts)

신재생에너지/ESS
BEMS 제어

창호/벽체/환기

열원∙공조/조명 설비

ü 옥외실증, 건물운용상황 재현

ü 건물 용처별 시험평가 기반구축

ü 재실자, 조명, 기기 사용패턴 구현

ü AC/DC 다중 배전체계 구축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요소부품∙시스템 운용호환성 및 안정성
-에너지자립률 검증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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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구현/개선방안 제언

저비용
고품질

시장 요구성능에 대응, ZEB 보급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 구현/선순환 생태계 

조성

경제활성화/온실가스 감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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