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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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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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00

년대 들어 급격히 건설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유형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건물부분

의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5%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전 생애주기 중에서도 사용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절감해 내기위해서는

건축 계획단계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최적의 건축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주택 고시 평가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건물성능을 통해 사용단계의 에

너지 사용량 예측식을 제안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계획단

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고찰

강재식(1995)은 공동주택의 난방운전 실태를 조사하여

현장 측정 및 모델을 이용한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해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실태 및 특성을 조

사하였고, 박유권(2003)은 세대 위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동일 건물에서의 열적불균형 문제

를 파악하였다. 이 후 최원기(2007) 등은 그와 비슷한 주

제로 공동주택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에너지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인접한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에 관한 정

량화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근래에 들수록

공동주택의 보다 세부적인 건축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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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실태를 조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유기형(2006) 등2)은 이에 앞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중 공동주택 부문의 에너지 효율 평가 방법 개

발과 인증 등급 설정에 필요한 표준주택에 대해 분석하

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개선방법을 제시 하였

다. 하지만 현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

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3.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성능을 설계초기단계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자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시

스템을 통해 독립변수를 산출해 내고자 하였다. 변수 산

정을 위한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3.1 세대 위치별 평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은 세대위치별(최상

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 중간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 최하

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로 10개의 같은 유형에 대해 데이

터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만약, 세대위치별 서로

다른 세대 유형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친환경 주택 성

능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개의 유형에 대해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 추가로 계산한다.

3.2 세대면적, 세대수, 외피성능, 면적 등을 통한 평가

단지 내에 구성된 같은 유형별 세대에 대해 세대면적

(전용면적, 단위 : ㎡)과 해당 세대수를 입력한다. 같은

유형별 세대란 평면이 같고,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과 면적이 같아서 부위별 총괄 열관류율(Ua)이

같은 세대를 의미한다.

4.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시스템을 통한 단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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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단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2004년 이

후 준공된 단지 중 2개 단지 20개동 약 3000세대 규모이

며, 유형별로 13개동의 세대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

다.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공동주택

부위별 성능을 설계 도서를 통해 각 세대 부위별 면적을

산정하고,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을 산정하였다.(표1 참조)

.

세

대

전용

면적

[㎡]

Ks As Ko Ao Kw Aw Kd Ad Kf Af

1 45.87 0.35 17.53 0.45 17.61 2.16 11.46 1.8 2.0 0.34 46.07

2 45.87 0.35 17.56 0.44 15.91 2.17 13.23 1.8 2.0 0.34 46.77

3 39.55 0.35 20.19 0.45 12.50 2.17 10.50 1.8 2.0 0.34 39.75

4 48.92 0.35 18.29 0.45 16.25 2.17 13.35 1.8 2.0 0.34 49.11

5 48.92 0.35 18.26 0.45 18.03 2.17 11.58 1.8 2.2 0.34 47.29

6 59.63 0.35 18.27 0.45 31.86 2.17 20.40 1.8 2.2 0.34 59.84

표 1. 입력 변수값 산정

* Ks : 측벽 열관류율 , Ko : 외벽 열관류율, Kw : 창호 열관류율

Kd ; 현관문 열관류율 Kr : 지붕 열관류율, Kf : 바닥 열관류율,

As : 측벽 면적, Ao : 외벽 면적, Aw : 창호 면적,

Ad : 현관문 면적, Af : 바닥 면적, Ar : 지붕 면적

5. 회귀분석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대상단지의 2011년 1월부터 12월 까지 1년간 전기, 난

방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친환경 주

택 성능 평가 시스템의 평가 방식에 따라 대상단지의 세

대별 성능을 분석하여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수학적인 함수식을 이용하여 규명하고자,

통계적 분석방법 중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난방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 예측식을 도출한 결과이며, 그림1에서 실 사용량

과 예측식을 통해 도출된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난방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Y₁ = -127.495 + 0.051X₁ -383.923X₂

- 0.339X₃ -140.385X₄- 0.061X₅ 
전기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Y₂ = 5.901 + 0.119X₁ - 167.092 X₂

+ 0.014 X₃ + 31.621 X₄ - 0.184 X₅ 

표 2.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예측식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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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세대는 84.1%,

중간세대는 76.7%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대상단지의 세대

별 난방에너지 단일 예측식의 신뢰도는 74.4%로 나타났

다. 전기 에너지의 경우 측세대는 92.4%, 중간세대는

86.9%의 신뢰도를 갖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대상단지의

세대별 전기에너지의 단일 예측식의 신뢰도는 73.2%로

나타났다.

그림 1. 회귀분석을 통한 난방, 전기에너지 사용량과 예측값 비교

6.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택성능평가 입력값과 실제 공동주택 에너

지 사용량을 통해 건물의 성능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사

용량에 비례 혹은 반비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다중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예측 방

정식을 도출하여 예측값을 산출한 결과, 73.2%의 설명력

을 가져 도출된 예측 방정식으로 실 에너지의 예측이 타

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추후 대상단지를 추가 수집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난방과, 전기의 세부적인 분류와 추가적인 지역적

독립변수 산출을 통해 신뢰성과 검증을 점차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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