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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제공방식 개선
▶ 추가 질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제2015-596호)’의 해당 페이지를 추가 안내
▣ 검토수수료 도입 관련 내용 반영
▶ ’15.3.1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따른 검토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검토절차,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 기존 내용 수정
▶ 기존 책자의 분야별 주요 질의응답 중 일부 변경된 사항 반영
•(일반사항) BTL, BTO, BOT 등 건축 유형에 대한 공공/민간 판단
•(건축부문) 벙커식 건축물 등 지하에 위치한 거실공간의 부위별 외기 직/간접 판단,
차양장치 설치 관련 신규 고시 시행에 따른 기존 판정방법 정정 또는 삭제,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내용 정정, 일부 오류 문구 수정
•(기계부문) 폐열회수설비 설치 비율 산정방법 정정, 중복되는 질의응답 삭제
•(신재생부문) 여러 동의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적용 시 배점 부여
방법 정정
▣ 신규 내용 추가

CONTENTS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규 고시내용 반영 및 분야별 주요 질의응답 추가
•(일반사항)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및 작성 범위, 검토수수료 계산 방법

설계기준 개요
일반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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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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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부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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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차양장치 설치 관련 신규 고시(제2014-957호) 내용,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대상, 외단열 공법 적용 시 절약계획서 작성범위, 창 및 문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개별점포의 의미, 방풍구조, 의무적용 범위
•(기계부문)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 관련 신규 고시(제2015-596호) 내용, 냉각수 순환
펌프의 EPI 인정여부, 난방 및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제어방식에 따른 배점기준
•(전기부문)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관련 신규 고시(제2015-596호) 내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적용 범위, LED 조명등의 고효율 인증제품 설치의무 적용
범위, 조명밀도 계산방법, 고효율변압기 인정 범위, 옥외 주차장의 정의, 옥상
조경등의 옥외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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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일
 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설계기준 개요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공공은 74점 이상)

▣ 제출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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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자체검토 또는
검토요청

검토자 배정
(검토기관 검토요청 시)

   수수료**
납부요청

건축주
(세움터)

허가권자
(세움터)

전문 검토기관*
(협의시스템)

전문 검토기관*
(납부시스템)

건축허가 승인

검토(보완) 후
결과 회신

   수수료**
납부

허가권자
(세움터)

전문 검토기관*
(협의시스템)

건축주
(납부시스템)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15.3.16일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수수료 납부 시행 [별첨 참조]

◎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구분
’15.3.16일 이전

’15.3.16일 이후

공공건물

민간건물
행정기관별로 할당된 기관이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행정기관(허가권자)에서 검토기관 선택]

✽ 단, 교육청 협의 건 중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전담
(국토교통부 지침)
※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설계변경) 협의 건의 경우는 종전의 검토 수행 기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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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시행일 : 2014년 09월 01일)

◎ 법적 근거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신기술·신제품 등의 제도반영(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을 위한 절차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

▶ 타 부처 에너지 효율화 제도 반영(고효율인증제품의 일부 누락된 부분 추가 반영 및 전력기술
관리법의 전력신기술 제품 반영)

◎ 에너지절약계획서 명칭 변경

▶ 에 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확대에 따른 총괄업무 수행 등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

▣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로 분리
구분

법령

▶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강화

명칭

포함 내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일반사항,
의무사항, 권장사항

녹조법 시행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의무사항, 권장사항

ㄱ. 유도등, 주차장 조명기기 LED 조명 설치 의무
ㄴ.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LED 설치비율 배점 기준 강화

’13.9.1 이전

’13.9.1 이후

◎ 설계기준 주요 개정 연혁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5-596호 (시행일 : 2015년 08월 17일)
▶ 공공기관 건축물 기준 강화
ㄱ. 공공기관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상 고효율
냉난방기기 설치 의무
ㄴ. 공공기관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상 원격
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의무(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
▶ 건축 완화기준 인정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삭제
▶ 건축 완화기준에 조경면적 삭제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 (시행일 : 2015년 05월 29일)
▶ 건축물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기준 강화
ㄱ. 공공기관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상 차양
장치 설치 의무
ㄴ. 평균 태양열 취득량 최소화를 위한 일사조절장치 설치 항목 신설
▶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
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시행일 : 2015년 01월 01일)
▶ 건축 완화기준 인정 대상에 제로에너지빌딩 해당 건축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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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 제출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사항
F A Q

▶ 「녹조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 설계기준 제3조3항 :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 제출 예외대상
▶ 「녹조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3호 : 단
 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
 표 1 제17호부터 제26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6호(2015.8.17))

▶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출예외대상

냉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

제출 여부

① 단독주택

관계없음

×

② 동·식물원

관계없음

×

③ 그 밖의 예외대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

500㎡이상

○

○

500㎡미만

×

×

관계없음

×

▣ 연면적 산정방법
▶ 설계기준 제3조2항 : 연면적의 합계 계산
설계기준 제3조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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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도 건축물의 제출 방법
▶ 설계기준 제23조제1항 :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별(주거/비주거)로
제출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 하
 나의 대지 안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는 동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단,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가능
▶ 설계기준 제23조제4항 :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 적용
✽ 연면적의 정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연면적은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한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의 합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
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으로서 건축법 상의 연면적과 상이함
✽ 거실의 정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
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뿐만 아니라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
간 또한 포함한 것으로서 건축법 상의 거실과 상이함

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및 단열조치 여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과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
지절약계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비주거인 근린생활시설은 500㎡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제외대상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열손
실방지조치는 필요합니다.
참고 : 모든 건축물은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가 필요함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설계기준 제3조제2항
※ 해설서 : 60p-63p [제출예외대상] / 83p [설계기준 해설 제1항] / 90p-91p [설계기준 해설 제
3조①항 아래 해설] / 114p-115P [제23조①항 아래 해설]

냉난방설비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중 공장 용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가 설치
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기준 판단방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지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설계기준 제3조제2항
※ 해설서 : 60p-63p [제출예외대상] / 90p-91p [설계기준 제3조①항 아래 해설]

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판정

허가신청 건물의 1층은 근생(400㎡), 동일 건물 2층은 업무시설(2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에 따라 주거 및 비주거로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1층과 2층 모두 비주거 용도이며 총 연면적 합계는 600㎡가 됩니다.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이기 때문에 제출 대상이며, 한 개의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 소형)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②] / 114p [제23조①항 아래해설]

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판정
1층 근생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은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건축허가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제출여부
건축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제외 대상으로 동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인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3조에서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
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
油) 시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보안시설 건축
물이 이에 해당된다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제출대상이 아
닐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별사실 확인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관련조문 : 건축법 제11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해설서 : 59p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제출자] / 74p-76p [건축법제11조제5항제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에 따라 주거, 비주거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②] / 114p[제23조①항 아래해설]

바닥면적 500㎡ 미만의 개별동의 제출여부
1동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이 494㎡이고 2동은 운동장 옆에 위치한 냉난방이
필요치 않는 화장실로 면적이 20.4㎡인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시설로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은 1동(연면적 500㎡미만)뿐인 경우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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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냉난방면적으로 연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두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제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동(근린)과 2동(화장실)의
합산 연면적이 514.4㎡로, 500㎡이상이므로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2개 동 모두 의무사항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설계기준 제4조제5호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⑥, ⑦] / 103p [설계기준 해설 제4호, 제5호]

0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일부 적용제외 관련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65점(공공 74점) 기준 적용제외(일반사항 및 의무사항만 제출)
▶ 설계기준 제4조제2호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 또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단, 공공기관 제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 증 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별동 증축 및

단지 내 부속용도 및 근린생활시설의 제출여부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를 각각 분리하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각각이 500㎡를 넘는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 해설서 : 64p-65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②, ⑧]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득한 500㎡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위의 연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4조 제6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녹 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설계기준 제4조제6호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③] / 103p-104p [설계기준 해설 제4호, 제6호]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고 2,000㎡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공간의 연면적으로
제출여부 판정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적용제외(일반사항만 제출)
▶ 설계기준 제4조제6호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제출(해당부위만 제출)
▶ 설계기준 제4조제7호 :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제출 가능
✽단
 , ʼ13.10.01 이후 연면적의 합계 500㎡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제출여부 판단

친환경주택평가를 받은 건축물의 제출여부

냉난방설비가 설치된 공장의 제출여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건축법 상 용도가 공장이고 연면적 합계가 1,500㎡이며, 공장 안에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약 600㎡정도 구획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및 적용 범위
건축법 상 공장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8호로 제출 예외대상 용도에 포함되나, 냉난방
공간(사무실 600㎡정도)이 500㎡이상이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3항
※ 해설서 : 60p-63p [제출예외대상] / 90p-91p [설계기준 해설 제1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나, 친환경주택
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평가결과 제출 필요), 에너지성능지표를 65점 이상 획득한 것
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제4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신축건물인 경우는
위와 동일한 경우에 성능지표 부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2호
※ 해설서 : 100p [설계기준 해설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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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제외 대상

열손실 변동이 없는 변경의 의미

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른 “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증
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
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③] / 103p-104p [설계기준 해설 제4
호, 제6호]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냉난방공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복도의 증축, 칸막이벽의 변경, 외부 계단실의 증축 등을 말하며, 근거서류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로서 해당 도면 간의 단열선 비교 시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건축주 또는
설계자의 날인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 제2조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더라도 열손실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6호
※ 해설서 : 83p-84p [설계기준 해설 제2항] / 104p [설계기준 해설 제6호]

증축에 따른 제출대상
기존 3층 건물에 4층 수직증축을 400㎡하고 별동으로 300㎡ 증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증축에 따른 허가신청 면적이 700㎡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에서 증
축되는 4층의 경우는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별동 증축의 경우는 제4조제4호에 따른 제15조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제4조제5호에 따라 허가신
청 연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이면서 별동이 5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및 설계기준 제4조제5호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③, ⑦] / 103p [설계기준 해설 제4호,
제5호]

03.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대책 적용제외 관련
▶ 설계기준 제2조제2항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의 경우(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 제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① 창고, 차고, 기계실
②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③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② 용 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복합건축물의 제출 방법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의 열손실방지조치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2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허가신청 총 연면적의 합계가 900㎡로서, 총 2,0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동 연면적
500㎡미만인 A동과 B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500㎡이상인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
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②, ⑦] / 103p [설계기준 해설 제5호]
/ 114p [제23조①항 아래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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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 500㎡미만의 용도변경 시 단열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물에 설
치된 단열재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열손실 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 해설서 : 83p-84p [설계기준 해설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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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기존 창고(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 설치 없음) 600㎡에 대하여 외벽을 변경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해당 건축물은 600㎡의 용도변경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
의 조치 예외대상에서 조치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설계기준 제4조제4호
※ 해설서 : 83p-84p [설계기준 해설 제2항] / 103p [설계기준 해설 제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
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경우 해당 공간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만 적재해 놓는 경우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지만 물류창고 내에서 사람들이
집무 및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거실로 판단하여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 해설서 : 90p [첫 번째 해설]

냉동, 냉장 창고의 단열조치여부

냉동, 냉장 창고의 경우 단열조치 준수 여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의 열손실방지조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열손실 방지조치
여부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열손
실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 해설서 : 83p [설계기준 해설 제1항]

가설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제출여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열손실 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건
축하거나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손실 방지조치 뿐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건축법 제11조제5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설계기준 제2조제1항
※ 해설서 : 59p [1)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제출자] / 83p [설계기준 해설 제1항]
/74p~75p [제11조제5항제1호]

물류창고의 단열조치여부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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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
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설비의 경우 거실을 위한 냉·난방 설비가 아니므로
단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 해설서 : 90p [첫 번째 해설]

행거도어가 있는 공장의 단열조치여부
공장용도이면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거도어를 설치하여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거도어 없이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
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열손실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으나, 행거
도어가 설치된 경우는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 열손실 방지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 ※ 해설서 : 90p [첫 번째 해설]

04. 기타 빈도 높은 질의 관련

설계변경 시 개정된 기준 적용여부
종전규정(제2013-587호 이전)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
※ 해설서 : 117p [두 번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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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부결의 경우 설계기준 적용 시점
부칙 조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건축허가는 신청되었으나 건축심의 결과 재심의 결과 부결 통
보를 받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
지 여부
건축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 부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이 종료됨을 의미하오니 이
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2호
※ 해설서 : 117p [두 번째 해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주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의 판정에 대한 주체

제출대상 여부는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해설서 : 59p [제출대상 표 아래 ※]

BTL의 에너지성능지표 허가기준

REVISION

공공기관의 건축물(학교, 군부대 등 포함)들도 BTL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의 에너지성능지표 허가기준
 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 BTL(Build-Transfer-Lease) : 민
투자사업 방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공공/민간 구분은 건축물의 소유·운영 권한의 주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BTL사업을 비롯한 BTO, BOT, 리츠임대사업 모두 공공으로 분류되어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작성방법],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 해설서 : 107p [첫 번째 해설]

제출대상 연면적에 따른 EPI 용도 선택
비주거 건축물 전체 연면적은 3,000㎡이상이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일 경우, 용도 선택 방법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이므로, ‘비주거 소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해설서 : 59p [개정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시공 중 창호 변경에 따른 계획서 제출여부
건축주가 시공 중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르게 창호 면적 축소 및 창호 종류 변경(에너지성능지표성
적과 단열기준에 적합한 창호로 변경)을 진행하였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
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 사항이 건축
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4조제2항
※ 해설서 : 115p [제24조②항 아래 해설]

비주거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 절약계획서 작성 방법

NEW

비주거용도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반드시 동 별로 제출해
야 하는지 여부
작성 편의상 또는 에너지소비특성의 유사성(용도나 단열 성능, 설치되는 설비 등) 등을 고려하여 적
절히 묶어서 제출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 해설서 : 64p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⑥] /115p [제23조④항 아래 해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단(수직 및 수평증축)

NEW

건축물의 수직 및 수평증축 연면적이 약 2,500㎡(기존 건축물의 약 30% 수준)로 계획할 경우 증축
연면적이 2,000㎡를 넘지만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50을 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만 적용
하면 되는지 여부
증축부분이 별동증축이 아닌 수평 및 수직 증축이며, 2,000㎡를 넘지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
분의50을 넘지 않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 해설서 : 64p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③ /103p [설계기준 해설 제4호]

수수료 도입 이전 검토 건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NEW

2015.3.16일 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변경의 경우 검토수
수료 적용 및 검토기관 선정에 관한 질의

18 | 19

2015.3.16일 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며, 종전에 검토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재의뢰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계산

NEW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2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를 신축할 경우
수수료 산정방법
100㎡인 비주거 A동과 200㎡인 비주거 B동은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묶어도 개별동 연면적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할 수 있고, 500㎡
이상인 비주거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전체(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해야 합
니다. 따라서 비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2개를 작성해야 하는 위 경우의 수수료는
‘317,000원 X (1 + 1X0.1 + 1X0.2) = 412,100원’에서 백원단위 절사한 412,0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453,200원이 됩니다.

한옥 등 특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NEW

한옥 등 건축물 특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한옥 건축물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4일 시행)’ 제19조에 의
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준 제4조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의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3호
※ 해설서 : 101p [설계기준 해설 제3호]

열손실 변동이 있는 기재사항 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작성범위

NEW

열손실 변동이 있는 기재사항 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범위 산정 방법

기재사항 변경 또는 용도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부위에 열손실
변동이 생긴다면, 해당 허가 신청 면적 전체가 작성범위에 해당되며, 현 기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 2항, 설계기준 제3조 2항 3호, 설계기준 제4조제6호
※ 해설서 : 64p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③], 83p [설계기준 해설 제1항] /
95p [설계기준 해설 제3호] / 103p [설계기준 해설 제4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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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AGENCY

◎ 건축부문 의무사항
관련기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
F A Q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채택 미채택

근거

확인
(허가권자 기재)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6호(2015.8.17)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외
 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9호
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펜트하우스 최상층 거실
펜트하우스가 최상층에 설치되어 펜트하우스 상부에 최상층의 지붕이 형성되고 펜트하우스 하부세
대에도 지붕이 형성되는 경우 단열기준 적용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을 정
의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와 하부세대(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와 맞닿아 있는 경우
에는 맞닿아 있는 부위에 층간 단열조치를 해야 하고, 펜트하우스 상부에는 최상층 단열조치를 해
야 합니다. 반면 펜트하우스와 하부세대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부세대의 천정 부위에 최
상층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마목,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
※ 해설서 : 126p [첫 번째 해설, 두 번째 해설] /144p [첫 번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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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직/간접에 대한 판단

REVISION

1.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지 여부
2. 지하로 돌출된 지하 1층의 거실이 상부 토양에 약 1m 묻혔을 경우 지붕면과 지중벽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3. 아파트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이 수동 닫힘 기능이 있는 경우, 실외기실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
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1. 토양이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2. 지붕면은 외기에 직접, 지중벽면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3. 그릴이 완전밀폐가 가능하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
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상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인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바목, 사목
※ 해설서 : 126p [세 번째 해설] /127p [첫 번째 해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
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바목 ※ 해설서 : 126p [세 번째 해설]

벙커식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외기 직/간접 판단

REVISION

건물의 최상층 지붕의 단열기준을 적용할 때 건물이 지하층만 존재하는 건물이며, 건물의 지붕 슬래
브 상부에 일정 토심이 있고 조경이 있는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은 지하층만 존재하는 경우 이기는 하나, 현 설계기준에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인정 할 수 있는 일정 토심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최상층 지붕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
우로 봐야 합니다. ⇒ 관련조문 : 건축의무 1-제5조제9호 바목, 사목
※ 해설서 : 126p [세 번째 해설] /127p [첫 번째 해설]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닿는 최하층 바닥
옥상녹화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외기 직/간접 판단
지하1~2층 근린생활시설(근생 냉난방 적용), 지하1층~6층 주차장 설치(램프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시 지하주차장과 면하는 근생 및 코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하 램프식 주차장은 외기가 통하므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바목, 사목
※ 해설서 : 126p [세 번째 해설] /127p [첫 번째 해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첨부도면의 기둥부
위를 A안의 결로 방지용 단열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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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에 조경을 위한 조경토가 800~1,100mm 정도로 덮여져 있을 경우 그 부위를 토양에 면한
부위로 보아 외기에 간접 면하는 조건으로 설계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합니다. 제5조제9호사목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는 지중을 뜻하는 것으로 최상층 조경
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사목
※ 해설서 : 127p [첫 번째 해설]

계단실에 닿는 외벽 단열 방법
1층 출입문 및 계단실 창이 별표1_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5층에
서 세대와 계단실이 맞닿는 부분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적합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외벽 단열재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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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출입문 및 계단실 창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1층 출입문과 계단실 창은 외기차단만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세대와 계단실이 맞닿는
부분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단열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사목,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
※ 해설서 : 126p [세 번째 해설] /127p [첫 번째 해설] /128-129p [해설] /144p-146p [그림 및 해설]

입면적 산출 기준

입면적 산출 시 기준선이 외벽마감 끝선인지, 외벽 중심선인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면 됩니다.
⇒ 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파목
※ 해설서 : 141p [첫 번째 해설]

경사지형의 입면적 계산방법
대지가 경사지형으로 입면이 경사지게 드러나 있는 경우, 입면적 계산 시 적용 방법과 경사진 대지
레벨 따라 2m를 초과하여 지하측으로 위치한 외벽부위에 대한 단열조치 여부
1. 경사지형의 입면적 계산은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적합한 단열재 적
용 부위)와 외기에 간접 면한 벽체(토양에 면한 부위,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에 적합한 단열재
적용 부위)를 구분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2. 건축물의 바닥으로부터 수평거리가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
하고 하계표면 결로방지 조치를 한 지하측 외벽부위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가목1
※ 해설서 : 144p-145p [그림 및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1호가목1)에 따라서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2m를 초과한 벽과 최하층 바닥)에 하계 표면결로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열손
실 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가목1
※ 해설서 : 144p-145p [그림 및 해설]

지하층 바닥의 단열 조치 예외 사항
운동시설 중 지하층에 있는 수영장의 최하층 바닥부분을 지면에 접한 부위로부터 10미터 이내 부
위까지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였는데 옳은지 여부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가목2
※ 해설서 : 145p [두 번째 그림]

비난방공간 외피의 단열조치
외단열 공법을 채택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비공조실이 거실과 맞닿
는 부위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고 비공조실이 외기와 닿는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거
실의 외벽 열관류율 산정방법
외벽 열관류율 산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조치가 되어있는 부위)
로 진행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2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가목3
※ 해설서 : 144p [첫 번째 해설] /146p [그림]

2m를 초과한 지하부위의 단열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
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항을 충족하면서 지하
층이 지표면 아래 4m까지 내려간 경우, 지표면 아래 2미터 이내의 부분인 벽만 단열조치를 하고
2m를 초과한 벽과 최하층 바닥은 안 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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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에 준하는 단열 조치에 따른 예외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거실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
표1에 준하여 단열 조치한다는 것은 적용1을 말하는 것인지 적용2를 말하는 것인지 판단

인정가능한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에서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단열재만
가지고 시험하여 발급된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열재만 시험한 열관류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로 시험한 열관류율값
만 인정하는데, 이는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
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
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2
※ 해설서 : 147p [첫 번째 해설] / 148p [제6조제1호다목3단 아래 해설]

창의 열관류율을 역산하여 계산에 활용
창의 열관류율값을 시험성적서의 값이 아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의 값으로 적용하
여 역산으로 제시하면 창+단열재의 구성으로 열관류율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2에 해당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가목3
※ 해설서 : 144p [첫 번째 해설] / 146p [그림]

별표1에 준하는 단열 조치에 따른 예외사항
1.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적용하고, 외벽(복도, 계단실 포함), 지붕, 바닥을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적합하게 단열 조치할 경우 복도나 계단실 내부에는 따로 단열을 안 해도 되
는지 여부
2. 복도부문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프로젝트 창인 경우, 공동주택의 거실과 접하지 않은 부문인데
도 외기에 직접 면한 창에 대한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비난방공간(복도나 계단실 등)의 외피를 외기에 직접 면
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 하는 경우, 비난방공간과 거실(난방공간)이 맞닿는 부위(외기에 간접 면
하는 부위)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복도부문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프로젝트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의 단열기준을 준
수하지 못한다면 거실(난방공간)과 비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가목3
※ 해설서 : 144p [첫 번째 해설] / 144p [그림 및 해설] / 146p [그림]

창 열관류율(성적서, 별표4 기준 모두 해당)의 역수를 저항 값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단, 창+단열재의 전체 구성체에 대해서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 시험을 적용
한 성적서를 보유하고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에 만족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2
※ 해설서 : 147p [첫 번째 해설] / 148p [제6조제1호다목3단 아래 해설]

그릴창
공조실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그릴형태의 창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그릴
형태 창을 외벽으로 보는지 창으로 보는지 판단
개폐가 가능한 그릴형태 창은 창으로 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4
※ 해설서 : 151p-152P [첫 번째 해설]

조망이 되지 않는 창
콘크리트 벽체에 밀착하여 창을 설치하는 경우(창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일반창과 동일한
성능의 유리와 프레임을 사용) 에너지절약계획서상 벽체가 아닌 창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실내에서 조망이 되지 않는 등 창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부문은 외벽으로 간주하며 외벽 부위의 단
열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3
※ 해설서 : 144p [첫 번째 해설] / 147p [첫 번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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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층의 열저항 적용
바닥 열관류율 산정 시 공기층이 비연속이라면 [별표6]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
항의 값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기층이 특정 구성 재료(콘크리트, 단열재, 패널 등)에 의하여 일정 두께가 완전히 확보된다면 중
공층의 열저항값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층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공기의 유동이 가
능하다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3
※ 해설서 : 133p-139P [첫 번째 해설] / 147p [첫 번째 해설] / 148P [제6조제1호다목3단 아래 해설]

단열셔터 단열성능 증명방법
장비반입을 위한 개구부가 단열셔터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문으로 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단열성능 증명방법
통행이 가능한 단열셔터는 문으로 판단하고 단열이 필요한 부위일 경우 단열성능을 확보하여야 합
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4
※ 해설서 : 144p [첫 번째 해설] / 151p-152P [첫 번째 해설]

경사지붕 건축물의 적용기준
1. 건축물의 형태가 지붕이 없이 뾰족한 형태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의 지붕에 해당하는 배점
처리방법
2. 외벽이 경사구조로 되어있으며 해당 부위에 천창이 계획되는 경우, 열관류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1. 최상층 부위의 배점 산정을 위한 대상부위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구분하
고 있으므로 지붕이 아닌 반자 부분도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2. 외벽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 이하인 경우는 지붕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부위가 지붕으로
인정받는 부위라면 지붕의 평균열관류율 산정 시 천창 부분은 제외되나, 해당 천창 부분은 [별표
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서 창의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마목,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 해설서 : 126p [두 번째 해설] / 133p-139P [첫 번째 해설] / 156p [첫 번째 해설]

열전도율에 따른 단열재 등급
설치 예정인 단열재의 성적서에 표기된 열전도율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참고사항 테이블의 등급기준 열전도율값 보다 낮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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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등급분류의 기준은 “열전도율”입니다. 따라서,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값이 0.034W/mK 이하인 경우 가등급에 속하고, 0.035~0.040인 경
우 나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별표2에서 단열재 종류를 등급으로 예시한 것은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
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참고자료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3), 제6조제1호라목
※ 해설서 : 153p [첫 번째 해설]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창 및 문 부위의 기준은 거실
부위 전체 창 및 문의 평균열관류율 값으로 만족시키면 되는지 여부
거실부위 전체 창 및 문에 대한 평균열관류율 값이 아닌 각 부위 별로 해당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4
※ 해설서 : 142p [첫 번째 해설] / 151p-152p [첫 번째 해설]

창의 구성 형태에 따른 별표4 열관류율 적용
1. 외부 5mm투명유리 + 내부 3mm투명유리로 된 이중창의 열관류율 값을 복층창으로 적용 가능
한지 여부
2. 이중창 플라스틱창 중 복층유리(16mm 또는 24mm) + 단층유리(5mm 또는 6mm)로 시공 되었
을 시 별표4에 나오는 삼중창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별표4의 사중창 로이유리(하드코팅)의 의미는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 + [복층창-일반유
리]을 의미하는 것인지,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 +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을 의미하
는 것인지 판단
4. 이중창 중에서 각기 다른 재질의 이중창(외측: 열교차단재미적용 금속창, 내측: 플라스틱창)일
경우 [별표4]에서 열관류율값 적용방법
1. 단창 + 단창은 복층창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별표4의 열관류율값 활용 시 공기층은 가장
불리한 6mm만을 인정합니다.
2. 삼중창이며 공기층은 6mm로 적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3. 복층창 + 복층창은 사중창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이코팅은 하나의 복층창에만 적용해
도 사중창 로이코팅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4. 공기층 두께 6mm, 금속재, 열교차단재 미적용의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4
※ 해설서 : 142p [첫 번째 해설] / 151p-152p [첫 번째 해설]

창 및 커튼월의 시험성적서
보통 창이나 커튼월의 열관류율값 근거 제출 시 유리와 창틀이 붙어있는 샘플로 성적서를 제출하
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리 성적서, 창틀 성적서 각각의 열관류율값으로 전체 창 열관류율을 구하는
것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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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278에 따라 유리 및 프레임을 함께 시험한 성적서의 열관류율값을 인정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4)-커튼월
※ 해설서 : 147p [첫 번째 해설] / 151p-152p [첫 번째 해설]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층간바닥 열관류율
4층 건물에서 1~3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4층의 용도는 냉난방을 하는 근생일 경우, 비주거인 근생
의 바닥 열관류율 값의 적용방법

커튼월 외벽의 열관류율 적용 방법
커튼월 건물로 설계중이며 외벽에 12mm유리를 접합설계하여 12mm 유리까지 열관류율 계산에 포
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유리의 열전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하는지 판단
커튼월 구조의 스팬드럴 부위와 같이 실외 조망이 안 되는 경우는 외벽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외벽
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벽에 유리를 접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벽으로 보며, 이
때 유리를 포함한 열관류율 인정방법은 전체 구성재료(유리 포함)에 대한 열관류율 시험을 통해서
만 가능합니다. 시험이 불가능하다면 유리를 제외한 구조체만으로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
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다목4)-커튼월
※ 해설서 : 147p [첫 번째 해설] / 151p-152p [첫 번째 해설]

구성 재료의 열전도율 인정

건축물의 구성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 값이 없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열전도율 값이 없는 재료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KOLAS 마크가
있는 성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적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재료
로 열관류율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6조제1호라목
※ 해설서 : 148P [제6조제1호다목3) 아래 해설]

이웃세대에 면한 내벽 열관류율

이웃세대에 면한 내벽의 열관류율 계산방법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부위는 열관류율 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 해설서 : 126p [첫 번째 해설, 두 번째 해설] / 133p [첫 번째 해설]

아트리움 천창의 평균열관류율 포함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지붕은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
지 않는데, 건축물에 아트리움이 천장까지 뚫려있을 경우 아트리움도 이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투명 외피부위”란 색깔이 안 들어간 유리만 해당되는지 여부
1. 아트리움에 설치되는 천창도 지붕 열관류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당 천창 부분은 [별표1]의 부위
별 열관류율에서 창의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2. 투명 외피부위란 개폐의 유무, 색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연채광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투명한 부
위를 포함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 해설서 : 133p-139p [첫 번째 해설]

바닥난방의 열저항값 인정범위
건축 의무사항 3번(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과 관련하여 바닥난방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에 따른 열저항값 계산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가목에서는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
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
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
(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 이외의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열저항값 계산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3-제6조제3호가목, 열저항값 계산
※ 해설서 : 157p-158p [첫 번째 해설]
▣ 바닥난방시 온수배관 하부부터 슬라브 상단까지 재료에 요구되는 열저항 합

공조공간과 공조공간이 맞닿는 세대간벽의 경우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 해설서 : 133p [첫 번째 해설] / 139p [□공동주택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방법]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외기직접

3.04 이상

2.50 이상

2.12 이상

외기간접

2.00 이상

1.75 이상

1.49 이상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최하층의 거실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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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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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층간바닥 단열조치

◎ 건축부문 성능사항
관련기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비주거 1~3층, 바닥난방을 하는 주거 4~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
와 비주거가 맞닿아 있는 4층 바닥부위의 단열조치 방법

기본배점 (a)
비주거
항              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비주거 용도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
주거 용도와 주거 용도가 맞닿은 부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바닥난방 단열기준으로 설계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3-제6조제1호바목, 복합 건축물 층간바닥 단열
※ 해설서 : 156p [두 번째 해설] / 157p-158p [첫 번째 해설]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5-제6조제4호라목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외기직접 창의 기밀성 등급 의무적용 대상
건
축
부
문

ASTM 방식의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커튼월
의 경우 KS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ASTM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KS 기준
은 압력차 10, 30, 50, 100Pa, ASTM기준은 압력차 300Pa로 더 강화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KOLAS 인증기관에서 ASTM 방식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인정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창 및 문의 기밀성은 KS F 2292규정에 의한 기밀성 등급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6-제5조제9호자목
※ 해설서 : 130p [두 번째 해설] / 174p [건축의무⑥] / 175p [건축성능⑤]

4. 제
 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5.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6.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7. 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8. 냉 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
제9호러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9. 냉 방 부 하 저 감 을 위 한 제 5 조
제9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10.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11.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
에 방풍실 설치
12. 대 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13.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에 300m2이내 마다
공
2m2 이상의 채광용
동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주
2층 이하 제외), 조명
택
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14.지 하 주 차 장 설 치 되 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7

5

8

6

8

6

1점

주택
2

34

31

방풍구조 적용예외 조항에서 ‘바닥면적 3백㎡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서 바닥면적 3백㎡의 면적은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

건축부문 의무사항 6번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에 대하여 기밀성능 5등급 이하로 설치하도록 의
무화한 항목입니다. 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6-제5조제9호자목, 제6조제4호바목
※ 해설서 : 130p [두 번째 해설] / 159p [두 번째 해설]

주택
1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개별점포의 면적 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6번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소형
대형
(500~
(3,000㎡
3,000㎡
이상)
미만)

21

배점 (b)
주거

28

8

6

중부

0.470미만

남부

0.580미만

제주

0.700미만

중부

0.350미만

남부

0.440미만

제주

0.550미만

중부

0.110미만

남부

0.140미만

제주

0.170미만

중부

0.120미만

남부

0.140미만

제주

0.160미만

0.9점

0.8점

0.7점

0.6점

0.470~
0.640미만
0.580~
0.770미만
0.700~
0.940미만
0.350~
0.420미만
0.440~
0.520미만
0.550~
0.680미만
0.110~
0.120미만
0.140~
0.160미만
0.170~
0.190미만
0.120~
0.160미만
0.140~
0.180미만
0.160~
0.210미만

0.640~
0.820미만
0.770~
0.970미만
0.940~
1.200미만
0.420~
0.500미만
0.520~
0.600미만
0.680~
0.810미만
0.120~
0.140미만
0.160~
0.180미만
0.190~
0.220미만
0.160~
0.200미만
0.180~
0.230미만
0.210~
0.260미만

0820~
1.000미만
0.970~
1.170미만
1.200~
1.460미만
0.500~
0.580미만
0.600~
0.680미만
0.810~
0.940미만
0.140~
0.160미만
0.180~
0.200미만
0.220~
0.250미만
0.200~
0.240미만
0.230~
0.280미만
0.260~
0.310미만

1.000~
1.180미만
1.170~
1.370미만
1.460~
1.720미만
0.580~
0.660미만
0.680~
0.770미만
0.940~
1.070미만
0.160~
0.180미만
0.200~
0.220미만
0.250~
0.280미만
0.240~
0.290미만
0.280~
0.340미만
0.310~
0.380미만

4

6

6

6

70％이상

60％~
70％미만

50％~
60％미만

40％~
50％미만

30%~
40％미만

5

6

6

6

1등급
(1㎥/h㎡미만)

2등급
(1~2 ㎥/
h㎡미만)

3등급
(2~3 ㎥/
h㎡미만)

4등급
(3~4 ㎥/
h㎡미만)

5등급
(4~5㎥/
h㎡미만)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4

2

2

2

80％이상

60％~
80％미만

40％~
60％미만

20％~
40％미만

평점
(a*b)

근거

10％~
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14W/㎡
미만

3

3

-

-

1

1

-

-

1

1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적용 여부
적용 여부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

-

1

1

-

-

1

1

적용 여부

-

-

2

2

-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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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드럴 부위의 판정
커튼월 구조 건축물에서 스팬드럴 부위를 벽으로 보는지 창으로 보는지 판단
(전체 구성은 외부 : 유리마감, 내부 : 콘크리트 골조)
커튼월 구조에서 창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스팬드럴 부위는 벽체로 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 해설서 : 147p [첫 번째 해설]

단열조치 예외부분의 열관류율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조치 예외부분과 관련하여, 평균열관류율 산출 시 단열조치 예외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의 열관류율은 별지 제
1호 서식 주3)에 따라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합
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3,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 해설서 : 133p-139p [첫 번째 해설]

단열조치 예외구간의 평균열관류율 계산
단열조치 예외부분으로서 지면에서 초과 2m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 및 지하층 거실 바닥의
형별성능 내역서 작성요령과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적용여부
단열조치 예외부분을 포함하여 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할 경우 형별성능 내역서 및 평균열관류율 계
산서에 해당 부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3,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 해설서 : 133p-139p [첫 번째 해설]

1. 지하 지상에 관계없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여 단열이 적용된 외벽은 전체 외벽 면적
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여 단열선에 끊김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시공
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 외단열 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외기에 면하는 중정공간도 창 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 해설서 : 131p [첫 번째 해설]

외단열과 내단열 동시 적용 시 인정방법
단열재 설치두께가 두꺼워서 구조체를 기준으로 양쪽(내, 외부)에 나누어서 설치를 계획 중인데 외
단열과 내단열을 동시에 할 때 외단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단열”이라 함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부위의 기준 성능만큼
단열재가 구조체 외측에 설치되어야 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하는 구조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측과 나눠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단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
에서 말한 외단열 인정구조를 만족함과 동시에 외측의 단열재만으로 두께기준 이상을 만족시키거
나 내측 단열재를 제외한 상태에서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 해설서 : 131p [첫 번째 해설]

외단열 인정 여부
일반 철골구조에 구조체 외부로 단열재를 설치(우레탄폼 판넬, 그라스울판넬, eps(발포폴리스티렌)
판넬 등을 외장으로 시공)하면 외단열 배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열재 두께 기준을 만족하거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단열을 시공하는 등 단열재의 불연속점이 없도록 하여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 해설서 : 131p [첫 번째 해설]

라멘구조 건축물의 외단열
외단열 적용 범위
1. 외단열 공법에서 창면적비 및 외단열 비율 산출 시 전체 외벽면적은 토양에 묻히는 부분도 포함
한 것인지 혹은 외기에 직접 노출된 외피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2. 외단열 판정에서 공조실(비난방공간)과 만나는 벽체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구조이며 해당벽체의
구조체 밖으로 단열재가 구성될 경우 외단열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위가 뚫린 중정공간(외기에 면함)이 있을 때 중정유리면도 창으로 보고 창면적비 구할 때 창면적
비에 넣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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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식 건물에서 슬래브 단부에 단열재를 끊김 없이 설치할 경우에 외단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측에 위치한 단열재만으로 단열재 두께 기준을 만족하거나 전체 열관류율값이 부위별 기준 열관
류율을 만족해야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단열을 시공하는 등 단열재의 불연속점이 없도록 하여 열
교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라멘구조의 건축물은 슬래브 단부를 포함하여 단열재
가 끊김 없이 설치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 해설서 : 131p [첫 번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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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범위
1.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와 관련하여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과 문도
기밀성등급(KOLAS 성적서)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창과 문의 기밀성 등급이 다를 경우 기밀성 통기량 산정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바목에서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창에 대해 기
밀성 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제4호에서는 외기 직면, 간면과는 관계없이 거실부위
의 창 및 문에 대해 기밀성 창 및 기밀성 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성능
지표 6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과 문도 KS F 2292 시험방법
에 따른 기밀성 등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통기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배점 0점 적용)
2. 기밀성(통기량)이 다른 창 및 문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배점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 해설서 : 130p [두 번째 해설] / 170p[주4)] / 175p [건축성능⑤]

외주부 바닥면적 및 개폐되는 창 면적 계산방법
1. 개폐되는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 이상 적용여부 계산 시, 외벽에 접한 모든 부위
(코어, 복도, 홀 등 비냉난방 공간)를 외주부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에 창이 있을 경우 개폐되는 창 부위 면적을 발코니 창 면적(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와 실내사이의 창 면적(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으
로 계산하는지 여부
1. 외주부 바닥면적은 거실의 부위(코어, 복도, 홀 등 비냉난방 공간은 해당 없음) 중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 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부위까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2.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부터 외주부를 산정하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면한 발코니 창의 개폐면적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 해설서 : 166p [첫 번째 해설, 두 번째 해설] / 176P [건축성능⑥]

기밀성 창 및 문의 근거서류 제출범위
커튼월을 채광용 천창으로 인정가능 여부
커튼월의 픽스창, 근생부위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으로 출입하는 폴딩도어 등이 설계된 경우 기
밀성 등급 계산 시 시험성적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부위가 거실인 경우에는 픽스창, 근생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 폴딩도어 등 모든 창 및 문을
포함하여 전체 기밀성능 배점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밀성 근거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창 및 문의 기밀성능 배점을 0점으로 산정하여 면적가중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 해설서 : 130p [두 번째 해설] / 170p[주4)] / 175p [건축성능⑤]

기밀성 등급 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에서는 기밀성 수치가 1㎥/h㎡미만, 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나와 있
는 1등급에 해당하는 기밀성능을 가져도 “2등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등급을 기준으로
근거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지 판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는 열관류율 및 기밀성 통기량을 종합하여 등급을 산정하며, 에너지절
약설계기준은 기밀성 통기량만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축성능지표 5번 항목에서는 기밀
성 통기량 값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5
※ 해설서 : 130p [두 번째 해설] / 170p[주4)] / 175p [건축성능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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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건축6번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수영장에 자연채광이 가능한 커튼월
창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설치하는 채광용 천창과 같은 기능으로서 배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위 등 조망 및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유리면적이 수영장 바닥
면적의 1/5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 해설서 : 166p [첫 번째 해설] / 176P [건축성능⑥]

개폐 가능한 창면적 계산방법
개폐 가능한 창면적 계산방법
1. 여닫이창 및 미서기창의 경우
2. 프로젝트창의 경우(Tilt기능으로 일부 열리는 형태)
1. 여닫이창이나 미서기창의 경우 개폐되는 면적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연창의 개폐 가능한 유효면적 산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제1항제2호에
관련 [별표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참고 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 해설서 : 166p [두 번째 해설] / 176P [건축성능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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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거실 투광부 면적 대비 차양장치 적용 기준

남향 및 서향의 거실 투광부 면적 대비 차양장치 설치 비율 산정 시, 차양장치 설치대상이 기준층
까지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저층부(로비, 공공시설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판단
차양장치 설치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남향 및 서향에 위치한 거실 투광부 전체에 해당되므로 저층
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제2014-957호, 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60p-162p [첫 번째 해설] / 164p [첫 번째 해설] / 165p [첫 번째 해설]

구조체 일부가 일사유입 차단 시 차양인정

REVISION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열관류율의 계산법] 주4)에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의 5)
에 해당하는 문(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대상이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 가능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5-제5조제9호자목, 제6조제1호가목,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열
관류율의 계산법] 주4) ※ 해설서 : 143p [제6조제1호가목아래해설] / 170p [주4]

NEW

차양장치 설치시 남향 및 서향의 범위

건축부문 8번 항목의 남향 및 서향이라는 것이 남향, 서향, 남서향, 북서향, 남동향을 모두 포함해
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내 그림과 같이 정남, 정서 방향으로부터 22.5도 벗어난 범
위까지가 남향 및 서향의 범위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설계기준 제
6조제5호 [제2014-957호, 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60p-162p [첫 번째 해설]

1. 저층부에 건물과 분리된 구조물(길이:10m 높이:5m)로 인하여 1층 창으로 일사유입을 일부 차단
하는 경우, 이 구조물도 일종의 차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발코니, 차양의 목적으로 추가 돌출시킨 구조물, 전통건축물의 처마 부위를 외부차양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차양장치에 대한 정의는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됩니다. 1번 질의에 해당하는 분리 구조물과 2번 질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 모두 차양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제2014-957호, 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42p [두 번째 해설]

가동형 차양장치 관련

NEW

지하주차장 레벨 차에 의한 측창 인정여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2㎡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형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한면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상에 노출된 벽면의 창을 조명전력량 감소를 위한 측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레벨차이로 인하여 한쪽 면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된 측창이 천창 높
이만큼 위쪽으로 설치되고 측창을 통해 빛을 투과해줄 수 있다면 해당항목 채택이 가능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3 ※ 해설서 : 177p [건축성능⑬]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대상의 기밀계획

NEW

열손실방지 조치 제외대상 문(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의 경우
기밀성을 보유한 문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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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동형 차양장치에서 수동으로 차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는지 여부
2. 4 TRACK 창에서 외창과 내창 사이에 블라인드 차양이 있는 경우와 2 TRACK 창에서 유리와 유
리사이의 공기층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두 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된 차양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1. 수동차양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가동형 차양장치로 인정합니다.
2. 두 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설치된 차양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설계기준 제5조제9호더목, 설계기준 제6조제5호
[제2014-957호, 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60p-162p [첫 번째 해설]

수직, 수평, 가동형 차양장치 관련

NEW

수직 및 수평 고정형 차양의 돌출길이 산정 시 길이 산정의 원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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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및 수평 고정 차양의 돌출길이 산정 기준은 중심선 기준입니다.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인정 형태(단면)

500㎡ 이상인 주거부분만 제출대상이기는 하나 외단열 공법을 채택함에 따라 단열선의 끊김이 없
음이 확인되어야하므로 공용부위(출입문, 계단실 등)를 포함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벽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차목
※ 해설서 : 131p [첫 번째 해설] / 133p-139p [첫 번째 해설]

창 및 문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인정 범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라 시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픽스창 시험
성적서(KS F2278 기준 적용, KOLAS 인정마크 표시)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창 또는 문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설계기준 제5조제9호더목, 설계기준 제6조제5호
[제2014-957호, 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60p-162p [첫 번째 해설]

차양장치 설치 시 태양열 취득률 계산방법

NEW

1. 외부 수직차양과 내부 롤블라인드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태양열 취득률 계산방법
2. 건물 중정과 주변건물의 음영영향으로 일사유입이 없는 입면의 경우 차양장치 설치비율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태양열취득률 계산방법 : 외부 수직차양과 내부 롤블라인드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외부차양 태
양열취득률 X 가동형 차양 태양열취득률(내부 롤블라인드)”로 산출하여 태양열취득률이 0.6 이
하 만족할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2. 해당 부위가 외기 직접에 위치한 거실의 투광부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건축성능 9, 설계기준 제5조제9호더목, 설계기준
제6조제5호, 설계기준 제7조제3호사목 [제2014-957호, 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42p [두 번째 해설] / 160p-162p [첫 번째 해설] / 164p [첫 번째 해설] / 165p [첫 번째
해설] / 170p-172p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외단열 공법의 경우 제출대상 범위

NEW

NEW

지상 1층은 피로티(공용부위, 100㎡), 지상 2층은 사무실(비주거, 200㎡), 지상 3층~5층은 공동주
택(주거, 600㎡)으로 구성되어있는 건축물에 외단열 공법을 채택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
법(외벽의 평균열관류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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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불가합니다. 창(픽스창, 프로젝트창, 슬라이딩창, 시스템창 등) 또는 문(스윙도어, 외도어, 양
개도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의 타입별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
에 따라 시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S F2278 기준 적용, KOLAS 인정마크 표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
※ 해설서 : 151p-152p [첫 번째 해설]

개별점포의 의미

NEW

열손실방지조치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와 방풍구조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300㎡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에서 “개별점포”란 상업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비주거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나 개별점포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및 상업행위 공간이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 및 4호라목1

방풍구조 의무설치 대상

NEW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발코니 또
는 옥상 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2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한 출입문의 경우에도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또는 옥상 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지면)과 연결
되지 않는다면 방풍구조 적용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5,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 해설서 : 159p [첫 번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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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부문 의무사항
관련기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문
F A Q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채택 미채택

근거

확인
(허가권자 기재)
확인

보류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6호(2015.8.17)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
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기존 펌프 사용 시 인정여부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 항목과 관련하여, 같은 단지 내 별도의 기계실에 있는 기존 급수펌프(KS인
증제품)를 활용하여 새로 증축되는 동에 급수를 공급하려는 경우 채택 또는 미채택 판단
기존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채택이며 근거에 ‘기존설비 사용’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의무 2
※ 해설서 : 191p [두 번째 해설] / 203p [기계의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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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와 EHP 배점

◎ 기계부문 성능사항
관련기준
기본배점 (a)
비주거
항              목

대형
(3,000㎡
이상)

주거

소형
(500~
3,000㎡미만)

주택 주택
1
2

2. 냉방
설비

0.9점

0.8점

0.7점

0.6점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이상

4.51~
3.96~
3.52~
3.52미만
5.18미만 4.51미만 3.96미만

0.75이상

0.73~
0.7~
0.75미만 0.73미만

0.65~
0.65미만
0.7미만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고효율인증제품
(신재생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중앙난방방식
8

7

10

7

개별난방방식

①1중효용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6

2

-

2

기타 냉방설비
3.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이상

57.5~
55~
50~
50%미만
60%미만 57.5%미만 55%미만

4.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이상

1.12E~ 1.08E~ 1.04E~
1.16E미만 1.12E미만 1.08E미만

계 5.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10)

2

2

2

2

7.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9.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 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1

1

1

1

적용 여부

11.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2. 급탕용 보일러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설비 적용여부

13.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16.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4

2

4

4

-

기

설
비
부
문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평점
근거
(a*b)

용량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면 되며, 고효율인증제품인 경우는 1점, EHP는 0.6점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89~
92미만

가스
보일러

흡수식
(성적
계수,
COP)

1점

92이상

기름 보일러

1. 난방
설비 주8)
(효율%)

냉난방시스템을 GHP(고효율인증제품) 68%와 EHP(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제품) 32%로 구성하였을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번 항목 및 2번 항목의 계산법

배점 (b)

1.04E
미만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가. 난방기기:
✽ GHP(고효율인증제품) - 기본배점 8점 x 68% = 5.44
5.44 x 1점(배점(b)) = 5.44
✽ EHP(그 외 또는 미설치) - 기본배점 8점 x 32% = 2.56
2.56 x 0.6점(배점(b)) = 1.54
✽ 합계 : 5.44 + 1.54 = 6.98(평점)
나. 냉방기기 : 난방기기와 동일 계산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 해설서 : 205p [기계성능①, ②]

열원이 다른 냉난방설비 구성에 따른 배점
8층짜리 근생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2층~8층 : 미설치일 경우
● 1층 : 기타냉난방기기(신재생인증제품), 2층~8층 : EHP(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일 경우
위 두 경우에 기계 1, 2 항목의 점수 계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모두 설비의 용량가중배점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신재생인증제품은 1.0점,
미설치는 0.6점,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은 0.9점)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 해설서 : 205p [기계성능①, ②]

EHP 배점
2011년 10월 17일자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EHP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항목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에너지성능지표 배점 중 냉난방설비 1, 2번 항목의 고효율인증제품
적용가능 여부

고효율인증제품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HP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서 에너
지소비효율등급제도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EHP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이라면
0.9점 획득이 가능하고, 2등급 이하 제품이라면 0.6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 해설서 : 197p [첫 번째 해설] / 205p [기계성능①, ②]

기계설비부문 소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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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설비를 개별 동에 공급 시 배점
동일부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별동으로 계획 시, 중앙의 메인 기계, 전기실에서 공동구를 통
해 각각의 건물로 냉난방 및 전력이 공급될 경우 기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 1번, 2번 항목에 대해
서 중앙 기계 장비의 점수를 각각의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중앙의 설비가 각각의 개별 동에 적용된다면 각각 점수 배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 해설서 : 205p [기계성능①, ②]

공조기의 냉난방설비 인정여부
공조기 같은 경우 냉난방 및 환기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
능지표 1번, 2번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직팽식 공조기도 자체적으로 냉방을 하는 설비이므로 냉방부문 배점에 포함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2
※ 해설서 : 205p [기계성능②]

냉온수기 및 보일러 용량 배점 기준
1. 냉온수기 사용 시 난방기기 배점에서 기타 난방기기로 적용하여 0.6점 배점이가능한지 여부
2. 난방/급탕 2회로 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 용량 중 난방 비율이 10% (예 : 급탕 90%, 난방10%)인
경우, 난방부분에 점수 계산방법
1. 냉온수기의 경우 난방설비 분류 상 기타 난방설비이며, 고효율인증제품 여부에 따라 1점 또는
0.6점 배점이 가능합니다.
2. 급탕겸용 보일러의 경우 난방설비 배점 부여 시 급탕용량 비율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일
러 용량 및 효율로 산정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 2
※ 해설서 : 205p [기계성능①, ②]

송풍기 효율 계산 시 용량 적용 기준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경우 여러 대 용량가중평균배점 계산 시 용량 적용 기준을 전기 용량
[kW]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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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적용 기준을 전기용량[kW]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3
※ 해설서 : 196p [첫 번째 해설] / 205p [기계성능③]

펌프효율 계산방법
펌프효율의 용량가중평균배점이 0.76이면 소형기준으로 0.76 x 2 = 1.52인데 최종평점에 1.52로
기입하면 되는지 여부
네, 소수점 그대로 1.52점을 기입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4
※ 해설서 : 192p-193p [펌프효율의 산정방법] / 205p [기계성능④]

폐열회수설비 설치 비율

REVISION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6번 항목과 관련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모든 공조기에 폐열회수설비를 설
치해야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으로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점수인정이 가능한지 판단
전체 환기설비(동 질문에서는 모든 공조기) 외기(OA) 도입 풍량합의 60%이상을 폐열회수설비로
설치하면 점수 배점이 가능합니다.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에 한하여 배점 가능)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6
※ 해설서 : 197p [두 번째 해설] / 199p [첫 번째 해설] / 206p [기계성능⑥]

폐열회수설비 설치 비율

REVISION

고효율 전열교환기를 공조기의 폐열회수 설비로 볼 경우 냉방유효전열효율 45%이고 난방유효전열
효율 70%인데, 위의 경우를 공조기 외기도입 풍량합의 60%이상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항목은 전열교환기의 효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기설비(동 질문에서는 공조기) 외
기(OA) 도입 풍량합 대비 폐열시스템의 담당비율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전열교환기의
풍량 X 전열교환기 대수) / 전체 환기설비(동 질문에서는 공조기) 외기(OA) 도입 풍량합] X 100%
의 값이 60%이상인 것을 장비일람표 및 계산서를 통하여 증명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6
※ 해설서 : 197p [두 번째 해설] / 199p [첫 번째 해설] / 206p [기계성능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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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관의 단열조치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7번 항목과 관련하여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를 제외하고 단열조
치를 할 경우 점수부여가 가능한데, 단열조치 대상 기기배관 및 덕트의 일부가 매립배관이라도 단
열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
방설비 외의 설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1
※ 해설서 : 194p [두 번째 해설] / 198p [첫 번째 해설] / 206p [기계성능⑪]

가스열원 사용 흡수식 냉동기
제8조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기기배관 및 덕트는 보온두께 이
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조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므로, 기계 7번 항목에 대한 배점획득
은 열원설비에서 매립배관 전까지만 두께를 20% 할증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7
※ 해설서 : 194p [첫 번째 해설] / 206p [기계성능⑦] / 327p-336p [시방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
지열히트펌프를 열원으로 하고 물대물 방식으로 2차측 순환펌프를 통해 건물 전체의 공조기로 냉온
수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할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지
열히트펌프를 여러 대 설치, 대수분할, 비례제어 운전한다면 8번 항목 배점도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한다면 중앙집
중식 냉방 또는 난방 건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열원설비용량의 60% 이상을 대수분할, 비례제어
운전할 경우 8번 점수 배점도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8
※ 해설서 : 189p [네 번째 해설] / 206p [기계성능⑧]

보상점수 획득 후 추가 점수 획득 가능 여부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8번, 16번 항목과 관련하여, 개별난방으로 16번 항목 보상점수를 받은 경
우 전열교환기 설치로 인해 8번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16번 보상점수 획득 시 8번, 13번 항목의 점수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번 점수 획득은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8, 16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⑯]

하수열원 이용 시 대체 냉방설비 적용 가능 여부
공공기관일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1번 항목의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는데 전기
대체 냉방설비의 종류가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만 표기되어 있는데, 상기 종류 이외의 전기 대체 냉방설비를 적용할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본 건물은 하수처리장으로서 하수열원을 이용한 냉방설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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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동기를 사용 시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1번 항목인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에 대
한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지 여부
✽ 흡수식 냉동기의 1차 열원은 증기이고,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증기 보일러를 이용하여야 하며
증기보일러는 가스가 원료임(가스 → 증기보일러 → 흡수식냉동기)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은 가스이므로 기계성능 11번 항목 배점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1
※ 해설서 : 194p [두 번째 해설] / 198p [첫 번째 해설] / 206p [기계성능⑪]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보상점수 획득 여부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건축물로서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급탕열원을 구성할 경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2번 항목의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2번 항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급탕보
일러 적용 시에만 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난방 방식을 활용한 급탕 사용의 경우는 점수
배점이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2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⑫]

급탕겸용 개별보일러
공동주택이며 개별보일러(1등급제품)를 사용하여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번 난방기기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나, 똑같은 조건으로 12번 급탕용 보일러에 대한 점수도 획득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보일러가 급탕겸용이면서 1등급제품인 것을 적용할 경우 1번 항목은 물론 12번 점수 획득이 가
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1, 12
※ 해설서 : 197p [첫 번째 해설] / 205p [기계성능①] / 207p [기계성능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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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펌프의 인버터 적용 여부
설치가 되어있는 냉수순환펌프 총 2대 중 1대는 인버터 제어가 가능하게 설치를 하였고 1대는 예비
용으로 인버터 제어 능력이 없는 경우 둘 다 인버터 적용해야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3번 항목
배점이 가능한지 여부
✽ 운전방식은 교번운전이 아니라 인버터 펌프 고장 시에만 예비펌프가 작동되도록 설계

장비일람표, 계통도 상에 해당펌프가 고장 시에만 사용하는 예비펌프임을 명기하면 배점 가능합니
다. 2대 중 1대가 예비용이라면 1대의 펌프에 대한 인버터제어방식 채택이므로 에너지절약적 제어
비율은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배점 인정기준인 60%를 넘게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3 ※ 해설서 : 198p [네 번째 해설] / 207p [기계성능⑬]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지하주차장이 절반만 토심에 묻혀 있고 자연환기방식으로 환기를 한다면 15번 항목에서 점수를 획
득할 수 있는지 여부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6번 항목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 제외) 중 지
역난방설비용량이 60%이상인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
을 제외하면 지역난방이 100%가 되기 때문에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6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⑯]

지열 이용 시스템에어컨의 보상점수 획득 가능여부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에어컨(물-냉매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채택하여, 16번
항목에 관하여 보상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제어 구성은 가능하며, 8번과 13번 항목 점
수 획득 불가)
개별냉난방 방식으로 전체 냉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감당하면서 중앙에서 모니터링, 스케쥴
제어, 피크전력제어가 가능하고 인버터 방식, 능력가변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
가 가능한 경우 보상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6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⑯]

설비 미설치 시 보상점수 획득 가능 여부
해당 항목은 지하주차장에 환기용 팬을 설치해야하며 해당 설비 중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
한 비율이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인 경우에 배점 가능한 항목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5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⑮]

일반적으로 근린생활 용도의 건축물 시공 시 준공 후 입점자의 업종 및 성향에 의해 거의 대부분
내부시설(인테리어)공사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시공하는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6번 항목의
경우 “①냉매배관만 시공 ②냉매배관 + 장비설치” 중 ①번만 적용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정용보일러와 에어컨의 개별난방 인정 여부
기숙사의 냉난방방식이 각 실 별 개별보일러(가정용보일러) 및 개별에어컨인 경우, 개별난방으로
보상점수 16번 항목 배점이 가능한지 여부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난방방식이기 때문에 보상점수 배점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6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⑯]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6번 항목은 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점수이므로, 미설치한 경
우에는 배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6
※ 해설서 : 207p [기계성능⑯]

냉각수 순환 펌프의 EPI 인정

NEW

기계설비부문 4번 항목 및 13번 항목에 대한 냉각수 순환 펌프 인정 가능 여부

지역난방설비용량 적용 비율 및 계산방법
전체 건물 난방부하 100% 중 지역난방 55% + 신재생에너지 지열 45%를 반영하였을 경우 전체
건물 난방설비용량의 60%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기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6번 항
목인 지역난방방식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냉각수 순환 펌프는 기계설비부문 4번 항목에 해당하는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은 물론 13번 항목에 해당하는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
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모두 인정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4, 기계성능 13, 설계기준 제9조제4호
※ 해설서 : 198p [네 번째 해설] / 205P [기계성능④] / 207p [기계성능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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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제어방식 관련 배점기준 문의 건

NEW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 3대 중 최초 기동되는 1대는 인버터 제어, 나머지 2대는 대수제어 시
기계설비부문 13번 항목의 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대 모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 경우로서 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100%를 적용하
였으므로 배점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성능 13, 설계기준 제9조제4호
※ 해설서 : 198p [네 번째 해설] / 207p [기계성능⑬]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NEW

기계설비부문 의무사항 5번을 채택하여야 하는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대상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 해당됩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의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2, 기계의무
5[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195p [첫 번째 해설] / 204p [기계의무⑤])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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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AGENCY

◎ 전기부문 의무사항
관련기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항    목

전기부문
F A Q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채택 미채택

근거

확인
(허가권자 기재)
확인

보류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6호(2015.8.17)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며,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
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 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
전력자동차단 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 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였다. 다만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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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고효율 변압기 교체 여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기존 사용 중인 건물 일부를 용도변경 시, 전기 의무사항 1에 따라 기존 변압기를 고효율변압기로
교체해야하는지 여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 산정 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 + 대
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기존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채택이며 근거에 ‘기존설비 사용’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1
※ 해설서 : 219p [첫 번째 해설] / 228p [전기의무①]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와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자동절전멀티
탭(OA floor를 통해서 설계될 경우에만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개수로 인정)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
트의 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 해설서 : 214p [첫 번째 해설] / 221p [두 번째 해설, 세 번째 해설] / 230p [전기의무⑧]

펌프의 인버터 설치 시 콘덴서 설치여부
화장실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부스터 펌프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콘덴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전동기는 콘덴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2
※ 해설서 : 219p [두 번째 해설] / 228p [전기의무②] / 343p [콘덴서 설치 용량 기준표]

주차장 조명기기의 LED 적용여부
신청 건물에는 주차장이 지상, 지하층 모두에 존재하는데 LED 조명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차장의 경우 지상, 지하 구분없이 모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
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4
※ 해설서 : 220p [첫 번째 해설] / 229p [전기의무④]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콘센트 또는 스위치)의무설치 비율인 30%수량 산정 시 전체콘센트 수량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거실 공간+냉난방하는 공간에 설치된 콘센트라고 정의되어있는데 판매시설
건물의 공용화장실에 난방용 방열기가 설치되었다면 화장실내 비데 및 핸드드라이어용 콘센트도
모두 전체 수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화장실에 방열기가 설치된다면 냉난방을 하는 공간이므로 개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 역시 전체 콘센트 수량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 해설서 : 214p [첫 번째 해설] / 221p [두 번째 해설, 세 번째 해설] / 230p [전기의무⑧]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 적용 시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의무 설치비율 30% 적용시점

해당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 해설서 : 251p [주요 개정 내용-라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범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구성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30%이상 거실 부분에 설치할 경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계산 시
발코니 부분의 콘센트 수량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방의 싱크대 내부, 욕실장 내부, 욕실 천
정내부에 설치되는 콘센트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비율 계산 시 수량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부분은 비확장한 경우 비냉난방공간이므로 제외할 수 있으나, 확장을 한 경우에는 포함시
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 부분은 설계도면 상에 표기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
로 욕실 부분은 거실로 구분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8
※ 해설서 : 214p [해설] / 221p [두 번째 해설, 세 번째 해설] / 230p [전기의무⑧]

에너지절약계획서, 이것만 알면 공단 김대리만큼 한다! - 2nd Edition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 대기콘센트와 대기스위치 한 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전력차단콘
센트와 스위치가 1 대 1로 연동이 되지 않더라도 대기콘센트 5, 대기스위치 1도 가능한지 여부
콘센트와 스위치가 1 대 1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대기전력저
감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서 일괄제어기능과 개별제어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8
※ 해설서 : 214p [해설] / 221p [두 번째 해설, 세 번째 해설] / 230p [전기의무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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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밀도 산정방법

◎ 전기부문 성능사항
관련기준
기본배점 (a)
비주거
항              목

전
기
설
비
부
분

주거

대형
(3,000㎡
이상)

소형
(500~
3,000㎡미만)

주택
1

주택
2

1점

1.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3

2

2

2

8미만

8~
11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 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미만

3.5～
4.0～
5.0～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
7.0미만

3.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여부

4.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5.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
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6.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 기기인 경우 배점)

7.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 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1

1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9. 역
 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
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적용 여부

11.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30%
이상

24%이상 17%이상 10%이상 5%이상
~30% ~24% ~17% ~10%

12. 제 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
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80% ~70% ~60% ~50%

13. 제
 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1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
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2

2

2

2

적용 여부

15.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

1

1

1

적용여부

16. 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17. 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공
동
주
택

0.9점

0.8점

11~
14미만

0.7점

0.6점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
재
생
부
분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번 항목과 관련하여, 아파트(공동주택) 거실의 조명밀도는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한해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배점 (b)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 전체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a*b)

근거

전용면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공간을 거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명밀도 산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1
※ 해설서 : 232p [전기성능①]

조명밀도 및 LED 적용비율 산정방법
근생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천정 마감 없이 준공이 나고 있어 거실부위에 조명이 반영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조명밀도 및 LED비율 등을 조명기구가 반영된 공용부분만 가지고 계
산해도 되는지 여부
조명밀도 계산항목 및 LED 적용비율 계산항목 모두 공용부분만 제출할 경우에는 배점이 불가하며, 해
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1. 조명밀도 :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조명설비 용량 / 건축물의 거실 연면적
2. LED 적용비율 : LED 조명설비 용량 / 전체조명설비 용량(지하 주차장 조명설비 포함)
단, LED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1, 11
※ 해설서 : 224p [세 번째 해설] / 232p [전기성능①] / 234p [전기성능⑪]

변압기 대수제어 방법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3번 항목과 관련하여 변압기 대수제어를 인정받으려면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으로 각 2대 이상 구축되어야만 점수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전등/전열(전등용과 전열용이 분리된 경우도 인정), 냉방, 동력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구분
된 용도 중 한 개 이상의 용도가 2개 이상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변압기 간 연계제어를
하는 경우에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모든 용도가 2대 이상의 변압기로 구성되어야 하
지는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3
※ 해설서 : 222p [두 번째 해설] / 232p [전기성능③]

예비 변압기 및 Tie-ACB 적용 변압기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3번 적용 시 예비 변압기 대수제어 운용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동일 용도
변압기 간 Tie-ACB를 적용 해야만 가능한지 여부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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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변압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용도의 변압기 간 연계를 한 경우에 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3
※ 해설서 : 222p [두 번째 해설] / 232p [전기성능③]

최대수요전력관리의 제어대상
신청 건축물에는 두 대의 변압기가 있으나, 한 대의 변압기는 실습실의 동력용으로만 쓰이기 때문
에 최대수요전력제어를 하기에는 업무활동 등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 나머지 한 대에만 최대수요전
력제어기기를 설치하려 할 경우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번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력량계의 설치 범위
총 20층짜리 건축물 중 건축주 1명 있는 층과 임대지역에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는데 그 외 지역
까지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층별 계량을 해야 하는지 여부
층별 및 임대구획별로 전력량계가 1대 이상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항목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7)
※ 해설서 : 223p [세 번째 해설] / 233p [전기성능⑦]

BEMS 점수 획득 가능한 적용 범위
해당 항목의 배점을 받기 위해선 제어대상 100%에 대한 최대수요전력관리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4
※ 해설서 : 223p [두 번째 해설] / 232p [전기성능④]

Key-Sensor의 조명자동제어 설비 인정
호텔 객실의 경우 객실제어설비의 Key-Sensor를 통하여 사람이 출입하였을 시 Key를 벽에 부착
된 센서부에 넣을 경우 실내조명이 ON되며, 퇴실 시 Key를 제거하면 실내조명이 OFF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도 조명자동제어 설비 적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명자동제어설비가 아닌 일괄소등스위치 대체로는 사용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의무 7, 전기성능 5
※ 해설서 : 215p [두 번째 해설] / 221p [첫 번째 해설] / 229p [전기의무⑦] / 232p [전기성능⑤]

옥외등 HID램프 적용 범위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6번 항목에 옥외등은 HID램프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조명기구
를 HID로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조경 등의 경우 컴팩트형 형광등도 사용될 수 있음), 옥외 조명에
HID 램프를 일부 적용하고 기타 용도에 맞게 다른 형태의 조명기구를 일부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6번 항목은 옥외등을 고휘도방전램프(나트륨, 메탈할라이드, 수은 램프
등) 또는 LED램프로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6
※ 해설서 : 224p [두 번째 해설] / 232p [전기성능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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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에너지성능지표 8번 항목 배점을 위해서는 “에너지 용도별로 계측시스템 구성을 도면에
명기” 라고 되어있는데, BEMS가 아닌 용도별 미터링시스템만 적용 시 근거서류 작성방법란에 “계
측시스템구성”을 기입하면 점수 획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측시스템 외에 제어시스템까지 갖
춰야 점수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용도별 미터링시스템만 적용되더라도 배점이 가능합니다. 즉 냉
방, 난방, 환기, 급탕, 조명, 전열 등 에너지 용도별로 계측시스템을 도면에 표기하면 제어시스템의
유무와 상관없이 배점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전기성능 8
※ 해설서 : 233p [전기성능⑧]

대기전력 콘센트 적용과 관련한 거실 용어 해석

NEW

1.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세대현관의 경우, 전체 콘센트 수량 산정 시 거실 콘센트 범위 포
함 여부
2.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가 아닌 가구에 Built-In으로 설치되는 콘센트 또한 거실 콘센트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제5조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 내 현관의 경우 거실에 포함되므로 해당
공간 내 콘센트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가구에 Built-In으로 설치되는 콘센트가 위치한 공간이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해당되
고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콘센트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5조제9호 가목, 설계기준 제5조제11호 카목, 설계기준 제10조제4호 가
목, 설계기준 전기의무 8
※ 해설서 : 214p [첫 번째 해설] / 221p [두 번째 해설] / 230p [전기의무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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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밀도 계산

NEW

1. 전등설비 조명밀도 계산시 발코니(비전용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은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
는지 여부
2. 자동빨래 건조대, 드레스 룸 등 Built-In으로 설치되는 전등설비의 경우 조명밀도(W/㎡) 계산 시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1. 발코니 공간이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해당된다면 제외 불가합니다.
2. 자동빨래 건조대, 드레스 룸의 공간이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해당되고 설계도면에 표
기되어 있는 조명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5조제9호 가목, 설계기준 전기성능 1
※ 해설서 : 232p [전기성능①]

고효율 변압기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공급사가 사용처의 에너지사
용량을 원격에서 검침할 수 있는 전자식계량기를 말합니다.
⇒ 관련조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의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2,
설계기준 제10조제5호, 설계기준 전기의무 9[제2015-596호 관련]
※ 해설서 : 222p [첫 번째 해설] / 231p [전기의무⑨]

옥상의 조경등에 대한 옥외등 인정 여부

NEW

건물 옥상에 있는 조경등은 옥외등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옥상의 조경등은 옥외등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11조 3호 가목, 설계기준 전기성능 6
※ 해설서 : 224p [두 번째해설] / 232p [전기성능⑥]

NEW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1번에 해당하는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
효율변압기 설치하였다.”에서 변압기는 반드시 고효율 몰드 변압기 사용을 해야 하는지? “고효율
인증 오일 변압기” 인정 가능 여부
효율관리기가재에 해당하는 변압기라면 유입식, 건식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5조제11호 가목, 제10조제1호 가목, 전기의무 1
※ 해설서 : 211p [첫 번째 해설] / 219p [첫 번째 해설] / 228p [전기의무①]

옥외 노상 주차장 조명기기 관련 질문

NEW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4번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주차장 (지하 및 옥외, 옥외
노상주차장)에 조명기기(보안등)를 LED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모든 주차장(지하 및 옥외, 옥외 노상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 해당하는 LED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10조제3호 가목, 전기의무 4
※ 해설서 : 220p [첫 번째 해설] / 229p [전기의무④]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NEW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9번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이 설치하여
야 하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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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부문
관련기준
기본배점 (a)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신재생부문
F A Q

비주거

항   목

주거

대형
소형
주택 1 주택 2
(3,000㎡이상) (500~3,000㎡미만)

신
재
생
부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6호(2015.8.17)

배점 (b)

1점

평점
(a*b)
0.9점 0.8점 0.7점 0.6점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 전체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개별보일러의 전체난방설비용량 산정
개별보일러의 용량은 난방부하 용량과 급탕부하 용량의 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문 성능지표 1번의 전체난방설비용량 산정 시, 개별보일러 용량의 일부인 난방부하 용량만을 전
체 난방설비용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 합니다. 난방부하 용량에 급탕부하 용량까지 포함된 개별보일러 전체 용량을 적용해야 합
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
※ 해설서 : 242p [신재생성능①]

태양광 활용 EHP

태양광 발전으로 EHP 가동 시(저녁에는 일반전기로 가동) 신재생이용 냉난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은 1차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광 설비 자체가 냉난방을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신재
생 성능지표 1번, 2번인 냉난방 배점이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 2, 4
※ 해설서 : 239p-240p [첫 번째 해설] / 242p [신재생성능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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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냉난방 시스템
태양열-흡수식 냉방 시스템(태양열 집열판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보유)의 경우, 신재생에너
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2번 항목 배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태양열 집열판은 인증제품일지라도 태양열-흡수식 세트는 신재생 인증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태양
열 설비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로서 자체적으로 냉방을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난방항목인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번 항목은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2
※ 해설서 : 240p [제12조 아래 해설] / 242p [신재생성능②]

태양열 집열설비 환산기준

태양열 집열설비의 집열능력 적용비율 계산을 위한 환산기준

1kcal=4.186kJ ⇒ 1kWh=kJ/s x 3600s=3600kJ ⇒ 1kWh=3600kcal/4.186=860kcal ⇒
1kW=860kcal/h
⇒ 신재생성능 3

증축하는 경우의 전체 수전용량 산정
기존 수전용량은 11,500kVA이나 증축을 하면서 수전용량이 약 5,000kVA정도 증가되는 경우, 신
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번에서 말하는 전체 수전용량에 기존 수전용량을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증축에 따라 증가되는 수전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바랍니다. 적용비율계산은 신재생에너지 전
기 설비용량/증축에 따라 증가되는 수전용량 x 100%로 하면 되며, 전기 설비용량이란 신재생에너
지설비를 통하여 생산되는 전기발전용량을 의미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4
※ 해설서 : 242p [신재생성능④]

복합용도 건축물 1개동에 태양광 설치
하나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 각 용도에 에너지성능지표점수를 분배
하여 중복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두개의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태양광 발전용량을 나눈다면 배점이 가능합니다. 즉 주거 용도와 비
주거 용도의 연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져 있고 태양광 설치용량이 100kW라고 가정할 경우,
50kW는 주거용도에 50kW는 비주거용로 나누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4
※ 해설서 : 240p [제12조 아래 해설] / 242p [신재생성능④]

연료전지 시스템
여러 개의 동 중 한 동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치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3번 항목과 4번 항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두 개 항목 모두 각각의 인정 비율 기준을 만족한다면 배점 가능하며, 해당 용량을 구분하여 배점
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3
※ 해설서 : 240p [제12조 아래 해설] / 242p [신재생성능 ③, ④]

지열 시스템

REVISION

여러 동의 건축물이 설계되면서 그 중 하나의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모든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여러 동이 동일 용도이며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제출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설비의
특성상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복수로 작성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저
압계통 연계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각 동별(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4
※ 해설서 : 240p [제12조 아래 해설] / 242p [신재생성능④]

지열 시스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성능지표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모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세 개 항목 모두 각각의 인정 비율 기준을 만족한다면 배점 가능하며, 해당 용량을 구분하여 배점
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신재생성능 1, 2, 3
※ 해설서 : 240p [제12조 아래 해설] / 241p [신재생성능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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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5.5.29>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증
 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
 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
이 되는 경우
나. 가
 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
 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
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가. 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

2) 아
 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
 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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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검토기관별 연락처

◎ 한국에너지공단(공공건물 검토)
지역

대표 전화번호

강원

033-248-8414

경기

031-260-4634

경남

055-212-1146

대구경북

053-580-7916

서울

02-862-5201

인천

032-432-7031

광주전남

062-602-0055

전북

063-212-7082

대전·충남

042-525-0365

충북

043-296-0362

제주

064-748-4695

부산·울산

051-503-7740

납부 콜센터

본사 녹색건축센터
(031-260-4408)

※ 한국에너지공단은 각 지역본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5개 검토기관(민간건물 검토)
검토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납부 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02-781-6995

02-781-6943

한국감정원

02-2187-4148

02-2187-4098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02-456-9452

02-456-944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738-1401

02-6973-9066

한국환경건축연구원

02-558-8862

02-558-8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