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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 시 ․도지사는 매년 조성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

③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되는 건축물

④ 문화재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⑤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

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 및 조성계획은「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

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① 개별건축물(신축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소비총량제

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소비총량 제한 방안

   1. 기존 건축물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

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기준

   2. 신축 건축물 : 허가신청 시 허용기준 이하로의 

설계 근거자료 제출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6.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과의 협의한 후 녹색성장위

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용도변경 절차기준

분류 절차
① 자동차 관련시설군 1. 허가대상 상위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2. 신고대상 하위군(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3. 건축물대상 기재변경 신청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② 산업등의 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⑦ 근린생활시설군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기타시설군

8.  기준폭 미달 도로의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 없고, 도로모퉁이에서 건축선과 도로경

    계선 사이의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① 가각정리되는 부분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폭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미만
6m 이상 8m 미만 4m 3m

4m 이상 6m 미만 3m 2m

90°이상

120°미만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2m 2m

② 대지면적(A)

    ××× 

×    

9.  용도 바닥면적에 따른 종교 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등)의 

용도 분류

 

500m²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m²이상 종교시설

10.  공동주택 등의 환기시설기준

대상 환기기준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신축

･리모델링
0.5회 이상/시간당･주택이 100세대 이상이 

되는 복한 건축물

2015년도 제2회 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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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①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

        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하는 것

②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12.  비내력벽(칸막이벽) 수선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이 아니다.

13.  사용계획에 대한 조정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공사업

주관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4.  수요관리 투자계획 제출 대상

 ① 한국전력공사

 ② 한국가스공사

 ③ 한국지역난방공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15.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과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은 전년도의 분기별 실적으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하여

야 한다.

17.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협약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행 할 수 있다.

18. ① 에너지 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

다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19.  온실가스 감축수단

①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실

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 또는 흡수량을 증폭

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서 삭감하게 된 배출량의 

일정량을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분의 일부

로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배출권 거래(ET : Emissions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한도량을 부

여한 후 실체 배출량과 배출한도량의 차이만큼 국가 

또는 기업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③ 공동이행제(JI :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간에 기술 ․자본 등을 공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여, 획득한 삭감량을 거래하는 제도

20.  생산금지 등의 시정명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권한

이다.

제2과목 건축환경계획

21.  ② 바닥면적을 둘러싼 길이가 짧을수록 단위면적당 열손

실은 적다.

    그림에서 바닥면적이 같지만 요철이 많은 평면의 

외피면적이 더 커서 바닥면적당 열손실이 크다.

22.  미기후는

 ① 지표면의 자연상태 또는 인공구조물의 유무에 따른 

지표면 반사율, 침투율, 토양온도, 토질 등과

 ② 지형의 경사도, 방위, 풍우의 정도, 해발고도, 언덕, 

계곡 등과

 ③ 3차원적 물체인 나무, 울타리, 벽, 건물 등에 의한 

기류의 변화와 응달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23.  ① 기온, 기류, 복사열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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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③ 집열판(Solar Collector)은 축열조(Thermal Storage Tank), 

         순환펌프, 보조보일러, 제어장치와 함께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Active Solar System) 구성요소이다.  

25. ② 냉난방 장치용량은 최대냉난방부하를 토대로 산정된다. 

         일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물의 에너지 소
         비량을 예측하는 것은 기간부하로 설비용량 산정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동안의 냉난방 에너지 소
비량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26.  ④ ECO2 프로그램에서는 궁극적으로 건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한다.

27.  실내공기의 노점온도가 18℃이므로 실내측 표면온도가 

      18℃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실내표면온도가 실내
공기온도(20℃)보다 2℃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면 된다.

      

 

에서 가 2일 경우보다 값이 더 큰 단열 두께

를 구하면 된다.

 










 

 

   (m) (mm)

 ∴ 18mm 이상이 되어야 함

28.   














 

  

   

 K'=0.2=1/R' R':5.0 

 관류저항차 : R'-R=3.9 

 즉,d/λ=3.9이므로

 d/0.033=3.9에서 d=0.129m 

 ∴ 130mm가 최소 두께 

29. ㉱ 비드법 보온판 1종은 일반적인 스티로폴로 (나)등급에 

해당
         비드법 보온판 2종은 흑연을 포함하여 회색을 띄고 있

는 (가)등급 단열재. 
         글라스울 보온판의 경우, 밀도가 높은 48K, 64K, 80K, 

96K, 120K는 (가)등급,
         밀도가 낮은 24K, 32K, 40K는 (나)등급 단열재.

30. ① 환기량 ×  m³/h 

 ② 헌열부하 = 0.34W ․ h/m³․ K×2,000m³/h×24K

             = 0.34 ․ ․∆ (W) 

             = 16,320W 

31.  ① 방습층은 항상 열이 흘러들어오는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쪽에 설치 

33.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명한 판유리로 가시광선 및 

일사 투과율이 가장 높아 차폐계수(SC)가 가장 높다.

34. 외부로부터 열획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2면 코팅을 한다.

35. 1. 태양의 남중고도 

    

 90°

-34.5°

-23.5°

 3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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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

기량(별표1의6)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환기량

(m3/인 ․ h) 비 고

지하

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
(찜질방 ․산후조리원)

25 이상

37. 환기에 의한 손실열량

   ․  ․ ∆ 에서

×
×

   

38. ③ 벤츄리 효과에 의한 실내기류속도 증가를 위해 유입구의 

크기를 유출부보다 작게 한다.

39.  광속발산도- radlux, 휘도- nit(nt) 

40. ① E=
1000

 2² =250 lx

 ② E =
I

d2 ․ cosθ= 1000

2.52 ×
2

2.5
= 128 lx

제3과목 건축설비시스템

41.  혼합 ,마찰, 교축과정 등은 비가역과정이므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42. ∆   × × 
            ≒ 

43. 단열혼합 및 냉각열량 계산

① 혼합온도  

 


××
 

                ℃

② 냉각량(qc)  ․  ․
               ․  ․  ․ 
   여기서, 냉각량(qc) : kJ

                   : 공기량(kg/h) 

                   : 체적량(㎥/h)

                   : 공기의 비중량(1.2kg/㎥)

                   : 공기의 정압비열(1.01kJ/kg ․ K)
                  : 냉각 전후온도차

※ (kg/h)=(1.2kg/㎥) ․ (㎥/h)=1.2(kg/h)

   ∴ 냉각량(qc) ․  ․ ․
                1.2 × 1,000 × 1.01 × (27.8 - 20)

                 9453.6kJ

44. 

 

∙실내취득열량
 송풍량 결정

 냉각코일의 

    용량 결정
 냉동기의 

    용량 결정

∙기기로부터의 취득열량

∙재열부하
··························∙외기부하

∙냉수펌프 및 배관부하 ······································

[냉방부하와 기기용량과의 관계]

45.  ① 현열부하(qs)[kJ/h]

               500×1.01×(24-5)9595kJ/h

② 잠열부하(qL)[kJ/h]  

               500×2501×(0.009-0.002)8754kJ/h

  ∴ 외기부하현열부하+잠열부하

             9595+875418349kJ/h5096.9

             509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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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W1J/s3,600J/h3.6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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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수방식 (all water system)

 ① 종류 : FCU(Fan Coil Unit) 방식, 복사냉난방방식

 ② 장점   

   ㉠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다. 

   ㉡ 열운반 동력이 작다. 

   ㉢ 개별제어, 개별운전이 가능하다.

 ③ 단점 

  ㉠ 실내공기의 오염 우려(실내 공기의 재순환)

  ㉡ 실내 배관에 의한 누수 염려

  ㉢ 유닛의 방음, 방진에 유의

  ㉣ 유닛의 실내설치로 인한 건축계획상 지장

47.  보일러의 효율()[kg/h, N㎥/h]

 보일러의 효율은 보일러 출력에 대한 연료소비량의 비

율을 말한다.

  ․ 
 

×

       연료 소비량×연료의 저위발열량
증기량발생증기의엔탈피－급수 엔탈피

×

∴   ․ 
 

× 

      ×
×

× 

48.  ㉠ 열관류율(K)












              











1.995W/㎡ ․ K

 ㉡ 손실열량(Q) = K ․ A ․
    여기서, 

       K : 열관류율[W/㎡ ․ K]
       A : 열교환기의 전열면적[㎡]

     : 대수평균온도차[K]

   ∴ 노벽의 손실열량 : Q K ․ A ․ 
                           1.995×20×(1100-20)

                          43,092W/㎡ ․ K

49.  성적계수  

   압 축 일
저온체로부터의 흡수열량냉동효과

  압축일
냉동효과

압축일
응축기방출열압축일

                 압축일
응축기방출열

 

50. 펌프의 비속도

 ①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척도, 즉 회전차의 형상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펌프의 성능을 나타내거나 적합한 회전수를 결정하

는 데 이용되는 값이다.

 ② 대유량 ․저양정일수록 비속도가 크고, 소유량 ․고양

정일수록 비속도는 작아진다.

 ③ 비속도 크기 순서

    축류펌프 >사류펌프 >볼류트펌프 >터빈펌프

51. ① 소요동력(L2) : 회전수비에 3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2=11.5PS

② 송풍기 전압(P2) : 회전수비의 2제곱에 비례하여 변

화한다.

     
 



 
 



×25= 80㎜Aq 

   ※ 송풍기 회전수(N1→N2) [송풍기의 법칙]

    ㉠ 풍량 : 회전수비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  




    ㉡ 압력 : 회전수비의 2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  
 





    ㉢ 동력 : 회전수비에 3제곱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  
 



 

52.  취출기류의 제2영역은 기류 중심부분의 속도가 취출구로 

 부터의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구간으로 천이구

역이라고도 한다. 아스펙트비(aspect ratio)가 큰 취출

구일수록 이 구간이 길어진다. 일반적으로 취출구 직

경(취출구 폭)의 4배 정도에서 길이의 4배 정도 범위

가 된다. 

53.  ① 조명밀도란 단위 면적당의 전력을 의미한다.

 ② 반 직접조명기구란 광원에서의 발산 광속 중 60~90[%]

는 아래 방향으로 천장이나 윗벽 부분에서 반사되고, 

나머지 빛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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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명사용전력량을 줄이기 위해 조명률은 가능한 높

여야 한다. 

54.  전압강하는 배전선의 인덕턴스와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한다.

55.  3상,    ,    ,    일 때

 무효전력      이므로 

 무효율   


××


 

 이므로

 역률          

56.  ㈀ 변압기 동손은 부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진공차단기 2차 측에 몰드 및 건식 변압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서지흡수기를 설치한다.

57. ①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은 지중열원을 이용하므로 

   계절별 외기에 영향을 작게 받는다.

 ② PV 모듈에 발생되는 부분음영의 영향은 전체 모듈

    면적 대비 부분음영 면적의 비율에 따라 출력이 저

하되지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③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편이다.

58.   : 소비전력[kW],  : 양정[m].  : 유량[m³/min]

  : 펌프 효율,  : 전동기 효율

  

 

    

 


××

××
≒ 

59. ① 변류기는 1차측의 대전류를 변성하여 2차측에 

    소전류로 공급하는 변성기의 일종이다.
 ② 계기용 변압변류기는 PT와 CT를 금속함에 내장하여 

    전력량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③ 전력용 콘덴서(SC)는 부하의 역률을 개선시킨다.

60. ① 변압기의 부하군은 용도별, 계절별,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② DEMAND CONTROL이란 전력 사용경향에 의한 최

대수요치를 예측하여 그 예측된 최대수요치를 초과

할 때 설정된 단계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하부

터 차단함으로써 하절기 최대수요 전력상승을 효과

적으로 관리한다.

 ③ 배전전압은 가능한 한 높은 전압을 채택하는 것이 

전력손실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제4과목 건물에너지 효율설계 ․평가

61.  열원설비방식에는 - 대수분할방식, 비례제어방식, 다단 

제어방식이 있다.

항목 근거서류 근거서류(도면)작성방법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 장비일람표

- 자동제어 

계통도 

- 도면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표기(대수분할, 

비례제어, 다단제어 등)

- 전체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채택

- 장비일람표

- 자동제어 

계통도 

- 도면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표기(가변속제어

방식(인버터), 흡인베인 

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

- 공조용 송풍기 전동력의 

60% 이상 적용시 인정

62. 최대 완화 비율 합계=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에 의한 8%)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2등급에 의한 2% = 10% →  A 

완화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B + 4% + 4% = 10% B = 2%

▪신 ․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등급

신 ․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건축기준완화비율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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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②“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③“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 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

한 부위를 말한다. 

 ④“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 싸고 

있는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

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64.  ②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정합계가 65점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65.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kcal/mh℃) 

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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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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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등급은 1+++ 등급부터 10개

등급으로 한다.

등급

주거용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 ․년)

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 ․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67.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

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 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 

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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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9. 
벽체 및 창호

열관류율

(W/m²K)

외기보정

계수

면적

(m²)

열관류율×

계수×면적

W1(외기직접) 0.235 1.0 1,250 293.75

W2(외기직접) 0.234 1.0 600 140.4

W3(외기간접) 0.331 0.7 2,700 625.59

G1(외기직접) 2.100 1.0 260 546

합계 4,810 1,605.74

 외벽 (창포함)에 대한 평균열관류율 : 

 Ue = 1,605.74/4,810 = 0.334 W/m²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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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

열성을 가진재료로서 외부로의 열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을 포함하며, 사중창은 복층

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

한 유리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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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

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할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

곤을 주입할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

한다.

71.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투습 단부투습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한다.

 ①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

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

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②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이음부는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

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③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

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

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

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④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

록 내습성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72.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은 전체용량대비 

 2% 이상 적용 여부(단,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 이상) 

73.
 

구분 발급시기

⦁인증서 발급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예비 인증서 발급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74.  전압 강하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이 평점 산정의 근거가 된다.

75.
 

수용률 부하용량합계
최대수요전력

×

           


×

           

×  

76.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는 적용 

 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77.  1. 우선 에너지성능 지표에서 배점을 찾으면 EHP 실외기는 

   기타냉방설비로 배점 0.6점, 원심식 냉동기는 성적

계수3.52에서 배점 0.7점, 흡수식냉온수기는 냉방성

적계수1.27에서 배점1점을 얻게 된다.

 2. (     ) 안을 채우고 계산을 한다.

 

장비번호 명칭 대수
냉방용량

(KW, USRT) 효율(COP) 배점

CH-1 EHP 실외기 10 100KW 2.85 ( 0.6점 )

CH-2
원심식

냉동기
2 150KW 3.52 ( 0.7점 )

CH-3
흡수식

냉온수기
2 180USRT 1.27 (  1점  )

용량합계 ( 2,568 )

배점합계 ( 2,078 )

평균배점 (  0.81  )



28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3. 용량합계는 용량과 대수를 곱한다. 이때 단위를 통

일해야 하므로, 1USRT = 3.52KW이므로 

    180USRT = 180 × 3.52 = 634KW

 4. 냉방평균배점=배점합계/용량합계 

    = 10 × 100 × 0.6 + 2 × 150 × 0.7 + 2 × 634 ×

      1/10 × 100 + 2 × 150 + 2 × 634

    = 2,078 / 2568

    = 0.81 따라서 평점은 0.81 × 2점

    = 1.62점을 받게 된다. 

78.  ② 인증기관의 장은 원본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 등

에게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79.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주요설비를 관리하는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분

전반, 소화 설비 등) 및 시스템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온도, 습도, 누수, 화재, 전력량관리 등)의 

장애 및 임계값 등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돌발적인 

시스템의 운영중단을 사전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한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80.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바닥인 경

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의 60% 이

상, 최하층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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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시험

1과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④ ① ③ ④ ④ ② ② ④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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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④ ② ③ ② ① ③ ③ ② ④

2과목 건축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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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④ ① ③ ② ④ ② ④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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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① ② ③ ② ④ ③ ③ ③

3과목 건축설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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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④ ② ① ① ② ② ③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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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① ④ ③ ③ ② ② ④ ① ②

4과목 건물에너지 효율설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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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② ① ② ③ ④ ③ ③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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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④ ③ ③ ① ④ ④ ②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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