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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외피 성능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method of building envelop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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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for remodeling projects is increasing due to incre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decreased
living satisfaction caused by poor energy performance of old buildings. Accurate energy diagnosis is necessary to predict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ment effect due to the decrease in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and the precis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technology is important.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check the method
of measuring the envelope performance that greatly affects the building energy, and to refer to the standardization
of the method of measuring the envelope performance for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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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약 724만 동으로 추산되는 국내 기존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약 486만 동으로 전체의 67%1)에 해당하며 이들 건축물의 에너
지성능 저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리모델링의 시행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2014년부터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개
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만2000건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2)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에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등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에너지 리모델링을
말하며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등을 통해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패시브하우스 요건을 충족시
키는 방법으로 건물의 냉·난방비 절감과 동시에 주거환경의 쾌적성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2. 연구 목적
건물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사전에 대상 건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성을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요소의 물성값과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
해석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시공 견실
도나 부자재 또는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설계 당시의 성능이 그대로 발휘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성능
의 측정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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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성능 저하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증가와 개선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에너지 진단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성능 측정기술이 중요하다. 건물에너지 진단의 종류로는, 열부분과 전기 부분으로 분류되며
그 대상으로서는 건물의 열부하 계산 및 구조체의 열관류율 산출, 열 발생 설비, 수배 전 설비, 냉난방 공조설비
등이 있으나 아직 기축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표준적인 측정 및 검증 방법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피 성능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이후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외피 성능측정 방법의 표준과 검증 방법 정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기준 분석 및 비교 결과
3.1 에너지 분석프로그램
국내에서 개발된 리모델링 관련 에너지 분석프로그램(GR-E3), ECO2_OD4), HAEDO5))을 살펴보면 월별 냉·난
방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온실가스 발생량에 관한 가시적 결과물 제시로 이해하기 쉽고, 국외
개발프로그램보다 국내시장 기준에 적합한 설정값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비전문도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진단해 사업 진행 시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대략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이들 프로그램은 계산을 단순화하여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건물
외피의 정확한 측정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준공 당시의 규정이나 설계도서의 물성값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노후
화된 현재의 건물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a) GR-E

b) ECO2_OD
Fig. 1

c) HAEDO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3.2 건물 외피 단열성능 측정
열관류율은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써 열관류율을 측정하기 위해 Heat Flow Meter를 사용하는
방법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일반 열관류율과 열교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선형열관류율과
점형 열관류율로 나누어 성능측정이 필요하다.
(1) 보호 열 상자 법 (KS F 22776), KS F 22787))
벽, 지붕, 천장, 바닥 등의 건축용 구성재(KS F 2277)와 창호(KS F 2278)의 열관류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장비
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준 환경조건에서 대상에 발생하는 열 흐름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2) 적외선 촬영법 (KS F 2829)8)
적외선 촬영을 통하여 외피의 정량적인 단열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면 온도 차 비율에 따른 단열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적외선 촬영법에 따른 측정방법은 타 측정방법에 비하여 간단하나, 측정된 표면 온도는 외부
풍속, 표면습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높은 수준의 진단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의 측정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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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류계법 (KS L ISO 9869)9)
현장에서 비교적 정확한 단열성능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내 온도 및 실내외 온도차의 변화폭이 적을
때, 겨울철과 같이 실내외 온도 차가 충분하여 측정되는 열류량이 높을 때 비교적 정확한 열전도율을 측정할
수 있으나, 외부 풍속이 변화에 따라 실외표면 온도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여름철과 같이 실내외 온도 차가
적어 열류계로 측정할 수 있는 열류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4) 열판법 (LBL-13436)10)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에 의하여 제시된 현장 단열성능 측정방법으로 열류계법과 유사하나 외표면 측에
가열판을 부착하여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현장실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a)

보호열상자법

(b)

적외선 촬영법

Fig. 2

(c)

열류계법

(d)

열판법

건물외피 단열성능 측정

3.2 건물 외피 기밀성능 측정
침기량은 창문이나 문틈, 외벽 등을 통해 침입하는 외기량을 의미하며 측정방법은 Tracer gas를 사용하는
방법과 내외부 압력 차이에서 측정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1) 추적 가스 측정법(Tracer gas dilution method; ISO 12569)11)
실내 공기와 희석혼합이 잘되는 코발트(CO), 이산화탄소(CO2), 일산화질소(N2O), 육불화황(SF6) 등의 가스를
실내에 분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가스농도의 변화 수치를 기초로 실의 환기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추적
가스가 실내에 균일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팬을 이용하여 혼합시켜 주어야 하며, 추적 가스의 실내 농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점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자연상태에서의 환기율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람이나 온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아내기에
는 어려우며 대규모 건물에서의 측정이 힘들다.
2) 가압/ 감압법(Pressurization / Depressurization: KS L ISO 9972)12)
은 팬으로 실내에 임의의 압력을 순차적으로 가하거나 감하여 실내외의 압력 차를 임의상태로 유지한 후
팬의 유량과 건물의 내외부 기압을 동시에 측정하여 환기량을 산정해 개실 이나 구성요소의 기밀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실 시험과 현장측정에 두루 사용된다.

a) 추적 가스 측정법

b) 가압/ 감압법 (현장측정)
Fig. 3

건물 외피 기밀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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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압/ 감압법 (시험실 측정)

4. 결 론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예측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도구로서의 프로그램과 입력값도출을 위한
표준화된 진단방법이 필요하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성능은 에너지소비량 예측을 위한 기본자료로 중요
한 부분이나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진행된 실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실험실 측정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리모델링 관련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과 외피성능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검증 방법의 표준화 정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리모델링 관련 에너지 분석프로그램은 비전문도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계산법을 사용하여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2) 외피의 열관류율 측정은 Heat Flow Meter를 사용하는 방법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Heat Flow Meter를 사용하는 측정법은 하나의 벽체에서도 다른 재료가 교차하는 지점이나 모서리 부위 같은
요소로 인하여 측정지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형열관류율과 점형 열관류율을 포함하는
벽체 전체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프로그
램의 주 입력 방식으로 이용되는 준공 당시의 규정이나 설계도서의 물성값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성능 변화의 추정이 필요하다.
(3) 침기량 측정은 창문의 누기랑 외에도 창문이 설치되는 개구부, 외피의 결함, 배관 등에 의한 침기등의 요인이
발생하므로 개실 규모의 가압/감압 시험을 시행하고, 창호 성능 값 적용 시의 중복계산에 유의하여 측정결과
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에너지 관리의 효율화 및 개보수를 위한 자료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측정방법에 따른 결과 비교를 통해 각 측정방법의 정밀도와 적합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외피 성능측정 방법의 표준과 검증 방법 정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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