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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support decision-making by 

clients and the persons concerned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considering 

building energy performance and economics when designing and remodeling buildings. Among 

the programs, the ‘Energy Efficiency Support Program’ provides the optimal building energy 

efficient measures by reflecting the user’s requirements based on the economic evaluation 

standard model and economic evaluation DB. In order to utilize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under development, Energy Efficient Measure(EEM)s, economic evaluation DB and evaluation 

methods were developed using domestic related laws and building energy simulation programs. 

The constructed DBs have a large amount of data, so the simulation response time for estimating 

energy requirements through simulation is large, an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by applying a 

value other than the performance of the constructed DB. Therefore, in this stud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DB, a model for predic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boiler was developed 

based on the EEMs and economic evaluation DB of non-residential buildings using a 

multi-regression model. Also,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and applied to actual non- 

residential buildings to examine its usability.

주요어 : 공사비, 다중 회귀 분석, 비주거 건물, 에너지 효율화 대안, 경제성 평가

Keywords: Construction co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on-residential building, Energy 
Efficient Measure(EEM)s, Economic evaluation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등 선진국

에는 경제성 평가기법들이 구축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위해 BE-opt 등과 같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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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지원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제성 평가 관련 DB와 로직을 

갖추어 에너지 성능 및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다(김혜기와 김선숙, 2016). 하지만 국내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 제안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성 관련 DB 및 평가기법이 구축 및 제공되지 않아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

여 경제성을 일관성 있는 지표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최근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및 리모델링 시 건물 에너지 성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

축주나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개발되

고 있다. 개발 중인 통합지원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지원프로그램’은 경제성 평가 표준 모델

과 경제성 평가용 DB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최적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활용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대안 및 경제성 평가용 DB, 

그리고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Choi et al. (2017)은 건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ECO2)의 입

력값 및 국내 관련 법규를 활용하여 비주거 건축물의 건축적 에너지 효율화 대안 및 경제성 평

가용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진현 외(2017)는 국외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분석 및 국내 

비주거 건축물의 설비 및 신재생 시스템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에너지 효율화 관련 법규 

기준 및 ECO2를 기반으로 비주거 건축물의 설비적 에너지 효율화 대안(EEM) 및 경제성 평

가용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대상 건물을 선정하고 구축한 DB를 경제성 평가용 프로세스

에 적용하여 대상 건물의 최적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을 선정하였다. 기존 구축된 DB들은 데

이터양이 많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뮬

레이션 응답시간이 큰 한계가 있으며 구축된 DB의 성능 외의 값을 가지는 DB를 적용하여 평

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축된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축된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대안 및 경제성 평가용 

DB를 바탕으로 보일러의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때 공사비는 배관 등의 비

용을 제외한 보일러 장비의 설치 비용에 대한 초기투자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구축된 DB

의 자재 성능과 공사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회귀 모델의 입력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리고 도출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통해 다중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

발하였으며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고 실제 비주거 건물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화 대안 및 경제성 DB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대안(EEM)은 국내 에너지 효율화 관련 법규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 성능지표(EPI) 및 건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인 ECO2 분석

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항목은 난방기기 항목을 포함한 설비 부문 8종류 및 신재생 부

문 2종류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대안의 난방기기 항목은 보일

러에 한정하여 구축되었다. Table 1은 EPI의 난방기기 평가 항목을 나타낸 것으로 EPI에서 

제시하는 보일러의 평가 기준은 사용 연료 및 효율이며 ECO2의 난방기기 입력값 중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난방용량 및 효율이다. 이에 따라 보일러의 사용 연료, 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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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효율을 필수 구축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구축된 보일러 에너지 효율화 대안 DB는 약 230

개로 용량은 최소 69 kW에서 최대 4186 kW로 효율은 87%부터 98.3%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고 있다. 

Table 1. EPI Score of Heating System

Category

Basic Score Score

Non-residential

1 0.9 0.8 0.7 0.6
Large

(3,000 m2

over)

Small

(500~

3,000 m2)

Heating 

System

Oil Boiler

7 6

93 or more 90~93 87~90 84~87 Less than 84

Gas

Boiler

Central 

Heating
90 or more 86~90 84~86 82~84 Less than 82

Individual 

Heating

Class 1 

Product
-

Other or not 

installed

Other Heating 

System

High 

Efficiency 

Certified 

Products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Class 1

-
Other or not 

installed

경제성 평가용 DB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성된 초기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 및 에

너지 비용으로 구성되는 운영비용으로 구분된다. 재료비는 물가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

으며 구축된 장비에 대한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되며 공사 원가 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 및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경비는 표준시장 단가를 기반으

로 구축되었다. 운영비용은 유지관리비, 철거 및 해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비를 산

정하기 위한 수선 주기 및 수선율은 주택법의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달청 

고시 내용 연수에 따라 구축하였다. 에너지 비용은 전기, 가스 및 지역난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한국전력공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요금 단가

를 활용하였으며 보일러 항목의 EEM 및 경제성 평가용 DB 항목은 Table 2와 같다(이진현 

외, 2017).

Table 2. Item of EEM and Economic Evaluation DB of Boiler

Item of EEM Performance

Heat Source Boiler Heating Capacity, Heating Efficiency, Energy Source

Category Sort

Initial Investment

Cost

Material Cost

Labor Cost

Expense

Operating

Cost

Maintenance Expense
Repair and Replacement cycle and cost

Evacuation and demolition cost

Energy Cost

Electricity

Gas

District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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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회귀를 활용한 공사비 예측 모델

기존 구축된 에너지 효율화 대안 DB들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응답시간이 큰 한계가 있다. 이에 

DB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대안 및 경제성 DB를 바탕으로 선형 회귀분석

을 활용하여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는 난방용량(kW)이고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는 초기투자비용인 공사비(원)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구축된 전체 DB를 활용하

여 1차 단순 회귀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값

은 0.44로 낮게 나타났다. 결정계수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합에 대한 독립 변수 변동 합의 비

율을 나타내는 값이며 회귀 모델의 결정계수 값을 높이고자 전체 데이터를 효율에 따른 분류 

및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을 거친 후 2차 선형 회귀 분석을 하였다. 개발된 선형 회귀분석 모델

은 Table 3과 같으며 2차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보일러의 효율이 88%, 91%, 98% 인 예측 모

델에 대해 각각 0.98, 0.89, 0.90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발된 단순 회귀 모델(2차 회귀식)을 

보일러 공사비 예측에 활용하기에 충분하나 보일러의 효율인 88%, 91%, 98% 이외인 기기에 

대한 공사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에 보일러의 전체 효율을 고려할 수 있는 공사비 산출 로

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중회귀를 활용하여 성능 대비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Table 3.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Logics using Simple Regression

Category Efficiency
Logic

[Won/EA]
R2

1st Regression Equation - ×
 0.44

2nd Regression Equation

88% ×
 0.98

91% ×
 0.89

98% ×
 0.90

다중회귀를 활용한 공사비 예측 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축된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화 대안 및 경제성 평가용 DB를 바탕으

로 다중회귀를 활용하여 성능 대비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은 주어진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내는 통계 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과 

하나의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위 식에서 와  ,  ,  ,  , ⋯ , 는 각각 종속 및 독립 변수를 나타내며  ,  ,  , 

 , ⋯ , 는 회귀계수(Coefficient)를, 은 종속 변수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한다. 



Development of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Model of Boiler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KIAEBS Vol. 14, No. 4, 2020 ∙ 315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결정계수 대신에 수정 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usted R2)를 사용하며 최댓값은 1이고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추정 회귀식의 적합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력변수 도출

보일러 DB의 자재 성능으로 수집된 정보는 난방용량, 난방효율, 사용 연료이다. 수집된 자

재 성능의 정보 중 회귀분석에 사용될 입력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ure 1 및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R2값은 난방용량이 

0.436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효율(R2=0.2477)과 사용 연료(R2=0.0232)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방용량 및 효율은 초기투자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상관관계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사용 연료와 초기투자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05 수준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연료와 초기투자비의 상관계수는 –

0.152로 매우 낮아 회귀 모델 개발 시 입력변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관 관계분석 

결과에 따라 수집된 자재의 성능 중 난방용량 및 효율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Category Heating Capacity Efficiency Energy Source

Coefficient of Correlation 0.661** 0.498** -0.152*

* P<0.05, ** P<0.01

(a) Relationship between Heating Capacity and 

Initial Investment Cost

(b)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Initial 

Investment Cost

(c) Relationship between Fuel for Use and Initial 

Investment Cost

Figure 1. Correlation of Boiler Performance and Initial Inves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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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 모델

앞선 보일러 DB 성능과 초기투자비용과의 관계를 토대로 난방용량 및 효율을 입력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때 회귀 모델은 전체 DB의 75%를 사용하여 개발하였

으며 입력변수는 난방용량( )및 난방효율( )로 하고 출력변수는 공사비(초기투자비

용, )로 하였으며 아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Table 5는 다중 회귀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정 결정 계수(Adjusted R2)가 0.73로 높

은 결정계수 값을 보여주며 Table 6은 공사비 예측 모델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분석 결과 도출된 모델의 P-value가 0.000으로 0.05보

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김진원 외, 201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 R2 Adjusted R2 Std..Error of the Estimate

0.86 0.73 0.73 8794470

Table 6. ANOVA Analysis of Model

Category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n Square F p-value

Regression 3.61 E+16 2 1.81 E+16 233.4648 0.000

Residual 1.32 E+16 171 7.73 E+13

Total 4.93 E+16 173

공사비 예측 모델 및 예측 모델의 활용성 검증

공사비 예측 모델의 검증

개발한 공사비 예측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일러 항목에 대한 전체 DB 중 개발

에 사용된 75% 이외의 25%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Figure 2는 개발된 다중회귀 모델을 활용

하여 예측한 공사 비용과 실제 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개발한 다중회귀 모델을 바탕으

로 공사비를 예측할 경우 실제 값과 예측값과의 R2값이 0.73로 타당성이 있는 예측 모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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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edicted Initial Investment Cost according to Initial Investment Cost

공사비 예측 모델의 활용성 검증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일러의 공사비 예측 모델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비주거 건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하여 건물의 리모델링 시 대안 선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에 예

측 모델을 적용하였다. 선정된 대상 건물은 2014년에 준공된 대구에 있는 의료시설로 냉난방

을 위해 보일러 및 전기히트펌프(EHP)가 사용되고 환기를 위해 전열교환기가 사용되고 있으

며 세부 건물 개요는 Table 7과 같다. 대상건물에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의 세부 스펙은 Table 8

과 같으며 난방의 용도로 사용되는 보일러와 난방 및 급탕 용도로 사용되는 2종류의 보일러

가 각각 2대, 3대씩 총 5대가 설치되어 있다.

Table 7. Overview of Target Building

Category Contents

Building Information

Region Daegu

Year 2014

Use Medical Facility

Building Area 1,051.70 m2

Total Floor Area 6,006.80 m2

Size
5 Floor Above Ground

1 Floor Under Ground

Mechanical System
Heating and Cooling Boiler, EHP

HVAC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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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chanical System Specification of Target Building

Category Use Heating Capacity [kW] Efficiency [%] EA

Boiler-1 Heating and Hot Water 290 89.2 2

Boiler-2 Heating 116 90 3

대상 건물의 보일러에 대한 대안은 용량이 동일하고 효율이 91~98%까지인 모든 기기가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중 효율이 93%, 98%인 기기를 경제성 평가 케이스로 선정하였다. 

Table 9. Overview of Economic Analysis

Category Contents

Analysis Period 40 year

Repair Cycle / Repair Rate 5 year / 10%

Replacement Cycle / Replacement Rate 9 year / 100%

Discount Rate 1.015

대안 선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생애주기비용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분석 개요는 Table 9

와 같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한 산출이 필요하며 초기투자비

는 앞서 개발된 공사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운영비용 중 에너지 비용은 평가 

케이스별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요금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유지관리비는 수선 및 해체 주

기에 따라 초기투자비에 대한 수선 및 해체 비율로 산정하였다. 

Table 10. Economic Evaluation Result

Category

Performance of Boiler
Initial Investment Cost

[Won/m2]

Operating Cost

Capacity

[kW]

Efficiency

[%]

Energy Saving Cost

[Won/m2]

Maintenance Cost

[Won/m2]

Origin 116 90 - - 37,160

Alt 1 116 93 12,006 114 56,644

Alt 2 116 98 18,888 284 89,118

Table 10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일러의 효율이 93% (Alt 1)인 기기를 사

용하였을 경우 초기투자비는 12,006 Won/m2, 98% (Alt 2)인 기기를 사용할 경우 18,888 

Won/m2로 예측되었으며 40년의 분석 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량은 각각 114 Won/m2, 284 

Won/m2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원안의 경우 37,160 Won/m2이며 대안에 대한 비

용은 각각 56,644 Won/m2, 89,118 Won/m2로 예측되었다. 평가에 선정된 대안들을 사용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며 이는 선정된 대안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비용이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개발된 공사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보일러의 용량 및 효율에 따른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예측된 값을 토대로 단순 에너지 절감 비교법, 초기투자



Development of Construction Cost Prediction Model of Boiler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KIAEBS Vol. 14, No. 4, 2020 ∙ 319

비법, 단순회수기간법 및 생애주기비용법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건물

의 설계 또는 리모델링 시 보일러의 최적 대안 선정에 공사비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구축된 에너지 효율화 대안 중 난방시스템

의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구축된 예측 모델을 검증하고 실제 비주거 건물에 적용

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1) 보일러의 난방용량 및 효율을 입력변수로 하고 초기투자비용을 출력변수로 하는 보일러

의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의 검증 결과 조정 결정 계수가 

0.73으로 나타났으며 ANOVA 분석 결과 P-value가 0.000로 0.005보다 작은 값이 나타

났다. 

(2) 개발된 공사비 예측 모델을 모델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DB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였으며 검증 결과 R2 값이 0.7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사비 예측 모델의 활용성 검증을 

위해 실제 비주거 건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하여 대상 건물의 대안 선정을 위한 경제성 분

석에 모델을 적용하였다. 개발한 공사비 예측 모델을 사용할 경우 보일러의 난방용량 및 

효율에 따른 초기투자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설계 

또는 리모델링 시 보일러의 최적 대안 선정에 공사비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보일러의 공사비 예측 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에너지 효율화 대안의 보일러 이외의 항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비 장비들에 대한 공사비 예측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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