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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 in current Korea because domestic energy 
consumption occurs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build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equations for multi-family residential buildings during the 
operational phase. We used the yearly amount used of the actual operating apartment house’s 
heating and electricity consumption to develope the prediction equations in the operational 
phase of building. And we found ou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using the way of 
Green Homes rating system. The prediction equations were calculated using statistical method 
and their reliability was approximately 70%.

Keywords : Apartment,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Equation

구분 10층 규모
(10~19층)

20층 규모
(20~29층)

준초고층
(30~49층)

초고층
(50층 이상)

지역난방 2개 단지 2개 단지 2개 단지 2개 단지

개별난방 1개 단지 1개 단지 1개 단지 1개 단지

전기사용 2개 단지 2개 단지 2개 단지 2개 단지

1. 서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유형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초고층 공동주택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
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건물부분의 에너
지사용량은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5%이상을 
차지하여,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저감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어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전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운영 유지 단계에서의 에너
지 소비를 최대한 절감해 내기위해서는 건축계획단
계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최적의 건축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 분석하고, 친환경 주택 고시 평가시스
템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건물성능을 통해 운용 및 
유지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예측식을 제안함으로
써, 공동주택의 계획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비 절
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2.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 분석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전세대 
84㎡평형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8개단지, 개별난방 4
개단지, 전기사용량을 위해 8개 단지를 공동주택의 
높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대상 단지 개요는 표1에 나
타내었다.

표 1. 실제 에너지 조사를 위한 대상 공동주택 개요

  

 대상단지의 난방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조사한 결
과는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2. 난방 및 전기에너지 조사 결과
단위 : kWh/㎡․yr

구 분 10층규모 20층규모 준초고층 초고층

난방사용량 114.1 101.2 122.2 112.4 

전기사용량 46.0 86.8 94.2 131.5

합 계 160.1 188.0 216.4 243.9

평가지수 1.0 1.17 1.35 1.52

그림 1. 난방 및 전기에너지 조사 결과

 공동주택의 운영단계에서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난방에너지는 (준)초고층이 중∙ 저
층 대비 10% 증가하였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중∙ 저
층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난방 및 전기전체 
에너지 사용량으로 볼 때 초고층 공동주택은 중저층
에 대비 1.5배 증가하고 있었다. 



난방
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측벽
세대

Y₁ =  -1736.741 - 1.499X₁ - 6957.623X₂ + 7.269X₃ 
      + 1767.372X₄ + 0.365X₅ - 90.892X₆ - 4.295X₇

중간
세대

Y₁ =  -287.832 + 0.218X₁ -1069.311X₂ - 0.019X₃ 
      -360.230X₄ + 0.455X₅ 

전기
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측벽
세대

Y₂ = - 214.023 + 0.376X₁ + 973.901X₂ - 1.169X₃ 
     - 499.919X₄ + 0.008X₅ + 52.325X₆ - 0.836X₇

중간
세대

Y₂ =  198.828 + 0.116X₁ + 65.301X₂ - 0.002X₃ 
      - 107.036X₄ + 0.027X₅ 

3.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에너지 사용량 예측을 위하여 회귀분석법을 이용하
였으며, 친환경 성능평가 방식을 통해 입력값을 도출
하였다. 입력값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한  대상단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2004년 이후 준공된 단지 
중 2개 단지 20개동 약 3000세대 규모이며,  유형별
로 13개동의 세대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수집
된 실 에너지 사용량은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방식
에 따라 세대 위치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공동주택 부위별 성능을 설계 도서를 통해 각 세대 
부위별 면적을 산정하고,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을 
독립변수로서 산정하였다. 
 수집된 대상단지의 1년간 전기, 난방에너지 사용량
을 종속변수로 하고,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시스템
의 평가 방식에 따라 대상단지의 세대별 성능을 분
석하여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수학적인 함수식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통계적 
분석방법 중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난방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의 사용량 예측식을 도출한 결과이다.

표 3. 난방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Y₁:  난방에너지 예측량(MWh) 
Y₂:  전기에너지 예측량(MWh)   
X₁: 전용면적(㎡)     X₂: 외벽 열관류율     X₃: 외벽 면적(㎡)
X₄:  창호 열관류율      X₅ : 창호 면적(㎡)

 그 결과, 난방 에너지 예측식의 경우 측벽세대는 
84.1%, 중간세대는 76.7%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대상
단지의 세대별 난방에너지 단일 예측식의 신뢰도는 
74.4%로 나타났다. 전기 에너지의 경우 측벽세대는 
92.4%, 중간세대는 86.9%의 신뢰도를 갖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대상단지의 세대별 전기에너지의 단일 
예측식의 신뢰도는 73.2%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이 
일반적으로 75%이상 일 때 실제값과 회귀방정식이 
타당성있는 설명력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측 방정식으로 실 에너지의 예측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운영단계에서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난방에너지는 (준)초고층이 중∙ 저
층 대비 10% 증가하였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중∙ 저
층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난방 및 전기전체 
에너지 사용량으로 볼 때 초고층 공동주택은 중저층
에 대비 1.5배 증가하고 있었다. 초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사
용을 저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운영 유
지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예측이 중요하다고 판
단된다. 

2) 친환경 주택성능평가 입력값과 실제 공동주택 에
너지 사용량을 통해 건물의 성능에 따른 건물의 유
지 운영단계에서의 예측식을 산출한 결과, 난방에너
지의 경우  84.1% (측벽 세대),  76.7% (중간세대)의 
설명력을 가지며, 전기에너지의 경우 92.4% (측벽 세
대),  86.9% (중간세대)의 설명력을 가지며, 이를 통
해 도출된 예측 방정식으로 실 에너지의 예측이 타
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소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예측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예측식
에 변수로 적용 가능한 난방 방식 과 설비시스템 등
의 다양한 고려요소를 적용한 추가적 분석으로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별로 적
용되는 건물의 성능이 다르므로 향후 기후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예측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의 검토와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영관리단계의 사용 에너지를 
설계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도록  정량
적인 Feedback 이 가능한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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