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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기본원칙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2.  녹색건축센터의 업무

1.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된 주택단지내 건축물 중에서 동일

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면적당 1차 에너지 평

균사용량 등을 표시하여 에너지평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주차장, 부대 ․ 복리시설 등 공용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이 에너지정보 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시할 수 있다. 

4.  협의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범위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
지 절약 목표량을 100분의 3이내에서 상향하여 정
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추진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
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5. (ㄴ) 국토교통부장관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ㄷ)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른다.

6. 단독주택에 허용되는 시설

1. 가정어린이집

2. 공동생활가정

3. 지역아동센터

4.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 공동주택에 허용되는 시설은 단독주택 허용시설에 

주택법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7. ④항은 공사감리자이다.

8. 피난 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9. 개방공간 설치대상

규모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

지하층에 설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10.  기계환기설비체계(설비규칙 별표 1의 5)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

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11.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 시험을 실시한다.

12. 에너지법의 목적

 에너지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

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②열사용기자재란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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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내용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주

체는 시 ․ 도지사이다.

16.  설치검사의 종류

1.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

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

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2. 개조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 ․ 돔 ․ 노통 ․ 연소실 ․ 경판 ․ 천정판 ․ 관
판 ․ 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3.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

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4.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17. 에너지저장의무부과 대상

 1.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용자

 5. 연간 2만toe 이상의 에너지사용자

[참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간 2000toe 에너지 사용자

18. 에너지다소비사업자

1. 정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자

2. 사용량 

   신고

신고내용
신고

기한
절차

①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

지사용량 ․ 제품생산량

매년 

1월 

31일

까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

시 ․ 도지사

②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

너지사용예정량 ․ 제품

생산예정량

③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④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

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연도의 분기별 계획

⑤ 에너지관리자현황

1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은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인증을 신청하

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성능측정을 받은 경우

2.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된 경우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제조

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2015.3.15 개정)

제2과목 건축환경계획

21. ③ 축열조는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 구성요소이다. 축

열체(Thermal Mass), 축열벽, 축열지붕 등은 자연
형 태양열 시스템 구성요소이다. 

22. ③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설비형 환

경조절(Active Control) 기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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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① 건물에너지 요구량은 건물자체의 에너지 부하

  ② 건물에너지 소요량은 설비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에너

지량으로 설비시스템의 효율 및 변환손실, 이동손실 

등이 감안되어 건물에너지 요구량보다는 항상 크다.

  ③ 건물에너지 사용량은 건물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

  ④ 건물의 1차에너지 소요량은 건물에너지 소요량에 

사용 연료별 환산계수가 곱해진 값으로 가장 큰 

값이 된다.

24.  

 

에서 

   




  

   





  

  




 

    ℃ 

  실내측 표면온도 = 20 - 2.65 = 17.35℃ 

25.   














에서 단열재를 추가하더라도 

  와 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벽체의 열저항차는 추가되는 

  스티로폼의 

라 볼 수 있다.

  새로운 값                    


 

  새로운 열관류 저항()       

  기존의 값                   


 

  기존의 열관류 저항()       

  추가로 필요한 열 저항          

  재료의 열저항                 

 

  단열 재료의 열전도율           

  재료의 두께                  × m

  그러므로 요구되는 단열판의 최소 두께 mm

26.    ,     ,   ,   , (평균)=?

  

 
를 이용하여

  
××





  평균 값W/m²․ K

27.  외단열이 축열효과가 있어 연속난방에 유리하다. 

      간헐난방을 하는 공간은 내단열이 유리하다.

28.  CMH는 환기량의 단위로 시간당 환기량(m3/h)를 의미. 기밀

성능은 CMH50으로 표현

29. ① 24K 유리섬유는“나”등급 단열재로 열전도율 0.036W 

/mK 이상 
   ② 비드법 보온판 2종은“가”등급 단열재로 열전도

율 0.034W/mK 이하
   ③ Closed Cell 페놀폼은 열전도율 0.02W/mK 전후

이며, Open Cell 페놀폼은 0.035W/mK 이상
   ④ 압출법 보온판의 열전도율은 0.027W/m K 전후 

30.  인체발생열 부하는 땀과 호흡에 의한 잠열부하와 온도

  차에 의한 현열부하가 동시에 발생한다.

31.  건조한 공기일수록 건습구온도차가 크고, 현열비는 크다. 

32.  방습층은 내측(고온측)에 설치한다. 

33.  ③ 내부발열이 큰 건축물의 경우 창을 통한 환기가 이

루어 지지 않으면 로이유리로 인해 냉방부하가 커
진다. 

34. 

방위별 수직벽의 단위면적당 유리창이 받은 월평균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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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人×人

    
××

 

    

36.  ①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산

후조리원 등의 다중이용시설기준임. 지하역사, 지하도상

가 등의 PM10유지기준은 150 이하이다.

37.  ① 같은 크기라면 주광율은 대형창 < 분할창, 횡장창 < 종

장창  
  ② 주광율은 담천공상태에서의 전천공조도에 대한 실

내조도의 백분율이다.

  ③ 전천공조도가 크면 실내조도도 높아지나 주광률은 

항상 일정

  ④ 같은 실내에서도 창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38.  ④ 증발냉각은 고온건조한 기후지역에서 적용하는 자연형

조절기법으로 아트리움의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

39.  ③ 쿨튜브는 유입공기를 일정깊이의 지하를 통과시킴으로써 

지중열을 이용하는 기술로 환기팬을 이용하여 공기를 
유입한다. 따라서 자연환기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40.  ③ 투습저항의 단위는 MNs/g이다. MNs/gm는 투습비저항

의 단위이다. 재료의 투습비저항에 두께를 곱하면 투습
저항을 얻을 수 있다.

제3과목 건축설비시스템

41.  이상적 열기관 사이클 –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 냉동 사이클 – 역카르노사이클

42. ② 국소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압력

 ③ 절대압력

43.  여름철 실내에 위치한 냉장고 안은 온도가 낮으므로 노점

       온도의 상태에 되어 결로가 발생하고, 상대습도는 높고 절
       대습도는 낮다.

44.  순환수량(Qw)[ℓ/min]

   Qw=


[ℓ/min]  

  HCT : 냉동기용량   

    C : 비열(4.19kJ/kg ․ K)     
    : 냉각수의 냉각탑의 출입구 온도차(℃)

먼저, 1kW=1,000W=860kcal/h=1kJ/s=3600kJ/h이므로

      400kW=400×3600kJ/h=1,440,000kJ/h

      Qw=××


=952.4ℓ/min

         =0.9524㎥/min=57.1㎥/h    

45.  ASHRAE의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에서는 위

 험률 2.5~10% 범위 내에서 설계 조건을 삼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최대 냉방부하는 가장 불리한 상태일 

때의 조건으로 구한 부하로, 냉방장치 용량을 결정하

는데 도움을 주지만, 부하가 최대일 때를 위한 장치 

용량이므로 매우 비경제적이 되기 쉽다. 

46.  냉방부하=혼합공기(냉각코일 입구)부하–냉각코일 출구부하

 냉각량(qc) = G ․ C ․
            =  ․ Q ․ C ․  
            =  ․ Q ․
   여기서, 냉각량(qc) : kJ/h

                   G : 공기량(kg/h) 

                   Q : 체적량(㎥/h)

                 : 공기의 비중량(1.2kg/㎥)

                   C : 공기의 정압비열(1.01kJ/kg ․ K)
                  : 냉각전후온도차

                  : 냉각전후엔탈피차 

 ※ (kg/h) =  (1.2kg/㎥) ․  (㎥/h) = 1.2 (kg/h)

    ∴ 냉방부하(냉각열량) =  ․ Q ․ 
                        = 1.2×48,000×(49.27-39.31)

                        = 573,696kJ/h

47.  공조시스템의 전열교환기 

  ㉠ 전열교환기는 공기 대 공기의 열교환기로서 현열 

및 잠열의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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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는 외기가 들어와서 급기되는 윗부분과 환기

가 배기되는 아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덕

트에 접속된다.

  ㉢ 공조시스템에서 배기와 도입되는 외기의 전열교환

으로 공조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 공기방식의 중앙공조 시스템이나 공장 등에서 환

기에서의 에너지 회수방식으로 사용된다.  

  ㉤ 전열교환기를 사용한 공조시스템에서 중간기(봄, 

가을)를 제외한 냉방기와 난방기의 열회수량은 실

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많다.

48.  냉동기의 성적계수(COP)

   압 축 일
저온체로부터의 흡수열량냉동효과



압축일
냉동 효과

이므로 －
－

이다.

   ∴ COP=압축일
냉동 효과

=－
－

=－
－

=15.5

49.  변풍량(VAV)방식 

  토출공기 온도는 일정하게 하며 송풍량을 실내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으로 운전비는 감소하고 

개별제어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공조방식이다.

  실내부하가 극히 감소되면 실내공기의 오염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으며, 부하변동이 심한 페리미터 존(perimeter 

zone)에 적합하다.

  ※ 에너지 절약형 공조방식 : 변풍량(VAV)방식, 외기

냉방방식, 전열교환기 설치, 히트펌프 시스템  

50.   에서  


  단면적 : A[m²], 유속 : v [m/s], 유량 : Q [m³/s] 

    











= 3.5m/s 

51.  비교회전수(비속도)

    ․


   여기서,  : 비속도,  : 회전수(rpm)

            : 토출량(㎥/min),  : 양정  

(비속도)는 회전수()와 에 비례하고 에 반

비례한다.

∴   ․


 ×



194.25

     194(rpm ‧ ㎥/min ‧ m)  

52.  압력강하(압력손실, Pf)

    Pf = λ․
 ․
²

 [Pa]

  여기서, Pf : 길이 1m의 직관에 있어서의 

              마찰손실수두(Pa)

          λ : 관마찰계수(강관 0.02)

          ｄ : 관의 내경(m)

           : 직관의 길이(m)

          ν : 관내 평균 유속(m/s)

           : 물의 밀도(1,000kg/㎥)

   ∴ Pf = λ․ 
 ․
²

[Pa]

        = 0.03×

×

×

        = 120,000Pa = 120kPa

53.  전압에 따른 특성 값의 변화

  ∝ 


,  ∝ 


,   


, ∝ 


이고 전력

손실률()이 일정한 경우 ∝  이다.

  ∴  ′   ′
 



 
 


 


배   

  ∴  ′  
 ′ 



 
 


 배

54.  ㉠ 교류 전동기가 직류전동기 보다 속도제어가 어렵고, 농

         형유도전동기의 경우 인버터로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하여 를 Y로 전환했을 

     때 토크는 

이 된다.

  ㉢  
×

   

      


   

     ∴ ′  ×  
  ㉤ VVCF는 평균 운전 부하율이 50[%]이하인 전동기 

또는 무부하 운전이 많은 전동기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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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컨버터로 변환된 직류 전력을 저장

56.  수소 이온은 고분자 이온 교환막을 통과하여 양극으로 이
      동하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 양극으로 이동한다.

57.  건축물 내 기계설비를 일괄 감시 및 제어하여 관리 및 에

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각 설비의 가동 및 정지를 자
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58.  ㉠ 40 형광등

         유효 전력   ×  

         무효 전력   

××  

      ㉡ 100 백열등
         유효 전력   ×  

         무효 전력   

      ㉢ 피상 전력 

                
        

59.  전체 부하설비 용량

       ×××  

       최대 조명 밀도 : 사무실


 

60.  역률： 피상전력
유효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

       ㉠ 유효전력＝  →  


 

       ㉡ 무효전력   
 

       ㉢ 피상전력  ：

        ∙계산：

         



     


 

제4과목 건물에너지 효율설계 ․ 평가

61.  A : 0.1/0.031 =3.226

      B : 0.086+0.029+0.308+3.226+0.113+0.043=3.805

      C : 1/3.805=0.263
      D : 1/0.280=3.571이므로 3.571×0.7=2.500
          1/0.263=3.802×0.7=2.661이므로 총열관류저항 
          2.500보다 높아 만족함 

62.  1. 1점 : 30% 이상
      2. 0.9점 : 24% 이상~30%
      3. 0.8점 : 17% 이상~24%
      4. 0.7점 : 10% 이상~17%
      5. 0.6점 : 5% 이상~10%

63.  ①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 (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열관류율을 말한다.

       ③“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
는 냉난방 면적의 60%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
어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해
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
원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난방설비로 간주한다. 

       ④“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
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지
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64.  ② 배점기준이 다른 냉방설비의 경우 정격효율에 따른 용
량가중 값을 적용한다.

65.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0.041~0.046W/mK 이하인 경우 
다 등급에 해당한다.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kcal/

mh℃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 

/mK(0.029kcal/mh℃)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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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W/mK(0.030 ~ 0.034kcal/ 

mh℃)이하인 경우

다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0.035 ~ 0.039kcal/ 

mh℃)이하인 경우

라
0.047 ~

0.051

0.040 ~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0.040 ~ 0.044kcal 

/mh℃)이하인 경우

66.  ① 등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 소요량은 용도별 보

         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출된 1차에너지 소요

         량 결과와 다를 수 있다.

67.  건축부문 의무사항 중 외벽의 평균열관류율과 공공건축물로서 

      냉방부하 저감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부문의 의무사항은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68.  ③ 구내식당의 경우 다른 용도에 비해 급탕요구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며, 급탕요구량은 1,250/㎥ d 이다.

69.  ∙전체 창면적 : 4,051.4m2

      ∙창의 통기량 가중평균 

        [(1점×3,776.6m2) + (0.9점×50m2) + (0.8점×224.8m2)]

÷4,051 =0.9876

        기밀성창호 기본배점 6점(주택1부문)×0.99점=5.93점

70.  ③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습성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 할 것

71.  열관류율

      ① 일반삼중창: 2.4

      ② 로이유리(소프트 코팅) 복층창: 2.6

      ③ 로이유리(하드 코팅)복층창 : 2.7

      ④ 아르곤주입 복층창 : 2.9

72.  전체전기용량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용량비율은 의무화대상건

축물이므로 4%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체 전기용량은 전기도면-단선결선도상의 변압기 용량의 

합계가 2,000KVA이므로 

      2,000KVA×0.04=80Kw가 되어야 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73.  면적과 무관하게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74.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²․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

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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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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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의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콘센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비율(%)=대기전력 자동 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개수)/전체콘세트개수×100

       전체콘센트개수=200+ 180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160개

       따라서 160/380×100%=42.11%이므로 배점은 0.6점을 받

는다. 비주거대형의 경우 기본배점은 2점이므로 평점은 2×0.6

점= 1.2점을 받게 된다.  

76.  간선의 전압강하 (%)에 따라서 1점에서 0.6점까지 배점을 부
여한다.

      1. 1점 : 3.5% 미만

      2. 0.9점 : 3.5% 이상~4.0% 미만

      3. 0.8점 : 4.0% 이상~5.0% 미만

      4. 0.7점 : 5.0% 이상~6.0% 미만

      5. 0.6점 : 6.0% 이상~7.0% 미만 

77.  주1) 열교차단재：열교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
           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을 포함하며, 사중창은 복층창+복층

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 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
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
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
할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
할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78.  공단은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매회 사후관리는 

표본검사와 상관성검사 2단계로 실시한다.

79.  단선결선도는 전기도면에 해당된다.

      계산서류
      1. 건축기계설비 계산서
      2. 건축기계설비 시방서(보온공사)
      3. 전기계산서
      4. 설치예정확인서

80.  건축물에너지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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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시험

1과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③ ③ ④ ④ ④ ③ ④ ② ④ ③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④ ④ ② ④ ③ ④ ③ ③ ④ ④

2과목 건축환경계획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③ ③ ① ④ ③ ③ ③ ① ③ ③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③ ① ③ ② ③ ① ① ④ ③ ③

3과목 건축설비시스템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④ ① ① ② ② ③ ④ ① ③ ③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② ④ ① ② ② ④ ④ ② ② ①

4과목 건물에너지 효율설계 ․ 평가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① ① ② ② ② ① ② ③ ① ③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① ④ ① ③ ② ④ ②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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