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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의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과 같이 지구를 둘러싸서 적당한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양이 너무 많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

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매우 많아 가장 

심각한 온실가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최근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

서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면 지구가 우주로 

배출하여야 하는 열이 대기 중에 남아 있게 되어 지

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CO2 CH4 N2O PFCs, HFCs, SF6

주요 배출원 에너지사용/산업공정 폐기물/농업/축산 산업공정/비료사용 냉매/세척용

지구온난화 지수 1 21 310 150~23,900

89.0%

4.6%
2.1%

4.4%
CO2

CH4

N2O

PFCs등

온실가스 종류와 
배출 비중 (2009)

온실가스의 양이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의 양이 과다한 경우

태양열 열 재방출 태양열

온도 상승

온실가스의 양이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의 양이 과다한 경우

태양열 열 재방출 태양열

온도 상승

온실가스의 양이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의 양이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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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으며,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기온이 6.4℃까지 상승할 것으

로 예측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1.7℃나 상승하여 세계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향후 중부지방

까지 아열대기후로 변해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대량 배출되어 온실

효과를 유발합니다.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995년 79.8%에서 2009년 84.9%로 계속 증가하

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 비중 (2009)                                                                                   

아열대로 변하는 우리나라

배출원 에너지 사용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배출 비중 84.9% 9.3% 3.3% 2.5%

자료 : 그린스타트(http://www.greenstart.kr) 

자료 :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현재 2℃ 증가 4℃ 증가

한대

온대남부

온대북부

난대

온대중부 

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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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

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 

기준 세계 8위, 석유 소비는 세계 9위

로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96.4%)의 

에너지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

니다.      

고유가 시대 저유가 시대 신 고유가 시대

유가상승과 에너지 소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수입 액                                                                                                                                                
                                         

년도 석유 LNG 석탄 원자력 연료 총 수입액

1992 121.0 6.3 15.9 1.7  144.9

2000 314.1 37.8 21.1 2.8 375.8

2010 909.0 170.0 143.0 6.2 1,228.2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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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석유 파동

석탄

LNG

원자력연료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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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천5백만 toe에

서 2010년 1억9천4백만 toe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의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목

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은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 구현, 탈 석유사회로의 전환, 에너지 저 소비사회로의 전

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에

서도 이에 맞춘 에너지 소비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모습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2010년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억 9천  

4백만 toe(석유환산톤)로, 이 중 가정·상업부문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19.2%에 해당하는 약 3천 7백

만 toe를 소비하였습니다. 특히 주거면적의 확대와  

가전제품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 가정·상업 부문의 

소비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59.4%
19.1%

19.2%

2.3%

2010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석탄(백만톤)

수력(Twh)

석유(백만배럴)

원자력(Twh)

LNG(백만톤)

기타(백만 toe)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소비

건축물 에너지 상식

◉ 1차에너지 ?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에너지(석유, 석탄, LNG,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열 등)를 말하며, 일정한 생산

전환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에너지 ?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

은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1차에너지 중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것(전

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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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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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 특성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가정ㆍ상업 부문 등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평균 2.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06년에 

비해 1.5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냉난방, 조명, 가전기기 사용 등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각 부문별 에너지 소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가정 부문 에너지원과 소비량

가정 부문의 에너지원으로는 도시가스(46%)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력(24%), 석유류(16%) 순으로 사용되

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연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류가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었으나 이후 도시가스 등 광역 에너

지 보급확대로 가스류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전력 소비 또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 :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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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9 kWh

   

우리나라의 한 가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는 14,769 kWh로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도 증가합니다.

주택형태에 따라 가구별 에너지 소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주택형태 뿐만 아니라 면적, 가구원수, 지어진 시기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

주택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가구원수와 주택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

(도시가스 : 887원/m2, 등유 : 1,175원/ℓ, 전기 : 175원/kWh, 연탄 : 391원/개)

자료 :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1,068,075원

1,696,639원

2,584,575원

296,858원

도시가스

등유

전기

연탄

21,000

18,000

15,000

12,000

9,000

6,000

3,000

0
1인

2010년 평균 14,769 kWh

2인 3인 4인 5인 6인

8,888 11,670 13,828 15,447 17,087 19,307

kWh

18,000

15,000

12,000

9,000

6,000

3,000

0

kWh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2010년 평균 14,769 kWh

13,037 15,748 16,033 14,970 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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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넓은 주택을 선호하고 대형 가전제품의 

보급 및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어진 시기에 따른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면적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에너지 소비는 33~66m2 가구 13,204 

kWh, 66~99m2 가구 14,650 kWh, 99~132m2 가구 16,549 kWh로 사용면적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소비도 

증가합니다. 

 지어진 시기에 따른 에너지 소비

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

지어진 시기와 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

자료 :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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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

사용면적(m2)33 이하 33~66 66~99 99~132 132~165 165 이상

‘70~‘79 ‘80~‘89 ‘90~‘99 ‘00년 이후

2010년 평균 14,769 kWh

2010년 평균 14,769 kWh

열에너지 석유류전력 연탄임산연료 가스류

11,447 13,204 14,650 16,549 17,650 1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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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난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겨울철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가스류와 석유류

가 전체 소비 열량의 약 7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

은 적지만, 냉방을 위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여 다른 계

절에 비해 전력 사용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계절별 에너지 소비

 시간대별 에너지 소비

계절/시간대별 에너지 소비

10,000

8,000

6,000

4,000

2,000

0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천 toe

5,899 2,666 4,247 9,112

자료 :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정에서는 일반 업무용 건물과 달리 퇴근 후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전력 소비가 가장 많

으며,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도 전력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석유류 도시가스 전력

연탄 기타

34%

11%
3%

1%

51%

여름

18%

42%

31%

2% 7%

가을

18%

56%

15%

2%
9%

겨울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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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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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는 벽체, 지붕, 바닥, 창문 등을 통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실내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특히 단열 시공이 

잘 되지 않은 건축물일수록 에너지 손실량은 더욱 증가합니다.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손실

01. 단열

* 공동주택 최상측 측세대 기준

설비 18%

환기 21%

창문 30%
벽체 15%

지붕 16%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공동주택의 모습으로 열 손실이 많은 부위는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창문이나 단열이 잘 

되지 않은 벽체 부위 등에서 열이 많이 새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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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은 겨울철에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 바닥 등을 통해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여름철에는 외부로

부터 열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이 잘 된 건축물에서는 냉난방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므

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열재 설치 전 단열재 설치 후

단열의 역할

자료 : Korea & China EIFS Group Meeting: 
Wacker & Vinnapas’s Contribution to EIFS Development, 2007.8

건축물 에너지 상식

벽, 바닥, 지붕이나 창문의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표면적이 1m2인 벽, 바

닥, 지붕이나 창문을 사이에 두고 온도가 1℃ 차이 날 때 1시간 동안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로는 W/m2℃ (Kcal/m2h℃)을 사용하며, 열관류율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관류율이란?

열관류율 값이 크다 =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

열관류율 값이 작다 =
열이 적게 빠져나간다

W/㎡℃

단
위
면
적
당
 에
너
지
 요
구
량

(k
W
h
/㎡
)

60

40

100

80

120

91.8
109.8

71.2 72.2
58.0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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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는 구조체를 중심으로 구조체의 실내 측, 중간, 실외 측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 면하고 있는 벽이나 

바닥, 지붕 등 건축물 부위에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실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에

너지 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를 실외 측에 설치하면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열재의 설치 위치

W/㎡℃

단
위
면
적
당
 에
너
지
 요
구
량

(k
W
h
/㎡
)

60

40

100

80

120

91.8
109.8

71.2 72.2
58.0 47.9

단열재 벽체

구조체의 실내 측에 설치
(내단열)

구조체의 중간에 설치
(중간단열)

구조체의 실외 측에 설치
(외단열)

 기존의 공동주택의 외벽에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여, 벽체의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추가 설치 공사 단열재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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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단열기준은 79년도에 비해 약 50% 이상 강화되었으며, 부위별로 효과적인 단열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각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은 중부지

역과 남부 및 제주도지역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춘 단열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택은 언제 지어졌나요?

건축물의 단열 기준은 왜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140

120

100

80

60

40

20

0
중부(서울) 중부(춘천) 남부(대구) 남부(광주) 남부(부산) 제주도

19.1

91.8

16.3

109.8

21.8

71.2

21.9

72.2

17.5

58.0

24.8

47.9

단열조건  

구조체 외기조건 난방조건 2011.2 2001.1 1987.7 1984.12 1980.12 1979.9

거실의 외벽
직접 면함 0.36이하 0.47이하

0.43이하 0.43이하 0.43이하 0.77이하
간접 면함 0.49이하 0.64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직접 면함
바닥 0.30이하 0.35이하

0.43이하 0.43이하 0.85이하 0.77이하
기타 0.41이하 0.41이하

간접 면함
바닥 0.43이하 0.52이하

기타 0.58이하 0.58이하

최상층에 있는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직접 면함 0.20이하 0.29이하
0.41이하 0.43이하 0.43이하 0.77이하

간접 면함 0.29이하 0.41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직접 면함 0.27이하 0.35이하 0.47이하 0.47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직접 면함 바닥 0.81이하 0.81이하

직접 면함 기타 1.16이하 1.16이하

중부지방 열관류율 기준 [W/m2·℃] 

단
위

면
적

당
 에

너
지

 요
구

량
(k

W
h
/m

2
) 냉방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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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을 강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79.9~’80.12

’80.12~’01.1

’01.1~’11.2

30% 강화

Passive House

현재기준

에너지 요구량(kWh)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기준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7,7941,623

6,2111,719

7,4421,636

8,1431,594

8,5551,577

10,4281,515

냉방

난방

01
벽체나 지붕에 단열이 되어있지 

않거나 단열재가 파손된 경우, 

단열재를 시공 또는 보수하여 

주세요 !

02
단열성능이 낮은 벽체나 

지붕에는 외부에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여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열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주세요 !

03
주택의 방바닥은 온수온돌 

난방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철저히 단열하여 바닥 밑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 주세요 !    

+30만원

추가 부담
(원/년)

’79. 9 ~ `80.12 기준
(연간 + 213,000원)

’80. 12~’01. 1 기준
(연간 + 61,000원)

현행기준 30% 강화
( 연간 - 28,000원)

’01. 1~’11. 2 기준
( 연간 + 27,000원)

Passive House 
(연간 – 126,000원)

절약
(원/년)

+10만원 0원

현재기준

-20만원 -30만원-1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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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은 건축물에서 열손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

다. 벽체나 지붕에 비해 단열성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건축물 에너지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한 열손실을 줄이려면?

창문의 단열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복층유리/삼중유

리 사용, 유리 사이에 아르곤 등 기체 충진, 유리 표면에 

열전달을 조절하는 코팅, 이중창문/삼중창문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창문을 사용하면 창문

을 통한 열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한 열손실

02. 창문

창문을 통한 열손실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가전기기 등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가 2012년 7월부터 창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창호의 효율등급은 열관류율과 기밀성을 측정하여 수준

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등급 1 2 3 4 5

열관류율
(W/m2 ℃)

1.0 미만
1.0 이상
1.4 미만

1.4 이상
2.1 미만

2.1 이상
2.8 미만

2.8 이상
3.4 미만

기밀성 1 1 1 또는 2 - -

 ● 복층 유리/삼중 유리, 이중 창문/삼중 창문

 ● Low-e(로이)코팅

 ●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기체(아르곤, 크립톤 등)의 충진

 ● 유리와 창틀이 접합되는 곳에 실링재를 기밀하게 시공

 ●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창틀 재료 및 창틀 구조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 25

창문의 종류에 따른 에너지 손실 

실외 실내

단층유리(공기층 없음)

복층유리

복층유리(Low-e)

복층유리(Low-e/아르곤)

삼중유리(Low-e/아르곤)

종류(목재 또는 PVC 창틀 기준) 6mm 공기층 12mm 공기층

5.3 

3.1

2.6

2.3

1.8

5.3

2.8

2.1

1.9

1.5

열관류율 [단위 : W/㎡·℃]

건축물 에너지 상식

Low-e 유리(로이유리)는 방사율이 낮고 적외선의 반사율이 높은 저방사유리를 말합니다. 낮은 방사율이란 장파장(2,500

∼40,000nm)의 적외선 에너지(열선)를 어느 정도 반사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방사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우수합니

다. 또한 저방사유리는 가시광선은 잘 투과시키지만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인 복사열은 투과시키지 않고 다시 반사시

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Low-e 유리(로이유리, 저방사유리)란?

실외측 
유리

Low-e 코팅

실내측 유리

120

100

80

60

40

20

0
일반판유리 복층유리 Low-e 유리

100 75 50

Low-e 유리 사용 시의 예상 에너지 절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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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커튼을 닫는 것만으로도 창문을 통해 전달되는 차가운 외부 공기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으로부터의 냉기가 인체에 전달될 경우, 실제 온도보다 

더욱 춥게 느낄 수 있으므로 커튼을 닫는 것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

니다. 

2장 또는 3장의 유리가 겹쳐 있는 이중유리나 삼중유리를 사용하면, 유리 사이의 공기

층이 외부로부터의 열이 전달되는 것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Low-E 유리는 겨울철 

실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중창문이나 삼중창문을 설치할 경우, 창문이 1개만 있는 단창에 비해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창의 외부에 창문을 덧대어 이중창문으로 만들거나 단창을 이중

창문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창문 근처에서 발생하

는 냉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의 단열성능은 유리 뿐 아니라 창틀의 사용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틀은 합성

수지(PVC) 또는 목재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금속재 창틀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열교 차단재가 적용된 창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나 창틀의 단열성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유리와 창틀이 접합되는 모서리 부위의 

단열성능이 떨어지면, 열손실이 일어나는 주요한 통로가 됩니다. 유리와 창틀의 접합

부에 실링재나 코킹재가 파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항상 기밀한 상태가 유지되

도록 보강하여 주세요. 

창문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04
겨울철에는 두꺼운 

커튼을 활용하세요 !

05
이중/삼중유리나 

Low-e 유리를 

사용하세요 !

06
이중창문이나 삼중창

문을 설치하세요 !

07
단열성능이 우수한 

창틀을 사용하세요 !

08
실링재나 코킹 처리를 

보강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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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금속재 단창

16mm 복층 - 금속재 단창

16mm 복층 - 16mm 복층 

22mm 복층 -22mm 복층 / Low-E 

39mm 삼중 -22mm 복층 / Low-E 

39mm 삼중 / Low-E / Ar -22mm 복층 / Low-E

22mm 복층 -22mm 복층

0 5,000 10,000 15,000

에너지 요구량(kWh)

7,7941,623

6,3931,722

6,9181,675

7,5341,639

8,2031,582

8,8851,542

13,0561,352

냉방

난방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기준 

+50만원

추가 부담
(원/년)

16mm 복층 - 금속재 단창
(연간 + 86,000원)

16mm 복층-16mm 복층
(연간 + 32,000원)

금속재 단창
(연간 + 421,000원)

39mm 삼중 -22mm 
복층(Low-E)

(연간 - 70,000 원)

22mm 복층 –
22mm 복층(Low-E)
(연간 - 21,000원)

39mm 삼중(아르곤 주입, Low-E) – 
22mm 복층(Low-E)
 (연간 - 111,000 원)

절약
(원/년)

+5만원 0원 -5만원 -50만원

22mm복층-22mm복층

+1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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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는 구조체가 접합되는 부위, 창문과 벽체 사이의 

틈, 창문과 창틀 사이의 틈 등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내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틈새바람은 건축물 에너지 

손실의 중요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므로, 틈새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기밀성능을 높

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기밀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건축물의 기밀성능

03. 기밀

현관문이 꼭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경우, 틈새를 통해 들어온 바람으로 인

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입문에는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

여,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세요. 

창틀/문틀과 창짝/문짝 사이 틈은 외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창과 문이 노후화되어 기밀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문풍

지를 설치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틀과 구조체 사이나 벽체 균열 부위 등 틈새 부분에 실리콘이나 코킹을 시공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한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창 및 출입문은 고기밀성 단열창호나 고기밀성 단열문으로 교체하세요. 틈

새바람을 줄일 수 있는 모헤어나 완충재가 설치된 기밀한 구조의 창호나 출

입문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09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세요 !

10
창틀 및 문틀 주위에 

문풍지를 설치하여 

주세요 !

11
구조체 틈에 

실리콘이나 코킹 

시공을 하세요 !

12
고기밀성 단열창호나 

고기밀성 단열문으로 

교체하세요 !

기밀성능 유지가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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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기밀한 정도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현재 일반적인 수준에서 독일의 초에너지 절약 

주택인 Passive House 수준으로 기밀성능을 높일 경우 연간 약 91,000원의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밀한 정도에 따른 차이는?

추가 부담
(원/년)

6회/h
(연간 + 53,000원)

2회/h
( 연간 -55,000원)

Passive house
(연간 -91,000원)

1회/h
(연간 -82,000원)

절약
(원/년)

+10만원 0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4회/h

6회/h

2회/h

1회/h

Passive House(0.6회/h)

일반적인 수준(4회/h)

0 5,000 10,000 15,000

에너지 요구량(kWh)

7,7941,623

6,6461,692

6,7631,684

7,1061,666

8,4771,566

냉방

난방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기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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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난방열은 보일러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공급됩니다. 공동주택의 경

우, 설치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므로 가스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열병합 포함)방식이 유

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연료 구입의 용이성 및 가격을 판단하여 가스, 등유 등 보일러 연료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보일러 사용법은?

난방방식

04. 난방

콘덴싱 보일러와 같이 효율이 높은 보일러는 같은 양

의 에너지로 더 많은 열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

율이 높은 보일러를 사용하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듭

니다. 특히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다른 가전제품과 마

찬가지로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

어 있으므로, 가급적 1등급 보일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난방용 가스, 기름보일러를 구입할 때에는 주택의 난방면적에 맞추어 보일

러 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m2당 400kcal/h(단열이 잘 된  

주택) ~ 600kcal/h(단열 상태가 매우 나쁜 주택)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집의 단열 및 기밀성능에 따라 필요한 난방에너지 양이 달라지므로, 보일러 용량도 달

라질 수는 있습니다. 

1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보일러를 사용하

세요 !

14
난방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보일러를 

선정하세요 !

중앙난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분류하여 난방공급을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집중하여 열원을 공급하는 

난방방식

개별난방 각 세대마다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급탕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난방방식

지역난방
지역의 대형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배관을 통해 난방과 급탕을 각 세대에 공급하고 취사는  

별도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난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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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효율에 따른 난방 비용의 차이는?

➊  보일러에서는 연료 연소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분진이 보일러 내부나 연통 등에 누적

되고 이로 인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➋   고효율 보일러의 열교환기에 스케일 및 연소 이물질이 끼게 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상 일정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➌  오래된 난방배관 내부에 발생한 녹이나 침전물은 온수 순환에 지장을 주어 난방효율

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합니다. 난방배관을 3~4년에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난방효율을 높여주세요.  

난방온수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세요. 각 방

마다 자동온도조절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거실에만 설치하더라도 난방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온도조절기를 선택하

는 것도 잊지 마세요.

➊  온도조절기의 기능에는 실내온도 조절기능, 난방수온도 조절기능, 

반복시간 조절기능(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➋   햇볕이 잘 들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내온도 조절기능을, 단열 상

태가 좋지 않은 집은 난방수온도 조절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복시간 조절기능(예약기능)을 활

용하세요.   

➌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꺼 두세요. 

장기간 외출이 아니라면 보일러를 끄거나 동파방지 기능으로 설정하지 말고 낮은 온도로 

켜 놓고 외출하세요. 겨울철 보일러를 끄거나 동파방지 기능으로 해놓으면 난방관 내 물

의 온도가 약 5℃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다시 보일러를 가동할때 필요한 온도로 올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난방 연료소모가 커집니다. 

16
 보일러의 

온도조절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

17
장기간 외출이

아니라면 보일러를 

끄지 마세요 !

15
보일러 및 난방배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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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도 제품의 난방효율에 따라 1~5등

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됩니다. 5등급 

가스보일러를 1등급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난방에너지 비용을 약 57,000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도 제품의 난방효율에 따라 1~5등

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됩니다. 5등급 

기름보일러를 1등급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난방에너지 비용을 약 90,000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704,565

691,598

679,099

663,120

647,876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도시가스를 이용할 경우

등유를 이용할 경우

연간 난방비용 (원)

표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19,203

1,098,604

1,078,750

1,053,367

1,029,15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연간 난방비용 (원)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난방 설정온도 20℃ 기준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난방 설정온도 20℃ 기준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단가 887원/m3일 경우)

(기름보일러, 보일러 등유 단가 1,176원/L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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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정온도를 1℃씩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보일러 효율 1등급 기준 

(도시가스 단가 887원/m3일 경우)

겨울철 난방 설정온도를 1℃ 낮출 때마다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평균 9% 정도 감소합니

다. 이를 난방비용으로 환산하면 1℃ 당 약 6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난방온도

를 18℃ 정도로 유지하면 24℃ 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연간 약 39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18
겨울철 난방설정온도를 

18~20℃로 유지하여 

주세요. 

24℃

23℃

22℃

21℃

20℃

19℃

18℃ 6,404

7,069

7,794

8,559

9,364

10,202

11,082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난방에너지 요구량(kWh)

난방비용(원)

24℃℃℃℃

921,191 848,041 778,382 711,467 647,876 587,611 532,332
23℃

-73,150

22℃

-142,809

21℃

-209,724

20℃

-273,315

19℃

-333,581

18℃

-38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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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기는 여름철 전력피크의 주 원인으로, 특히 에어컨

은 선풍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 선풍기   56.5 W

● 에어컨 953.4 W

전력 소비

에어컨도 제품의 냉방효율에 따라 1~5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됩니다. 1등급인 제품과 5등급인 에어컨을 사용

할 때, 연간 냉방비용은 약 46,000원 정도 차이가 나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누진요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

로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냉방기기의 전력 소비

05. 냉방

20 1

자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 조사(전력거래소, 2009) 

(전기요금 258.7원/kWh일 경우)

* 85m2형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 냉방 설정온도 26℃ 기준 

연간 냉방비용(원)

5등급

4등급

3등급

1•2등급 95,425

108,775

123,855

141,370

0 30,000 60,000 90,000 12,000 150,000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 준수로 냉방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아토피·호흡기 질환 예방        

등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특히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적정 냉방온       

도를 유지함으로써 냉방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9
여름철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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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가정의 대표적인 냉방기기인 선풍기와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대상품목

입니다.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가급적 1등급 제품을 선택하

세요.         

냉방기기 사용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특히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전기 냉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특히 전기요금에는 단계적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냉방기기 과다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에어컨으로부터의 냉기가 실내에 고루 퍼지게 되므

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풍량에 따라 전력 소비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풍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장시간 가동하면 기기 자체에 무

리를 줄 뿐만 아니라, 과열된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냉방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에어컨 필터에 낀 먼지는 거주자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

라 에어컨의 효율을 떨어뜨려 에너지 낭비 요인이 됩니다. 필터가 막혀있는 경우와 월 

1~2회 청소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월 11kWh 정도 전력소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200W 에어컨 기준). 필터를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어주고 건조시켜 사용하되, 재사

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

여 주세요. 실외기의 흡입구나 토출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냉방 효과는 떨어지면서 전력 소비량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실외기를 정기적으로 청

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야 냉방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얇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햇볕을 최

대한 차단해 주세요. 특히 커튼이나 블라인드 외에 건물 외부에 차양을 설치하면, 여름

철 실내로 들어오는 햇볕의 양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20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냉방기기를 선택

하세요 !

21
냉방기기 사용시간은 

최대한 줄이세요 !

22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세요 !

23
에어컨 필터를 

청소ㆍ교체하여 

주세요 !

24
실외기 관리에 

유의하세요 ! 

25
여름철에는 얇은

커튼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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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들여오기 위해 주기적으로 창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

히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창과는 별도로 기계환기

설비나 자연환기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기계환기설비는 실외 측과 실내 측에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를 두고 송풍기를 이용하여 환

기를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열회수형 기계환기설비는 실내 공기를 내보낼 때 버려지는 실

내의 냉·난방에너지를 일부 회수하여 실내에 다시 공급하는 장치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연환기설비는 실내와 실외의 기압 차이에 의해 실외의 공기를 들여오는 장치로서, 창

틀과 유리 사이, 창틀 상부 등에 설치하여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으므로 방

범, 프라이버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기설비의 종류

에너지 절약적인 기계환기설비 사용 요령

06. 환기

기계환기설비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는 반드시 열회수형 환기설비를 사용하여 버려지는 냉난방에너지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열회수형 환기설비를 고를 때에도 냉방 및 난방 시의 열회수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하고, 특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최고의 에

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내를 냉난방하여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날 때에는 열교환 기능으로 가동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을 때에는 바이패스 기능으로 가동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

습니다.

26
효율이 높은 

열회수형 환기설비를 

선택하세요 !

27
실내외 온도차에 

따라 구분하여 

가동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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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명

조명기기는 전기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백열등은 효율이 매

우 낮아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백열등은 안정기내장형

램프(전구식 형광등) 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형광등도 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조명기기 교체에 따른 효과

● 고효율 형광등기구의 사용 - 기존 40W 형광등을 28W 형광등으로 교체

Case1.  6(개:1가구당 필요한 형광등)X365(일/년)X40(W)X9(h)=788kWh

전기료 환산 788(kWh)X175(원/kWh)=137,900원  

Case2.  6(개:1가구당 필요한 형광등)X365(일/년)X28(W)X9(h)=552kWh

전기료 환산 552(kWh)X175(원/kWh)=96,600원 

Case1-Case2 =41,300원/년  ⇒  3,442원/월 절약 가능

조명기기의 효율

백열등

수은등

형광등

메탈할라이드

고압나트륨등

저압나트륨등

텅스텐 할로겐등

컴팩트 형광등-SL

컴팩트 형광등-PL

0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조명기기효율(Lum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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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적인 조명기기 이용법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에 흔히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구는 효율이 가장 낮은 조명기기

이므로 효율이 높은 안정기 내장형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일반적인 40W 형광등도 소

비전력이 적은 32W나 28W 형광등으로 교체하여 주세요. 형광등, 안정기내장형램프 

등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여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기구의 전구 및 커버, 반사판 등이 먼지에 의해 오염되면 밝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밝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세요.

현관, 복도, 계단 등 필요할 때에만 잠시 점등하는 공용공간에는 인체동작을 감지하는 

자동점멸 조명기구나 타임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나 주택의 옥외등은 밝으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압나트륨등이나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LED등으로 교체하세요. 특히, 공동주택 단지의 옥외등은 심야 

시간에는 2개 중 1개만 점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합니다.

외출 시 각 방의 조명기구를 현관에서 일괄적으로 소등할 수 있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세요

28
효율이 높은 

조명기기를 

선택하세요 !

29
조명기기 및 

반사판을 자주 

청소하세요 !

30
자동점멸 조명기구로 

교체하세요 !

31
공동주택 단지나

주택의 옥외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세요 ! 

32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세요 !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 39

08.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태양광 주택

태양광 발전 설비는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

(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됩니다.  

자료: Your Guide to Renewable Energy in the Home, Sustainable Energy Ireland

●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여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할 경우, 월 

사용량 400kWh인 가정에서는 월 약 6만 4천원을, 월 사용량 600kWh인 가정에

서는 약 1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3kW, 월 300kWh 발전 기준).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

욱 커지게 됩니다.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의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

하이며, 약 23m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33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세요 !

전력 사용량 (kWh/월) 300 이하 300 초과 ~ 350이하 350 초과

권장 설치 용량(kW) 2 kW 이하 2.5 kW 이하 3 kW 이하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셀

태양광이 태양전지 시스템에 유입되어 
전기로 변환됩니다. 

생산된 전기는 직류이므로 인버터를 이용하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로 바꾸어줍니다. 

태양열 시스템은 분전반을 통해 연결됩니다.

전력량계

모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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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

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태양열 주택

태양열 이용 설비는 열을 흡수하는 집열부, 열을 저장하는 축열부, 냉난방이나 온수를 데우는 이용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료 : Your Guide to Renewable Energy in the Home, Sustainable Energy Ireland

●  태양열 설비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여 온수 및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연료가 

도시가스인 주택에서는 연간 약 112만원을, 연료가 보일러 등유인 주택에서는 약 

18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액은 연료의 발열량, 효율, 가격 등의 조건 변

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의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20m2

이하입니다.

34
태양열 설비를 설치

하세요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집열부

보조 난방장치

축열부

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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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주택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지열설비는 

연중 일정한 지중의 열을 이용하므로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열히트펌프는 지열을 회수하는 파이프(지중 열교환기)와 냉난방열을 생산하는 히트펌프로 구성됩니다. 

자료 : Your Guide to Renewable Energy in the Home, Sustainable Energy Ireland

히트펌프

지중 열교환기

●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여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연간 냉난방 비용이 약 360만원인  

주택에서 연간 약 168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난방 시 등유 보일러, 냉방 시 

17.5kW 에어컨 사용 기준 / 절감액은 연료의 발열량, 효율, 가격 등의 조건 변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의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경

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약 50m2, 기계실을 위해 6.6m2의 설

치면적이 필요합니다. 

35
지열 설비를 

설치하세요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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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의 소비전력

09 . 가전기기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기기는 종류 뿐 아니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보급률이 계속 증

가하여 가정에서의 전기 요금 부담 증가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일상적으로 사용

되는 가전기기의 전력소비를 이해하고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가전기기의 사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전력이 큰 가전기기는 여름/겨울철 전력피크 시 우선적으로 사용 중지!

●  연간 전력사용이 큰 가전기기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구매 !        

36
전력소비가 많은 

가전기기의 사용을 

줄여주세요 !

구분 가전기기
연간 

사용시간

소비전력 연간 전력사용

W 순위 kWh 순위

생활용

TV 1,837 162.8 12 298.6 5

컴퓨터  867 211.8 9 186.9 8

세탁기 237 215.5 8 58.3 14

전기다리미 70 1,255.0 2 96.1 12

진공청소기 135 1,154.7 4 156.1 10

가습기 346 62.3 13 23.6 16

주방용

일반냉장고 8,760 57.0 15 499.6 2

김치냉장고 8,760 21.4 16 187.1 7

전기밥솥(취사) 367 1,077.1 6 417.8 3

전기밥솥(보온) 4,698 100.7 12 505.6 1

전자레인지 65 1,149.9 5 75.5 13

난방용

전기장판/담요 790 174.8 10 146.1 11

전기난로 230 1,157.0 3 290.2 6

전기히터 193 814.1 7 158.1 9

냉방용
선풍기 593 59.0 14 35.0 15

에어컨 206 1,750.3 1 357.8 4

자료 : 2011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보고서, 전력거래소

* 순위는 소비전력 및 연간 전력사용이 많은 가전기기를 1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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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가전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월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

울 수 있습니다. 

37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기기를 사용

하세요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소비절감율은 3등급 제품 사용 대비 1등급 제품 사용 시의 월간소비전력량 절감 비율입니다.

 기기
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에너지소비절감율(%) 적용범위
1등급 3등급

전기냉방기 240.10 284.80 15.7 용량 4kW이상 10kW미만

김치냉장고 15.70 22.40 29.9 용량 200L초과

TV(LED) 17.94 20.07 10.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선풍기 1.90 2.30 17.4 날개지름 35cm

전기진공청소기 6.30 6.60 4.5 용량 1000W초과 1200W이하

전기냉장고 39.37 54.59 27.9 용량 700L초과 1100L이하

전기세탁기 2.49 2.67 6.9 8kg초과 13kg이하

전기밥 15.81 19.14 17.4 6인용초과 10인용이하

컴퓨터 6.09 6.38 4.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형광램프 9.17 9.32 1.6 둥근형40W



건축물 에너지 상식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을 말하며,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텔레

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등 20품목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특히 적합하여야 하는 품목 중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대기전력 경고표지를 표시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리스트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가전기기의 대기전력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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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대기전력을 최소화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슬립모드, 

대기모드 등의 최소 전력모드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38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세요 !

가전기기의 대기전력 소비현황                                    

가전기기 평균 대기전력 소비량(W) 기기 평균 대기전력 소비량(W)

셋톱박스 12.3 오디오 4.4

인터넷 모뎀 6.0 유무선 공유기 4.0

스탠드형 에어컨 5.8 DVD 3.7

보일러 5.8 전기밥솥 3.5

오디오 스피커 5.6 전자레인지 2.2

홈 시어터 5.1 컴퓨터 2.6

비디오 4.9 프린터 2.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대기전력경고표시제

자료 : 2011년 대한민국 대기전력 실측조사, 한국전기연구원

이 제품은 에너지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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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생활습관

에너지 절약적인 가전기기 사용습관

가전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단하여 

주세요. 

46 
사용 시간 외에는 가전

기기의 대기전력을 

차단하여주세요! 

절전형 멀티탭으로 바꾸기 자기 전, 외출 전 멀티탭 끄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가전기기 사용습관
절감효과
(kWh/년)

CO2저감
(kgCO2/년)

39  냉장고
냉기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음식물의 양은 60% 이하로 유지 87 39.2

냉장실은 3~4°C, 냉동실은 -18~-15°C로 유지 39 17.6

40  에어컨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114 51.3

하루 1시간 사용시간 줄이기 74 33.3

에어컨 온도조절장치 주위에 충분한 공간 확보 27 12.2

필터 월 1~2회 청소 및 재사용 불가능 시 교체 11 5.0

41  TV
하루 1시간 시청시간 줄이기 48 21.6

사용시간 외에 플러그 뽑기 29 13.1

42  진공청소기 강도를 한 단계 낮게 조절하여 사용 17 7.7

43  컴퓨터 하루 1시간 사용시간 줄이기 44 19.8

44  세탁기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 7 3.2

40°C 이하의 물로 세탁하고, 찬물로 헹굼 6 2.7

45  전기다리미 종류별로 모아서 적정 온도로 한꺼번에 다림질하기 12 5.4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지구를 구하는 에너지ㆍ탄소다이어트 100

가전기기의 사용 습관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적인 가전기기 사용 습관을 항상 실천

하여, 가전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소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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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적인 생활습관

●  전기밥솥 대신 압력밥솥을 사용하고, 전기밥솥 사용 시에는 장시간 보온 금지 

전기밥솥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연간 사용량 1,616kWh/대) 중 하나로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사용량의 전기밥솥 대신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짧은 조리시간과 전기절약 효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은 필요한 양만큼 하여 전기밥솥에 장시간 보온해 두지 않

도록 합니다.      

●  전기오븐 대신 다른 조리기기 사용

전기오븐은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주방용 가전기기(2009년 기준, 0.1대/가구)로 전력을 

사용하여 높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시간도 길고 전력소비량이 매우 많습니다. 반

드시 오븐으로 조리해야 할 요리가 아니라면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조리기기를 사용

하세요. 

●  냉동식품의 해동은 전자레인지 해동기능보다 미리 꺼내어 냉장고 또는 상온에서 해동

●   물은 필요한 만큼만 넣어 뚜껑을 닫고 끓이고, 끓는 즉시 바로 끄기

●  커피메이커를 장시간 켜놓지 말고, 외출 시 꺼졌는지 확인 

● 식기세척기는 건조기능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문을 열어 자연 건조

식기세척기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 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2009

년 기준, 0.05대/가구), 세척 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비교적 많습니

다. 사용한 식기는 모아서 가득 찼을 때 한꺼번에 돌리고, 특히 건조 기능을 이용하는 대

신 식기세척기의 문을 열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 여름철 냉온정수기의 온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온수 기능 꺼두기

정수기도 보급이 증가하는 가전기기(2009년 기준, 0.39대/가구)로 여름철에 온수를 사

용하지 않거나 사용횟수가 적을 경우, 온수 기능을 꺼 두고 필요할 때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욕조 목욕 대신 샤워, 온수 온도 낮추기, 샤워 시간 줄이기 

욕조 목욕에 소비되는 약 115리터의 온수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

로 욕조 목욕 대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이 때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여 약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상으로도 좋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데 보온기능 꺼두기

47 
에너지 절약적인 

음식물 조리습관을 

실천하여 주세요!  

48 
일상 생활에서도 

에너지 절약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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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적인 생활습관

●  방을 나오거나 외출할 때에는 조명을 소등하였는지 확인

방을 나오거나 특히 외출할 때에는 조명을 켜 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소등하였는지 철

저히 확인합니다. 현관 쪽에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낮에는 조명을 끄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최대한 활용

낮에는 창을 통한 빛만으로도 충분히 일상 생활이 가능하므로, 조명을 끄고 자연광을 활

용하세요. 

● 냉난방 시 문이나 창문을 여닫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닫아두기

냉난방 시 문이나 창문을 여닫을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므로, 출입을 가급적 줄이

고 환기가 필요할 때에는 냉난방 기기의 작동을 멈추고 짧은 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방은 닫아두어 불필요하게 냉난방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 없도

록 합니다. 

● 여름철, 겨울철 실외 온도가 적정할 때 환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환기 시에는 실외의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므로 실내 온도를 높

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이나 야간에 실외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아졌을 때 환기를 하고, 겨울철에는 한낮에 실외 온도가 비교적 높고 햇

볕이 있을 때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을 통한 햇볕 조절에 커튼과 블라인드 적정 이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은 겨울철에는 난방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

로 여름철에는 냉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커튼과 블라인드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창문을 통한 햇볕의 양을 조절하여 주세요. 

● 냉방 시 조리, 세탁, 다리미질, 헤어드라이어, 오븐 사용 등 자제

냉방 시에는 집 안에서의 가전기기 사용 및 조리 활동이 냉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됩니다. 따라서 냉방 시에는 조리, 세탁, 다리미질, 헤어드라이어, 오븐 등 열

이 많이 발생되는 기기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냉방 시 조명 점등 및 밝기 최소화

조명기기는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발산되므로 가전기기와 마찬

가지로 냉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간에 냉방 시 반드시 필요

한 조명만 켜 두고, 밝기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9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꺼 두세요.

50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주세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48

● 냉방기기 구입 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선택

● 에어컨 필터 청소,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

● 에어컨 실외기를 청소하고, 근처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전기냉온수기의 온수 기능, 비데의 보온 기능, 난방용 온도조절기 등 여름에 사용하지 않는 기능 끄기

여름철 에너지 절약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

● 에어컨 사용 시 냉방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

● 냉방 시 문이나 창문을 여닫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닫아두기

● 냉방 시 조리, 세탁, 다리미질, 헤어드라이어, 오븐 사용 등 자제

●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 필요한 곳도 밝기 최소화

● 에너지 절약적인 가전기기 사용습관, 생활습관 실천하기 (방법 36~ 50)

● 여름철 전력피크(오후2시~5시)에 전기 사용 최대한 자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준비

여름철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여름철 오후 2시~5시 사이는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으로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예비전력이 부족해지면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다음과 같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TV, 컴퓨터 등 기타 가전기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 49

겨울철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겨울철 에너지 절약 준비

● 벽, 지붕에 단열재가 파손되었거나 없는 경우, 단열재 보수ㆍ시공

● 단열성능이 낮은 창문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창문으로 교체  

● 기밀하지 않은 창 및 문 주위 바람이 새는 곳에 문풍지 설치

● 창틀 이나 구조체 틈새 등 바람이 새는 곳에 코킹 시공   

● 난방기기 구입 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선택

● 보일러 내부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두꺼운 커튼으로 교체

겨울철 에너지 절약  

● 난방온도는 20℃ 이하로 유지

● 주택의 단열 수준에 맞추어 보일러 온도조절기의 기능을 활용

● 낮에는 커튼을 걷어 햇볕을 들여오고, 밤에는 커튼을 닫아 난방에너지의 손실을 방지

● 전기히터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 담요나 카펫을 바닥에 깔아 냉기를 막고, 난방열을 오래 유지

가정 부문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은 여름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특히 난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

니다. 또한 전기난방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부터는 겨울철 

최대전력부하가 여름철 최대전력부하를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전력피크 시에도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TV, 컴퓨터 등 기타 가전기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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