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 연 구 위 원  오현영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위원  심상렬

인 턴 연 구 원  이가연

위 촉 연 구 원  남혜림





요약  i

<요  약>

본 연구는 지역난방 수용가(아파트)의 단위열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단위열사용량의 지

속적 감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

는 지역난방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공급

중인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급안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소기의 정책성과로 볼 수 있다.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

의 21.4%(2010년 인구총조사)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열사용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난

방 및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1)

단위열사용량의 변화요인을 찾고, 각 요인에 의한 변화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

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난방 사업소 14개의 연도별 단위열사용

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난방도시(heating degree hour), 실질 열판매단

가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외기온도로부터 

일차적인 난방에너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

는 난방도시이다. 그리고 지역난방열도 일종의 상품이므로 가격, 소득, 

대체재의 가격 등 3가지가 난방도시 다음으로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그런데 연구 초반의 회귀분석에서 대체재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전

* 단위열사용량(M㎈/㎡)이란, 각 지역난방 사업소의 월별 총 열판매량(M㎈)을 총 
계약면적(㎡)으로 나눈 다음 연(年) 단위로 합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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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판매단가가 설명변수로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수용가(아파트)별로 적용된 정부의 

건축물 단열기준을 지표화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단위열사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난방도시와 실질 가계소득이었다. 다른 조건이 동

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열사용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실질 열판매단가,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등 3개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

울철 전력소비 증가율(%)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

으로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열사용량은 상기 변화요인에 의하여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난방을 공급중이거나 공급할 계획인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저가열원을 확보하여 단위열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

업성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및 허가를 위한 심사에서 저가열원의 확보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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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e phenomenon 

that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of the apartments accepting 

district heating has been constantly reduced. The constant reduction 

of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may weaken the value of the 

district heating business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the supply for under the Community Energy Business Act. Also, if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business operators in charge of the 

supply get deteriorated, it may threaten the stability of supply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managing and supervising. However, if this 

phenomenon i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t can be regarded as the intended result of the policy. 

It is because 21.4% of the households residing in apartments 

nationwide are being supplied with district heating. Therefore, this 

study that analyzes the factors changing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can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district heating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y(or institution).

The study use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in order to 

figure out the factors changing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and 

the degree of change made by each of the factors.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er set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of each year in 14 

district heating business plac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repared 

panel data taking such things as the heating degree hour and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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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selling price as explanatory variables. Since outdoor temperature 

results in energy demand for heating primarily, the most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 is the heating degree hour. And because heat for 

district heating is also a sort of product, three items, price, income, 

and the price of alternate products, form the next most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following the heating degree hour. However, 

regression analysis in the beginning of research shows that the real 

electricity selling price corresponding to the price of alternate 

products i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as an explanatory variable, so 

it has been substituted with the winter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 rate(%). And making the insulation standards for buildings 

made by the government applying them to each of the business 

places into indexes, the study used them as explanato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linear panel regression 

model, the explanatory variables having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are found to be the heating degree hour 

and real household income. If the other conditions remain the same, 

when the heating degree hour increases 1%,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also increases 0.50% averagely. And when the real household 

income increases 1%,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increases 

0.13% averagely.

The explanatory variables showing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are found to be three: the real heat 

selling price, winter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 rate(%), and 

1+heat insul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rate compar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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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year . If the other conditions remain the same, when the 

real heat selling price increases 1%,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reduces 0.19% averagely. And when the winter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 rate(%) increases 1%,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reduces 0.03% averagely. Also, when 1+heat insul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creases 1%,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reduces 1.76% averagely.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has been reduced year after year 

due to the above factors of change.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induce the business operators either supplying district heating or 

planning to supply it to secure inexpensive heat sources more 

aggressively and cope with the reduction of business value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the heat sales per square meter. In particular, it 

is also needed to examine carefully whether cheaper heat sources 

have been secured in the step of selecting and approving a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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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대표적 지역난방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주택용(아

파트) 단위열사용량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 그런데 다른 주요 

사업자인 GS파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등에서도 유사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의 지속적 

감소는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이러

한 변화는 업계의 고민이 되고 있으며, 원인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 의하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

너지 절약,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있

다. 또한 정부는 지역난방 사업운영 전반(공급용량, 공급 및 사업 안

정성, 요금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지

역난방 수요의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2010년도 인구총조사(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거

주 가구의 21.4%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난방 수요

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측면에

서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다중회귀 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통해서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

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변화의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

히 분석자료 및 분석방식의 구체성과 정확성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1) 단위열사용량(M㎈/㎡)이란, 각 지역난방 사업소의 월별 총 열판매량(M㎈)을 총 
계약면적(㎡)으로 나눈 다음 연(年) 단위로 합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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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도록 한다. 

당초 가구당 열판매량2) 또는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을 활용

하여 변화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제목도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 작성되었지만, 가구당 열판매량 자료가 부정확하여 사용할 수 없었

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 변화에 관해

서만 분석한다.

2) 사업소별 주택용 열판매량을 해당 공급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제2장 분석방법 및 자료작성  3

제2장 분석방법 및 자료작성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검토한 난방용 에너지소비량 변화요인 분

석 연구사례는 두 건이다. 김진형(2001)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수도

권 지역의 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평균세대의 열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세대별 열사용량이었으며,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기온, 열요금, 아파트 크기 등이었다.

이성근(2010)은 가정용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가격 및 소득 탄력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의 난방용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격, 소득, 난방도일수, 전기에너지소비량, 원단위지수 등

이었다.

이상의 두 선행연구에서는 1차 시차종속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

켰다. 그 이유는 김진형(2001)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요는 연소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파생수요이므로 당기의 소비수준

이 전기의 소비수준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2. 분석방법

본 분석의 목표는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의 지속적인 감소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해당 요인에 의한 변화의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회

귀분석이다. 따라서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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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다.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은 사업소별로 다르다. 이러한 사업소 

각각에 대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후 사업소별 차이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전체 사업소의 데이터로 하나

의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사업소 수용가의 특

성이 아니라, 전체 지역난방 수용가의 평균적 소비특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

다. 이에 따라서 분석자료의 형태는 개체()가 사업소이고, 시간 변수

()가 연도인 패널데이터 형태가 된다. 분석용 소프트웨어로는 이러한 

패널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STATA를 활용한다.

[그림 2-1]은 사업소별로 분석 시작년도의 난방도시(heating degree 

hour, 이후의 상세 설명을 참조)와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을 1

로 하였을 때의 이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의 목표를 

쉽게 서술하면, [그림 2-1]에서 단위열사용량이 난방도시 변화를 그대

로 따르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수

요량에 관한 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 대체재 가격, 

소득 등의 세 가지를 기본적인 설명변수로 한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

서도 이러한 세 가지를 중요한 설명변수로 고려할 것이다. 

[그림 2-1]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해

가 갈수록 두 변수의 변화폭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업소별로 살펴보면, 단위열사용량이 난방도시 그래프의 고점과 저

점을 어느 정도는 따르면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맨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IMF 경제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주

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이 두드러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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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작성

가. 단위열사용량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주택용(아파트) 단위열사용량3)

이다. 단위열사용량(M㎈/㎡)은 각 사업소의 월별 총 열판매량(M㎈)을 

총 계약면적(㎡)4)으로 나눈 다음 연(年) 단위로 합계한 값이다.5)

사업자가 집계하는 열판매량은 난방열을 공급받는 아파트단지의 기

계실 열교환기에 공급한 열량이다. 이 열량은 사업자가 생산한 115℃

의 중온수를 열교환기에 통과시키기 전/후의 온도차(∆T)와 통과된 중

온수량을 이용하여 열량계로 계산한다. 사업자는 열량계를 원격검침 

하여 매시간 열판매량을 집계한다. 기계실에서는 115℃의 중온수로 

60℃의 난방수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공급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볼 때에, 각 가정의 실제 난방열 소비량과 

사업자의 열판매량과의 차이(손실)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 중 

하나는 기계실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6)에 의한 손실이고, 나머지 하

나는 기계실에서 각 세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이다.7) 이 손실

3) 본 연구의 범위가 가정부문에 한정되므로, 이후로는 간략히 「단위열사용량」으
로 지칭한다.

4) 계약면적(지역난방사업자와 소비자간 난방공급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같다.
5) 이러한 단위열사용량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사내용 통계자료이므

로 한난과 GS파워에 별도로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그리고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월별 계약면적 및 열판매량 자료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도 월별 계약면적의 변
동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제
공받은 단위열사용량은 연말 시점의 열판매량,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활용
하여 본고가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난방열 소비지표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6) 열교환기 내에서 열이 전달될 때의 효율로 인해서 사업자가 기계실에 공급한 열
량과 기계실에서 공급받은 열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특히 기계실에서 세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은 최근에 지역난방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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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서 열판매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단위열사용량이 정확하게 소

비자의 난방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기 손실의 대

부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설비 특성으로부터8) 발생한다. 따

라서 관련 설비의 교체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단위열사용량의 변화분

은 소비자의 난방열 소비량 변화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단위열사용

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더라도 회귀식의 기울기는 소비자의 난방열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한난과 GS파워는 2012년도 주택용 열판매량 점유율

에서 1,2위를 차지한 사업자이다(<표 2-1> 참고). 한난이 2012년도 주

택용 열판매량을 집계한 사업소는 모두 19개이다. 한난은 이 중에서 

17개 사업소의 2012년도 단위열사용량을 집계하였다. 이러한 17개 사

업소 모두가 분석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장을 참고하여 보

면,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설명변수가 6개이며, 시간추세 변수도 1개 

있고, 상수항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추정할 회귀모수가 모두 8

개이다. 때문에 관찰횟수가 최소한 8회 이상인 사업소만을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결과 한난의 12개 사업소가 분석대상이 되었

다. 물론 패널선형회귀모형은 개체별 관찰치를 모두 합한 전체 관찰치

로부터 모형을 추정하므로, 각 개체의 관찰치 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정 결과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분석 대상 사업소를 선정한다.

동일한 선별 조건 하에서 GS파워가 운영하는 안양, 부천 사업소도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안양, 부천 사업소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

에 따라서 2000년에 운영사업자가 한난에서 GS파워로 바뀌었다. 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8) 또는 설비의 관리부실로부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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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통계집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2000년~2003년까지

의 단위열사용량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시간갭이 있는 

불균형(사업소별 분석기간이 상이함) 패널데이터 형태가 된다.

사업자 점유율 사업소

한국지역난방공사 61.1%

마포(중앙), 강남, 분당, 대구, 고양, 수원, 
청주, 경남(김해), 경남(양산), 마포(상암), 
용인, 화성, 파주, 판교, 삼송, 광교, 세종,

광주전남, 향남

GS파워 13.8% 안양, 부천

기타 사업자 25.1% 상기 외의 사업소

<표 2-1> 2012년도 사업자별 주택용 열판매량 점유율 및 사업소 현황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3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2013

단위열사용량은 아파트단지별 월별 열판매량과 계약면적으로 계산

된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일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면적과 실제 난방면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소별 초기 

2~3년의 단위열사용량은 부정확할 수 있다. 때문에 첫 번째 설명변수

인 난방도시를 기준으로 초기 단위열사용량을 이후의 기간과 비교하

고, 값이 비정상적인 경우 분석기간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한 분석대상 사업소 및 분석기간은 <표 2-2>와 같다. 설

명변수 자료는 이러한 종속변수 자료 형태에 맞추어서 작성한다. 분석

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소별 ID를 1~14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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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개체

(, region)
사업소 사업자 열공급 개시

분석기간

(각각은 년도)

1 마포(중앙)

한난

1987.11 1990~2012

2 강남 1991.10 1994~2012

3 분당 1991.09 1994~2012

4 대구 1995.04 1997~2012

5 안양
GS파워

1991.11 1994~1999
2004~20126 부천 1992.11

7 고양

한난

1992.08 1994~2012

8 수원 1995.10 1997~2012

9 청주 1997.05 1999~2012

10 경남(김해) 2000.07 2001~2012

11 경남(양산) 1999.11 2001~2012

12 마포(상암) 2001.07 2003~2012

13 용인 1994.09 2002~2012

14 화성 2004.03 2005~2012

<표 2-2> 분석대상 사업소 및 분석기간

 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의 사내용 통계자료

14개 사업소의 연도별 단위열사용량은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대값은 마포(중

앙)사업소의 1990년도 값인 204.3M㎈/㎡이고, 최소값은 경남(양산)사

업소의 2009년도 값인 81.9M㎈/㎡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전체 단위열

사용량의 관찰치 수는 209개이며, 전체 평균은 128.08M㎈/㎡, 전체 표

준편차는 27.48이다. 각 사업소의 단위열사용량 표준편차는 최소 5.24

에서 최대 26.88로 사업소별로 다르다. 사업소별 관찰 횟수(=분석연수)

는 최소 8회에서 최대 23회 사이에 분포한다(<표 2-3> 참고). 회귀분석

에서는 [그림 2-2]의 값에 로그를 취한 [그림 2-3]의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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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region) 사업소

관찰 
횟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마포(중앙) 23 164.15 26.88 118 204.3

2 강남 19 148.08 24.35 118.7 192.3

3 분당 19 135.21 17.94 112.8 168.4

4 대구 16 116.51 24.39 87.8 165.8

5 안양 15 135.65 20.37 111.16 171.2

6 부천 15 129.60 21.17 106.07 164.9

7 고양 19 133.74 19.70 100.5 165.9

8 수원 16 126.21 17.65 102.5 169.4

9 청주 14 114.94 15.54 91.4 139.2

10 경남(김해) 12 92.74 5.24 86.6 105.8

11 경남(양산) 12 99.33 14.10 81.9 120.2

12 마포(상암) 10 132.66 19.79 109.9 169

13 용인 11 105.03 7.48 94.5 118.7

14 화성 8 101.39 12.35 94.4 130.4

1~14 전체 209 128.08 27.48 81.9 204.3

<표 2-3> 사업소별 단위열사용량 기초통계

 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의 사내용 통계자료



12

4.
4

4.
6

4.
8

5
5.

2
5.

4
ln

(단
위
열
사
용
량

)

1990 1995 2000 2005 2010

region = 1 region = 2
region = 3 region = 4
region = 5 region = 6
region = 7 region = 8
region = 9 region = 10
region = 11 region = 12
region = 13 region = 14

[그림 2-3] 사업소별 연도별 단위열사용량 로그값

나. 난방도시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는 난방도시(heating 

degree hour)이다. 외기온도로부터 일차적인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발

생하기 때문이다. 난방도시는 에너지 수요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난방도일(heating degree day)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실생활에서 추위에 의한 난방 수요는 매시간마다 발생한다. 그런데 

난방도일은 일평균기온으로부터 산출되므로 추위에 의한 난방 수요를 

실제에 가깝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의 식을 활용하여 

연도별 난방도시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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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도시＝
  



(18－매시간 기온(℃))9)

난방도시 계산을 위한 시간별 기온 데이터는 기상청으로부터 구매

하였다. 최선은 14개의 사업소별로 각기 다른 기온 데이터를 활용하

는 것이다. 그러나 기상청의 시간별 기온 관측지점은 그 수가 많지 않

고, 최근에 추가된 관측지점은 분석기간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 수원, 대구, 청주, 부산 등 5개의 관측지점 

자료만을 활용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사업소는 서울과 수원

의 관측지점과 각 사업소와의 거리를 측정한 후, 보다 가까운 지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표 2-4> 참고). 

개체(region) 사업소 근접 관측지점

1 마포(중앙) 서울

2 강남 서울

3 분당 수원

4 대구 대구

5 안양 수원

6 부천 서울

7 고양 서울

8 수원 수원

9 청주 청주

10 경남(김해) 부산

11 경남(양산) 부산

12 마포(상암) 서울

13 용인 수원

14 화성 수원

<표 2-4> 사업소별 활용 기온자료

9) 이 값이 양수(매시간 기온(℃)<18)인 경우만 합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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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난방도시는 [그림 2-4]와 같다. 이에 따르면 5개 지역 중에

서 서울, 수원, 청주가 나머지 대구, 부산보다 훨씬 추운 지역으로 나

타났다. 보다 추운 세 지역 간에는 아주 근소한 차이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추운 대구의 난방도시는 이들 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의 난방도시는 대구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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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5개 관측지점의 연도별 난방도시

서울지역의 난방도시 최대값은 2012년도의 72,261이다. 수원지역의 

최대값도 2012년의 72,891이다. 대구지역도 2012년의 58,893이 최대

값이다. 청주지역의 최대값도 2012년의 69,258이다. 부산지역만 예외

적으로 난방도시 최대값이 2005년의 53,902이다. 서울과 수원의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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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최소값은 1998년도의 값이다. 이러한 난방도시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활용한다([그림 2-5] 참고).

관측지점 관찰 횟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서울 23 64,955 4,035 56,875 72,261

수원 19 67,473 3,882 59,869 72,891

대구 16 53,532 3,193 48,344 58,893

청주 14 64,436 3,374 58,045 69,258

부산 12 46,220 3,720 41,029 53,902

<표 2-5> 관측지점별 난방도시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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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5개 관측지점의 연도별 난방도시 로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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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질 열판매단가

본 연구에서는 난방도시를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선정했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요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

격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열요

금은 계약면적 ㎡당 기본요금과 판매열량(Mcal)당 사용요금을 합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이부요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열요금은 소

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 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요금 대신에 사업소별 판매금액을 열판매량으로 나눈 열판매단가(원

/G㎈)를 가격 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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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사업소별 연도별 실질 열판매단가(기준년도: 2010년)

  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의 사내용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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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열판매단가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회귀모형에 반영하기 위

해서, 열판매단가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10)로 나눈 실질 열판매

단가를 활용한다.

실질열판매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명목 열판매단가

[그림 2-6]에 사업소별 연도별 실질 열판매단가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실질 열판매단가는 사업소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분석대상 사업소가 모두 동일한 열요금(이부요금)을11) 적용

하고 있고, 사업소별로 판매단가 중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비중이 비

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기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증가는 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에 발생

하였다. 이러한 연도별 실질 열판매단가에 로그를 취하여 회귀분석에

서 설명변수로 활용한다([그림 2-7] 참고). 

10) 통계청,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1990~2012
11) GS파워는 한난의 요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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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사업소별 연도별 실질 열판매단가 로그값

라. 실질 가계소득

소득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요량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 중의 하나

이다. 앞서 실질 열판매단가를 사용한 것과 같은 이유로, 소득 변수도 

실질 가계소득을 활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청에서 지역별 가계소

득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사업소에 대하여 

동일한 가계소득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 다른 연구자들은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GRDP는 해당지역의 가계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

상, 실질) 자료의 소득(원) 항목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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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에 연도별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이 제시되어 있다. 1990

년과 2012년을 단순히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IMF 

경제 위기 당시에는 큰 폭으로 하락(1998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 가구소득의 하락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2009년에 한차례 더 발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로그를 취한 실질 

가계소득을 설명변수로 활용한다([그림 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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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실질 가계소득(연도별 월평균)

  자료 :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실질), 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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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실질 가계소득 로그값

마.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지역난방 공급지역에는 다른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지역난방은 단독주택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보일러 설치가 불

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지역난방열의 주요 대체재는 전기난방이 될 수

밖에 없다. 전기난방은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연료의 구매 및 이동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재의 소

비량인 난방용 전기사용량(=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을 회귀분석

의 설명변수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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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월별 가정용 판매전력량을 이용하여 겨울철 전력소

비 증가율(%) 데이터를 작성한다. 이 자료가 지역별로 제공되지 않으

므로 전체 사업소에 대하여 동일한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을 사

용한다. 

우선 1월, 2월, 11월, 12월은 겨울로 정하고, 7월, 8월은 여름으로, 

나머지 달은 봄 가을로 정한다. 다음에는 매년도 겨울(4개월)철 전력

소비량을 봄 가을(6개월) 월별 전력소비량 중의 최소값에 4를 곱한 값

으로 나누어준다. 마지막으로 이 값에서 1을 뺀 후 100을 곱한다. 여

기에서 봄 가을 월별 전력소비량 중의 최소값은 냉난방 용도의 전력

소비가 가장 최소한으로만 반영된 값이다. 이 값과 겨울철 월별 전력

소비량과의 차이를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로 정한 것이다. 이렇

게 매년도 계산한 결과는 [그림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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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연도별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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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연도별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로그값

바. 단열성능 지표

지역난방열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주요인은 난방용 에너

지 수요관리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일 것이다. 그렇지만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온기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대안은 난방을 통해 확보한 실내의 온기를 

가능한 오래 유지시켜서 추가적인 난방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다. 때문

에 정부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는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조금씩 강화시

켜왔다. 또한 건설업계 및 건축자재업계도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차

원에서 자체적인 단열성능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단열성능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사업소별로 적용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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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건축물 단열기준을 지표화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정부의 건축물 단열기준은 <표 2-6>과 같

다.12) 열관류율은 쉽게 표현해서 열통과율을 말한다. 여기에는 측벽 

및 지붕 등에 관한 기준도 있지만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거실의 외벽

과 외기에 면하는 창 등의 두 기준만 고려한다. 

개정 시기 거실의 외벽
단열성능 
개선율

외기에 
면하는 창

단열성능 
개선율

1984.03 0.5815 이하 - 3.489 이하 -

1987.07 0.5815 이하 - 3.3727 이하 3.3%

2001.01 0.47 이하 19.2% 3.84 이하 -13.9%

2008.07 0.47 이하 - 3.0 이하 21.9%

<표 2-6>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단위: W/㎡·K)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외벽과 외기에 면하는 창에 대한 단열성능 지표의 부여는 <표 2-7>

의 건물 부위별 열손실을 참고한다. <표 2-7>에 의하면 창문을 통한 

열손실이 4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외벽을 통해 18%의 열손실이 

발생한다. 이 비율(%)을 그대로 기준 지표의 값으로 정한다. 

<표 2-8>에 단열성능 지표의 작성과정과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기준 

지표가 되는 1987년도의 정부 단열기준에 대한 지표가 외벽은 18, 창은 

40이다. 이러한 1987년도 지표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표 2-6>의 정

12) 정부 기준의 공식 명칭은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이다. 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현
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3-587호)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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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단열성능(기준) 개선율과 지표의 증가율이 일치되도록 하는 개정 

시기별 지표를 작성한다. 그런데 <표 2-6>을 보면 2001년에는 정부의 

창에 대한 단열성능 기준이 오히려 완화되었다. 하지만 건설업계 및 

건축자재업계가 정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제품의 단열성능을 

낮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창에 부여된 지표 34.46을 전 기의 

40으로 대체한다. 

창문 외벽 바닥 지붕 기타 합계

40% 18% 9% 8% 25% 100%

<표 2-7> 건물 부위별 열손실

자료 : 김진관 외. 아파트에서 단열기준의 변화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연합논문집 11권1호. 2009, 원문 이화철 외 공저. 실내건축재료학. 선문각. 
p267. 2005.에서 재인용

개정 시기 외벽 지표
지표 
증가율

창 지표
지표 
증가율

지표 합계

1984.03 18 - 38.71 - 56.71

1987.07 18 - 40 3.3% 58

2001.01 21.45 19.2% 34.46
(→40) -13.9% 61.45

2008.07 21.45 - 42 21.9% 63.45

<표 2-8> 단열성능 지표

각 사업소의 단열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우선 매년도의 

계약면적을 적용받은 정부의 단열기준에 따라서 나눈다. 다음에는 나

뉜 계약면적별로 해당하는 단열성능 지표(<표 2-8>)를 부여한다. 마지

막으로 계약면적을 웨이트로 하여 단열성능 지표를 가중평균 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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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별 단열성능 지표를 계산한다. 이러한 지표의 계산을 위하여, 한

난과 GS파워로부터 각 사업소 수용가(아파트) 전체의 열공급 개시일

과 계약면적을 제공받았다. 열공급 개시일을 완공시기로 간주하고, 건

축허가 시기를 만 3년 전으로 추정한다.13) 그리고 건축허가 시기 직

전까지 발표된 정부 단열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새

로운 단열 기준은 공표 이후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계산된 사업소별 지표는 [그림 2-12]와 같다.

13) 시장점유율, 인지도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아파트 건설사에 건축허가 시기
와 완공 시기와의 평균적 차이를 문의한 결과 평균 3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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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region) 사업소

관찰 
횟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마포(중앙) 23 57.24 .49 56.71 58.09

2 강남 19 58.36 .45 58 59.10

3 분당 19 58.08 .10 58 58.34

4 대구 16 58.45 .55 58 59.26

5 안양 15 58.31 .36 58 59.04

6 부천 15 58.37 .36 58 58.97

7 고양 19 58.24 .37 58 59.04

8 수원 16 58.33 .45 58 59.25

9 청주 14 58.84 .77 58 59.88

10 경남(김해) 12 59.36 .82 58 59.83

11 경남(양산) 12 59.75 1.12 58 60.65

12 마포(상암) 10 59.63 1.01 58 61.15

13 용인 11 59.22 .71 58 59.94

14 화성 8 61.46 .02 61.45 61.51

1~14 전체 209 58.60 1.04 56.71 61.51

<표 2-9> 사업소별 단열성능 지표 기초통계

사. 1인 가구 비율

지역난방열 소비량의 변화는 세대 내 거주인구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의식주 관련 소비 트렌드를 변

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을 설명변수 중 

하나로 포함시킨다.

사업소별 1인 가구 비율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각 사업소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아파트 거주 가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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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인 가구의 비율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인구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시행되기 때문에 매년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가 없는 

중간년도의 1인 가구 비율은 해당 기간(5년)의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그렇지만 다른 종속변수, 설명변수와 달리 연도별로 

작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활용될 때에 그에 따른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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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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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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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사업소별 연도별 1인 가구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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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region) 사업소

관찰 
횟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마포(중앙) 23 9.81 2.55 6.88 14.81

2 강남 19 12.34 2.96 7.59 17.14

3 분당 19 7.49 2.69 4.14 12.75

4 대구 16 8.33 2.64 4.61 13.10

5 안양 15 7.28 2.36 4.51 11.06

6 부천 15 6.84 2.53 3.48 11.05

7 고양 19 7.05 2.25 4.31 11.57

8 수원 16 9.17 2.04 6.47 12.73

9 청주 14 13.44 2.06 10.15 16.51

10 경남(김해) 12 9.14 1.66 6.59 11.71

11 경남(양산) 12 12.12 2.91 7.96 16.91

12 마포(상암) 10 12.35 1.63 9.82 14.81

13 용인 11 7.52 1.46 5.56 9.95

14 화성 8 10.89 1.23 9.22 12.73

1~14 전체 209 9.40 3.16 3.48 17.14

<표 2-10> 1인 가구 비율(%) 기초통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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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사업소별 연도별 1인 가구 비율(%) 로그값

아. 실질 전력판매단가 및 가구원수

전기가 지역난방열의 주요 대체재라는 사실을 앞서 설명하였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3요소인 가격, 소득, 

대체재의 가격 중에서, 앞서 설명변수로 소개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설

명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에너지업계에서는 난방용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야기된 동계 전력피크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지역난방열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전기요금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전기요금도 지역난방 열요금과 마찬가지로 이부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아닌 판매단가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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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주택용 

판매단가(원/kWh)를 사용한다. 또한 열요금과 마찬가지로 판매단가를 

실질가격으로 바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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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연도별 실질 전력판매단가(기준년도: 2010년)

   자료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난방열 소비량의 변화는 세대 내 

거주인구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비율뿐만 아니라 

세대별 가구원수도 설명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

록인구통계 중에서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를 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

로 나누어 줌으로써, 각 사업소가 속한 지역의 가구원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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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사업소별 연도별 가구원수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990~2012

이상과 같이 실질 전력판매단가와 가구원수가 회귀분석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 시행 결

과, 이 두 변수는 종속변수인 단위열사용량을 설명하는 변수로 적합하

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서 제3장에서는 이 두 변수를 

제외한 회귀모형을 검토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겨울철 전력소비 증

가율이 실질 전력판매단가를 대체한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1인 

가구 비율이 가구원수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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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region) 사업소

관찰 
횟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마포(중앙) 23 2.71 .35 2.35 3.76

2 강남 19 2.74 .24 2.46 3.22

3 분당 19 2.96 .22 2.72 3.33

4 대구 16 3.09 .20 2.79 3.37

5 안양 15 2.98 .15 2.82 3.23

6 부천 15 2.90 .21 2.66 3.23

7 고양 19 2.88 .23 2.59 3.19

8 수원 16 2.87 .09 2.77 3.00

9 청주 14 2.80 .17 2.62 3.10

10 경남(김해) 12 2.97 .14 2.77 3.21

11 경남(양산) 12 2.83 .14 2.65 3.09

12 마포(상암) 10 2.41 .08 2.35 2.57

13 용인 11 2.86 .05 2.79 2.95

14 화성 8 2.65 .02 2.61 2.68

1~14 전체 209 2.85 .25 2.35 3.76

<표 2-11> 사업소별 가구원수 기초통계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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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 모형 및 결과

1. 분석모형 검토

가. 안정성을 고려하여 모형 확정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소별로 작성된 연도별 종속변수, 설명변수 데

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작성된 

자료를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라고 한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

귀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수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검토

해야 한다. 시계열 변수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 안정

적이라고 한다(이병락 역, 2011).

   (일정한 평균)

   (일정한 분산)

          (가 아닌 에 의존하는 공분산)

다시 말하면 시점이 변화하더라도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고, 특정한 

두 시점 값 사이의 공분산이 오직 둘 간의 시간 길이에만 영향 받고, 

관찰된 두 시점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정한(nonstationarity) 시계열 자료

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부터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도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허구적(spurious) 회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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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하면, 제2장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중 일부

는 명백히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그래프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

수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 상관관계가 없더라도 단지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림 3-1]과 같은 시간 추세변수를 회

귀모형에 포함시켜서, 이와 같은 추세를 통제하여 허구적 회귀가 나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3-1] 시간 추세변수

이상과 같이 시간 추세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안

정성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근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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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공식에서 =1인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

다. 여기서 오차 는 독립적이고, 평균은 0이며, 분산이 일정하다. 때

문에 =1이면 는 불안정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에 관한 단위근 검

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시간 추세를 포함하지 않는 기본형 

패널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된 변수

만 시간 추세를 포함한 패널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불안정

한 변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변수를 1차 차분한 뒤에 앞서와 동일한 

순서로 패널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변수를 1차 차

분한 안정적 변수로 교체한다.14)

본 분석자료는 불균형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Dickey–Fuller 패널

단위근 검정과 Phillips–Perron 패널단위근 검정 등의 두 방식만 활용

할 수 있다. 귀무가설은 모든 패널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업소의 해당 변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한 개 패널의 해당 변수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

에서 시차는 1기까지만 고려한다. 또한 회귀모형에서 모든 변수에 로

그를 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단위근 검정도 로그를 취한 변수에 대

하여 시행한다. 결과는 <표 3-1>, <표 3-2>와 같다. 

14) 공적분 검정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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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본형 시간 추세 포함

ln(단위열사용량) 0.9849 0.0005
ln(난방도시) 0.0580 -

ln(실질 열판매단가) 1.0000 0.0002
ln(실질 가계소득) 0.9932 0.0000

ln(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0.0306 -
ln(단열성능 지표) 0.9892 0.9679

ln(단열성능 지표)의 1차 차분 0.0857 -
ln(1인 가구 비율) 0.8669 0.0000

<표 3-1> Dickey–Fuller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p-값)

변수 기본형 시간 추세 포함

ln(단위열사용량) 0.5165 0.0000
ln(난방도시) 0.0000 -

ln(실질 열판매단가) 0.9999 0.0003
ln(실질 가계소득) 0.9717 0.0016

ln(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0.0164 -
ln(단열성능 지표) 1.0000 1.0000

ln(단열성능 지표)의 1차 차분 0.0000 -
ln(1인 가구 비율)  0.0682 0.0015

<표 3-2> Phillips–Perron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p-값)

분석기간이 최소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짧기 때문에 귀무가설의 

기각수준을 일반적인 1% 미만, 5% 미만 보다 큰 10% 미만까지로 정

한다.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에 의하면 시간 추세를 포함하는 경우 ln

(단열성능 지표) 외의 모든 변수가 안정적이다. ln(단열성능 지표)는 

시간 추세를 포함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1차 차분을 하여 다시 단위

근 검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ln(단열성능 지표)를 1차 차분한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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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다. ln(단열성능 지표)의 1차 차분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단열성능 지표 ) - ln(단열성능 지표)

= ln단열성능지표 

단열성능지표  

즉, 특정 시점의 단열성능 지표를 바로 전 시점의 단열성능 지표로 

나눈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인 것이다. 이것은 변수 단열성능지표

단열성능지표   에 로

그를 취한 것과 같다. 이러한 1차 차분 과정에서 16개의 결측치가 발

생하였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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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3
ln

(단
열
성
능

 지
표

)의
 1
차

 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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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2010

region = 1 regio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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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 11 regio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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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ln(단열성능 지표)의 1차 차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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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안정적인 변수로 바꾸기 위하여 단열성능 지표 변수를 

단열성능지표

단열성능지표 로 교체한 최종적인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표 3-3>

과 같다. 이후의 분석결과표는 실제 변수명이 아닌 <표 3-3>의 명칭

으로 표시한다. 

앞서 검토한 두 건의 선행연구 사례에서는 1차 시차종속변수를 설

명변수로 포함시켰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 종속변수의 변화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명변수로만 모형을 구성한다.

변수 역할 명칭 단위

단위열사용량  HUSE M㎈/㎡

난방도시  TMPF 도시

실질 열판매단가  RLHP 원/G㎈

실질 가계소득  RLIC 원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WELP %

단열성능지표

단열성능지표  HPRT 1+전년비 증가율

1인 가구 비율  OPFP %

시간 추세  TIME 연차

<표 3-3> 패널선형회귀모형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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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동 OLS 및 패널 GLS

패널데이터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패널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OLS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소와 연도 구별이 의미 없게 되고, 단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쌍

으로만 인식한다. 이러한 합동 OLS 모형은 다음과 같다.

    

=1,2,...,14=각 사업소

=1990,1991,...,2012=각 분석 연도

=사업소()의 분석기간

전체 관찰치의 수()=
  



=209

그런데 합동 OLS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다음의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인식 외 

공저, 2012).

(가정 1)   , 모든  및 에 대해

(가정 2)   , 모든  및 에 대해

(가정 3)    , 모든 ≠ 및 ≠에 대해

(가정 4)    , 모든  및 에 대해

가정 1과 2에 의하면 모든 오차항의 기댓값은 0이어야하고, 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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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후자는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을 말한다. 가정 3

은 한 사업소 내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 또는 사업소와 사업소 간의 

오차항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 4는 설명변수와 오

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명변수가 외생

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4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패널데이터는 매우 드물 것이

다. 때문에 분석하려는 패널데이터가 동분산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을 가정한 상태에서 추정하는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패널 

GLS 방법은 모든 시점에서의 오차항 분산이 사업소간에 다름을, 즉 

  
임을 가정한다. 

그리고 패널데이터의 오차항에는 자기상관(다른 시점의 오차항과 

상관관계 존재) 또는 동시적 상관(동일 시점에서 다른 사업소의 오차

항과 상관관계 존재)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상관 검정 결과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는 패널 GLS로 추정해야 

한다. 동시적 상관 문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명확히 다른 지역에 

있는 각 사업소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다.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

합동 OLS와 패널 GLS 추정에서는 상수항 와 설명변수의 계수 

가 모든 사업소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과 달리, 각 사

업소의 개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를 정의하고, 앞서 설명한 

합동 OLS 회귀식에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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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은 설명변수의 계수 가 모든 사업소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상수항 는 사업소별로 달라진다. 이러한 상

수항 를 사업소별로 고정된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모형

을 고정효과 모형이라 한다. 이와 달리 를 확률변수로 간주하

는 모형을 확률효과 모형이라 한다. 

합동 OLS와 패널 G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은 패널데이터

의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할 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패널데이터의 선형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라. 가설검정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식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의 가설검정을 시행한다. 첫 번째로, 각 사업소의 고정된 오차항 

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귀무가설은 모든 사업소()

에 대해   이다. <표 3-3>으로 구성한 회귀식의 종속변수와 설명

변수 모두에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시간 추세변수 TIME에는 자연

로그를 취하지 않는다) 고정효과 모형 방식으로 추정하면, 결과에서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이 제시된다. 이와 같이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를 

포함하는 고정효과 모형이 포함하지 않는 합동 OLS 보다 적절하다.

두 번째로, 확률효과 모형과 합동 OLS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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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검정한다. 귀무가설은  
  이다. 귀무가설이 맞

다면 오차항의 분산에서 
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없고, 합동 OLS 결과만 활용하면 된다. 첫 번

째 검정과 동일한 회귀모형으로 검정을 시행한 결과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합동 OLS 결과 보다는 확률효과 모형 결과가 적절하다.

세 번째로, 패널선형회귀모형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한다. 귀무가설은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다. 앞서의 

두 가지 검정과 동일한 회귀식으로 검정한 결과, p-값이 0.006으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1계 자기상관이 존

재하므로, 이후에 이를 고려한 방식으로 회귀모수를 추정한다.

네 번째로, 사업소 간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한다. 귀무가

설은   
 , 모든 에 대해 으로 동분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와 동일한 회귀식으로 검정한 결과, p-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분

산성을 고려해서 회귀모수를 추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우스만 검정을 시행한다. 귀무가설은 

「 」이고, 대립가설은 ≠ 이다.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우스만 검정 결과 p-값이 0.0000으로 1% 유의수준에

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 보다 고정효과 모형

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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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가. 패널 GLS 분석결과

이분산성과 1계 자기상관을 함께 고려하여 패널 GLS 추정을 한 결

과는 <표 3-4>와 같다. 이는 모든 사업소에 대해 1계 자기상관 계수

가 모두 같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지만, 이후의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추정모형의 결과에 

대해서 서술한다. 

추정결과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하면 추위에 대한 난방수요의 탄력성이 0.52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단위열사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또 다른 설명변수는 실질 

가계소득이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가계소득이 1% 증가

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가계소득에 대한 난방수요의 탄력성이 0.27로 측정된 것이다.

나머지 3개의 설명변수는 단위열사용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전년비 단열

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76%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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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HUSE) 계수
(p-값) ln(HUSE) 계수

(p-값)

ln(TMPF) .5337
(0.000) ln(TMPF) .5218

(0.000)

ln(RLHP) -.1428
(0.004) ln(RLHP) -.1427

(0.012)

ln(RLIC) .2764
(0.000) ln(RLIC) .2700

(0.000)

ln(WELP) -.0460
(0.000) ln(WELP) -.0436

(0.003)

ln(HPRT) -1.944
(0.012) ln(HPRT) -1.7603

(0.038)

ln(OPFP) .1839
(0.000) - -

TIME -.0349
(0.000) TIME -.0250

(0.000)

상수항
-3.396
(0.007) 상수항

-2.940
(0.043)

(분석 활용) 193 (분석 활용) 193

<표 3-4> 패널 GLS(자기상관계수 모두 동일 가정) 추정결과

모든 사업소에 대해 1계 자기상관 계수가 모두 다르다고 가정한 결

과는 <표 3-5>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질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24%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

용량이 평균적으로 0.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전력소

비 증가율(%)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77%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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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HUSE) 계수
(p-값) ln(HUSE) 계수

(p-값)

ln(TMPF) .5476
(0.000) ln(TMPF) .5402

(0.000)

ln(RLHP) -.1473
(0.001) ln(RLHP) -.1532

(0.000)

ln(RLIC) .2528
(0.000) ln(RLIC) .2418

(0.000)

ln(WELP) -.0411
(0.000) ln(WELP) -.0425

(0.000)

ln(HPRT) -2.014
(0.009) ln(HPRT) -1.774

(0.020)

ln(OPFP) .0983
(0.024) - -

TIME -.0298
(0.000) TIME -.0239

(0.000)

상수항
-3.0637
(0.007) 상수항

-2.6358
(0.018)

(분석 활용) 193 (분석 활용) 193

<표 3-5> 패널 GLS(사업소별 자기상관계수 모두 다름) 추정결과

나.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 분석결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6>

과 같다. 우선 1인 가구 비율이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확률효과 모형 추정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를 제

외한 모형 추정결과에 대해서 서술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

이 동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

로 0.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추위에 대한 난방

수요의 탄력성이 0.50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단위열사용량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또 다른 설명변수는 실질 가계소득이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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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가계소득에 대한 

난방수요의 탄력성이 0.13으로 측정된 것이다.

나머지 3개의 설명변수는 단위열사용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전년비 단열

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76%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HUSE) 계수
(p-값) ln(HUSE) 계수

(p-값)

ln(TMPF) .5034
(0.000) ln(TMPF) .5040

(0.000)

ln(RLHP) -.1949
(0.000) ln(RLHP) -.1927

(0.000)

ln(RLIC) .1233
(0.006) ln(RLIC) .1252

(0.005)

ln(WELP) -.0317
(0.059) ln(WELP) -.0313

(0.061)

ln(HPRT) -1.7699
(0.009) ln(HPRT) -1.7596

(0.009)

ln(OPFP) .0512
(0.697) - -

TIME -.0265
(0.000) TIME -.0239

(0.000)

상수항
-.0615
(0.037) 상수항

-.0487
(0.068)

(분석 활용) 179 (분석 활용) 179

 

within: 0.9716
between: 0.8685
overall: 0.8433

 

within: 0.9715
between: 0.8290
overall: 0.8246

<표 3-6>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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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 자기상관을 고려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7>

과 같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가계소

득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21%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

균적으로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HUSE) 계수
(p-값) ln(HUSE) 계수

(p-값)

ln(TMPF) .4942
(0.000) ln(TMPF) .4934

(0.000)

ln(RLHP) -.1765
(0.007) ln(RLHP) -.1735

(0.007)

ln(RLIC) .2151
(0.009) ln(RLIC) .2107

(0.009)

ln(WELP) -.0449
(0.009) ln(WELP) -.0438

(0.009)

ln(HPRT) -1.8629
(0.009) ln(HPRT) -1.8583

(0.008)

ln(OPFP) .0499
(0.386) - -

TIME -.0264
(0.000) TIME -.0237

(0.000)

상수항
-1.528
(0.381) 상수항

-1.4218
(0.404)

(분석 활용) 193 (분석 활용) 193

 

within: 0.8985
between: 0.8223
overall: 0.8371

 

within: 0.9004
between: 0.7821
overall: 0.8177

<표 3-7> 확률효과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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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적인 논의

가설검정의 결과를 따르면 패널 GLS 결과보다는 고정효과 또는 확

률효과 모형의 결과가 더 적절하다. 그리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가 더 적합하다. 그렇지만 과연 

이 중에서 어느 모형의 결과가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GLS, 고정효

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모두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데이터 전체(모집단)로 구성된다. 때문에 사업소별로 고

정된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과를 한 가

지 모형으로 한정하여 서술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한다.

4개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0.49%~0.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가계소득이 1% 증가

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3%~0.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난방도시와 실질 가계소득만이 단위열사용량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실질 열판매단가, 겨울철 전력소

비 증가율(%),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이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0.14%~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03%~0.04%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1.76%~1.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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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널 GLS 결과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

타났으며, 단위열사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사실로 간주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인 가구는 가계소득을 혼자서 사용하므로 다인 가구보다는 난방 관

련 지출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내에 다

른 가족의 인체발열량, 조리에 의한 열량 등이 매우 적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실내기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정이, 퇴근 후 실내기

온을 급격히 높이는 가정 보다 난방 소비량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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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맺음말

본 연구는 지역난방 수용가(아파트)의 단위열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단위열사용량의 지

속적 감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

는 지역난방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공급

중인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급안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소기의 정책성과로 볼 수 있다.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

의 21.4%(2010년 인구총조사)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열사용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난방 및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단위열사용량의 변화요인을 찾고, 각 요인에 의한 변화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

난방 사업소 14개의 연도별 단위열사용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난방도

시, 실질 열판매단가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외기온도로부터 일차적인 난방에너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는 난방도시이다. 그리고 지역난방열도 일종의 상품

이므로 가격, 소득, 대체재의 가격 등 3가지가 난방도시 다음으로 중

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그런데 연구 초반의 회귀분석에서 대체재의 가

격에 해당하는 실질 전력판매단가가 설명변수로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수용가(아

파트)별로 적용된 정부의 건축물 단열기준을 지표화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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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단위열사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난방도시와 실질 가계소득이었다. 다른 조건이 동

일한 경우, 난방도시가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열사용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실질 열판매단

가,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등 3개

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실질 열판매단가가 1% 증가

할 때 단위열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율(%)이 1% 증가할 때는 단위열사용량이 평균

적으로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전년비 단열성능 

개선율 이 1% 증가할 때 단위열사용량은 평균적으로 1.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업계에서는 기계실 설비운영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기계실

(또는 아파트 단지)의 자발적 절약 노력 등도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설명변수로 포함시

키지 못했다. 그리고 소비자가 설정하는 난방온도의 변화 추이도 앞서

와 같은 이유로 검토하지 못했다.

단위열사용량은 상기 변화요인에 의하여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난방을 공급중이거나 공급할 계획인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저가열원을 확보하여 단위열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

업성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및 허가를 위한 심사에서 저가열원의 확보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최대부하율 분석이 아

니므로, 최대부하율 분석은 본 연구과제와 별도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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