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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단열공법 적용현황 및 
에너지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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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당사와 SH공사, 현대산업개발, SK건설의 2012년 공동

연구 최종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외단열공법의 시공기술에 대해

서는 고려대학교와 위탁연구를 진행하였고, 내단열공법과 외단열

공법의 에너지 성능비교는 EAN 테크놀로지와 위탁연구를 진행하

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부문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저탄소 건

축물 구현을 위하여 2020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BAU)의 

31% 감축 및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를 의

무화하는 내용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본 전략의 구

체적인 실천과제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30% 이상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독일 패시브

하우스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강화할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의한 에너지 절감률 기준 또한 2009년 20% 

이상 절감에서 2011년 30% 이상 절감으로 향상시켰으며, 이 또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의 평가방법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아니라 에너

지 사용량으로 변경하여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SH공사에서는 2024년까지 패시브 

공동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목

표로 한 80% 에너지 절감형 단열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계

획중이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형 패시브형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서는 현재와 같은 내단열 공동주택의 경우 내부발열이 적어 난방

부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열교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이 많

으므로 열교현상을 최소화하고 축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외

단열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기존 외단열공법의 적용현황을 조사하고 외

단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

택에 외단열공법의 적용 가능성과 합리적인 외단열 시공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에서 외단열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표로 한다.

본장에서는 외단열공법의 기초자료로서 내단열공법 대비 외단열

공법의 특징, 현행 적용기준, 외단열공법에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

의 종류, 외단열공법의 시공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봄

으로써 외단열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기준 수립

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2-1. 외단열공법의 개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내단열 방식으로 [그림 1 - (a)]와 같이 건물내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건물 외부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를 가

지기 때문에 단열재를 시공한 후 내부 마감이 필요하며 따라서 실내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 뿐 아니라 마감재만으로는 축열효과를 얻을 

수 없어 난방열을 쉽게 뺏길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하여 건축물 외벽

에 단열재를 시공한 후 외부에서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공법은 

[그림 1 - (b)]와 같이 실내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

내공간의 콘크리트가 축열효과를 발휘하여 난방열을 오래 품고 있

1. 서론 

2. 외단열공법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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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1995년 강

화된 기준을 공포하였다. 

이 외에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은 건물에너지성능평가 시 열

교부위의 전열량을 외피 전열량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특

히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서

의 선형 열관류율 값의 상한치를 제시하여 열교부위의 전열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값을 만족하기 위한 외단열 적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2004년부터 신축 공

동주택의 외단열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단열재의 종류

지금까지 외단열공법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단열재는 비드법보온

판(열전도율 0.032∼0.037W/mK)이 대부분이었는데, 곡면부 시

공도 용이하고 이음매가 없이 시공이 가능한 뿜칠공법에 사용되

는 수성연질우레탄폼(열전도율 0.035W/mK)도 저층 규모에서 사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화규정 강화에 따라 미네랄울(열전도

율 0.044W/mK)과 페놀폼(열전도율 0.019W/mK)이 대두되고 있

고, 에너지절감 극대화를 패시브 주택을 목표로 할 경우 진공단열

재(열전도율 0.0045W/mK)까지 적용되고 있다.

2-4. 외단열공법의 종류

외단열공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체 → 단열재 → 보강메

쉬 함침 베이스 코팅재 → 마감재로 구성되며, 구조체에 단열재를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습식공법은 접착제만을 이용하여 단열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그림 4(a)] 접착식과 [그림 4(b)] 앵커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건

식공법은 [그림 4(c)]와 같이 PVC 트랙에 단열재를 끼워서 시공하

는 방법으로 단열재의 들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일부 사

용하게 된다.

고, 벽체와 슬래브 접합부를 통한 열교현상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

에 열 쾌적성 및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가 있다.

2-2. 국내외 외단열공법 관련 규정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외단열 시공을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점수 산정 시 전체 외

벽면적에 대한 외단열 시공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

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모든 외피 부위

의 단열성능을 단순히 열관류율로만 규정함으로써 열교부위에 대

한 고려 자체를 못해주고 있으며, 열교제거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기준 및 제도가 전혀 마련된 바 없어 열교발생으로 인한 

많은 에너지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차세대 에너지절약기준은 현행 기준 대비 20% 에너지 절

감형 주택의 구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요구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준의 강화(안)을 설정하여 단열 및 기밀 성능 기준의 강화, 일

사 유입 방지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을 위한 기준 및 제도 개발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미국냉난방공조

기술자협회(ASHRAE) 기준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 기본 의무조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지원 및 

건축주에게 인센티브의 부여 등 자발적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추

[그림 1] 내단열과 외단열의 열적 특성 비교(출처 : 구글 검색)

[그림 2] 단열재의 종류(출처 : 구글 검색)

(a) 비드법보온판

(c) 미네랄울 (d) 페놀폼

(e) 진공단열재

(b) 수성연질스프레이

(b) 외단열 구조물의 열적 특성

スト-ブ

斷熱材

[℃]

[h]熱源停止

外斷熱

(a) 내단열 구조물의 열적 특성

スト-ブ
斷熱材

內斷熱

熱源停止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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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제한으로 작업량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고층이 될수록 바

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추가적인 작업기간이 필요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기존 가설장비는 시공성 불량이나 공기 지연의 요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이고 공기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가설시스템의 장단점을 분

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외단열 시공을 위한 기존 가설공법의 특징

구분 장점 단점

외부비계
•가격이 저렴함

•쉽게 조립이 가능함

•층고가 높아질수록 하중부담 증가

•갱폼활용 증가로 인한 활용성 감소

곤도라

시스템

•설치가 용이함

•하중부담이 없음

•상하좌우 이동의 제약

•자재 적재량 및 탑승인원 제한적

•요철이 심할 경우 작업성 저하

•층고가 높아질수록 안전성 저하

•기후 및 풍속 영향을 크게 받음

최근 에너지절감을 위한 외피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외단열공법이 부각되면서 가설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외벽 커튼월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Working Platform System(WPS)이나 초고층 건축물에서 주로 이

용되고 있는 Auto Climbing System(ACS)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

고 있긴 하지만 일정 층수 이상 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

고 외벽에 요철이 많을 경우 시공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한계도 안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동주택의 외벽 시공 시 사용되는 갱

폼을 활용하여 그 하단에 작업발판을 매달아 외단열 시공을 할 수 

있는 Jack Climbing System(JCS)이 개발되어 적용성이 검토되고 

있다.

 

(a) 접착공법

(b) 앵커공법

(c) 트랙공법

[그림 4] 외단열공법의 종류 (출처, http://www.kosto.co.kr)

2-4. 외단열공법의 종류

외단열공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체 → 단열재 → 보강메

쉬 함침 베이스 코팅재 → 마감재로 구성되며, 구조체에 단열재

를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습식공법은 접착제만을 이용하여 단열재를 고정하는 방법으

로 [그림 4 - (a)] 접착식과 [그림 4 - (b)] 앵커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건식공법은 [그림 4 - (c)]와 같이 PVC 트랙에 단열재를 끼

워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단열재의 들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

제를 일부 사용하게 된다.

 

2-5. 외단열 시공을 위한 가설공법

외단열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는 골조공사가 끝난 후, 대표적인 장

비로 외부비계를 설치하거나 곤도라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고소작

업을 통해 외단열 작업을 실시하였다. 외부비계의 경우 설치가 용

이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나 층고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인 비

계 투입으로 인한 비용증가 뿐만 아니라 하부의 하중부담이 증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건물의 고층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작업의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곤도라 시스템의 경우에도 탑승인

[그림 3] 단열재 종류별 열전도율 비교

[그림 4] 외단열공법의 종류(출처 : www.kosto.co.kr)

(a) 접착공법 (b) 앵커공법 (c) 트랙공법

[그림 5] 외단열 시공을 위한 기존 가설공법(출처 : 구글 검색)

(a) 외부 비계 (b) 곤도라

1.접착몰탈 Mortar
2. 단열재 EPS Board / NeoPor /Mineral 

Wool
3. 다울 Sto Dowel
4. 보강섬유몰탈 Sto Armierungsputz / 

Elasto
5.보강메쉬 Sto-Glass Fiber Mesh
6. 마감재 StoSilco K/R/MP + StoLotusan 

Color / StoSuperlit / Sto Brick Slips

1.접착다울 Sto Optifix M
2.접착몰탈 Sto Optifix M Mortar
3. 단열재 EPS / VIP / NeoPor / Mineral 

Wool
4.보강섬유몰탈 Sto Armierungsputz / Elasto
5.보강메쉬 Sto-Glass Fiber Mesh
6. 마감재 Stolit K/R/MP + StoLotusan Color 

StoSuperlit / Sto Brick Slips

1.트랙 Sto Track & T-Spline
2. 단열재 EPS Board / NeoPor / Mineral 

Wool
3.보강섬유몰탈 Sto Armierungsputz / Elasto
4.보강메쉬 Sto-Glass Fiber Mesh
5. 마감재 Stolit K/R/MP + StoLotusan Color 

StoSuperlit / Sto Brick Slips

열
전

도
율

(W
/m

K
)

비드법보온판 수성연질폼 미네랄울 페놀폼 진공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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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시킨 후 외단열 공

사를 진행하는 습식공법이 아닌 외벽자체를 PC 또는 경량콘크리

트 판넬 등과 같은 건식부재로 구성하여 외단열을 일체로 시공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적용성 검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모듈화된 공법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크레인으로 양중

한 후 바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가설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

점이 있지만 골조와의 접합부 처리방법과 층수가 높아질수록 자

재 운반 및 양중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2-6. 외단열공법의 화재 확산 방지설계

외단열공법에서 내화성은 구성재료의 내화성과 외단열공법으로

서의 내화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독일 및 유럽에서는 전자와 후

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Fire Behaviour of EIFS(독일)

적용범위 재료의 종류

0 ~ 7m 제한없음

7 ~ 22m 내화재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내화시스템이어야 함

22 ~ 100m 내화재료를 사용할 것

표 3  Regulations & Approvals in EIFS Fire Resistance(유럽연합)

국내에서는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외벽 화재사건을 계기로 기

존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으로 개정하여 내부 마감재 뿐만 아니라 외부 마감

재에 대해서도 외기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화재 확산 및 가스 유

해성 검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2년 9월에 또 한번의 

개정을 통하여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되, 외벽을 [그림 

8]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독일 및 유럽연합의 기준과 유사한 성능을 확보하도

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3. 공동주택 외단열공법 적용 현황

국내 공동주택에서 외단열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된 사례는 용인 

신봉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와 분당 미켈란 쉐르빌 주상복합을 대

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전자는 모르터를 이용하여 단열재를 접착하

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곤도라를 이용하여 시공하였고, 후자는 

트랙을 설치한 후 단열재를 끼워서 시공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외부 비계와 곤도라를 혼합하여 시공하였다.

[그림 7] 건식 외단열 시공전경(출처 : OCI)

[그림 8] 외단열공법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출처 : 구글 검색)

(a) 부분 상세 단면도 (b) 화재 확산 방지구조 개념도

(1) Reaction to fire performance

등급 내용

A1

No substantial flame spreadA2

B

C Resisting for more than 10 min.

D Resisting for 2 ~ 10 min.

E Resisting for 2 min.

F No reaction to fire performances are determined

(2) Smoke production

등급 내용

S1 Small smoke production(Stringent criteria)

S2 Average smoke production

S3 Big smoke production(No limitation required)

(3) Flaming droplets / particies

등급 내용

d0 No flaming droplets / particles

d1
Flaming dorplets / particles persisting not longer than 10 

sec.

d2 No limitation

[그림 6] 외단열 시공을 위한 최근 가설공법(출처 : 구글 검색 및 콘솔SWC)

(a) Working Platform System (b) Auto Climbing System (c) JCS 개념도

+1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갱폼 
상부발판 

이동대차
레일 

레일 빔 

유압실린더 

유공발판 

유공발판 

화재 확산 방지구조 폭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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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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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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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습식공법 및 곤도라 적용 현장

용인 신봉동 동일하이빌

건축용도 공동주택

건축규모 28개층 13개동

시공방법 곤도라

시공년도 2009년

적용공법 외단열 습식공법

시공순서

   ➊ 프라이머 도포              ➋ 단열재(EPS) 부착            ❸ Fastner 부착 

       ❹ 매쉬 시공                     ❺ 줄눈 시공                 ❻ 마감재 부착

	
표 5  트랙공법+외부비계+곤도라 적용 현장

분당 미켈란 쉐르빌

건축용도 주상복합

건축규모 38층 4개동

시공방법 외부비계+곤도라

시공년도 2003년

적용공법 외단열 트랙공법

시공순서

❷ 단열재 부착

❶ 트랙 설치 ❸ 마감재 시공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용 건물과 달리 난방부하의 비중이 크기 때

문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단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국

내 공동주택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내단열공법의 경우 단열재가 

불연속되는 벽과 슬래브, 인접 세대와의 사이 벽, 측벽 등에서 열

교가 발생하여 많은 열손실이 유발된다. 반면, 외단열 시스템의 

경우 구조체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단열재 불연속 부위의 

열교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벽체 등 구조

체가 단열재 내측에 위치하고 있어 축열효과로 인해 난방효율이 

향상된다.

본연구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단열공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에너

지 성능평가를 위해 국내 규정과 여건을 반영한 표준주택을 선정

하여 외단열 공동주택과 기존 내단열 공동주택과의 단열조건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비교 및 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 

도출을 위해 단열재의 불연속으로 인해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전열해석(Therm)을 통해 손실열량과 열용량 

차이를 도출하고 이를 에너지 분석(Visual-DOE)에 포함시켰다. 

또한 외피면적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열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최상층 및 최하층 세대를 에너지 분석에 포함하여 동 단위의 에너

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공동주택의 동 단위 

난방에너지 요구량 및 1차에너지 요구량을 산출하였으며, 단열공

법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단열설계기준은 <표 6>과 같이 일반적으로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설계되고 있는 건설사 기준과 패시브 주택의 단열설계기준에 해

4. 외단열공법의 에너지 성능검토 

[그림 9] 공동주택 벽-슬래브 접합부에서의 전열현상

(a) 내단열공법 (b) 외단열공법

Hot water pipe fo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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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SH공사 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주동의 형태, 단열기준 및 

단열공법에 따라 <표 7>과 같이 8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에너지 해

석을 수행하였다.

표 6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W/mK]

건축물 부위 법적기준 건설사기준 SH기준

거실외벽

외기직접 - 0.36 0.29 0.12

외기간접 - 0.49 0.45 0.12

최하층 

거실바닥
외기간접

바닥난방 0.43 0.34 0.1

바닥비난방 0.58 0.47 0.1

최상층 지붕 외기직접 - 0.2 0.16 0.1

공동주택 측벽 0.27 0.21 0.12

창문 2.1 1.4 1.2

현관문 2.8 1.8 1.8

표 7  분석대상 선정

구분 주동형태 형별성능 기준 단열공법 비고

1

판상형

건설사기준

내단열

•판상형 4호조합

   20개층 기준

•탑상형 Y자형 4호조합

   20개층 기준

2 외단열

3

SH기준

내단열

4 외단열

5

탑상형

건설사기준

내단열

6 외단열

7

SH기준

내단열

8 외단열

	
열교부위의 열손실량을 검토하기 위해 2차원 정상상태 전열해석 

프로그램인 THERM6.3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타입으로 설정한 공

동주택에서 열교발생이 예상되는 5곳을 선정하여 전열해석을 수

행한 결과 <표 8>과 같이 건설사 단열기준의 경우 약 58∼90%, 

SH공사 단열기준의 경우 약 78∼93% 정도로 외단열의 열관류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열해석 분석결과[W/mK]

구분 열교발생 부위 내단열 외단열 감소율

1

건설사 

기준

세대간벽 1.85 0.29 84% 감소

2 외기직접 0.64 0.27 58% 감소

3 측벽 1.62 0.21 87% 감소

4 최상층 1.56 0.16 90% 감소

5 슬라브 1.76 0.29 84% 감소

6

SH 

기준

세대간벽 1.41 0.12 91% 감소

7 외기직접 0.49 0.11 78% 감소

8 측벽 1.41 0.12 91% 감소

9 최상층 1.38 0.1 93% 감소

10 슬라브 1.34 0.12 91% 감소

표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적에너지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인 Visual-DOE를 사용하였으며, 내단열과 외단열

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System 부하와 Plant 부하는 동일하기 때

문에 Space 부하만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그 외 해석조건으로는 

창호의 열관류율은 1.4W/mK, 내부 발열조건은 건축물 에너지효

[그림 10] 측벽에서의 열교 분석결과(건설사기준)

(a) 내단열(1.62W/mK) (b) 외단열(0.21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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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등급 운영규정(2007.09)에 제시된 내부발열량, 기상데이터는 

Visual-DOE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 기상데이터, 실내 설정

온도는 냉방 26℃, 난방 20℃, 그리고 난방공간의 환기회수는 법

적기준인 0.7회/h로 설정하였다.

표 9  1 차 에 너

지 소요량 분 석 결

과[kW/㎡ yr]

구분 내단열 외단열 절감비율

건설사

기준

판상형 82.59 72.59 12.50%

탑상형 76.11 65.34 14.20%

SH

기준

판상형 68.07 59.43 12.70%

탑상형 65.07 55.83 14.20%

열교부위의 열손실량을 고려한 동적에너지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표 9> 및 <그림 12>와 같이 판상형 주동은 내단열 대비 외단열

이 연간 12% 정도, 탑상형 주동은 14% 정도의 1차에너지 소요량

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단열설계기준을 대상으

로 SH공사의 단열설계기준을 분석하면 판상형 주동의 경우 내단

열은 18% 정도, 내단열 대비 외단열은 28% 정도 절감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탑상형 주동의 경우 내단열은 14% 정도, 내단열 대

비 외단열은 26%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열기준을 강

화할 경우 1차에너지 소요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1] 해석모델

(b) 탑상형 평면 모델링

(a) 내단열공법

[그림 12] 1개동의 1차에너지 소요량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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