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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및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약 95%로 에너지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며, 특히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 사용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상황이다.1)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량 순위는 2012년 기준 세계 8위

(263백만toe)를 기록하였으며, 1차 에너지 총 사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6.6%(1973년 21.6백만toe → 2013년 263.8백만toe)로 OECD 국가 34개국 중

가장 높다.2)

<표 1.1>과 <표 1.2>에서는 2013년 기준 국가별 에너지사용량 순위 및

에너지사용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병립3)의 연구에 의하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24%를 차지하며, 이는 건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재실자의 냉·난방기기 사용 증대로 인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절감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에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성능 총량 및 각 부하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5)

1) 에너지관리공단, 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2015.5
2)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5(IEA)
3) 안병립, 김지훈, 김지연, 장철용, 지역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분석 연구, 한
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09.10

4) 국토교통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14.12
5) 조정훈, 홍구표, 건물에너지 평가 프로그램 소개 및 이를 이용한 사례분석, 에너지절약
전문기업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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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에너지사용량

(백만toe)

중국

2,894

미국

2,141

인도

788

러시아

757

일본

452

독일

313

브라질

282

한국

263

프랑스

252

캐나다

251

석유사용량

(백만톤)

미국

817

중국

490

일본

218

인도

174

러시아

149

사우디

131

브라질

126

독일

111

한국

109

캐나다

104

전력사용량

(TWh)

중국

4,694

미국

4,069

일본

989

러시아

948

인도

940

독일

585

캐나다

543

한국

517

브라질

498

프랑스

482

<표 1.1> 국가별 에너지사용량 순위(‘12)

(출처：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IEA)

국가 1973 1980 1990 2000 2010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한국 21.6 41.3 92.9 188.2 250.0 263.5 263.8 6.6%

미국 1,729.9 1,804.7 1,915.1 2,273.3 2,215.4 2,139.8 2,188.4 0.6%

일본 320.4 344.5 439.3 519.1 498.9 452.0 454.7 0.9%

독일 334.7 357.2 351.2 336.6 326.9 311.8 317.7 -0.1%

프랑스 180.1 191.8 224.0 251.9 261.7 252.4 253.3 0.9%

영국 218.1 198.4 205.9 223.0 202.4 192.9 191.0 -0.3%

OECD
합계

3,740.5 4,067.7 4,522.7 5,291.8 5,404.8 5,251.2 5,299.6 0.9%

<표 1.2> 주요국의 에너지사용량 추이

(단위 : 백만toe)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 IEA)

건물에서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열 강화, 고성능 창호, 외피차양, 옥상녹화, 고효율 공조설비,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건물의 에너지절감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6)

6) 손지훈, 김삼열, 국내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절감 방안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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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는

건물에너지 성능해석이 필수적이다.7)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도구인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분석이 가능하며, 건물의 냉·난방 부하 예측 및 에너지사용량 분석,

이론해석을 통한 시스템연구, 건물의 요소별 성능분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된다.8)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장점으로는 결과값과 실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건물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 제어 전략이나

에너지절감 대책들을 도출할 수 있다.9)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확한

건물에너지 진단을 위해서는 건물 모델의 동적에너지 특성, 재실 및 운영

정보, 기상데이터, 시스템조건, 건물외피 특성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한다.10)11) 따라서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및 모델개발 등 입력

정보 과정에는 많은 가정과 불확실성이 포함되며, 복잡하거나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한계성을 띄고 있다.

또한 BEMS와 같은 기존의 건물 제어방법은 공조시스템 작동 환경변화와

상관없이 시스템 제어변수를 일정하게 고정하거나 건물 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제어변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건물에너지의 최적제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건물 제어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복잡하거나

수많은 정보인 빅데이터(big data)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입력정보의 학습을

통하여 많은 가정과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진보된 방법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1956년 미국 Dartmouth 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John

7)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정량적 평가방법 표준화를 위한 연구, 2014.12
8) 김성범, 국내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2016

9) 서원준, 박철수, 건물에너지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적용시 쟁점과 한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1

10) Al-Homoud, M. S., Computer-aided building energy analysis techniques, Building
and Environment, 2001

11) Waltz, J. P., Computerized building energy simulation handbook, Fairmont Press,
2000



- 4 -

McCarthy 외 3인에 의하여 처음 발표되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개발로

인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기존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한계점인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원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은 인간이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적인 활동(기억, 지각, 이해, 학습, 연상, 추론,

계획, 창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지능을 부여하고 있다.12)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 기법의 종류에는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딥러닝(Deep Learning), 퍼지 이론(fuzzy logic),

적응뉴로-퍼지시스템(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있으며, 적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크게

건축 환경 및 설비, 계획, 구조, 재료, 시공, 기타로 분류하여 다양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인공신경망은 자가 학습(a self-tuning

process)을 통하여 결과값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다.13) 건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세탁물의 오염 정도에 따라 세탁 시간을 조절하는

퍼지 세탁기나 학습하는 온도조절기(thermostat) 등이 있으며, 여러 인공지능

기법들을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적용시켜 건물에너지 관리나 제어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피스건물의 공조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조시스템 최적운전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앞서

에너지사용량을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에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공조시스템의 유동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건물 제어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조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의의가 있다.

12) 석왕헌, 이광희,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가능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10
13) 강인성 외 2인, 최근 건축물에서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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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림 1.1)은 건물에 인공신경망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과정과 본

연구의 범위를 나타내며,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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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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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건물에너지를 절감하는 과정은 대상 건물

BEMS를 통한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공신경망 기반 건물에너지

예측모델 개발, 예측성능 평가, 공조시스템 최적운전 알고리즘 개발, 실제

건물에 적용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절감량 평가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범위는 (그림 1.1)과 같이 실제 건물에서 사용되는 공조시스템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공신경망 예측모델 개발, 예측성능 평가까지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2)와 같으며 첫 번째 과정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대상 건물의 건물관리시스템(BMS, building management system)

에서 측정한 공조시스템의 과거 운전 현황 및 설정값, 기상 데이터,

에너지사용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별로

분류하여 건물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시 오류나

잡음(Noise)를 제거하고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 및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처리과정(preprocessing)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인공신경망 예측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적 입력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수치

해석 및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인 MATLAB (matrix laboratory)을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변수와 파라미터(parameter)를 선정하는 최적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성능 평가단계에서는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측값과 예측값의 상관관계 분석과 평균 제곱근 오차의

변동 계수{Cv(RMSE)}를 통하여 예측정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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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고찰

본 장에서는 인공신경망을 건물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동향

및 연구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신경망에

대한 설명과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과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1 선행연구 분석

(1) 문헌조사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건물에너지를 예측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요소들과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석14)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ergyPlus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에너지수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인공신경망 모델 구축과정에서 입력변수

선정과정과 모델의 최적화 과정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시뮬레이션

결과 기반으로 데이터를 입력변수로 선정한 한계점이 나타났다.

권한솔15)의 연구에서는 대형 복합 건물의 냉방에너지 사용량과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대상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고, 냉방부하 예측모델과

냉동기의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력변수 중 기상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기온도, 상대습도, 일사량, 운량,

풍속, 강우량 등을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불쾌지수를 계산하여 입력하여

다양한 기상 변수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석구16)의 연구에서는 대학 건물에서 사용되는 평일과 주말의 전력사용량

14) 공동석, 도심지역 에너지계획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에너지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9

15) 권한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부하 예측 기반 대형 건물의 복합 냉동기 최적운영 방
안,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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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하였고 인공신경망 기반 전력수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인공신경망 모델 구축과정에서 최적의 변수를 선정하는 최적화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Chirag Deb17)의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3가지 건물에 대한

냉방에너지 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요일별 에너지사용량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단계별로 나눠 예측한 결과 가장 예측성능이 높은

모델(R2=0.9852)을 도출하였다.

Radu Platon18)의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과 사례기반 추론방법을 활용하여

기관 건물의 시간당 전력소비량을 예측하였다. 입력변수로 외기온도,

외기습도, 보일러 온수토출온도, 온수유량, 냉동기 냉매토출온도, 냉매유량,

급기온도, 실내온도, 공조시스템 설정값 등이 사용되었으며, 인공신경망과

사례기반 추론방법의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R. Mena19)의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반 전력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건물의 재실일과 비재실일로 구분하고, Sine/Cosine을

이용하여 시간대를 선정하였다. 또한 입력변수로는 외기온도, 일사량,

공조시스템(보일러, 냉각탑, 펌프 등)의 가동상태를 고려하여 2가지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종합하여 건물에 인공신경망 적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공신경망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상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요일별 시간대를 고려해야하며, 최적의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아닌 실측값을

기반으로 수행할 때 예측모델의 신뢰성이 입증된다고 판단된다.

16) 강석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캠퍼스 빌딩 단기 전력수요 예측 알고리즘 연구, 석사학
위논문 숭실대학교, 2016

17) Chirag Deb, Lee Siew Eang, Junjing Yang, Mattheos Santamouris, Forecasting
diurnal cooling energy load for institutional buildings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Energy and Buildings 121, 2016

18) Radu Platon, Vahid Raissi Dehkordi, Jacques Martel, Hourly prediction of a
building’s electricity consumption usingcase-based reaso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principalcomponent analysis, Energy and Buildings 92, 2015

19) R. Mena, F. Rodríguez, M. Castilla, M.R. Arahal, A prediction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s for the energyconsumption of a bioclimatic building, Energy and
Buildings 8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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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건축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동향을 조사한

강인성20)의 선행 연구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국·내외 건축분야의

인공지능관련 논문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유관 논문은 국내 논문의 경우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Web-Site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국회도서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DB-pia)에서

논문을 수집하였다. 국외 논문의 경우 주요 저널(Journal of Energy and

Buildings, Journal of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Journal

of Applied Thermal Engineering)과 Web-Site(Google Scholar, Science

Direct, ACM Digital Library, Wiley Inter Science)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유전자알고리즘”, “건물”, “건축” 등을 키워드로 제목, 핵심어,

초록을 포함한 전체 검색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2.1>은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논문을 연도별 및

분야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총

417편이 수집되었으며, 학문분야는 크게 6가지 분야로 건축 환경 및 설비,

계획, 구조, 재료, 시공, 기타로 분류하였다.

20) 강인성 외 2인, 최근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연구동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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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분야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환경·설비 5 4 4 5 7 3 14 6 12 12 12 24 26 18 29 31 34 246(59.0)

계획 1 0 1 1 3 1 0 1 0 1 3 1 2 0 2 1 4 22(5.3)

구조 1 3 4 10 0 6 3 2 4 6 6 5 7 5 1 2 5 70(16.8)

재료 0 0 0 0 4 7 4 2 1 5 3 4 1 4 0 0 4 39(9.3)

시공 0 0 1 2 7 1 2 1 0 1 0 5 1 0 2 2 1 26(6.2)

기타 2 1 1 1 2 1 2 1 0 0 0 0 0 0 1 0 2 14(3.4)

합계 9 8 11 19 23 19 25 13 17 25 24 39 37 27 35 36 50 417(100)

<표 2.1> 건축분야 인공지능 관련 논문 추이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1)과 같이 2000년 국내 논문

1편과 국외 논문 8편으로 총 9편을 시작으로 2016년 국내 논문 13편과 국외

논문 37편으로 총 50편까지 증가하여 건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와 같이 학문분야별 분석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은 건축

환경·설비분야에서 246편(59.0%)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이어서

구조분야 70편(16.8%), 재료분야 39편(9.3%), 시공분야 26편(6.2%), 계획분야

22편(5.3%), 기타 14편(3.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설비분야에서

인공지능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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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연구동향

(그림 2.2) 학문 분야별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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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법에 따른 연구현황은 <표 2.2>와

같으며, 인공신경망, 퍼지 시스템, 유전자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과 퍼지이론을 혼합한 모델(ANN+FIS), 인공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 혼합 모델(ANN+GA), 인공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 혼합

모델(ANN+SVM) 등 여러 기계학습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응용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전체 논문 중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연구는 212편(5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전자 알고리즘 91편(21.8%), 복합 모델 68편(16.3%),

퍼지이론 34편(8.2%), 서포트벡터머신 12편(2.9%)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법 편수 비율(%)

인공신경망 212 50.8

유전자 알고리즘 91 21.8

퍼지이론 34 8.2

서포트벡터머신 12 2.9

복합 모델 68 16.3

합계 417 100.0

<표 2.2> 인공지능 기법별 논문 추이

<표 2.3>에서는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적 목표는 크게 냉·난방시스템 최적운전, 건물에너지 최적화, 실내

환경 제어, 일사 예측, 환기시스템 제어, 구조물 최적설계, 콘크리트 강도 예측,

건축 디자인, 공사비 예측, 이론적 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건물에너지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71편(1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냉·난방 시스템의 최적운전에 관한 연구 66편(15.8%), 건물 구조물(기둥,

보 등)의 안정성을 위한 최적설계 연구 63편(15.1%), 콘크리트 강도 예측 연구

33편(7.9%), 일사량 예측에 관한 연구 31편(7.4%), 건물 실내 환경에 관한 연구

26편(6.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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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제 편수 비율(%)

환경·설비

건물에너지 71 17.0

냉난방시스템 66 15.8

일사 예측 31 7.4

실내환경 26 6.2

환기 15 3.6

PV 14 3.4

기타 23 5.5

소계 246 59.0

계획

건축 디자인 17 4.1

도시 설계 5 1.2

소계 22 5.3

구조

구조물 최적설계 63 15.1

풍하중 예측 7 1.7

소계 70 16.8

재료

콘크리트 강도 예측 33 7.9

기타 6 1.4

소계 39 9.4

시공

공정 18 4.3

공사비 예측 8 1.9

소계 26 6.2

기타
이론적 연구 14 3.4

소계 14 3.4

합계 417 100.0

<표 2.3> 주제별 인공지능 논문 추이

따라서 건축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건축 환경·설비분야의

건물에너지 예측 및 냉난방시스템 제어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 인공신경망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건물의

공조시스템 부하 예측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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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신경망

(1) 인공신경망의 개요

인간의 신경체계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은 1943년 Warren McCulloch와

Walter Pitts에 의해 수학과 임계 논리(threshold logic)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21) 불확실한 결과 예측, 패턴 인식 및 분류 등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막대한 계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규모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체계를 모방하여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갖으며,

<표 2.4>와 (그림 2.3)에서는 생물학적 신경체계와 인공신경망의 체계를

비교하고 있다. 인간의 신경세포는 수상돌기(dendrite), 축삭돌기(axon),

세포체(cell body)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냅스 전 신경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시냅스에 전달하고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이후 수상돌기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합해져 총합이 임계점(threshold) 이상이 되면 뉴런이

활성화되어 활동전위(action potential)가 발생하고 축삭돌기로 자극이

전달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신경체계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대표적 모델인 다층 신경망은

(그림 2.4)와 같이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이루어져 있다.22)23)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각 노드(node)들은

외부입력을 받으면 가중치(weight)를 곱한 합으로 계산하여 입력값들을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에 의해 출력값이

21) McCulloch & Walter Pitts, A Logical Calculus of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1943

22) Moon, J. W. & Kim, J. J., Application of ANN in Residential Thermal Control,
11TH International Building Performance Simulation Association Conference,
Building Simulation, 2009

23) Moon, J. W. & Kim, J. J., ANN-based thermal control models for residential
buildings, Building and Environme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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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다.24) 인공신경망의 가장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는 계단 함수(step

function),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 선형 함수(linear function)가

있으며, (그림 2.5)에서는 활성화 함수의 그래프와 수식을 나타내고 있다.

생물학적 신경망 인공신경망

세포(neuron) 노드(node)

수상돌기(dendrite) 입력층(input layer)

축삭돌기(terminal axon) 출력층(output layer)

시냅스(synapse) 가중치(weight)

<표 2.4> 생물학적 신경체계와 인공신경망 비교

(그림 2.3) 생물학적 신경체계와 인공신경망 구조

24) 이슬기, 정성관, 이우성, 박경훈,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도시기온 예측모형 구축,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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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다층 신경망 구조

(그림 2.5) 인공신경망의 활성화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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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신경망 종류

모든 인공신경망은 뉴런, 가중치(연결 강도), 전이 함수를 기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구조적 유사성을 띄고 있으나, 여러 학습 규칙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공신경망이 사용된다. <표 2.5>에서는 인공신경망의 기능에

따른 네트워크 종류들을 나타내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결과 예측(prediction), 데이터 분류(data classification), 데이터

조합(data association), 데이터 개념화(data conceptualization), 데이터

여과(data filtering)로 분류된다.25)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는 Back-propagation, Delta bar delta,

Extended delta bar delta, Directed random search, Self-organizing map,

Higher order Neural Networks 등, 분류를 위한 네트워크는 Learning vector

quantization, Counter-propagation, Probabilistic neural network 등, 조합을

위한 네트워크는 Hopfield network, Boltzmann Machine, Hamming network,

Bidirectional associative memory, Spatio-temporal pattern recognition 등,

개념화를 위한 네트워크는 Adaptive resonance Network, Self organizing

map 등, 여과를 위한 네트워크는 Recirculation 등이 있다.

25) Dave Anderson & George McNeill, Artificial neural networks technology, A DACS
State-of-the-art repor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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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네트워크 특징

예측

- Back-propagation

- Delta Bar Delta

- Extended delta bar delta

- Directed random search

- Higher order Neural Networks

입력 값을 사용하여 결과 예측 (예

: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식

선택, 날씨 예측, 등)

분류

- Learning vector quantization

- Counter-propagation

- Probabalistic neural network

입력 값을 사용하여 분류 결정 (예

: 문자 A의 입력, 비디오 데이터의

평면 및 평면의 종류)

조합

- Hopfield network

- Boltzmann Machine

- Hamming network

- Bidirectional associative memory

- Spatio-temporal pattern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인식 (예 :

검색한 문자를 식별할 뿐만 아니

라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았을 때도 식별)

개념화
- Adaptive resonance Network

- Self organizing map

그룹화 관계가 유추 되도록 입력

값 분석 (예 : 특정한 항목을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추출)

여과 - Recirculation
입력 신호를 부드럽게 함

(예 : 전화 신호 잡음 제거)

<표 2.5>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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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신경망의 학습

인공지능에서 학습방법은 크게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로 나눠진다. 지도학습은 분류자(classifier)를

통하여 도출하고자하는 결과값을 위해 훈련용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며, 예측된 함수를 평가하기 위해 훈련데이터(training data sets), 검증

데이터(checking data sets), 평가데이터(testing data sets)를 통해 교차

검증(cross-validation) 과정이 필요하다.26) 이에 반해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목적함수 없이 스스로 학습시키는 것으로 주로 군집

(clustering)을 통해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도출한다.27)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은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며,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그림 2.6)과 같이

전방향 전파(입력층→은닉층→출력층)와 역전파(출력층→은닉층→입력층)로

신호가 전달된다.

전방향 전파 과정에서는 입력층에 훈련 패턴이 제시되고 인공신경망 내

은닉층의 연산과정을 거쳐 출력값이 산출된다. 역전파 과정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의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연결가중치에 대한 학습 규칙을

수학적으로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이용하는 Delta 규칙으로

연결가중치를 갱신한다.28) 즉, 전방향 전파 과정을 통해 도출된

출력값(output value)과 목표값(target value) 사이에 오차(error)가 발생하게

되며, 오차에 크기에 따라 신경망 뉴런간의 연결가중치를 조정하여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학습 과정이 반복된다.29) 이와 같은 반복 과정을 통하여

허용 범위 안에 목표 오차율이 들어오면 학습이 완료된다. (그림 2.7)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의 연결가중치 조절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26) 이현주, 지도학습모형에서 목표집단 선택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8

27) 김철표, 노상욱, 박소령, 비지도 학습 기법을 사용한 RF 위협의 분포 분석, 한국군사
과학기술학회 논문집, 2016

28) 정겨운, 심박변이도의 역전파 인공신경회로망 해석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 평가, 석
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7

29) RC O‘Reilly & Y Munakata, Computational explorations in cognitive neuroscience,
MIT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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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역전파 알고리즘의 학습과정

(그림 2.7) 역전파 알고리즘의 연결가중치 조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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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data-mining)은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서 패턴이나 유사성 등

유용한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더욱

가치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용어

그대로 데이터를 ‘채굴하다’라는 의미인 ‘mining’가 들어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마이닝은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빅데이터 속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의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입력 데이터에 포함될 가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는 과정

등 데이터마이닝은 인공신경망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기택30)의 연구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건물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패턴화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였는데,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건물에너지를 예측하기 위하여 재실자의 스케쥴이나 변화하는 외기 상태

등 불확실한 입력 데이터 중 유용한 정보만 채택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다.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기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31)32),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33)34),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tion)35)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음은 각 입력변수

선정기법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30) 정기택, 윤성민, 문현준, 여욱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건물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
에 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2

31) 남봉우, 송경빈, 김규호, 차준민,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한 지역전력수요예측 알고리즘,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집, 2008

32) 백용규, 윤연주, 문진우, 숙박시설 냉방 시스템의 최적 작동 시점 예측 모델 개발을 위
한 입력 변수 선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5

33) 김광희, 안성훈, 공사단계별 공사비 영향변수의 선택방법과 데이터 개수와의 상관관계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34) 강구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입력변수 선정에 관한 연구: 신용 평가
에의 적용,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5) 한광희, 류용준, 김태순, 허준행, 상호정보량 기법을 적용한 인공신경망 입력자료의 선
정,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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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귀분석을 통한 입력변수 선정

회귀분석이란 한 개 또는 이상의 입력변수(독립변수)와 출력변수(종속변수)와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고,

데이터로부터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다.36) 즉,

입력데이터가 출력데이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의 결합분포를 보여주는 지점들의

분포구성은 선형으로 나타나며, 회귀분석의 선형 1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i번째 Y값, : I번째 X값, a: Y절편, b: 기울기, : 예측오차)

<표 2.6>은 회귀분석에서 입력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력, 단계선택, 제거,

후진, 전진)을 설명하고 있다.37)

방법 특징

Enter(입력)
한 번에 지정된 변수들을 모두 입력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변수들은 모든 독립변수 입력

Stepwise(단계선택) 각 단계마다 변수들을 관련성에 따라 입력

Remove(제거) 지정한 변수들을 한 번에 탈락

Backward(후진) 모든 변수들을 입력한 후 기준에 따라 한 개씩 변수 제거

Forward(전진) 기준에 따라 한 개씩 변수 입력

<표 2.6> 입력변수 선정기법

회귀분석의 입력변수 선정 및 회귀모형 구축 이후 검증 과정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결정계수(R2, Coefficient of

36) 이정형, Window용 SPSS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2
37) 이만희, 공동주택의 공사예비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프로세스 구축 연구, 동아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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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는 출력변수의 변동에 대한 입력변수들의 설명력 크기를

나타낸다. 즉, 결정계수를 통하여 회귀선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계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결정계수(R2) =×




여기서,  



  








 



  




,  



  






결정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그래프에서

산점도의 점들이 회귀선 주위에 밀집되어 회귀에 의해 설명이 잘 됨을 뜻한다.

즉, 입력데이터가 출력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나타낸다.

나)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입력변수 선정

John Holland(1975)에 의하여 제안된 유전자 알고리즘은 Darwin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과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 이론을 기반으로

확률적 탐색이나 학습 및 최적화를 위한 기법이다.38) 유전자 알고리즘의

처리과정은 크게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로 나뉘며,

(그림 2.8)과 같은 흐름으로 처리가 수행된다.

선택 과정에서는 개체 집단의 적합도(fitness)를 계산하여 다음 단계로 교배를

행하는 집단을 결정한다. 즉, 적합도 계산 과정을 통하여 열성 유전자는

도태시키고 우성 유전자만 선택하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배

과정에서는 우수한 2개의 염색체간 일부를 교환하여 유전자 조합을 바꾼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최적 해를 탐색하게 된다. 돌연변이

38) Holland, J. H., Adaptation in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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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선택된 유전자 염색체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새로운 돌연변이

염색체를 생성함으로써 최적 탐색을 실시한다.39)

즉, 유전자 알고리즘 흐름도와 같이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여러 입력변수의 코드화를 통해 염색체로 변환하고 각기

다르게 조합하여 초기 유전자 집단을 생성한다. 이후 마찬가지로 생성된 집단의

적합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유전자 집단을 선택하고, 교배 및 돌연변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입력변수를 도출한다.

(그림 2.8) 유전자 알고리즘 흐름도

39) 홍승현, 신경식,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모형 최적입력변수의 선정: 부
도예측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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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 정보량을 통한 입력변수 선정

Shannon(1948)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을 기반으로 제시된 상호

정보량은 정보량이라는 개념을 엔트로피(entropy)로 정략적으로 수치화하여

두 확률변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띄고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40)

한광희(2010)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클수록 확률변수에 정보량이 많음을

뜻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P(a,b),

a와 b의 점별 상호 정보량(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을 PMI(a,b)라고

할 때, 확률변수 A와 B의 상호 정보량{I(A;B)}을 나타내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이 때,  log


 log
 

 log
 

상호 정보량의 값은 0에서 1사이로 나타나며, 0에 가까울수록 두

확률변수는 독립적임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종속성을 갖으며

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40) Shannon, C. E.,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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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오피스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분석

본 장에서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할 대상 건물의 현황 및 공조시스템

특징과 데이터분석을 위한 데이터수집 및 가공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기간별, 시간별로 분석하였다.

3.1 대상 건물 개요

(1) 대상 건물 현황

본 건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센터이며 2012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에 완공된 연구단지의 전체 연면적은

약 330,000㎡(10만평)에 달한다. (그림 3.1)과 같이 지상 10층 지하 5층인 6개

동(A동, B동, C동, D동, E동, F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건물은 복합

단지가 아닌 연구 및 개발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 건물로 일정한

재실패턴을 나타내는 C동으로 선정하였다.

(출처 : 삼성전자)

(그림 3.1) 대상 건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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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에서는 대상 건물의 층별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하 5층에서

지하 1층에 이르는 포디움(Podium)은 주차장, 기계실, 방재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지상 10층은 기준층으로 사무실, 회의실, 로비 등 업무

공간, 옥상에는 옥상정원과 냉각탑 및 설비장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디움과 옥상을 제외한 재실자가 주로 활동하는 기준층의 냉·난방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2) 대상 건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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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조시스템 현황

본 건물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DVM(Digital Variable Multi)

개별 공조시스템이며, 냉매를 직접 팽창시키는 직팽식(DX, Direct

Expansion) 공기조화기와 DX코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3)은 DVM 개별

공조시스템의 계통도를 나타내고 있다.

DVM 개별 공조시스템은 중대형 용량가변형 냉난방기기로써 실내기를

건물 구조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중앙 공조시스템의 특징인 중앙제어와 동시에 독립적인 개별제어가

가능하며, 유·무선 리모컨 및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효율적인 건물에너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대의

실외기에 여러 실이 연결되어 있으며,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에만 가동하여

실외기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41)

(그림 3.3) 공조시스템 계통도

41) 문제명 외 2인, 시스템 멀티에어컨의 기술 동향 및 DVM 시스템 소개, 대한설비공학
회, 설비저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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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는 대상 건물의 조닝별 적용된 공조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 기준층에는 1대의 냉각탑을 기준으로 총 11대의 공기조화기

(AHU-303∼313)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기조화기는 급기팬 1대,

환기팬 1대, 실외기 3∼5대가 연결되어 있다.

냉각탑 공기조화기 공조 구역 팬 실외기

CT-106

AHU-303 1층 로비 급·환기 3대

AHU-304 1, 2층 회의실 급·환기 3대

AHU-305 2층 로비 급·환기 3대

AHU-306 3∼6층 급·환기 4대

AHU-307 3∼6층 급·환기 5대

AHU-308 3∼6층 급·환기 4대

AHU-309 3∼6층 급·환기 4대

AHU-310 7∼9층 급·환기 4대

AHU-311 7∼9층 급·환기 3대

AHU-312 7∼9층 급·환기 4대

AHU-313 10층 급·환기 3대

<표 3.1> 대상 건물의 공조시스템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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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 건물의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3.2.1 데이터 수집

대상 건물의 실제 냉·난방에너지 관련 데이터는 대상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공조시스템에

적용된 센서를 통해 건물관리시스템(BMS)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공조시스템 에너지 예측 모델에 적용될 학습데이터

(Training data) 및 검증데이터(Checking data)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시간 전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1시간

이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항목은 공조시스템 설정 값 및 운전조건,

전력사용량, 외기조건 등이다.

외기조건의 경우 건물의 실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데이터는 외기 온도, 외기 습도, 풍속, 풍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외기온도와 외기습도를 기준으로 하였다.42) 또한 계절별 건물에너지 소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 기간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눠 2016년

7월∼9월(3개월)과 12월∼2월(3개월)로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3.4)는 공조시스템의 설정 값 및 외기조건 등을 수집하는 통합

관리시스템 화면이며, Abdul43)의 연구와 공조시스템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입력데이터로 급기온도, 환기온도,

급기설정온도, 냉각수(온수) 급수온도, 냉각수(온수) 환수온도, 냉각수 유량,

말단차압 설정값, 냉각수(온수) 설정온도 등을 수집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외기온도와 외기습도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온·습도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42) 조성환, 태춘섭, 김진호, 방기영, 연간 건물난방 에너지사용량의 예측에 미치는 측정기
간의 영향, 대한설비공학회논문집, 2003

43) Abdul Afram, Farrokh Janabi-Sharifia, Alan S. Funga, Kaamran Raahemifar,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based model predictive control (MPC) and
optimization of HVAC systems: A state of the art review and case study of a
residential HVAC system, Energy and Buildings 14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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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량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일사계를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대상 건물의 실제 냉·난방 에너지사용량도 마찬가지로 (그림 3.5)와

(그림 3.6)과 같이 BMS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5)에서는 공조기 급기팬 및 환기팬의 소비전력, 냉각탑 소비전력, 순환펌프

소비전력, 냉각수 펌프 소비전력, 온수 펌프 소비전력을 수집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3.6)에서는 공조기에 연결된 실외기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수집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공조시스템 데이터 통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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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조시스템 분전반 전력화면

(그림 3.6) 공조시스템 공조기 전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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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데이터 가공

(1) 데이터 분류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는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시 잡음(Noise),

분실, 또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44)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를 예측모델 개발에

적용하기 전 단계로 목적에 맞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인공신경망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에 들어갈 수집한 데이터 항목을 분류하였다. 여름철의 입력 항목은

실외온도, 실외습도, 실내온도, 냉동부하(계산 값), 일사량, 냉매증발설정온도,

급기설정온도, 냉각수설정온도, 말단차압 설정 값이 있으며, 출력 항목은 실외기,

팬, 냉각탑, 펌프 소비전력의 총합으로 나타냈다. 겨울철의 입력 항목은

실외온도, 실외습도, 실내온도, 스팀처리열량(계산 값), 온수공급온도, 급기온도,

온수유량, 냉매증발설정온도, 급기설정온도, 냉각수설정온도, 말단차압 설정 값이

있으며, 출력 항목은 보일러의 소비 비용과 실외기, 팬, 펌프의 소비 비용의

총합으로 나타냈다.

이후 건물에너지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주말 및 휴일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45) 따라서 비운영일인

주말은 제외하고 운영일인 평일만 포함하였으며, 시간대는 재실자의 재실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림 3.7)과 (그림 3.8)에서는 각각 여름철과 겨울철에 건물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한 예시이다.

44) Jiawei Han & Micheline Kamber,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2nd, 2006
45) 윤현진 외 2인, 다수의 요일타입 별 소비예측모델 기반의 건물에너지소비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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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통합 데이터 예시(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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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통합 데이터 예시(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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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정규화

데이터 정규화(Data normalization)란 각 차원의 데이터들이 동일한 범위내의

값을 갖도록 하는 전처리 기법이다. 데이터의 입력 항목 및 출력 항목으로

분류하는 과정과 데이터 필터링을 거친 후, 입력 데이터들의 단위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데이터

정규화를 통한 변환 값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maxmin

min

여기서, min(x): x의 최솟값

max(x): x의 최댓값

<표 3.2>는 수집한 데이터의 실측값을 정규화를 통해 변환한 예시를

나타내며, 데이터의 범위가 모두 0과 1사이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실측값 정규화 값

실외온도 7.887 0.595

실외습도 39.687 0.347

실내온도 22.984 0.500

스팀처리열량 379.379 0.080

온수공급온도 27.431 0.779

급기온도 20.650 0.245

온수유량 79.925 0.506

냉매증발온도 11.000 0.333

급기설정온도 18.000 0.667

냉각수온도 35.000 1.000

말단차압 0.750 0.714

<표 3.2> 데이터 정규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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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그림 3.9)에서는 2016년 대상 건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의 일주일간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0)은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상

건물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평일에 비슷한 패턴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주말에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9) 1주일간 냉방에너지 소비 패턴

(그림 3.10) 1주일간 난방에너지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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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과 (그림 3.12)에서는 각각 대상 건물의 여름철 및 겨울철 하루에

사용되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며,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여름철에는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상 건물의

공조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하루 평균 냉방에너지 소비 패턴

(그림 3.12) 하루 평균 난방에너지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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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 결

본 장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R&D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조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건물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다.

인공신경망 기반 공조시스템의 에너지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대상 건물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모델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분류 및 정규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류 결과 여름철의 입력 항목은 실외온도, 실외습도, 실내온도,

냉동부하(계산값), 일사량, 냉매증발설정온도, 급기설정온도, 냉각수설정온도,

말단차압 설정 값이 있으며, 출력 항목은 실외기, 팬, 냉각탑, 펌프

소비전력의 총합으로 나타냈다.

겨울철의 입력 항목은 실외온도, 실외습도, 실내온도, 스팀처리열량(계산값),

온수공급온도, 급기온도, 온수유량, 냉매증발설정온도, 급기설정온도,

냉각수설정온도, 말단차압 설정 값이 있으며, 출력 항목은 보일러의 소비

비용과 실외기, 팬, 펌프의 소비 비용의 총합으로 나타냈다.

또한 건물에너지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주말 및 휴일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평일만

포함하였으며, 시간대는 재실자의 재실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하였다.

이후 입력 데이터들의 단위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데이터 정규화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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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에너지사용량 예측모델 개발

본 장에서는 대상 건물의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사용량을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실측데이터의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초기 예측모델 개발, 최적화 과정, 예측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4.1)은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인공신경망 모델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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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

4.1.1 초기 예측모델 설계

인공신경망기반 초기 예측모델은 MathWorks 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

행렬연산, 신호처리, 그래픽처리 등을 통합하여 고성능의 수치 계산 및 결과물의

시각화를 제공하는 공학용 소프트웨어인 MATLAB (Matrix Laboratory)을 통해

개발하였다.

데이터 준비는 3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완료되었으며,

입력데이터는 여름철(학습용 199세트, 검증용 185세트), 겨울철(학습용

150세트, 검증용 150세트)를 선정하였다. 출력데이터는 여름철의 경우 냉방을

위한 에너지원은 전기만 사용되어 공조시스템을 구성하는 냉각탑, 실외기,

펌프, 팬의 소비전력의 합으로 선정하였고, 겨울철의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전기와 가스가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일러의 가스사용량과

실외기, 펌프, 팬의 전기사용량의 합으로 선정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가장 대표적인 전방향 오류 역전파 신경망(feed-forward

back-propagation netwok)을 사용하였으며, 아래 <표 4.2>와 같이 여러 학습

함수 중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LMA(Levenberg Marquardt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LMA는 비선형 최소 제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며,

최적화에 따라 연결가중치 및 bias 값을 업데이트하는 학습 함수이다.46)

46) 매스웍스코리아, https://kr.math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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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함수 알고리즘

‘trainlm’ Levenberg-Marquardt

‘trainbr’ Bayesian Regularization

‘trainbfg’ BFGS Quasi-Newton

‘trainrp’ Resilient Backpropagation

‘trainscg’ Scaled Conjugate Gradient

‘traincgb’ Conjugate Gradient with Powell/Beale Restarts

‘traincgf’ Fletcher-Powell Conjugate Gradient

‘traincgp’ Polak-Ribiére Conjugate Gradient

‘trainoss’ One Step Secant

‘traingdx’ Variable Learning Rate Gradient Descent

‘traingdm’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

‘trainggd’ Gradient Descent

<표 4.1> 인공신경망의 학습함수

이후 초기 예측모델을 위한 은닉층의 구조변수와 신경망 학습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Hegazy47)의 연구에 의해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의 은닉층 수는 1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은닉층 뉴런수 및 학습

매개변수들에 대한 적절한 값은 정해지지 않아, Moon16)의 연구를 기반으로

은닉층 뉴런수, 신경망 학습 매개변수를 기본 값으로 설정하여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였다. 아래 <표 4.2>에서는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2)는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47) Hegazy, T., Computer-base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Prentice H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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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정

모델 전방향 오류 역전파 신경망

입력층 뉴런수 1∼11

은닉층 수 1

은닉층 뉴런수 17

학습률 0.6

모멘텀 0.2

학습 데이터 199sets

<표 4.2>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 조건

(그림 4.2)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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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의 조건 및 구조를 설정한 이후 MATLAB에서 이를

컴퓨터 언어를 통해 생성하였으며, (그림 4.3)은 MATLAB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인공신경망 학습모델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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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MATLAB에서 검증 데이터를 입력하여 인공신경망 예측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인공신경망 예측모델 검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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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최적 입력변수 도출

입력변수의 선정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모델의 정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입력변수가 잘못 선정된 경우 예측정확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입력변수 선정기법(Input variable selection

techniques)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입력

가능한 모든 변수들 중 가장 출력 값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최적 입력변수를 도출하기 앞서 입력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이 1시간 전 변수와 시스템 설정값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1시간 전

변수가 각 시스템 설정값의 변동에 따라 공조시스템의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래 수식48)49)과 같이 공조시스탬 내

실외기, 보일러, 펌프, 팬의 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설정값인 냉매증발온도 또는 냉매응축온도, 말단차압, 급기온도, 냉각수온도

또는 온수온도가 이용되기 때문에 공조시스템의 주요한 제어변수로

선정하였다.

계절 구분 입력변수

여름(냉방)
1시간 전 변수 실외온도, 실외습도, 실내온도, 일사량, 냉동부하

현재 시스템 설정값 냉매증발온도, 말단차압, 급기온도, 냉각수온도

겨울(난방)
1시간 전 변수

실외온도, 실외습도, 실내온도, 급기온도,

온수공급온도, 온수유량, 스팀처리열량

현재 시스템 설정값 냉매응축온도, 말단차압, 급기온도, 온수온도

<표 4.3> 입력변수 특징

48) The U.S. D.O.E., EnergyPlus Engineering Reference V. 8.5; The Reference to
EnergyPlus Calculations, 2011

49) Samsung Electorincs Co., DVM S Water Technical Data Boo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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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소비전력[kW] = Q×1/COP×CAPFT×EIRFT×EIRFPLR×EIRFLPM×
EIRFRC

CAPFT=1.4926264835–0.01393254X-0.0001548X2

EIRFT=0.8002364+0.0179363X+0.0009182X2-0.01341544Y+0.00108534Y2–

0.0022828XY

EIRFPLR=6.025738PLR–22.38675PRL2+31.6677PLR3–14.3232PLR4

EIRFLPM=1.02503–0.000056778CMH

EIRFRC=-5.3521+0.24069RC–0.00197RC2

여기서,

Q: 실외기 용량, 참조값[kW]

COP: 성능계수, 4.787[W/W]

CAPFT: 습구온도에 따른 난방용량비

EIRFT: 습구온도에 따른 전력비

EIRFPLR: 부분부하율에 따른 전력비

EIRFLPM: 온수유량에 따른 전력비

EIRFRC: 냉매응축온도에 따른 전력비

X: 습구온도[℃]

Y: 스팀온도[℃]

PLR: 부분부하율

CMH: 풍량[㎥/h]

RC: 냉매응축온도[℃]

⦁ 보일러 가스사용량[kWh] = 스팀처리열량/보일러 효율×도시가스 발열량
여기서,

스팀처리열량: (급수온도-환수온도)×유량

보일러 효율: 99[%]

도시가스 발열량: 1100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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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소비전력[kW] = -0.00000000001gwlpm3+0.0000008gwlpm2–0.0017

gwlpm+5.5587

여기서,

gwlpm: 온수유량[L/min]

⦁ 팬 소비전력[W] = fpl×mdesign×ΔP/(etot×ρair)
fpl=0.0023+0.684FF–1.88232FF2+2.2FF3

FF=m/mdesign

여기서,

fpl: 최대부하전력의 일부

mdesign: 최대풍량[kg/s]

ΔP: 압력 증가량[Pa]

etot: 전체 효율

ρair: 공기 밀도[kg/㎥]

FF: 부분 유량[kg/s]

(1) 입력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시간 전 변수들에 대하여 최적 입력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출력변수와 각

입력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결정계수(R2)를 산출하였다. 다음 (그림

4.5)에서 (그림 4.9)까지는 수집한 여름철 데이터에서 출력변수와 5가지의

입력변수 사이의 산점도와 결정계수를 나타내며 (그림 4.10)에서 (그림

4.16)까지는 겨울철 입력변수의 산점도와 결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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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실외온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그림 4.6) 실외습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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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실내온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그림 4.8) 일사량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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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냉동부하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그림 4.10) 실외온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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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실외습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그림 4.12) 실내온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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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급기온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그림 4.14) 온수공급온도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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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온수유량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그림 4.16) 스팀처리열량의 산점도 및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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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변수에 대한 입력변수의 결정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여 1시간 동안의

냉방에너지 사용량과 입력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였으며, <표 4.4>와 <표

4.5>에서는 각각 여름철/겨울철의 출력변수와 입력변수들 사이의 결정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결정계수가 높은 1시간전 입력변수는 실외온도(=0.4429),

실내온도(=0.3489), 냉동부하(=0.2857), 일사량(=0.0849), 실외습도(=0.05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사량과 실외습도의 결정계수는 실외온도, 실내온도, 냉동부하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입력변수의 제거항목으로 고려하였다. 2가지

제거항목에 대해 후진방법(Backward method)을 적용하여 모든 변수들을

입력한 후 인공신경망의 예측정확도 기준에 따라 하나씩 입력변수를

제외하였다.

겨울철의 경우 결정계수가 높은 1시간전 입력변수는 스팀처리열량(=0.5006),

급기온도(=0.1001), 실내온도(=0.0768), 실외온도(=0.0257), 온수공급온도(=0.0131),

온수유량(=0.0013) 순으로 나타났다. 급기온도, 실내온도, 실외온도, 실외습도,

온수공급온도, 온수유량의 결정계수가 나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7가지 항목

중 6가지가 제거대상이기 때문에 단계선택 방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하여

변수들을 하나씩 입력하고 예측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입력변수 출력변수 결정계수(R2)

실외온도

1시간 동안의

냉방에너지 사용량

0.4429

실내온도 0.3489

냉동부하 0.2857

일사량 0.0849

실외습도 0.0575

<표 4.4> 입력변수의 결정계수(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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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변수 출력변수 결정계수(R2)

스팀처리열량

1시간 동안의

난방에너지 비용

0.5006

급기온도 0.1001

실내온도 0.0768

실외온도 0.0257

실외습도 0.0170

온수공급온도 0.0131

온수유량 0.0013

<표 4.5> 입력변수의 결정계수(겨울철)

(2) 입력변수의 예측정확도 분석

앞서 개발된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입력변수들의 예측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여름철의 경우 최적 입력변수 선정을 위해 후진 방법을

채택하였다. 1시간 전 데이터 항목(실외온도, 실내온도, 냉동부하, 일사량,

실외습도)과 공조시스템 설정값(냉매증발온도, 말단차압, 급기온도,

냉각수온도)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계수가 비교적 낮은 일사량과 실외습도 중

결정계수가 가장 낮은 실외습도부터 하나씩 제외시키면서 예측정확도를

분석하였다. <표 4.6>에서는 후진 방법을 통해 예측정확도에 따라 여름철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4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

일사량만 제외한 Case 4에서 Cv(RMSE) 값이 15.49로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의 경우 입력변수 선정을 위해 단계선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1시간 전 입력항목 중 결정계수가 비교적 낮은 급기온도,

실내온도, 실외온도, 실외습도, 온수공급온도, 온수유량의 결정계수가 높은

항목부터 하나씩 입력하면서 예측정확도를 분석하였다. <표 4.7>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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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선택 방법을 통해 예측정확도에 따라 겨울철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8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 온수공급온도와 온수유량을

제외한 Case 4에서 Cv(RMSE) 값이 5.22로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항목 Case 1 Case 2 Case 3 Case 4

실외습도 O X X O

일사량 O O X X

실외온도 O O O O

실내온도 O O O O

냉동부하 O O O O

냉매증발온도(설정) O O O O

말단차압(설정) O O O O

급기온도(설정) O O O O

냉각수온도(설정) O O O O

Cv(RMSE)(%) 21.35 21.84 15.93 15.49

<표 4.6> 입력변수의 예측정확도 분석(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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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급기온도 O O O O O O O O

실내온도 X O O O O O O O

실외온도 X X O O O O O O

실외습도 X X X O O O O X

온수공급온도 X X X X O O X O

온수유량 X X X X X O O O

스팀처리열량 O O O O O O O O

말단차압(설정) O O O O O O O O

온수온도(설정) O O O O O O O O

냉매응축온도(설정) O O O O O O O O

급기온도(설정) O O O O O O O O

Cv(RMSE)(%) 6.83 7.66 5.52 5.22 6.63 6.62 6.11 8.47

<표 4.7> 입력변수의 예측정확도 분석(겨울철)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입력변수들의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의

최적 입력변수는 실외온도, 실내온도, 냉동부하, 실외습도, 냉매증발온도(설정),

말단차압(설정), 급기온도(설정), 냉각수온도(설정)로 총 8가지 입력변수가

선정되었으며, 겨울철의 최적 입력변수는 급기온도, 실내온도, 실외온도,

실외습도, 스팀처리열량, 말단차압(설정), 온수온도(설정), 냉매응축온도(설정),

급기온도(설정) 로 총 9가지 입력변수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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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측모델 최적화

4.2.1 최적화 과정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최적화(Optimization)란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은닉층의 구조변수(은닉층 수, 각 은닉층

뉴런수)와 학습 매개변수(학습률, 모멘텀, 학습 횟수, 임계값, 목표 등)를

도출하는 과정이다.50) 하지만 이러한 학습 매개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인공신경망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매개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모든 경우들을 비교·분석하였다.51)

<표 4.8>에서는 구조변수와 학습 매개변수의 일반적인 범위 및 설정값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변수 설정값 특징

구조

변수

은닉층 수 1∼n 은닉층 수/뉴런수가 증가할수록 연결

가중치가 증가하여 예측성능이 향상되
나 계산시간이 오래걸림은닉층 뉴런수 1∼n

매개

변수

학습률
(Learning rate)

0.1≦n≦1.0
작을수록 예측정확도가 증가하지만 학

습이 오래걸림

모멘텀
(Momentum)

0.1≦n≦1.0
기본적으로 0.1로 시작하지만 커질수록

학습속도가 빨라짐

학습 횟수
(epochs)

1000 최대 학습 횟수

목표
(goal)

0.01 실측값과 예측값의 목표 오차 비율

<표 4.8> 인공신경망 모델의 구조 및 학습 매개변수 특징

50) 김청융, 손재호, 교육시설의 개념단계 공사비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6

51) 한형동, 김정환, 윤중호, 서종원,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기획단계의 도로건설 공사비 예
측 모델,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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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변수 도출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최적 구조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가장 예측정확도가

높은 은닉층 수(NHL, number of hidden layers)와 은닉층 뉴런수(NHN, number

of hidden neurons)를 구하는 것이다. 앞서 개발한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총

110번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최적의 은닉층 수와 은닉층 뉴런수를

도출하였다. 은닉층 수는 1개에서 5개, 은닉층 뉴런수는 여름철에는 10∼20개,

겨울철에는 15∼25개로 증가시켰다. 여름철 예측정확도 결과는 <표 4.9>,

겨울철 예측정확도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여름철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의 예측정확도 Cv(RMSE) 값은

12.31이며, 2개의 은닉층과 각 은닉층에 15개의 뉴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의 예측정확도 Cv(RMSE) 값은

5.42이며, 2개의 은닉층과 각 은닉층에 22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NHL

NHN
1 2 3 4 5

10 14.89 14.13 18.16 15.34 24.64

11 16.78 13.67 14.39 14.08 17.66

12 13.24 17.55 14.57 13.48 24.43

13 13.09 14.16 12.49 15.44 20.03

14 14.44 14.34 13.93 15.63 13.12

15 12.72 12.31 12.83 18.91 13.08

16 21.64 15.06 14.47 12.61 13.76

17 15.58 14.38 16.22 12.69 14.00

18 13.19 13.36 13.59 15.75 12.95

19 16.24 13.93 15.96 13.72 13.66

20 14.20 13.85 14.63 14.36 14.32

<표 4.9> 구조변수에 따른 예측정확도(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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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L

NHN
1 2 3 4 5

15 5.15 6.44 7.53 6.42 6.52

16 6.52 6.51 5.95 6.03 5.83

17 5.75 5.96 5.75 5.40 6.38

18 7.24 6.71 5.71 6.29 7.32

19 6.83 7.05 6.13 5.49 5.99

20 6.67 6.58 6.26 6.45 6.53

21 6.68 6.57 7.04 7.65 7.27

22 6.11 5.42 6.18 6.52 6.12

23 7.84 6.30 6.99 7.21 7.82

24 6.37 6.31 7.92 6.24 6.88

25 6.07 7.94 6.65 6.77 8.30

<표 4.10> 구조변수에 따른 예측정확도(겨울철)

(2)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학습 매개변수 도출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변수가 정해진 이후 최적 학습 매개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가장 예측정확도가 높은 학습률(LR, learning rate)과

모멘텀(MO, momentum)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철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인 2개의 은닉층과 15개의 뉴런, 겨울철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구조인 2개의 은닉층과 22개의 뉴런으로 설정한 후, 학습률과 모멘텀을 각각

0.1에서 1.0으로 증가시키면서 예측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총 200번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학습률과 모멘텀을 도출하였으며, 여름철 결과는 <표

4.11>, 겨울철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여름철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적 학습 매개변수는 학습률 0.3, 모멘텀 0.3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겨울철에는 학습률 0.4, 모멘텀 0.2로 설정하였을 경우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여름철 최종 인공신경망 모델의 구조는 (그림

4.17), 겨울철 최종 인공신경망 모델의 구조는 (그림 4.18)에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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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MO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 15.90 17.58 16.41 14.20 13.84 16.00 15.25 15.25 12.94 12.32

0.2 12.79 14.36 15.63 12.27 15.18 12.31 12.85 13.36 12.91 13.30

0.3 15.78 13.95 11.28 14.16 12.79 13.71 18.32 15.86 14.54 15.08

0.4 12.94 13.58 15.09 14.81 16.33 13.04 14.38 14.15 17.00 15.40

0.5 13.30 12.58 12.93 13.82 13.14 16.97 16.57 11.99 17.40 12.21

0.6 13.88 12.51 11.67 13.57 13.10 15.06 15.42 13.03 15.22 13.36

0.7 13.09 11.71 14.81 15.42 14.28 12.98 12.88 13.29 14.93 13.72

0.8 12.93 14.57 13.69 15.62 13.31 12.57 13.20 13.05 15.33 14.98

0.9 16.08 15.53 14.11 15.39 13.89 14.36 13.97 13.48 13.04 13.31

1.0 13.66 13.53 11.99 12.68 13.07 11.38 16.34 15.27 12.30 14.30

<표 4.11> 학습 매개변수에 따른 예측정확도(여름철)

LR

MO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 6.68 6.92 6.25 7.20 7.24 6.49 7.41 7.38 6.65 7.44

0.2 6.68 8.94 6.49 5.44 7.60 5.68 7.35 6.52 6.97 6.91

0.3 6.38 7.76 6.91 6.25 7.50 6.21 6.90 6.81 7.69 6.86

0.4 6.84 6.64 6.52 6.35 6.55 6.41 6.30 6.57 6.84 5.84

0.5 6.34 7.12 7.26 6.52 7.20 6.70 7.21 7.63 8.01 7.21

0.6 6.92 6.90 6.82 6.71 7.20 6.03 6.98 6.76 5.96 6.78

0.7 6.70 7.37 7.48 6.69 6.34 8.69 6.40 7.50 6.24 7.05

0.8 7.11 6.95 6.24 7.20 6.95 7.21 7.43 7.24 7.12 6.26

0.9 6.96 6.67 7.19 5.76 7.71 7.93 6.98 7.42 6.75 7.18

1.0 5.89 7.20 7.02 6.72 7.40 6.84 7.08 8.52 7.71 6.18

<표 4.12> 학습 매개변수에 따른 예측정확도(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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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여름철 최종 인공신경망 모델

(그림 4.18) 겨울철 최종 인공신경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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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예측성능 평가

ASHRAE Guideline 14-200252)에서는 실측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통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측성능 평가는 R2값과

Cv(RMSE)를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정계수는 데이터의 출력변수 변동에 대한 입력변수들의 설명력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R2값은 0.8이상일 때 상관관계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Cv(RMSE)는 평균제곱근 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의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구하는 방법이며, 표준편차를

일반화시킨 값으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Cv(RMSE) 값은 양수로 산출되며 0%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30%를 적정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Cv(RMSE)의 계산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여기서,

S: 시뮬레이션 값(예측값), M: 실제 에너지사용량(실측값), N: 데이터의 수,

A: 실제 에너지사용량(실측값)의 평균

최종적으로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성능 평가는 (그림 4.19), (그림

4.20)과 같이 실측값과 예측값의 산점도와 결정계수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름철과 겨울철 예측모델의 상관계수는 각각 0.8136과 0.8120이며,

Cv(RMSE) 값은 각각 11.28%과 5.44%로 ASHRAE Guideline 14에서 제시한

기준(30% 이내)을 충분히 만족하는 예측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4.21),

(그림 4.22)와 같이 예측값과 실측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ASHRAE Guideline 14, Measurement of Energy and Demand Saving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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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여름철 예측모델의 상관계수

(그림 4.20) 겨울철 예측모델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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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여름철 예측값 및 실측값 추이

(그림 4.22) 겨울철 예측값 및 실측값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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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 결

본 장에서는 대상 건물의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사용량을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의 개발과정을 설명하였고, 예측모델의 입력변수 선정, 최적화

과정, 예측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초기 예측모델 개발

초기 예측모델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MATLAB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인공

신경망 모델 종류 선택, 학습 방법 선택, 입력층 뉴런수 선택, 구조변수 선택,

학습 매개변수 선택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n개의 입력변

수, 1개의 은닉층, 17개의 은닉 뉴런, 학습률 0.6, 모멘텀 0.2, 1개의 출력변수

의 구조를 갖는 초기 인공신경망 모델이 개발되었다.

2) 입력변수 선정

입력변수는 회귀분석과 예측정확도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여름철의 입

력변수 선정은 후진 방법, 겨울철의 입력변수 선정은 단계적 선택방법이 사

용되었다.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입력변수들의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의

최적 입력변수는 실외온도, 실내온도, 냉동부하, 실외습도, 냉매증발온도(설

정), 말단차압(설정), 급기온도(설정), 냉각수온도(설정)로 총 8가지 입력변수

가 선정되었으며, 겨울철의 최적 입력변수는 급기온도, 실내온도, 실외온도,

실외습도, 스팀처리열량, 말단차압(설정), 온수온도(설정), 냉매응축온도(설정),

급기온도(설정) 로 총 9가지 입력변수가 선정되었다.

3) 최적화 과정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화 과정을 실시하였으

며, 가장 적합한 은닉층의 구조변수(은닉층 수, 각 은닉층 뉴런수)와 학습 매

개변수(학습률, 모멘텀)를 도출하였다.

최적 구조변수의 도출 결과, 여름철 인공신경망 모델은 2개의 은닉층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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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층에 15개의 뉴런으로 구성, 겨울철 인공신경망 모델은 2개의 은닉층과

각 은닉층에 22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학습 매개변수의 도출 결과, 여름철 예측모델은 학습률 0.3, 모멘텀

0.3으로 설정, 겨울철 예측모델은 학습률 0.4, 모멘텀 0.2로 설정하였을 경우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예측성능 평가

ASHRAE Guideline 14에 따라 여름철과 겨울철 예측모델의 상관계수는 각

각 0.8136과 0.8120으로 모두 0.8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v(RMSE) 값은 각각 11.28%과

5.44%로 ASHRAE Guideline 14에서 제시한 기준(30% 이내)을 충분히 만족

하는 예측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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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오피스건물의 공조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조시스템의 최적운전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앞서 에너지사용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건물에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공조시스템의 유동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건물 제어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공조시스템 에너지사용량 예측모델을

개발하였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건물의 공조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가 사용되는 구성요소를

도출한 결과, 대상 건물의 분석 범위인 기준층을 기준으로 1대의 냉각탑과

보일러에 공기조화기(AHU-303∼313) 11대가 연결되어있으며 각 공기조화기는

급기팬 1대, 환기팬 1대, 실외기 3∼5대가 설치되었다. 또한 공조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외기, 냉각탑 및 보일러, 펌프, 팬에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구성요소의 에너지사용량 산출식을 분석한 결과 냉매증발(응축)온도,

말단차압, 급기온도, 냉각수(온수)온도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2) 대상 건물의 공조시스템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실측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주말 및 휴일과 비근무시간에는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건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모델의 적용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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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변수들의 예측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과 겨울철 예측모델의

입력뉴런수는 각각 8개, 9개로 나타났으며, 최적화 과정 결과 최종

예측모델(여름철: NHL=2, NHN=15, LR=0.3, MO=0.3, 겨울철: NHL=2, NHN=22,

LR=0.4, MO=0.2)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2개의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성능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여름철과 겨울철 예측모델의

R2는 각각 0.8136, 0.8120, Cv(RMSE) 값은 각각 11.28%, 5.44%로 나타나

ASHRAE Guideline 14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조시스템의 최적 제어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에너지절감량의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조시스템의 설정값 및 변수들을 제어하는 최적운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및 실제 건물에 적용하여 에너지절감량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오피스 건물의 1년간 에너지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예측모델이

개발되어 있는 관계로 인공신경망의 장점인 자가학습(self-tuning) 및

적응성(adaptability)을 활용하여 학습 및 예측과정에서 새로운 입력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다양한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전략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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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피스건물 공조시스템의 인공신경망 기반

에너지사용량 예측모델 개발

강 인 성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 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도시열섬현상, 기후 변화 및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약 95%로 에너지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우리나라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체 24%를 차지한다. 건

물부문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고 공조

시스템의 운전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건물 제어방법의 문제

점을 개선하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건물의 공조시스템 에너지사용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수치계산 프로그램인 MATLAB

을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신경망 모델

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는 대상 건물에서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과정은 초기모델 개발, 최적 입력변수 선정, 최적화 과

정, 예측성능 평가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2개의 인공신경망 모델(여름철: NHL=2, NHN=15, LR=0.3, MO=0.3,

핵심어 : 인공신경망, 공조시스템, 에너지사용량, 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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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NHL=2, NHN=22, LR=0.4, MO=0.2)이 개발되었으며, 대상 건물의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여름철과 겨울철 예측모델의 R2

는 각각 0.8136, 0.8120, Cv(RMSE) 값은 각각 11.28%, 5.44%로 나타나

ASHRAE Guideline 14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조시스템의 설정값 및 변수들을 제어하는

최적운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및 실제 건물에 적용하면 인

공신경망을 통한 건물 에너지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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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based Predictive Model for Energy

Consumption of HVAC System in Office Building

Kang, In Sung

School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Architectural Environmental Design & Building Service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has emission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all over the world, raising many criticial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air pollution, resource

depletion and etc. Especially in Korea, the proportion of building energy

consumption reaches about 24% of whole energy and the proportion is

expected to rise further. For energy savings in the building sector,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building energy and control the system operation in

HVAC.

Therefore,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n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based model for improving existing energy simulation and

building control system by predicting the cooling energy consumption and

heating energy cost for the different settings of HVAC system's control

variables. Matrix laboratory (MATLAB) as the developing tool was used for

keyword :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 Energy consumption, Predic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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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 model and test performance. For data trai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actual energy data sets organized by the hour were collected by

the office building. Four steps were conduc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N model: initial model development, input variable selection, model

optimiz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optimized models were set to

have structural design (NHL: 2, NHN: 15) and learning parameter(LR: 0.3,

MO: 0.3) in summer, structural design (NHL: 2, NHN: 22) and learning

parameter(LR: 0.4, MO: 0.2) in winter. Lastly, the optimized model

demonstrated its prediction accuracy within the reference level showing

Cv(RMSE) value of 11.28% in summer and 4.87% in wint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optimal operation algorithm for controlling

the setting points and variables of HVAC based on this study. Then

building energy savings could be feasible by energy simulation and applying

control algorithm to actual building in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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