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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어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례를 알아볼까요?

2017년…12월…서울특별시…노원구에…에너지…제로주택(EZ주택)…단지를…시범적으로…만들었습

니다.…건물의…벽…바깥에…성능이…좋은…단열재를…설치하고…뜨거운…햇볕을…막는…장치를…설치하는…

등…불필요한…열손실과…열획득을…막고,…열 회수형 환기장치*를…사용하여…약…74%의…에너지를…

줄였습니다.…동시에…태양광…전지판…등의…신재생…에너지…기술을…사용해…약…33%의…에너지를……

생산하여…결과적으로…7%의…에너지가…남습니다.…그…결과…단지에…살고…있는…주민들은…화석…

연료를…사용하지…않고…생활할…수…있습니다.

*열 회수형 환기장치:   따뜻하지만 오염된 실내공기와 신선하지만 차가운 외부공기를 섞이지 않게 접촉시켜 

서로의 온도를 주고받아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환기장치

또한…2019년…6월…인천광역시…송도에…국내…최초…고층형…제로에너지…아파트(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를…만들었습니다.…태양광…발전을…하기…위해서는…보통…햇빛을…가장…많이…받을…수…있는…

옥상에…태양광…전지판을…설치합니다.…그런데…고층…아파트는…에너지…사용량에…비해…전지판을……

설치할…옥상…면적이…넓지…않습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아파트는…창호나…벽면에……

태양광…전지판을…설치하였습니다.…또한…불필요한…열손실과…열획득을…막고,…효율이…높은…

LED조명과…냉난방…기기를…적용하여…인천광역시에…있는…비슷한…규모의…아파트와…비교하였

을…때…전기에너지의…약…50%,…난방에너지의…약…40%…이상을…줄였습니다.

지구온난화…현상을…아시나요?…지구온난화란,…지구의…평균기온이…점점…높아지는…현상입니다.…

세계…여러…나라에서는…지구온난화…때문에…기상이변,…생태계…파괴…등의…심각한…피해가…발생하고……

있습니다.…지구온난화의…가장…큰…원인은…석탄이나…석유와…같은…화석연료를…사용할…때…발생하는……

‘온실가스’인데요,…세계…여러…나라에서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화석연료를…되도록…

적게…사용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사무실,…주택…등의…건물은…화석연료를…많이…사용합니다.…여름철…에어컨,…겨울철…보일러,…전등…

등의…조명기구를…사용하는…데…많은…에너지가…필요하고…이…에너지는…대부분…화석연료를…통해……

얻습니다.…그런데…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고…꼭…필요한…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만들어……

화석연료의…사용을…최소화하는…건축물이…있는데요.…이런…건물을…‘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성능이…좋은…단열재와…창문,…조명기구…등을…사용하여…냉난방,…조명,…온수,…

환기에…소요되는…에너지를…최대한…줄이고,…꼭…필요한…에너지는…태양광발전…등의…신재생…에너지…

설비를…통해…직접…만들어…사용합니다.…그…결과,…건물이…소비하는…에너지와…생산하는…에너지의…

합이…0(ZERO)에…가까운…건축물을…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태양,…바람,…파도,…지열…등…자연환경을…이용하여…에너지를…만들기…때문에,…

기상상황…등의…영향을…많이…받으며,…장비가…비싸고,…화석연료에…비해…생산량이…많지…않습니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설비를…많이…설치하는…것보다…필요한…에너지를…최대한…줄일…수…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만드는…것이…더…효과적입니다.

노원구 EZ(Energy Zero) 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

기후변화를 막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물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그래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여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어야 해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환경 조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장비가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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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집은 어느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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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4차 산업혁명의  만남

겨울철…집안으로…들어오는…따뜻한…햇볕은…난방에너지를…절약하는…데…효과적이며,…건축물의…

방향(동향,…서향,…남향,…북향)에…따라…햇볕을…받는…양이…달라지므로…건축물의…방향은…매우…

중요합니다.…햇볕을…받는…양을…일조량(日照量)이라고…부르는데요,…무한한…에너지원인…햇볕을…

가장…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건축물의…방향에…대해…알아볼까요?

햇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방향은?

일반적으로…거실이나…침실에…창이…설치된…방향을…그…건물의…주된…방향이라고…합니다.…예를…

들어,…거실의…창이…남쪽에…설치되어…있다면,…그…집의…주된…방향은…남향이고,…보통…남향집이

라고…부릅니다.…우리나라…사람들은…남향집을…선호하는데요,…왜…그럴까요?

태양은…동쪽에서…떠서…남쪽을…지나…서쪽으로…집니다.…태양이…정남쪽에…있을…때를…정오(낮12시)…

라고…하고…이때가…하루…중…태양이…가장…높이…떠…있는…시간입니다.…정오에…태양이…떠…있는……

높이를…계절에…따라…비교하면,…우리나라는…여름에…겨울보다…태양이…높이…뜹니다.…여름과…겨울의…

정오에…생기는…그림자의…길이를…비교해보면…알…수…있습니다.…여름철에는…태양이…머리…위로…

높게…뜨기…때문에…여름철…정오의…그림자가…겨울철…정오의…그림자보다…더…짧습니다.…

이러한…현상을…이용하여…남쪽에…창을…내면,…여름에는…뜨거운…직사광선이…집…안으로…덜…들어

오고,…겨울철에는…태양이…낮게…떠…따뜻한…햇볕이…집…안쪽까지…깊게…들어옵니다.…특히…우리나라……

겨울철…하늘은…구름이…적어…많은…양의…햇볕이…지면까지…도달하기…때문에…이를…잘…활용할…수……

있는…남향집을…지으면…난방비를…절약하면서도…겨울을…따뜻하게…지낼…수…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방향별 특징을 알아볼까요?

①   남향:  아침부터…저녁까지…온종일…햇볕이…

잘…들어옵니다.…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계절에…따른…태양의…높이…차이…때문에…여름

에는…덜…덥고,…겨울에는…따뜻하여…냉난방

비가…적게…듭니다.…또한…낮…시간에…해가…잘……

비춰…조명기구를…덜…사용하게…되어…조명…

에너지를…절약할…수…있습니다.

②   동향:  아침에…일찍…햇볕이…들어오고…오후

에는…햇볕이…없습니다.…여름에는…오후…시간…

동안…시원하나…겨울에는…밤에…춥기…때문에…

남향 위주의 건물 배치 남향집의 계절에 따른 특징

여름 겨울

난방비가…많이…듭니다.…아침…일찍…햇볕이…들어오기…때문에…아침…일찍…일어나는…사람에게…

적합합니다.

③   서향:  동향과…반대로…오후에…햇볕이…들어와…낮…시간동안…겨울에는…따뜻하지만…여름에는…

매우…덥습니다.…따라서…여름에…햇볕을…차단할…수…있는…장치를…실내…또는…실외에…설치하면……

좋습니다.…일터에서…밤늦게…일하고…집안에서…오전…늦게까지…잠자는…사람에게…적합합니다.

④   북향:  하루…종일…햇볕이…들어오지…않기…때문에…여름에는…시원하지만…겨울에…춥고,…낮에도…어둡

습니다.…다만,…활동을…자극하는…햇볕의…변화가…적어…집중력이…필요한…사람에게…적합합니다.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규정! 인동간격!

집의 남쪽에 높은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그림자 때문에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여러 동을 지을 때 각 동별로 충분한  

햇볕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과 동 사이를 일정거리 이상 

띄우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인동간격’이라고 

합니다.

‘인동간격’은 앞 동의 높이가 높을수록 동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앞 건물이 높아도 해당 건물이 어느 

정도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축물의 방향에 따른 특징건축물의 방향에 따른 특징

북향

동향서향

남향

향별 장단점

아파트

높이

인동간격

인동간격

아파트

아파트

채광창 방향
측
벽

측
벽

측
벽

여러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3130

3화 왜 나만 썩은 사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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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조명에…사용되는…전기의…양은…생각보다…많습니다.…조명에너지를…줄이기…위해

서는…햇빛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햇빛을…잘…받을…수…있는…곳에…창문을…설치하여…

전등을…켜는…시간을…줄이고,…자연채광만으로…충분히…밝지…않은…공간에는…고효율…LED전등과…

같이…전력…소모가…적은…조명기구를…사용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그러면…햇빛을…이용한…자연

채광…조명방법을…더…알아볼까요?

자연채광의 단점을 보완한 자동밝기 조절 기능

자연채광은…날씨의…영향을…많이…받는…단점이…있습니다.…또한…창문으로…들어오는…햇빛은……

보통…창가…부분이…가장…세고,…실내로…깊이…들어갈수록…약해지기…때문에…밝기를…고르게…유지

하기가…어렵습니다.…이러한…자연채광의…단점을…보완하고…에너지소비를…줄이면서,…적정한……

밝기를…유지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었습니다.…바로…자동밝기조절(Dimming)이라는……

기술인데요,…이것은…조도감지기를…실내에…설치하여…밝기를…확인하고…조명의…세기를…조절하는…

기술입니다.…자동밝기조절…기능이…있는…LED조명은…자동밝기조절…기능이…없는…것보다…약…

70%의…소비전력을…절약할…수…있습니다.

박물관 자연채광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자연채광 활용과

자동밝기 조절 기능자동밝기 조절 기능

조명장치에 따른 소비전력 자동밝기 조절기능 조명

기존 조명

소비전력 52W 소비전력 23W 소비전력 15W

LED LED(디밍제어)

창이 없는 복도는 하루 종일 조명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빛이 복도로 나갈 

수 있도록 복도 벽의 위쪽을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복도가 밝아지게 되므로 조명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

벽 위에
투명유리를
설치하니까
밝아서 좋다

빛을 투과하는 건축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햇빛의 반사를 이용한 자연채광

빛이…반사되는…특성을…이용한…광선반(Light…Shelf)을…설치하면…조명에너지를…줄일…수…있습

니다.…먼저…건물…외부에…광선반을…설치하여…건물…내부로…빛을…끌어들이고,…천장에…곡선…모양의……

반사판을…두어…외부로부터…들어온…빛이…실내…깊은…부분까지…전달되도록…합니다.…광선반은……

창문…가까이에…있는…학생들에게는…과도한…빛으로…인한…눈부심을…막아주고,…창문에서…멀리……

있는…학생들에게까지…밝은…빛을…제공하는…일석이조의…방법입니다.

천장반사판

광선반 눈부심을
막아줘!

멀리까지
밝아져!



4140

4화 뜨거운 햇볕을 막아라!



4342



4544

어닝

덧문

수평 차양



바깥의 햇볕을 막아주는 차양 장치의 필요성

우리나라…한옥의…처마는…여름철…뜨거운…햇볕이…

실내에…직접…닿는…것을…막아…주어…실내가…뜨거

워지지…않도록…해줍니다.…하지만…요즘…건물에는……

처마와…같이…햇볕을…막아…주는…장치가…없습니다.…

건물…외벽을…유리로만…설치하는…건물이…많아지고,…

아파트도…발코니*를…확장하여…거실로…사용하는…

집이…많아지면서…뜨거운…햇볕이…실내로…직접…들어

오는…경우가…많습니다.

건물…전체가…유리…외벽으로…만들어진…아파트나…

사무실은…여름철…냉방에너지를…많이…소비합니다.…

유리는…일반…벽체보다…햇볕이…들어오기가…훨씬…

쉽고,…유리를…통해…실내로…들어온…햇볕은…외부로…

빠져나가지…않고…열에너지로…변하여…내부를…더욱…

뜨겁게…만들기…때문입니다.

한옥의 처마

유리 외벽 건물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있는 공간

발코니 확장 후발코니 확장 전

그래서…여름철에…시원하게…지내기…위해서는…햇볕이…유리를…통과하기…전에…외부에서…막아…주는……

차양…장치를…설치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내부에…커튼이나…블라인드를…설치하면…눈부심은……

막아…줄…수…있지만…열로…바뀐…에너지는…공기를…통해…내부로…전달되어…더워지는…것을…막아……

줄…수…없기…때문입니다.

차양 장치의 종류

외부…차양…장치로는…전동으로…작동하여…조작이…편리한…외부…전동…블라인드,…한옥의…처마처럼……

창…또는…문…위에…수평으로…설치하는…수평차양,…창문…바깥쪽에…덧다는…덧문,…창이나…출입구…

위쪽에…알루미늄·플라스틱과…같은…가벼운…재질로…만든…어닝…등이…있습니다.…이와…같이…필요에…

따라…햇볕을…차단해…주는…차양…장치는…여름철…냉방에너지를…줄이는…데…효과적입니다.

내부에서 막아도 열로 변하여 전달됨 유리를 통과하기 전 밖에서 막아 주는 장치가 필요함

외부 전동 블라인드 <출처 : 블라인드팩토리>

덧문

수평 차양

어닝 <출처 : 썬샤인어닝>

햇볕을 막아주는

차양 장치차양 장치



4948

5화 몰래 숨어든 추위



5150



5352



5554



단열이란…물체의…열…저항을…높여…열의…이동을…막아주는…것을…말합니다.…건물에서의…단열은…안과…

밖의…열…이동을…차단하여…에너지…손실을…줄이는…것을…뜻합니다.…그리고…단열을…위해…열을…전달

해주는…성질이…낮은…물질로…건물을…감싸는…건축…자재를…단열재라고…합니다.

단열재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아요.

단열재의…종류에는…일반적으로…스티로폼으로…부르는…‘비드법…단열재’,…목조주택에…많이…사용하는…

‘유리섬유…단열재(글라스…울)’,…비드법…단열재의…1/8…정도의…두께이면서…단열효과를…획기적으로…

높인…‘진공…단열재’등이…있습니다.

‘비드법…단열재’는…가격…대비…단열성능이…양호하고…설치가…편리하여…많이…사용합니다.…그러나…

화재발생시…잘…타며,…습기를…흡수하면…단열이…저하되는…단점이…있습니다.

‘유리섬유…단열재’는…유리를…녹인…후…회전력을…이용하여…가느다란…실처럼…만들고…이를…일정한…

크기와…형태로…다듬은…단열재로,…천연…원료(규사)를…사용합니다.…화재…발생…시…유독…가스가……

발생하지…않으며…가벼운…성질을…갖고…있어…목조주택에서…단열재로…많이…사용하고…있으나,…습기에…

취약한…단점이…있습니다.

‘진공…단열재’는…단열이…매우…우수한…진공보온병과…같은…원리로…진공…공간을…만들어주는…유리

섬유…등의…심재(core)와…진공을…유지해주는…특수…필름재질을…적용하여…단열성능이…기존…단열

재와…비교해…10배…이상…우수합니다.…화재발생시…불에…타지…않는…불연성으로…안전하고…위생적

인…장점이…있습니다.…다만,…진공…단열재는…제작공정이…복잡하며…대부분…주문·제작으로…만들

므로…가격이…비싸고…설치…시…진공상태가…파손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비드법 단열재 진공단열재유리섬유 단열재

건물의 실외 측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단열재를…건물의…구조체(콘크리트…등)를…기준으로…실내에…설치하는…방법을…‘내단열’,…실외에…

설치하는…방법을…‘외단열’이라고…합니다.

‘내단열’…방식은…실내에서…작업하기…때문에…설치가…편리하여…대부분의…건물에…적용하는…방식

입니다.…하지만…건물의…층간…바닥이나,…건물…내벽과…외벽이…연결되는…부분에는…단열재를…설치

할…수…없어…열이…빠져나가는…부분이…생깁니다.

‘외단열’…방식은…건물…외부에서…작업하고,…단열재를…설치하는…데…기술력이…필요하므로…내단열…

방식과…비교하여…비용이…많이…듭니다.…하지만,…건물의…외부를…모두…단열재로…감쌀…수…있어…

냉난방에너지를…줄일…수…있고,…건물의…벽체가…추위나…더위…등으로부터…보호받아…건물이…튼튼

하게…유지됩니다.

구 분 내단열 외단열

정 의 •단열재를 벽체 안쪽(실내)에 설치하는 방식 •단열재를 벽체 바깥쪽(실외)에 설치하는 방식

장 점
•실내작업으로 설치가 쉬움

•외단열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함

•단열성능이 좋음

•  건물의 벽체가 보호되어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됨

단 점

•  단열재 설치가 안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열손실 발생

•내부결로가 발생하기 쉬움

•  설치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높은 부분의 작업이 어려움

•내단열에 비해 공사비가 비쌈

단열재의 종류와

외단열의 장점외단열의 장점

내단열 외단열 비교 그림

내단열 외단열

단열재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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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습기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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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컵…안에…얼음물을…넣어…두면,…컵…외부에…이슬처럼…물이…맺히는…현상을…본…적…있나요?…

공기…중에…있던…수증기가…차가운…컵을…만나…물로…변하는…‘결로’…현상입니다.…집에서도…이와…

같은…현상이…발생합니다.…집안의…따뜻하고…습도가…높은…공기가…차가운…벽체…또는…유리창에…

닿았을…때…온도가…내려가면서…표면에…물이…되어…맺힙니다.…이…습기가…마르지…않고…계속…맺혀…

있으면…벽면에…곰팡이…등이…생기므로…주의해야…합니다.

방습층의 설치 위치와 원리

건물…벽체에…아래와…같이…단열재의…실내…부분에…방습층(습기를…막아주는…층)을…설치하여야…

결로현상을…막을…수…있습니다.…방습층이…없으면…실내에서…발생한…습기가…그대로…단열재를……

통과하게…되고…차가운…콘크리트…벽을…만나…물로…바뀌어,…곰팡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따라서…

단열재의…실내…측에…방습층을…설치하면…실내의…습기가…단열재…뒤로…이동하는…것을…막아주어…

큰크리트와…단열재…사이에…결로가…생기는…것을…막을…수…있습니다.

방습층을 설치하면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습기가…많아…결로…현상이…발생하는…부분은…공기중에…있는…곰팡이…포자(생식세포)가…앉아…쉽

게…번식하게…됩니다.…이런…곰팡이는…마이코톡신(mycotoxins)이라는…인체에…위해한…독성을……

가진…것으로…알려져…있으며,…알레르기성…비염과…천식을…유발할…수…있습니다.…특히,…면역능

력이…약한…유아나…노약자는…이러한…환경에…지속적으로…노출될…경우…심각한…질병이…발생할…수…

있습니다.…

유리컵의 결로 현상

<사진출처 : ㈜천재교육>

유리창의 결로 현상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우리가…살고…있는…대부분의…내단열…건물에서…습기의……

이동을…막아…주는…방습층*을…만들어…두지…않으면……

단열재의…틈으로…습기가…들어가…콘크리트와…단열재…

사이에서…물이…맺히는…결로…현상이…발생하고…곰팡

이가…번식하게…됩니다.

*방습층:   수증기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 천장, 벽, 바닥에 불투습 방습재(폴리에틸렌 필름, 알루

미늄 박 등)를 써서 만드는 불투습층과 일정 수준의 수증기만 통과시키는 투습방수 시트로 구성

된 투습방습층이 있음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습층방습층

방습층이 없는 벽체 결로현상

실외

실내

온도선

외부마감
단열재

내부마감공기층 방습층
콘크리트

20℃

-5℃

방습층(하늘색) 설치로 결로현상 방지

실외

실내

온도선

외부마감

단열재

내부마감

내부결로

공기층
콘크리트

20℃

-5℃



6968

7화 유리창을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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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이 높은 시스템 창문를 설치하면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건물에서…창문은…밖의…풍경을…보게…하고,…빛이…들어오게…하여…실내를…밝게…만들어…주며,……

창문을…열어…탁한…공기를…밖으로…내보내고…신선한…공기를…들어오게…해줍니다.…하지만…창문은…

얇은…유리로…되어…있어…단열재가…설치된…벽보다…햇볕이…많이…들어오고…창문…틈새로…공기가…

쉽게…들어옵니다.…그래서…단열성능과…기밀*성능이…좋은…창문과…유리를…사용하여야…합니다.

*기밀: 건물에서 외부공기와 완전히 차단되어 기체의 출입이 없는 상태

미서기 창문은 모헤어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미서기…창문은…창을…가로로…밀어서…열고…닫는…창문으로…일반…가정집에서…많이…볼…수…있습니다.…

미서기…창문은…바깥…공기가…들어오는…틈이…많기…때문에…창틀과…창이…닿는…부분에…문풍지를…

부착하면…기밀성능을…높일…수…있습니다.…오래된…창문은…모헤어가…닳아…없어진…경우가…많으므로…

모헤어를…교체해줘야…차가운…공기,…미세먼지,…소음을…차단할…수…있습니다.

시스템…창문은…창틀과…유리사이의…틈을…최대한…없애고…일체화…

시킨…것으로…단열성…및…기밀성이…좋습니다.…문처럼…열거나…

(턴)…윗부분만…살짝…열어…환기(틸트)가…가능한…구조이며,……

창틀…속에…여러…겹의…공기층을…만들어…내부의…따뜻한…열…

에너지가…외부로…적게…빠져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미서기…

창문과…비교하여…시스템…창문의…기밀성이…더…높기…때문에…

냉난방에너지를…절약하는…데…효과적입니다. 시스템 창문의 창틀 

턴 : 창을 90도 열 수 있는 방식 틸트:   창의 상부를 15도 정도 열어 환기가 

가능한 상태. 외부 침입은 방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창문과 유리창문과 유리

미서기 창문 바닥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옴미서기 창문 모헤어

모헤어

창틀

유리

단열성능이 좋은 로이(Low-E: low-emissivity) 유리

로이…유리는…유리…표면에…금속을…얇게…코팅한…것으로…복사에너

지에…의한…열의…이동을…최소화…시켜주는…에너지…절약형…유리입

니다.…로이…유리의…경우…창을…통해…실내에서…실외로…빠져나가는…

복사…에너지(장파…적외선)를…효과적으로…차단합니다.…실외에서…

실내로…들어오는…태양빛(가시광선)은…많이…들어와…실내를…밝게…

유지할…수…있습니다.

로이…유리를…쓰게…되면…자연채광에는…크게…영향을…주지…않으면

서…실내에서…실외로의…열손실을…크게…줄여…난방에너지…절약에…

도움이…됩니다. 로이유리 장점

실내온도

보호

은코팅

실외 실내



7978

8화 틈새로 숨어든 더위



8180



8382



8584



건축물의 기밀 측정방법

건축물에서…기밀은…외부공기가…완전히…차단되어…기체의…출입이…없는…상태를…말합니다.…기밀

성이…좋으면…여름철에는…더운…공기가,…겨울철에는…찬…공기가…실내로…들어오는…것을…막을…수…

있어…건물의…사용에너지를…줄일…수…있습니다.…

그런데…눈에…잘…보이지…않는…건물의…틈으로…들어오는…바람의…양을…어떻게…알…수…있을까요?…

압력차…측정법(Blower…Door…Test)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선풍기와…비슷한…모양의…팬을…

현관문과…같은…곳에…설치하고…바람을…바깥으로…내보내거나…내부로…넣어…일정한…압력…차이가…

유지되는…상황에서…창문…등의…틈새로…들어오거나…나가는…바람의…양으로…기밀성을…측정할…수…

있습니다.

방풍구조로 출입구 에너지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사람의…출입이…잦은…건물의…출입구에는…바깥…공기가…유입되어…에너지…손실이…많기…때문에…출입

문을…‘방풍구조’로…만들어야…합니다.…방풍구조란…바깥문과…안쪽문이…있는…이중…현관…구조의…

방풍실…또는…회전문…등을…말합니다.…하지만…사람의…출입이…잦은…건물의…경우…대부분…방풍실…

문이…열려…있어…방풍실의…기능을…못하는…경우가…많고,…방풍실…문에…틈이…많아…효율이…떨어지는…

경우도…많습니다.

압력차 측정법

외부와…내부의…공기…흐름을…완전히…막은…상태에서…사람의…출입이…가능한…회전문이나,…기밀성……

높은…시스템…출입문처럼…닫혔을…때…기밀성능을…확보할…수…있는…제품을…설치하여야…방풍실……

원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밀건축물의 기밀

Blower Door Test 개념도

안으로 침투하는 

공기

바깥으로

새는 공기

일정한 압력차 유지

안으로 

침투하는 공기

열려 있는 방풍실 문 틈으로 바깥공기 유입

회전문 기밀성 높은 시스템 출입문

창문과 창틀 사이에 외풍차단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창문끼리 겹치는 부위 안쪽에 풍지판을  

설치하면 기밀성을 높일 수 있어요.

미서기 창문의 기밀을 높이는 방법

풍지판 설치문풍지 설치 전후

외풍

외풍

유입

설치 전

외풍

실내

온도

보호

설치 후



8988

9화 좋은 건 안으로, 나쁜 건 밖으로



9190



9392



9594



9796



9998



미세먼지가…심하다고…해서…창을…모두…닫고만…지낼…수는…없습니다.…건물…내부에…사람이…있으면…

호흡하면서…산소를…쓰고…이산화탄소는…배출하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실내의…이산화탄소

량이…계속…많아지며,…일정…수준…이상이…되면…집중력이…떨어지고…두통이…생길…수도…있습니다.…

따라서…실내공기를…환기하여…오염물질을…실외로…내보내고…바깥의…공기를…들여와…실내…공기를…

신선하게…유지하는…것이…필요합니다.

열…회수…방식은…일반적으로…간격지를…다른…방향으로…여러…개…겹쳐…놓고,…들어오는…차가운……

공기는…세로방향으로…통과하게…하고,…나가는…따뜻한…공기는…가로방향으로…통과하게…하여,…

공기가…서로…섞이지…않고…맞닿으면서…열만…전달하는…것입니다.

열 회수형 환기장치의 원리

환기의…종류에는…실내외의…기온차…또는…풍력에……

의해…창문으로…환기하는…자연환기가…있고,……

송풍기…등에…의해…강제적으로…환기하는…기계

환기가…있습니다.…기계환기…중에서…가장…효율

적인…열…회수형…환기장치는…따뜻하지만…오염된……

실내공기와…신선하지만…차가운…외부공기가……

서로…섞이지…않으면서…열만…교환하여…열손실을…

최소화하는…방식입니다. 열 회수형 환기장치

일반적인 열 회수 방식

(다른 방향으로 겹친 간격지)

프리필터

열 회수 환기장치 사례

신선한 공기 공급실내 공기 배출

오염된 공기 흡입실외 공기 흡입

미디움 필터(항바이러스+고효율필터)

엘리먼트

실외 실내

오염이 심각한 필터

캡 방충망에 붙어 있는 먼지

열 회수형 환기장치 관리의 중요성

열…회수형…환기장치는…버려지는…열을…회수하기…때문에…에너지…사용이…적은…건축물을…만들기…

위한…필수적인…장치입니다.…또한…건물에서…사람이…숨…쉴…수…있게…해주는…허파와…같은…역할을…

해주는…중요한…장치이므로…꼼꼼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이렇게…필터와…급기구의…그물망…청소만…잘해준다면…언제나…신선한…공기를…마실…수…있으며,…

버려지는…열을…회수하기…때문에…여름철이나…겨울철의…에너지…사용도…줄일…수…있습니다.

① 필터관리

열회수형…환기장치는…제품마다…먼지를…걸러주는…필터의…

위치와…교환…주기…및…방법이…다릅니다.…하지만…적어도……

한…달에…한…번…정도…환기장치에…끼운…필터를…진공청

소기로…청소해…주고,…너무…오염…되었을…경우…즉시…새……

필터로…바꿔…주어야…합니다.

② 외기 급기구의 그물망 청소

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공기…중…먼지가…많은…편

입니다.…6개월에…한…번…정도는…외부에서…환기장치로…

들어오는…급기구에…설치되어…있는…그물망을…청소해……

주어야…합니다.…거미줄과…날벌레가…뭉쳐서…외부…공기의…

유입이…줄어드는…경우도…생기기…때문입니다.

열 회수형 환기장치

원리와 관리의 중요성원리와 관리의 중요성

라이너지

(특수가공지)

간격지

(백상지)

2006년 이후에 건축 승인을 받아 지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환기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기장치  

중에서 열 회수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하여 겨울철 환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보세요!

집 안에 열 회수형 환기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상문을 써보아요 감상문을 써보아요



감상문을 써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