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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ic heat pump (EHP) systems are widely used for heating and cooling in small-scale shops. 

They are relatively easy to install and manage. Since 1998, KS C 9306 has been widely used for 

determining the heating and cooling capacities of EHPs. However, at present, to state with 

certainty that KS C 9306 is suitable for determining the optimal EHP capacity is difficult, as the 

standards employed for current building designs are considerably different. For example, the 

U-value standards for building constructions in 2022 are different from the standards applied in 

1998. Studies on residential building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heating and cooling capacities of EHPs; however, research on small-scale non-residential 

buildings is lacking. This study represents the first step in estimating the optimal heating and 

cooling capacities of EHPs in small-scale shops. The general design and building envelope 

information of small-scale shops was analyzed, after which reference models for small-scale 

shops were developed. For further research, 12 models according to the location, main direction, 

and U-values are proposed.

Keywords: 표준모델(Reference model), 소규모 상가(Small-scale shops), 열원설비(Heating 
and cooling systems)

1. 서 론

건축물의 실내 거주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되어야하고, 이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적 방법과 설비적 방법이 융합되어야한다. 설비 분

야의 에너지절약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정 용량의 열원 설비를 선정하는 것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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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 설비의 용량이 과대 산정되면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고, 부분 부하 특성에 따라 냉난방 에너지 소요량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피의 열적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냉난방 부하가 감소하고 특히 최대 

냉난방 부하에서 그 감소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열원설비의 적정 용량을 산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

약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2,3). 

중대형 비주거 건물의 경우 신축 시 관련 전문가에 의해 해당 건물에 대한 이슈가 고려된 부하계산을 통해 장

비용량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규모의 상가 공간들의 경우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서 제시하는 

면적별 냉방능력에 따라 그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KS C 9306 내의 열원 설비 용량 산정법은 

1998년 작성되었고 1965년 출판된 일본의 공기조화위생공학회의 냉난방부하 계산방법을 기초로 하여 간이 작

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4). 특히, 그 부하계산을 실시한 대상 모델의 면적, 층

고, 창면적비 등에 소규모 상가 공간에 대한 건축 계획적 고려가 부재해보이는 문제가 있다. 소규모 상가 공간을 

위한 열원 설비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첫째,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의 신축 후 공간을 모듈 단위로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공간에서 

용도가 변경되며 리모델링이나 열원 설비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본 소규모 상가 공간을 위한 

열원 설비 용량 산정을 위해서는 건물 단위의 부하계산보다는 공간 단위의 부하계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반 비주거 건물과는 달리 공간 단위로 거주자가 변경되며 리모델링이 실시될 수 

있는 그 특성상 표준 공간 모델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표준 모델이나 열원 설비 적정용량 

산정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 상가에 관련된 연구보다는 주택에 대한 연구나 건물 단위의 연구가 많다5,6). 또한, 일

반적으로 냉난방 부하 계산을 위한 모델은 다른 부하계산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실

제 건물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상가 공간 부하 계산에 앞서 열부하 산정용 공간 모델에 대한 연구

는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규모 상가 공간의 적정 열원 설비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후속 단계의 연구를 위해 

열부하 산정용 소규모 상가 공간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기존 연구는 열부하 산정을 위한 별도의 모델 계획이라기 보다는 표준 모델 분석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용도 군(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대다수로 소규모 상가 

공간에 대해 실제 건축 계획적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을 설정한 사례는 드문 편이다7-11). 열부하 산정용 소규모 

상가 공간 모델(이하 상가 열부하 모델) 계획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물 단위 표준 모델 산정과는 달리 단위 공

간 모듈 산정을 위한 각종 법규, 시공 디테일 등 공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연구된 표준 

모델 산정 방법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가 열부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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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열부하 모델 설정 방법론 구축을 위한 기존 문헌 분석 

2)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한 소규모 상가 모듈 설정 

3) 부위별 디테일 조사를 통한 소규모 상가 단위 공간 결정 

4) 소규모 상가의 외피 성능 조사 및 설정

5) 소규모 상가의 냉방부하가 달라질 수 있는 향, 위치 등의 변수 설정

3. 기존 문헌 분석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 표준 모델 구축 방법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전문가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방법7)

2) 모든 요인을 통계데이터로 결정하는 방법8,9)

3) 통계데이터와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방법10,11)

위에 따르면, 건물 단위의 표준 모델은 건물의 일반 정보, 외피정보, 설비 정보, 운영정보를 포함하여 설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정보 : 건물 형태, 규모, 용도

2) 외피정보 : 벽체의 구성, 벽체의 열관류율, 창호의 유형 및 물성 

3) 설비정보 : 냉난방기기 종류, 설정온도 및 스케줄, 급탕량 및 스케줄, 환기방식 등 

4) 운영정보 : 재실 밀도, 스케줄, 조명 밀도, 기기 밀도 등 

위의 정보는 전문가적 경험이나 통계데이터로 결정하는 방법 둘 중 하나만으로도 정의가 가능하지만 둘을 조합

하는 방법이 적절하며 통계데이터가 없는 경우 전문가적 경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적정한 열원설비 용량 산정을 위한 상가 열부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상가

의 형태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법규 자료를 이용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형태와 규모를 결

정하였다. 벽체의 열관류율 및 창호의 유형 등은 통계 자료와 법규 기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1. 설비정보와 

운영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 열부하 계산에 필요한 정보이기때문에 본 모델 제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4. 상가 열부하 모델 설정 프로세스

4.1 상가 열부하 모델 모듈 결정을 위한 법규 검토 

상가 열부하 모델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건물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는 각종 관계 법규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건물을 설계할 때 검토해야하는 법규 및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부터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까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단위 공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장애인 관련 법 등 내부 

1 2021. 07. S 건축사사무소 대표 B 건축사 서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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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볼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주차장법과 기둥

단위 공간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기둥이다. 지하주차장의 기둥은 지상에 위치한 상가의 기둥

과 연결되며 이 기둥이 주차 통로의 중간에 배치되거나 주차구획이 비효율적으로 계획되면 일반적인 상가 모델

이라 보기 어렵다. 

신축 건물의 설계시 의무 주차대수를 포함하는 주차장을 함께 계획해야하며, 이 주차장은 경제적 요인에 의

해 지하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무 주차대수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며 서울시의 경우 상가 용도 건물 

연면적 134 m2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1대당 2.5 m × 

5.0 m 이상이어야 한다. 본 표준 상가 모델의 지하주차장은 주차구획을 가장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직각 주차 방

식을 채용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합리적인 경간 범위는 6 ~ 9 m 정도로 알려져 있고 주차구획 3대까지 배치가 가능하다. 

기존 설계 건물 사례 및 구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8 m 스팬의 기둥 경간을 가진 5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기

둥의 사이즈를 550 mm으로 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600 mm으로 하였다(Fig. 1 참조). 

 

Fig. 1 Parking lot plan according to the Parking lot law

(2) 장애인법과 통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는 통과 유

효폭을 900 m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는 1,200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Fig. 2 참조). 복도의 유

효폭도 1,200 m 이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문을 열었을 때 복도 폭이 1,200 mm 이상이 되려면 문

사이즈 1,000 mm, 복도폭 1,200 mm을 합계하여 최소 2,200 mm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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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uring effective distance in front 

** Securing activity space

Fig. 2 Accessible entrance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 지구단위계획과 층고

층고 설정의 경우 별도의 법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를 계획하는 지역 중 일부를 지정하여 정부에서 임의로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

하는 계획으로 용도나 시설의 제한을 두는 경우와 환경을 확보하고 미관 등의 개선을 위한 지침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외벽의 재료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1층의 높이를 지정하여 통일감 있는 연속된 

경관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4.5 m 정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12,13). 이에 따라 1층의 높이는 4.5 m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환기를 위한 덕트가 천정에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하고 전기열원 히트펌프 메이커가 제

공하는 스펙에 따라 보 하부 40 cm 덕트 공간 및 그 외 설비 설치 여유공간 20 cm를 포함해 천장고를 3.3 m로 

결정하였다. 

4.2 부위별 디테일 표준 치수 검토 

(1) 내부 마감

내부 마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소규모 상가의 특성상 입주 시 업종에 맞게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미장마감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부위별 모르타르 미장 마감에 대한 상세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14). 이에 따르면 내벽 모르타르 바름 두께는 초벌 7 mm, 재벌 7 mm, 정벌 4 mm 총 18 mm이나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20 mm로 올림 하였다. 

(2) 주차장 기둥 마감

주차구획 3대 폭인 7,500 mm + 기둥사이즈 600 mm+ 기둥 모르타르 마감 40 mm (20 mm× 2면)를 합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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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140 mm의 기둥 간격이 만들어진다. 시공오차 등을 고려하고 치수 단위를 50 mm (5 cm) 단위로 조정하여 

8,200 mm로 올림 하였다. 이 모듈을 기준으로 주차로 중간에 기둥이 세워지지 않게 정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지상 층 상가 폭의 X축 방향은 기둥 중심선인 8.2 m로 구성되며 Y축 방향 길이는 코어벽체 중심선에서 기둥 

및 벽체가 0.3 m, 시멘트 몰탈 마감 0.02 m임을 고려하여 복도 폭 2.23 m로 설계할 경우 상가 한 모듈은 8.2 m 

×10.05 m=82.41 m2로 계획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상가 단일 공간의 범위는 82 m2 (8,200 mm×10,050 

mm)로 설정하였다. 문 사이즈는 역시 동 기준에 따라 통과 폭 900 mm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문사이즈 1,000 

mm (문틀 제외)로 계획되었다. 

상가 열부하 모델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 장애인법, 기둥 경간, 내부 마감, 부위별 각종 치수 등을 

기존 문헌 및 법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단위 표준 상가 공간의 표준 기둥 경간은 8.2 m, 마감 등을 고려한 상가 

모듈은 8.2 m×10.05 m로 제안되었다. 지구단위계획 및 천정 속 설비 설치 공간을 고려해 층고는 4.5 m, 천정

고 3.3 m로 제안되었다.

(a) Parking lot dimensions (b) Corridor dimensions

(c) Small-scale shop units with the areas

Fig. 3 Reference model dimensio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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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 열부하 모델과 외피 성능

이전 섹션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 상가를 구성하는 모 건물은 Fig. 4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상가건물의 특성상 주 도로에 면하는 부위가 정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닛의 전면이 높은 비율로 외기에 직접 면

한 창임을 고려할 때 본 유닛 정면의 향은 냉방부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외기에 면하는 창의 

비율과 정면의 향을 변수로 하여 표준 상가 공간의 냉방부하는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면을 남향으로 하

는 상가 건물의 유닛은 창의 위치에 따라 1면이 창인 N, S타입과 2면이 창인 SE, SW, NE, NW타입 총 6개의 유닛

으로 구성된다. 전면이 동-서로 배치된 경우를 추가하면 Table 1과 같이 총 12개의 유닛이 만들어질 수 있다. 

Fig. 4 12 reference models

Table 1 Classification of reference model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ne side glass type Two side glass type

N-S location
N type NW type NE type

S type SW type WE type

E-W location
E type EN type ES type

W type WS type W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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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준 상가 공간의 외피 명세를 결정하였다. 

냉난방부하를 결정하는 외피의 요소는 대표적으로 (1) 벽체, 바닥, 지붕의 열관류율 (2) 창의 비율 (3) 창호의 

태양열 취득률(SHGC)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15). 

1) 벽체, 바닥, 지붕의 열관류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값 중 그 기준이 가장 높은 중부1

의 기준을 따르고 바닥은 지하층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외기 간접으로 하였다. 지붕의 

경우 상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와 지붕이 있는 경우로 가정할 수 있으나 지붕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창의 면적비의 경우, 상가 건물의 특성상 투과 비율이 높은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바닥 마감 레

벨부터 천정 마감 레벨까지는 투과성 부위인 창으로 설정하였다. 

냉방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창호의 SHGC16)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유리의 태양

열 취득률 × 창틀계수(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비주거 건축물의 중부 1 기준에서 창의 열관류율을 만족시키는 최소값은 1.3 W/m2·K

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4,885건의 창세트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창호 열관류율 값이 1.2 W/m2·K ~ 

1.3 W/m2·K인 제품의 유리 사양은 24 mm 로이 복층유리로 아르곤 12 mm가 충진 된 제품이 제일 많았다1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Table 2와 같이 외피의 성능을 결정하였다. 

Table 2 Envelope information of the reference models

Envelope Information

U-Value 

(W/m2
ㆍK)

Wall facing outside directly 0.17

Bottom facing outside indirectly 0.21

Window facing outside directly 1.3

Roof facing outside directly 0.15

Window Wall Ratio 

(WWR)

Floor height 4.5 m, Celing height 3.3 m 

(Floor to ceiling is widnow area)

SHGC2 0.543 × 0.9 × 0.88 (inner blind condtition ) = 0.43

상가 열부하 모델의 외피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 데

이터 등을 활용하였고 이를 분석한 외피 열적 성능은 Table 2로 요약된다. 해당 공간의 주향과 외피에서 창의 비

율은 부하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상가 열부하 모델은 Fig. 4와 같이 12가지의 유닛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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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소규모 상가 공간의 적정 열원 설비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열원 설비 용량 산정의 대상

이 되는 소규모 상가 열부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각종 법규 검토, 건축공사 표준 시방

서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둥 경간은 8.2 m, 마감 등을 고려한 상가 모듈은 가로 세로 8.2 m×10.05 m, 층고는 4.5 m, 설비 

설치 공간을 고려한 천정고 3.3 m의 단위 공간이 제안되었다. 이는 다시 공간의 주향 및 창 면적 비율에 따라 총 

12가지의 타입으로 구분되었으며, 향후 연구에서 부하 계산을 위한 상가 열부하 모델로 제시될 예정이다. 

본 12가지 타입별 열원 설비 용량은 KS C 9306의 자체 보정 열부하를 고려한 용량 산정 기준과 비교 분석될 

예정이며 초기 투자비 절감 및 피크 부하시 에너지절감 정도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22년도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

니다(과제번호 : 22CTAP-C163641-02).

REFERENCES

1. Kim, J. W. and Song, D. S., Appropriateness of the Domestic Standard for Sizing Capacity of Air-Conditioner 

Capacity According to the Thermal Performance Changes in Domestic Buildings, Korean Journal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31, No. 2, pp. 55-61, 2014.

2. Aktacir, M. A., Buyukalaca, O., and Yilimaz, T., A Case Study for Influence of Building Thermal Insulation on 

Cooling Load and Air-conditioning System in the Hot and Humid Region, Applied Energy, Vol. 87, No. 2, pp. 

599-607, 2010.

3. James, P., Cummings, J. E., Sonne, J., Vieira, R., and Klongerbo, J., The Effect of Residential Equipment 

Capacity on Energy Use, Demand and Run-time, ASHRAE Transactions, Vol. 103, No. 2, pp. 297-303, 1997.

4.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S C 9603-2011 Air-conditioner, 2011.

5. Kwon, O. I. and Aum, T. 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pacity Selection Method of Small scale Building 

Cooling Equipment,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Summer Conference, 

pp. 514-517, 2020, Pyeongchang, Korea.

6. Park, D. Y., Choi, S. G., Hwang, D. K., and Oh, M. D., A Study on the Reference Building Model for the 

Selection of Unit Cooling Loads for Non-residential Buildings,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31, No. 8, pp. 370-379, 2019.

7. Yoo, D. W., Lee, T. G., and Cho, W. J., Construction Plan of the Standard Model According to Small Scale 

Shelter Standard in Korea and Foreign Country, KIEAE Journal, Vol. 21, No. 3, pp. 55-61, 2021.

8. Kim, W. S., Lee, G. H., Cho, D. H., and Lee, B. Y., Derivation of Multi-housing Prototype Model through 

Statistical Data-based Optimization Calibration, KIEAE Journal, Vol. 22, No. 1, pp. 45-52, 2022. 

9. Jeong, Y. S., Jung, H. K., Jang, H. K., and Yu, K. H., A Study on th Reference Building based on the Building 

Design Trends for Non-residential Buildings, Journal of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4, No. 3, pp. 1-1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2, No. 4, 202268

2014.

10. Seo, D. H., Noh, B. I., and Ihm, P. C., A Research on Prototypical Apartment House Definition for Detailed 

Building Energy Simulation,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6, No. 6, pp. 285-296, 2014.

11. Choi, J. Y. and Lee, J. G., Establishment of Standard Models according to Public Building Types for the 

Green-remodeling Pre-decision Making Supporting Tools, KIEAE Journal, Vol. 21, No. 3, pp 17-23, 2021.

12. Inchoeon Free Economic Zone, Cheongna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Plan, 2020. https://www.ifez.go.kr/ 

ivt107. last accessed on 4th May 2021.

13. Goyangsi, Goayng Jichook Development Plan, 2021. http://www.goyang.go.kr/www/dstplan. last accessed on 

4th May 2021.

1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 Standard Specification for Building Construction, 

MLIT Notice No. 2021-1011, 2021.

15. Korea Design Standard 31 25 06, Cooling and Heating Load Calculation and Criteria, 2016.

16. Park, Y. and Park, J. I., A Study of Energy Use Impacts by SHGCs of Windows in Detached House, Korean 

Journal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22, No. 4, pp. 189-196, 2020.

17. Korea Energy Agency, High-efficiency Equipment Certification, https://eep.energy.or.kr/main/main.aspx. last 

accessed on 23rd June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