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적용기술 연구

Step-by-step Application Technology for Zero Energy Railway Station

허다운*, 임인혁*, 박상철**, 김영성**, 이명주*†

Dawoon Hur*, Inhyok Lim*, Sangchul Park**, Youngsung Kim**, Myoungju Lee*†

 

초 록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 %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철도역사는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2014년 기준 철도역사에서 사용한 전력은 485 GWh, 연 500억원의 

전력요금을 지불하였다. 본 연구는 호남고속철 정읍역사를 대상으로 패시브설계 요소기술, 액티브설계 기술 

그리고 신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가며 총 12가지 대안을 통해 제로에너지 달성 방

안을 도출하였다. 대안적용을 통해 1차 에너지소요량은 104 kWh/㎡․yr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에

너지자립률 22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패시브설계,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1. 서 론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 %를 감축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

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건물부문은`30년까지 

35.8백만톤의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물의 보급 확대를 핵심방안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를 시행하며 `20년 공공부분을 시작으로, `25년

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성능을 의무화하

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로드

맵에 발맞추어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공공부분에서의 공공청사, 학교, 문

화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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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중 철도역사는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

로 하는 건축물이다.  

2014년 철도운행부분을 제외하고 철도역사에서 사

용한 전력은 485 GWh이며, 연 500억원의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승객 서비스 향상 및 편의시설 

확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

문에 철도역사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국가적 의무화를 

넘어 철도역사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남고속철 정읍역사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용 

프로그램 ECO2를 이용하여 현재 성능수준을 파악하

고 부위별 개선요소를 도출 및 적용하여, 제로에너

지 철도역사 달성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선행연구 고찰

국내 철도역사 에너지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는 이

재영(2009)의“국내 철도부문 CO2 배출현황 및 저감

방안 연구”등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차량운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이 

주를 이루었으며, 철도역사의 건축물 5대 에너지로 

인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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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홍원화(2004)의“전국 지하철역사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 작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하역사의 에너

지소비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나, 개선방안에 대한 

도출이 없는 현황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며, 관련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현기(2014)는“도시철도 스마트그리드 구축연구”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설치하여 4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구축하는 

사업의 효과와 사업성을 분석하였다. 

유복종(2016)은 광명역사를 활용한 1.5MW급 태양

광발전시스템 설계 방안과 발전량 및 예상 수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규민(2016)은“도시철도역사의 에너지소요량 평

가를 위한 BIM 기반 시뮬레이션 개발에 관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하역사의 에너지 성능 

분석에서 BIM 기반 에너지 성능평가가 갖는 장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상태(2016)는“철도역사 에너지절감 

관련 현황 및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과 철도역사 에너지사용 현

황을 분석하고 국외 철도역사 에너지 절감관련 연

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철도역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철도역사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분석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

지관리시스템의 적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총량적 관점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2.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사의 표준모델이라고 선정한 

정읍역사의 준공도면을 근거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

급 1++ 에너지성능 달성하기 위한 패시브설계 요소

기술, 액티브설계 기술 그리고 신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달성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로에너지 철도역사의 최종목표는 제

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그리고 건축물에너지효

율 1++등급 이상 획득이다.

철도역사의 에너지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전용 프로그램 ECO2의 입력 

항목별 개선안을 정읍역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

를 근거로 [대안1]부터 [대안12]까지 도출하였다.

[대안1]과 [대안2]는 패시브 설계를 적용한 에너

지요구량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대안1]의 구조체 

단열 성능 강화는 외벽,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을 

법적 기준 대비 20 % 강화하여 계산하였다. 법적기

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규정을 준용하였다. 창

호 성능 개선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법적 

기분 대비 20 % 강화하여 계산하였으며, 법적기준은 

구조체와 동일하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규정을 

준용하였다. [대안2]의 침기율 최소화를 위하여 기

존의 50 Pa 기밀테스트 결과를 1.5회/h에서 0.7회

/h로 강화하여 계산하였다.

alt Element Existing 
performance

Improvement 
performance

#1
Thermal 

Envelopes
U-value

Legal minimum
U-Value

20% increase 
compared to 

existing

#2 Airtightness 1.5 /h 0.7 /h

Table 1 Factors to improve energy demand

[대안3]에서 [대안12]까지는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소요량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대안3]은 공기조화기 공조 방식을 기존 정풍량 

방식에서 변풍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급배기 팬동

력의 효율을 기존 18.5 kW, 11 kW에서 17 kW, 8 kW로 

각각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미설치된 현열교환

기를 적용하였으며, 효율은 난방 80 %, 냉방 60 % 로 

하였다. 

[대안4]는 전열교환환기장치의 냉·난방 유효 전

열교환효율을 기존 난방 75 %, 냉방 50 %에서 난방

84%, 냉방 71 %로 개선하였다. 

[대안5]는 EHP, 지열히트펌프 등의 열원기기 효율을 

개선하였다. 지열히트펌프의 냉·난방 COP를 3.88

에서 4.50으로, EHP 냉난방 COP는 3.00에서 4.00으

로 개선하였다. 

[대안6]에서 지열순환펌프 동력을 기존 22 kW에서 

17.6 kW로 개선하였다. 

[대안7]은 지열히트펌프 냉온수순환펌프의 제어 

방식을 기존 대수제어 및 비제어에서 인버터제어로 

개선하였다. 

[대안8]은 난방배관 열관류율을 기존 0.35 W/m․K에
서 0.28 W/m․K로 20 % 강화하였다. 

[대안9]는 실내단말기 온도 제어 방식을 개선하였



으며, EHP 실내온도 제어, PAC에어컨 실내온도 제

어, 팬코일유니트 제어를 모두 기존 on/off 제어 

방식에서 PI 제어로 변경하였다. 

[대안10]은 급탕 열원기기의 종류를 기존 중앙식 

전기보일러에서 중앙식 가스온수보일러로 변경하였

으며, 보일러효율을 92 %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대안 11]은 실별 조명 밀도를 7 W/㎡에서 6 W/㎡로 

소폭 감소시켰다. 

[대안 12]는 태양광전지판 효율 20 %를 120㎡ 규

모로 설치하여 신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읍역사의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달성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에

서 도출한 [대안1]부터 [대안12]까지 각 요소가 유

기적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총량으로 제시 될 수 있

도록 중첩하여 계산하였다.

2.3 현재 신축역사 에너지성능 분석

정읍역사의 준공도면 기준 ECO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은 247.1 kWh/㎡․yr 로 

비주거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소요량에서 1차 에너지소요량 값이 큰 폭으로 증

가하는 이유는 장비의 대부분이 전력에너지원 사용

으로 인해 1차 에너지 환산계수가 2.75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철도역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급탕에너지가 가장 높고, 환기

에너지, 조명에너지,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순으로써 

타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난방, 급탕, 환기 부문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Performance Heating Cooling Hot 
water Lighting Vent sum

Energy Demand 37.2 24.1 7.8 19.2 0.0 88.2

Final Energy 15.2 10.9 25.8 19.2 25.6 96.8

Primary Energy 42.6 30.1 71.0 52.8 70.5 266.9

CO2 emissions 7.3 5.1 12.1 9.0 12.0 45.5

Primary Energy
for grade 40.3 28.4 68.6 43.3 66.5 247.1

Table 3 Present performance results(Jeongeup station) 
(unit : kWh/m2·yr)

2.4. 대안별 1차 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2.4.1. 에너지요구량 개선 결과

[대안1]과 [대안2]의 에너지요구량 개선을 위한 

구조체 단열성능 강화, 창호 단열성능 강화 및 침

기율 개선 적용을 통해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은 

개선 전의 247.1 kWh/㎡․yr에서 개선 후는 224.5 

kWh/㎡․yr로 22.6 kWh/㎡․yr 감소하였다. 또한 대안1

과 대안2는 동일하게 난방 및 환기에너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2. 에너지소요량 개선 결과

[대안3]부터 [대안11]까지는 에너지소요량 개선을 

위해 설비 개선 적용으로 그림1과 같이 단계별로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었으며, 최대 1+

등급을 달성 가능한 150.27 kWh/㎡․yr로 계산되었다.

대안별로 절감효과를 분석하면 [대안3]의 공기조화기 

열교환 효율 및 팬효율 개선과 [대안10]의 급탕 열

원기기 종류 및 효율 개선이 가장 높은 효과로 분석

되었다.

alt Element Existing 
performance

Improvement 
performance

#3
Air 

handling 
unit

fan
efficiency

Constant air 
volume system

Variable air 
volume system

18.5 kW, 11 kW 17 kW. 8 kW

Heat 
exchange -

Sensible Heat 
Exchange

(heating 80 %, 
cooling 60 %)

#4
Heat 

exchange 
efficiency

Heating 75 % (total heat)84 % (total heat)

Cooling 50 % (total heat)71 % (total heat)

#5
Heat 

source 
equipment 

GHP cop 3.88 4.50

EHP cop 3.00 4.00

#6 Circulating pump 
power 22 kW 17.6 kW

#7 Pump control system Number / ratio Inverter control

#8 Pipe insulation 0.35 W/m·K 0.28 W/m·K

#9 Terminal control 
method  on/off control PI control

#10
Hot water
heat source 
equipment 

Energy 
source

Electric boiler
(central)

Gas boiler
(central)

Efficiency - 92 % or more

#11 Light density 7 W/㎡ 6 W/㎡
#12 Renewable energy Geothermal 

heat pump
Geothermal 
heat pump,

photovoltaic

Table 2 Factors to improve final energy



2.4.3. 신재생에너지 적용 결과

태양광 120㎡을 설치한 결과, 연간 77,986 kWh/yr

의 전력이 생산되며, [대안1]부터 [대안13]까지 모

든 대안을 중첩하여 계산한 결과, 등급 산출용 1차 

에너지소요량이 104 kWh/㎡․yr로 계산되었다.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서 제시하는 계산식에 대입하

면 에너지자립률 22 %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

급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는 정읍역사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효

율등급을 위한 ECO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재에너지 

성능을 분석하고, 부위별 개선안을 적용하여 제로

에너지 철도역사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정읍역사의 에너지 성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247.14 kWh/㎡․yr로 분

석되었으며, 패시브설계 요소기술 [대안1]과 [대안

2]를 개선한 결과 등급용 1차 에너지소요량은 

224.5 kWh/㎡․yr까지 절감되었다. 

[대안3]부터 [대안11]까지는 설비요소를 개선한 

결과 150.27 kWh/㎡․yr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전지판 120㎡

을 설치한 결과, 1차 에너지소요량은 104 kWh/㎡․yr로 

1++등급과 에너지자립률 22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읍역사의 도면을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수준만 적용하였을 뿐, 단열존의 재설정, 

실의 재배치 등 적극적인 패시브설계 요소기술을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설치

된 지열과 태양광발전(PV)으로만 한정하여 검토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전력 다소비 건축물인 철도역사가 에너지절약을 

넘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연구가 

실증으로 이어져서 철도역사 에너지성능 향상방안을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완공 이후에는 에너지 모니터링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 비용최적화 철도역사 모델을 도출 및 

보급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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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imary energy use for ECO2 rating in Jeongeup station(unit : kWh/㎡·y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