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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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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I.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표지 : 제 1, 2, 3면)

가. 건축주 및 설계자

나. 건축부문

다. 기계설비부문

라. 전기설비부문

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각 항목은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다음 페이지 이하 2항, 3항의 근거자료 작성 첨부)

※ 근거로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 및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건축사 및 기술사 날인한다.

※ 여러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 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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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가. 건축부문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① 단열조치 준수

② 에너지 성능지
표 검토서 건
축부분 1번
항목 0.6 이상
획득

ㅇ건축물 단열 성능 관
계 도면

 ☞ 부위별 단열(단면)상
세도 포함 시킬것

ㅇ건축물에 적용하는 각종 구조에 대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등), 유형별(외
기 직접면, 외기 간접면)로 나눠 모든 부위에 대해 작성

 ☞ 동일한 부위라도 단면구조, 단면재료, 단면두께, 단열재 종류(단열재 등급, 열전도율)
가 다르면 구분하여 모두 작성[열관류율 변동시 반드시 작성]

 ☞  창호(문틀 포함)와 문의 단열성능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첨부 1

ㅇ부위별 열관류율 계

산서

 ☞ 건축물 단열 성능관계 
도면에 포함 시킬것

ㅇ단면(단열)상세도 전체에 대해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단위:W/㎡.k)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별표4]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부

위별 단열기준을 만족해야함
 ☞ 부위별(창 및 문 포함) 열관류율계산서를 단면상세도에 포함(도면에 표기)
 ☞ 1)단열재 및 건축자재의 열전도율은 설계기준 해설서 값을 적용할 것

ㅇ[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 입면전개도 등]

ㅇ해당 건축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도면으로 제출

ㅇ[공인기관시험성적서] ㅇ단열재 및 건축자재의 열전도율(W/m.K)을 설계기준(KS기준)에서 제시하는 
성능이상의 값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고, 반드시 도면(부위별 단
면상세도)에 해당 성능값(단열재의 열전도율값 또는 창호의 열관류율값)을 
기재

③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법 준수

ㅇ①항 첩부자료로 판단 ㅇ바닥난방을 하는 부위의 단열재는 슬래브와 온수배관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계 및 작성
 ☞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공동주택 층간바닥 기준 적용(바닥난방 해당)
 ☞ 단열재 위치는 온수배관과 슬래브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총열관류저항의 60%이상

(층간바닥), 70%이상(최하층바닥)이 되도록 단열재 두께 선정
<바닥난방시 온수배  하부부터 슬라  상단까지 재료에 요구되는 열 항 합(단  : ㎡K/W)>

                      지 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최하층의 
거실바닥

외기직접 2.33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외기간접 1.63 이상 1.40 이상 1.40 이상

1) 도면에 기재하는 단열재 및 건축자재의 명칭은 KS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공인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상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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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④ 방습층 설치 ㅇ①항 첨부자료로 판단 ㅇ방습층의 위치는 단열재를 기준으로 실내 측에 설치

 ☞ 방습층의 성능은 투습도가 24시간당 30g/㎡(투습계수 0.28g/㎡h㎜Hg)이

하인 방습재료의 경우 인정

 ☞ 방습층으로 인정되는 구조

    1) 두께 0.1mm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2) 투습방수 시트

    3) 현장발포 플라스틱계(경질 우레탄 등) 단열재

    4) 플라스틱계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 성

능이 있도록 처리될 경우

    5) 내수합판 등 투습방지 처리가 된 합판으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가 될 수 있

도록 시공될 경우

    6) 금속재(알루미늄 박 등)

    7)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 또는 지붕

    8) 타일마감

    9) 모르타르 마감이 된 조적벽

첨부 1

⑤ 방풍구조 ㅇ해당층 평면도

 

ㅇ외기에 면한 출입구를 방풍구조로 설계

 ☞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 또는 회전문

 ☞ 의무적용 제외 : 공동주택의 출입문, 너비 1.2m이하의 출입문,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 등

첨부 2

⑥ 기밀성능 10

등급 이하의 

창호 적용

ㅇ창호일람표

ㅇ적용비율 계산서

 ☞ 계산서에는 건축물

명, 건축사 날인

ㅇ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모두 10등급 이하(통기량 10㎥/h㎡이하)로 설계

 ☞ 관련도면에 ‘기밀성능은 10등급 이하(통기량 10㎥/h㎡이하) 제품 적

용’명기(의무사항)

 ☞ 건축 5번의 EPI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등급 이하가 아닌 해당 배

점의 기밀성능을 창호일람표에 명기(권장사항)

 ☞ 관련도면에 ‘기밀성능은 2등급 이하(통기량 2㎥/h㎡이하) 제품 적

용’명기(공동주택)

첨부 3

(첨부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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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설비부문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① 설 계 용

   외 기 조 건

ㅇ냉․난방 부하 계산서 

(설계조건)

ㅇ장비용량 계산서

ㅇ설계기준[별표6]에서 정한 외기 온습도 기준 사용

 ☞ 냉난방부하계산서중 외기온도 조건이 작성된 페이지 발췌 첨부 or

    기계설비계산서중 설계용 온도조건이 작성된 페이지 발췌 첨부

ㅇ지역난방 방식 건축물은‘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적용

 ☞ 설계용 외기조건 채택 근거로 제시하는 서류에 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첨부 4

② KS인증

   펌프

ㅇ전체 장비일람표 ㅇ장비일람표 펌프 비고란에 'KS제품 또는 KS규격효율이상 제품 사용’표기

ㅇ선정펌프의 용량, A․  B 효율값을 장비일람표에 표기
첨부 5

③ 기기배관, 

    덕트 단열

ㅇ보온시방서

  (표준시방서 첨부 가능)

ㅇ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작성

 ☞ 표준시방서의 재료 또는 두께와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열저

항 성능을 갖는다는 근거자료 제시

 ☞ 20%이상 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두께와 병행표기 금지

 ☞  표준시방서 제출시 시방서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첨부 6

④ 각 실별 또는 존

별 실내온도조절

장치를 설치

ㅇ난방배관 평면도

   (공동주택)

ㅇ세대 타입별로 실내온도조절장치를 거실, 침실에 설치

 ☞ 난방배관 평면도에 실내온도조절장치 설치위치를 표기 첨부 7

⑤ 난방설비를 중앙

집중난방방식으

로 하는 공동주택

의 각세대에는 난

방적산 열량계를 

설치

ㅇ난방배관 평면도

   (공동주택)

ㅇ세대 타입별로 난방 적산 열량계를 설치

 ☞ 난방배관 평면도에‘적산 열량계’설치를 명기

(첨부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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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설비부문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① 고효율 변압기 설치 ㅇ수변전설비 단선결

선도 

ㅇ변압기 종류 및 성능을 도면에 표기

☞ 도면에‘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표기
첨부 8

②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ㅇ수변전설비 단선결선

도

ㅇ도면상의 변압기 2차측 배전반에 변압기별로 적산 전력량계(kWh 

또는 Wh)를 표기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

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

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ㅇ장비일람표
  (W/콘덴서용량)
ㅇ MCC 결선도
ㅇ설치예정확인서

ㅇ도면에 역률개선용 콘덴서 부착여부 표기

 - 장비일람표상의 모든 전동기(삼상 0.2kW 이상)에 대한 MCC 결선도 작

성과 적정 용량 부착여부 확인

 - 전동기 누락분에 대해서는 설치예정확인서 제출

 ☞ 부하명칭, 연결부하(㎾), 콘덴서용량을 구분하여 표기

 ☞ 대한전기협회의「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제정기준표」에 의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부착

첨부 9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 전기

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

라 설계

ㅇ전압강하계산서,

ㅇ설치예정확인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이하

로 설계함이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3%이하로 할 수 있다

 ☞ 전압강하 계산시 간선특성에 맞는 전압강하산출식 적용

 ☞ 전압강하율 계산시  부하측 전압(220V/380V)을  적용

 ☞ 간선의 전압강하는 전선의 길이 및 부하기기의 정격전류에 비례

하고,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전압강하율이 내선규정보다 

큰 경우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해야함

  ☞ 전압강하 판정기준 (60m초과하는 경우)

첨부 10

전선 긍장 한전 저압 공급 사용시설내 변압기 에서 공급

120m 이하 4% 이하 5% 이하

200m 이하 5% 이하 6% 이하

200m 초과 6% 이하 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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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⑤ 조명기기 중 안정기 내장형 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형광램프용 반사갓을 채택

할 때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

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

였다

ㅇ조명기구상세도 ㅇ도면에 조명기기 사양 및 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을 표기

 ☞ 모든 조명기기의 구성품에 대한  타입, 소비전력,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여부를 도면에 명시 첨부 11

⑥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

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 

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

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

였다.

ㅇ단위세대(객실)

  전등설비평면도

ㅇ도면에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 표기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센서등) :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

여 자동으로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조명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LED 포함)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비상시 부하에도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한다.

 ☞ 전체  type의 세대도면을 제출할 것.

첨부 12

⑦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 조

명이 가능하도록 점멸 회로

를 구성하였다

ㅇ전등설비평면도

ㅇ설치예정확인서

ㅇ도면에 조명기구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고, 일

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계

 ☞ 공동주택은 의무사항 아님

첨부 13

(첨부 12 

참조)

⑧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

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ㅇ전등설비평면도 ㅇ(공동주택) 세대 타입별로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전용면적 60㎡이하는 제외(도면에 스위치 위치를 표기)

ㅇ(공동주택 외) 층별 또는 구역별로 EL전체소등스위치를 설치 (도

면에 스위치 위치를 표기)

ㅇ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

   전체  type의 세대도면을 제출할 것.

ㅇ실내조명 자동제어 설비를 채택하여 전기 성능지표 6번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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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⑨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

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

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

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ㅇ전열설비평면도

ㅇ적용비율계산서

ㅇ설치예정확인서

ㅇ(공동주택) 세대 타입별로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장치
를 설치

☞ 대기전력차단장치에 적용되는 스위치 및 콘센트위치 및 개수를
    도면에 표기(적용비율 계산 도면 명기)
☞ 전체  type의 세대도면을 제출할 것. 
☞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 명기

ㅇ(공동주택 외)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위치를 도면에 표기
☞ 대기전력차단장치에 적용되는 콘센트 개수를 도면에 표기
☞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 명기

ㅇ 적용비율 계산서
 - 적용 비율(%)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

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개수) ÷ 전체 콘센트(개수) × 100
☞ 적용비율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대기전력차단장치에 적용되는 콘센트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의거한 제품을 적용한다.

첨부 14
(첨부 

12,13

참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14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2)

가. 건축부문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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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외벽 평균 열관류
율 계산서3)

 ☞ 건축물 성능 관계
도면에 포함

ㅇ외벽에서 열관류율이 다른 모든 부위의 면적 및 성능값을 면
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 외벽, 측벽, 창호(창틀포함), 문 등을 모두 포함
 ☞ 단위는 W/㎡․K로 계산[모든 단위 : SI단위로 표기]

(첨부 1 
참조)

②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ㅇ지붕 평균 열관류
율 계산서

 ☞ 건축물 성능 관계
도면에 포함

ㅇ최상층지붕에서 열관류율이 다른 모든 부위의 면적 및 성능
값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 건물의 실제 최상층이 아닌 기타 층의 천정 또는 다른 용도로 분
리되는 층의 천정도 포함

③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 열관
류율 Uf (W/㎡․K)

ㅇ최하층 바닥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건축물 성능 관계
도면에 포함

ㅇ최하층바닥에서 열관류율이 다른 모든 부위의 면적 및 성능
값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 건물의 실제 최하층이 아닌 기타 층의 바닥 또는 다른 용
도로 분리되는 바닥도 포함

④ 외단열 공법의 채택 ㅇ외단열 면적비율
  계산서
ㅇ단면상세도
 ☞ 입면도에 관련 

계산근거 포함

ㅇ창호면적을 제외한 순수 외벽면적에 대한 외단열 적용면적 비율 계
산[조건 :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가 50%미만]4)

 ☞ 옥상부위 및 바닥부위의 외단열은 해당없음 첨부 15

⑤ 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ㅇ건축물성능관계도면
ㅇ창호일람표
ㅇ적용비율계산서

ㅇ성능관계도면(창호일람표) 등에 기밀성능 표기(동급)
 ☞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통기량 0~1㎥/h.㎡ : 1등급, 

1~2㎥/h.㎡ : 2등급, 2~3㎥/h.㎡ : 3등급) 
 ☞ 기밀성(통기량)이 다른 창호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른 배점 평균값 적용
 ☞ 적용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건축사 날인 필요

(첨부 1, 3 
참조)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공공기관“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평점 합계(EPI)’가 반드시‘74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설계기준 개정으로 74점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 불가)

3) 평균 열관류율 산정시 고려사항

   가.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

     ㅇ외벽, 지붕, 바닥 부위의 열관류율 값 × 0.7을 계산에 적용

     ㅇ창 및 문 부위의 열관류율 값 × 0.8을 계산에 적용

   나. 설계기준상 단열조치 제외 부위 : 설비규칙 [별표4]의 외기에 직접면한 열관류율 값을 계산에 반드시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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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⑥ 자연 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

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ㅇ창 개폐(개구부)

  면적비율 계산서

 ☞ 입면도에 관련 

계산근거 포함

ㅇ수영장은 바닥면적 대비 개구부 면적이 20%이상인 경우 인정 (자연채광 목적)

 ☞“외주부 바닥면적”은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 면적임

ㅇ기타 건축물은 외주부 바닥면적 대비 개폐창호 면적이 10％이상인 

경우 인정(자연환기 목적)

첨부 16

⑦ 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ㅇ창호일람표

ㅇ면적비율계산서

ㅇ전체 창호면적(창틀포함) 대비 야간단열장치 설치면적 비율이 20%

이상 되도록 설계

 ☞ 야간단열장치 단열성능 표시(열저항값 0.4㎡․K/W이상)

 ☞ 면적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건축사 날인 필요

첨부 17
(첨부 3 

참조)

⑧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ㅇ입면도(남측,서측)

ㅇ단면도

ㅇ자동제어 계통도

ㅇ적용비율 계산서

ㅇ남향,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차양장치가 설치되도록 설계
 ☞ 외부차양의 경우, 입면도, 단면도 및 적용비율계산서를 제출하

고 면적표를 입면도에 기재
 ☞  내부차양의 경우, 자동제어 계통도를 추가 제출하고 면적표를 입면도에 기재
 ☞  천창차양이 있을 경우 천창면적도 포함하여 계산 가능
 ☞ 적용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건축사 날인 필요

첨부 18

⑨ 옥상조경 ㅇ조경계획도

ㅇ면적비율계산서

 ☞ 옥상조경 관련 도면

에 계산근거 명기

ㅇ법적 의무 조경면적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인정

 ☞ 옥상면적의 30%이상 적용 시 인정
첨부 19

공

동

주

택

⑩ 외기에 면한 공동주택 주동 출

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ㅇ해당층평면도 ㅇ주동 출입구를 이중문 구조 또는 회전문으로 설계

 ☞ 외기의 직접 유입이 차단되는 구조도 인정
(첨부 2 

참조)

⑪ 공동주택 각세대 현관에  방풍

실을 설치

ㅇ단위세대평면도 ㅇ현관 출입구를 이중문구조로 설계 (첨부 2 

참조)

⑫ 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

간격비

ㅇ단지배치도

ㅇ인동간격비율계산서

ㅇ도면상에 건물높이 및 동간 거리를 표기

 ☞ (동간거리 ÷ 대향동 높이)에 대한 비율 적용 

 ☞ 단일동은 해당사항 없음 (기본배점 없음)

 ☞ 인동간격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건축사 날인 필요

첨부 20

4)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 반드시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를 50% 미만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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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설비부문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① 난방기기 ㅇ장비일람표
ㅇ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서

ㅇ장비일람표에 난방기기의 효율(%)을 표기
 ☞ 연료가 유류인 경우 보일러 효율(%) : 저위발열량 기준
 ☞ 연료가 가스인 경우 보일러 효율(%) : 고위발열량 기준
ㅇ개별가스보일러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명

기한 경우에 1점 배점, 그 외에는 0.6점 배점
ㅇ기타 난방기기의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채택’여부 표기
ㅇ신재생에너지인 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 채택’ 여부 표기
ㅇ 배점기준이 다른 난방기기의 경우, 용량가중 값을 적용
 ☞  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사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첨부 21
(첨부 5 

참조)

② 냉방기기 ㅇ장비일람표
ㅇ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서

ㅇ장비일람표에 냉방기기의 효율(㎾/USRT) 또는 성적계수(COP)를 표기
ㅇ기타 냉방기기의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채택’여부 표기
ㅇ신재생에너지인 경우,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 채택’ 여부 표기
ㅇ 배점기준이 다른 냉방기기의 경우, 용량가중 값을 적용
 ☞  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사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첨부 5, 
21 

참조)

③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효율

ㅇ장비일람표
ㅇ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서

ㅇ장비일람표에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을 표기
ㅇ송풍기 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서 작성 제시
 ☞ 용량 0.75㎾이상인 보일러 및 공조용 송풍기 적용
 ☞  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사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④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효율

ㅇ장비일람표
ㅇ펌프용량일람표
ㅇ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서

ㅇ장비일람표에 펌프의 A, B효율(제품효율) 표기, 기본효율 계산근거 제시
  ※ 펌프성능곡선 및 인증서 등은 첨부 불필요
ㅇ펌프용량일람표 등에 해당펌프의 용량가중 평균효율 작성
 ☞ 200lpm이하의 급수, 급탕, 냉난방 순환펌프는 평균효율 계산에서 제외 가능
 ☞  용량가중 평균효율 계산사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⑤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
시스템의 도입

ㅇ자동제어계통도
ㅇ장비일람표

ㅇCO2 농도에 의한 제어, 엔탈피 제어,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
냉방시스템 적용을 알 수 있도록 자동제어계통도 등에 표기

첨부 22
(첨부 5 

참조)

⑥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ㅇ장비일람표 ㅇ폐열회수기,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 등
 ☞ 장비일람표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채택’표기
 ☞ 환기부하의 60%이상 적용시 인정

첨부 23
(첨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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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⑦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ㅇ보온시방서

  (표준시방서)

 ☞ 시방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ㅇ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대비 20% 이상 단열두께 

표시(인정두께=기준두께×1.2)

 ☞ 두께 또는 열저항 기준 20% 증가

 ☞ 기준두께와 병행표기하지 않아야 함

 ☞  표준시방서 제출시 시방서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첨부 6 

참조)

⑧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

   어 또는 다단 제어 운전

ㅇ장비일람표

ㅇ자동제어계통도

ㅇ도면에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표기

 ☞ 대수분할, 비례제어, 다단제어 등 (첨부 5, 

22 

참조)

⑨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ㅇ장비일람표

ㅇ자동제어계통도

ㅇ도면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표기[가변속제어방식

  (인버터),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

 ☞ 공조용 송풍기 전동력의 60%이상 적용시 인정
⑩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

   수설비

ㅇ장비일람표 ㅇ장비일람표에 폐열회수기 사양 및 적용대상 표기

 ☞ 폐열회수설비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 등

 ☞ 콘덴싱 보일러는 폐열회수설비의 배점 대상에서 제외

(첨부 5 

참조)

⑪ 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ㅇ장비일람표

ㅇ위생설비계통도

ㅇ도면에 폐열회수기 사양 및 채택 여부 표기

 ☞ 여러 동의 건물인 경우 동단위로 설치시 인정

첨부 24

(첨부 5 

참조)

⑫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이용

   중앙집중냉방, 지역냉방,소형

   열병합 냉방, 신재생에너지 이

용 냉방 설비

ㅇ장비일람표

ㅇ냉방부하계산서

장비일람표에 해당 설비 용량 표기

 ☞ 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 담당비율(%)=(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용량 또는 냉방부하

의 합)÷ (주간 최대 냉방부하)×100

 ☞  담당비율 계산서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첨부 4, 5 

참조)
⑬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 설

   비

ㅇ장비일람표

ㅇ급탕부하계산서

ㅇ장비일람표에 심야전기이용 축열설비 사양 및 적용 표기

 ☞ 급탕부하의 20% 이상을 심야전기 이용 축열 설비로 설계

한 경우 인정

 ☞  급탕부하 비율 계산서에‘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 
⑭ 급탕용 보일러 ㅇ장비일람표 ㅇ장비일람표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채택’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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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⑮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

   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ㅇ장비일람표

ㅇ자동제어계통도

ㅇ도면에 순환펌프의 제어방식 표기

 ☞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 대수제어, 가변속 제어 등

 ☞ 순환펌프 전체동력의 60%이상 적용시 인정

(첨부 5, 

22 

참조)

⑯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 급수

   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ㅇ장비일람표

ㅇ자동제어계통도

ㅇ도면에 급수펌프의 제어방식 표기

 ☞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 가변속(인버터) 제어 등

 ☞ 급수펌프 전체동력의 60%이상 적용시 인정
⑰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ㅇ장비일람표

ㅇ자동제어계통도

ㅇ도면에 지하주차장 환기팬 제어방식 표기

 ☞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 대수제어, 풍량조절제어(가변익, 

가변속도), CO농도 제어 등

 ☞ 지하주차장 팬 전체동력의 60%이상 적용시 인정
⑱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

   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채택한 시

   스템 설치

ㅇ자동제어계통도 ㅇ건물설비(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에 대해 자동제어 시스템

을 구성하고, 컴퓨터 및 네트워킹 제어시스템을 도면에 작성

 ☞ 자동제어사항 구체적 제시(네트워킹 및 현장제어 사항 등)

⑲
보

상

점

수

 지역난방 또는 소형 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활

용 폐열시스템을 채택

ㅇ장비일람표

ㅇ열원흐름도

ㅇ보상점수 취득시 1, 8, 10번 항목에 배점 불가

ㅇ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활용폐역시스템은 난방

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할 경우 인정

 ☞  부열원이 있는 경우, 부열원은 기계1번 항목의 0.9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효율값을 적용할 경우 인정
첨부 25

(첨부 5 

참조)
 개별난방 또는 개별 냉

 난방 방식을 채택

ㅇ장비일람표

ㅇ열원흐름도

 - 개별난방

 - 개별냉난방

ㅇ자동제어 계통도

ㅇ보상점수 취득시 8, 10, 15번 항목에 배점 불가

ㅇ개별 냉난방 :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

 (전기구동식)가 가능하고,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 제어가

  가능해야함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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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설비부문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①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

ㅇ장비일람표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설치예정확인서

ㅇ장비일람표 동력설비(전동기)에‘에너지소비효율등급 최저소비효

율’표기[삼상 : 0.75KW이상 ~ 200KW이하)

 ☞ 소방용을 제외한 모든 전동력(㎾) 대비 고효율 인증 전동기(㎾) 비

율을 계산하여 배점 (소비동력 0.7kW 이상)

 ☞ 명시되지 않은 전동기는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

첨부 

26
(첨부 5 

참조)

② 간선의 전압강하(%) ㅇ전압강하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설치예정확인서

ㅇ간선의 전압강하율의 최대값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압강하율 산정(개

별 배점별로 확인)

 ☞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각 간선들의 전압강하율 적용

 ☞ 명시되지 않은 부하에 대해서는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

(첨부 

10 

참조)

③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

    도록 뱅크 구성

ㅇ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또

는 전력자동제어설비 계통

도

ㅇ전력사용 용도별로 변압기를 구분하고, 대수제어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 변압기를 동력용, 전등 및 전열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 변압기 간 TIE 적용시 배점 인정

(첨부 8 

참조)

④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

    설비에 직접 강압방식

ㅇ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ㅇ특고압을 저압으로 직접 강압하는 배전방식 표기

 ☞ 도면상의 변압기에‘22.9kV → 380/220V'로 표기

 ☞ 1단 강압만 인정

⑤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

    대 수요전력 제어설비

ㅇ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또는 전력자동제어설

비 계통도

ㅇ도면에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계통 표기

 ☞ 단순 peak 경보기능은 인정 불가

 ☞ 최대수요전력의 감시뿐만 아니라, Peak Cut 등 제어프로그램이 가

능해야 인정

⑥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

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ㅇ조명자동제어설비계통

도

ㅇ적용비율계산서

ㅇ설치예정확인서

ㅇ도면에 자동제어방식 및 설비 표기

 ☞ 건물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시 인정

 ☞ 조명부하 계산서 첨부

 ☞ 적용비율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 필요시 설치예정확인서 첨부  

첨부 

27
(첨부 

13 

참조)

⑦ 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ㅇ전력자동제어설비 계

통도

ㅇ도면에 자동제어 설비 표기

 ☞ 수변전 설비 이상상태 및 운전상태 감시 기능과 전력수요제어, 역률

제어 가능여부를 전력제어단선결선도에 표기해야 인정

(첨부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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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⑧ 옥외등은 고휘도방전 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

록 구성

ㅇ옥외 외등설비

  평면도

ㅇ도면에‘고휘도방전램프 사용’또는 'LED 램프’과‘격등회로 구

성’및‘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표기

 ☞ 고휘도방전램프 :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자동점소등방식 : 광센서 방식, 타이머 방식, 조명자동제어 시스템방식

 ☞ 옥외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램프’ 적용 명기

첨부 

28

⑨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

약적 제어방식 채택

ㅇ전열설비평면도

   (1층)

ㅇ설계도서에‘VVVF(인버터제어)’등 제어방식 표기 첨부 

29

⑩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 전력량계 설

치

ㅇ전력간선계통도

   (W/계량기)

ㅇ도면에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적산전력량계 설치 여부 표기

 ☞ 충별 1대 이상 전력량계(㎾h)설치시 인정

첨부 

30
⑪ 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

링 시스템 설치

ㅇBEMS, FMS 시스템 

블록도,

   자동제어 시스템 

   구성도 

   

ㅇ냉방, 난방, 조명, 급탕 등 에너지용도별로 계측시스템구성을 

도면에 명기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파악 및 시간대별 환경변수(외기, 습도 등)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냉/난방기, 가스 등)의 최적운전

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건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

템

첨부 

31

⑫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 자동조절장치를 채택

ㅇ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ㅇ도면에‘역률자동조절장치(APFR)’설치 여부 표기 (첨부 8 

참조)

⑬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써 각 설비

별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개방

형통신 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

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ㅇ자동제어시스템

   구성도

ㅇ분산제어시스템으로써 각 설비별 개방형 통신기술 적용 등 

    제어계통 도면 작성 (BEMS, FMS시스템 설치시 인정)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부대설비(UPS,항온/항습기, 분전반, 소화설

비 등) 및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 (온도,습도,

누수,화재,전력량관리 등)의 장애 및 임계값 등을 실시간 감시함으

로써 돌발적인 시스템의 운영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

속한 대응을 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첨부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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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⑭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ㅇ전등설비평면도

ㅇ조명부하계산서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ㅇLED 조명기기는‘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사용

ㅇ전체 조명설비 전력량(kVA)에 대한 적용비율 계산서 제출

 ☞ 적용비율(%) = [LED조명기기전력량(kVA) ÷ 전체조명설비 

전력량(kVA)]×100

 ☞ LED 유도등 및 보안등 전력량에 포함 가능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만 적용

첨부 32

(첨부 

11,12,1

3 참조)

⑮ 콘센트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

품으로 채택

ㅇ전열설비 평면도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ㅇ도면에 “콘센트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콘센

트“ 표기

 - 적용 비율(%)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개수) ÷ 전체 콘센트(개수) 

× 100

(첨부 

12,13,1

4

참조)

⑯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에 

300㎡이내 마다 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

ㅇ지하주차장 전등설

비평면도

ㅇ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개구부 확대

   평면도

ㅇ자연채광면적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ㅇ건축관련 평면도에 채광용 개구부를 300㎡ 마다 2㎡이상 설치

하고 표기(지하주차장 평면도)

ㅇ지하주차장 평면도에 채광용 개구부 면적을 합산하고, 자연채

광 면적계산서 작성

ㅇ지하주차장 조명에 대해 조명 자동제어계통도를 작성 제출

 ☞ 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동점멸’또는

  ‘조명제어’를 도면에 표기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시 인정(지하 1층에만 적용)

 ☞ 지하 2층 이하 의 지하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첨부 33

(첨부 27 

참조)

⑰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전기부문 16번에 대

한 보상점수

ㅇ건축물평면도

  (공동주택만 해당)

ㅇ공동주택에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보상점수 취득 시 기계 17번, 전기 16번 배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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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⑱ 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

    우수 제품으로 채택

ㅇ(단위세대)홈네트

  워크평면도

  (공동주택만 해당)

ㅇ단위세대 홈네트워크 평면도 등에‘도어폰(월패드)은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표기

 ☞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 :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

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실내기 및 실외기 포함)

첨부 34

⑲ 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

    력저감 우수 제품으로

    채택

ㅇ(단위세대)홈네트

  워크평면도

  (공동주택만 해당)

ㅇ단위세대 홈네트워크평면도 등에‘홈게이트웨이는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표기

 ☞ 대기전력 저감형 홈게이트웨이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

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

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

력저감프로그램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

된 제품

 ☞ 홈게이트웨이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국토‧지경‧방통위 통합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09.3.4)’에 따름

 ☞ 단, WALLPAD기능이 포함된 홈 게이트웨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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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라. 신재생설비부문5)

항     목 근거 서류 근 거 서 류(도 면) 작 성 방 법
작성여부 

체크(○,×)

꼬리표

부착
① 전체 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ㅇ장비일람표

ㅇ부하계산서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전체 용량대비 2%이상 적용시 인정

 ☞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이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제출

 - 적용 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 설비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100

첨부 35

(첨부 5 

참조)

② 전체 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ㅇ장비일람표

ㅇ부하계산서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전체 용량대비 2%이상 적용시 인정

 ☞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이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제출

 - 적용 비율(%) = 신재생에너지 냉방 설비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100
③ 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 비율(%)

ㅇ장비일람표

ㅇ부하계산서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전체 용량대비 10%이상 적용시 인정

 ☞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이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제출

- 적용 비율(%) = 신재생에너지 급탕 설비용량(㎾) ÷ 전체 급

탕부하(㎾) × 100
④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 비율(%)

ㅇ태양광설비구성도
ㅇ단선결선도
ㅇ신재생장비일람표 및 

계통도
ㅇ적용비율계산서
 ☞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

술사 날인

ㅇ전체 용량대비 2%이상 적용시 인정

 ☞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이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제출

 - 적용 비율(%) = 신재생에너지 전기 설비용량(kVA) ÷ 전

체 수전용량(kVA) × 100

첨부 36

5) 주의사항

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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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시 주요 점검 사항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적용 여부 및 제시된 절약 항목의 배점의 판단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된 근거서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

  ◈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제시한 제반 항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에서 정하는 기본 설계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기본설계 도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은 별도의 도면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도면은 건축사 및 해당분야 

기술사가 날인 하여야 하며, 도면이 아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명 및 기술사 날인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이 어렵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 또는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실시

설계 도서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전기 설비가 여러 동에 걸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해 동별로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급에 의한 배점(b)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가 적용된 경우 

항목에 따라 최저점(0.6점)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적용 여부에 의한 배점일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기타 체크 사항

   ◦ 적용되는 단열재의 명칭과 두께는 부위별 요구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도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명칭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 각 부위에 적용되는 창호의 종류(플라스틱, 금속제 등)및 유리의 종류, 문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서는 장비일람표 등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고효율유도전동기, 난방기기, 냉방기기, 기계설비, 기밀성 창호 등 기준에 의해 성능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면 또는 시

방서에 해당 성능을 표기하여야 한다.(필요시 해당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함)

   ◦ 평균 열관류율, 적용 비율, 용량가중 평균으로 배점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 근거를 첨부하여야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에 기재된 내용은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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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번호
관련 부문 건물 종류 관련 기준

근거 서류(도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공동주택 비공동주택 의무 성능지표

공통 　 　 　 　 　 　 　 　 - 갑지, 설계개요, 배치도

1 ○ 　 ○ 　 ○ ○ 건축 ①,②,③,④
건축①,②,③,⑤

전기⑯
- 건축물성능 관계 도면(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포함), 평면도(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 입면면적

  산출도, 부위별면적계산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 ○ 　 　 　 ○ ○ 건축 ⑤ 건축 ⑩, ⑪ - 방풍구조 해당층 평면도

3 ○ 　 　 　 ○ ○ 건축 ⑥ 건축 ⑤, ⑦ - 적용비율계산서

4 　 ○ 　 ○ ○ ○ 기계 ① 기계 ⑫,⑬,⑭ - 냉난방 부하계산서(설계조건), 장비용량 계산서

5 　 ○ ○ ○ ○ ○ 기계 ②

기계①,②,③,④,⑤,⑥,⑧,⑨,

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
전기①

신재생①,②,③

- 장비 일람표(주열원, 펌프, 송풍기, 신재생에너지 등 용량 및 효율 표기)

6 　 ○ 　 　 ○ ○ 기계 ③ 기계 ⑦ - 기계설비 보온 시방서

7 　 ○ 　 　 ○ 　 기계 ④, ⑤ 　 - 난방 배관 평면도

8 　 　 ○ 　 ○ ○ 전기 ①, ② 전기 ③,④,⑤,⑦,⑫ -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전력 자동제어설비 계통도

9 　 　 ○ 　 ○ ○ 전기 ③ 　 - 장비일람표(콘덴서용량 표기), 설치예정확인서

10 　 　 ○ 　 ○ ○ 전기 ④ 전기 ② - 전압강하 계산서, 설치예정확인서

11 　 　 ○ 　 ○ ○ 전기 ⑤ 전기 ⑭ - 조명기구 상세도

12 　 　 ○ 　 ○ 　 전기 ⑥, ⑦, ⑧, ⑨ 전기 ⑭ - 단위 세대 (객실) 전등 설비 평면도

13 　 　 ○ 　 ○ ○ 전기 ⑦, ⑧ 　전기 ⑥,⑭ - 전등 설비 평면도, 설치예정확인서

14 　 　 ○ 　 ○ ○ 전기 ⑨ 　전기 ⑮ - (단위세대)전열설비평면도 또는 전열설비 평면도, (대기전력관련)적용비율 계산서, 설치예정확인서

15 ○ 　 　 　 ○ ○ 　 건축 ④ - 외단열 부위 입면도(외단열 면적비율 및 면적표 포함), 외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6 ○ 　 　 　 ○ ○ 　 건축 ⑥ - 평면도(외주부 면적계산서 포함) 입면도(개폐(개구부) 면적비율 계산서 포함)

17 ○ 　 　 　 ○ ○ 　 건축 ⑦ - 야간단열장치 적용부위 입면도(면적비율 계산서 포함)

18 ○ 　 　 　 ○ ○ 　 건축 ⑧ - 차양 설치 남서측 입면도(차양 설치 적용 비율 계산서 포함), 차양 설치 단면도, 내부 차양  자동제어 계통도

19 ○ 　 　 　 ○ ○ 　 건축 ⑨ - 조경개요, 옥상조경구적도(면적 비율 계산서 포함)

20 ○ 　 　 　 ○ 　 　 건축 ⑫ - 단지 배치도, 인동거리배치도(인동간격 비율 계산서 포함)

21 　 ○ 　 　 ○ ○ 기계 ② 기계 ①,②,③,④ - (난방, 냉방, 펌프, 송풍기 등) 용량 가중평균 효율 계산서

22 　 ○ 　 　 ○ ○ 　 기계 ⑤,⑧,⑨,⑮,⑯,⑰,⑱ - 자동제어 계통도

23 　 ○ 　 　 ○ ○ 　 기계 ⑥ - 환기덕트 평면도, 환기장치적용비율계산서

24 　 ○ 　 　 ○ ○ 　 기계 ⑪ - 위생설비계통도

25 　 ○ 　 　 ○ ○ 　 기계 ⑲ - 열원 흐름도

26 　 　 ○ 　 ○ ○ 　 전기 ① - (고효율 유도 전동기) 적용 비율 계산서, 설치예정확인서

27 　 　 ○ 　 ○ ○ 　 전기 ⑥ - 조명설비 자동제어설비 계통도, 조명제어 적용비율 계산서, 조명부하 계산서, 설치예정확인서

28 　 　 ○ 　 ○ ○ 　 전기 ⑧ - 옥외 외등설비 평면도

29 　 　 ○ 　 ○ ○ 　 전기 ⑨ - 전열설비 평면도(1층)

30 　 　 ○ 　 ○ ○ 　 전기 ⑩ - 전력간선계통도 (W/계량기)

31 　 　 ○ 　 ○ ○ 　 전기 ⑪,⑬ - BEMS, FMS 시스템 구성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구성도

32 　 　 ○ 　 ○ ○ 　 전기 ⑭ - LED 조명 적용비율 계산서, 전등설비 평면도, 조명부하계산서

33 　 　 ○ 　 ○ 　 　 전기 ⑯,⑰ - 지하 주차장 전등 설비 평면도, 자연채광 면적 계산서, 지하주차장 평면도 또는 개구부 확대 평면도

34 　 　 ○ 　 ○ ○ 　 전기 ⑱,⑲ - 홈네트워크 또는 통신설비 평면도

35 　 　 　 ○ ○ ○ 　 신재생 ①,②,③ - 냉방, 난방, 급탕설비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계산서

36 　 　 　 ○ ○ ○ 　 신재생 ④ - 태양광 설비 구성도, 적용비율 계산서

나. 첨부자료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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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
첨부 서류

기준 항목
첨부 서류

대구분 소구분 항목 대구분 소구분 항목

의무

건축

① 단열조치

첨부 1

에너지

성능지표

기계

① 난방기기

첨부 5. 21
②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건축부분 1번항목 0.6이상 ② 냉방기기

③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③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효율

④ 방습층 설치 ④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펌프의 평균 효율

⑤ 방풍구조 첨부 2 ⑤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첨부 5. 22

⑥ 기밀성능 10등급이하의 창호 적용 첨부 3 ⑥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바닥열이용 환기장치 첨부 5, 23

기계

① 설계용 외기조건 첨부 4 ⑦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첨부 6

② KS인증 펌프 첨부 5 ⑧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첨부 5, 22

③ 기기배관, 덕트 단열 첨부 6 ⑨ 공조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④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첨부 7

⑩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첨부 5

⑤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각 세대에 난방적산 열량계 설치 ⑪ 생활폐수의 폐열회수설비 첨부 5, 24

전기

① 변압기는 고효율 변압기 설치
첨부 8

⑫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이용 중앙집중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냉방설비

첨부 4, 5②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⑬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첨부 9 ⑭ 급탕용 보일러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 따름 첨부 10 ⑮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첨부 5, 22
⑤ 조명기기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 전용안정기 택함 첨부 11 ⑯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⑥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채택 첨부 12 ⑰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⑦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토록 점멸회로 구성
첨부 12,13

⑱ 컴퓨터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⑧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⑲ 지역난방 등 기타 열원 및 개별난방 적용시 보상점수 첨부 5, 25

⑨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든스위치 적용 첨부 12,14

전기

① 고효율 유도전동기 첨부 5, 26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

① 외벽의 열관류율

첨부 1

② 간선의 전압강하(%) 첨부 10

② 지붕의 열관류율 ③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첨부 8③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④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 강압방식

④ 외단열공법의 채택 첨부 15 ⑤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 수요전력 제어설비

⑤ 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 첨부 1, 3 ⑥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첨부 13, 27

⑥ 자연 채광용 개구부,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창 설치 첨부 16 ⑦ 수변전설비의 자동제어설비 채택 첨부 8

⑦ 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첨부 3, 17 ⑧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램프 사용, 격등조명, 자동점멸기 첨부 28

⑧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첨부 18 ⑨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첨부 29

⑨ 옥상 조경 첨부 19 ⑩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첨부 30

⑩ 외기에 면한 공동주택 주동출입구 방풍실, 방풍구조로 함
첨부 2

⑪ 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첨부 31

⑪ 공동주택 각세대 현관에 방풍실을 설치 ⑫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선택 첨부 8

⑫ 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 첨부 20 ⑬ 분산제어 시스템 첨부 31

　 　 　 　 ⑭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첨부 11,12,13,32

　 ⑮ 콘센트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채택 첨부 14

　 ⑯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이내마다 2㎡이상의 채광용 개구부 설치
첨부 33

　 ⑰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위 기계 17번 전기 12번 보상점수

　 ⑱ 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채택
첨부 34

　 ⑲ 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채택

　

신재생

① 전체 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첨부 5, 35　 ② 전체 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③ 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④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첨부 36

다. 의무사항/성능지표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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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부자료 세부항목
첨부 1 자료 : 단열조치(바닥난방 단열재 설치포함) 및 방습층 

● 건축 : 의무사항 1, 2, 3  성능지표 1, 2, 3 관련내용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 부위별 단열(단면)상세도의 모든 구조체에 대해 열관류율 계산서(도면에 포함) 작성

 ○ 부위별(창 및 문 포함) 열관류율 계산서는 단면상세도에 포함하여 작성(작성예시 참조)

 ○ 재료의 열전도율은 설계기준 [별표] 또는 설계기준 해설서 자료를 적용

   - 그 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고 도면에 열전도율 표기

 ○ 열전도율 단위는 W/m․K, 열관류율 단위는 W/㎡․ K
 ○ 열관류율 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구성체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의 값을 적용할 수 있음

   * 열반사단열재와 같이 구조체의 열관류율값으로 성적서를 제시하는 경우, 시험 구조체의 구성내역과 건축도면의 상세구조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열전도율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값은 인정하지만, 계산값은 인정하지 않음)

   * 화강석,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설계기준 해설서 자료 참조

 ○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

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

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함.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

< 바닥난방시 온수배  하부부터 슬라  상단까지 재료에 요구되는 열 항 합(단  : ㎡K/W)>

                      지 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최하층의 
거실바닥

외기직접 2.33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외기간접 1.63 이상 1.40 이상 1.40 이상

 <참  고>

 ○ 열관류율 계산방법

① 각 구성재료의 열저항값을 구한다.

- 열저항(㎡․ K/W) = 두께(m)/열전도율(W/m․ K)

② 구성재료의 열저항값을 모두 합산한다.

③ 열저항값 합에 역수를 취하면 해당 부위 열관류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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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의무사항 1, 2, 3 관련내용  부위별 단열(단면)상세

  ○ 해당 건축물의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 모든 부위에 대해 단열상세도 작성(의무 1)

  ○ 단열재의 명칭은 KS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열전도율값 이상의 성능을 갖는 단열재 적용시 열전도율 값을 

도면에 표기(필요시 시험성적서 제출)

  ○ 방습층 설치 및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 창 및 문도 포함하여 작성

  ○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

하게 마감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

로 기밀하게 마감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참 고>

 ○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형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 발코니 확장 시 단열대책을 단열상세도에 추가하여 작성 

   ※ 발코니 확장은 전세대 확장이 아닌 입주자 선택사항이므로, 발코니 미확장 세대와의 인접 시 단열대책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해야함

 ○ 미확장 세대 발코니에 섀시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벽체의 단열기준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기준으로 적용 가능

   ※ 단, 확장형 평면도 또는 주단면도 등 도면에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섀시가 반영되어 있어야함

 ○ 단위세대의 형태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시 외벽이 3미터를 초과하게 되어 측벽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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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확장 시 추가해야할 단열상세 부위

○ 공동주택의 층간 단열재는 층간 바닥의 요구 열관류율을 만족할 수 있는 열저항과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일정 밀도를 갖고 있어야 함

  - 두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재료로 비드법보온판 2호(25K)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조

● 건축 : 의무사항 1, 성능지표 5 관련내용  창호일람

 ○ 단열조치를 필요로 하는 창 및 문에 대해 모두 작성(의무 1)

 ○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의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 기준 별표3에서 제시하는 열관류율 이상의 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창호관련 도면 또는 부위별 단열(단면) 상세도에 해당 건물 창호에 

적용하고자 하는 열관류율 값을 표기

   - 일반복충창+일반복층창의 이중창은 별표 3의 사중창 열관류율값 또는 별표9의 이중창의 계산방법에  의함.

 ○ 기밀성창호를 사용하여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밀성(등급)을 도면에 표기(성능 6)

   - 창호의 부분단열상세도와 창호상세도에 기밀성(등급)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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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단열간봉과 열교차단재

  - 단열간봉 : 이중 및 삼중창호에서 유리와 유리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창호의 결로 방지를 위해 열전도성이 낮은 재질을

     사용한 간봉(Spacer)을 단열 간봉이라고함

  - 열교차단재 : 창호의 금속프래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하는 재료

단열간봉 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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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형별)성능관계내역 도면[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포함] “작성양식”

   

구  분 단면구조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결과

재료명 두께(m) 열전도율(W/m․K) 7)열관류저항(m2․K/W)

외

벽

외
기
직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8)

합   계 -
9)적용 열관류율(W/m2․K)

① 10)기준 열관류율(W/m2․K)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② 기준 열관류율(W/m2․K)

외

기

간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③ 기준 열관류율(W/m2․K)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④ 기준 열관류율(W/m2․K)

측

벽

외

기

직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⑤ 기준 열관류율(W/m2․K)

외

기

간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⑥ 기준 열관류율(W/m2․K)

6)「(형별)성능관계내역」은‘설계 도면’으로 작성하고, 도면에는 반드시‘공사명’및‘설계자 상호’표기 그리고‘대표자’날인할 것

7)열관류저항(m
2․K/W)=[두께(m)÷열전도율(W/m․K)]

8)중공층(완전밀폐상태, 두께 반드시 표기)이 아닌 단순한 틈새, 벌어짐, 공기 출입이 가능한 공기층 공간 등은 불인정

9)열관류율(W/m
2․K)=[1÷열관류저항의 합계(m

2․K/W)]

10)열관류율의 단위 : W/m2․K=(㎉/m2․h․℃)÷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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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면구조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결과

재료명 두께(m) 열전도율(W/m․K) 열관류저항(m2․K/W)

지

붕

외
기
직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⑦ 기준 열관류율(W/m2․K)

외
기
간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⑧ 기준 열관류율(W/m2․K)

최

하

층

바

닥

외
기
직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⑨ 기준 열관류율(W/m2․K)

외
기
간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⑩ 기준 열관류율(W/m2․K)

층
간
바
닥

외
기
간
접

부
위
명

단열 부위
단면 상세도

1

2

합   계 -

적용 열관류율(W/m2․K)

⑪ 기준 열관류율(W/m2․K)

구  분 단면구조 11)상  세  내  용

12)

창
(창틀
포함)

외
기
직
접

부
위
명

두  께 유리 + 공기층 + 유리 (단위 : mm)

기  타 삼중창, Low-E유리 여부, 아르곤 주입 여부, 열교차단재 적용여부 등 기재

기밀성 등급 [KS F2292]                      (등급) 미만

적용 열관류율                     (W/m2․K) 이하

⑫ 기준 열관류율                         (W/m2․K) 이하

13)

문

외
기
직
접

부
위
명

일반문
  단열두께 :            mm

  열관류율 :            (W/m2․K) 이하

유리문
단  창   열관류율 :            (W/m2․K) 이하

복층창   열관류율 :            (W/m2․K) 이하

방풍문   열관류율 :            (W/m2․K) 이하

⑬ 기준 열관류율                         (W/m2․K) 이하

11)상세내용은 창호(창틀포함) 및 문의 사양(스펙)과 열성능 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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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관계내역 도면[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포함] “도면예시”

12)창호(창틀포함)의 상세내용을 창호일람표 또는 창호제작시방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13)문의 상세내용을 문일람표 또는 문제작시방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ㅇ 부위별 단열성능을 도면으로 제출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3,4번,

    EPI 건축 1,2,3번 관련)

 - 두께(m), 열전도율(W/mK), 열전도저항(㎡K/W), 열관류율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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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호의 기밀성(등급) 또는 통기량, 열관류

율값을 반드시 명기

   (건축 의무 1번, EPI 건축1, 5번)

ㅇ 바닥난방일 경우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

규정 준수(건축 의무 3번]

ㅇ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

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나’ 항

목과 ‘다’항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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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입면적 산출표 포함] “도면예시(공동주택 단위세대)”

-. 벽체면적 확인 가능하도록 입면전개도(일반건축물) 혹은 평면도에 벽체 면적산출표를 첨부

-. 공동주택 작업 시 벽체 길이는 중심선간 거리이며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 끝선기준

  으로 면적산출, 세대간벽을 포함한 모든 외벽면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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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면도[입면적 산출표 포함] “도면예시(일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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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도 “도면예시(공동주택 주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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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상세도 “도면예시(공동주택 발코니확장단열상세)”

ㅇ 발코니 확장 부분의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기준 준수(아래층이 비확장이면 

최하층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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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면도 “도면예시(공동주택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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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도 “도면예시(공동주택 창호도)”

ㅇ 창호의 기밀성(등급) 또는 통기량

   [건축 의무 6번, EPI 건축 5번]

ㅇ 창호의 열관류율값 명기

   [건축 의무 1번, EPI 건축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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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단열결로방지 “도면예시(공동주택 방수단열결로방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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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성능지표 1, 2, 3 관련내용  평균 열관류율 계산

 ○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미제출 시 기본배점(0.6점)이 인정되지 않고 0점 처리되므로, 배점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계산

서를 제출해야함

 ○ 성능지표 평점계산 시,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적용하였는지 확인

   -  ㎉/㎡h℃로 계산한 경우, 1[W/㎡K] = 0.86[㎉/㎡h℃]로 환산

 ○ 평균 열관류율 산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

   -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

   - 외기에 간접 면한 부위는 해당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계산에 적용

   - 설계기준상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비규칙 [별표4]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 값을 계산에 적용

   -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고, 해당 부위가 거실 또는 난방공간에 면하는 경우에는 열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열관류율 

값은 0으로 계산에 적용

   - 건물 형태에 따라 최하층 바닥 및 최상층 지붕의 열관류율은 여러 값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평균열관류율 산정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

   -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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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축물 부위별 면적 집계표 “작성양식”

구   분
단면
번호

외기 면한 창면적(A) 외기 면한 문면적(B)
창,문 제외
벽 면적(C)

전체 외벽면적
(A+B+C)

101동
.
.
.
.

XXX동

외벽

면적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지붕

면적

ⓐ ㎡

ⓑ ㎡

ⓒ ㎡

소계 ㎡

바닥

면적

ⓐ ㎡

ⓑ ㎡

ⓒ ㎡

소계 ㎡

면 적
합 계
(㎡)

창
총 면적
(A)

㎡
문

총 면적
(B)

㎡
창,문 제외
외벽면적

(C)
㎡

전체 총
외벽면적
(A+B+C)

㎡

지붕면적 ㎡ 바닥면적 ㎡

14)「건축물 부위별 면적 집계표」는‘설계 도면’으로 작성하고, 도면에는 반드시‘공사명’및‘설계자 상호’표기 그리고‘대표자’날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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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 계산식

 ☞ 각각의 계산과정에서“단위를 명기”하고 최종적으로 열관류율은“W/m2․K” 단위로 환산

 외벽부위 평균 열관류율 = [(해당부위별 벽, 창 및 문) 면적합계 x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의 합 ] ÷ [총 외벽면적(벽, 창 및 문) 면적의 합계]

 지붕부위 평균 열관류율 = [(외기직접 지붕면적 x 해당부위 열관류율) + (외기간접 지붕면적 x 해당부위 열관류율)] ÷ 지붕부위 총면적

 바닥부위 평균 열관류율 = [(외기직접 바닥면적 x 해당부위 열관류율) + (외기간접 바닥면적 x 해당부위 열관류율)] ÷ 바닥부위 총면적

○ 15)건축물 부위별 면적 집계표 및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작성양식”

외벽 평균열관류율
지붕 평균열관류율 바닥 평균열관류율

측벽
외벽

(측벽, 창 및 문 제외)
외기에 면한 창 및 문

단면
번호

A
부위별
열관류율

(W/m2․h․K)

B
면적
(㎡)

계산값
(A*B)

단면
번호

C
부위별
열관류율

(W/m2․h․K)

C
면적
(㎡)

계산값
(C*D)

단면
번호

E
부위별
열관류율

(W/m2․h․K)

F
면적
(㎡)

계산값
(E*F)

단면
번호

G
부위별
열관류율

(W/m2․h․K)

H
면적
(㎡)

계산값
(G*H)

단면
번호

I
부위별
열관류율

(W/m2․h․K)

J
면적
(㎡)

계산값
(I*J)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 ․ ․ ․ ․
․ ․ ․ ․ ․

면적소계
(M1)

- -
면적소계
(M2)

- -
면적소계
(M3)

- -
면적소계
(M4)

- -
면적소계
(M5)

- -

계산값소
계(S1)

- -
계산값소
계(S2)

- -
계산값소
계(S3)

- -
계산값소
계(S4)

- -
계산값소
계(S5)

- -

평균
열관류율
(면적가
중평균)

= [계산값소계의 총합(S1+S2+S3)] ÷ [면적소계의 총합(M1+M2+M3)]

평균
열관류율
(면적가
중평균)

= (S4) ÷ (M4)

평균
열관류율
(면적가
중평균)

= (S5) ÷ (M5)

15)「건축물 부위별 면적 집계표 및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는‘설계 도면’으로 작성하고, 도면에는 반드시‘공사명’및‘설계자 상호’표기 그리고‘대표자’날인할 것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 : 외벽, 지붕, 바닥 부위는 열관류율 값 × 0.7을 계산에 적용,  창 및 문 부위는 열관류율 값 × 0.8을 계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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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건축물부위별 면적집계표 “도면예시”

ㅇ 건축물 부위별 면적 집계표를 도면

으로 작성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46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 계산식 “도면예시”

ㅇ 평균열관류율 계산서를 도면에 포함시켜 

작성

    [건축 성능 1,2,3]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47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2 자료 : 방풍구조 해당층 평면도

● 건축 : 의무사항 5 관련내용  방풍구조

 ○ 주출입문은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풍구조로 설치

   -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 회전문 등이 해당

 ○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은 

방풍구조 의무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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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1층 출입구 방풍구조 “도면예시(공동주택)”

ㅇ 평면도에 방풍구조 위치를 표기

   [건축 의무 5]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49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공동주택 단위세대 현관 중문구조 “도면예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50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3 자료 : 창호기밀성능

● 건축 : 의무사항 1, 성능지표 5 관련내용  창호기밀성능

 ○ 단열조치를 필요로 하는 창 및 문에 대해 모두 작성(의무 1)

 ○ 기밀성창호를 사용하여 통기량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밀성(등급)을 도면에 표기(성능 5)

   - 창호의 부분단열상세도와 창호상세도에 기밀성(등급) 또는 통기량 표기

 ○ 기밀성등급이 서로 다른 창이 있는 경우, 면적비율로 배점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계산서 제출)

   - 면적비율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명, 건축사 날인 필요  

   ■ 기밀성창호 면적비율 계산서

1.  창 면적표

층
창

창 타입 면적 기밀성(등급) 기본배점

지상6층
CW-1 400.0 1 1
CW-2 360.0 2 0.9

지상5층 CW-1 716.6 1 1
지상4층 CW-1 716.6 1 1
지상3층 CW-1 716.6 1 1
지상2층 CW-1 716.6 1 1
지상1층 CW-1 934.8 1 1
지하1층 CW-3 934.8 3 0.8

계 5,496

 ㅇ 전체 창면적 : 5,496.0㎡

 ㅇ 창의 통기량 가중평균 : [(1점×4201.2㎡) + (0.9점×360㎡) + (0.8점×934.8㎡)] ÷ 5,496.0

                           = 등급

  ∴ 기밀성창호 기본배점 6점(사무) × 0.96점 = 5.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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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4 자료 : 냉난방부하계산서(설계조건), 장비용량 계산서

● 기계 : 의무사항 1 관련내용  설계용 외기조건

 ○ 냉난방 장치의 용량산출을 위한 외기조건 산정근거로 설계기준 [별표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 온․습도 기준」을 참조

하여 해당 온도 적용여부 확인

    - 별표 6 이외의 지역은 가장 유사한 지역의 값을 적용

 ○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적용 가능

 ○ 지역난방 방식 건축물은‘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적용 가능

 ○ 냉난방부하계산서중 외기온도조건이 작성된 페이지를 발췌하여 첨부하거나, 기계설비계산서중 설계용 온도조건이 작성된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 외기온도조건이 작성된 페이지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기계 : 성능지표 12, 13, 14 관련내용 냉방, 급탕

 ○ 장비일람표상의 전기대체 냉방기기(축냉식, 가스이용 중앙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설치용량을 확인

 ○ 연중 주간 최대 냉방부하(기계설비계산서로 확인) 대비 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용량의 비율을 계산

   - 담당비율(%) = (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용량 또는 냉방부하의 합) / (주간 최대 냉방부하) × 100

   - 전기대체 냉방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 불인정

   - 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용량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장비일람표상의 심야전기 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용량 확인

   - 전체 급탕부하 용량의 20%이상 설치여부 확인 

   - 축열설비 설치 용량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급탕용 보일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확인

   - 장비일람표의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가재인증제품’ 명기

   - 급탕전용 보일러 뿐 아니라 난방/급탕 겸용보일러의 경우에도 인증제품 사용시 인정

   ※ 현재 급탕전용 보일러 인증제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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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참  고>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①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재(물, 얼음 또는 포접화합물과 공융염 등의 상변화물질)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기타시간”이라 한다)에 냉방에 이용하는 설비

- 빙축열식 냉방설비 : 심야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

- 수축열식 냉방설비 :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

- 잠열축열식 냉방설비 : 포접화합물이나 공융염 등의 상변화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   

  는 냉방설비

②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 가스(유류포함)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가스엔진구동 열펌프시스템

③ 지역냉방방식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를 주열원으로 사용하는 흡수식냉동    

기를 이용한 냉방방식과 지역냉수를 이용한 냉방방식

④ 소형 열병합을 이용한 냉방방식 :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하여 냉방 등을 하는 설비

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 「신에너지 및 재성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 촉진법 」 제2조에 의해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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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5 자료 : 장비일람표

● 기계 : 의무사항 2, 성능지표 4,15,16 관련내용 펌프효율

○ 건축물에 적용하는 모든 펌프설비에 대해 장비일람표에 작성토록하고, 해당 KS기준이 있는 펌프는 KS기준 만족여부를 확인

○ Note 또는 비고란에‘KS규격이 있는 모든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 이상 채택’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인정

   (장비일람표에 A, B 효율값을 기재하는 경우 A, B 효율값이 모두 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

○ 성능지표 4 항목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A,B 효율값을 도면에 명기하고, 펌프효율계산서 작성 및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성능지표 15, 16번 항목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제어 방식을 장비일람표 도면에 표기하거나, 자동제어계통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전기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 가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펌프에 연결된 전동기(모터)가 고효율 전동기임을 도면에 표기

  - 고효율 전동기(0.75kW 이상)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계 : 성능지표 1, 2, 8, 10, 12 관련내용 장비효율

○ 건물의 난방 및 냉방을 담당하는 모든 설비에 대해 장비일람표 작성여부 및 효율값 확인

  - 증축의 경우 기존설비 및 신규설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장비일람표에 난방기기 및 냉방기기의 효율값을 반드시 표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 명기

○ 기타난방기기 : 기름보일러, 중앙(개별)가스보일러 이외에 건물 난방을 위한 모든 기기가 해당  

  - 냉온수기, EHP, GHP, 신재생에너지, 전기 등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등 

○ 기타냉방기기 : 원심식냉동기, 흡수식냉동기, 냉온수기 이외에 건물 냉방을 위한 모든 기기가 해당

  - EHP, GHP,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하는 냉방장치 등 

○ 장비일람표에 반영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기본점수 불인정

  - 증축으로 냉난방설비의 추가 설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장비의 효율값 적용가능

  - 다른 동에서 열원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기기의 효율값 적용가능

○ 성능지표 1항에서 개별가스보일러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명기한 경우에 1점 배점, 그 외에는 0.6점 배점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에서 성능지표 8항 열원설비의 제어에 의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어방식을 도면에 표기하거나, 

자동제어계통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성능지표 10항 보일러의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 등 폐열회수설비에 대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기에 대해 장비일람표에 별도항목으로 작성

  - 콘덴싱보일러는 보일러 효율판정에 반영되므로 배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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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성능지표 3, 9, 10 관련내용 송풍기 효율, 폐열회수형환기장치

 ○ 건물 공기조화시스템의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평균효율값 확인

 ○ 장비일람표에 공기조화기에 적용하는 급기팬 및 환기팬의 효율값을 표기

   - 송풍기 효율 계산서 제출 및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9항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에 대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어방식을 도면에 표기하거나, 자동제어계통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제어방식 :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 공조용 송풍기 전동력의 60% 이상 적용 시 인정

 ○ 10항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폐열회수장치 적용여부를 도면에 표기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적용’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 기계 : 성능지표 12, 13, 14 관련내용 냉방, 급탕

 ○ 장비일람표상의 전기대체 냉방기기 설치용량을 확인

 ○ 장비일람표상의 급탕용 축열설비 용량 확인

   - 전체 급탕부하 용량의 20%이상 설치여부 확인 

   - 축열설비 설치 용량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급탕용 보일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확인

   - 장비일람표의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가재인증제품’ 명기

   - 급탕전용 보일러 뿐 아니라 난방/급탕 겸용보일러의 경우에도 인증제품 사용시 인정

   ※ 현재 급탕전용 보일러 인증제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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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개별난방 장비일람표 “도면예시”

     

ㅇ 개별 가스보일러 ‘에너지소

비효율 1등급 제품’ 명기

(기계 성능 1]

ㅇ 급탕용 보일러 ‘고효율

에너기자재인증제품’ 명기

    [기계 성능 14]

ㅇ 급수펌프‘고효율에너기자재인

증제품’ 명기

    [기계 성능4]

ㅇ 급수펌프 제어방식 명기

   [기계 성능 16]

ㅇ 난방, 급탕펌프는‘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명기

ㅇ 그 외 펌프는 ‘KS 인증제품 및 KS

에서 정한 효율이상’ 명기

 [기계 의무 2]

ㅇ 펌프 A,B 효율값 명기

   (기계성능 4]

ㅇ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

전동기’ 명기

    [전기 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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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기팬 ‘고효율에너기자재 인증

제품’ 명기

ㅇ 전동기 ‘고효율 유도전동기’

명기[전기 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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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기팬 ‘고효율에너기자재 인증

제품’ 명기

ㅇ 전동기 ‘고효율 유도전동기’

명기[전기 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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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지역난방 장비일람표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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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의 1.12배 이

상 제품 적용’ 명기

ㅇ 그 외 펌프는 ‘KS 인증제품 및 KS에

서 정한 효율이상’ 명기

  [기계 의무 2 및 친환경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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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난방,급탕,급수펌프 외 펌프는 

‘KS 인증제품 및 KS에서 정한 

효율이상’ 명기

   [기계 의무 2]

ㅇ 급배기팬 ‘고효율에너기자재 

인증제품’ 명기

ㅇ 전동기 ‘고효율 유도전동기’

명기[전기 성능 1]

ㅇ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에

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명기

    [기계 성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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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 중앙냉난방 장비일람표 “도면예시” ㅇ 냉동기 COP 값 명기

   (기계 성능 1]

ㅇ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 명기

ㅇ 흡수식 냉온수기 COP 값 명기

   (기계 성능 1]

ㅇ 흡수식 냉온수기 ‘고효율에너지기

자재인증제품’ 명기 (기계 성능 1]

ㅇ 급탕용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

재인증제품’ 명기(기계 성능 14]

ㅇ 공기조화기 송풍기 효율값(%) 명기

[기계 성능 3]

ㅇ 공기조화기 송풍기‘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 명기(기계 성능 3]

ㅇ 급수펌프‘고효율에너기자재인증제품’ 명기

[기계 성능4]

ㅇ 펌프 KS 기준효율, A,B 효율값 명기

   [기계 성능 4]

ㅇ 급수펌프 제어방식 명기[기계 성능 16]

ㅇ 급수펌프 외 펌프는 ‘KS 인증제품 및 KS

에서 정한 효율이상’ 명기[기계 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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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배기팬 ‘고효율에너기자재 인증

제품’ 명기

ㅇ 전동기 ‘고효율 유도전동기’ 명기

   [전기 성능 1]

ㅇ 항온항습기 ‘고효율에너기자재 인

증제품’ 명기

ㅇ 항온항습기 COP값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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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자료 : 기계설비 시방서

● 기계 : 의무사항 3, 성능지표 7 관련내용 보온시방서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적용여부 확인

○ 보온시방서 또는 일반상세도 도면으로 작성하고,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보온재 이외의 기타 보온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

○ 성능지표 7항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온두께의 120% 이상의 두께를 적용하거나, 요구되는 열저항 성능 대비 20%이상의       

성능을 갖는 지에 대한 검토자료 첨부

  - 기계설비공사 보온 시방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작성예시>

● 급수관 및 배수관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 ~ 80 100 이상 비고

보온두께 25 40

1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2 보온재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  발포 포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 ~ 25 32 ~ 300 350 이상

보온두께 25 40 50

1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2 보온재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 발포 포리스티렌 보온통 3호

* 성능지표 7항 배점 요청시는 (  )의 값을 적용하고, 병행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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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

1) 조건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관경 (A) 25 ~ 40 50 ~ 125 150 이상

보온두께 25(30) 40(50) 50(60)
1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2 보온재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조건 : 관수온도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 별
관경 (A) 15 ~ 40 50 ~ 125 150 이상
보온두께 40(50) 50(60) 75(90)

1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2 보온재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성능지표 7항 배점 요청시는 (  )의 값을 적용하고, 병행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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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자료 : 단위세대 난방배관평면도

● 기계 : 의무사항 4, 5 관련내용 단위세대 난방배관평면도

○ 공동주택의 실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여부 확인

○ 단위세대난방배관평면도에 작성하고, 실내온도조절장치를 표시

  - 전용면적 60㎡이하는 1개, 60㎡초과~85㎡이하는 2개, 85㎡이상은 3개이상 적용

○ 공동주택 단위세대 난방평면도 “도면예시”

ㅇ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위치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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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자료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또는 전력자동제어 설비 단선결선도

● 전기 : 의무사항 1,2 성능지표 3,4,5,7,12 관련내용
수변전설비 기기 설치 사양,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및

전압강하 방식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로 설비의 관련기준 적합여부 확인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에 변압기는‘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사용’을 도면상에 표기(의무 1)

    - 한전에서 직접수전 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로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에 변압기 2차측 배전반에 적산전력량계 설치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의무 2)

  - 적산전력량계는 kWh 또는 Wh로 표기하고, 적산전력량이 표시됨을 도면에 명시

  - 건물내 변압기를 1대만 설치하는 경우도 설치한다.

○ 변압기는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하거나, 용도별(동력용, 전등/전열용 등)로 구분하고 제어방식을 표기하였는지를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로 확인(성능 3)

  - 변압기간 TIE-ACB를 적용한 경우 인정

○ 수전전압(22.9kV)에서 사용전압(380V, 220V)으로 직접강압방식 적용여부 확인(성능 4)

  - 학교, 연구소, 병원 등은 기기특성상 직접강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 경우, 수변전설비 또는 

전력자동제어설비 단선결선도 등에 최대 수용치를 초과할 때 설정된 단계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하부터 차단하는 Peak Cut 

제어프로그램 기능 적용여부 표기(성능 5)

  - 단순 Peak 경보기능만 있는 경우 인정 불가

○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이상사고, 이상지락 및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기록이 가능한 전력 자동제어시스템을 적용한 경우로서 전력수요제어,      

   역률제어 기능 가능 여부를 전력 자동제어설비 단선결선도 등에 표기(성능 7)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APFR)를 설치하고, 도면에 반영(성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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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도면예시”

ㅇ 변압기는 ‘고효율에너기자재인증제품’ 명기

   [전기 의무 1]

ㅇ 변압기 2차측 전력량계(KWH) 설치 [전기 의무 2]

ㅇ 최대수요전력제어기 설치[전기 성능 5]

ㅇ 변압기 대수분할[전기 성능 3]

  - TIE-ACB 적용

ㅇ 역률자동조절장치

   [전기 성능 12]

ㅇ 직접강압

   [전기 성능 2]

ㅇ 대수제어

  [전기 성능 3]

  - TIE-ACB 적용
ㅇ 전력량계(KWH)

   [전기 의무 2]

ㅇ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 성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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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자료 :　장비일람표(w/콘덴서 용량), 설치예정확인서

● 전기 : 의무사항 3 관련내용  전동기별로 내선규정에 적합한 콘덴서 설치 여부 

○ 장비일람표상의 모든 전동기(삼상 0.2kW 이상)에 대해 적정 역률개선용 콘덴서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 일반적으로 소방용(MCC-F)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소방용을 제외한 기기에 대해 확인해야함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 제정 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함

  - 기기 자체에 일부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해야하는 콘덴서 용량에서 그 만큼을 빼고 설치할 수 있음.

○ 모든 기기를 나타낼 수 없을 경우에는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할 것(해당공종 기술사 날인) 

○ 장비일람표(w/콘덴서용량)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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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정 확인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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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 자료 :　전압강하 계산서, 설치예정확인서

● 전기 : 의무사항 4, 성능지표 2 관련내용  내선규정에 적합한 전압강하율 적용 및 케이블 산정

○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하며,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의무 4)

   다만, 전기사용장소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3%이하로 할 수 있다.

  - 전압강하계산시 간선특성에 맞는 전압강하산출식 적용여부와 전압강하율 계산시 부하측전압(220V/380V)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 

  - 간선의 전압강하는 전선의 길이 및 부하기기의 정격전류에 비례하고,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전압강하율이 내선규정보다 큰 경우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해야함 

  - 간선계산서는 별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것(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간선은 설치예정확인서 제출)

  - 간선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전압강하 판정기준(60m 초과하는 경우)]

     

전선긍장 한전 저압 공급 사용시설내 변압기 공급

120m 이하 4% 이하 5% 이하

200m 이하 5% 이하 6% 이하

200m 초과 6% 이하 7% 이하

○ 간선의 평균 전압강하율을 계산하여 해당 배점 적용

  - 각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간선들의 전압강하율을 계산한 결과 최대값이 상기 기준을 만족해야함.

○ 전압강하 계산식 = (17.8*전선길이*부하기기의 정격전류)/(1000*전선의 단면적) -3상4선식

                     (30.8*전선길이*부하기기의 정격전류)/(1000*전선의 단면적) -3상3선식

○  전압강하율 = 전압강하*100/220V(3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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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 강 하 계 산 서

구 

분

구간 연결부하  특성 CABLE SCHEDULE 전압강하계산
SWITCH/CIRCUIT 

BREAKER

PANEL 

BOARD
FROM 배전방식

배전전압

(V)

거리

(m)
연결부하

전류

(A)
종류 굵  기

허용전

류

(A)

전압강하

(V)

강하율

(%)
P AF AT TYPE

　 LE-101 전기실 3Φ 4W 380/220V 175 101,775 154.6 F-CV 70 / 1C x4 190.2 6.88 3.13 4 225 175 MCCB

　 LE-102 전기실 3Φ 4W 380/220V 177 113,250 172.1 F-CV 70 / 1C x4 190.2 7.75 3.52 4 225 175 MCCB

　 LE-103 전기실 3Φ 4W 380/220V 124 64,350 97.8 F-CV 35 / 4C x1 112.1 6.17 2.80 4 100 100 MCCB

　 LE-104 전기실 3Φ 4W 380/220V 187 80,080 121.7 F-CV 50 / 1C x4 146.9 8.10 3.68 4 225 125 MCCB

　 LE-105 전기실 3Φ 4W 380/220V 187 101,520 154.3 F-CV 70 / 1C x4 190.2 7.34 3.33 4 225 175 MCCB

　 LE-106 전기실 3Φ 4W 380/220V 122 108,450 164.8 F-CV 70 / 1C x4 190.2 5.11 2.32 4 225 175 MCCB

　 LE-107 전기실 3Φ 4W 380/220V 198 110,610 168.1 F-CV 70 / 1C x4 190.2 8.46 3.85 4 225 175 MCCB

　 LE-108 전기실 3Φ 4W 380/220V 350 87,075 132.3 F-CV 70 / 1C x4 190.2 11.78 5.35 4 225 150 MCCB

 ○ 전압강하 계산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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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정 확인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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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자료 : 조명기구 상세도

● 전기 : 의무사항 5, 성능지표 14  관련내용  조명기기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건축물에 사용하는 LED 조명,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안정기 및 반사갓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명기구상세도에 각종기기의 성능을 표기(의무 5)

   * 고효율 조명기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형광램프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와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형광램프용 안정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말함

○ 조명기구상세도에 기기별로 성능을 표시하여야 하나,‘모든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사용’이라고 표기하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

   - 백열전구는 사용금지

[고효율조명기기 인증‧등급제도 구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조명기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직관형 형광램프, 안정기(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 형광램프, 안정기(32W형, 40W형), ․ 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
 (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 안정기내장형램프(5W 이상 60W 이하)․ 백열전구(70W 이상 150W 이하 2012년, 25W 이상 70W 미만 2014년부터 시행)․ 삼상유도전동기(0.75KW 이상 200KW 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적용 
조명기기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16㎜ 형광램프, 안정기(유효기간 10년)․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 (유효기간 10년)․ 메탈할라이드램프, 안정기․ 나트륨램프, 안정기․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백열전구를 사용한 것 유효기간 09년)․ LED 유도등․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AC/DC 50V 30W이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60W이하)․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센서 등기구(30W이하) ․ LED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옥내 및 옥외용 700W, 1000W)
*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등급제도로 통합되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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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LED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전체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적용비율 계산서를 제출(성능 14)

  - LED유도등 적용시 해당 전력량도 합산 가능

  - LED 적용비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조명기구 상세도 “도면예시”

ㅇ ‘모든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사용’명기

   [전기 의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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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자료 :　단위세대(객실) 전등설비 평면도

● 전기 : 의무사항 6,7,8,9 성능지표 14 관련내용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및 일괄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공동주택의 각 단위세대 현관과 숙박시설의 객실 입구에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반드시 설치(의무 6)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센서등) :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조명등으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 도면에 조명기구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계(의무 7)

   -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은 아님.

○ (공동주택) 세대 타입별로 현관에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도면에 일괄소등 스우치 위치를 표기)(의무 8)

   (공동주택 외) 층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도면에 일괄소등 스위치 위치를 표기)하거나 조명 자동제어 설비에서 일괄소등 가능토록 구성

   * 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괄소등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명자동제어설비 

계통도를 제출

○ (공동주택) 세대 타입별로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도면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 표기)(의무 9)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거실이며, 거실의 전체 콘센트 개수와 대기전력 차단으로 인한 콘센트 개수, 적용비율을 별도로 표기

   (공동주택 외)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위치를 도면에 표기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거실이며, 거실의 전체 콘센트 개수와 대기전력차단으로 인한 콘센트 개수, 적용비율을 도면에 표기

○ LED조명기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사용, 전체조명설비 전력량(KVA)에 대한 적용비율계산서 제출 (성능 14)

   - 적용비율(%) = [LED조명기기전력량(KVA)÷ 전체조명설비 전력량(KVA)] X 10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TYPE에 대한 도면 첨부 할 것.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77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단위세대(객실)전등설비 평면도“도면예시”

ㅇ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및 설치위치 표기

   [전기 의무 8]

ㅇ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표기

   [전기 의무 6]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78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13 자료 : 전등설비 평면도, 단위세대(객실)전등설비 평면도

● 전기 : 의무사항 7,8 성능지표 6, 14 관련내용  조명제어 회로 구성 및 적용비율, LED조명기기 적용비율

○ 도면에 조명기구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계(의무 7)

   -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은 아님.

○ (공동주택) 세대 타입별로 현관에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도면에 일괄소등 스위치 위치를 표기)(의무 8)

    전용면적 60㎡이하는 제외

   (공동주택 외) 층별(임대구역이 있는경우 임대구역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도면에 일괄소등 스위치 위치를 표기)하거나 전체소등스위치

를 설치 할 것.

   * 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괄소등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명자동제어설비 

계통도를 제출

○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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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단위세대(객실)전등설비 평면도, 전등설비 평면도“도면예시”

ㅇ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및 설치위치 표기

   [전기 의무 8]

ㅇ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표기

   [전기 의무 6]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80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14 자료 : 단위세대 전열설비 평면도 또는 전열설비 평면도, 적용비율 계산서, 설치예정 확인서

● 전기 : 의무사항 9, 성능지표 15 관련내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공동주택) 세대 타입별로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도면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 표기)(의무 9)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거실이며, 거실의 전체 콘센트 개수와 대기전력 차단으로 인한 콘센트 개수, 적용비율을 별도로 표기

   - 전체 TYPE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 비율 계산서는 도면에 명기할 것 

   (공동주택 외)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위치를 도면에 표기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거실이며, 거실의 전체 콘센트 개수와 대기전력차단으로 인한 콘센트 개수, 적용비율을 도면에 표기

○ 도면에 ‘콘센트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콘센트 채택 ’표기)(성능 15)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거실이며, 거실의 전체 콘센트 개수와 대기전력 차단으로 인한 콘센트 개수, 적용비율을 별도로 표기

   (공동주택 외)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위치를 도면에 표기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거실이며, 거실의 전체 콘센트 개수와 대기전력차단으로 인한 콘센트 개수, 적용비율을 도면에 표기

■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적용 비율 계산서(도면에 명기할 것)

구 분
전체 

콘센트 수량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수량
적용비율 적용장소

공동주택

A TYPE 37 12 30% 거실, 침실, 주방, 가족실, 식당

B TYPE 37 12 30% 거실, 침실, 주방, 가족실, 식당
C TYPE 37 12 30% 거실, 침실, 주방, 가족실, 식당

D TYPE 37 12 30% 거실, 침실, 주방, 가족실, 식당

구 분
전체 

콘센트 수량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수량
적용비율 적용장소

공동주택 외

1층 37 12 30%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

2층 37 12 30%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

3층 37 12 30%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
4층 37 12 30%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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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단위세대 전열설비 평면도“도면예시”

ㅇ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설치위치 표기

ㅇ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명기

ㅇ 전체콘센트 개수(A) : OOO 개

ㅇ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B) : OOO 개

ㅇ 대기전력자동자단콘센트 적용비율(%) : B÷A× 100 = OO%  명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82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15 자료 : 외단열공법

● 건축 : 성능지표 4 관련내용  외단열 면적비율 계산서

 ○ 전체 외벽면적 대비 창면적의 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배점불가

 ○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반드시 적용비율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배점 가능(기본점수 불인정)

 ○ 외단열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경우 인정

■ 외단열 면적비율 계산서[입면도 등 도면에 포함]

 ㅇ 전체 외벽면적(창호면적 제외한 순 외벽면적) : 5,863.3㎡

 ㅇ 외단열 적용부위 면적 : 5,279.5㎡

 ㅇ 외단열 면적비율 : 5,279.5 ÷ 5,863.3 = 0.9(90%)

  ∴ 외단열 기본배점 6점(사무) × 1점 = 6점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83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 외단열 외벽면적산출표 “도면예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84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16 자료 : 개폐가능 창의 설치

● 건축 : 성능지표 6 관련내용  창 개폐면적 비율 계산서

 ○ 외주부 바닥면적 : 외기에 직접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

 ○ 개폐부위 면적은 창의 개폐가 가능한 면적기준으로 작성

 ○ 개폐창면적은 유효면적이 아닌 입면적 기준(배연창 포함)으로 작성

 ○ 공동주택 작성 시 발코니 확장/비확장평면 외주부면적계산은 확장형으로 통일하여 작성

    (벽체의 실내측 표면하단으로부터 발코니면적 포함하여 계산)

 ○ 발코니 외창 및 내부분합창 설치 시(공동주택) 둘 중 적은 개폐면적기준으로 작성

■ 개폐가능 창면적 비율 계산서[입면도 등 도면에 포함]

1.  부위별 면적표

층
외벽 외주부

벽면적(㎡) 창면적(㎡) 개폐부위 면적(㎡) 면적 (㎡)

지상6층 906.5 760.0 76 300

지상5층 874.6 716.6 70 300

지상4층 874.6 716.6 70 300

지상3층 874.6 716.6 70 300

지상2층 874.6 716.6 70 300

지상1층 874.6 934.8 30 300

지하1층 583.8 934.8 30 300

계 5,863.3 5,496.0 416 2,100

 ㅇ 전체 외주부 바닥면적 : 2,100㎡

 ㅇ 창의 개폐부위 면적 : 416㎡

 ㅇ 창의 개폐면적 비율 : 416 ÷ 2,100 = 0.2(20%)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므로 1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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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17 자료 : 야간단열장치 설치

● 건축 : 성능지표 7 관련내용  야간단열장치 면적비율 계산서

 ○ 야간단열장치 :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 총열관류저항이 0.4㎡K/W 이상인 것

 ○ 야간단열장치 적용 시 창호도 등에 표현하고, 열관류저항 성능을 표기

■ 야간단열장치 비율 계산서[입면도 등 도면에 포함]

 ㅇ 전체 창면적 : 5,496㎡

 ㅇ 야간단열장치 적용면적 : 500㎡

 ㅇ 야간단열장치 적용비율 : 500 ÷ 5,496 = 0.09(9%)

  ∴ 야간단열장치 적용비율 20%미만으로 배점 미적용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86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첨부 18 자료 : 차양장치 설치

● 건축 : 성능지표 8 관련내용  차양장치 설치도 (입면도, 단면도)

 ○ 차양장치 내용이 포함된 입면, 단면도를 제출

 ○ 외부 차양장치는 남, 서측별 실내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내부 차양장치는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한 가변작동만 인정

 ○ 남, 서향 창면적의 80%이상에 차양장치 설치(천창면적 포함)

 ○  천창차양이 있을 경우 천창면적도 포함하여 계산 가능

■ 차양장치 설치비율 계산서[입면도 등 도면에 포함]

 ㅇ 전체 외벽면적 : 5,496㎡

 ㅇ 남측, 서측 창면적 : 2,000㎡

 ㅇ 남측, 서측 차양장치 설치 창면적 : 1,800㎡

 ㅇ 남측, 서측 차양장치 설치 창면적 비율 : 1,800㎡ ÷ 2,000 × 100 = 90%

  ∴ 남측, 서측 차양장치 설치 창면적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1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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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9 자료 : 옥상조경

● 건축 : 성능지표 8 관련내용  조경계획도

 ○ 옥상조경내용이 포함된 조경계획도를 제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옥상조경 면적 중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대체한 면적은 제외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법정 조경면적)으로 산정하고, 법정 조경면적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음 

 ○ 옥상면적 대비 옥상조경 면적이 30% 이상 인지를 판정(기계실, 신재생설비, 냉각탑 등 설비설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기준)하기 위한 

옥상조경면적비율 계산서를 첨부

 ○ 조경면적은 국토해양부 고시 조경기준으로 산정

■ 옥상조경 면적 비율비율 계산서[조경계획도 등 도면에 포함]

 ㅇ 대지면적 : 10,000㎡, 
 ㅇ 옥상면적 : 5,000㎡,   
 ㅇ 설비설치면적(기계실, 냉각탑 등) : 1,000㎡ 

 ㅇ 법정 조경면적 : 10,000㎡ × 15%(지자체 조례에 의한 면적비율) = 1,500㎡
 ㅇ 지상조경면적 : 1,100㎡
 ㅇ 옥상조경면적 : 1,000㎡
    - 법정면적 : 600㎡(건축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라 2/3의 면적 인정)
    - 초과 조경면적 : 400㎡

 ㅇ 옥상조경 면적 비율 : (법정조경 면적을 초과하는 옥상조경면적)/(옥상면적-설비설치면적) = 400/4,000 = 0.1(10%)
  ∴ 옥상조경 30% 미만으로 배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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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조경 면적산출표 “도면예시”

ㅇ 전체 옥상면적(A) : OOO ㎡ 

ㅇ 설비설치면적(B) : OOO ㎡ 

ㅇ 옥상조경면적(C) : OOO ㎡ 

ㅇ 옥상조경면적 비율 : C÷(A-B)*100 = OO %

   단, 옥상조경면적(C)에는 법정 조경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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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 자료 : 인동간격비(공동주택에 한함)

● 건축 : 성능지표 11 관련내용  인동간격 배치도

 ○ 인동간격비 = (남측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

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인동간격을 계산하고자 하는 해당 동을 기준으로 남측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을 대향동으로 함

 ○ 전체 동에 대한 인동간격비를 계산하여 배점을 산출한 후, 산술평균하여 배점 계산

  <작성예시>

■ 인동간격 비율 계산서

 ㅇ 단지내 A, B, C, D, E 5개의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로 인동간격 산정

   - A동 인동간격 : 1.1  ⇒  0.8점

   - B동 인동간격 : 1.1  ⇒  0.8점

   - C동 인동간격 : 1.3   ⇒  1점

   - D동 인동간격 : 대향동 없음(계산에서 제외)

   - E동 인동간격 : 대향동 없음(계산에서 제외)

  ∴ 인동간격비 최종배점 : (0.8+0.8+1)/3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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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거리 배치도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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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16)설치예정확인서 작성 양식 “작성 예시”

건축허가시 기본설계 도서에 미 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 예정확인서

항목 구분  의무관련 사항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관련 사항 (       )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항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해당 항목명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해당 조항을 명시

  예) 승강기구동용전동기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에너지 성능지표검토서 전기부문 9항 관련)

기술 적용 개요   적용할 기술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명시

적용예정 설비 또는 자재 성능   적용 예정 설비 또는 자재의  성능 또는  효율 명시 (필요시 성적 입증 자료 첨부) 

반영 예정 설계 도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실시설계도서명을 명시

  예) 승강기제작상세도

에너지성능지표 예상 배점   권장 사항을 채택하였을 경우의 예상 배점

실시설계 도서에 이상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건      축      사 : 홍길동 (인) 면  허  번  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김철수 (인) 기술사 등록번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이영희 (인) 기술사 등록번호

16) 건축허가 신청시 기본설계 도서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 예정 확인서 양식’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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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 자료 : 용량 가중평균 효율계산서

● 기계 : 의무사항 2, 성능지표 4,15,16 관련내용 펌프 효율계산서

○ 건축물에 적용하는 KS펌프 종류 : KS B6318(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KS B7501(소형 벌루트 펌프), KS B7505(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B6321(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 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비일람표에 A, B 효율값을 기재하고, 펌프용량일람표(펌프효율계산서)를 첨부

 - 급수용, 냉․난방용, 급탕용 펌프에 대해서만 효율계산에 표함하고, 유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펌프가 여러 대 일 경우 개별 펌프에 대한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 평균을 하여 최종 평점 산정(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펌프 사용 시 

배점은 1점 부여)

 - 펌프효율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펌프성능곡선 및 인증서 등은 첨부 불필요

  <작성예시>

■ 펌프 용량 일람표(펌프효율계산서)

  ※ 기계설비 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0.6점으로 신청하9는 경우 생략가능

  ㅇ 선정펌프의 용량

구 분 펌프A 펌프B 펌프C 펌프D

토출량(용량)    [㎥/분] 0.6 1 2 5

설치대수        [대] 2 5 10 3

공인 시험성적서에 

의한 효율

(생산업체 제시)

A효율 63 75 75 82

B효율 52 64 64 72

  ※ A 및 B효율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공인 시험 성적서의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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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펌프의 배점 계산

구  분 펌프A 펌프B 펌프C 펌프D
토출량(용량) 0.6 1 2 5
설치대수(대) 2 5 10 3

 제품효율
/기본효율  

A효율 63/60.5 = 1.04 75/65.5 = 1.14 75/70.5 = 1.06 82/74.5 = 1.1
B효율 52/49.5 = 1.05 64/53.5 = 1.19 64/58 = 1.10 72/61 = 1.18

각 펌프 배점 0.7 0.9 0.7 0.8
용량

가중 평균 배점
 (0.6×2×0.7 + 1×5×0.9 + 2×10×0.7 + 5×3×0.8)

/ (0.6×2 + 1×5 + 2×10 + 5×3) = 0.76
최종 평점 0.76 × (해당 용도 건축물의 펌프 효율 배점)

  ※ 기본효율은 KS기준 또는 설계기준 해설서 참조

● 성능지표 1, 2, 8, 10 관련내용 난방, 냉방기기 효율계산서

○ 효율이 다른 기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 용량가중에 의한 평균값 적용하고, 계산근거를 첨부

  <작성예시>

■ 난방기기 효율계산서

 ㅇ 기기 내역

번호 명 칭 대  수
용량

(㎉/h)
효율

B1 가스보일러 20 25,000 87%

B2 가스보일러 10 20,000 84%

번호 명 칭 대  수
냉동용량
(USRT)

효율
(kW, COP)

CH1 스크류 냉동기 2 300 0.82

CH2 흡수식 냉동기 1 2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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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난방기기 효율 계산

  - 종류가 같은 기기의 경우 용량가중 평균 계산

   [(25,000*20대*87%) + (20,000*10대*84%)]/[(25,000*20대) + (20,000*10대)]

    = 86.1%(0.9점) 

 ㅇ 냉방기기 효율계산

  - 종류가 다른 기기의 용량가중 평균 계산

  ․ 스크류 냉동기 배점 : 0.8점

  ․ 흡수식 냉동기 배점 : 1점

   [(0.8점*300RT*2대) + (1점*250RT)]/(850RT) = 0.86점

  ※ 종류가 다른 기기의 평균값 산정은 기기별 평균배점을 먼저 산정하고, 용량가중 평균 계산

● 성능지표 3, 9, 10 관련내용 송풍기 효율계산서

 ○ 송풍기의 효율 계산은 용량가중에 의한 평균값 적용

   - 0.75kW 이상의 공조용 송풍기 및 보일러 송풍기만 계산에 적용

   - 공조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기본점수(0.6배점) 불인정

  <작성예시>
■ 송풍기 평균효율 계산서(3항 관련)

공조기 번호
Supply Return

동력(kW) 효율(%) 동력(kW) 효율(%)

AHU-01 15 60 5.5 50

AHU-02 15 60 5.5 50

합 계 30 - 11 -

평균효율 [(15kw*2대)*60% + (5.5kw*2대)*50%]/41kw = 57.3%(0.8점)

■ 송풍기 제어 적용비율 계산서(9항 관련)

  ㅇ 인버터적용 전동력량 : SF(15kW)*2대 = 30kW

  ㅇ 전체 팬 전동력량 : SF(15kW)*2대 + RF(5.5kW)*2대 = 41kW

  ㅇ 적용비율 : 30kW/41kW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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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 자료 : 자동제어계통도

● 기계 : 성능지표 5,8,9,15,16,17,18 관련내용 자동제어계통도

 ○ 자동제어계통도에 외기냉방 적용여부 표기(5항)

   -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엔탈피제어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

 ○ 자동제어계통도에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방식 표기(17항)

   -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 자동제어 :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제어 등

 ○ 자동제어 설비를 통해 건물내의 주요 설비(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를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하도록하는 시스템 적용

여부 확인(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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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화재 수신반

SD

DI

INTERLOCK

SD

DI

AI

AI

THE1

1AHU-02 지하2층 대기실 지하2층 공조실-1

1AHU-03 지하2층 홀 지하2층 공조실-1

1AHU-04 지하2층 강당 지하1층 공조실-2

1AHU-08 지하1층 라운지 지하1층 공조실-1

1AHU-09 1층 홀 지하2층 공조실-1

AHU NO. Q'TY SERVICE LOCATION

9TOTAL

AI

AI

THE1
AI

AI

THE1

DI

화재 수신반

중 앙 제 어 항 목

a. 급,환기 송풍기 --- OFF 
5.시스템 정지 시 밸브 및 댐퍼 제어 SCHEDULE

b. 난방밸브       --- CLOSE
c. 냉방밸브       --- CLOSE

중 앙 제 어 항 목

1.송풍기 기동.정지제어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해 기동/
정지 제어한다.

d. 가습밸브       --- CLOSE
e. OA댐퍼         --- CLOSE
f. EA댐퍼         --- CLOSE
g. RA댐퍼         --- OPEN

e.냉.난방 밸브 및 댐퍼 제어 MODE

2.댐퍼 제어
a.환절기

- 외기/환기 엔탈피를 비교해 외기 엔탈피가 환기 엔탈피

b.하절기
- Night Purge : 공실 기간 중 외기 온도가 실내온도 보다

낮을 때 외기 및 배기 댐퍼를 완전
개방하고, 송풍기를 100% 가동하여
초기 냉방부하를 경감시킨다.

- Cool Down(예냉) : 건물 이용시간 전에 외기 온도가 실내온도
보다 높을 때 외기,배기 댐퍼를 폐쇄하고
냉방 제어 밸브를 개방하고 송풍기를 
기동시켜 조기 냉방 제어를 실시한다.

c.동절기
- Night Setback : 공실 기간 중 실내 온도가 하한치(SetBack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조기를 가동하여
실내온도를 하한치 이상으로 유지한다. 

- Warming UP : 건물 이용 시간 전에, 외기 및 배기댐퍼를
완전 폐쇄, 난방 제어 밸브를 개방하고 
송풍기를 기동시켜 조기 난방 제어를 
실시한다.

구분
Night

Setback
Warming

up
Night
purge

Cool
down

난방밸브

냉방밸브

OA댐퍼

EA댐퍼

RA댐퍼

외기
냉방 냉방시 난방시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비례

비례

비례비례

비례

비례

비례

비례

OPEN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비례 비례

비례

a.환기 습도와 조절기(DDC)의 설정치에 의하여 기화식가습기를
비례 제어하여 실내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정하게 유지한다.

4.가습 제어

b.급기 습도가 2분동안 90%를 초과하면 경보를 발생하고

c.최초 가동후 30분동안 또는 모드 절환시 및 공조기 정지시는
경보를 발생하지 않는다.

a.환기 온도와 조절기의 설정치에 의하여 냉.난방 조절밸브
(CV,SV)를 비례(PID)제어 하여 급기온도를 설정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3.밸브 제어

b.동,하절기 MODE 절환은 조절기(DDC)에 의해 절환 된다.

가습밸브를 차단한다.

공조기를 정지 시킨다.
a.화재 발생시 화재수신반으로부터 화재발생신호를 받아

6.화재 발생시 공조기 제어

1.급기 및 환기 온도 감시
2.외기 및 혼합 온도 감시
3.외기 및 환기 습도 감시
4.연감지기 경보 감시

6.필터 차압 경보
7.댐퍼 및 밸브개도 상태감시
8.ELEC. HEATER 상태 감시

중 앙 감 시 항 목

9.화재 수신반 경보 감시

1.급기 및 환기 온도 감시
2.외기 및 혼합 온도 감시
3.외기 및 환기 습도 감시
4.연감지기 경보 감시

7.필터 차압 경보

9.댐퍼 및 밸브개도 상태감시
10.ELEC. HEATER 상태 감시

5.급.환기휀 속도 감시

8.정압 감시

11.급,환기 휀 풍량 감시

중 앙 감 시 항 목

12.화재 수신반 경보 감시

CO2

AI

f.최소 외기 댐퍼 제어
- 환기 덕트에 설치된 CO2 센서 값과 조절기(DDC)의 설정치
(900 ppm, adjustable)에 의하여 외기 댐퍼를 최소
외기 도입량으로 조절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10.CO2 감시

2층 좌측 업무시설1

AHU NO. Q'TY SERVICE LOCATION
VFD

TOTAL 4

AHU-11 2층 공조실-1

SA(Kw) RA(Kw)

7.5 3.7

2층 우측 업무시설1AHU-12 2층 공조실-2 5.5 1.9

CO2

AI

AI
OAM

중 앙 제 어 항 목

a. 급,환기 송풍기 --- OFF 
5.시스템 정지 시 밸브 및 댐퍼 제어 SCHEDULE

b. 난방밸브       --- CLOSE
c. 냉방밸브       --- CLOSE

중 앙 제 어 항 목

1.송풍기 기동.정지제어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해 기동/
정지 제어한다.

d. 가습밸브       --- CLOSE

e. OA댐퍼         --- CLOSE
f. EA댐퍼         --- CLOSE
g. RA댐퍼         --- OPEN

e.냉.난방 밸브 및 댐퍼 제어 MODE

2.댐퍼 제어
a.환절기

b.하절기
: 공실 기간 중 외기 온도가 실내온도 보다
낮을 때 외기 및 배기 댐퍼를 완전
개방하고, 송풍기를 100% 가동하여
초기 냉방부하를 경감시킨다.

: 건물 이용시간 전에 외기 온도가 실내온도
보다 높을 때 외기,배기 댐퍼를 폐쇄하고
냉방 제어 밸브를 개방하고 송풍기를 
기동시켜 조기 냉방 제어를 실시한다.

c.동절기
: 공실 기간 중 실내 온도가 하한치(SetBack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조기를 가동하여
실내온도를 하한치 이상으로 유지한다. 

: 건물 이용 시간 전에, 외기 및 배기댐퍼를
완전 폐쇄, 난방 밸브를 개방하고 송풍기
를 기동시켜 조기 난방 제어를 실시한다. 

구분
Night

Setback
Warming

up
Night
purge

Cool
down

난방밸브

냉방밸브

OA댐퍼

EA댐퍼

RA댐퍼

외기
냉방 냉방시 난방시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OPEN

비례

비례

비례비례

비례

비례

비례

비례

OPEN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

비례 비례

비례

a.환기 습도와 조절기(DDC)의 설정치에 의하여 기화식가습기를
비례 제어하여 실내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정하게 유지한다.

4.가습 제어

b.급기 습도가 2분동안 90%를 초과하면 경보를 발생하고

c.최초 가동후 30분동안 또는 모드 절환시 및 공조기 정지시는
경보를 발생하지 않는다.

a.환기 온도와 조절기의 설정치에 의하여 냉.난방 조절밸브
(CV,SV)를 비례(PID)제어 하여 급기온도를 설정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3.밸브 제어

b.동,하절기 MODE 절환은 조절기(DDC)에 의해 절환 된다.

가습밸브를 차단한다.

공조기를 정지 시킨다.
a.화재 발생시 화재수신반으로부터 화재발생신호를 받아

6.화재 발생시 공조기 제어

f.최소 외기 댐퍼 제어
- 환기 덕트 CO2 센서 값과 조절기(DDC)의 설정치(900 PPM)
에 의하여 외기 댐퍼를 조절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
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a.급, 환기 덕트 2/3지점에 정압센서(SP)를 설치하여 급기 
7.인버터 제어

환기 송풍기를 인버터 제어한다.

13.CO2 감시
14.외기 도입량 감시

지하1층 홀

지하1층 공조실-1

지하2층 공조실-1

1AHU-05

1AHU-06

1AHU-10 1층 연구 세미나실 지하2층 공조실-4

1AHU-13 2층 좌측 실험실 2층 공조실-3

1AHU-14 2층 우측 실험실 3층 공조실-4

REMARK

OAM

OA(mm)

900x700

700x600

RA

SP

AI

댐퍼는 혼합온도에 의해 제어되며 혼합 온도가 급기온도
(설계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며 외기 댐퍼를 FULL
OPEN 하여도 급기온도보다 높으면 냉방밸브를 제어하여
급기온도를 설계온도로 유지한다.

d.동절기 혼합 온도가 급기온도보다 높으면 혼합 온도에의해 
외기댐퍼를 비례제어하여 혼합온도가 급기온도와 같은 온도
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혼합온도가 낮아지면 외기
댐퍼는 최소 환기량을 유지하고 난방밸브를 제어한다.

- 외기/환기 엔탈피를 비교해 외기 엔탈피가 환기 엔탈피

댐퍼는 혼합온도에 의해 제어되며 혼합 온도가 급기온도
(설계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며 외기 댐퍼를 FULL
OPEN 하여도 급기온도보다 높으면 냉방밸브를 제어하여
급기온도를 설계온도로 유지한다.

d.동절기 혼합 온도가 급기온도보다 높으면 혼합 온도에의해 
외기댐퍼를 비례제어하여 혼합온도가 급기온도와 같은 온도
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혼합온도가 낮아지면 외기
댐퍼는 최소 환기량을 유지하고 난방밸브를 제어한다.

- Night Purge 

- Cool Down(예냉) 

- Night Setback

- Warming UP

* 전기업체 공급분

DO

INJECTION
WATER

DO

5.5 3.7 800x550

7.5 3.7 1800x600

INJECTION
WATER

REMARK

BEWMS참조

낮아도 외기 습도가 높으면 외기 냉방제어를 하지않는다.
- 외기 냉방시 외기 엔탈피가 실내 엔탈피보다(Δh=1이상)

VAVVAV VAV VAV 낮아도 외기 습도가 높으면 외기 냉방제어를 하지않는다.
- 외기 냉방시 외기 엔탈피가 실내 엔탈피보다(Δh=1이상)

- 외기량 도입시 외기량 측정기(OAM)를 통하여 외기 도입량이
최소 환기량보다 많지 않도록 제어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 계통도-1

가이드 개발

○ 외기냉방시스템, 공기조화기 팬 가변속제어 “도면예시”

ㅇ 환절기 외기냉방시스템 적용

   [기계 성능 5]

ㅇ 공기조화기 팬 인버터 제어

   [기계 성능 9]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97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 계통도-2

가이드 개발

냉열원 SYSTEM CONTROL DIAGRAM

*빙축열업체 공사분*

PI
FM 250mm

WHM

통신
연결

DPS

x3

PI

x2

x2

DPS
x3

WHM 통신
연결

WHM

통신
연결

WHM

통신
연결HIGH LEVEL

INTERFACE

DPS

x3

CT

x3 x3

WHM

통신
연결

WHM

통신
연결

TE2

TE2

x2x2

DPS CT

x2 x2

WHM

통신
연결

TE2

TE2TE2TE2 TE2TE2 TE2 TE2

DPS

CT

x2x2

WHM

통신
연결

CT

x3 x3

WHM

통신
연결

DPS
x3

CT

x2x2

WHM

연결
통신

CT

x2x2

WHM

연결
통신

CT

x2x2

WHM

연결
통신

PI

TE2

PI

TE2

WHM

연결
통신

WHM

연결
통신

PI

FM 65mm

TE2

THEO

(지상1.5m에 설치)
지상 옥외백엽상

THEO

(옥상1.5m에 설치)
옥상 옥외백엽상

CO2

DPS

x2

x2

PI

HIGH LEVEL
INTERFACE

HIGH LEVEL
INTERFACE

x2x2

PI
DPS DPS

DPS

DPS

PI

x2

CBV-3

FM 65mm

FM 50mm

분진

직사광선은 피한다)
(지상에 설치하되

DPV

CBV-6

x2

x2

CBV-5

x2

CBV-4
TE2

TE2

DPS

x3

CT

x3 x3

WHM

통신
연결

TE2

TE2

TE2

TE2

AI

AI

AI
AI

AI

AI

AI

DIDOAI

AI

AI

DI

DO

DI

DO

DI DO

AO

AI

DI

DO

AI

AI

AI

AI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DO DIDO DI

DO DI

AI

DIDO

AI

DI DO

AIAIAIAI

AI

AI

DIDOAIAI

AI

DIDO DI

DIDOAI

DIDO DIDIDO DI

AI

AI

AI

AI

○ 열원설비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펌프제어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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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 계통도-3

가이드 개발

온열원 SYSTEM CONTROL DIAGRAM

x2 x2 x2x2

DPS

WHM

통신
연결

CT
x2

x2
CT

x2

x2DI

DO

DI

DO

DI AOD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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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 계통도-4

가이드 개발

특 기 사 항

1.지역난방 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업체 공급분 

4.냉각휀 기동/정지 상태감시

중 앙 감 시 항 목

중 앙 제 어 항 목

1.냉동기 기동/정지제어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하여
냉각수순환펌프, 냉수순환펌프, 냉동기가 SEQUENCE적으로
기동/정지된다.

b.냉각수 공급온도와 조절기의 설정치에 의하여 냉각탑휀이
기동/정지한다.

1.냉온수 및 냉각수 공급온도감시

3.냉온수 및 냉각수순환펌프 상태감시

5.냉온수기 기동상태, 이상경보 감시

2.냉온수 및 냉각수 환수온도감시

4.헤더 차압조절

제어하여 급.환수헤더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조절기(DDC)의 설정치에 의해 차압조절밸브(DPV)를 비례

a.급.환수MAIN 배관에 설치된 차압감지기(DPS)의 차압과

6.배관 차압 감시
7.유량 감시
8.외기 온,습도 감시

DEADBAND를 설정하여야 하며 DEADBAND는 시운전시 적정점을
이때, 냉동기 기동/정지시 헌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압밸브를 제어하여 급,환수 차압을 설정압력으로 유지한다.
추가 가동하여 설정압력을 유지하고 설정압력보다 높으면

하며 DEADBAND는 시운전시 적정점을 찾아야한다.
기동/정지시 헌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DEADBAND를 설정하여야
빙축열 냉수펌프를 1대 정지제어한다. 이때, 냉동기
냉,온수 순환펌프 1대 유량의 110%가 흐르면 냉동기 또는,

- 냉,온수 배관 말단에 설치된 차압센서(DPS)의 설정압력보다
높으면 차압밸브를 제어하고 BY-PASS배관의 유량이

찾아야한다.

b.1대 정지조건

a.추가 가동조건

2.냉동기 댓수제어

냉수 펌프를 댓수제어한다.

b.이때, 조절기의 설정치는 외기온도에 의하여 재설정된다.
(외기온도 보상제어)

비례제어하여 온수 공급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1.난방용 열교환기 온도제어
a.공급온도와 프로그램 설정치에 의하여 난방조절밸브(HEV)를

5.밸브개도 상태 감시(%)

3.난방 공급 온도 감시

1.난방순환펌프 기동/정지 상태 감시

급탕열원으로 충분히 공급할수 있도록한다.

4.급탕 공급 온도 감시

2.급탕순환펌프 기동/정지 상태 감시

a.급탕 PEAK 부하시 난방밸브(HWV)를 폐쇄하여 난방열원을

중 앙 감 시 항 목

5.급탕 PEAK시

환탕온도에 의하여 급탕순환펌프가 기동/정지된다.

비례제어하여 급탕 공급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급탕용 열교환기 온도제어
a.공급온도와 프로그램 설정치에 의하여 급탕조절밸브(HWV)를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 또는

중 앙 제 어 항 목

4.급탕 순환펌프제어

난방 순환펌프가 기동/정지된다.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하여

3.난방 순환펌프제어

난방 순환펌프를 인버터 제어한다.
b.난방 배관 말단에 설치된 차압센서(DPS)에 의하여

6.헤더 차압조절

차압변을 제어하여 급,환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50%(30Hz)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는 정유량을 유지하고

a.온수 순환펌프가 1대만 가동중이고 펌프 인버터 출력값이

냉,온열원 SYSTEM 제어 설명

3.동물 실험실용 예비 냉동기 제어
a.MAIN 열원 정지시 또는 MAIN열원의 부하 부족시 동물 실험실
예비 냉동기를 가동한다.

b.예비 냉동기 가동시 절환밸브 제어 SCHEDULE

MAIN 열원
가동시

CBV-1

CLOSE

CBV-2

CLOSE

CBV-3

OPEN

CBV-4

CLOSE

CBV-5

CLOSE

CBV-6

OPEN

비고

가동시
CLOSE OPEN CLOSE CLOSE OPEN CLOSE

OPEN CLOSEMAIN 열원
부족시

OPEN OPEN OPENCLOSE

c.동물 실험실만 별도 가동시에는 예비 냉동기를 가동하고
말단 차압에 의하여 냉수 배관 LINE 차압밸브를 제어하여
급,환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9.밸브 상태 감시

낮으면 순환펌프를 추가 가동한다.
온수 MAIN배관 말단에 설치된 차압센서의 값이 설정 압력보다

- 1대 추가 가동
c.난방 순환펌프 댓수제어

순환펌프 1대를 정지제어한다.
가동중인 온수 순환펌프 인버터 출력값이 50%(30Hz)이하이면

- 1대 정지 제어

가동시

HBV-1 HBV-2

CLOSE

비고

가동시
CLOSE OPEN

7.동물 실험실용 예비 열교환기 제어
a.MAIN열원 정지시 예비용 열교환기를 가동한다.
b.예비용 열교환기 가동시 절환밸브 제어 SCHEDULE

OPEN

c.동물 실험실만 별도 가동시에는 예비 열교환기를 가동하고
말단 차압에 의하여 온수 배관 LINE 차압밸브를 제어하여
급,환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8.업무시설 3~9층 FCU ZONE 냉,난방 절환밸브 제어 SCHEDULE

FCU
냉방시

CBV-7 HBV-3

CLOSE

비고

FCU
난방시

CLOSE OPEN

OPEN

5.오일 압력

3.베인 가이드

1.냉동기 가동상태

4.오일 온도

2.냉동기 경보

10.냉각수 입구 온도

8.냉수 입구 온도

6.증발기 압력

9.냉수 출구 온도

7.응축기 압력

15.S-상 전력

13.사용 전력량
14.R-상 전류

12.소비 전력

20.온도 설정

18.S-상 전압

16.T-상 전류

19.T-상 전압

17.R-상 전압

11.냉각수 출구 온도 22.원격 운전 상태
21.제한 범위

1.냉동기 가동상태
2.냉동기 경보

5.냉각수 입구 온도

3.냉수 입구 온도
4.냉수 출구 온도

10.ERROR RESET
11.냉동기 가동

9.냉수 온도 설정

6.냉각수 출구 온도
7.온수 입구 온도
8.온수 출구 온도

ㅇ 열원설비 대수제어

   [기계 성능 8]

ㅇ 냉난방 순환펌프 대수제어

   [기계 성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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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 계통도-5

가이드 개발

중 앙 감 시 항 목

1.휀 상태 및 기동/정지 감시

중 앙 제 어 항 목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해
기동/정지제어 실시

b.급.배기휀 상호 연동제어 한다.

1.급,배기휀 제어

AIR

  "A" TYPE  

DO

AIR

CT

DI

AIRAIR SF

EF

DO

CT

DI

SERVICEFAN NO. Q'TY REMARKLOCATIONTYPE

AIR

  "B" TYPE  

AIREF

DO

CT

DI

1 BEF-15 업무시설 좌측 탕비실 배기 업무동 옥탑층

16TOTAL

1EF-18 B 업무시설 우측 화장실 배기 업무동 옥탑층

1 B 업무시설 우측 탕비실 배기 업무동 옥탑층EF-16

1 BEF-17 업무동 옥탑층업무시설 좌측 화장실 배기

급,배기 휀 CONTROL DIAGRAM(16 sets)

AIR

  "A" TYPE  

DO

AIR

CT

DI

AIRAIR
SF

EF

DO

CT

DI
SERVICEFAN NO. Q'TY REMARKLOCATIONTYPE CO

2 A

지하4층 주차장 급,배기 지하4층 팬룸2 A

SF-1,EF-1

지하3층 주차장 급,배기 지하3층 팬룸4

SF-2,EF-2

지하2층 주차장 급,배기 지하2층 팬룸

3

3

6

1630

CO

(ONLY 16 sets)
주차장에 설치

AI

DO

CT

DI

  "C" TYPE  

2.CO 농도감시

중 앙 감 시 항 목

1.휀 상태 및 기동/정지 감시

중 앙 제 어 항 목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해
기동/정지제어 실시

b.급.배기휀 상호 연동제어 한다.

1.급,배기휀 제어

b.주차장의 CO량에 의해 주차장휀을 기동/정지제어 한다.

a.중앙감시반의 신호나 조절기의 TIME SCHEDULE에 의해
기동/정지제어 실시

2.주차장휀 제어

SF-3,EF-3 B

2
1

SF-5,EF-7 A

2

지하1층 주차장 급,배기 지하1층 팬룸

3
SF-4,EF-4 A

지하5층 주차장 급,배기 지하5층 팬룸

AIR

  "B" TYPE  

DO

AIR

CT

DI

AIRAIR
SF

EF

DO

CT

DI

x2 x2

x2 x2

주차장 급,배기 휀 CONTROL DIAGRAM(30 sets)

3 CLONG FAN 지하5층 주차장 기류유도용 지하5층 주차장

3 CLONG FAN 지하4층 주차장 기류유도용 지하4층 주차장

8 CLONG FAN 지하3층 주차장 기류유도용 지하3층 주차장

2 CLONG FAN 지하2층 주차장 기류유도용 지하2층 주차장

2 CLONG FAN 지하1층 주차장 기류유도용 지하1층 주차장

배수펌프 CONTROL DIAGRAM(16 sets)

DRAIN

PUMP 정지

PUMP1대 운전

PUMP2대 운전

고수위 경보

LC-2

DI

1.배수탱크 고수위 경보

중 앙 감 시 항 목

중 앙 제 어 항 목

전기적으로 연동된 배수펌프를 수위의 고저에 따라 교번 및
a.배수탱크의 수위와 수위조절기(LC-2) 4개의 설정치에 의하여

순차제어한다.

1.배수펌프제어

SERVICEPUMP NO.

TOTAL

TANKQ'TY LOCATION REMARK

잡 배수

WP-07 2

지하5층 휀룸

1632

WP-08 6

WP-09 8

WP-10 8

WP-11 4

WP-12 2

영구 배수

기계실 배수

우수 배수

비상용 ELEV. 배수

오수 배수1

2

4

4

3

1 지하5층 기계실

지하5층 주차장

지하5층 ELEV. PIT

지하2층 D.A

지하5층
2.배수펌프 상태 및 경보 감시

CT

DI

CT

DI

1 BEF-10 연구동 좌측 화장실 배기 연구동 9층

1 BEF-11 연구동 우측 화장실 배기 연구동 9층

1 BEF-12 샤워실 배기 업무동 옥탑층

WP-13 2 주방 배수1 지하5층 기계실

2 ASF-7,EF-20 기계실 급,배기 지하5층 기계실

2 ASF-8,EF-21 전기실 급,배기 지하5층 기계실

2 ASF-9,EF-22 발전기실 급,배기 지하5층 기계실

AIR

  "C" TYPE  

AIREF

EU

AF

DI

1EF 폐수 처리장 배기 지하4층C

1EF 중수조 배기 지하4층C

2.탈취유니트(FU) 필터 차압 경보 감시

1 BSF-10 지하1층 식기 세척실 급기 해당실

EU-01

EU-07

DI
ST AL

DI
AL

○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도면예시”

ㅇ 지하주차장 팬 CO제어

   [기계 성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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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 0 1

M

M

00

09.

00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 통합구성도

가이드 개발

자동제어 통합 구성도
MA

1

배수펌프 제어

물탱크 제어

휀 제어

DDC 급탕 제어 

공조기 제어 

냉동기 제어 

ICU ICU/SIG

EtherNet

[BEMS Server]

OCS

ICU/SIG

DDC

[FMS Server]

OCS

동물 실험실(연구동)

OCS

통신

(BAC Net,ModBus등 표준 통신 Protocol제공)

GATE WAY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동기 배수펌프 제어

물탱크 제어

휀 제어

DDC 급탕 제어 

팩케이지 제어 

F.C.U 제어 

공조기 제어 

보일러 제어 

DDC

DDC

항온항습기 제어 

배수펌프 제어

물탱크 제어

휀 제어

DDC 급탕 제어 

팩케이지 제어 

F.C.U 제어 

공조기 제어 

보일러 제어 

DDC

DDC

항온항습기 제어 

OCS

지하1층 방재센터

[BAS Server]

OCS

지하5층 중앙 감시실

[BAS Server]

OCS

전력량

유량

풍량

DDC

DDC 전력량

유량

풍량

BEMS 관제점

* 업체 공급분

* 업체 공급분

스크류냉동기

스크류냉동기

스크류냉동기

○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도면예시”

ㅇ 기계설비 중앙제어

   [기계 성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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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 자료 : 환기덕트 평면도

● 기계 : 성능지표 6 관련내용  폐열회수 환기장치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및 적정용량 설치여부 확인

 ○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제품 적용여부 표기

   - 고효율인증기준 : 냉방 시 유효전열교환효율 45%이상, 난방 시 유효전열교환효율 70%이상

 ○ 적정용량 : 건축물의 냉난방 바닥면적의 60%이상을 담당하는 용량 설치시 인정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용량 계산서 제출

   - 중앙공조시스템 건물에서 비공조 구역인 경비실 및 지하공간 일부 등에 설치하고 해당 배점을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생활폐수의 열회수를 위한 폐열회수장치를 장비일람표(장비배치도 등)에 표기

   - 여러 동의 건물인 경우 동단위로 설치한 경우 인정

  <작성예시>

■ 장비일람표중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번호 용도 대  수
풍량

(CMH)
소비전력

(kW)
규격

(L*W*H)
비 고

EHU-1 사무실 환기용 5 500 0.4 2300*900*550

EHU-2 객실 환기용 200 50 0.02 400*240*18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용량 계산서

  ㅇ 냉난방 바닥면적 :    ㎡                          ㅇ 필요 환기소요량 :    ㎥/h

  ㅇ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용량 :   ㎥/h            ㅇ 적용용량 비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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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위세대 환기덕트평면도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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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 자료 : 위생설비 계통도

● 기계 : 성능지표 11 관련내용 생활폐수의 폐열회수설비

 ○ 생활폐수의 열회수를 위한 폐열회수장치를 장비일람표(장비배치도 등)에 표기

   - 여러 동의 건물인 경우 동단위로 설치한 경우 인정

○ 위생배관계통도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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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 자료

● 기계 : 성능지표 19 관련내용 열원방식별 보상점수

○ 장비일람표상의 기기내역으로 냉난방방식 확인

○ 20번 항목 배점시 보상항목(지역난방-1,8,10번항목, 개별난방-8,10,15번항목) 배점여부 확인 

○ 개별-중앙 복합시스템 건물인 경우, 해당건물(또는 해당용도)의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판정하여 보상점수 미적용

   

난방방식 개별난방 중앙난방(일반) 중앙난방(소형열병합, 지역난방)

냉방방식 - 개별냉방 중앙냉방 - 개별냉방 중앙냉방 - 개별냉방 중앙냉방

보상점수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 일반적인 방식의 EHP 및 GHP는 개별 냉난방설비로 판정하고,

  - 중앙 모니터링,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EHP의 경우), 인버터 또는 능력가변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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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원흐름도 “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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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 자료 : 고효율전동기 적용비율 계산서

● 전기 : 성능지표 1 관련내용 고효율 유도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전동기는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임을 표기하고, 적용비율        

계산서를 제출

  - 적용비율 계산서에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고효율 유도전동기” : 전동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의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삼상유

도전동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작성예시>

■ 고효율유도전동기 적용비율 계산서

구 분 전체 전동력 고효율전동기 전동력 적용비율 비 고
펌프 60kW 40kW 67%
팬 120kW 60kW 50%

기타 20kW 5kW 25%
합계 200kW 105kW 53% 0.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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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조명부하 전력량 LED 조명기기 전력량 설치비율

LED 적용

비율

1층 50 kVA 20kVA 40%

2층 50 kVA 20kVA 40%

3층 50 kVA 20kVA 40%

4층 50 kVA 20kVA 40%

5층 50 kVA 20kVA 40%

합  계 250 kVA 100kVA 40%

첨부 27 자료 : 조명 자동제어설비 계통도, 전등설비 평면도, 조명제어 적용비율 계산서, 조명부하 계산서, 설치예정 확인서

● 전기 : 성능지표 6 관련내용  조명자동제어 설비 채택  

○ 도면에 자동제어방식 및 설비 표기(성능 6)

  - 건물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시 인정

  - 전체 조명부하 계산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개별도면에 적용비율 계산 또는 조명부하 계산을 아래와 같이 명기할 것. 

  - 전체 조명부하 계산서에는 건축물명, 기술사 날인 필요

■ 조명 자동제어 설비 적용비율 계산서(도면에 개별로 명기할 것)

  

구 분 전체 조명부하 전력량 조명제어 적용부하량 제어비율

조명제어

비율

1층 50 kVA 40kVA 80%

2층 50 kVA 40kVA 80%

3층 50 kVA 40kVA 80%

4층 50 kVA 40kVA 80%

5층 50 kVA 40kVA 80%

합  계 250kVA 200kVA 80%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적용비율 계산서(도면에 개별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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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제어설비 계통도“도면예시”

ㅇ 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전기 성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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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정확인서“작성예시”

첨부 :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 예정확인서

항목 구분  의무관련사항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관련사항 (   ●   )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항목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사항 전기설비부문 6항 관련)

기술 적용 개요
  실내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하겠음

  (건물 전체 조명부하의 40% 이상)

착공신고시에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이상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인함

2010 년 07월 28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홍길동 (인) 1234567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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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8 자료 : 옥외외등설비 평면도

● 전기 : 성능지표 8 관련내용 옥외등에 대한 적용 사양  

○ 옥외등으로 고휘도방전램프(메탈할라이드 램프, 나트륨 램프) 및 LED 램프를 사용하고

○ 격등 점등이 가능하도록 조명회로를 구성하고

○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경우 옥외외등설비평면도를 제출(성능 8)

  - 고휘도방전램프, 안정기/LED 램프에 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자동 점/소등 방식은 광센서에 의한 방식과 타이머에 의한 방식, 조명자동제어 설비의 Schedule 제어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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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외등설비 평면도“도면예시”

ㅇ 옥외 보안등 형식 명기

   (MH 램프, LED 램프 등)

ㅇ 자동 점멸기 설치 명기

ㅇ 격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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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9 자료 : 전력간선 평면도(1층)

● 전기 : 성능지표 9 관련내용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제어방식

○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VVVF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 경우, 별도의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성능 9)

  - 도면(1층 전열설비 평면도)에 승강기용 구동기는 VVVF 제어방식(인버터)’표기

○ 전력간선 평면도“도면예시”

ㅇ 승강기 제어방식(VVVF) 명기

   (전기 성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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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0 자료 : 전력간선 계통도(W/계량기)

● 전기 : 성능지표 10 관련내용  층별 임대 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 도면에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적산 전력량계 설치 여부 표기(성능 10)

  - 전력간선 계통도 상에 층별 1대이상 설치시 인정

○ 전력간선계통도“도면예시”

ㅇ 층별 또는 임대구역별로 전력량계 

설치 명기(전기 성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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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1 자료 : BEMS, FMS 시스템 구성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구성도

● 전기 : 성능지표 11, 13 관련내용
 BEMS, F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적용

 분산제어 시스템 적용하여 시스템별 호환 가능

○ 냉방, 난방, 조명, 급탕 등 에너지 용도별로 계측시스템 구성을 도면에 명기(성능 11)

   - 상기사항에 명기된 에네저 용도별 계측시스템이 최소 사양으로 이상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함.

○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써 각 설비별 개방형 통신기술 적용 (성능 13)

○ 제어계통 도면 작성시 인정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간대별 환경변수(외기, 습도 등)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냉/난방기, 가스 등)의

      최적운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건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주요설비를 관리하는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분전반, 소화설비 등) 및 시스템 우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온도,

      습도, 누수, 화재, 전력량 관리 등) 의 장애 및 임계값 등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돌발적인 시스템의 운영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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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S 시스템 블럭도“도면예시”

ㅇ 기계설비, 전력설비, 조명설비 등 중앙제어시스템 

적용 명기[전기 성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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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제어 시스템 구성도“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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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조명부하 전력량 LED 조명기기 전력량 설치비율

LED 적용

비율

1층 50 kVA 20kVA 40%

2층 50 kVA 20kVA 40%

3층 50 kVA 20kVA 40%

4층 50 kVA 20kVA 40%

5층 50 kVA 20kVA 40%

합  계 250 kVA 100kVA 40%

첨부 32 자료 : LED 조명적용비율 계산서

● 전기 : 성능지표 14 관련내용  전체조명설비부하 대비 LED 조명 설비 전력량

○ LED조명기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사용, 전체조명설비 전력량(KVA)에 대한 적용비율계산서 제출 (성능 14)

   - 적용비율(%) = [LED조명기기전력량(KVA)÷ 전체조명설비 전력량(KVA)] X 100

   - LED 유도등 설치시 전력량에 반영 가능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적용비율 계산서(도면에 개별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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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3 자료 : 지하주차장 전등설비 평면도, 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단면도

● 전기 : 성능지표 16, 17 관련내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 면적 및 조명 자동제어설비 반영

○ 건축관련 평면도에 채광용 개구부를 300㎡ 마다 2㎡이상 설치하고 표기(성능 16)

○ 지하주차장 평면도에 개구부 면적을 합산하고, 자연채광 면적계산서 작성

○ 지하주차장 조명에 대해 조명 자동제어설비 도면을 작성

   - 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하교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제어’를 도면에 표기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치시 인정(지하 1층에만 적용하고,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주차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성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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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전등설비 평면도(W/개구부)“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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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4 자료 : 홈네트워크 또는 통신설비 평면도

● 전기 : 성능지표 18,19 관련내용  도어폰 및 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사용

○ 단위세대 홈네트워크 평면도 상에 ‘도어폰(월패드)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표기(성능 17)

   -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 :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실내기 및 실외기 포함)

○ 단위세대 홈네트워크평면도 등에 ‘홈게이트웨이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표기(성능 18)

   - 대기전력 저감형 홈게이트웨이 : ‘홈게이트에이(홈서버를 포함)’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 홈게이트웨이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국토/지경/방통위 통합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09.3.4)’에 따름

   - 단, Wallpad 기능이 포함된 홈 게이트웨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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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세대 홈네트워크 평면도“도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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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재생설비부문 첨부(근거)자료 상세 작성방법

첨부 35자료 : 신재생에너지 구성도, 적용비율 계산서

● 신재생 : 성능지표 1,2,3 관련내용 신재생에너지 장비용량 일람표 및 계산서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장비일람표를 작성하고, 전체 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확인

■ 신재생에너지 냉난방 용량비율 계산서(지열관련 도면에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장비 용량 신재생 용량 합계 신재생 용량 비율

냉방 844kW 551kW 1,395kW 39.5%

난방 706kW 618.6kW 1,324.6kW 46.7%

급탕 50kW 10kW 60kW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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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전기 수전용량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 설치비율

수전용량 2,000kVA 40kVA 2%

첨부 36 자료 : 태양광설비 구성도, 적용비율 계산서

● 신재생 : 성능지표 4 관련내용  전기수전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용량

○ 전체 전기수전용량 대비 2%이상 태양광발전설비 적용시 인정(성능 17)

   -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장비일람표 및 전기 전기설비용량(KVA)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KVA) 적용비율(%) 계산서 작성

■ 전체 전기 수전용량에 대한 태양광발전 적용비율 계산서(태양광 관련 도면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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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 NONE
1

101동 태양광발전설비 구성도 및 결선도

옥상 및 옥탑지붕층 옥상층 방재센터

태양광발전설비 구성도

태양광모듈 에레이 결선도

분전반 결선도

125/

4PMCCB

225 AT

E3

NT

LP-101A

A B C N

MCCB 1001003P / AT MCCB 20503P / AT

PE-101A SPARE

ELB 20302P / AT

LE1

ELB 20302P / AT

LE2

MCCB 20302P / ATMCCB 20302P / AT

1

ELB 20302P / AT

SPARE

MCCB 20503P / AT MCCB 20503P / AT

3Φ 3Φ

MCCB 30502P / AT MCCB 30502P / AT

1Φ 1Φ

20302P / AT ELB 20302P /

SPARESPARE

ELB AT

EX1

20302P /

R1

AT

FROM:LEM-101
3Ø 4W 380/220V

MCCB
75100
BOX
/ AT

W

H

M

*태양광발전설비 업체공사분

TO:인버터

4P 전력량계함

첨

태양광발전설비
구성도 및 결선도

설 계 명

설계

제도

.    .    .

.    .    .

.    .    .

.    .    .

.    .    .

.    .    .

.    .    .

주기사항

-

.    .    .

.    .    .

축척

날짜  

A1

2010. 

A3

1 /

1 /

승인

100

50

08

부 3 5

○ 태양광설비 구성도“도면예시”

ㅇ 전체 전기 수전용량 : OOO KVA

ㅇ 태양광 설치용량 : OOO KVA

ㅇ 태양광 적용비율 : 

   OOO÷OOO KVA×100 =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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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 관계법 및 설계기준상의 별표, 도표 등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제 출 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시

◆ 관련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제출기관 :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의 인허가 관청(시․군․구청)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17)

시행령 제91조 제출 대상 용도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출 대상

대상 용도 적용 규모

ㅇ 공동주택
▪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 기숙사는 숙박시설로 간주

-

ㅇ 교육연구시설

ㅇ 업무시설

▪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유사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ㅇ 공동주택

ㅇ 의료시설

ㅇ 수련시설

ㅇ 숙박시설

▪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유사 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ㅇ 제1종 근린생활시설

ㅇ 운동시설

▪ 목욕장▪ 실내 수영장▪ 기타 유사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ㅇ 판매시설

ㅇ 운수시설
▪ 판매시설▪ 기타 유사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ㅇ 문화 및 집회시설

ㅇ 종교시설

ㅇ 학  교

ㅇ 장례식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기타 유사 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0㎡이상

17)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제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 대상을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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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

타 에너지이용특성이 유사한 건축물도 제출 대상이므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에너지이용특성이 사무․판매․숙박․목욕․관람․병
원․학교․공동주택 등과 유사하다면 제출대상으로 판단한다.

②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용도별로 판단한다. 단,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해야 한다.

③ ②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

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

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건축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용도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

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용도에 한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여부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산에 의하여 판단하며, 부속 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⑦ 증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증축 및 용도변경 바닥면적이 제출 대상 면적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증축이 되는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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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용도별 작성 구분 [기본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에너지이용 특성이 유사한 건축물

사  무
 업무시설 (공공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등)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판  매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백화점, 마트 등)

 운수시설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역사 등)

숙  박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미니엄 등)

 기숙사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등)

목  욕

 목욕장

 수영장

 기타 시설내 목욕장 및 수영장

관  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등)

 장례식장

병  원  의료시설

학  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학원, 도서관 등

주택 1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 2  주택1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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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8)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 또는 KS F 2277

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가 0.034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이하인 경우

 

18) [별표1] ~ [별표7]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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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단열재의 두께 (2011년 2월 1일 시행)

[중부지역]1)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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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2)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5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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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창(창틀 포함)의 단열성능19) (1/2)

창 및 문의 종류

창(창틀 포함)의 종류별 열관류율 [단위 : W/㎡·K]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이상 6 12 16이상 6 12 16이상

창

복

층

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콘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

중

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1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

중

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콘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0 6.10 5.30

19) [별표3]의“창 및 문의 단열성능(열관류율)”적용 시 반드시「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규칙 제21조 관련)」를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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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문(문틀 포함)의 단열성능20) (2/2)

창 및 문의 종류

문(문틀 포함)의 종류별 열관류율 [단위 : W/㎡·K]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이상 6 12 16이상 6 12 16이상

문

일
반
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
리
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2.90 2.70 2.6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30 3.10 3.00 2.80

방풍구조문 2.4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

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20) [별표3]의“창 및 문의 단열성능(열관류율)”적용 시 반드시「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규칙 제21조 관련)」를 만족시켜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135 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서류 상세 작성방법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0.11 0.11 0.043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 0.15 0.043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 0.086 0.043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1) 공장 생산된 기밀제품
2 cm 이하 0.086×da(cm)

2 cm 초과 0.17

(2) 현장시공 등
1 cm 이하 0.086×da(cm)

1 cm 초과 0.086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방사율 0.5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방사율 0.1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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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 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31.2 25.5 -11.3 63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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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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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21) (1/2) * 2011년 2월 1일 시행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 (제21조 관련)

(단위 : W/㎡·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

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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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22) * 2011년 2월 1일 시행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 (제21조 관련)

(단위 : W/㎡·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 주 도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공동주택 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공동주택 외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

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

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2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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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율 계산을 위한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1/2)

재      료 열전도율 (W/m․k) 밀도 (kg/㎥)

금속계 동 370 8,900

청동(75Cu, 25Sn) 25 8,600

황동(70Cu, 30Zn) 110 8,500

알루미늄/합금 200 2,700

강재 53 7,800

납 34 11,400

아연도철판 44 7,860

스텐레스강 15 7,400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모르타르(1:3) 1.4 2,000

/콘크리트 콘크리트(1:2:4) 1.6 2,200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4품 0.13 300~400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5품 0.16 400~500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6품 0.19 500~700

벽돌 시멘트벽돌 0.60 1,700

/타일 내화벽돌 0.99 1,700~2,000

 타일 1.3 2,400

콘크리트 블록(경량) 0.7 870

콘크리트 블록(중량) 1.0 1,500

석재 대리석 2.8 2,600

화강암 3.3 2,700

천연슬레이트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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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율 계산을 위한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2/2)

재      료 열전도율 (W/m․k) 밀도 (kg/㎥)

보드 합판 0.15 400~650

석면시멘트판(평판) 0.58 2,240

파티클보드 0.15 400~700

석고보드 0.18 700~800

목재 목재(輕量) 0.14 400

목재(中量) 0.17 500

목재(重量) 0.19 600

바닥재 프라스틱계 0.19 1,500

아스팔트계 0.33 1,800

방습재료 PE 필름 0.21 700

아스팔트펠트 17kg 0.11 688

             22kg 0.14 762

             26kg 0.22 671

아스팔트루핑 17kg 0.19 870

             22kg 0.27 920

             30kg 0.34 979

벽지 비닐계 0.27

종이계 0.17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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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환산값

재  료  명

열전도율 (W/m·K)
밀도

(kg/㎥)KS M 3808(발포플리스티렌보온재) 및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에 의해 20±5℃의 시험조건
일 경우

시험조건을 20±5℃로 환산할 경우의 
값

발
포
폴
리
스
티
렌
보
온
재

비

드

법

보

온

판

1종

1호 0.036 0.036 30 이상

2호 0.037 0.037 25 이상

3호 0.040 0.040 20 이상

4호 0.043 0.043 15 이상

2종

1호 0.031 0.031 30 이상

2호 0.032 0.032 25 이상

3호 0.033 0.033 20 이상

4호 0.034 0.034 15 이상

압

출

법

보

온

판

보온판

특호 0.027 0.027 -

1호 0.028 0.028 -

2호 0.029 0.029 -

3호 0.031 0.031 -

경
질
우
레
탄
폼
보
온
재

보

온

판

1종

1호 0.024 0.024 45 이상

2호 0.024 0.024 35 이상

3호 0.026 0.026 25 이상

2종

1호 0.023 0.023 45 이상

2호 0.023 0.023 35 이상

3호 0.028 0.028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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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환산값 (계속)

재 료 명
열전도율 (W/m·K) 밀도

(kg/㎥)KS L 9102에 의해 70＋5℃ 70－2℃의 
시험조건일 경우 시험조건을 20±5℃로 환산할 경우의 값

인

조

광

물

섬

유

보

온

재

암

면

(RW)

암면 0.044 0.037 40~150

보온판

1호 0.044 0.037 71~100

2호 0.043 0.036 101~160

3호 0.044 0.038 161~300

펠  트 0.049 0.038 40~70

보온대

1호 0.052 0.040 71~100

2호 0.049 0.039 101~160

보온통 0.044 0.035 40~200

유

리

면

(GW)

보온판 2호

24K 0.049 0.038 24

32K 0.047 0.037 32

40K 0.044 0.036 40

48K 0.043 0.035 48

보온통 0.043 0.035 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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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절약계획서 편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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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절약계획서 편철 방법

1. 편철 순서

 1. 기본 서류

  - 인허가청(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검토요청 공문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건축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서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총6면)

  - 설계개요, 배치도

 2. 첨부 서류

  첨부 1 : 건축물 성능관계도면(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평면도(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 입면면적산출도, 부위별 면적계산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첨부 2 : 방풍구조 해당층 평면도

  첨부 3 : 적용비율 계산서

  첨부 4 : 냉난방 부하계산서(설계조건), 장비용량 계산서

  첨부 5 : 장비일람표(주열원, 펌프, 송풍기, 신재생에너지 등 용량 및 효율 표기)

  첨부 6 : 기계설비 보온 시방서 

  첨부 7 : 난방배관 평면도

  첨부 8 :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전력 자동제어설비 계통도

  첨부 9 : 장비일람표(콘덴서용량 표기), 설치예정 확인서

  첨부 10 : 전압강하 계산서, 설치예정 확인서

  첨부 11 : 조명기구 상세도

  첨부 12 : 단위세대(객실) 전등설비 평면도

  첨부 13 : 전등설비 평면도, 설치예정 확인서

  첨부 14 : 전열설비 평면도, (대기전력관련)적용비율 계산서, 설치예정 확인서

  첨부 15 : 외단열부위 입면도(외단열 면적비율 및 면적표), 외단열부위 단면상세도

  첨부 16 : 평면도(외주부 면적계산서), 입면도(창 개폐(개구부) 면적비율 계산서)

  첨부 17 : 야간단열장치 적용부위 입면도(면적비율 계산서)

  첨부 18 : 차양설치 남서측 입면도(차양설치 적용비율 계산서), 차양설치 단면도, 내부

            차양 자동제어 계통도

  첨부 19 : 조경개요, 옥상조경 구적도(면적비율 계산서)

  첨부 20 : 단지 배치도, 인동간격 비율 계산서

  첨부 21 : (냉방, 난방, 펌프, 송풍기 등)용량 가중평균 효율 계산서

  첨부 22 : 자동제어 계통도

  첨부 23 : 환기덕트 평면도, 환기장치 적용비율 계산서

  첨부 24 : 위생설비 계통도

  첨부 25 : 열원흐름도

  첨부 26 : (고효율 유도전동기)적용비율 계산서, 설치예정 확인서

  첨부 27 : 조명설비 자동제어 계통도, 조명제어 적용비율 계산서, 조명부하 계산서

  첨부 28 : 옥외 외등설비 평면도

  첨부 29 : 전열설비 평면도(1층)

  첨부 30 : 전력간선 계통도(W/계량기 표시)

  첨부 31 : BEMS, FMS 시스템 구성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구성도

  첨부 32 : LED조명 적용비율 계산서, 전등설비 평면도, 조명부하 계산서

  첨부 33 : 지하주차장 전등설비 평면도, 자연채광 면적 계산서, 지하주차장 평면도 등

  첨부 34 : 홈네트워크 또는 통신설비 평면도

  첨부 35 : 냉방, 난방, 급탕설비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계산서

  첨부 36 : 태양광 설비 구성도,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