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Change Point Model을 활용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Energy Consumption Pattern Classification

in University Buildings Using Change Point Model

2018 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윤 진 하



- i -

국문 초록

대학건물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군에 속하여 지속적인 에너지관리가 필

요한 건물군에 해당되나 복합 용도의 건물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마다 건축적 특징과 재실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 맞춤형 에너지 관리

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건물의 맞춤형 에너지 관리를 위

해서는 건물마다 정밀 시뮬레이션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기기를 통한 에너

지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건물의 경우 경제적·인력적 

한계로 인하여 고지데이터 수집을 위한 건물의 메인미터링 계측인 월별 

에너지 소비량이 한계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건물과 같

은 군집건물의 에너지 분석은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가 유사한 건물별 분

류를 통하여 수월하게 가능하다. 유사한 에너지 소비형태를 갖는 건물끼

리의 분류는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관리방안의 수

를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 에너지 관리방안을 유형 내 건물에 동

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모든 건물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서브미터링 계

측기기 설치 없이 이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건물의 에너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군집 에너지 데이터의 유형화방법에 대하여 고찰하

였고, 대학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건물을 유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유형화방법을 실제 대학건물

에 적용하여 유형별 특징분석을 하였으며 도출된 유형 내 건물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유형화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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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은 각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Change Point Model을 통해 도출되는 연간 에너지 성능에 대한 

지표(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과 Change Point Model 내에서 도출이 가

능한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난방기울기, 냉방기울기의 평균값)를 통해 적

용될 수 있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에너

지 소비수준의 파악이 가능하며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냉·난방과 기저

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냉·난방 기울기는 

외기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 외기온도 변화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형 내 동일한 관리방안 적용을 위해서는 건

물의 열적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외피형태와 준공연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학건물 이공·자연계, 인문·사회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 건물군

을 대상으로 유형화 방법을 적용한 결과, 12가지의 유형에 건물이 분류된

다. 모든 분류기준이 평균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유형에 가장 많은 건물

이 할당되었고, 해당 유형의 건물들은 모두 이공·자연계 건물로 구성되

었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큰 유형들은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또

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이하인 

유형들은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또한 평균 이하이면서 냉·난방 기울기가 

모두 크게 나타나거나 모두 작게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에 많은 건물이 

할당되었다.

 

(3)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를 통한 실제 대학건물의 유형 

분석을 위하여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준공연도, 연면적, 재실율,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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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용도별 면적비율)를 선정하여 도출된 유형과 특징비교를 하였다. 기

저에너지가 큰 소비유형은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과 재실율과 관계

가 있으며 난방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준공연도, 연면적, 외피형태와 관

계가 있다. 또한 냉방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재실율과 관계가 있고, 이

공·자연계 건물군의 경우 실험실의 면적비율과, 인문·사회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 건물군의 경우 행정실의 면적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건물은 건물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에너지 소비형태가 다르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따라 에너지 관리방안을 다르게 적용

해야한다.

(4)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에너지 소비유형 내 건물 간 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의 비교를 하였다. 

유형 내 소비형태의 평균에 가까운 대표건물에 대하여 정밀 시뮬레이션을 

하여 실제로 대표되는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에 동일 유형 내 다른 건물

들에 대하여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저에너지 소비요

소 비율을 도출하였다. 연중 기저로 사용되는 중간기의 시간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중의 피크·기저시간대의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의 비교 

결과, 각 요소에 따라 최대 ±10%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비

교적 유사한 에너지 소비 비율로 건물을 사용함을 확인함으로써 제시한 

유형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대학건물, 월별에너지데이터, 체인지-포인트 모델,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유형화

학  번 : 2016-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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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규모 건물군집인 대학건물은 연간 2,000 TOE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1).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2017 에너지통계 핸드북에 따르면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에너지 다소비 

건물군)의 업종별 에너지 사용현황 중 대학건물은 10개 업종 중 세 번째

(13.6%)로 에너지 사용량이 건물군 매년 평균 이상 크게 나타난다2)[그림

1.1]. 또한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사용량 신고가 시작된 이후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건물

의 에너지 절감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 매년 증가하는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량

1) 2013년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39%의 대학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 포함됨.

2)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7 에너지통계 핸드북,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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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정부는 대학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국·공립 대학

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

경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린캠퍼스의 일환으로 각 대학의 본부에서는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

로는 공모전개최, 그린캠퍼스 견학, 에너지 절감 매뉴얼 배부, 에너지 절

감 캠페인 및 교육 등 에너지 윤리의식향상 위주의 사업이다3). 또한 실질

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에서의 접근은 각 대학본부의 중장기 계획

에 따라 ESCO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BEMS 시스템 구축, LED 조

명교체, 재실감지 자동조명, 노후설비개선, 단열재 강화, 창호교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이런 사업이 구체적인 연도별 

절감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일회성과 단기간 진행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여전히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다5). 따라서 대학건물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

감을 위해 건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

물별 에너지 관리방안의 설정이 필요하다. 

대학건물은 강의, 행정, 상업, 연구, 휴식, 주거 등의 목적을 가진 공간

들이 건물 내에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이런 건물이 다수의 건물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런 다수의 건물은 각각 외피형태, 향, 준공연도, 연면적 등의 

건축적 특성이 다르며, 또한 건물의 재실특징이 다른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상업시설 근무자, 시설관리자 등 다양한 직군

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학캠퍼스는 복합적 기능을 하는 각양각

3) 연세대학교. (2013). 그린캠퍼스 장기적 발전 방안 연구 (녹색성장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

서)

4) Ibid

5) 한국에너지공단,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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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건축물로 다양한 건물 이용자가 있는 특징을 갖는 건물의 집합체로 

대규모 건물 군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각각의 맞는 관리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건물 맞춤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

물 각각에 대한 정밀분석 혹은 서브미터링이 가능한 계측시설이 필요하

다. 하지만 수십에서 수백 개로 구성된 캠퍼스 내 대학건물에 대해 모두 

정밀분석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에너지 절감

을 위한 건물별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최근 준공되고 있는 대학건물은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가 구축되어 있어 건물 맞춤형의 에너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BEMS가 구축된 건물은 건물 내 조명, EV, 공조기기,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센서와 계측장비의 설치 에너지 소비량이 서

브미터링되어 계측되며 통신망을 통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

능하다.6) 하지만 대학건물에 BEMS를 설치하거나 정밀분석을 통한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전문인력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건물은 BEMS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건물의 메인미터링 계측만 가능하여 건물별 월별 에너

지 데이터의 수집이 한계인 상황이다. 즉, 현재 대학 건물별 에너지 분석

을 위해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는 에너지 비용을 위해 계측되고 있는 건

물의 월별 메인미터링 데이터로 정기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Billing Data(고

지데이터)이며, 이를 통한 대학건물 에너지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수십 ~ 수백에 달하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가 유사한 건물

별로 나누어 유형을 형성하여 유형별 정밀분석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을 

시행한다면 모든 건물에 대한 분석 없이 정밀분석 및 서브미터링 계측을 

6) 한국에너지공단, (2016). BEMS 기능별 설계가이드 개발 및 우수사례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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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함으로써 대학건물의 에너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건물군집인 대학건물의 건물별 에너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정밀 분석 및 서브미터링 계측기기 설치 건물수의 축소로 한다. 이를 위

해서 대학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와 건물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건물

로 분류하는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건물

의 에너지 소비유형을 Billing data인 각 건물의 월별데이터를 수집하였고, 

Change Point Model로 변환하여 파라미터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유형

별 대표건물의 대표성 확인을 통해 유형화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각 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 수집이 한계이며 경제적 문제로 서

브미터링 계측이 불가능한 현 조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대학

건물에 대한 정밀분석이 없이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별 대표건물의 

정밀분석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만을 통해 에너지 소비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표건물의 관리방향을 유형 내 모든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 대해 검증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본 연구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군 중 건물군집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정밀분석이 어려운 대학건물을 대상 공간으로 설정하

였다.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가 유사한 건물별로 유형화하였고 유형

의 대표건물을 선정하여 대표성을 검증하여 유형화의 타당성 입증하는 것

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건물의 에너지 유형화 방법과 에너

지 소비유형 분석에 대해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건

물의 유형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유형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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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학건물에 적용하여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 도출을 위해 대학건물

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Change Point Model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류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

비유형과 대학건물의 영향인자 간 특징분석을 하여 Change Point Model

의 파라미터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형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해 유형별 대표건물을 선정하였고, 대표건물이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검증은 대표 건물의 실측값과 

도면, 현장조사를 토대로 정밀시뮬레이션 하여 참값으로 대표되는 결과값

과 동일 유형 내 다른 대학건물에 대해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과 현

장 조사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 사용 요소비율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연구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대학건물에서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현황과 대학건물 에너지 분석에 대

한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 도출

을 위해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 방법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의 유형

화 방법을 선정하였고, 유형화 기준 및 유형별 분석을 위한 Change Point 

Model에 대한 개념과 관련 연구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유형화 방법과 분석방법을 수립하였다.

(2)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 분류 및 특징

본 연구에 적용할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대학건물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대학건물의 실측 에너지 데이터는 월별

로 수집하여 Change Point Model로 변환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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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도출한 결과에 대해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여 유형별 관리방향 설

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3)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의 타당성 검증

앞서 분류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형의 대표건물을 선정하였고, 대표건물의 실측값 및 도면을 토대로 

Design Builder를 이용한 정밀분석을 하였다. 대표건물이 유형을 대표하여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동일 유형 내 다른 대학건물

에 대한 에너지 소비 요소 비율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유형 내 다른 

대학건물은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에너지 사용 

요소비율을 도출하였다.

이상 연구 범위 및 방법에 의한 연구진행은 [그림 1.2]와 같은 연구흐름

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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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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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본 장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로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건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형

태를 진단하여 분석하기에는 경제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형

태가 유사한 건물별로 묶어서 분석이 가능한 기존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의 유형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유형화를 위해 분류기준의 설정

과 대학건물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인 월별 에너지 소비량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표현하여 형태에 따른 분석이 용이한 Change Point 

Model에 대해 정의와 활용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내 대

표건물 선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고찰로 정밀분석 대상건물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을 파악하여 연구방향

을 설정하였다.

 

2.1 대학건물 에너지 관리 및 분석 현황 

본 절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 현황과 에너지 분석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내 대학건물의 현장조사 및 관련 연구7)와 캠

퍼스 내 보도자료8)9)에 따르면 대학건물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나타난다.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것을 책임지는 

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대학 캠퍼스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8)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0

9)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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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부가 있으며 건물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총 관리를 책임지는 본

부의 시설관리팀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각각의 건물 운영을 

제어하는 건물 관리자가 건물별로 있다. 또한 몇몇 대학건물에는 그린캠

퍼스 등의 추진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에너지 분석 전담기

관이 있다. 각 레벨별 특징으로 시설관리팀은 주로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설비교체공사와 같은 시설관리가 주요 업무이며 에너

지 분석 전담기관과는 별개로 시설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건물 관리자

와 시설관리팀은 하도급 관계로 에너지 관리의 책임 전가적 측면이 있어 

총체적으로 대학건물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건물관리자는 건물별로 

운영적 측면의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며, 시설관리팀의 하도급으로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책임이 결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에너지 분석 전

담기관의 경우 에너지 분석 및 에너지 관련 정보전달, 홍보의 역할을 한

다. 하지만 관리자 측면에서 에너지 분석정보의 활용과 이용자 측면에서

의 수용성은 적으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

서 대부분의 대학건물에서 에너지 분석이 연계된 에너지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1] 대학캠퍼스 에너지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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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학건물의 에너지 분석의 연구내용에는 크게 개선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경우와 대학건물 에너지 절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분석을 한 경우가 있었

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관련 연구로 김민경10)의 연구는 

4개의 캠퍼스의 용도별(행정, 강의, 연구) 1개의 건물 총 12개의 건물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용도별 건물에 따른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안하

였다. 이태규11)의 연구는 대학캠퍼스의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 다중선형회귀를 통해 회귀모형을 도출하고 영향을 

많이 미쳐 가중치가 높은 요소를 바탕으로 2개의 건물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을 통해 에너지 절감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재웅12)의 연구는 국내 대학

캠퍼스에 대한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와 대상 대학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

용 분석을 바탕으로 1개의 건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Chung13)은 11개의 대학건물 중 에너지 절감이 요구되는 6개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특징별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시뮬레

이션에 적용하여 절감량을 도출 하였다.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건물의 정확

한 모델링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도면들이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기존 대학건물의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되어 건물의 도면이 없는 

10) 김민경, 박권숙, & 김세용. (2017).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8(1), 17-26.

11) 이태규, (2015) 다중회귀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대학건물 전력 사용량 연구. 미출판 석

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2) 정재웅, (2009). 사례분석을 통한 대학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

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13) Chung, M. H., & Rhee, E. K. (2014). Potential opportunities for energy conservation in 

existing buildings on university campus: A field survey in Korea. Energy and Buildings, 

78, 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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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대학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분석한 건물 혹은 유사 

특징을 갖는 건물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로 노광철14)의 연구는 

11개 건물로 구성된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총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저소비건물 분류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왕제의 

연구는 18개 건물로 구성된 대학건물 전체의 가스 사용량에 대해서는 용

도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력사용량에 대해서는 연간 소비유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진식15)의 연구는 캠퍼스 내 32개에 대해 검침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군집화를 실시하여 열원이 전기인 

경우 16개의 군집, 가스인 경우 12개의 군집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건물 전체에 대한 열원별,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산정

하여 분석하였다. Guan16)의 연구는 24개의 대학건물에 대해 해당하는 건

물과 전체 건물의 최대 에너지 소비량의 비율에 대한 인자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일일 소비 형태에 대한 군집별 분석을 하였다. Lara17)

의 연구는 동일 지역 내 60개의 학교건물에 대해 분석할 건물의 수를 줄

여 자세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총 에너지 소비량의 K-means 군집

분석를 통해 건물을 3개로 군집화하였으며 군집별로 건물 특성을 나타내

는 인자들과의 분석을 하였다. 

14) 노광철, 이상민, 이태규, 오명도, & 이용진. (2013). 에너지 저소비 벤치마킹을 위한 대학건물

의 전력량 비교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23-825.

15) 김진식, 이경빈, 이임학, & 김신도. (2012). 대학에서의 에너지 소비패턴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대한환경공학회지, 34(9), 604-612.

16) Guan, J., Nord, N., & Chen, S. (2016). Energy planning of university campus building 

complex: Energy usage and coincidental analysis of individual buildings with a case 

study. Energy and Buildings, 124, 99-111.

17) Lara, R. A., Pernigotto, G., Cappelletti, F., Romagnoni, P., & Gasparella, A. (2015). 

Energy audit of schools by means of cluster analysis. Energy and Buildings, 95, 

1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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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분석의 경우 대학건물이 다수이기 때

문에 주로 총량 의미의 에너지 데이터를 일정 기준을 통해 분류하여 분석

되었다. 총량은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으로 월별 누적에너지 소비량이다. 

따라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등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를 통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건물의 건물별 에너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대학건

물 전체에 대한 에너지 소비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여 정밀분석 및 서브미

터링 계측기기 설치 건물수의 축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일정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선정하였다. 따라서 타

당한 일정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유형화방법과 분석방법을 다음 절에서 고

찰하여 연구방향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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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Clustering) 분류(Classification)

정의

사전정보가 없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

데이터의 사전정보에 따라 규칙이

적용된 분류기를 통해 기존에 정

의된 집단에 나누는 방법

방법
K-means 군집분석, 계층적 군집

분석 등
의사결정나무, 베이지안 분류 등

결과

예시

<표 2.1> 군집화와 분류의 차이

2.2 건물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방법의 기존 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 고찰을 위해 기존의 

건물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 방법을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유형화 방법 간의 장단점 및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대학건물

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유형화할 지에 대한 방법을 설정하

였다.

2.2.1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방법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통계방법이 

적용된다.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방

법에는 크게 군집화(Clustering)과 분류(Classification)으로 나뉜다. 통계적 

방법으로 설명하였을 때 군집화는 사전정보가 없는 데이터가 있을 때, 데

이터의 분포에 따라 알고리즘을 통해 나누는 것이고, 분류는 사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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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새 데이터를 연구자의 주관적인 규칙이 적용된 기준을 통해 

기존에 정의된 집단에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군집화를 통한 유형화 방법

에 대해 데이터의 종류와 유형화 수의 선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

고, 분류를 통한 유형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규칙이 무엇

이며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1) 군집화(Clustering)에 따른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군집화(Clustering)는 사전정보가 없는 데이터를 분포에 따라 유사한 특

성을 갖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형

태의 유형화를 위한 군집화방법으로는 K-means 군집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이 사용되며 각 방법의 개념과 적용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데이터를 지정된 K개의 서로 다른 겹치지 않는 군

집으로 분할하는 기법이다. 이 군집화 방법은 분할하고자하는 K개의 군집

에 임의로 초기군집을 형성한 뒤 군집 각각에 대한 무게중심을 계산하여 

데이터들의 무게중심이 가장 가까운 군집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을 변화

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여 군집을 형성한다. 군집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주로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사용된다18). K-means 

군집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몇 개의 K(군집 수)로 나누어야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이 군집방법 활용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대개 클러스터링

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를 기준

으로 K값을 주관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19).

계층적 군집분석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가장 큰 

개체끼리 순차적으로 군집을 형성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군집분석 방법

18) 김준하, 이승원, 차성민. (2016). 환경통계 및 데이터 분석.

19) 김화종. (2014).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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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덴드로그램(Dendrogram)인 트리형태의 결과를 통해 데이터의 군집현

황과 전체 군집들 간의 구조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된다. 계층적 클러스

터링의 덴드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결과는 임의의 군집 수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덴드로그램을 보고 융합의 높이와 원하는 군집 수를 

기반으로 적절한 군집 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절단지점의 위치에 따른 군

집 수 대해서는 K-means와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다20).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방법 중 군집화 통한 선행연구는 

K-means 군집분석을 통한 연구가 많았으며 군집화의 중요한 이슈인 군집 

수의 결정과 군집 분석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정기택(2012)21)의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의해 건물 에너지 사

용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가

구별 에너지 소비량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는 일별 에너지의 시계열데이터, 주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연면적이다.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대량의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신속한 

계산이 가능한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총 30개 건물의 에너지데이터를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K는 3~10까지 변화하여 분류한 결과, 에너지 

소비량의 패턴 및 특징 분류를 위해 군집 내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반대로 현저하게 적은 군집은 적절치 못하다 판단하

여 어떤 군집도 전체에서 5% 이상 점유하며 50% 이상 점유하지 않는 조

건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군집의 분석은 결과에 따라 각 패턴이 갖는 

특징을 정성적으로 유추하였으며 일별 에너지에 대해서 야간소비형, 아침

20) James, G., Witten, D., & Hastie, T. (2014).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With 

Applications in R.

21) 정기택, 윤성민, 문현준, & 여욱현. (2012).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2(2), 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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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형, 일정소비형, 주간 냉방형, 대량소비형, 저소비형으로 분류하여 재

실이용패턴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간 에너지소비량과 연면적을 통해 대면

적 고소비형, 대면적 중소비형, 중면적 대소비형, 중면적 중소비형, 중면

적 저소비형, 소면적 중소비형으로 분류하여 가구별 에너지 소비량의 경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황혜미(2015)22)의 연구에서는 특정건물의 전력부하에 가장 적합한 예측

을 목적으로 하나의 건물의 일별 에너지 소비량 1년(365일) 데이터에 대

하여 초기 군집 설정과 해석이 용이하며 군집간 연관관계 파악이 쉬운 계

층적 군집방법을 통해 분류을 실시하였다. 건물의 일별 에너지 데이터는 

8개의 군집으로 군집화되어 각각 월요일, 화요일~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연휴, 연휴 다음날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정확도 약 

82%의 예측 알고리즘을 형성하여 제시하였다.

Guan(2016)23)의 연구에서는 대학캠퍼스의 에너지 계획을 주요 지표를 

통해 최적화하여 건물 에너지 예측 평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캠퍼스

의 단위면적당 전기, 난방, 물 소비량에 대해 에너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너지 분석을 위해 유사한 건물끼리의 분류를 위해서 K-means 군집을 

이용하였고, 분석모델을 위해 연면적,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건물의 

최대부하관련 인자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24개의 건물에 대해서 용도(전

기, 난방, 물)에 따른 에너지별로 각각 4개씩 군집을 형성하였고, 분산분

석을 통해 각각의 군집의 비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군집에 대한 분석은 최

대부하관련 인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집의 최대부하가 건

물전체의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22) 황혜미, 이성희, 박종배, 박용기, & 손성용. (2015). 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한 건물 부하

의 전력수요예측. 전기학회논문지, 64(1), 41-47.

23) Guan, J., op. cit.



- 17 -

Ko(2017)24)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평가를 위해 일별데이터를 통한 기준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오피스

건물의 일별 에너지 소비량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를 위해서 

K-means 군집분석을 하였고,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는 외기온도에 따른 

일별 에너지 소비량으로 1년치 데이터를 5개로 분류했다. 군집수 K는 데

이터의 패턴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에 따라 

건물의 운영기록(주중, 주말)과 외기온도를 고려하여 총 5개의 군집(주중 

3개, 주말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군집에 대해 회귀모델을 

만들어 실제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값의 비교를 통해 기준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윤영란(2017)25)의 연구에서는 건물의 용도별 소비패턴 특성을 파악을 목

적으로 복합건물(오피스, 주거, 공공, 학교)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류하였다.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는 일별 에너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

용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에너지 소비데이터만을 

통해 건물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 특성 분석이 가능한 K-means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건물 에너지 사용패턴의 군집화는 8개의 건물의 일

별 에너지 패턴에 대해 건물별로 각각 3~8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K는 

2부터 100까지 반복 실행하여 K값에 따른 집단 간 분산과 전체분산의 비

율을 분석하여 K의 설명비율이 높으며 증가폭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지점

을 선정하였다. 분류된 에너지 소비패턴의 분석방향은 월, 요일, 평일, 공

휴일의 빈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24) Ko, J. H., Kong, D. S., & Huh, J. H. (2017). Baseline building energy modeling of 

cluster inverse model by using daily energy consumption in office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140, 317-323.

25) 윤영란, 신상헌, & 문현준. (2017). 클러스터링 기반 건물 용도별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한국

생활환경학회지, 24(2), 2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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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a26)의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의 학교건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리트

로핏을 위한 정밀분석대상 건물 수를 감소하기 위해 60개의 건물을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과 2개의 서브 군집으로 분류하였

다. 분류된 군집은 건물별 건물에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들에 대한 데이터

와의 비교를 통해 군집 분석을 하였다. 군집 수는 군집 내 건물들의 총 

에너지 소비량과 건물에너지 영향인자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높은 결

정계수를 갖는 수로 결정하였다. 군집화에 사용된 에너지 데이터는 총 에

너지 소비량이며 각 건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함께 사용되었다.

(2)　분류(Classification)에 따른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분류(Classification)에 따른 유형화는 사전정보가 없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단일 기준으

로 군집을 나누는 방법과 복수 기준으로 군집을 나누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복수 기준으로 군집을 나누는 방법은 의사결정나무 형태로 많이 사

용이 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고찰은 단일 기준으로 군집을 유형화 

할 때의 기준과 분석 내용, 복수의 기준으로 유형화 할 때의 기준과 기준 

선정이유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단일기준이 적용된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으로 조가영

(2016)27)의 연구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성능진단을 위하여 에너지 소

비현황과 건물용도별 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학건물 유형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하기 위해 용도별 유형으로 나누어 인문계 

계열, 이공계 계열 건물군과 연구 전용 건물군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26) Lara, R. A., op. cit.

27) 조가영. (2016) 대학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에너지 성능 진단.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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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군에 대하여 기저 에너지 소비량을 도출하여 용도별 소비량 추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에너지 성능진단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창원(2016)28)의 연구에서는 건축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및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 1차 에너지와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대형건물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일반업무시설, 금융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건물군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과 용도별 냉·난방 에

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여 건물군별 에너지 성능평가를 하였다.

김화영(2016)29)의 연구에서는 건물의 운영방법과 에너지 소비량과의 관

계파악을 목적으로 운영방법의 관점에서의 에너지 소비데이터 분석을 하

였다. 수집된 건물군은 운영상 특징을 기준으로 따라 병원, 호텔, 오피스

로 분류하였다. 시간에 따라 운영방법과 에너지 소비유형간의 분석을 실

시하였고, 각 건물군에서 대표건물을 선정하여 정밀 분석하였다. 또한 각 

용도별 건물에 대해 시간별 데이터에 따라 분석 프로세스 단계별로 제시

하였다. 

 복수의 기준이 적용된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으로  

Chung(2014)30)의 연구에서는 신축건물보다 기존건물이 더 많은 대학캠퍼

스를 대상으로 기존건물의 에너지 절감량 분석을 목적으로 에너지 소비량

과 건물특징을 통해 소비패턴을 나누고, 소비패턴별 대표건물을 시뮬레이

션하여 절감량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에너지 데이터는 EUI(kWh/㎡

28) 김창원. (2016). 건물 용도별 1차 에너지 사용량 분석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29) 김화영. (2016). 건물의 에너지 소비 패턴과 운영방법의 관계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연

세대학교 대학원.

30) Chung, M. H.,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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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이며, 분류지표는 준공연도와 에너지 소비량이다. 분류지표의 선정이유

는 건물의 특징과 재실자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하는 

지표는 에너지 소비량이기 때문이며,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의 특징 중 외피의 열적성능은 준공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를 통해 11개의 건물을 4개의 건물군(new&low, new&guzzling, old&new, 

old&guzzling)으로 분류하였다.

우혜지(2016)31)의 연구에서는 복합건물(공공, 오피스, 숙박, 주거, 데이터

센터, 대학, 상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패턴 분류를 쉽게 하는 것과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리트로핏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표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류하여 

건물의 디자인, 시스템, 운영정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에너지 

데이터는 시간별 총 에너지 소비량으로 분류지표는 외기온도 의존데이터, 

건물에너지 소비수준, 중첩구간에서의 외기온도에 따른 운영상태, 냉난방

기울기이다. 각 분류지표는 Change Point Model을 통해 얻었으며, 분류지

표의 선정이유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건물

의 고유 패턴 및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동일용도의 

건물이어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 소비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 내에서의 상대적 지표를 이용하였다. 건물들은 각 지표에 대하여 매

트릭스화 하여 24개의 건물을 16개의 건물군으로 분류하였다.

김선호(2016)32)의 연구에서는 복합건물(공공, 오피스, 숙박, 주거, 대학, 

등)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 소비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 건물과의 

31) 우혜지, 최기원, 김현수, 어진선, 조수연, 백주미, 김기석 & 이승복. (2016). 건물의 실측 에너

지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 패턴 분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5), 143-151.

32) 김선호, 윤영란, & 문현준. (2016). Load shape parameter 및 overlay load profiling 을 활

용한 건물 에너지 사용 특성 분석 및 분류.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0(2), 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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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건물의 일별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

류하여 건물의 용도, 운영시간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에너

지 데이터는 시계열데이터로 시간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Wh/㎡)이

다. 에너지 소비유형 분류지표는 Load Shape Parameter 방법 내의 Load 

Shape 내 건물운영스케줄, Base Load와 Peak Load 차이, 주중-주말의 차

이, 점심시간 부하 형성여부이다. 각 분류지표의 선정이유는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다. 각 시계열 에너지 

데이터를 중첩시킨 Overlay Load Profiling을 통해 각 건물의 패턴을 도출

하였고 11개의 건물들의 유사패턴에 따라 4개의 건물군으로 분류하였다.

2.2.2 건물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 방법의 장단점 비교

선행연구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방법에는 군집화

(Clustering)과 분류(Classification)이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한 유형화 방법

의 특징은 <표 2.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군집화를 통한 유형화 방법에 대한 논문의 목적은 주로 예측 혹은 기준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많았다. 또한 사용되는 에너지 데이터의 종류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분류는 일별 총 에너지 소비량, 주간 

총 에너지 소비량 등이 있었다. 주로 동일 건물 내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의 유형화가 많았으며, 다수 세대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유형화

관련 논문에는 분석방향 설정이 한계로 나타났다. 

분류를 통한 유형화 방법에 대한 논문은 목적이 건물군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류하는 데에 있었다. 또한 사용되는 에너지 데이터는 단위면적

당 에너지 소비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활용된 에너지 데이터와 분류기준

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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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Lara33)의 연구에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기

준으로 K-means 군집화하여 분석 대상 건물을 줄였다. 총 에너지 소비량

은 건물의 냉·난방의 연간 에너지 소비 형태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일 값

이며 건물 규모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학건물 별 연간 에너

지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대학건물은 준공연도

에 따라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별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Billing Data인 월별 에너지 데이터만을 통해 유형

화를 하는데, 이 경우 월별 에너지 데이터만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분류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에너지 소비형태를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유형화한 연구가 있었

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단일 건물 내의 365일 일별 에너

지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동일 건물 내의 에너지 소비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운영에 따라 유사한 소비형태가 존재하고, 위 방법을 

적용하여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건물과 같이 다수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는 건물별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k-means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유형별 에너지 관리방안을 동일하

게 하기 위한 유형화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유형별 분석이 용이해야 한

다. 또한 연간 월별 시계열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별 에너지 소

비형태가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준을 통해 분류되

어야 한다. 이에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유형화 방법으로는 K-means 군집화보다 분류를 통한 유형화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33) Lara, R. A., op. cit.



- 23 -

군집화 분류

개념

- 데이터의 분포에 근거하여 가

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 끼리

묶음

-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나눔

건물에너지

에서의

활용

- 에너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

한 건물 에너지 특성끼리 묶어

군집형성

- 에너지관련, 건축관련, 재실관련,

운영관련 정보 등 다양한 기준

으로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매트

릭스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형태

분류

활용된

에너지

데이터

종류

절대량 값

(일별, 주간 총 에너지 사용량)

상대량 값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Change Point Model 혹은 Load

Shape Parameter 분석결과 지표)

선행연구에

따른

장단점

- 주로 단일데이터의 분류로 데

이터 분포 가시화의 용이성

- 연구자 주관에 따른 군집수 설

정으로 군집수 선정의 어려움

- 사전정보 없는 에너지 데이터

분류 시, 군집별 특징 분석방향

의 어려움

- Retrofit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주로 복수 데이터의 분류로 유

형 내 데이터 유사성이 높은 반

면 유형이 많으나 실제 데이터

가 없는 유형 발생 가능이 있음

- 연구목적에 맞게 분류기준의 설

정이 가능하며 유형별 분석이

용이

<표 2.2> 선행 연구에 따른 유형화 방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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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 소비유형 분석을 위한 Change Point Model 

고찰

2.3.1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한 에너지 분석방법 고찰

건물의 에너지 유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집한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방법의 선정이 필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분석 방법에는 ASHRAE34)에

서의 <표 2.3>과 같이 크게 Forward Modeling방법과 Inverse Modeling으로 

나뉜다. Forward Modeling은 White Box의 일종으로 자세한 건물정보에 기

초하여 건물의 성능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주로 설계 혹은 리모델

링 시 에너지 사용량의 예측을 위해 사용된다. 본 방법을 위해서는 건물

의 도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캠퍼스의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되어 도

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존재하여도 평면도, 입면도뿐 건축재

료나 설비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분

석을 위해 일일이 모델링하여 에너지 사용특성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Forward Modeling에는 한계가 있다.

 Inverse Modeling은 건물의 성능데이터에 기반하여 건물의 특징 등 건

축물의 상태를 추론하는 것이다. Inverse Modeling은 기존건물에서 에너지 

예측모델 비교, 실내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분석, 에너지 

리트로핏에 따른 절감효과 분석 등에 적용된다35). 본 방법은 건물의 에너

지 데이터를 통해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에너지 데이터 중 시간별 혹은 단위시간 이내의 데이터가 있다면 시간

34) Handbook, A. S. H. R. A. E. (2013). Fundamental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35) Kreider, J. F., Curtiss, P. S., & Rabl, A. (2009). Heating and cooling of buildings: 

design for efficiency. CR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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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요소에 대한 세부 요소비율 도출이 가능하나 

월별 데이터는 데이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의 한계가 있다36).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능한 에너지 데이터의 수준은 각 대학건물마다 실

측된 월별 에너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Inverse Modeling 방법이 필요하다. 

Inverse Modeling 방법 중에는 시간당 또는 단위시간 이하의 단위(초, 

분)을 통한 동적인 방법(Dynamic Method)과 월별 데이터를 통한 정적상태

의 방법(Steady State Method)이 있다. 동적인 방법은 시간지연효과에 따

른 부하변동을 고려하여 수치해석 등을 이용한 방법이며, 정적상태의 방

법은 열평형방정식에 의해 계산되며 시간경과에 따른 부하변동이 고려되

지 않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별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사용하

며, 이는 건물별로 1달 간격으로 누적된 에너지 사용량이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부하변동이 없다. 따라서 정적상태의 방법(Steady State 

Method)을 통해 모델링되어야 한다.

Inverse Modeling 방법 중 정적상태의 방법(Steady State Method)에는 하

나의 독립적인 파라미터에 따른 단순선형회귀방법(Simple Linear 

regression)과 여러 개의 파라미터에 따른 다중선형회귀방법(Multiple 

linear regression)이 있고, 외기온도의 빈도수를 이용한 Inverse bin 

method방법, 일 또는 월간 고지데이터(Billing data)와 평균 외기온도를 이

용한 Change Point Model 방법이 있으며 특징은 <표2.4>와 같다37). 선형

회귀에 의한 에너지 분석은 4계절이 뚜렷이 있어 외기온도의 구분이 있는 

국내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이 방법의 경우 에너지 데이터를 계절별로 

36) 공동석, 황동곤, 오명도, & 허정호. (2017). 기존건축물의 월별에너지요금 데이터를 이용한 측

정 및 검증의 한계점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26-827.

37) Kreider,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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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seasonal cluster)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기온도에 따른 분석

방법으로 기울기 값과 y절편 값을 통한 분석방법이다. 이는 계절별 분석

에는 용이하나,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Change Point Model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외기온도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으로 선형회귀방법보다 냉난방 시작점, 냉난방기울기, 기저에너지 등 

더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절한 방

법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 분석이 가능한 Change Point Model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별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의 분석이 가능하며, 연간 에

너지 소비형태를 기저, 냉·난방 에너지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Change Point Model이 현 상황조건에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가장 잘 

반영하고있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의 기준을 선정하기로 판단하였으며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2.2] Forward Modeling과 Invers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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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ward Inverse Hybrid Comments

Steady-State Method

Simple linear

regression
○

One dependent parameter,

One independent

parameter. May have

slope and y-intercept

Multiple linear

regression
○ ○

One dependent parameter,

multiple independent

parameters

Modified

degree-day

method

○
Based on fixed reference

temperature of 18.3℃

Variable base

degree-day

method

○
Variable base reference

temperatures

ASHRAE bin

method and

inverse bin

method

○ ○ ○
Hours in temperature bin

* Load for that bin

Change Point

Model
○ ○

Uses daily or monthly

utility billing data and

average period

temperatures

ASHRAE TC 4.7

modified bin

method

○ ○
Modified bin method with

cooling load

Dynamic Method

Thermal network ○ ○ ○
Uses equivalent thermal

parameters

Response factors ○
Tabulated or as used in

simulation programs

Fourier analysis ○ ○ ○

Frequency domain

analysis convertible to

time domain

ARMA model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

BEVA, PSTAR ○ ○ ○ Combination of ARMA

<표 2.3> 건물 에너지 분석방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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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urier series;

includes loads in time

domain

Modal analysis ○ ○ ○

Building described by

diagonalized differential

equation using nodes

Differential

equation
○

Analytical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Computer

simulation
○ ○

Hourly and subhourly

simulation programs with

system models

Computer

emulation
○ ○

Subhourly simulation

programs

Artificial neural

networks
○ ○ Connectionist model

방법 목적 데이터종류 독립변수

단순선형회귀 에너지 절감량 계산
일별

월별
온도

다중선형회귀
에너지 절감량 계산

건물 에너지 진단

일별

월별

온도, 습도,

일사, 바람,

시간 등

Inverse bin method 에너지 절감량 계산 시간별 온도

Change Point Model
에너지 절감량 계산

건물 에너지 진단

시간별

일별

월별

온도

<표 2.4> 건물 에너지 모델링 중 정적상태의 Inverse Modeling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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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Change Point Model

Change Point Model은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Change Point Model의 대표적인 형태

인 5 Parameter Model을 나타내는 [그림 2.3]는 x축이 외기온도, y축이 에

너지 소비량으로 표기된다. 하나의 점은 한 건물의 월별 에너지 소비량이 

되며, 월별 평균 외기온도를 활용하여 해당하는 외기온도 값에 해당하는 

에너지 데이터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외기온도가 낮은 범위에서는 난방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기

온도가 높은 범위에서는 냉방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기온도가 봄~가을철 등 중간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냉·난방에너지의 사용이 없기 때문에 연중 사용되는 기저에

너지 사용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외기온도와의 연관성을 선형회귀로 분석하

여 냉·난방에너지, 기저에너지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림 2.3]의 외기온도

에 따라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량인 Change Point Model을 보면 외기온도

가 높거나 낮은 범위에서 형성되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선형회귀선

을 통해 추정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으며, 외기온도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을 나타낼 수 있는 냉·난방 Sensitivity(이하 냉·난

방 기울기로 표기), 중간기 기간의 기저에너지 소비량, 중간기에서 외기온

도 변화에 따라 냉·난방을 시작하는 시점인 냉·난방기기 가동시점 등의 

에너지 소비 파라미터를 도출할 수 있다. 

각각의 에너지 소비 파라미터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의 의미를 가지며, 과거 실측 에너지 소비량을 기반으로 미래의 건물 

에너지 소비량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의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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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요소나 낭비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파라미터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지점을 기저 

에너지 소비량으로 가정한 후, 기저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동절기 증

가분은 난방 에너지로, 하절기 증가분은 냉방 에너지로 추정한다. 냉·난

방 기울기는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기울

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외기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이다.

Change Point Model의 형태는 파라미터(냉·난방 기울기, 냉·난방 시

작점, 기저에너지) 수에 따라 <표2.5>와 같이 1 파라미터 모델에서 5 파라

미터 모델로 나뉜다. 1파라미터 모델은 외기온도에 상관없이 연중 일정한 

사용량을 나타내는 건물로 항온 항습실에 주로 나타난다. 2 파라미터 모

델은 외기온도가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

방 혹은 난방위주의 건물에 적용된다. 3 파라미터 모델은 기저 에너지가 

일정하다가 특정 외기온도 시점부터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건물의 패턴이다. 냉방에너지만 존재하는 3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 내부 

발열량이 큰 연구시설에 대해 주로 나타난다. 4 파라미터 모델은 외기온

도에 따라 기저 에너지 사용량이 변화하거나 VAV 시스템이 적용한 건물

에 해당한다. 5 파라미터는 동절기, 하절기, 중간기의 구분이 뚜렷하며 특

정 외기온도 범위에서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건물의 패

턴으로 4계절이 존재하여 외기온도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변하는 대부

분의 건물에 해당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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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hange Point Model과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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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meter 2 Parameter

난방

E=C-B1(T)

냉방

E=C E=C+B1(T)

3 Parameter 4 Parameter 5 Parameter

난방

E=C+B1(B5-T)
E=C+B1(B5-T)

-B3(T-B5)

냉방

E=C+B2(T-B6)
E=C+B4(B6-T)

+B2(T-B6)

E=C+B1(B5-T)

-B2(T-B6)

<표 2.5> 파라미터 수에 따른 Change P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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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Change Point Model의 활용

외기온도에 따른 분석방법인 Change Point Model은 월별 에너지 데이터

를 기저 에너지, 냉·난방 에너지로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고, 파라미터

를 통해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건물에너지의 Change 

Point Model을 통한 분석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Change Point Model을 이

용한 연구는 목적이 크게 예측, 건물성능평가로 나뉘며 고찰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건물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최기원(2015)38)은 건물의 실제 에너

지 소비량을 통해 에너지 성능평가를 하였으며, 시간당, 일간, 월간 에너

지 소비량에 대해 Change Point Model로 표현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에너지 데이터에 대해 연구하였다. Change Point 

Model에 사용되는 에너지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시간당 데이터가 가정 정

확했으나 건물에 따라 월간 에너지 소비량이 정확하게 도출된 경우도 있

었으며 연면적이 작은 건물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건물의 성능평가를 목적으로 한 연구로 권경우(2014)39)는 오피스 건물의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성능향상에 대해 비교를 하기 위해 실측된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Change Point Model로 표현하였고, Change Point Model

의 파라미터인 냉·난방 시작점(Cooling·Heating Change Point), 냉·난방 

기울기(Cooling·Heating Slope), 기저 에너지(Base)를 통해 절감 정도를 분

석하였다. 또한 김혜기(2017)40)는 에너지 성능 벤치모델 개발을 위해 업무

38) 최기원, 우혜지, 정성혁, 이하니, & 이승복. (2015).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외기온의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14.

39) 권경우, 이석주, & 박준석. (2014). Inverse Model Toolkit 을 이용한 리모델링 건축물의 에너

지 성능평가 사례. 설비공학논문집, 26(8), 394-400.

40) 김혜기. (2017).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한 국내 업무시설 에너지 성능 벤치마킹 모델 개발. 미

출판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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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3,905개의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Change Point Model로 변환하여 업

무시설에 대한 사용용도별 에너지 성능을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

터인 기저부하, 냉·난방 민감도, 냉·난방 시작온도, 냉·난방 소비량 등

에 따라 정의하였다. 또한 건물의 건축적 특징인 연면적, 층수, 높이 등에 

따라 성능에 대한 대표값을 제시·분석함으로써 기준모델을 형성하였다. 

조경화(2017)41)는 대학건물 68개의 건물을 용도로 분류하여 용도별 에너

지 소비패턴을 Change Point Model로 변환하여 파라미터인 냉·난방 민

감도에 대한 성능비교와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유추하여 분석하였다. 

Perez(2017)42)은 주거건물 45개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서브미

터링된 에너지 소비량을 Change Point Model의 3 파라미터 모델 형태로 

나타내어 냉방 기울기 분석을 하였고, 냉방기울기와 냉방에너지 영향인자

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냉방 에너지 절감 안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Change Point Model을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분

석 할 때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가 분석의 기준이 되며 에너지

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

를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형태 유형화에 있어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41) 조경화, 오지현, 김선숙, 이병희, & 여명석. (2017). Inverse Modeling 을 활용한 대학 건물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1), 561-562.

42) Perez, K. X., Cetin, K., Baldea, M., & Edgar, T. F. (2017). Development and analysis of 

residential change-point models from smart meter data. Energy and Buildings, 139, 

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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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현황과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

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인 군집화(Clustering)과 분류(Classification)의 

건물 에너지 분야의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 분석을 위한 Change Point Model과 정밀분석을 위한 유형 내 대표

건물 선정을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현황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그린캠퍼스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윤리의식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을 시행하

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대학본부 시설관리팀 소속의 건물관리자를 통

해 건물의 운영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의 대학에는 자

체적으로 대학건물의 에너지 분석을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나 

에너지 분석이 동반된 건물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

었다.

2)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방법에는 군집화(Clustering)과 분

류(Classification)이 있다. 군집화를 통한 유형화의 경우 예측 혹은 기준

모델을 구축을 목적으로 단일 데이터에 대한 유형화를 하였고, 주로 

동일 건물 내의 운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일일 시간별 에너지 소

비량 데이터의 유형화가 많았다. 또한 정성적 유추에 따른 유형분석이 

한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분류를 통한 유형화의 경우에는 

건물군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유사한 것끼리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다

양한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형화를 하였고, 분석방향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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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류

기준을 다수로 하여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방향 설정이 용이한 분류를 

활용한 유형화 방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 대학건물 에너지 분석관련 연구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유사한  

연구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하여 대학건물의 분석 대상 건물 수를 축소하였다. 또한 분류된 

건물특성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형화방법을 검증한 것으로 고

찰되었다.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기저에너지

로 나뉘며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냐에 따라 절감방안이 달라진다. 총

량 값에 대한 유형화는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

려우며 분석방향의 설정과 이에 따른 절감방안 도출 또한 어렵다. 따

라서 건물군집의 에너지 관리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유형

화 방법에서 K-means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4) 건물 에너지 유형에 대한 분석을 위한 Inverse Modeling의 Steady- 

State Method 중 월별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를 반영하며, 기저, 냉·난

방 에너지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Change Point Model을 대학건

물의 에너지 분석방법으로 선정하였다. Change Point Model을 이용한 

연구는 목적이 크게 예측, 건물성능평가로 나누어 Change Point Model

의 파라미터를 통해 분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

형화에 대한 기준과 분석을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를 에너지 

성능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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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 및 

적용

본 장에서는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대상 대학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대학건물에 에너지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여 에너지 소비유형과 영향인자 간의 특징 분

석을 하였다. 

우선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방안이 동일한 건물별로 분류하기 위해  

수집되는 에너지 데이터와 건물정보를 통해 Change Point Model을 활용

하였다.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와 건축계획 인자를 분류기준 데

이터로 적용하였고,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대학건물의 에

너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Change Point Model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앞서 

선정한 분류기준을 통해 대학건물의 소비형태를 분류하였다. 또한 대학건

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여 앞서 분류된 에너지 소비유

형에 대해 기저에너지, 냉방기울기, 난방기울기에 따른 특징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동일한 유형에 동일한 관리방향을 적용할 수 있도

록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3.1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

본 절에서는 앞서 고찰한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과 에너

지 소비유형의 분석방법인 Change Point Model을 기반으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건물 에너지 

수집형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학건물에 적합한 유형분석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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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Point Model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Change Point Model을 토대로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를 분류기준 데이터로 설정하였고, 유형별 

동일한 관리방안의 적용을 위해 건축계획적 인자를 적용하여 분류기준을 

정의하였다. 

3.1.1 대학건물의 에너지 데이터

대학건물의 에너지 수집은 건물별 BEMS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BEMS는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시 연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

무화되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신축되는 건물보다 기존의 건물의 비율이 

크며 연면적이 1만㎡이상의 건물은 많지 않다. 따라서 대학건물에서 수집 

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는 에너지 비용을 위해 설치된 건

물의 메인미터링 계측이 되는 Billing Data를 활용한 각 건물의 월별 에너

지 소비량이 한계인 상황이다. 

월별 에너지 데이터로 건물의 에너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선형

회귀에 의한 방법과 Change Point Model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 중 건물

의 에너지 진단을 목적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를 기저, 냉·난방 에너

지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Change Point Model이다. 또한 대학

건물은 대부분이 외기온도에 따라 에너지 소비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통한 

에너지 분석방법에는 Change Point Model을 통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Change Point Model을 통해 알 수 있는 에너지 성능지표는 기저에너지, 

난방기울기, 냉방기울기이다. 또한 월별 에너지 소비량의 합을 통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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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을 알면 단위면적당 에

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저에너지는 에너지 최소값의 1년 사

용량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데, 총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다면 건물에서 

기저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월별 에너지 데이

터로 알 수 있는 에너지 데이터는 총 에너지 소비량,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난방기울기, 냉방기울

기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의 분류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 데이터만으로 분류를 할 경우 유형화의 목적인 에너지 사용형태

가 유사한 건물끼리 묶어 정밀 분석 수를 감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리

방안이 동일한 건물별로의 분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

리방안이 동일한 건물별로 분류하기 위해 건축계획 인자를 추가적으로 분

류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건축계획 인자는 재실자의 사용행태로 인한 변경

이 불가한 건물의 물성치 값으로 외피형태와 준공연도를 포함한다. 외피

형태와 준공연도는 건물의 열적성능과 건물의 노후도와 관계가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관리방안이 유사한 건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3.1.2 대학건물의 에너지 유형화 분류기준 

앞서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에너지 데이터는 총 에너

지 소비량,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

용비율, 난방기울기, 냉방기울기가 있다. 이 중 대학건물의 에너지 유형별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형태에 타당한 분류기준 데이터

를 선정하였으며, 건축계획 인자인 외피형태와 준공연도의 분류기준을 선

정하였다.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이 1년간 사용한 총 에너지로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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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총 에너지 소비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의 비교

12월까지 해당하는 월별 에너지 소비량의 합으로 계산이 되며 kgoe/yr의 

단위로 건물의 규모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내

용에서 에너지 소비 유형화를 위해 많이 사용된 총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

의 에너지 리트로핏을 위한 대상건물을 선정에는 전체에서의 총량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와 같이 유형별 관리

방안을 다르게 하려는 진단 목적에는 단일의 절대량 값이기 때문에 건물

의 어떤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분류기준 데이터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연면적으로 나

눈 값으로 계산되며 단위는 kgoe/㎡yr로 표현된다. 이 값은 대상건물이 

규모와 상관없이 에너지의 소비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로

서 분류기준 데이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대비교의 필요성을 예로 들면 [그림 3.1]과 같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 [그림 3.1]의 규모

가 다른 두 건물은 연간 동일한 총 에너지를 소비한다. 하지만 두 건물이 

에너지 소비수준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규모가 작은 건물에서의 단

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는 크며, 규모가 큰 건물에서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는 작기 때문이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른 건물과의 상대적 비

교가 필요한 본 연구의 목적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41 -

[그림 3.2] 기저에너지 소비량과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의 비교

단위면적당 기저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에서 1년 365일 연중 일정하게 사

용하는 에너지로 조명, 사무기기, 동력 등에 의한 나타나며 단위는 kgoe/

㎡yr로 표현된다. 이 값은 건물의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지만 이 값

만으로는 건물 고유의 에너지 소비수준 파악이 불가능하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단위면적당 기저에너지 소

비량으로 계산이 되며 해당하는 건물에서의 기저에너지 소비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지표이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타 건물과의 비교 시

에 해당 건물에 대한 기저에너지 소비수준을 통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

하기 때문에 분류기준 데이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저에너지를 나타내는 기저에너지 소비량과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의 기

준 선정의 이해를 위한 예로 [그림 3.2]가 있다. 동일한 규모의 두 개의 

건물에서 동일한 기저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 기저에너지 소비량을 기준

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둘은 동일한 유형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건물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작아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60%

인 반면 다른 건물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기저에너

지 사용비율이 30%에 그친다. 하지만 기저에너지 개선 방안을 적용할 시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60%인 건물은 건물에너지의 절반이상을 기저에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30% 사용하는 건물과는 관리방안이 달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건물 간 비교에 적절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 데이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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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냉·난방 기울기는 단순히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반영하

기보다는 동절기와 하절기 재실자들의 에너지 소비행태에 대한 파악을 가

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건물 A가 건물 B보다 난방 기울기가 큰 경우 건

물 A의 난방요구량이 더 큰 것으로 이는 건물 A의 단열 수준이나 기밀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건물

의 규모와 관계없이 냉·난방 에너지 사용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가

능하기 때문에 분류기준 데이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에너지 소비유형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 데이

터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냉·난방기울기로 

선정하였다. 분류 기준 데이터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에너지 다소비에 대한 절대 기준

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건물이 에너지 다소비 집단에 속

하여 건물 에너지 절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이 확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가능하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 각각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의 

평균값이며,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또한 건물 각각의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냉·난방 기울기는 Change Point Model에 의해 

회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기온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일부 

건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건물 각각의 에너지 소비량

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평균 Change Point 

Model에서의 냉·난방 기울기를 사용하였다.

건축계획 인자로 건물의 외피형태는 크게 Punched Window Type의 외

피와 Curtain Wall Type으로 나뉜다. Punched Window Type의 외피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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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외벽에 창호가 조합된 방식으로 외기와 맞닿은 면이 벽체로 구성

되어 있다. Curtain Wall Type은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으로 주

로 외기와 맞닿은 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Punched Window Type 

건물의 열적성능은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Curtain 

Wall Type 건물의 열적성능은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을 따라 변화되었다. 

대상 대학건물이 위치하는 서울지역의 시간흐름에 따른 열관류율 기준변

화는 <표 3.1>과 [그림3.3]과 같다. 따라서 Punched Window Type 건물의 

경우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는 1980년(2.1W/㎡K→0.58 W/

㎡K), Curtain Wall Type 건물의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이 급격히 강

화되는 2010년(3.4W/㎡K→2.4W/㎡K)을 기준으로 추가적 분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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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 / 중부지역(서울) 열관류율 기준[단위W/㎡K]

시기 법률/규칙명 해당 조 외벽 창호

79.9.16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2.1 -

80.12.22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0.58 3.5

87.7.21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 3.38

01.1.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0.47 3.84

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3.4

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0.36 2.4

13.9.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0.27 2.1

16.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0.26 1.5

<표 3.1> 공동주택 외 중부지역 열관류율 변화

[그림 3.3] 공동주택 외 중부지역 열관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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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의 선정

1. 분류기준을 통해 건물 에너지 관리방향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2.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통한 연간 에너지 성능을 반영하여야 함

3. 건물 군집 내에서 건물 간 객관적인 상대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4. 건물 고유의 에너지 소비수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분류기준 정의 선정이유 기준 값

1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건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

을 연면적으로 나눈 값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에너

지 소비수준에 대한 다른 건물

과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함

각 대학건물의 단위면적당 에

너지 소비량의 평균값

2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건물에서 1년 365일 연중 일정

하게 사용되는 기저에너지의

비율

건물에서의 기저에너지 소비수

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다른

건물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

능함

각 대학건물 기저에너지 사용

비율 값의 평균

3 난방 기울기

동절기 낮은 외기온도에서 온

도가 1℃ 낮아짐에 따라 사용

되는 난방기기의 에너지 소비

변화량

난방에너지 사용수준에 대해

다른 건물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함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Change

Point Model에서의 난방기울기

4 냉방 기울기

하절기 높은 외기온도에서 온

도가 1℃ 높아짐에 따라 사용

되는 냉방기기의 에너지 소비

변화량

냉방에너지 사용수준에 대해

다른 건물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함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Change

Point Model에서의 냉방기울기

<표 3.2> 월별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대학건물의 유형화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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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의 분류

본 절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를 위해 데이터를 수

집하여 Change Point Model로 보정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건물의 에

너지 소비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인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난방기울기의 절댓값, 냉방

기울기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대학건물을 17가지로 분류하였고 대상 대학

건물에 적용하였을 때 12가지의 에너지 소비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관리방안의 동일성을 위하여 Change Point Model로 표현되는 유형 11가

지의 에너지 소비유형은 건축계획인자인 건물외피유형과 준공연도를 기준

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25가지의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대학건물은 서울시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군 중 에너

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인 서울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위치에 따라 관악캠퍼스(서울), 연건캠퍼스(서울), 평창캠퍼스(강원)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관악캠퍼스를 대상으로 한다. 캠퍼스는 총 205개

의 대학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군은 기능별로 크게 이공·자연계

(36), 인문·사회계(26), 예술계(6), 연구시설(34), 편의시설(6), 학술지원시설

(8), 강의지원시설(12), 행정지원시설(11), 기타(66)로 분류된다. 건물의 준

공연도는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혼재되어 있으며, 층수 또한 단층부터 

10층 이상의 건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내 에너지 사용정보가 있으며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신축, 재건축

이 진행된 건물은 제외하였다. 또한 캠퍼스 내 전체 건물군 중에서 대상 

캠퍼스 이외 다른 캠퍼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공·자연계(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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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회계(23), 예술계(6), 행정지원시설(10)로 한정하였다.

3.2.1 활용 데이터의 수집

대상 대학건물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전기·도시가스 에너지 사용정

보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활용하였

다. 대상 대학건물은 열원이 전기, LNG, 전기와 LNG가 혼합된 건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위해 각 열원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환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 21조

의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43)를 적용하였다. 또한 

열원별 환산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에서의 에너지 열량환산기준 

<표 3.2> 에 따라 총발열량으로 석유환산톤을 적용하여 도시가스(LNG)와 

전기(소비기준)에 대해 Kgoe44)로 단위환산을 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

하였다. 에너지 소비유형 분석을 위한 건물관련 정보는 동번호, 건물명, 

연면적, 준공연도, 냉·난방 방식, 용도 등으로 교내 실측 데이터 및 현장

조사, 도면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Change Point Model에 활용될 기상 데

이터는 기상청 국내 기후자료의 서울시 월 평균 외기온도(2015년 1

월~2016년 11월)를 사용하였다. 

43)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로 서울특별시 전역에 적용됨.

44) Kilogramme of Oil Equivalent의 의미이며 1,000Kgoe=1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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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가스
도시가스

(LNG)
Nm3 43.6 10,430 1.043

전기
전기

(소비기준)
kWh 9.6 2,300 0.230

<표 3.3>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의 에너지 열량환산기준 일부

3.2.2 수집 데이터의 Change Point Model

본 연구에서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 산출방법으로 기저에너지

는 월별 에너지 소비량 중 최저 에너지 사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냉·

난방기의 경우 추정 냉·난방기 선형식으로 산출하여 가정하였다. 냉·난

방 기기를 가동하지 않는 중간기의 경우, 최저값인 기저 에너지 소비량과 

유사(+10% 이내)하게 사용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Change Point Model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전기·도시가스 에너지 사용정보에서의 보정이 필요하

다. 보정이 필요한 예로 일부 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 중 일부 누락되

어 0으로 기록되거나 누적 계측되어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되거나 매우 

적은 에너지가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Change Point Model

에서의 파라미터인 냉·난방 기울기와 기저에너지 산출식을 통해 보정하

였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의 에너지 소비형태에 일정량의 Gap이 발생한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는 2015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냉·난방기의 에너지와 기저에너지의 보정은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뚜렷한 건물(5 Parameter)에 한하였다. 냉·난방기의 에너지 소

비량의 보정은 냉·난방기 선형회귀식의  이 0.6이하인 경우 혹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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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값들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다만  가 0.6이하여도 이상치 데이터가 

아니면 적절수치로 판단하여 보정하지 않았다. 순서는 이상치 값들을 에

러로 처리하여 제외하고 추정 냉·난방 선형식을 산출한 후 산출식에 이

상치 값의 기온을 대입하여 도출하였다. 기저에너지는 최저 에너지 소비

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최저값을 제외하고 차순으로 낮은값을 기

저 에너지 소비량으로 도출하였다. 보정에 대한 순서는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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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Law data

(b) 이상치 데이터의 에러처리

(c) 에러 데이터의 해당하는 구간(cooling) 선형 회귀식 적용

[그림 3.4] Change Point Model을 통한 보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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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통해 분석 대학건물에 대해 도출한 Change Point Model의 파라

미터는 건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 [부록 A]에 나타내었다. 용도별 분류

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형태의 특징으로 이공·자연계 건물군의 경우 평

균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54.38 kgoe/㎡yr로 타 건물군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2.5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타 

건물군이 50 ~ 60%인 반면 이공·자연계 건물군은 약 7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냉·난방 기울기의 절댓값 모두 이공·자연계 건물

군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냉방기울기의 경우 특히 타 건물군보다 최대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Change Point Model 중 5 파라미터의 패

턴을 보이지 않는 건물의 경우는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패턴이 보

이지 않거나, 기저에너지와 냉방기울기만 나타나는 경우로 나뉜다. 두 경

우에 해당하는 건물의 특징으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건물

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A-12) 높은 경우(A-16, A-29)와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 매우 낮거나(A-16, A-24, C-2, D-3) 매우 

높은(A-7)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은 분석 대상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Change Point Model이다. 

대학건물 전체의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며 냉방에너

지보다 난방에너지가 외기온도에 민감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3.5] ~ [그림 3.9]은 용도별 건물군의 평균 Change Point 

Model로 대학건물 전체 평균과 비교하기 쉽도록 두 데이터를 동시에 표

현하였고, 대학건물 전체 평균에 대해 용도별 건물군의 냉·난방 기울기, 

기저에너지 소비수준의 경향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추정 냉·난방 

회귀선을 통해 해당 외기온도에서 건물군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유추하

여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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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대상 대학건물 전체의 평균 에너지 소비형태

[그림 3.6] 이공·자연계 건물군의 평균 에너지 소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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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인문·사회계 건물군의 평균 에너지 소비형태

[그림 3.8] 예술계 건물군의 평균 에너지 소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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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행정지원시설 건물군의 평균 에너지 소비형태

3.2.3 Change Point Model에 따른 에너지 소비유형

앞서 도출된 대학건물의 Change Point Model 파라미터별 정보를 통해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을 분류하였다. 기준이 되는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는 해당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대표하여 성능지표

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 에너지, 난방 기울

기 절댓값, 냉방 기울기 절댓값이다. 분류된 에너지 소비유형은 총 17가

지로 5 Parameter Model에서의 16가지 유형과 그 외의 5 Parameter 

Model이 아닌(4 Parameter Model, 외기온도에 의존한 에너지 사용이 없는 

건물) 유형으로 나뉜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분석 대상 대학건물의 평균값인 약 

37.86kgoe/㎡yr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기저 에너지 사용비율은 분석 대

상 대학 건물들의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평균값인 60.47%를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난방 기울기는 전체 대학건물에 대한 Change Point Model에서의 

난방기울기 절댓값인 0.1191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냉방 기울기는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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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와 마찬가지로 대학건물 전체에 대한 Change Point Model에서의 

냉방기울기 값인 0.0762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10]은 대상 대학건물 73개에 대해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

터를 이용하여 도출된 에너지 소비유형의 분류를 적용한 결과이다. 분류 

기준에 따라 17가지의 유형(Type A ~ Type Q)으로 나뉘지만 분석 대상건

물에 대해서 12가지의 소비유형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 대학건물과 다

른 대학건물을 적용할 시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나, 타 대학건물 수 보다 

많은 대학건물을 적용한 결과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유형별로 

도출된 Change Point Model은 [부록 B]에 나타내었다.

분류된 에너지 소비유형 중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와 

난방기울기가 평균이상이나 냉방기울기가 평균 이하인 소비유형 Type B

에 해당하는 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이상이며 기저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이하인 소비유형 Type E ~ 

Type H에 해당하는 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건물에 대해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보다 큰 경우에 약 

28%의 대학건물이 해당되었고, 이는 모두 이공·자연계 건물군에 해당하

였다. 또한 모든 건물이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평균 이상인 건물들 중 62%의 건물이 난방기

울기가 크며 냉방기울기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난방기울기가 작은 건물 

중 88%의 건물이 냉방기울기가 작게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보다 작은 경우, 대학건물 중 약 72%

의 건물이 해당이 되며,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평균보다 작은 경우가 약 

73%의 건물로 분류되었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큰 건물 중 난방기울기

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는 약 42%, 58%로 나타나며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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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 분류표

이 작은 건물 중 난방기울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는 약 56%, 44%로 나

타났다. 5 Parameter 모델이 아닌 에너지 소비유형으로 분류되는 Type Q

은 하절기 냉방기울기와 기저에너지만 나타나는 4 Parameter 모델과 외

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형태가 보이지 않는 경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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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건축계획인자에 따른 분류

앞서 에너지 성능지표인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를 통하여 대학

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을 분류하였다.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서 분

류된 에너지 소비유형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사성에 따른 대

학건물이 나뉘었다. 유형화의 최종목적인 관리방안의 동일성을 위하여 건

물의 열적성능을 고려한 건축계획인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도출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 12가지 중 Change Point Model

의 5Parameter로 표현되는 11가지 유형에 대하여 건물외피형태와 준공연

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다. 각 하나의 유형 내 건물은 건물외피형태가 

Punched Window Type인 경우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강화되는 1980년을 

기준으로 나누었고, Curtain Wall Type인 경우 창호 열관류율 기준이 강

화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하나의 에너지 소비유형에 대해 4가지의 추가유형이 형성되며 대상 대

학건물에서 25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4가지의 추가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Type X-1은 Punched Window Type + Old, Type X-2는 

Punched Window Type + New, Type X-3은 Curtain Wall Type + Old, 

Type X-4는 Curtain Wall Type + New이며 Old은 열관류율 기준 강화연

도 이전을 의미하며, New는 열관류율 기준 강화연도 이후를 의미한다. 25

가지의 유형은 단일건물부터 최대 6개의 건물이 속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에너지 소비유형에 대해 건축계획인자로 추가적인 분류가 이루어진 유

형에 대한 건물, 에너지 관련 정보는 <표 3.4> ~ <표 3.14>와 같다. 유형 

내 동일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적용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

라 건축계획인자를 고려한 분류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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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A-1

A-6 131.69 80.63 0.229 0.8409 P 1974 2008 X　

A-5 66.32 76.65 0.1778 0.2418 P 1974 - -

A-4 52.62 73.22 0.1781 0.2087 P 1974 - -

A-8 58.3 73.14 0.1381 0.1738 P 1974 2014 　X

A-15 79.94 75.64 0.2098 0.2882 P 1979 - -

A-1 56.02 67.09 0.2239 0.2661 P 1975 2011 　X

Type

A-2

A-13 116.45 62.15 0.5067 0.4983 P 　 - -

A-33 82.68 77.22 0.1598 0.3573 P 1998 - -

A-26 61.17 67.56 0.2307 0.3074 P 1997 - -

A-14 96.27 76.17 0.1924 0.2664 P 1979 2014 O

A-10 53.2 77.38 0.1502 0.1173 P 2002 - -

Type

A-3
A-35 39.98 66.11 0.1643 0.286 C 1996 - -

Type

A-4
A-31 41.13 71.63 0.1352 0.2009 C 2014 - -

<표 3.4> Type A(A-1 ~ A-4)의 에너지, 건물 정보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C-2

A-3 94.32 81.56 0.0955 1.2364 P 1987 - -

A-37 63.51 81.94 0.118 0.2848 P 2006 - -

A-32 53.13 76.45 0.0872 0.2554 P 2003 - -

A-34 51.78 63.94 0.0706 0.1999 P 2009 - -

A-27 51.51 81.8 0.059 0.1803 P 2002 - -

Type

C-3

A-36 45.02 85.23 0.0145 0.2187 C 2001 - -

A-23 40.12 73.11 0.1025 0.1355 C 2005 - -

<표 3.5> Type C(C-1 ~ C-4)의 에너지, 건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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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D-1
A-21 63.51 81.94 0.118 0.2848 P 1979 - -

<표 3.6> Type D(D-1 ~ D-4)의 에너지, 건물 정보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I-3
A-19 36.27 67.92 0.1442 0.1143 C 1979 2008 O

<표 3.7> Type I(I-1 ~ I-4)의 에너지, 건물 정보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J-1

A-11 35.57 71.39 0.1442 0.0647 P 1974 2011 X　

A-9 31.79 67.13 0.1372 0.0645 P 1974 2011 X

C-6 15.72 84.28 0.1262 0.04 P 1975 - -

Type

J-2
D-6 19.39 68.34 0.159 0.0489 P 1993 - -

<표 3.8> Type J(J-1 ~ J-4)의 에너지, 건물 정보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K-2

B-10 20.42 70.99 0.1112 0.1237 P 1995 - -

D-4 7.88 65.26 0.0216 0.0987 P 2000 - -

D-7 25.48 63.31 0.1085 0.079 P 2010 - -

<표 3.9> Type K(K-1 ~ K-4)의 에너지, 건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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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M-1

D-1 33.90 48.98 0.139 0.298 P 1974 - -

B-7 25.01 49.68 0.1392 0.1172 P 1974 2013 X

A-20 25.13 46.12 0.1338 0.0987 P 1979 - -

B-5 22.87 41.87 0.1332 0.0891 P 1974 2012 X

Type

M-2

D-8 25.41 49.60 0.15 0.1793 P 2000 - -

A-30 36.24 51.50 0.3727 0.1076 P 2000 - -

B-9 33.70 56.91 0.1383 0.0939 C 1986 - -

A-18 32.51 46.96 0.2329 0.0929 P 1979 2012 O

B-18 30.04 59.02 0.1875 0.0807 P 1999 - -

Type

M-3
D-9 26.62 40.77 0.1743 0.1252 C 2007 - -

Type

M-4
B-8 25.01 49.68 0.1392 0.1172 C 2011 - -

<표 3.11> Type M(M-1 ~ M-4)의 에너지, 건물 정보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L-2

B-14 22.06 66.68 0.1156 0.0571 P 1990 - -

B-20 24.98 79.57 0.0312 0.0235 P 2008 - -

Type

L-3

B-15 18.86 60.95 0.0644 0.0713 C 1998 - -

B-16 20.59 65.3 0.1064 0.0449 C 1999 - -

<표 3.10> Type L(L-1 ~ L-4)의 에너지, 건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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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N-1

B-3 18.81 41.4 0.1312 0.0714 P 1974 2009 X　

B-1 19.66 52.25 0.1245 0.0682 P 1974 2010 X

C-3 34.12 32.93 0.2095 0.0655 P 1975 - -

C-5 35.79 49.42 0.2167 0.0355 P 1975 - -

A-17 28.94 56.84 0.1658 0.0245 P 1979 - -

Type

N-2

A-25 22.22 60.01 0.1259 0.0672 P 1995 2008 　X

A-28 18.29 57.48 0.1236 0.0607 P 1998 - -

<표 3.12> Type N(N-1 ~ N-4)의 에너지, 건물 정보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P-1

B-4 15.27 46.54 0.0971 0.0477 P 1974 2011 X

B-2 19.16 58.64 0.0968 0.0165 P 1974 2010 X

C-4 16.42 41.88 0.0865 0.0112 P 1975 - -

Type

P-2

B-6 14.77 40.19 0.0846 0.0727 P 2003 - -

B-12 17.17 42.94 0.1188 0.0695 P 1995 2010 X

B-11 16.56 56.66 0.111 0.0683 P 1992 - -

A-2 5.9 55.95 0.0402 0.0334 P 1991 - -

B-17 13.58 59.25 0.0745 0.0195 P 2006 - -

C-1 15.29 49.66 0.0693 0.0082 P 1999 - -

Type

P-3
B-19 14.73 47.71 0.0451 0.0249 C 2009 - -

구분 건물 EUI
기저

%

난방

기울

기

냉방

기울

기

외피

유형

준공

연도

리모델링

연도

외피

리모델링

여부

Type

O-2

B-13 32.09 50.39 0.0932 0.1271 P 2009 - -

D-10 17.37 39.9 0.1087 0.1123 P 2009 - -

D-5 13.5 41.91 0.1024 0.0837 P 2009 - -

Type

O-3
D-2 17.16 49.65 0.0871 0.1047 C 1974 2001 O

<표 3.13> Type O(O-1 ~ O-4)의 에너지, 건물 정보

<표 3.14> Type P(P-1 ~ P-4)의 에너지, 건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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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과 영향인자 간 특징분석

본 절에서는 제시한 유형화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에너지 소비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건물의 에너지 영향인자를 선정하였고, 영향인

자와 에너지 소비유형 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학건물의 유형화를 통한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장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대학건물에 영향을 미지는 인자는 선행연구의 빈도수를 통해 1차적으로 

추출하였고, 상관관계와 상위인자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인자를 

도출하였다.

3.3.1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 도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빈도, 상위인자 

선정과정을 통해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 5개(준공연도, 연면적, 용도별 

면적 비율, 재실율, 외피형태)를 [그림 3.11]의 순서를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건물에너지 영향인자의 대상은 대학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인자 간 상관성을 보이는 인자들은 동일변수를 포함한 인자 중 가장 포괄

적인 상위인자를 영향인자로 선정하였으며 대학건물 에너지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인자는 제외하는 것을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건물 에너지 분석 관련 선행연구(김배영. 200645); 정기택. 201246); 노광

철. 201347); 이보엽. 201348); 김용인. 201449); M.H. Chung. 201450); 방선규. 

45) 김배영, 한상민, & 손장열. (2006). 방송국 건물의 에 너 지 소비 패턴에 따른 에 너 지 절약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6(1), 761-764.

46) 정기택, 윤성민, 문현준, & 여욱현, op. cit.

47) 노광철, 이상민, 이태규, 오명도, & 이용진. (2013). op. cit.

48) 이보엽, 정민희, & 이언구. (2013). 대학교 건물의 건축계획요소와 에너지 소비량의 비교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1), 257-258 

49) 김용인, & 송승영. (2014).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 실태 분석 및 각종 인자가 에너지사용량

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4(6), 93-102.

50) M. H. Chung.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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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 J. Guan. 201552); J. Yang. 201653); 우혜지. 201654); Y.S. Kim. 201

755); C.E. Kontokosta. 201656); 김선호. 201657))를 참고하여 에너지 영향인

자 24개를 추출하였다. 24개의 에너지 영향인자 중 대학건물의 에너지 분

석에 적합한 건물 에너지 영향인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빈도수가 많은 인

자 12개(준공연도, 지붕 열관류율, 외벽 열관류율, 침기량, 연면적, 층수, 

용도, 재실특성, 창면적비, 향, 냉·난방 기기의 효율, 조명밀도)를 1차적

으로 추출하였다. 

1차적으로 추출된 12개의 인자는 상관관계와 상위인자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5개의 인자를 도출하였다. 연면적은 일반적으로 층수에 비례하여 커

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층수의 상위인자로 판단하였다. 조명

밀도는 대학건물에서 설계 시 유사하게 설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건물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대학건물의 에너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붕·외벽 열관류율, 침기량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정량적 인자이고, 최근에 준공된 건물일

수록 국내 단열성능 기준의 강화로 인해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

는 변수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준공연도를 상위인자로 선정하였다. 재실 

특성은 용도별 ∑면적비율(%) × 실 이용시간 (hr) × 실 이용 밀도 (-)를 

51) 방선규, 박진철, 이언구, & 조균형. (2015). 건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특성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5(1), 297-298.

52) J. Guan. op. cit.

53) Yang, J., Tham, K. W., Lee, S. E., Santamouris, M., Sekhar, C., &Cheong, D. K. W. 

(2016). Anthropogenic heat reduction through retrofitting strategies of campus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54) 우혜지 외, op. cit.

55) Kim, Y. S., Heidarinejad, M., Dahlhausen, M., & Srebric, J. (2017). Building energy 

model calibration with schedules derived from electricity use data. Applied Energy, 190, 

997-1007.

56) Kontokosta, C. E. (2016). Modeling the energy retrofit decision in commercial office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131, 1-20.

57) 김선호, 윤영란, & 문현준.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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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여 재실율로 나타내었다. 그 외 냉·난방기기의 효율은 기기의 설

치연도에 따라 효율이 변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 대학건물의 건물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기의 설치연도와 건물 에너지 소비량 간의 그래프 

[그림 3.10]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 0.1이하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은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뿐 아니라 냉·난방 기

울기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상관계수 0.1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건물 내의 냉·난방 기기가 유사시기에 교체되었고 대부분이 비교

적 최근(10년 이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건물 영향

인자에서 제외하였다. 향은 대학건물의 건물정보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너

지 소비량과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이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원인으로 대학건물은 대부분은 중복도 형태이며, 평균 장단

변비가 1:3인 형태의 건물들로 구성되어있는데, 복도를 중심으로 정반대 

향의 실은 서로 에너지 소비량을 상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열관류율과 침기량의 상위인자인 준공연도, 층수의 

상위인자인 연면적, 건물의 용도별 면적비율, 재실특성을 반영한 재실율, 

창면적비를 반영한 외피형태를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로 선정하였다. 

용도별 면적비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연구실, 실험실, 기타(상

업시설)로 구분하여 공조구역에 한하여 계산하였다. 외피형태는 창문의 

개폐방식과 외피에서 창의 형태를 의미한다. 재실율 산정과정에서 실 이

용밀도와 실 이용시간은 ASHRAE 90.158)를 참조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사용행태를 반영하였다. 이 외의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는 교내 

냉·난방현황과 건물 사용정보 자료를 통해 작성하였다. 

58) Standard, A. S. H. R. A. E. (1989). 90.1-1989.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 65 -

[그림 3.11] 냉·난방기기 설치연도와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그림 3.12]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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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ncy rate

(-)

Year of

Completion

(year)

Total

Floor Area

(㎡)

Building

Envelope

System
Avg Min Max Avg Min Max Avg Min Max

Type

A
0.29 0.26 0.32 1987 1974 2014 7,969 2,576 26,807

P+S
P+H
C+H

Type

C
0.29 0.28 0.29 2002 1987 2009 26,208 4,983 54,291

P+S
P+H
C+S
C+H
C+P+S

Type

D
0.29 0.29 0.29 1979 1979 1979 5,654 5,654 5,654 P+S

Type

I
0.28 0.28 0.28 1979 1979 1979 9,620 9,620 9,620 C+H

Type

J
0.26 0.21 0.29 1979 1974 1993 4,565 1,431 6,625

P+S
P+H

Type

K
0.26 0.20 0.29 2002 1995 2010 8,737 1,702 19,386 P+S

Type

L
0.25 0.22 0.28 1999 1990 2009 9,857 5,586 12,855

P+S
P+H
C+H

Type

M
0.26 0.22 0.29 1989 1974 2011 4,831 1,439 9,561

P+S
P+H
C+H
C+S

Type

N
0.26 0.23 0.29 1981 1974 1998 4,116 2,517 6,800

P+S
P+H

Type

O
0.24 0.23 0.26 2000 1974 2009 4,747 970 7,763

P+S
P+H
C+H

Type

P
0.27 0.25 0.31 1992 1974 2009 7,584 2,514 31,094

P+S
P+H
C+H

Type

Q
0.26 0.15 0.31 1988 1974 2013 3,956 944 17,249

P+S
C+H
P+H

Avg 0.26 0.08 0.32 1990 1974 2014 8,349 944 54,291

P : Punched Type, C : Curtain Wall,
S : Sliding Window, H : Hinged Window.

<표 3.15>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에 따른 에너지 영향인자

(재실율, 준공연도, 연면적, 외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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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Ratio (%)

Classroom
Professors

Office
Office Research Laboratory Others

Type

A
7.92 5.40 12.32 17.10 49.06 8.20

Type

C
10.37 10.74 17.04 16.77 43.48 1.60

Type

D
6.40 14.49 26.70 22.56 29.85 0.00

Type

I
9.46 7.97 26.34 10.38 45.85 0.00

Type

J
26.90 10.94 26.44 18.22 13.20 4.31

Type

K
28.13 7.92 17.68 11.57 26.18 8.53

Type

L
29.25 12.75 26.48 17.23 14.19 0.13

Type

M
14.60 17.23 45.25 10.95 11.02 0.95

Type

N
16.79 20.12 25.71 7.35 26.32 3.72

Type

O
19.79 12.02 64.75 2.58 0.80 0.05

Type

P
16.50 17.70 31.07 21.10 12.76 0.87

Type

Q
25.01 1.45 17.91 4.80 36.80 14.04

Avg 16.78 11.63 27.27 13.48 26.39 4.46

<표 3.16>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에 따른 에너지 영향인자

(용도별 면적비율)

<표 3.15>와 <표 3.16>은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에 따른 에너지 영향

인자이다. <표 3.15>는 재실율, 준공연도, 연면적, 건물외피형태에 대한 내

용으로 유형별 평균값과 최소, 최댓값에 대한 범위이며 <표 3.16>는 대학

건물의 용도별 면적비율을 산정하여 각 유형에 따른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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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기저에너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유형

기저 에너지 사용비율이 큰 소비유형은 Type A, C, D, I, J, K, L로 나

타났다. Type A, C, D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또한 평균 이상인 유

형으로 모든 건물이 이공·자연계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이 유형의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이 52 ~ 66 %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

수연구실과 행정실의 면적비율은 18 ~ 41 %로 대부분 평균 이하로 나타

났다. 재실율은 평균 0.29로 대부분이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진다. 반면 

Type I, J, K, L은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크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이 평균 이하인 소비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의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

의 면적비율이 31 ~ 56 %의 분포를 보인다. 교수연구실과 행정실의 면적

비율은 26 ~ 39%로 평균과 유사하거나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재실율은 

0.25 ~ 0.28로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저 에너지 사용비율이 작은 유형은 Type M, N, O, P로 나타났

다. 이 유형의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이 약 4 ~ 42%의 분포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연구실과 교수연구실의 면적비

율은 46 ~ 77 %의 분포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실율은 0.24 ~ 0.27

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단 Type M과 Type P의 경우 두 유형 모두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평

균이하이나 냉·난방 기울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3.3>와 

<표 3.4>을 보면 에너지 영향인자 또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Type P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실 

용도별 분류는 되어 있으나 실제 공실이 많은 경우 혹은 재실인원이 타 

건물에 비해 적은 경우로 건물 이용률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에 따른 대학건물의 영향인자에 대한 특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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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행정실과 교수연구실,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

적비율, 재실율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형별 비교를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학건물 기저에너지 사용비율과 교수연구실과 행정실, 실험실과 연구

실의 면적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기저에너지 사용

비율의 Outlier를 제거하고 진행하여 [그림 3.12]과 [그림 3.13]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행정실과 교수연구실의 면적비율에 대해 상관계

수 0.60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에 대하여 상관계수 0.56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기저 에너지는 연중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로 조명과 

사무기기, 실험장비 등 콘센트와 동력 사용에 의한 결과이다. 기저 에너

지 사용비율이 큰 소비유형을 보이는 건물들의 경우, 실험실과 연구실의 

면적비율이 큰 경우, 실험장비와 사무기기, 조명 등 사용으로 인해 기저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작은 

소비유형을 보이는 건물의 경우, 건물의 이용이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비

해 비교적 일정한 교수연구실과 행정실의 비율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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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행정실과 교수연구실의 면적비율과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의 회귀분석

[그림 3.14]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과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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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난방 기울기에 따른 에너지 소비유형

난방 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Type A, I, J, M, N으로 나타났다. 이 소

비유형의 준공연도는 평균 1979 ~ 1989년으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

의 평균 이하로 사용연수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이 4,116 ~ 9,620

㎡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유형이 평균 이하로 작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외피형태가 펀치드 타입(Punched Type)에 미닫이창호

(Sliding Window)인 건물이 유형별로 50 ~ 77%의 비율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난방 기울기가 작은 소비유형은 Type C, D, K, L, O, P로 나타났

다. 이 소비유형의 준공연도는 단일건물인 Type D를 제외하면 평균 1987 

~ 2002년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의 평균보다 대

부분의 대학건물이 사용연수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은 4,983 ~ 

26,304㎡로 분포하고 있었다. 외피형태는 난방 기울기가 큰 소비유형보다 

다양한 형태로 펀치드 타입(Punched Type)에 미닫이창호(Sliding Window)

인 건물 이외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난방 기울기와 용도별 면적비율 

간에는 특별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난방 기울기에 따른 대학건물의 영향인자에 대한 특징분석을 통해 난방 

기울기는 대학건물의 영향인자 중 준공연도, 연면적, 외피형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형별 비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건물 난방기울기와 

준공연도의 분포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난방기울기의 

Outlier을 제거하고 진행하여 [그림 3.14]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3.14]은 열관류율 강화연도에 따라 나누어진 준공연도와 난방기울

기 절댓값의 박스플롯 그래프이다. 1978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경우 난

방기울기 절댓값이 1978 ~ 1979년에 준공된 건물에 비해 작게 나왔다. 이

는 1978년 이전에 준공된 22개의 건물 중 12개의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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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준공연도에 따른 난방기울기 절댓값의 박스플롯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0년 이후에 준공된 건물의 데이터는 

3개로 데이터의 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소 높은 난방 기울기로 도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 1978년 ~ 2009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사용연수가 작

아질수록 난방기울기의 값이 작게 도출되었다. 난방 기울기는 동절기 외

기온도에 따른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한다. 난방 에너지는 외피의 열

관류율과 침기량의 영향이 있다. 열관류율은 1979년부터 최근까지 건축법 

등에서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단열재 두께에 관한 기준 또한 강화

되면서 사용연수가 작은 건물의 침기량이 감소하고 있다. 외피형태는 과

거 펀치드 타입(Punched Type)에 기밀성능이 좋지 않은 미닫이 창호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커튼월 타입(Curtain Wall Type)과 기밀성능

이 좋은 시스템 창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사용연수가 작은 건물의 난방 기울기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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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냉방 기울기에 따른 에너지 소비유형

냉방 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Type A, C, I, K, M, O로 나타났다. 냉방 

기울기가 큰 소비유형 중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이상인 유형 

Type A, C는 이공계 건물군으로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이 평균 60 

~ 66% 평균 이상으로 높았으며, 재실율 또한 0.29로 높게 나타난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이하인 유형 Type I, K, M, O는 행정실의 

면적비율이 평균 18 ~ 65 %로 분포하며 대부분의 유형이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Type A, C는 100% 이공·자연계 건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험장비와 재실자의 발열에서 오는 부하를 제거하기 위한 냉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ype I, K, M, O는 대부분이 인

문·사회계와 행정지원시설의 건물군으로 행정실과 교수연구실의 사무기

기 발열에서 오는 부하를 제거하기 위한 냉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냉방기울기가 작은 소비유형은 Type D, J, L, N, P로 나타났다. 이 소비

유형은 Type D를 제외한 소비유형이 이공계 건물군 외의 건물군으로 다

수 구성되어 있다. 이 소비유형의 경우 행정실의 면적비율이 평균 18 ~ 

31 %의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의 유형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재실율은 

이공계 건물군으로 구성된 Type D를 제외한 소비유형의 경우 0.25 ~ 0.27

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과 유사하거나 평균이하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냉방 기울기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영향인자 중 이공·자연계 건물의 경우 

실험실의 면적비율, 그 외 건물군의 경우 행정실의 면적비율과 관계, 재

실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냉방기울기에 따른 대학건물의 영향인자에 대한 특징 분석을 통해 냉방

기울기는 재실율, 이공·자연계 건물군에서는 실험실의 면적비율,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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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군에서는 행정실의 면적비율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형별 

비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건물 냉방기울기와 이공·자연계 건물군에서

의 실험실 면적비율, 그 외 건물군의 행정실 면적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의 Outlier를 제거하고 진행하

여 [그림 3.15]과 [그림 3.16]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냉방 기울기는 이공·자연계 건물군의 실험실 면적비율에 대해 상관계

수 0.66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사회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 건물군의 행정실의 면적비율에 대해 상관계수 0.79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냉방 기울기는 하절기 외기온도에 따른 

냉방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한다. 이공·자연계 건물군에서는 실험실 내 

실험장비의 높은 발열과 재실율로 인하여 냉방 에너지 소비량이 크며, 인

문·사회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 건물군에서는 실험실의 실험장비보다

는 일정시간 재실하는 행정실의 사무기기의 발열과 재실율로 인하여 냉방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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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이공·자연계 건물의 실험실 면적비율과 냉방기울기의 회귀분석

[그림 3.17] 인문·사회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의 행정실 면적비율과

냉방기울기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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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Change Point Model로 유형

화하여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를 통하여 유사한 에너지 소비형

태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학건물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선

정하여  에너지 소비유형과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를 통하여 특

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방향에 

대해 정리하여 에너지 소비유형별로 다른 관리방향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앞서 고찰한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과 에너지 소비유형

의 분석방법인 Change Point Model을 기반으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

비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건물 에너지 수집형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학건물에 적합한 유형분석 방법을 Change 

Point Model로 선정하였다. 분류기준 데이터는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를 토대로 설정하였고, 건축계획인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류기준에 대해 정의하였다. 

2)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Change Point Model로 보정하여 나타내었다.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로 에너지 성능

지표로 쓰이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난방

기울기의 절댓값, 냉방기울기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대학건물을 12가지

로 분류하였다. 또한 실제 유형 내 동일한 관리방안 적용을 위해 에너

지 성능지표 이외에 건물의 열적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계획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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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피형태와 준공연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용성을 

위해 Change Point Model로 표현되는 11가지 유형을 추가적으로 분류

하여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Change Point Model의 파라미터에 따른 에너지 소비유형과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와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의 필요성

을 뒷받침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에 대해 대학건

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여 실제 대학건물이 분류된 

12개의 유형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저에너지가 큰 소비유형은 연

구실과 실험실의 면적비율과 재실율과 관계가 있으며 난방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준공연도, 연면적, 외피형태와 관계가 있다. 또한 냉방기울

기가 큰 소비유형은 재실율과 관계가 있고, 이공·자연계 건물군의 경

우 실험실의 면적비율과, 인문·사회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 건물군

의 경우 행정실의 면적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학건물의 특징별로 에너지 소비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다른 관리방향 적용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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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의 타당성 

검증과 적용

 본 장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에 따른 관리방안 적

용을 위해 제시된 유형화 방법으로 분류된 에너지 소비유형이 타당한지 

검증하였다. 분류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 중 가장 많은 건물이 분

류되어진 소비유형 중 평균의 소비형태와 유사한 건물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여 에너지 사용요소의 비율과 사용요소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와는 별개로 동일 유형 내 다른 건물들에 대하여 시간단위 에너지 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사용요소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밀분

석 데이터와 시간단위 에너지 데이터 분석,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앞서 제시한 유형화 방법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

제 적용을 위해 유형화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1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 대표 건물의 정밀분석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는 유형별 관리방안 적용을 위한 정밀분

석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되는 건물 수의 축소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유형화방법에 따라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별 분류가 실제로 유사

한 건물들로 구성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유형화방법의 타당성의 입증

이 필요하다. 검증을 위해 대학건물을 적용하여 분류한 소비유형 중 가장 

많은 건물이 포함된 유형을 선정하였다. 유형 내의 평균 에너지 소비형태

와 가장 유사한 대표건물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분석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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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ype A와 A-15건물의 Change Point Model

너지 사용요소 비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동일 유형 내 다른 건

물들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대조군으로 사용된다. 

4.1.1 대표 건물 개요

 정밀분석을 위해 선정된 건물은 앞서 대상 대학건물을 유형화방법에 

적용하여 도출된 유형 중 가장 많은 건물이 속한 에너지 소비유형인 

Type A의 Type A-1에 속한 건물이다.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 Type 

A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이상이고 기저에너지 사용비율도 

평균이상이며, 냉·난방기울기 또한 평균이상으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13

개의 건물이 속한다. Type A-1는 Type A 중 Punched Window Type에 준

공연도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구성되며 6개의 건물이 속한

다. 대표 건물은 Type A의 평균 Change Point Model과 가장 유사한 소비

형태를 보이는 건물 A-15를 선정하였다. A-15 건물은 Type A의 평균 단

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평균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평균 난방기울기, 평

균 냉방기울기 총 4개의 분류기준 평균값에 전반적으로 가장 유사하게 나

타나는 건물이다. [그림 4.1]은 유형 Type A와 A-15 건물의 Change Point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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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A-15 건물의 외관

구분 A-15동

준공연도 1979년

리모델링여부 없음

연면적 6,987㎡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바닥면적

지하 1층 320.44㎡

1층 1,597.06㎡

2층 1,554.70㎡

3층 1,585.87㎡

4층 1,585.87㎡

옥탑 203.29㎡

주용도 실험실 (56.2%), 연구실(25.9%)

열원 전기

냉·난방 운영방식 개별운전

외관특징 남측 창 수직 수평 차양설치

<표 4.1> A-15 건물 개요

A-15 건물은 이공계 건물로 재료공학부와 원자핵공학부의 연구실과 실

험실 위주로 구성된 건물이다. <표4.1>과 같이 197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은 6,987㎡이다. 건물의 리모델링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용도별 면

적비율로 강의실 6%, 교수연구실 2%, 행정실 10%, 연구실 26%, 실험실 

56%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건물의 외관은 [그림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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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대표건물 모델링 및 검증

(1)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경계조건

[그림 4.3] 모델링 건물의 기준층(3F) 평면도

[그림 4.4] A-15 건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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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A-15 건물 층별 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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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모델링 및 경계조건은 대상건물의 물성치에 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건축도면(입·평면도)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링하였다. [그림

4.4]의 건물로 모델링하였으며 각 층에 따라 평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

에 평면도를 바탕으로 [그림 4.5]와 같이 용도별 조닝을 하였다. 지하는 

복도(비공조) 2개실 + 전기실 총 3개의 존으로, 1층은 연구실 4개실 + 실

험실 3개실 + 비공조 실 2개실 + 복도(비공조)로 10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연구실 4개실 + 실험실 3개실 + 강의실 2개실 + 복도(비공조) 

총 10개의 존으로, 3층은 연구실 5개실 + 실험실 3개실 + 강의실 2개실 + 

복도(비공조) 총 13개의 존, 4층은 연구실 3개실 + 실험실 4개실 + 행정실 

1개실 + 복도(비공조)로 총 9개 존으로 구성되어 건물 전체의 실을 총 45

개로 조닝하였다.

 각종 건물의 물성치는 현장 실측 데이터와 레퍼런스 등을 참고하였다. 

냉·난방 설정온도는 대상건물 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실제 재실자 

및 장비·조명 스케줄은 재실자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작성하였으며, 각 

소비전력으로 조명 전력은 실제 건물의 적용된 조명기기의 소비전력을 기

준으로 작성하였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는 레퍼런스와 실제 행태를 통해 

작성하였다. 또한 자연 환기량과 기기 발열량의 경우 실제 값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근거하여 Trial-Error보정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형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A-15 건물의 기상데이터는 연간 

에너지 요구량 평가를 위한 표준기상데이터(ISO TRY)를 사용하였으며, 건

물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외벽 열관류율의 경우 1979년 9월 건축법 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초 제정된 공동주택 외의 서울지역의 기준이 2.1W/㎡K이

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건물의 열관류율 측정하였다. 일사의 영향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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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관류율 측정

오전 시간대에 측정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와 열류계를 이용하였다. 열화

상카메라는 실내에서 [그림4.6]과 같이 측정하였다. 실외온도는 4.3°C, 실

내온도는 20.4°C로 기록이 되었으며 표면온도는 16.8°C로 측정되었다. 

이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열관류율을 계산하였을 시, 

2.03W/㎡K로 도출되었다. 열류계를 이용한 측정은 일사의 영향이 적은 오

전 시간대(1시 ~ 7시)의 열관류율은 2.18±0.13W/㎡K로 도출되었다. 최종

적으로 모델링의 경계조건으로는 2.1W/㎡K의 값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창문의 경우 6mm 단창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하였다. 창문의 열관

류율은 ISO 10292 계산결과 5.78W/㎡K이다. 침기량은 준공당시 관련기준

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년변화에 따른 침기량 선행연구59)를 참고하여 

2.0ACH로 설정하였다.

59) 김길태, 유정현, 황하진, & 김경식. (2013). 기존 단독주택의 침기량 산정법에 관한 연구. 설비

공학논문집, 25(9), 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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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건물 실제 사용행태를 반영한 침기량과 자연환기량 모델링의 어려움

실내 설정온도는 대상 대학건물의 해당년도 실제 동절기, 하절기 운영

기준에 따라 난방설정온도 22°C, 냉방설정온도 26°C로 설정하였다. 조

명밀도는 실제 건물의 전체 조명 소비전력을 공조면적으로 나눈 12.02W/

㎡로 설정하였다. 사무기기 부하는 ASHRAE60) 기준으로 연구실은 

21.52W/㎡, 행정실은 10.76W/㎡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실의 실험장비 부하

는 실제 현장조사결과 소비전력이 큰 기계식 진공펌프, 실험용 냉난방기

기, 항온항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건물 전체에 설치된 실험장비

의 소비전력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ASHRAE61)에서 제시하는 실험실 내 장

비의 발열량 50~270W/㎡에서 50W/㎡을 초기값으로 설정하였다. 인체발열

은 실제 사용행태에 따라 ASHRAE62)에서 제시하는 인체발열량으로 설정

하였다. 연구실은 Typing 상태의 117W/person, 강의실은 Writing 상태의 

108W/person, 행정실은 Light office work 상태의 123W/person, 실험실의 

경우 Standing 상태의 144 W/person을 설정하였다. 

60) Handbook, A. S. H. R. A. E. (2013). op. cit.

61) Handbook, A. S. H. R. A. E. (2011). HVAC applications. ASHRAE Handbook, 

Fundamentals, (2011).

62) Handbook, A. S. H. R. A. E. (2013).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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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재실자, 조명, 컴퓨터 및 사무기기, 실험장비 등의 스케줄은 [부

록C]와 같다. 이 외의 조명스케줄은 실의 재실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실

전체가 켜있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강의실, 행정실의 사무기기 스케줄

은 재실스케줄과 동일하게 하였다. 연구실의 사무기기 스케줄과 실험실의 

실험장비의 스케줄은 현장조사 결과 주로 주 7일, 24시간 운영되었기 때

문에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건물의 환기설비는 실험실 내 

FAN이 설치되어 있어 최소 환기량을 도입하였다. 냉·난방설비의 경우 

EH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 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각 층의 용도

별로 실외기 1개씩 실외기 11개, 실내기 36개로 모사하였다. 

자연환기량은 일부 실험실에서 [그림 4.7], [그림 4.8]과 같이 동절기에도 

창문을 열어 냉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물의 침기를 제외

한 환기량의 실측 데이터 관련 선행연구63)를 참조하여 5ACH를 초기값으

로 설정하였으며, 재실자의 스케줄과 사용행태에 따라 환기되도록 설정하

였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후, 값의 유추가 어려운 실험실 내 

실험장비에 대한 발열량과 실험실의 자연환기량을 Trial-Error로 보정하여 

실제 에너지 소비형태와 유사한 값을 도출하였다. 도출 결과 실험실 내 

자연환기량 6ACH, 실험장비의 발열량 100W/㎡을 적용한 결과 값이 실제 

전력소비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63)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6) 학교 시설물의 공기질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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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실험실의 동절기 자연환기를 통한 냉방모습

(2)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실제 A-15 건물의 연간 총 전력 소비량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9]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A-15 건물의 실제와 시뮬레이션의 연간 총 

전력 소비량 간 차이는 <표 4.2>와 같이 36MWh 값의 차이를 보였다. 각 

월별 전력 소비량에 대해 약 0.1% ~14.3%의 오차를 보였으며 월별 전력 

소비량 간의 평균 오차는 5.45%를 보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ASHRAE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CVRMSE(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와 NMBE(Normalized mean bias 

error)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하여 CVRMSE, NMBE

모두 기준치(각각 15%, 5%) 이내로 도출되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전력소비량은 전체적으로 냉·난방 기간에 비해 

중간기 기간(4, 5, 11월)에 대해 월별 전력 소비량 간에 약간의 차이는 보

이고 있으나, 실제 연간 전력 소비 형태를 따라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 대

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정밀분

석 및 서브미터링 계측기기 설치 건물의 축소를 위한 대학건물 에너지 소

비유형화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Type A 유형 내 건물의 소비요

소별 비율 비교를 위한 대조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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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적합도

실제 전력

소비량

(MWh)

275 239 222 162 164 188 219 232 189 178 189 239 2496 -

시뮬레이션

전력

소비량

(MWh)

258 233 222 179 187 193 210 219 190 185 212 245 2533 -

오차

(%)
6.4 2.7 -0.1 -10.5 -14.3 -2.5 4.0 5.6 -0.7 -3.8 -12.2 -2.6 -1.5 -

CV

RMSE
6.60 O

RMBE -1.60 O

적합도 판정 Monthly data 사용 시, 시뮬레이션 모델 적합성 판정기준64)

CV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 15% 이내

NMBE (Normalized mean bias error) 5% 이내

<표 4.2> 실제 전력소비량과 시뮬레이션 전력소비량의 결과 비교

[그림 4.9] 실제 전력소비량과 시뮬레이션 전력소비량의 월별 결과

64) Guideline, A. S. H. R. A. E. (2002). Guideline 14-2002, Measurement of Energy and 

Demand Saving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tlanta,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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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A-15 건물의 월별 전력 소비요소

4.1.3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정밀분석을 통한 결과분석의 목적은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

비유형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저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

비율과 냉·난방 부하요소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4.10]는 시뮬레이

션 결과 도출된 A-15 건물의 월별 전력 소비요소이다. 전력소비는 크게 

냉방기기, 난방기기, 조명, 사무기기와 컴퓨터, 실험장비, 팬으로 나뉜다. 

기저 에너지는 조명, 사무기기와 컴퓨터, 실험장비, 팬으로 나뉘며 이는 

연중 일정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A-15 건물은 방학 중 운영이 적은 

강의실보다는 365일 일정한 재실 스케줄로 운영되는 연구실과 실험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내 실험실의 비율이 높고 발열량이 큰 

실험장비들로 인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에서 실험장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A-15 건물과 같이 내부 

발열체가 큰 경우, 냉방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나타나지만 A-15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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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A-15 건물의 중간기 기저에너지 사용요소 비율

외피의 기밀성이 좋지 않고 준공연도가 오래되어 열관류율 또한 낮아 단

열상태가 미흡하다. 또한 동절기 실험실 내 난방기기를 가동시킨 상태에

서 자연환기를 하는 사용행태로 인해 난방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4.11]은 중간기로 나타나는 기간 (외기온도 13 ~ 21℃ 범위 내)에 

형성되는 기저에너지의 평균 요소 비율이다. 각 요소별 구성 비율을 보

면, 실험장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이 61%로 가장 크게 도출되었으며, 컴

퓨터와 사무장비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이 17%로 도출되었다. 조명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은 13%, 그 외 중간기 기간의 개인의 열적 쾌적도 차이에 

따른 개별 냉·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9% 도출되었다. 에너지 소비 

요소비율 중 가장 높게 도출되는 실험장비의 에너지 소비는 A-15 건물에

서 실험실의 비율이 약 56%로 용도별 면적비율 중 크며, 실험장비의 높은 

가동률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로 소비가 큰 컴퓨터와 

사무기기의 에너지는 연구실의 용도별 면적비율이 약 26%로 두 번째로 



- 91 -

[그림 4.12] A-15 건물의 동절기 난방부하 요소비율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기기의 24시간 가동을 통한 원격사용이나 오랜 사

용시간 등의 사용행태에 따라 크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의 조

명에너지는 실제 재실율보다는 재실여부에 따라 실 전체의 조명이 

On/Off되며, 자연채광과는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명 사용실태로 인해 11%

의 비율로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의 중간기 기간의 외기온도 범

위인 13 ~ 21℃ 내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혹은 높은 온도인 날에 일부 

개별적인 냉·난방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가 도출되었다.

[그림 4.12]은 동절기로 나타나는 기간(외기온도 13℃ 이하)에 형성되는 

난방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하요소 비율이다. 침기로 인한 난방부하요

소가 39%, 자연환기로 인한 난방부하요소가 33%로 높게 차지하며, 외벽

을 통한 난방 부하요소가 10%, 창과 지붕을 통한 난방부하요소가 각각 

8%를 차지한다. A-15 건물은 준공연도가 1979년으로 노후화가 된 건물이

었으며, Sliding Window로 상대적으로 침기량이 큰 건물이다. 또한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건물 일부 문이 정상적으로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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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않아 동절기 낮은 온도의 외기 유입이 매우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높은 침기량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실의 내부발열 부하 제

거를 위해 건물의 난방기기가 가동하는 상태에서 창을 통해 낮은 온도의 

외기를 유입함으로써 자연환기를 이용하여 냉방을 하는 사용행태에 따라 

자연환기량에 따른 난방부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3]는 하절기로 나타나는 기간(외기온도 21도 이상)에 형성되는 

냉방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하요소 비율이다. 내부발열이 약 80%로 조

명 10%, 실험장비 51%, 컴퓨터와 사무기기 14%, 재실 5%의 비율로 나타

나며, 창 일사 6%, 침기 4%, 자연환기 10%로 도출되었다. 기저에너지의 

구성요소인 내부발열 기기, 조명과, 인체 등이 하절기 외기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냉방부하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동절기와 동일하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침기량과 건물 사용행태로 

인한 자연환기가 냉방부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에 대한 요소비율은 현장조사와 시간별 에너지 데이

터를 통해 도출이 가능한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에 대해 한하였다.

[그림 4.13] A-15 건물의 하절기 냉방부하 요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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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장조사와 시간별 에너지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별 관리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유

형화 방법을 실제 대학건물에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 결과, 많은 건물이 속한 Type A 유형에 대하여 대표건물을 선정하

였고, 대표건물(A-15)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분석을 하여 각 에

너지 소비요소에 대해 도출을 하였다. 그리고 대표건물이 속한 Type A 

유형의 다른 건물들(A-4, A-5, A-8)과 비교를 하여 유형화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군에 속하는 다른 건물에 대한 비교는 현장조

사와 시간별 에너지 분석을 통해 하였다.

4.2.1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 Type A 내의 정밀분석한 건물인 

A-15 외의 건물 중 일부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건물을 대

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건물은 

A-4, A-5, A-8로, 해당 건물들의 열원은 전기이다. 각 건물의 추출이 가

능한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는 1월, 8월, 10월의 시간별 전력소비량으로 

동절기, 하절기, 중간기의 데이터이다. 각 달의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는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교건물(A-3, A-4, A-8)에 대한 동절

기, 하절기, 중간기의 요일에 따른 시간별 데이터는 [부록 D]와 같이 나타

난다. 모든 계절에서 비교건물(A-4, A-5, A-8)에 대한 기저요일은 일요일

에 형성되며 대체적으로 주말의 에너지 소비량이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의 이용률이 주말에 비해 주중에 높게 나타나

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ㄷ 

비교건물(A-4, A-5, A-8) 각각에 대한 계절별 에너지 소비형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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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A-4 건물의 계절별 주중 에너지 소비형태

4.14], [그림 4.15], [그림 4.16]와 같이 나타난다. 또한 에너지 소비형태에 

따라서 각 건물의 계절별 피크시간대와 기저시간대는 <표 4.3>와 같이 나

타났다. 비교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형태를 보면 중간기 기간에 대하여 

동절기의 일일 에너지 소비형태가 하절기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기 기저시간대와 동절기와 하절기 기저시간대 간의 에너

지 소비량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중간기의 에너지 소비

형태는 연간 기저 에너지 소비형태로 가정되는데, 연간 기저에너지 소비

요소에 해당하는 조명, 컴퓨터와 사무기기, 실험장비 등이 이외에 동절기

와 하절기에는 냉·난방 기기에 대한 기저사용량 또한 있음을 파악하였

다. 따라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기저시간대의 에너지 사용량 – 중간기의 

기저 시간대 에너지 사용량은 냉·난방기기에 대한 기저에너지 사용량으

로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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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A-5 건물의 계절별 주중 에너지 소비형태

[그림 4.16] A-8 건물의 계절별 주중 에너지 소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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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4 A-5 A-8

동절기
피크시간대 12 ~ 17시 11 ~ 17시 10 ~ 14시

기저시간대 0 ~ 7시 0 ~ 7시 0 ~ 8시

하절기
피크시간대 10 ~ 17시 10 ~ 17시 10 ~ 18시

기저시간대 0 ~ 8시 0 ~ 7시 0 ~ 9시

중간기
피크시간대 10 ~ 17시 11 ~ 18시 10 ~ 16시

기저시간대 0 ~ 7시 0 ~ 8시 0 ~ 7시

<표 4.3> 비교건물의 주중 계절별 피크·기저시간대

따라서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저에너지 소비요소의 비

율 도출을 위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중간기 기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기저에너지 소비량과 동일하다.

Ÿ 동절기 기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기저 에너지 소비량 + 난방기기

에 대한 기저에너지로 구성된다.

Ÿ 하절기 기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기저에너지 소비량 + 냉방기기에 

대한 기저에너지로 구성된다.

Ÿ 기저에너지의 소비요소는 조명, 실험장비, 사무기기로 구성된다.

Ÿ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은 월별로 유사하다. 

Ÿ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은 주중, 주말 유사하다.

Ÿ 기저에너지 소비요소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기저시간

대(새벽, 오전)와 피크시간대(점심, 오후)로 나뉜다.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으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요소 비율도출에

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냉·난방 기기에 대한 기저에너지 사용량을 도출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소 비율 도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저에너

지 요소에 대한 각 건물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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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앞서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저에너지 요소비율 도출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건물(A-3, A-4, A-8)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65)에 따르면 대학건물에서 사용되는 기저에

너지 소비요소는 다양하지 않고 크게 조명과 동력으로 구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을 조명과 동력(컴퓨터, 사무기기, 실험

장비, 전동기, 펌프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기저에너지 사용량에서 

조명현황을 이용하여 조명 에너지를 차감한 양을 동력용 에너지로 추정하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 도출을 위해 조

사한 항목은 기저시간대와 피크시간대의 조명 사용현황과 용도별 실의 컴

퓨터와 사무기기의 구성현황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조명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과 컴퓨터와 사무기기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도출할 수 있으며 

총 기저에너지 사용량에서 조명과 컴퓨터, 사무기기에 대한 에너지 사용

량을 차감하여 실험장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구하여 각 요소에 대한 

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장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분석되는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는 각 건물의 

계절별 주중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결과는 시

간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의 산출을 위해서 

기저시간대와 피크시간대의 합을 24시간으로 재정의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였다. 피크시간대는 중간기를 제외한 동·하절기의 에너지 데이터

가 급하게 상승하는 시간과 피크 에너지가 일정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간의 중간 시간대부터 이 시간의 에너지 와 유사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65) 김진식, 이경빈, 이임학, & 김신도. (2012).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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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시간대까지이며 그 외는 기저시간대로 재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기

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도출을 위해 사용될 시간대는 <표 4.4>와 같다. 

따라서 A-4 건물의 경우 피크시간과 기저시간은 각각 11시간, 13시간이

며, A-5 건물의 경우 12시간, 12시간, A-8 건물의 경우 9시간, 15시간으로 

도출된다. 

구분 A-4 A-5 A-8

피크시간대 9 ~ 20시 9 ~ 21시 9 ~ 18시

기저시간대 20 ~ 9시 21 ~ 9시 18 ~ 9시

<표 4.4> 비교건물의 주중 계절별 피크·기저시간대 재정의

각 건물의 조명에 대한 사용현황조사는 [그림 4.17]과 같이 실제 기저시

간대와 피크시간대에 각 실의 조명의 종류에 따라 조명의 상태를 확인하

여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조명현황은 <표 4.5>과 같이 나타났다. 비교 건

물의 조명 사용현황에 따라 주중의 일일 평균 조명에너지는 A-4 건물 

689kW, A-5 건물 611kW, A-8 건물 476kW로 도출되었다. 

시간대에 따른 조명 종류별 개수

조명종류
형광등 FPL 참라이트 LED

20W*1 20W*2 20W*4 32W*1 32W*2 36W*2 36W*3 55W*2 20W*1 45W*1 5W 9W

A-4
피크 0 0 0 0 758 0 0 0 54 0 0 0

기저 0 0 0 0 172 0 0 0 0 0 0 0

A-5
피크 6 12 2 2 583 5 16 0 65 13 0 0

기저 0 0 0 0 758 0 0 0 0 0 0 0

A-8
피크 0 17 10 0 585 15 0 2 38 0 14 51

기저 0 0 0 0 98 7 0 0 0 0 14 45

<표 4.5> 비교건물의 조명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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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연구실 실험실

단위면적당

전력사용량

(W/㎡)

2.69 4.46 10.76 21.52 5.38

면적

(㎡)

A-4 477.03 396.94 519.95 93.04 2855.81

A-5 326.68 341.29 1130.83 202.53 2351.78

A-8 797.56 224.45 459.09 494.96 2508.41

<표 4.6> 용도별 사무기기 컴퓨터 전력사용량과 비교건물의 용도별 면적

[그림 4.17] 조명에너지 사용현황조사

각 건물의 용도별 컴퓨터와 사무기기의 구성은 크게 강의실, 교수연구

실, 행정실, 실험실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구성현황과 근접한 전력사용

량을 ASHRAE66)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각 용도별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

였다. 강의실은 노트북 1개와 프로젝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연구실은 

데스크탑 1개로 구성된다. 행정실과 연구실은 모니터 2개를 사용한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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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비교건물에 설치된 실험장비 현황조사

크탑과 프린터기, 팩스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연구실에 더 많은 사무

기기가 위치한 것을 파악하였다. 실험실은 실험데이터 기록을 위해 주로 

노트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구성에 유사한 

ASHRAE 기준 근거한 전력사용량과 각 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표 4.6>와 

같이 나타난다. 이에 따른 주중의 일일 평균 컴퓨터와 사무기기 에너지는  

A-4 건물 643kW, A-5 건물 774kW, A-8 건물 784kW로 도출되었다.

앞서 시간별 데이터에 따라 연간 기저에너지에 해당하는 중간기 비교건

물(A-4, A-5, A-8)의 일일 기저에너지 사용량은 각각 약 3120kW, 

4233kW, 3548kW 이다. 이에 현장조사를 통해 계산된 조명에너지와 컴퓨

터 사무기기 에너지를 차감한 실험장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은 A-4 건

물 1788kW, A-5 건물 2848kW, A-8 건물 2288kW로 도출되었다. 실험장비

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크게 도출되었으나 실제 [그림 4.18]과 같

이 전력소비량이 큰 대형 냉동고 등의 실험장비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6) Handbook, A. S. H. R. A. E. (2013).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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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대표건물과 비교건물의 요소비율 결과

4.2.3 대표건물과 비교건물 간의 타당성 검증

앞서 제시한 유형화 방법의 검증을 위해서 Type A의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형태에 해당하는 대표건물(A-15)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하여 시뮬레이

션을 통해 기저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 비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유형 

내 비교를 위해서 대표건물을 제외한 비교건물(A-4, A-5, A-8)에 대하여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을 도

출하였다. 결과는 [그림 4.19]과 같다. 기저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조

명, 컴퓨터와 사무기기, 실험장비로 나뉘며, 정밀분석에는 팬과 온도에 민

감한 재실자의 개별 냉·난방 기기에 대한 사용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시

간별 에너지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별 냉·난방 기기에 대한 에

너지 소비량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 요소(조명, 컴퓨터와 사무

기기, 실험장비)비율에 대하여 100%로 환산하여 비교건물과 동일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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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교를 하였다. 대표건물인 A-15 건물의 조명, 컴퓨터와 사무기기, 

실험장비에 대한 비율은 각각 약 14.29%, 18.68%, 67.03%로 도출되었다. 

비교건물인 A-4 건물은 요소별로 각각 약 22.08%, 21.61%, 57.31%, A-5 

건물은 약 14.43%, 18.29%, 67.28%, A-8 건물은 13.42%, 22.10%, 64.48%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대표건물을 기준으로 조명에너지 비율은 최대 

±7.79%, 컴퓨터와 사무기기의 에너지 비율은 최대 ±3.42%, 실험장비의 

에너지 비율은 최대 ±9.72%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A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냉·난방 

기울기가 모두 평균이상인 건물로 이공계 건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표

건물과 비교건물의 실험장비에 대한 비율이 높게 도출되었다. 각 건물별

로 용도별 면적비율구성, 사용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에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정밀 분석한 값과 현장 조사한 값이 비교

적 유사하게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건물에서 앞서 제시한 

유형화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 대표건물에 정밀분석 혹은 서

브미터링 계측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대한 정밀 분

석 없이 유형별 에너지 소비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별 

에너지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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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 활용

모든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유형화

는 전체 대학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분석 및 서브미터링 계

측기기의 설치과정의 축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건물군집으로 

이루어진 대학건물의 에너지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

입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건물에 대해 정밀분석·서브미터링 계측기기의 설치 없이 모든 대학건물

의 에너지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

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을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각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림 4.20]은 간략한 순

서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술과 같다.

[그림 4.20]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의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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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및 보정

대학캠퍼스 내 월별 에너지 소비량 정보가 있는 기존 건물 중 서브미터

링 계측기기 미설치 건물 혹은 BEMS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건물을 대상

으로 한다. 이 단계는 대상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를 위하여 필

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정하는 단계이다.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는 크

게 세 가지로, 대학건물의 정보데이터, 대학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 

수집 에너지 데이터의 월별 외기온도이다. 

수집되어야 데이터 중 건물정보 데이터는 추후 Change Point Model의 

에너지 성능지표를 통한 분류 후, 유형화의 타당성을 더해 주어 실제 활

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대학건물의 준공연도, 연면적, 외

피형태를 포함한다. 준공연도는 건물의 열적성능을 반영하는 요소로 단열

정도, 노후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건물의 외피형태 또한 건물의 열

적 성능을 반영한다. 공조구역의 외기와 맞닿는 면이 창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된 열관류율 값이 달라 준공연

도가 같더라고 단열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연면적은 월별 에너지 소비

량에서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여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 

요소이다. 

월별 에너지 데이터는 건물의 월별 에너지 사용량으로 Change Point 

Model 분석과 분류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수집되어야 한다. 건물의 월별 

에너지 사용량은 열원에 따라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서의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의 총발열량으로 석유환산톤을 적용하여 단위환산이 필요하

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 기준상태로 환산이 필요하고 이는 도시가스 사

업법 제 21조의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대상 대학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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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에너지 데이터의 월별 외기온도는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기간동안

의 대상건물이 해당하는 지역의 월 평균 외기온도의 값으로 Change Point 

Model 분석에 활용된다.

(2) Change Point Model 변환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를 위해 앞서 수집한 데이터의 가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Change Point Model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단

계이다. Change Point Model은 월별 평균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으로 본 유형화방법에서는 기저에너지, 냉·난방 기울기, 냉·난방 시작

시점이 존재하는 5 Parameter Model로 표현한다. 5 Parameter Model 이

외의 Model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5 Parameter Model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저에너지는 월별 에너지 소비량 중 최저 에너지 사용을 기준으

로 산출되며, 최저 에너지 소비량과 유사(+10% 이내)하게 사용하는 기간

을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중간기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저에너지

를 기준으로 동절기 난방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선형 회귀하여 난방기울

기를, 하절기 냉방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선형 회귀하여 냉방기울기를 

도출한다.  

다만 Change Point Model로 변환한 후 데이터의 보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건물의 월별 에너지 데이터 중 일부 누락되어 0으로 기록되거

나 누적 계측되어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되거나 매우 적은 에너지가 기

록되는 경우가 있다. 냉·난방 기간의 에너지 소비량 보정은 냉·난방 선

형회귀식의  값이 0.6이하인 경우 혹은 이상치 값으로 나타난 값들에 대

해서 진행한다. 다만  가 0.6이하여도 이상치 데이터가 아니면 실제 측

정된 값이기 때문에 적절수치로 판단하여 보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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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오류·이상치 값들을 에러로 처리하여 제외하고 추정 냉·난방 선

형식을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식에 이상치 값의 외기온도 값을 대입하여 

도출한다. 중간기 기간의 기저에너지는 최저 에너지 소비량이 비정상적으

로 낮은 경우, 최저값을 제외하고 차순으로 낮은값을 기저 에너지 소비량

으로 판단하여 보정한다.

(3) 분류기준 추출

이 단계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를 위한 데이터추출 단계이다. 

분류기준은 에너지 지표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

율, 난방기울기, 냉방기울기, 건물계획인자로 준공연도, 외피형태이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이 1년간 사용한 에너지 양으로 건물

별로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단위로 합한 후 연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은 Change Point Model에서 기저에너지로 도출되어

진 월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에 12를 곱하여 연간 사용한다고 가정

한다. 이 값은 연간 사용하는 기저에너지 값이 되며, 이를 단위면적당 에

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연간 기저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

을 백분율로 구한다. 냉·난방 기울기는 Change Point Model에서 산출한 

선형회귀식인 y=ax+b에서 a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으로 구한다. 준공연도

와 외피형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수집한 건물 정보에 따라 적용된다. 외

피형태의 경우 건물의 외관상태에 따라 Punched Type, Curtain Wall 

Type으로 나눈다.

(4) 1차 분류 (에너지 성능지표)

1차 분류의 분류기준은 Change Point Model에서의 에너지 성능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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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 준공연도, 외피형태 등의 정보와는 관계없이 에너지데이터 

정보로만 분류한다. 분류기준은 4가지로 대학건물의 평균 단위면적당 에

너지 사용량, 대학건물의 평균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대학건물 평균 

Change Point Model에서의 냉·난방 기울기이다. 5 Parameter Model에 해

당하지 않아 분류기준이 모두 도출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분류한다. 각

각의 분류기준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수준 파악을 가능케 하며, 냉·난

방·기저에너지 중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별로 외기온도에 따른 영향이 큰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1차 분류된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은 4가지의 기준으로 도출된 

16가지와 5 Parameter Model 해당하지 않는 1가지의 유형으로 17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은 최대 17가지의 유형으

로 도출될 수 있다. 대학건물 수에 따라 유형 내 건물수가 다르게 나타나

게되며 유형 내 건물수가 적은 경우 1차 분류까지의 결과를 최종 유형으

로 사용할 수 있다.

(5) 2차 분류 (건축계획인자)

2차 분류는 1차 분류의 결과 유형 내 건물수가 많은 경우 같은 유형 내 

건물이어도 건물 에너지 소비형태의 편차가 크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는 건

축계획인자에 따른 추가적인 분류이다. 이와 같이 유형 내 건물 수가 많

은 경우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며 실제 활용 시 동일한 관리방안의 적용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다.

건축계획인자는 준공연도와 외피형태로 첫 번째 단계에서 수집한 건물

정보데이터를 이용한다. 준공연도의 기준은 대상 대학건물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참조한다. 열관류율은 1979 ~ 2000년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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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의 제25조 건축물 열손실 방지를 위한조치, 2001 ~ 2012년은 건

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2013년 이

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서 제

시하고 있는 기준을 참조한다. 대상 대학건물의 준공연도가 해당하는 기

간의 열관류율 변화가 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외피형태 중 Punched 

Type의 경우 외벽기준을, Curtain Wall Type의 경우 창호기준을 따른다. 

앞서 5 Parameter Model로 표현하여 분류된 최대 16가지의 유형에서 

외피형태와 준공연도에 따른 추가적인 분류로 최대 64가지의 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다. 2차 분류에서의 결과는 에너지 소비형태와 건물계획인자가 

유사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유형 내의 건물들은 동일한 에너지 관리방안

을 적용함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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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의 목적은 에너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에너지 소비유형별 정밀분석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되는 건물 수의 축소이

다. 따라서 유형화 방법에 따라 분류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 내 건

물들이 실제로 에너지 소비형태가 유사한 건물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유형화 방법의 타당성 검증

을 위해서 앞서 제시한 유형화방법에 따라 나뉜 유형에 대하여 대표건물

과 비교건물을 선정하여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을 도출하여 비교하였

다. 대표건물은 유형의 평균에 해당하는 건물로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소비요소 분석을 하였다. 비교건물은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건물에 한하여 선정하여 동절기, 하절기, 중간기에 해당하

는 달의 시간별 에너지 소비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 분석에는 기저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소비요소의 비율도출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각 건물의 기저시간대와 피크시간대 현장조사를 통해 

주중에 해당하는 일일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

표건물과 비교건물의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의 비교를 통해 유형화방

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장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표건물과 같이 준공연도가 오래된 대학건물의 경우 도면취득의 어려

움으로 현장실측과 레퍼런스 데이터를 통해 모델링하였으며 자연환기

량과 실험장비의 발열량 값은 예측이 불가한 값으로 레퍼런스 데이터

를 기준으로 trial-error를 통해 실제 에너지 데이터와의 검증을 하였

다. 연중 일정하게 사용되는 기저에너지의 경우 실험장비에 대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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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비량이 61%으로 이는 대표건물이 원자핵공학, 재료공학 관련 실

험실의 56%로 구성되어 있어 실험장비 중 대형 건조기, 항온항습장치, 

실험용 냉·난방기기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한 컴퓨터와 사무기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이 17%, 조명 13% 등으로 

나타났다. 난방부하의 요소비율로는 자연환기와 침기에 의한 영향이 

39%, 33%로 크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외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의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와 겨울철 난방기기

가 켜둔 상태에서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 발열량제거를 하는 경우 등 

실제 사용행태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냉방부하의 요소비율로는 실

험장비와 컴퓨터와 사무기기에 의한 영향이 51%, 14%로 크다. 이는 건

물의 Overhang과 Fin으로 감소되어 유입되는 일사의 영향보다 내부발

열에 의한 발열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교건물의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는 동절기, 하절기, 중간기 기간에 해

당하는 한 달에 대하여 수집되었으며 요일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소비

형태가 유사한 주중-주말로 데이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간별 에너

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간기 기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기저에너

지 소비량과 동일하며, 동·하절기의 기저에너지에는 중간기의 기저에

너지에 냉·난방 기기에 대한 기저에너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간기 주중의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은 시간대

별로 기저시간대와 피크시간대로 나뉘며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각 적용 시간대를 도출하였다. 또한 시간별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기

저에너지 요소비율을 도출할 수 없는 한계로 기저시간대와 피크시간대

의 조명, 컴퓨터 사무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중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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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에너지 소비요소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비교건물의 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은 대표건물을 기준으로 조명은 최대 ±7.79%, 컴퓨터와 

사무기기는 최대 ±3.42%, 실험장비는 최대 ±9.72%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건물은 각각 용도별 면적비율구성, 사용행태 등

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에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정밀 분석한 값 비교적 유사하게 도출되어 앞서 제시한 유형

화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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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군에 해당하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대학건물의 에너지 분류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대학건물은 

메인 계측기에 의한 고지데이터인 각 건물에 대한 월별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이 한계인 실정으로 건물 맞춤형 에너지 관리방안을 적용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건물군집으로 구성된 대학건

물의 정밀분석 및 서브미터링 계측기기 설치 건물수의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월별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대학건물을 이에 적용하여 분류하

였고, 도출된 각 유형들과 대학건물 에너지 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실제 적용된 사례의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유

형화방법에 따라 분류된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 내 건물들이 실제로 

에너지 소비형태가 유사한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을 대표건물과 비교건물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대학건물과 같은 건물군집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유형화방법 중 분류

(Classification)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연간, 일간 에

너지 소비형태를 유형화하거나 각 건물의 에너지 소비현황에 따라 소

비수준을 분류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다수의 분류기준을 통해  

유형의 분석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에 현재 대학건물

의 에너지데이터 관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분류·분석방법으로 Inverse 

Modeling의 Steady-State Method 중 월별 연간 에너지 소비형태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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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Change Point Model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Change Point Model

은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분석방법으로 Change Point Model의 파라

미터인 기저에너지, 냉·난방기울기, 냉·난방 시작시점 등이 각 건물

의 에너지 성능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2) 대학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화 방법으로 Change Point Model을 활용

하여 분류기준을 정의하였다. 건물의 에너지 관리방안 도출을 목적으

로 하는 적합한 분류기준은 규모와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수준에 대해 

다른 건물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야한다. 이는 단위면적당 에너

지 소비량, 기저에너지 사용비율, 냉·난방 기울기가 될 수 있다. 각 

분류기준에 대한 값의 산정은 건물 각각 혹은 Change Point Model에서

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대학건물을 유형화 기준에 적용한 결과,  

총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며, 실제 유형 내 동일한 관리방안 적

용을 위해서는 건물의 열적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계획인자인 건물

외피형태와 준공연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용성을 위

해 건축계획인자를 고려한다면 25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실제 대학건물을 에너지 소비 유형화방법에 적용한 결과 12개의 유형

에 분류되었으며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위해 대학건물 에

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여 12개의 유형과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큰 소비유형은 연구실과 실험실의 면

적비율과 재실율과 관계가 있으며 난방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준공연

도, 연면적, 외피형태와 관계가 있게 도출되었다. 또한 냉방기울기가 

큰 소비유형은 재실율과 관계가 있으며 이공·자연계 건물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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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면적비율과 이공계 건물군에 비해 실험실이 적은 인문·사회

계, 예술계, 행정지원시설 건물군의 경우 행정실의 면적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건물의 특징별로 에너지 소비형

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과 유형별로 다른 에너지 관리방향을 적용

해야함을 확인하였다.

4)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 유형화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제

시한 유형화 방법에 따라 나뉜 유형에 대하여 대표건물과 비교건물을 

선정하여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의 비교를 하였다. 대표건물은 분

류된 유형에서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과 기저에너지 사용비율이 크

고, 냉·난방 기울기 또한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로 유형의 평균

적인 Change Point Model에 해당하는 건물로 선정하였다. 대표건물은 

Design Builder를 통한 정밀분석으로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을 도출

하였으며 비교건물의 기저에너지 소비요소 비율은 시간별 에너지 데이

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대표건물과 비교건물은 각 건

물의 주 사용자 사용행태와 실 용도비율의 구성 등에 따라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하게(최대 차이 10%이하)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건물 유형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의 범위는 기존의 대학건물로 한정되며 사무건물군집 혹은 주

거건물군집으로의 확장이 불가한 것이 한계로 작용한다. 대학건물은 

관리주체가 하나로 본 연구는 대학캠퍼스라는 울타리의 에너지 소비량

을 효율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해 캠퍼스 내 상대비교를 통해 건물을 분

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건물은 다른 용도의 건물군집과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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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건물 내 스케줄이 용도별로 일정하며, 실 내 사무기기와 실험장비

의 수 또한 일정하다. 이 외의 대학건물의 외피특징, 향 등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로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6) 본 연구는 수십 ~ 수백의 건물군집으로 구성되는 대학건물의 에너지 

수집 데이터가 건물별 메인미터링 계측인 월별 에너지 데이터인 캠퍼

스에 한하여 적용된다. 건물 수가 작은 대학캠퍼스 혹은 BEMS가 설치

되어 에너지가 서브미터링 계측이 되는 대학건물은 연구범위에서 제외

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건물의 정밀분석 혹은 서브미터링 계측기기 

설치 건물 수의 축소가 목적으로 에너지 소비형태에 따른 유형화방법

을 제시하였으며 각 유형의 관리방안 도출에 대한 방법과 유형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 본 연구는 대학캠퍼스 내 전체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방안이 필요하

나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 분석·서브미터링 계측기기의 설치는 시간

과 경제적인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유형화방법을 적용한다면 전체건물이 아닌 유형별 대표건

물에 대한 에너지 정밀분석·서브미터링 계측기기의 설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해당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율

적인 대학건물의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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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용도별 대학건물의 Change Point Model 파라미터

건물

(동)

EUI

(Kgoe/㎡yr)

Base Energy

Ratio

(%)

Heating

Sensitivity

(-)

Cooling

Sensitivity

(-)

비고

B-1 19.66 52.25 0.1245 0.0682 

B-2 19.16 58.64 0.0968 0.0165 

B-3 18.81 41.40 0.1312 0.0714 

B-4 15.27 46.54 0.0971 0.0477 

B-5 22.87 41.87 0.1332 0.0891 

B-6 18.84 40.19 0.0846 0.0727 

B-7 14.77 49.68 0.1392 0.1172 

B-8 25.01 49.85 0.1343 0.0838 

B-9 29.20 56.91 0.1383 0.0939 

B-10 33.70 70.99 0.1112 0.1237 

B-11 20.42 56.66 0.1110 0.0683 

B-12 16.56 42.94 0.1188 0.0695 

B-13 17.17 50.39 0.0932 0.1271 

B-14 32.09 66.68 0.1156 0.0571 

B-15 22.06 60.95 0.0644 0.0713 

B-16 18.86 65.30 0.1064 0.0449 

B-17 20.59 59.25 0.0745 0.0195 

B-18 13.58 59.02 0.1875 0.0807 

B-19 30.04 47.71 0.0451 0.0249 

B-20 14.73 75.38 0.0312 0.0235

평균 21.35 59.47 - -

<표 A.1> 인문·사회계 건물군 에너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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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EUI

(Kgoe/㎡yr)

Base Energy

Ratio

(%)

Heating

Sensitivity

(-)

Cooling

Sensitivity

(-)

비고

C-1 15.29 49.66 0.0693 0.0082 

C-2 7.74 17.77 - - 패턴없음

C-3 34.12 32.93 0.2095 0.0655 

C-4 16.42 41.88 0.0865 0.0112 

C-5 35.79 49.42 0.2167 0.0355 

C-6 15.72 84.28 0.1262 0.0400 

평균 20.85 52.17 - -

<표 A.2> 예술계 건물군 에너지 데이터

건물

(동)

EUI

(Kgoe/㎡yr)

Base Energy

Ratio

(%)

Heating

Sensitivity

(-)

Cooling

Sensitivity

(-)

비고

D-1 33.90 48.98 0.1390 0.2980 

D-2 17.16 49.65 0.0871 0.1047 

D-3 10.56 9.69 - - 패턴없음

D-4 7.88 65.26 0.0216 0.0987 

D-5 13.50 41.91 0.1024 0.0837 

D-6 19.39 68.34 0.1590 0.0489 

D-7 25.48 63.31 0.1085 0.0790 

D-8 25.41 49.60 0.1500 0.1793 

D-9 26.62 40.77 0.1743 0.1252 

D-10 17.37 39.90 0.1087 0.1123 

평균 19.73 54.29 - -

<표 A.3> 행정지원시설 건물군 에너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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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EUI

(Kgoe/㎡yr)

Base Energy

Ratio

(%)

Heating

Sensitivity

(-)

Cooling

Sensitivity

(-)

비고

A-1 56.02 67.09 0.2239 0.2661

A-2 5.90 55.95 0.0402 0.0334

A-3 94.32 81.56 0.0955 1.2364

A-4 52.62 73.22 0.1781 0.2087

A-5 66.32 76.65 0.1778 0.2418

A-6 131.69 80.63 0.2290 0.8409

A-7 63.81 89.15 - 0.3413 4P

A-8 58.30 73.14 0.1381 0.1738

A-9 31.79 67.13 0.1372 0.0645

A-10 53.20 77.38 0.1502 0.1173

A-11 35.57 71.39 0.1442 0.0647

A-12 8.81 56.02 - - 패턴없음

A-13 116.45 62.15 0.5067 0.4983

A-14 96.27 76.17 0.1924 0.2664

A-15 79.94 75.64 0.2098 0.2882

A-16 114.45 20.78 - - 패턴없음

A-17 28.94 56.84 0.1658 0.0245

A-18 32.51 46.96 0.2329 0.0929

A-19 36.27 67.92 0.1442 0.1143

A-20 25.13 46.12 0.1338 0.0987

A-21 61.47 85.43 0.0881 0.0449

A-22 20.87 62.83 - - 패턴없음

A-23 40.12 73.11 0.1025 0.1355

A-24 8.28 20.25 - - 패턴없음

A-25 22.22 60.01 0.1259 0.0672

A-26 61.17 67.56 0.2307 0.3074

A-27 51.51 81.80 0.0590 0.1803

A-28 18.29 57.48 0.1236 0.0607

A-29 126.37 72.45 - 0.6878 4P

A-30 36.24 51.50 0.3727 0.1076

A-31 41.13 71.63 0.1352 0.2009

A-32 53.13 76.45 0.0872 0.2554

A-33 82.68 77.22 0.1598 0.3573

A-34 51.78 63.94 0.0706 0.1999

A-35 39.98 66.11 0.1643 0.2860

A-36 45.02 85.23 0.0145 0.2187

A-37 63.51 81.94 0.1180 0.2848

평균 54.38 72.64 - -

<표 A.4> 이공·자연계 건물군 에너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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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대학건물 에너지 소비유형에 따른 

Change Point Model 

[그림 B.2] Type C의 Change Point Model

[그림 B.1] Type A의 Change P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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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3] Type D의 Change Point Model

[그림 B.4] Type I의 Change P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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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5] Type J의 Change Point Model

[그림 B.6] Type K의 Change P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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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7] Type L의 Change Point Model

[그림 B.3.8] Type M의 Change P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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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7] Type N의 Change Point Model

[그림 B.10] Type O의 Change Point Model



- 128 -

[그림 B.11] Type P의 Change Point Model

[그림 B.12] Type Q의 Change P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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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

대표건물 정밀분석 모델링 적용 경계조건

적용항목 현장실측 레퍼런스 최종 적용값 비고 (레퍼런스 출처)

열관류율

(W/㎡K)

외벽

열관류계

2.18±0.13

열화상카메라

2.03

2.1 2.1

1979년 9월 건축법 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창문 5.78 - 5.78 Single Clear Glass 6mm

침기량(ACH) - 2.0 2.0

김길태, 유정현, 황하진, &

김경식. (2013). 기존

단독주택의 침기량 산정법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5(9), 493-498.

환기량

(ACH)

자연환기 - 5.0
실험실 6.0

실험실 외 5.0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6) 학교 시설물의 공기질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기계환기 - - 실험실 3.0 Design builder default

발열량

(W/㎡)

인체

(W/pers

on)

-

연구실

117W/person

강의실

108W/person

행정실

123W/person

실험실

144W/person

연구실

117W/person

강의실

108W/person

행정실

123W/person

실험실

144W/person

Handbook, A. S. H. R. A. E.

(2013). Fundamental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tlanta, 111.

조명 12.52 - 12.52
실제 건물의 전체 조명

소비전력

컴퓨터

및

사무기기

-

연구실

12.02W/㎡

행정실

10.76W/㎡

-

Handbook, A. S. H. R. A. E.

(2011). HVAC applications.

ASHRAE Handbook,

Fundamentals, (2011).
실험장비 - 50 100

설정온도

(℃)

냉방 26 - -
해당건물의 하절기 냉방설비

운영계획

난방 22 - -
해당건물의 하절기 냉방설비

운영계획

<표 C.1> 대표건물 Design Builder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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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실 강의실 행정실 실험실

재실자

조명

컴퓨터

및

사무기기

- -

<표 C.2> 대표건물 Design Builder Schedule(재실자, 조명, 컴퓨터 및 사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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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실 강의실 행정실 실험실

실험장비 - - -

자연환기

기계환기 - - -

레퍼런스 실제사용행태 반영 UK NCM참조 UK NCM참조 ASHRAE 90.1-2008 참조

<표 C.3> 대표건물 Design Builder Schedule(실험장비, 자연환기, 기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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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 A-4 동절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2] A-4 동절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부 록 D] 

A-4, A-5, A-8 건물의 시간별 에너지 소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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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3] A-5 동절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4] A-5 동절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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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5] A-8 동절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6] A-8 동절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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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7] A-4 하절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8] A-4 하절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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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9] A-5 하절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10] A-5 하절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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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1] A-8 하절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12] A-8 하절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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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3] A-4 중간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14] A-4 중간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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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5] A-5 중간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16] A-5 중간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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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7] A-8 중간기 요일별 전력사용량

[그림 D.18] A-8 중간기 주중, 주말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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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versity Buildings are a energy-guzzling group that need 

ongoing energy management. However, it is composed of the building 

cluster for the mixed use.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building 

customized energy solution each building has different architectural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n order to customize the energy 

management of each building, it is necessary to perform energy analysis 

through computer simulation or sub-metering instrument for each 

building. However, due to economic and manpower limitations, the 

monthly energy consumption data of most university buildings is limited 

by the main-metering of the building for the billing data collection. 

Therefore, energy management of university buildings requires an 

analysis using monthly energy dat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buildings with similar energy consumption pattern type by monthly 

energy data of university buildings. If the same pattern type of energy 

management plan can be applied to buildings within a type, this process 

can be minimized without the need for a detailed analysis of all 

buildings and the installation of sub-meter instruments to enable energy 

analyses in university building.

This study discussed the pattern type of energy data for a group of 

buildings and proposed a method for the grouping multiple buildings 

using monthly energy data from university buildings. In addition, the 

pattern classification method was applied to actual university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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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 type were analyzed. The validity 

of the pattern classification method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buildings in the derived pattern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nergy consumption pattern classification method utilizing the 

university building's Change Point Model is formed by applying a 

classification of indicators for each building's annual energy 

performance. The energy performance index is based on energy 

consumption per unit area and the base energy use ratio, the heating 

sensitivity, and the cooling sensitivity, which can be derived from the 

Change Point Model. Energy consumption per unit area can determine 

levels of energy consumption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building, and 

the proportion of basal energy use can determine the proportion of the 

energy the building is used for cooling and heating. In addition, 

sensitivity of the cooling and heating can determine the degree to which 

the change in the outside temperature affects the energy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is high or low.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type of building envelope and the year of completion to affect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building in order to apply the same building 

energy management plan within the pattern type.

(2)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attern classification method 

to the engineering and science building group, the humanities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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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building group, the art building group,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facilities group within universities, 12 pattern types of buildings 

were classified. The most numerous buildings were allocated to the 

pattern types whose energy use, base energy, and cooling & heating 

sensitivity were above the average per unit area, all of which consisted 

of engineering and science buildings group. The pattern type with a high 

energy consumption per unit area also showed a greater than average 

base energy use. In addition, for buildings with average energy 

consumption per unit area less than average, many buildings were 

assigned to the two types, where the base energy use ratio was also 

below the average and both the cooling and heating sensitivity were 

large or all were small.

(3) The energy impact factors of university buildings (year of 

completion, total area, occupancy rate, building envelope type, and area 

ratio by use) were selected and featured analysis with classified actual 

energy consumption pattern. Pattern type of consumption with large 

base energy are related to the area ratio by laboratories and research, 

and occupancy rate. And pattern type of consumption with a large 

heating sensitivity is related to the year of completion, total floor area, 

and the building envelope. Also, the pattern type of consumption with a 

large cooling sensitivity is related to occupancy rate, and it was found 

that the area ratio of laboratories is related to engineering & sciences 

building group, and that of th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a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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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support building groups. Because energy consumption 

patter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energy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pattern type.

(4)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thod of classifying energy 

consumption patterns of university buildings, the ratio of energy 

consumption factor between buildings within same pattern type was 

compared. A detailed simulation of representative buildings near the 

average consumption pattern type was conducted and the ratio of 

consumption energy of the base energy to other buildings in the same 

pattern type was derived from the energy data and the field survey. 

The ratio of the base energy consumption factor of the weekly peak to 

the base time was derived based on the hourly data of the intermediate 

period used as the basis for the year.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base energy consumption factor ratio, it is not derived equally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use area ratio of the building, the usage 

pattern, etc. However, the difference is within ± 10% and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Keywords : University Buildings, Monthly Energy Data, Change Point 

Model, Energy Consumption, Energy Pattern Classification

Student Number : 2016-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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