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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방정식을 이용한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의 상호영향관계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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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의 상호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도시열섬과 에너지 소비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온도와 에너지 소비를 각각의 영역에
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도시온도와 에너지 소비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이고, 시간적 범위는 2016년 여름(8월)이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2단계 최소자승법
(2SLS)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 간 양의 상호영향관계로 분석됐다. 이는 도시열섬
으로 인한 온도 상승이 건물의 냉방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온도와 에너지 사이의 악순환
현상을 나타내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악순환을 해결하려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이 핵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시사한다.
주제어：건물에너지, 도시온도, 상호영향관계, 연립방정식
ABSTRACT：This study analyzed the mutual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urban temperature an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In most relevant studies, the demonstration
of urban heat island and energy consumption has been being separated in each field.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in order to solve urban temperature and energy
consumption problem. The spatial range of this study is the city of Seoul, and the temporal range is in
the summer of 2016 (August).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urban temperature an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was established and applied using 2 Stage Least Square (2SL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a mutually positive influence between urban temperature an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That means that the cooling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will increase as the temperature rises due
to urban heat island in summer.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building energy saving policies are the most important in order to cut the vicious circle phenomenon
between urban temperature and energy,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in many studied until now.
KeyWords：Building energy, Urban temperature, Mutual influential relationship, Simultaneous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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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참조). 한편, 냉방기기 구동을 위한 에너지소비의
결과는 도시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조희선 외, 2014; Ewing and Rong, 2008).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집중과 산업화, 고밀개

즉, 도시의 높은 온도는 냉방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발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급격한 물

원인이고,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소비 결과는 다시

리적 변화를 겪었고, 도시 전반에 환경 질의 저하

도시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관계

를 초래하였다(조희선 외, 2014). 도시환경적 측면

를 고려했을 때, 도시온도와 냉방에너지소비는 상

에서 도시지역의 온도가 교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

호영향관계를 가지며(<그림 2> 참조), 건물에너지

나는 도시열섬 현상은 대표적인 도시환경문제라고

를 중심으로 서로 순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할 수 있다(김경태·송재민, 2015). 도시열섬 현상

(Chaosu et al., 2018).

은 온열환자 발생, 생태계 파괴 등 부정적 효과를

도시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

야기하며, 특히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소비를

기에 하나의 문제만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

증가시킨다(Ewing and Rong, 2008; Radhi and

양한 요인 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온도와

Sharples, 2013). 2016년 8월 한국의 하루 최대

전기에너지소비 간 상호영향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전력수요는 8,446만kw(기상청, 2017)로, 이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온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7,692만kw보다

도와 전기에너지소비 간 관계를 다룬 연구가 독자

9.8% 늘어난 수치이며, 브루나이 한 국가에서 1년

적으로 수행되었기에 둘 간의 순환적 관계를 명확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이다(Central

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도시요인 간 상호영향관

Intelligence Agency, 2016).

계를 규명해 선·악순환 현상을 분석하면 다양한 도

여름철 전기에너지소비의 증가원인은 도시온도

시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박관규, 2017), 순환관

가 높아지며 발생하는 냉방수요 증가도 있지만, 사

계로 요인 간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

회·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향상으로 냉방용 기기 보

다(남진 외, 2015). 또한, 건물에너지소비를 저감

급이 확대된 원인도 있다. 한국은행과 에너지경제

하려면 건물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도시계획차

연구원이 제시한 통계에서도 소득과 전력소비량이

원에서의 도시공간구조,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2> 도시열섬현상과 냉방에너지 관계 (Casandra,
2016)

<그림 1> 1인당 국민총소득과 1인당 전력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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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도 필요하다(김선희, 2006). 친환경적 도시관

미치며, 이러한 외기온도 증가는 건물의 냉방에너

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시온도와 에너지소비

지 소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Neto

간 상호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and Fiorelli(2008)와 Gugliermetti et al.(2004)

수 있다.

은 외부 기후조건으로 건물에너지 소비가 달라질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는 연립방정식모형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기중 외(2016)는 대기온

이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도시온도 간 관계

도가 건물에너지 소비 증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반

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도시온도

면, 여름철 건물 내 냉방으로 발생하는 인공열이

외 에너지소비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도시

도시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ondo

계획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et al.(2005)은 건물의 에어컨 시스템이 인공열을

범위는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서울시이며, 시간적

발생시키며, 이는 도시열섬현상의 주요 원인이라

범위는 열섬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인 8월

제시했다. Ewing and Rong(2008)의 연구에서도

(박기용 외, 2012)로 하였다. 서울시는 에너지절감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 간 상호관계를 제시

과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서

했지만(<그림 3> 참조), 이에 관한 실증분석은 이

울특별시, 2016)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 판단하였

루어지지 않았다.

다.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

둘째, 도시온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 기존 연구와 차이를 파악하고, 3장에서 변수 설

도시 물리적 요인, 토지피복, 용도지역 등을 연구

정과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연립방

대상으로 삼았다. 조희선 외(2014)는 수도권 47개

정식을 이용해 도시열섬과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시·구를 대상으로 도로면적당 통행량이 대기온도

상호영향을 실증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

상승요인이며, 녹지 면적의 감소는 도시온도를 높

해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시

인다고 밝혔다. Jusuf et al.(2007)은 싱가포르를

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주·야간온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주간에는 산업, 상업, 공항, 주거 그리고
공원 순으로 온도가 높았으며, 야간에는 상업, 주
거, 공원, 산업 그리고 공항용도 순으로 도시온도

Ⅱ.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그림 3> 온도와 주거에너지 소비량 관계(Ewing and Rong,
2008)

이 연구는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소비 간 관계
에 관한 연구와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의 영
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다.
첫째,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Santamouris, 2016; Radhi et al., 2013; Voogt,
2004)에서는 건물의 크기, 재료, 간격 등 건물의
물리적 요인과 도시공간요인이 도시온도에 영향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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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층 건물이 많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냉방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고,

상업·업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야간 평균 기온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 도시온도가 올라간다는

높았으며, 도시의 자연환경 요인은 온도를 저감하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소비 간 상호관계 관련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는

송재민(2015)의 연구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이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간 상호영향 관계를 규명

시행된 곳을 중심으로 물리적 변수를 고려하여, 사

하고자 한다. 에너지소비저감 정책이 도시열섬을

업 전·후인 2000년과 2010년의 온도 변화를 실증

완화할 수 있고, 도시열섬 완화정책이 도시에너지

분석하였다. 청계천 복구 후의 대상지의 평균 온도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는 주변 지역보다 약 0.5℃ 감소하여 수변 공간 조

또한, 지금까지 건물에너지 소비 관련 연구는

성이 도시온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동

주로 주거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호관계

현·송슬기(2016)는 전국을 대상으로 물리적 요인

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보완하려면 특정 용도가 아

과 자연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닌 전체 용도를 고려하여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이 0.1km² 증가하면, 대기온도가 0.41℃ 감소하

간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 연구는 건물의 용도

고, 체감온도는 0.51℃ 줄어드는 것을 실증하였다.

를 고려하여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 간 상호

마지막으로, 건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인 외 사회·경
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강창덕(2011)은
서울시 522개 동을 대상으로 기업·고용밀도와 소

Ⅲ. 변수의 설정과 분석방법

득은 전기에너지 소비를 늘린다고 실증하였다. 김
기중 외(2017)와 정재원 외(2015)의 연구는 소득
증가가 에너지 소비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 외 건물 구조, 연면적, 도로면적, 녹지

1. 변수의 설정

등이 건물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
하였다. Estiri(2015)는 미국의 1인당 주거용 에너

이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도시열섬

지 소비가 생활특성, 성별, 사회경제적 특성, 건물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2016년을

특성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구조방정

기준으로 변수를 구축하였다. 각 변수의 내용과 출

식을 활용하여 규명하였다. Qin and Han(2013)은

처는 <표 1>과 같다.

중국 베이징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건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1)는 건물에너

밀도가 높은 지역은 건물 면적당 냉각·난방에너지

지 소비량과 도시온도다. 건물에너지는 전력, 도시

소비량이 적어 탄소 배출량도 적다고 제시하였다.

가스, 지역난방 등으로 구분되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시온도와 건물에너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파악하려고 건물의 전기에너

지는 영향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여기서 도시

지 소비량을 대상으로 삼았다. 도시온도는 SK 테

1) 최열·김현(2008)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생관계라 하며, 이러한 변수는 내생변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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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변수
구분

변수

내용

출처

건물에너지

전력 소비량
[LN(kwh/m²)]

필지 내 전력 소비량

국토교통부

도시온도

대기온도
[℃]

평균 대기온도

SK techx

지가[log(원)]

평균 지가

서울시

100% 주거 건물

더미변수, 건물 내 100% 주거 면적=1, etc
ratio=0

국토부

건물 내 주거 비율[%]

(건물 내 주거 면적/건물 연면적)*100

내생변수

건물에너지
요인
주용도

외생변수
도시온도
요인

공통 요인

주거

더미변수, 주거=1,
상업·업무·기타용도=0

업무

더미변수, 업무=1,
상업·주거·기타용도=0

기타용도

더미변수, 기타용도=1, 상업·업무·주거=0

건물 수[개]

필지 내 건물 수

가구 수[개]

필지 내 가구 수

건물 밀도
[건물수/m²]

(건물 수/필지 면적)*100

수계율 [%]

(수계 면적/필지 면적)*100

도로율 [%]

(반경 50m 도로 면적/필지 면적)*100

녹지율 [%]

(반경 50m 녹지 면적/필지 면적)*100

건물 층수[층]

필지 내 평균 건물 층수

건물 연면적
[log(m²)]

필지 내 총건물 연면적

상업 연면적[m²]

건물 내 상업 연면적

TeSA-lap

국토부
통계청

행안부

국토부

크엑스에서 관측한 256개 지점의 대기온도 자료이

지 요인, 도시온도 요인 그리고 공통요인으로 구분

다. 이를 활용하여 ArcGis의 공간보간법 크리깅

하였다. 건물에너지 요인은 건물 용도별 건물에너

(Kriging)을 사용해 서울시 전체 대기 온도를 추정

지 소비량을 반영하기 위해 건물 내 주거비율, 건

하였다. 크리깅은 공간보간을 하기 위한 대표적 기

물 주거 비율 100%, 건물의 주 용도로 구성하였

법으로 측정되지 않은 값을 추정 시, 주변의 측정

고, 사회·경제적 요인인 공시지가를 활용해 건물에

값을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이창로 외,

너지 소비량과 소득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 기후·기상 분야에서 온도를 광범위하게 보

도시 온도 저감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요인이 적용

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Wu and Li,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인공열을 발생하게 하

2013; Bayraktar and Turalioglu, 2005).

는 물리적 요인인 건물밀도와 인구학적 요인인 가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2)는 건물에너

구 수, 그리고 인공열을 흡수하는 자연적 요인인

2) 최열·김현(2008)에 따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방향이 정해져있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할 때, 독립변수를 외
생변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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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율을 도시온도 변수로 산정하였다. 건물에너

최열·김현, 2008). 이는 전체 외생변수를 OLS를

지와 도시온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용하여 추정한 추정치가 도구변수를 대신해 적

물리적 요인인 도로율과 더불어 건물 자체 물리적

용된다(최열·김현, 2008). 연립방정식 모형은 다음

특성과 관련된 건물 층수, 건물 연면적, 그리고 상

과 같다.

업용 연면적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요인으로 공원녹지율을 산정하였다. 도시 차원에

       

 

  

   <식 1>

서 주변 환경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도로
율, 수계율, 그리고 공원녹지율은 필지로부터 50m

  건물에너지 소비량(내생변수)

반경에 포함된 면적 비율로 산정하였다(김기중 외,

   표준화계수

2017).





: 건물에너지 관련 외생변수

   오차항

2. 분석방법

첫째, 건물에너지 방정식은 건물에너지를 종속
변수로 설정되며,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영향요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의 상호영향관계를

인과 관련한 외생변수로 구성된다(<식 1> 참조).

규명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
립방정식은 내재된 내생성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

       

하며, 그 해결책으로 제한된 추정 방식 중 2단계

 

  

   <식 2>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 2SLS)을 사용
했다. 이는 연립방정식의 식별(Identification) 문

  도시온도(내생변수)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강철희, 2007).

   표준화계수

일반적으로 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귀모형은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

   오차항



: 도시온도 관련 외생변수

에 내생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분석하면 불편 추
정량을 만들어낸다. 반면, 2단계 최소자승법은 내

둘째, 도시온도 방정식은 대기온도를 종속변수

생변수 간 의존성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로 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도시온도 영향요인

내생변수 추정치는 표본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오

과 관련한 외생변수로 산정한다(<식 2> 참조).

차항 간 상관성을 제거하고, 일치 추정량을 산출한
다. 2SLS은 기본적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

         

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구변수는 회귀
모형의 오차항과 독립적이면서 내생변수에 상관관

   : 선정된 전체 외생변수

계가 있는 변수이다(민인식, 2008). 이 연구에서는

   : 오차항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기가 어려워, 전체 외생변수
를 추정량으로 산출하여 도구변수 사용 문제를 해결
하였다(강철희, 2007; 임진섭,2009; 최민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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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식 4>

여기서 건물에너지와 도시온도에 관한 상호영
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식 1>과 <식 2>에 2단계

1. 기초통계량

최소자승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물에너지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단계

분석을 실시하기 전, 내생변수인 전기에너지 소

에서는 내생변수 도시온도와 선정된 전체 외생변

비량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 IQR 검

수(    )를 사용하여 OLS 분석을 실시하고, 2단

사3)를 실시한 후, 총 134,962개 샘플을 분석대상

계는 내생변수인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오차항 간

으로 삼았다.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 2> 참

상관성을 차단하는 단계로 도시온도(UT) 변수를 1

조). 건물에너지를 나타내는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단계에서 분석한 추정량 
 로 대체하여 OLS를

최솟값이 3.393, 최댓값이 14.625, 그리고 평균은
9.017이다. 서울시 8월 평균 대기온도의 최솟값은

적용해 계수를 추정한다(강철희, 2007; <식 3, 4>

27.3℃, 최댓값이 29.5℃이며 평균은 28.8℃다. 건

참조).

물 내 주거 비율은 주거용도 비율이 0%부터 100%

         

<식 5>

      
         

<식 6>

까지 범위로 평균은 약 27.4%이다. 건물 전체가
주거인 것을 더미변수로 선정한 결과, 평균은 약
12%이다. 건물 내 상업용 연면적은 최대가 약
73,000m²이며 평균은 344m²이다. 주 용도가 주

도시온도 방정식을 2SLS로 분석할 때, 건물에

거인 건물이 평균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너지를 종속변수로 삼아 전체 외생변수를 독립변

업무용 건물(6%), 기타 용도(5%)였다. 지가 변수도

수로 최소자승법으로 변환한다(<식 5> 참조). 결과

정규화를 하기 위해 로그를 취했으며 최솟값은

로 나온 추정량 
 을 도시온도 방정식의 건물에

3.78, 최댓값은 7.92이다. 필지별 수계는 평균 약

너지(BE) 자리에 대입하여 분석한다(<식 6> 참조).

0.2%, 도로는 27%, 그리고 공원녹지는 1.8%를 차

이러한 과정으로 건물에너지소비와 도시온도

지한다. 한 필지 내 평균 건물 수는 1.75개이며,

간 내생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내생변수 간 상호

건물 층수는 평균 3.7층이고 최고층은 43층이다.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온도와 건
물에너지 상호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연립
방정식 모형에 2SLS 방법을 적용하였다.

2. 연립방정식 분석 결과
2SLS를 이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도시온
도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주영선·조교영(2016)에 따르면 IQR(사분위편차) 검사는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1사분위수(Q1)-1.5IQR, 3분위수(Q3)+1.5IQR]
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를 이상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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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구분
내생변수

변수

N

Min

Max

Mean

SD

전력 소비량

134,962

3.393

14.625

9.057

2.042

대기온도

134,962

27.291

29.509

28.848

.347
.251

지가

134,962

3.780

7.920

6.634

100% 주거 건물

134,962

0

1

.12

.330

건물 내 주거 비율

134,962

.0

100

27.560

35.440

주거

134,962

.0

1

.49

.500

업무

134,962

.0

1

.06

.234

기타용도

주용도

외생변수

134,962

.0

1

.05

.221

건물 수

134,962

1

435

1.74

2.662
5.469

가구 수

134,962

0

1011

.90

건물 밀도

134,962

.000

3.686

.010

.016

수계율

134,962

.0

63.014

.206

1.897

도로율

134,962

.0

85.759

27.466

10.356

녹지율

134,962

0

100

1.825

7.032

건물 층수

134,962

1

43

3.739

2.293

건물 연면적

134,962

.146

5.488

2.563

.507

상업 연면적

134,962

.0

73212.430

343.885

903.617

<표 3> 분석 결과
건물에너지 소비량

도시온도

변수

β

t-value

VIF

변수

β

t-value

VIF

대기온도

0.131***

33.392

4.664

전력 소비량

0.549***

79.352

7.040

지가

0.213***

54.439

4.664

가구 수

0.106***

40.086

1.033

100% 주거 건물

-0.013***

-3.767

8.487

건물 밀도

0.025***

8.839

1.214

건물 내 주거 비율

0.025***

4.778

3.714

수계율

-0.047***

-17.946

1.003

주거

-0.012**

-3.227

4.106

도로율

-0.149***

-8.784

1.422

업무

-0.054***

-26.303

1.281

녹지율

-0.023***

-48.015

1.030

기타용도

0.006**

2.863

1.133

건물 층수

-0.140***

-35.129

2.329

건물 수

0.060***

31.707

1.097

건물 연면적

0.428***

74.606

4.837

도로율

0.115***

46.260

1.890

상업연면적

0.004

1.321

1.108

녹지율

0.026***

14.259

1.048

주용도

건물 층수

0.240***

116.477

1.292

건물 연면적

-0.558***

-254.347

1.471

상업 연면적

0.008***

4.133

1.233

r²

0.5579

r²

0.08318

Adjusted r²

0.5579

Adjusted r²

0.083124)****

P

<0.000

P

<0.000

*p<.10, **p<.05, ***p<.01, ****설명력에 대한 이유는 주석4 참조

4) 도시온도에 주요 영향요인은 기압, 대기 순환, 풍속, 습도, 기상 등 기후 특성(김유진·최영은, 2012; 서홍석 외, 2011; 안순일 외,
2011; 이건원, 2017)으로 도시정책측면에서 개선책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에 실행될 수 있는 요인들을 선정하는 과정
에서 기후특성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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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방정식의 모형은 약 55.8% 설명력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상업용 건물에너지 소비

을 가지며, 총 13개의 변수가 5% 수준 내에서 유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리적 측면의

의하다. 도시온도 방정식의 설명력은 약 8.3%이

건물 수와 건물 층수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

며, 총 9개의 변수 중 상업용 연면적을 제외한 모

며, 건물연면적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든 변수가 유의하다. 또한, VIF값이 10 이상일 경

건물에서 건물 층수가 동일할 때, 건물규모가 넓을

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서 쓰

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전기에너지 소비

인 변수는 모두 10 미만 값으로, 변수 간 공선성

량 감소에 유리하지만, 건물규모가 동일할 때는 층

문제는 없다. 이 연구에서 중요 내생변수인 대기온

수가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감소하여 전기에

도와 전기에너지는 각 방정식에 통계적으로 유의

너지 소비량 증가에 유리하다. 건물 수는 건물 간

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에너지와 도시온도는 상호

격이 조밀할수록 냉방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각 방정식에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적 측면의 변수를 보면, 공

서 도시온도가 한 단위 올라갈 때, 전기에너지는

원녹지율은 정(+)의 영향을 미쳐 쾌적한 환경 주변

13.1% 늘어나며, 건물에너지가 한 단위 증가할

에 있는 건물에 거주할수록 건물에너지 소비량 증

때, 대기온도는 54.9% 올라 각각 정(+)의 관계로

가에 유리하다. 건물연면적은 공간이 클수록 조명,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온도가 높아질수록 건물에

시설물 등을 건물 이용자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

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며,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날

여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수록 도시온도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있다.

건물에너지 식의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요

도시온도 방정식에서는 인구(가구 수), 물리적

소인 지가가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건물밀도, 도로율, 건물 층수, 건물연면적, 상업용

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전기

연면적), 그리고 환경적(수계율, 공원녹지율) 측면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에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상업용 연면적을 제외

다. 건물용도 측면에서 건물 전체가 주거이면 건물

한 모든 변수가 유의했다. 가구 수는 사람이 많이

에너지 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건물 내 주거 비

거주할수록 사용하는 에너지, 교통수단, 활동에 따른

율 요인은 에너지 소비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

열 발생으로 도시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는 건물 전체가 주거일 때, 복합용도 건물보

특히 다른 요인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도시온도

다 에너지 소비량이 낮고,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는 점을

하는 바가 크다. 건물밀도는 정(+)의 영향, 건물 층

시사한다. 건물의 주 용도를 주거, 업무, 상업, 기

수는 부(-)의 영향으로 서로 도시온도에 반대되는

타용도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용도

영향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건물의 간격이 온도

가 주거와 업무인 건물은 상업인 건물보다 에너지

증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건물 간격이 조밀할수

소비량이 적다. 이는 상업건물의 용도 특성상 사람

록 열이 건물 사이에 정체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들이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상업을 이용

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층 건물이 많은 곳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소비로 주거·업무 건물

은 그림자 형성과 바람길 확보로 온도가 내려가는

에 비해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밀도라도 고층이

다. 또한 상업용 연면적이 넓을수록 에너지 사용이

온도 저감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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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물면적은 정(+)의 영향으로, 연면적이

둘째, 도시온도는 물리적 요인보다 건물에너지

넓어질수록 열 방출 공간이 늘어나 도시온도 증가

소비에 더 큰 영향력을 받는다. 기후 조건이 동일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의 영향을

하다는 가정 아래 선행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인을

주는 요인은 도로율, 수계율과 공원녹지율이며, 특

도시온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 연구

히 하천과 공원은 열 흡수원으로 녹지는 증산작용

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도시온도

으로 주변 온도를 내리고, 친수공간은 도시온도를

를 올리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물에

낮추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주변

너지소비 저감이 다른 요인을 개선하는 것보다 높은

에 녹지와 수계의 면적이 적을수록 도시온도가 올

도시온도 저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건물에너지 소비는 건물용도별로 차이가

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있다. 주 용도가 상업용 건물이면 주거·업무용 건
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한 주거 건
물보다 복합용도 건물일 때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Ⅴ. 결론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면 각 용도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다른 용
도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상업용 건물에 강화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물에너지와 도
시온도 간 상호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연립방정

한편, 이 연구는 건물용도, 건물 수, 도로율,

식을 이용하여 건물에너지 방정식과 도시온도 방

상업 연면적 등 물리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식을 설정해 각 영향요소와 내생변수를 사용해

인 공시지가가 높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으

실증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첫째,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는 상호영향관계

따라 물리적 요인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저감 정책

를 가진다. 도시온도가 높아질수록 건물에너지 소

의 효과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비량이 증가하며,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날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책 실무의 담당기

록 도시온도도 올라가는 악순환 구조가 있는 것을

관에서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확인하였다. 에너지저감 정책은 도시온도 저감에

것이다.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도시온도 저감은 에너지소비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건물에

저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현재 도시열섬 같은

너지와 도시온도 간 상호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변

환경문제와 에너지소비 문제를 대처하는 연구가

수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도시열섬

각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응과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기초자료가

연구는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소비 간 상호관계를

되는 동시에 상호영향관계를 이용한 선순환 작용

실증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도시·저에너지

을 위한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도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료가

이 연구는 대기온도와 건물에너지 간 관계만 고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온도와 건물에너지 소비 저

려했기 때문에 향후 소득수준, 교통량 등 요인 간

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공간구조계획에 관한 융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온

합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 자료 구득이 어려워 서울시 256개 관측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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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정책연구｣, 28(2): 73~98.

이용한 공간보간법을 사용해 서울시 전역을 추정

박기용·이선우·황희연, 2012,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

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간단위의 차이를 극복하는

동주택단지 내 열섬현상 저감효과 분석-대전시 노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물에

지구 열매마을아파트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너지 소비량 자료는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

20(3): 27~50.

아 데이터상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기후환경에너지 지도 제작-4차
년도｣, 서울.

앞으로 대체 데이터 구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

서홍석·김유곤·양고수, 2011, “미기상 수치 모델을 이용한

한 지속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층아파트 입지에 따른 바람장 및 기온변화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33(5): 340~352.
안순일·하경자·서경환·예상욱·민승기·허창회, 2011, “한반
도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 고찰”, ｢한국기후변화학
회지｣, 2(4): 237~25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2017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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