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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diction Model for Energy Consumption in Apartment Buildings

Sang-Heon Lee¹, Hye-Yeon Kim², Jin-Chul Park² and Eon-Ku Rhee²

¹R&D Center, Hyundai Development Company, Seoul, Korea

²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seeking specific measures to reduce energy con-

sumption during the planning stages of apartment buildings by proposing an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model

using an actual state investigation. The sample size was 672 households in capital area. Among the energy consumption

elements of apartment buildings, This study selected floor, household combination, household area, orientation, building

type, envelope insulation performance, and plane junction to the outdoor air as energy consumption elements of apart-

ment buildings. The prediction models of regression analysis for heating, electrical and total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were presented.

Key words : Apartment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model,

Regression analysi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

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 유럽연

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 의무화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높은

수준으로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에 대

한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

황이다.

이에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13),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국가 중 1위(OECD.

Stat, 2011)의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국내 에너지 소

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물부문은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약 56%로 나타나고 있다(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1). 건물부문 중 주거용 건물

의 비율은 전체 건축물 비율의 66.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은 71%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 또

한 건물의 전 생애주기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의 운영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8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5)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며 특히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약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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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을 제

안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계획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현황 및 소비요소 선정을 위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예측모델의 정의 및 구성

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요소를 선

정한 뒤, 수도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량을 수집하고, 에너지 소비요소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산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요소

를 평가, 결과에 따른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모델을 제

시하였고, 예측모델을 검증하였다.

2.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특성 고찰

2.1.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특성

2.1.1.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주거부문의 운영단계에서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0)은 다음

Table 1과 같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에너

지 소비량은 1.3%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중 난방용 가스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냉방을 위해 사용

된 전기에너지로 연평균 1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전기기기는 그 다음으로 6.3% 증가하였

다. 따라서 전기에너지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난방에너지는 앞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

택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난방, 전기, 온수, 취사 순으

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Park, 2013)으로 나타나 공

동주택에서 난방 및 전기에너지의 소비절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요소 선정을 위해 계획단계

에서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계획요소와 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Table 2). 그

결과 건축계획요소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난방과 전기에너지에 대해 동일한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

서 건축계획단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요소

에 따른 세대별 난방 및 전기에너지에 대한 소비특성

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들을 기반으로 각 계획요소에 해당하는 층, 세대조

합, 세대면적, 향, 주동유형, 외피단열성능, 외기접합면

을 에너지 소비요소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2. 예측모델의 정의 및 구성 

예측모델은 통계기법 중 가장 강력하고 빈번히 쓰이

는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의 추출을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서 추출된 독립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보

다 정확한 최종 예측모델을 도출 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량 실태조사

3.1. 개요

본 연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공동주택의 운영단계에

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난방 및 전기에너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며, 실태조사

방법은 각 건설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각 기관의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수집하였다.

Table 1. Energy Consumption by Use in Residential Part                                        (Unit : 1000TOE, %)

Category 1990 1995 2000 2005 2008
Annual mean loss 

and gain (%)

Heating 11,127 11,704 11,531 1,0628 9,350 -1.0

Cooling 40 90 231 348 425 14.1

Hot water 2,782 3,901 4,942 5,723 5,034 3.4

Cooking 1,333 1,513 1,737 1,819 1,911 2.0

Lighting 132 165 232 317 365 5.8

Electronic equipment 1354 2179 2728 3711 4045 6.3

Total 16,768 19,552 21,401 22,546 2,11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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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4개 단지, 1028세대를 분

석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세대별 특징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비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

지원별로 월별소비량 중 1개월 이상 누락값이 있는 세

대, 에너지 소비량 평균의 20%이하 사용 월이 있는 세

대, 월별 에너지 소비량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갖는 세대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분석 대상은

총 672세대로 분석대상단지 개요는 Table 3과 같다.

3.2.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요소별 특성 분석

(1) 층

각 세대의 높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위해

Table 2. The Result of Literatur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Researcher Research region Analysis factors Analysis contents 

Lee, B.H.

(2011)
BunDang

Plottage, Building area, The number of households, 

Block Types, The number of floor, Supply area, Dwell-

ing exclusive area , Structure of the front door, Sale 

price, Building age, Floor area ratio, 

The building-to-land ratio, Dwelling density 

Analysis of electric and 

heating energy consump-

tion in complex

Park, S.Y.

(2011)
Seoul

Direction, Block Types, Plan types of the houses, Floor, 

Opening Types in terms of the open air, 

Flat forward opening of rate

Analy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property by units

Kang, D.H.

(2011)
BunDang

Units area, Block types, Weather conditions, Real estate 

price

Comparison analysis of 

electric use in complex 

Lee, J.G.

(2011)
SuWon

Dwelling exclusive area, Floor, Form a balcony, Exterior 

surface, Direction

Analysis of heating 

energy consumption 

property by units

Yoo, J.H.

(2012)
Seoul

Units area, Dwelling exclusive area, 

Market price ,Building age, The number of apartment 

buildings, the resident population of complex, Total floor 

area in complex, type of apartment buildings, ect.

Analysis of electric and 

gas energy consumption 

property by complex

Park, S.H.

(2013)
Capital area

Unit area, Direction, Floor, 

Type of apartment buildings

Analysis of electric and 

heating energy consump-

tion by building

Kim, H.S.

(2013)
NamYang-ju Floor, Location of unit

Analysis of electric and 

gas by unit

Table 3. Summary of Apartment Complexes

Category A B C D

Construction completion year 2006 2008 2009 2010

Top number of stories 24 22 23 25

combination of residential units(ho) 2~7 2~4 4~8 3~4

Unit area(m2) 86~225 30~112 56~84 109~198

Direction

Southeast, 

Southwest, 

Northeast

Southeast, 

Southwest, 

Northeast

South, Southeast, 

Southwest,

Southeast,

Southwest,

Type of apartment buildings
Flat type, 

Tower type 

Flat type, 

Tower type 

Flat type, 

Tower type 
Tower type 

U-value of external walls (W/m2K) 0.41 0.47 0.45 0.46

Face exposed outdoor air 

(the number of face)
1~3 2~3 2~3

2~3

Heating system District heating District heating District heating District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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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분류를 우선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지의 층수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Table 4와 같이 분류하였고,

층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차이가

있는 외기접합면은 2, 3면, 세대조합은 3~4호 조합으

로 고정시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

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20층 이상의 공동주택보다 5.6%에너지를 적게 소비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주택의 높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차이는 중간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기에 직접 접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당 외피면적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층별 위치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은 최하층은 지

면, 최상층은 외부와 접한 외피면적이 중간층보다 넓

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

로 판단된다. 또한 최하층은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상

주변 건물들에 의한 음영발생으로 일사취득 및 일조시

간이 다른 층보다 적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부하가 증

가하고, 최상층의 경우 여름철 높은 태양의 남중고도

에 의한 영향으로 지붕으로 유입되는 직달일사의 영향

을 받아 냉방부하가 증가하게 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대조합

분석 대상지의 세대조합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 5

와 같이 하였다. 빈도차이가 있는 향은 남동향, 면적은

80 m2 ~ 90 m2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세대조합에 따

른 에너지 소비특성은 난방에너지의 경우 세대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전기에너지의 경우 6호 조

합 이상 > 3호 조합 이하 > 4 ~ 5호 조합 순으로 에너지

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단위 세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조합이 증가하는 것은 외기에 접하는

면이 많은 측벽세대보다 외기에 접하는 면이 적은 중

간세대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는 세대 당 외피

면적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조

합이 증가하는 것은 건물이 열적으로 기밀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겨울철 난방부하를 저감시키

고, 여름철 냉방부하를 증가시키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대면적

분석 대상지의 세대면적은 29.8 m2~ 224.8 m2의 분

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 6과

같이 하였고, 빈도차이가 있는 향은 남동향, 외기접합

면은 2, 3면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세대면적에 따

Table 4. Energy Consumption by Floor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Under 15th floor

Bottom floor 10222.91 128.1 4918.9 62.6

Middle floor 9659.972 101.6 5512.2 59.1

Top floor 9271.719 120.7 4570.3 65.9

15th~20th floor

Bottom floor 12300.56 121.6 5523.5 63.1

Middle floor 9062.899 92.1 4900.5 59.4

Top floor 10427.28 116.5 5079.1 62.5

Above 20th floor

Bottom floor 11015.25 124.4 6109.4 59.9

Middle floor 7343.581 91.6 5535.8 56.8

Top floor 9472.037 113.6 5632.0 63.1

Table 5. Energy Consumption by Building Set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Under 3 building set 11016.8 112.2 5115.2 61.9

4~5 building set 10546.5 107.8 5013.8 60.7

Above 6 building set 9010.4 89.2 5149.8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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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살펴보면 세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 모두 감

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세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특성은 단위면적당 에너

지 소비량의 경우였으며, 세대 당 에너지 소비량의 경

우는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에너지 소비

요소들과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단위면적만으로 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할 경우 오류

를 범할 수 있다. 

세대면적은 공동주택의 체적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체적의 증가는 냉·난방부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위의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세대면적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료된다. 세대면적이 증

가함에 따라 세대 당 에너지 소비특성과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세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공조면적도 증가하게 되지만 비공조면

적도 함께 증가하고, 단위면적당 실내발열밀도가 세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낮게 평가되어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향

분석 대상지의 향은 남, 남동, 남서, 북동향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 7과 같고, 빈도

차이가 있는 세대면적은 80 m2~ 90 m2, 외기접합면은

2, 3면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향에 따른 에너지 소

비특성은 난방에너지의 경우 북동향 >남서향 >남동

향 >남향 순으로 나타났고, 전기에너지의 경우 북동

향 >남동향 >남서향 >남향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 세대의 향은 일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로써 난방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겨울철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남쪽을 면하고 있는 세대에 입사

량이 많아져 난방부하를 감소시키고, 전기에너지 소비

량의 경우 여름철 우리나라의 태양고도는 동·서측이

상대적으로 남쪽의 고도보다 낮기 때문에 남쪽을 면하

는 세대보다 북동향을 갖는 세대에서 태양의 입사량이

더 많게 된다. 따라서 냉방부하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의 증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5) 주동유형

분석대상지의 주동유형은 판상형, 탑상형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 8과 같고, 빈도차

이가 있는 세대면적은 80 m2~ 90m2로 고정하여 분석

하였다. 주동유형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살펴보면

난방 및 전기에너지의 소비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6.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Under 84m2 6812.3 97.4 4423.8 63.0

84m2~140m2 8259.8 95.8 5379.9 62.5

Above 140m2 13078.8 86.6 7854.7 52.2

Table 7. Energy Consumption by Orientation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South 8032.6 98.8 3987.0 59.6

Southeast 9533.4 102.4 4880.2 63.0

Southwest 9617.2 103.3 5889.86 63.4

Northeast 10540.6 106.5 5730.1 68.2

Table 8. Energy Consumption by Type of Apartment Buildings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Flat type 10615.8 107.6 4991.9 60.3

Tower type 9418.4 96.5 5554.6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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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평면계획상 모든 세대

가 맞통풍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탑상형 공동

주택의 경우 세대의 위치에 따라 환기성능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태양의 입사 및 내부발열에 의해 상승

된 내부의 공기는 겨울철 난방부하를 저감시켜 난방에

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여름철 냉방부하를 증가시켜

냉방기기 사용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6) 외피단열성능

외피단열성능에 따른 분석을 위해 외벽 열관류율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 9와 같고,

빈도차이가 있는 향은 남동향, 면적은 80 m2 ~ 90 m2,

외기접합면은 2, 3면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지의 세 단지 모두 해당년도의 외벽 열관류율에

대한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으

며 단위면적당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단

열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특

성을 보였다.

이는 단열성능의 강화에 따른 단열효과에 의해 나타

난 결과로써 단열성능이 좋은 재료나 단열재의 두께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실내·외의 열교환을 감소시켜

세대별 부하의 저감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결

과로 판단된다. 또한 단열성능의 강화는 전기에너지

소비량보다는 난방에너지 소비량에 더 많은 영향을 주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외기접합면

분석 대상지의 외기 접합면은 1, 2, 3면으로 나타났

고 주동형태(판상형, 탑상형)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였

다. 외기접합면이 1면인 세대는 탑상형 아파트에서만

나타났으며, 주동형태에 관계없이 주로 2면은 중간세

대, 3면은 측벽세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

른 분류는 다음 Table 10과 같고, 빈도차이가 있는 향

은 남동향, 세대면적은 80 m2~ 90 m2의 세대로 고정

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주택의 세대별 외기접합면이 증

가할수록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특성

을 보였다. 

공동주택에서 세대의 외기접합면의 수는 각 세대 당

외기에 노출되는 외피면적으로써 그에 따른 실내·외

온도차, 일사취득, 일조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외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기접합면이 3

면인 세대(측벽세대)는 외기접합면이 2면인 세대(중간

세대)보다 난방 및 전기에너지측면에서 불리한 위치

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전기

에너지 소비량보다 외기접합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은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벽체로부터의 전도 및

복사에 따른 열손실이 여름철 일사취득에 의한 벽체를

통한 열취득보다 부하에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으

로 판단할 수 있고, 기존 연구에 의하면 국내 기후 특

성상 난방시간이 냉방시간에 비해 4배정도 길기 때문

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Yoon, 2009).

4.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량 예측모델 제시 

및 검증

4.1.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 제시

4.1.1 분산분석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요소에 따른 예측모델은 선

정된 에너지소비요소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

Table 9. Energy Consumption by U-value of External Walls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0.41W/m²K 9419.4 89.3 5065.4 58.8

0.45W/m²K 9612.6 94.8 5194.5 59.0

0.47W/m²K 10119.9 105.3 5268.7 63.8

Table 10. Energy Consumption by Face Exposed Outdoor Air

Category
Heating energy Electric energy

kWh/Unit·yr kWh/m2·yr kWh/Unit·yr kWh/m2·yr

1 face 8833.3 83.4 5427.4 63.1

2 face 9960.8 99.3 5430.1 64.6

3 face 10810.6 109.6 5500.1 65.4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94.26.63 | Accessed 2015/11/30 12:15(KST)



448 이상헌 · 김혜연 · 이언구 · 박진철

한국생활환경학회지

다. 이 때 다수의 에너지 소비요소들 중에서 공동주택

의 에너지 소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하여 보다 신뢰성이 높은 예측모델을 제시해야 한

다. 따라서 보다 유의미한 에너지 소비요소를 분산분

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해석 프로그램

인 SPSS 21.0을 사용하였다.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각 에너지 소

비요소들의 분산분석표는 다음 Table 11과 같고, 층,

세대조합, 세대면적, 향(남서, 북동), 주동유형, 외기접

합면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전기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각 에너지 소비

요소들의 분산분석표는 다음 Table 12와 같고, 세대조

합, 세대면적, 향(남동, 남서, 북동), 주동유형이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총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각 에너지 소비요소들의 분

산분석표는 다음 Table 13과 같고, 층, 세대조합, 세대

면적, 향(남동, 남서, 북동), 주동유형, 외기접합면이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1.2 회귀분석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전기에너지, 총 에너지 소

비량 예측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도출

된 요소를 각 세대별 에너지소비요소인 독립변수에 대

입하고, 실제 에너지소비량은 종속변수에 대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계수들과 상수항이 포함된 예측모델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명목변수인 향, 주동유형을 위해 더미변

수를 활용한 내용은 Table 14과 같다. 

Table 11. Analysis of Variance Result for Heating Energy Consumption

Source Significance probability Source Significance probability

Floor .000 Southwest .007

Building set .000 Northeast .000

Unit area .000 Type of apartment buildings .001

Face exposed outdoor air .000

R2 = .792 (Adjusted R2= .775)

Table 12. Analysis of Variance Result for Electric Energy Consumption

Source Significance probability Source Significance probability

Building set .034 Southwest .001

Unit area .000 Northeast .000

Southeast .010 Type of apartment buildings .000

R2 = .736 (Adjusted R2= .714)

Table 13. Analysis of Variance Result for Total Energy Consumption

Source Significance probability Source Significance probability

Floor .000 Southwest .000

Building set .000 Northeast .000

Unit area .000 Type of apartment buildings .000

Southeast .019 Face exposed outdoor air .000

R2 = .736 (Adjusted R2= .714)

Table 14. Application of Dummy Variables for Regression Analysis

Nominal variable Dummy variable

Direction

Southeast South=0, Southeast=1

Southwest South=0, Southwest=1

Northeast South=0, Northeast=1

Type of apartment buildings Tower type Flat type=0, Tower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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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 제시

7가지 에너지 소비요소들을 독립변수로, 난방에너

지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

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15와 같다. 난방에너지 소비

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살펴보면 R2(결정

계수)이 0.715로 전체 분산 중 71.5%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회귀식이 종

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계수의 공선성 통계량을 살

펴보면 공차한계값은 0.10보다 크고, VIF값은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1)과 같고, 예

측량과 실제 소비량 데이터와의 비교는 다음 Figure 1

과 같다.

YH = 11.8164 − 0.251X1 + 8.703X2 − 2.985X3 

     − 0.512X4 + 4.267X5 + 9.682X6 + 1.653X7

(1)

여기서,

YH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소비 예측량(kWh/m2·yr)

X1 : 세대면적(m2) 

X2 : 외기접합면수 

X3 : 세대조합수 

X4 : 층수 

X5 : 주동유형(판상형=0, 탑상형=1) 

X6 : 북동향

X7 : 남서향

Table 1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Heating Energy Consumption 

Summary of model

R R2
Adjusted

R2

Standard error

 of estimate 

Statistic variation

R2 variation F variation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tion

.847 .718 .715 6.15426 .003 6.466 1 664 .011

Coefficient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Tolerence VIF

(constant) 118.164 2.391 　 49.418 .000 　 　

Unit area -.251 .009 -.846 -29.345 .000 .511 1.957

Face exposed outdoor air 8.703 .479 .405 18.177 .000 .855 1.170

Building set -2.985 .239 -.365 -12.494 .000 .497 2.012

Floor -.512 .041 -.263 -12.433 .000 .947 1.056

Type of apartment building 4.267 .623 .180 6.854 .000 .614 1.629

Northeast 9.682 1.108 .194 8.734 .000 .860 1.163

Southwest 1.653 .650 .063 2.543 .011 .698 1.433

a. dependent variable: Heating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Figure 1. Comparison heating energy between mean

measurement value and mean predictive value b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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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

6가지 에너지 소비요소들을 독립변수로, 전기에너지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

며, 결과는 다음 Table 16과 같다. 전기에너지 소비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R2이 0.701로 전체 분산 중 70.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

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것을 모

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2)와 같고, 예측량과 실제 소

비량 데이터와의 비교는 다음 Figure 2와 같다. 

YE = 75.146 − 0.166X1 + 4.499X2 − 0.669X3 

     + 4.682X4 + 4.592X5 + 2.914X6 (2)

여기서,

YE : 단위면적당 전기에너지 소비 예측량(kWh/m2·yr)

X1 : 세대면적(m2)

X2 : 주동유형(판상형=0, 탑상형=1)

X3 : 세대조합수

X4 : 남서향

X5 : 북동향

X6 : 남동향

(3) 총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

8가지 에너지 소비요소들을 독립변수로, 난방 및 전

기에너지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

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총 에너지 소

비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살펴보면 R2

(결정계수)이 0.811로 전체 분산 중 8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회귀

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였고 다중공선 성

문제도 없었다. 여기서, 총 에너지 소비량의 다중회귀

Table 1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Electric Energy Consumption

Summary of model

R R2
Adjusted

R2

Standard error

 of estimate

Statistic variation

R2 variation F variation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tion

.838 .701 .699 3.82931 .009 20.156 1 665 .000

Coefficient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Tolerence VIF

(constant) 75.146 1.354 　 55.499 .000

Unit area -.166 .005 -.923 -31.098 .000 .510 1.961

Type of apartment building 4.499 .393 .314 11.443 .000 .596 1.678

Building set -.669 .152 -.135 -4.409 .000 .477 2.097

Southwest 4.682 .754 .294 6.213 .000 .201 4.974

Northeast 4.592 .917 .152 5.006 .000 .486 2.058

Southeast 2.914 .649 .204 4.490 .000 .217 4.598

a. dependent variable: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Figure 2. Comparison electric energy between mean

measurement value and mean predictive value by regre-

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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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남동향이 회귀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남서향과 남동향이 다중공성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변수 중 설명력이 더 높은 남서향이 회귀모형에 적

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3)과 같고, 예측량과 실제 소비량 데이터와의 비교

는 다음 Figure 3과 같다.

Y = 194.884 − 0.416X1 + 9.191X2 − 9.143X3 

    − 3.812X4 + 0.486X5 + 11.541X6 + 3.502X7

(3)

여기서,

Y : 단위면적당 총 에너지 소비 예측량(kWh/m2·yr)

X1 : 세대면적(m2)

X2 : 외기접합면수, 

X3 : 주동유형(판상형=0, 탑상형=1)

X4 : 세대조합수, 

X5 : 층수

X6 : 북동향 

X7 : 남서향 

4.2.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

델에 의한 예측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실제 공동주택의 세대별 특징 데이터로 판상형과 탑상

형 각각 1개의 동을 대상으로 총 134세대의 특성을 예

측모델에 대입하여 에너지원별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예측량의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한 평균 오차율은 다

음 Table 18, 19, 10과 같이 확인됨에 따라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평균 오차율은 최대 약 8%에서 최소 약 4%의 오차

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10%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

Table 1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Total Energy Consumption 

Summary of model

R R2
Adjusted

R2

Standard error

 of estimate

Statistic variation

R2 variation F variation df1 df2
Significance probability

 F variation

.901 .811 .809 7.03495 .006 22.218 1 664 .000

Coefficient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Tolerence VIF

(constant) 194.884 2.733 　 71.300 0.000 　 　

Unit area -.416 .010 -1.003 -42.481 .000 .511 1.957

Face exposed outdoor air 9.191 .547 .307 16.793 .000 .855 1.170

Type of apartment building 9.143 .712 .277 12.846 .000 .614 1.629

Building set -3.812 .273 -.334 -13.956 .000 .497 2.012

Floor -.486 .047 -.179 -10.328 .000 .947 1.056

Southeast 11.541 1.267 .166 9.108 .000 .860 1.163

Southwest 3.502 .743 .095 4.714 .000 .698 1.433

a. dependent variable: Total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Figure 3. Comparison total energy between mean measure-

ment value and mean predictive value b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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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표본과 다년간의 데이

터를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예측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를 통

해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공동주택

의 계획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비절감 방안을 모색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는 운영단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분포를 보였으며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 본 연구에서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요소로 층,

세대조합, 세대면적, 향, 주동유형, 외피단열성능, 외기

접합면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은 다

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공동주

택의 층별 분석결과 외부에 접한 외피면적이 넓은 최

하층과 최상층에서 각각 난방에너지 소비량과 전기에

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았다. 세대조합의 경우 난방에너

지는 세대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감소하

였고, 전기에너지는 6호 조합 이상 > 3호 조합 이하 >

4 ~ 5호 조합 순으로 소비하였다. 세대면적의 경우 세

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 면적당 난방 및 전기에

너지 소비는 감소, 세대 당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

은 증가하였다. 향의 경우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

모두 남쪽을 면하고 있는 세대가 북동향을 갖는 세대

가 높게 나타났다. 주동유형의 경우 난방에너지 소비

량은 판상형,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탑상형이 높게 나

타났다. 외피단열성능의 경우 단열성능이 강화됨에 따

라 난방 및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외기접

합면의 경우 외기접합면이 증가할수록 난방 및 전기에

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3) 선정된 에너지 소비요소에 대한 분산분석을 통

해 에너지소비요소 평가 후 이에 따른 도출된 요소를

이용하여 제시한 에너지 소비량 예측모델은 아래와 같

다(변수 : 식 (1), (2), (3) 참조).

난방에너지: 

YH = 11.8164 − 0.251X1 + 8.703X2 − 2.985X3 

     − 0.512X4 + 4.267X5 + 9.682X6 + 1.653X7

전기에너지: 

YE = 75.146 − 0.166X1 + 4.499X2 − 0.669X3 

     + 4.682X4 + 4.592X5 + 2.914X6 

총 에너지: 

Y = 194.884 − 0.416X1 + 9.191X2 − 9.143X3 

    − 3.812X4 + 0.486X5 + 11.541X6 + 3.502X7

(4)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

해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예측모델에

대입한 결과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평균오차율 +8.8%,

전기에너지 소비량 평균오차율은 –3.6%, 총에너지 소

비량 평균오차율은 –8.1%의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모

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동주택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국한된 에너지 소비요

Table 18. Comparison Heating Energy between Mean Measurement Value and Mean Predictive Value

Category Annual Heating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kWh/m2·yr) Mean error rate

Mean measurement value 115.9
+8.8%

Mean predictive value 105.7

Table 19. Comparison Electric Energy between Mean Measurement Value and Mean Predictive Value

Category Annual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kWh/m2·yr) Mean error rate

Mean measurement value 65.6
−3.6%

Mean predictive value 68.0

Table 20. Comparison Total Energy between Mean Measurement Value and Mean Predictive Value

Category Annual Total Energy Consumption by unit area (kWh/m2·yr) Mean error rate

Mean measurement value 158.1
−8.1%

Mean predictive value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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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

한 요소로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할 경우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년간의 데이터를 축적, 설비요

소 적용, 지역별 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 가

능한 예측모델의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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