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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세먼지란, 입자형태로 된 물질로써, 입경이 10㎛ 이하인 매우 작은

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뜻하며,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피부를 거쳐

인체 내로 침투할 수 있으며 침투 후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천식,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수명이

단축하여 사망하는 인원이 약 700만 명에 이른다[1][2]. 따라서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2013), 우리나라 역시 실내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3][4].

건물의 실내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환기(ventilation)와 여과(filtration)를

통해 감소 및 제거를 한다. 특히, 환기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시키고 실외의 청정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실내공기를 희석시켜

오염농도를 경감시키는 과정으로써 별도의 장치 없이 외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실내 공기질 정화의 방법 중 하나이다[5].

따라서 환기가 불충분 할 경우,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1] Robert D. Brook, Sanjay Rajagopala, C. Arden PopeIII, Jeffrey R. Brook, Aruni

Bhatnagar, Ana V. Diez-Roux, Fernando Holguin, Yuling Hong, Russell V. Luepker,

Murray A. Mittleman, Annette Peters, David Siscovick, Sidney C. SmithJr, Laurie

Whitsel, Joel D. Kaufman,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Circulation, Vol. 121, No. 21

[2] 차동원, 건축환경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pp.73~80

[3]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pp.5~6

[4] 김지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Ventilation 과 Filtration 제어 알고리즘, 2018,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

[5] 차동원, 건축환경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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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발표

문헌에서도 실내공기의 오염 기여도는 ‘불충분한 환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52%)고 발표하였다[6].

최근 대기의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등으로 인해 단순 외기 유입을

통한 실내 공기의 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기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인 자연환기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의 저감을 기대하기 더욱 힘들다. 기계환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공동주택에서는 자연환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계 환기 사용 시에도 덕트(duct)의 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7]. 따라서, 실내·외 공기 상태에 따라 적절한

환기를 실시해주어 실내공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기 대책과 덕트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설정 값 제어(set point control) 기술 수준으로는 실내·외

환경요소 중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내 환경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단일 환경 요소를 제어 할 경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와 온·습도 등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제어할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 라돈(Rn), 오존(O3) 등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해야 하는 환경 요소가 증가하게 될 경우 설정 값 제어를 통한 최적 제어는

더욱 어려워진다.

설정 값 제어를 통해서도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동시에 모두 쾌적하게

조성 가능하지만, 그 방법은 항상 최적 제어 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의 최선 제어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현재의 설정 값 제어 대부분이 선형 분류를 통해 작동

[6] Oregon OSHA, Technical Manual, Indoor air quality investigations. (2) (2014) 4

[7] 강동화, 최동희, 주거건물의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에 의한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

도 평가 기초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9(6), 2015, pp.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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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선형제어로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참이 되는 ‘배타적 논리합(XOR; exclusive OR)’의 참과 거짓

판단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종·다수의 분류를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환기 시스템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덕트(duct)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설정 값 제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내

미세먼지농도의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량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측 모델의 대상물질은 실내 미세먼지이며, 최근 대기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자연환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 대상 물질로

선정하였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입경이 10㎛이하인 PM10을 저감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현재의 측정기술로는 인위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8] PM1, PM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량의 조절이 수월하고 측정이 간단하고 정확한 PM10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영향인자의 범위는

[8] 김지혜, 실내 미세먼지 농도 및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47(12),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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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미세먼지 농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 실외 온도, 실내 온도로 하였다. 이

외에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침투계수, 침기율,

침착계수, 실내 미세먼지 발생율, 환기효율 등 매우 다양하다[9]. 선행 연구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 바람직하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영향도가 미미한 인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따른

영향과 대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인자를

선별하여 예측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창호 환기시스템 및 인공지능 관련 이론 고찰

기존 연구 문헌 및 기술 고찰을 통해 창호 환기시스템 및 인공지능의 건물

적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기 수행 및 개발 된 창호 환기시스템의 동향과

핵심기술을 조사하여 본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방식 및 풍량을 산정하고,

인공지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예측 모델의 범위 및 학습 모델을 선정한다.

(2)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 평가 및 데이터 구축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이론고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호

환기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및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호 환기시스템을 제작한다. 제작 후 창호 환기시스템 mock-up

test를 활용한 성능 평가를 통해 예측 모델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를

수집한다.

[9] 김지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Ventilation과 Filtration 제어 알고리즘, 2018,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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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창호 환기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우수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성능

비교를 통해 학습 모델을 선정하고,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최적화를

실시한다. 성능 검증을 위해 실측 값과 예측 값의 정확도 비교를 실시한다.

(4) 예측 모델의 적용 방안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측 모델의 정확성

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 보정, 예측 모델 학습,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등 통합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발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공동주택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적용한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Fig. 1.1은 본 연구의 연구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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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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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고찰

2.1 개요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 및 기술 조사를 통해 창호 환기시스템 및

인공지능의 건물 적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창호 환기시스템과 인공지능의

정의와 현황, 핵심 적용 기술에 대해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적용 된 건물

환기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방식 및

풍량 등을 산정하였고, 인공지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 선정을 하였다.

2.2 창호 환기시스템

2.2.1 창호 환기시스템 개요

창호 환기시스템은 창호와 환기시스템이 결합된 일체형 환기시스템을

뜻하며 환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자연환기 방식과 기계환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창호프레임에 환기구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일체형 환기시스템’, 실내의 오염물질 및 온·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구가 개폐되는 ‘능동형 자연환기시스템’, 내부에 열교환기를 삽입한 ‘소형

열교환 환기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10].

창호 환기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계환기장치는 열교환기, 필터 등이 주로

적용되며, 자연환기만으로는 안정적인 환기량 확보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어려운 환경일 경우 기계환기 방식을 병용 한다[11][12]. 창호

[10] 강재식, 국외의 창호일체형 자연환기시스템 기술 동향,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

설 기술 동향 2010, pp.308-309

[11] 유성준, 강주원, 양정훈, CFD 해석을 이용한 소규모 인쇄 작업장의 환기방식 및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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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스템은 덕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기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덕트 오염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의 위험이 낮고, 덕트 공간의 절약으로

건물의 층고 확보에 유리하다[13]. 창호 환기시스템은 방식별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형 창호 환기시스템’, ‘하이브리드 창호

환기시스템’, ‘P/J타입 자동 창호 환기시스템’ 이다.

‘일반형 창호 환기시스템’은 창호의 상하부 또는 측면에 인접하여 환기구를

설치하여 자연환기를 실시하며 내부에 필터를 삽입하여 필터별로

70~99%까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하이브리드 창호

환기시스템’ 역시 창호의 상·하부 또는 측면에 환기구를 설치하며 필터의

종류별로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이 최대 99%까지 저감 가능하다. 환기율은

31~46.2㎥/h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열회수 장치의 열교환을 통해 최대 약

7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P/J타입 자동 창호 환기시스템’는 공기압

실린더를 활용한 자동 개폐창호로써, 레인센서 등을 활용하여 기상에 따라

자동 개폐 및 각도 전환이 가능하다[14].

2.2.2 창호 환기시스템 사례 및 기술동향

창호 환기시스템은 크게 자연환기 방식과 기계환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계환기 방식보다는 자연환기 방식이 더욱 많다. 창호 환기시스템의

일반적인 자연환기 방식은 창호프레임에 개구부를 형성하여 자연환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Table 2.1은 자연환기 방식의 창호

환기시스템 사례이다.

량에 따른 환기효율 평가에 관한 연구, 2013,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01(29), pp.26

3-270

[12] 이효은, 양영권, 강인성, 김태원, 문진우, 박진철, 인공지능기반 창호 환기시스템 연구

동향 분석, 2017,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7(6), pp.159-164

[13] 최광주, 창문형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설비저널 47(7), 2018.7, pp.56-61

[14] 양영권, 박보랑, 최은지, 김태원, 문진우, 박진철, 전산유체역학(CFD) 분석을 통한 에

어글라이드창호 환기성능 평가, 2018,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8(1),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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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사 창호 환기시스템의 특징은 프레임의 가로부와 세로부에 선택적으로

환기구를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으며, 모듈러시스템을 채택하여 다양한

조건의 건물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세장형태의 모듈에는

소형전열교환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2개의 순환식팬 적용으로 연속환기가

가능하여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T[16]사의 창호 환기시스템은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상부로 유도하여

드래프트를 방지할 수 있는 플랩(flab)을 가지고 있으며, 열차단 알루미늄을

적용하여 냉교(cold bridge)를 차단하였다.

V[17]사의 경우 흡음 성능을 강화시켜 43dB의 소음 감쇠 효과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B[18]사의 창호 환기시스템 역시 소음 저감 효과를 강화한 소음저감형 창호

환기시스템이다. 외기의 유입은 3단계의 환기모드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S[19]사의 창호 환기시스템은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플랩이

유입되는 공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창호프레임 내부에 장치를

모두 삽입하여 심미적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D[20]사의 창호 환기시스템 역시 흡음 성능이 있으며, 내화성, 일사차단

등의 기능이 있다. A[21]사의 창호 환기시스템은 어쿠스틱 캐노피(Acoustic

[15] RENSON, Endura Twist, available from: https://export.renson.eu/window-ventilator

s-worldwide-endura-twist-a-decentral-ventilation-system-with-heat-recovery.html,

accessed: 2019.05.05

[16] TUNAL, TunalTopNeo, link: http://www.tunal.eu/forms/frmTunalTopEP-zr.aspx, a

ccessed: 2019.05.05

[17] VETREX, aeromat-mini, link: https://www.siegenia.com/en/products/comfort-syste

ms/window-ventilators, accessed: 2019.05.05

[18] BROOKVENT, airvent SM ACOUSTIC, link: https://brookvent.co.uk/product/airven

t-sm-acoustic/, accessed: 2019.05.05

[19] SCHUCO, VentoAir, link: https://www.schueco.com/web2/uk/specifier/products/vent

ilation_systems, accessed: 2019.05.05

[20] DUCO, SR, link: http://www.duco.eu/en-gb-products/basic-ventilation/window-ven

tilation/en-uk-ducotop60sr, accessed: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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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py)적용을 흡입구의 소음을 37dB 감쇠 효과를 가지고 있다. R’[22]사의

창호 환기시스템은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공기 흡입구를 개폐하여

공기 유입 조절할 수 있다.

Company R Company T Company V Company B

Company S Company D Company A Company R’

Table 2.1 자연환기를 활용한 창호 환기시스템 사례

기계환기 방식의 창호 환기시스템의 개발 현황은 Table 2.2와 같으며,

V사의 창호 환기시스템의 경우 필터를 적용해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고,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 하여 창호 제어에 적용

가능하다. W사의 창호 환기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열 회수가 가능한

열교환기의 설치로 에너지 절약형 기계환기가 가능하다. 4가지의 창호

환기시스템 모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이지만, 자동개폐 기능을 갖춘 창호 환기시스템은 없다.

[21] AERECO, EMM, link: http://www.archiexpo.com/prod/aereco-ventilation-limited/pro

duct-69621-1251515.html, accessed: 2019.05.05

[22] Reynaers Aluminium, Ventalis, link: https://www.reynaers.com/en/consumers/produ

cts/ventalis, accessed: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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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V*** W*** E*** P***

출시년도 2017년 2013년 2005년 2013년

주

요

기

능

FAN O O O O

필터 O X X O

열회수장치 X O O O

센서 O X X O

자동개폐 X X X X

인공지능 X X X X

기타
· EPA필터

· CO2 센서

· FAN:댐퍼송풍기

· 열회수장치 :

슬림형(다이아몬

드형-열교환

회수율 없음)

· FAN: 상·하부에

각각 팬 설치

- 상부:배기송풍팬

- 하부:흡기송풍팬

· 열교환 회수율

90% (재료 및 형태

내용 없음)

· 실내공기질을

감지하여 스스로

환기량 조절

Table 2.2 국내 주요 창호환기 시스템의 현황 및 특성

2.3 건물 환기의 인공지능 적용

2.3.1 인공지능 개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계산모델을 이용한 정신적인

능력 연구 학문’ 또는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23], 인간이 수행하는 인지능력을

모방한 정보처리 기술로써, 지각, 언어, 시각, 기억, 학습, 추론, 의사결정,

환경인식 등을 수행하는 기술이다.[24]

인공지능의 주요 기법으로는 인공신경망, 딥러닝, 퍼지 이론, 유전자

알고리즘, 적응 뉴로-퍼지시스템,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이 있으며, 적용

[23] 홍대선, Introduction to fuzzy system for engineers, 2017, p.18

[24] 윤장우,(2017).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적 발전 방안 고찰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 측면.정보 및 제어 논문집,(),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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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Drone),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강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25].

그 중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은 Fig. 2.1과 같이

인간 또는 동물 두뇌의 신경망과 학습과정에 착안하여 구현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의 세부 방법론 중 하나로써, 1943년 Warren

McCulloch 와 Walter Pitts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26], 이로 인해

이전에는 컴퓨터로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대용량의 병렬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27].

인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런(neuron)들 간의 연계성(connectivity)과

전이함수(tranfer function)의 작용으로 최적의 결과 값을 계산 한다[28].

(a) (b)

Fig. 2.1 뇌신경망(a) 에 착안하여 구현한 인공신경망(b)

[25] ETRI 창의미래연구소,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가능성, 2015.

[26] McCulloch, W. S., &Pitts, W. (1943).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The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5(4), 115-133.

[27] R. Hecht-Nielsen, Neurocomputing: picking the human brain, 1988, IEEE Spectrum

25(3)

[28] 문진우, 인공지능 이론의 소개,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5, 건축환경설비 9(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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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환기시스템 제어를 위한 인공지능 다층퍼셉트론

현재 대부분의 환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설정 값 제어(set point control)의

설정 판단은 일반적으로 이진법을 사용한다. 즉, 0과 1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불 논리(Boolean logic)를 사용하며 논리곱(AND) 또는 논리합(OR)

등의 논리 제어를 통해 제어를 한다.

‘논리합(OR)’ 은 Fig. 2.2의 (a)와 같이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어도 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선형 분류를

통해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참이

되는 ‘배타적 논리합(XOR; exclusive OR)’은 (b)와 같이 단순 선형 분류를

통해 구분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실내 미세먼지와 실내 온도라고 가정했을 때

논리합제어는 단순 선형 분류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배타적 논리합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29]. 하지만 다종·다수의 분류를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a) 논리합제어 (b) 배타적논리합

Fig. 2.2 논리합(OR)과 배타적논리합(XOR) 분류 비교

[29] Tariq rashid, Make Your Own Neural Network, 2016,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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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은 실내 환경 요소 중 네 가지(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실내·외

온도)의 요소에 따른 실내 쾌적과 비쾌적을 표현하였다. 이 중 배타적

논리합(XOR)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쾌적’ 또는 ‘모두 불쾌적’ 이다.

‘모두 쾌적’의 경우 실내 환경 조절 측면에서 별도의 제어를 실시하지

않아도 실내 환경이 쾌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모두 불쾌적’의 경우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조절이 필요하지만 단순 선형 제어를 통해서는 제어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 제어가 불가능하다.

Fig. 2.3 실내 환경 요소에 따른 실내 쾌적·비쾌적

이와 같은 문제는 다층 퍼셉트론을 활용하여 한계점을 극복 가능하다.

퍼셉트론은 임계값 논리(Threshold logic unit)인공 뉴런을 기반으로 하며

Fig. 2.4와 같은 계단함수(step function)를 적용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퍼셉트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계단 함수는 ‘단위 계단 함수(uni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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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이며, 부호 함수(sgn; sign funtion)를 사용하기도 한다. 단위

계단함수와 부호함수는 식(1)과 같다[30].

Fig. 2.4 계단 함수

       ≺ 
  ≥ 

  








   ≺ 


 
  
 ≻ 

(1)

1969년 Marvin Lee Minsky 와 Seymour Papert 는 단층 퍼셉트론이 Fig.

2.5와 같이 배타적 논리합(XO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31],

다층 퍼셉트론으로는 가능한 것을 증명하였다[32].

Fig. 2.5 선형적으로 XOR을 분리할 수 없는 perceptron

[30] Aurélien Géron,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 tensorflow, 2018,

pp.332-333

[31] Nonlinear decision boundaries, Mastering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

Second Edition by Gavin Hackeling, O’REILLY, accessed: 2019.05.05

[32] Minsky M. L., Papert S. A., Perceptrons. Cambridge, 1969, MA: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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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층(은닉층)을

배치하여 비선형적으로 분리되는 배타적 논리합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인공신경망을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라 하며,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 한다.

딥러닝은 기존에 인공신경망의 한계였던 비선형 문제 해결을 개선하였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면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33][34] Fig. 2.6은 단층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을 나타낸다.

(a) (b)

Fig. 2.6 단층퍼셉트론(a)과 다층 퍼셉트론(b) 다이어그램

각 뉴런은 출력 신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입력에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적용하며, 활성화 함수란 입력을 받아 활성, 비활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함수이다. 뉴런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활성화 함수와

뉴런이 신호를 보내고 받는 가중치(weight)의 연결 패턴이며, 동일한

층(layer)에서의 각 뉴런들은 동일한 활성화 함수와 패턴의 연결을 갖는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 값에 따라 출력 값의 모양이 어떤 한가에 따라 선형과

[33] 최은지, 박보랑, 최영재, 문진우. (2018). 재실자 활동량 산출을 위한 Pose 분류 모델

개발, KIEAE Journal, 18(5), 93-98

[34] 문성은, 장수범, 이정혁, 이종석. (2016).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술동향. 한국통신학회

지 (정보와통신), 33(10),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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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선형함수는 모두 1개의 직선이며, 비선형은 2개

이상의 직선 또는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비선형에는 Sigmoid, ReLU, Step, tanh 등이 있으며[35], 사용 목적에

적절한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형함수는 직선의 경향을 보이는

결과값을 유추할 때 사용하게 되며, 두 가지를 분류할 때는 ReLU 또는

Leaky ReLU, ELU 등의 활성화함수를 주로 이용한다. 세 가지 이상을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 Softmax 활성화함수를 이용한다[36][37][38][39][40].

2.3.3 실내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학습 모델 고찰

인공지능을 적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서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의 선택은

문제의 복잡성, 데이터의 수, 가중치 및 편차 등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각 학습 모델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며, 모델

별로 장·단점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 모델의 선정이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계학습 툴(tool)인

MATLAB 에서는 주요 함수와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학습 모델의 구조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MATLAB에서 제공하는

인공신경망의 주요 학습 모델은 Table 2.3과 같다[41].

[35] 최은지, 딥러닝 기반 재실자 포즈별 MET 산출모델 개발, 2019, p.15

[36] DeepAI, Activation Function, available from: https://deepai.org/machine-learning-gl

ossary-and-terms/activation-function, accessed: 2019.05.06

[37] Nair, Vinod; Hinton, Geoffrey E., Rectified Linear Units Improve Restricted Boltzm

ann Machines, 2010,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

achine Learning, ICML'10, pp.807–814

[38] Maas, Andrew L. Hannun, Awni Y. Ng, Andrew Y., Rectifier nonlinearities impro

ve neural network acoustic models. 2013, Proc. ICML. 30(1).

[39] Eidnes, Lars, Nøkland, Arild, Shifting Mean Activation Towards Zero with Bipolar

Activation Functions,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IC

LR) Workshop

[40] Clevert, Djork-Arné, Unterthiner, Thomas, Hochreiter, Sepp, Fast and Accurate

Deep Network Learning by Exponential Linear Units (ELUs), 2015, arXiv:1511.07289

[41] Choose a Multilayer Neural Network Training Function, MathWorks, available f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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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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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ingOptionsADAM Adam Optimization Function

trainingOptionsSGDM Stochastic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

trainingOptionsRMSProp Root Mean Square Propagation

Table 2.3 인공신경망의 주요 학습 모델

위의 학습 모델 중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습 모델 중 하나인

Levenberg–Marquardt 모델은 가우스-뉴턴법보다 안정적으로 해를 찾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에 수렴하기 때문에 비선형 최소자승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Levenberg–Marquardt를 사용한다[42]. 또한, Damping

parameter의 control로 Error의 추세에 따라, 이전의 입력변수에 해당하는

오차의 추세에 현재의 오차가 근사하게 나올 경우 Damping factor를

최솟값에 근사시켜 가우스-뉴턴법으로 학습을 하고, 이전의 입력변수와

입력변수의 오차와 다르게 값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경사하강법으로 학습

m: https://kr.mathworks.com/help/deeplearning/ug/choose-a-multilayer-neural-networ

k-training-function.html, accessed 2019.05.12.

[42] Henri P. Gavin, The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for nonlinear least squares

curve-fitting proble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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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Levenberg–Marquardt 와 같은 단방향 학습

모델(feed forward network)은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한 장점이 있지만

시계열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시계열 분석에는 순환신경망(RNN;Recurrent

Neural Netwrek)이 사용된다.

Fig. 2.7과 같이 단방향 모델은 입력층→은닉층→출력층으로 연결되지만,

순환신경망은 시간적 순서를 갖는 입력값의 자기 종속 구조를 분석하고 이전

스텝(step)의 상태를 기억(memory)하였다가 현재 상태의 구조에 활용할 수

있다.

(a) 단방향신경망 (b)순환신경망 (c) 타임스텝이 반영되는 순환신경망 예시

Fig. 2.7 단방향신경망(a) 모델과 순환신경망(b) 모델 비교

순환 인공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순환 인공신경망도 오래된 데이터에 의해 기울기 값이 소실되는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장단기메모리(LSTM: Long-Short term Memory) 방식의 순환

신경망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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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건물 환기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환기에 적용된 선행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색 범위는 실내공기질 및 환기시스템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실내·외 환경 예측 및 제어 관련 연구를 범위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Yang&Kim(1997)은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인공신경망을 통해 공조시스템의

최적 기동시각을 결정하는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43], Feng et

al.(2015)은 지리적 모델과 웨이브릿 변환에 기반하여 인공신경망과 기단

궤적분석법을 결합하여 대기질의 PM2.5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하였다[44].

C.Buratti et al.(2015)은 비거주 환경에서 열 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PMV 계산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45], Chou et al.(2014)은 외부 환경에 따른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법인 인공신경망, SVR, CART, CHAID,

GLR을 비교한 최적 모델을 연구하였다[46].

Table 2.4와 Table 2.5는 각각 국내·외 인공지능 기반 건물 환경제어 주요

연구사례이다. 이와 같이 건축 환경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 및 기술이 있지만,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앞장에서 언급하였듯 기존의 환기 시스템 제어로는 외기 미세먼지의

[43] 양인호, 김광우, 공조설비 최적운전을 위한 신경망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최적

기동시각 결정을 위한 신경망 모델의 최적화, 1997,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8),

pp.97-107

[44] Xiao Feng, Qi Li, Yajie Zhu, Junxiong Hou, Lingyan Jin, Jingjie Wa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recasting of PM2.5 pollution using air mass trajectory based

geographic model and wavelet transformation, 2015, Atmospheric Environment 107,

pp.118-128

[45] C. Buratti, M. Vergoni, D. Palladino, Thermal Comfort Evaluation Within

Non-residential Environments: Development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by Using

the Adaptive Approach Data, 2015, Energy Procedia 78, pp.2875-2880

[46] Jui-Sheng Chou, Dac-Khuong Bui, Modeling heating and cooling loads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nergy-efficient building design, 2014, Energy and Buildings

82, pp.43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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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발생 시, 쾌적한 열환경을 유지하며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환기

제어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실내·외의 환경 요소를 고려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명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냉동기 및 공조기 최적

기동/정지 제어

박성호

(2019)

ANN 모델을 기반으로 AHU와 냉동기의 최적 시작 및

정지(500RT)와 관련된 일일 운영 일정과 같은 최적의

제어 전략을 개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건물의

단기 부하 예측 모델

전병기 외

(2017)

과거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을

가정해 최소 측정 데이터와 기상 예보 등을 이용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날의 시간대별 건물 열 부하를 예측 모델 개발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설비 제어

분야에서의 기계학습 기술 활용

서원준

(2017)

기계학습 기법과 BEMS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데이터 기반 모델(기계학습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계학습 모델들이 건물 각 설비별로, 또한 활용

용도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

기존 건물 HVAC 시스템에

대한 다섯 가지 기계학습 모델

개발

라선중

(2017)

기존 사무실 건물에 설치된 HVAC 시스템(냉동, 냉각탑,

펌프, 빙축열시스템, 공기조화장치)에 5가지 기계학습

기법(인공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가우스 프로세스,

랜덤 숲, 유전 프로그래밍) 적용

Algorithm for optimal

application of the setback

moment in the heating season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문진우

(2016)

쾌적 실내온도 조절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 활용 열 제어 알고리즘 개발

Table 2.4 국내 인공지능 기반 건물 환경제어 주요 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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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저자

(연도)
주요 내용

Exploring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indoor air quality and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culturable fungi: a combined

experimental and neural network modeling

study

Liu Zhijian

(2018)

실내공기질 및 공기중 배양균의

농도와의 잠재적 상관관계 연구: 실험

및 인공신경망 모델링 연구

Forecasting diurnal cooling energy load for

institutional building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Chirag Deba

(2016)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기관 건물의 냉방부하를 예측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of office

buildings based on echo state networks

Guang Shi

(2016)

오피스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한 Echo State

Networks(ESNs) 기반 신경망 모델

개발

Deep learning for estimat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Elena Mocanu

(2016)

건물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한

신경망 모델, 볼츠만 기계학습, SVR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비교하여 최적

모델 연구

Applic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predicting hourly indoor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modern building in

humid region

Leopold Mbaa

(2016)

건물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

Table 2.5 국외 인공지능 기반 건물 환경제어 주요 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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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평가 및

데이터 구축

3.1 개요

본 장에서는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실내 미세먼지농도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론고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호 환기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및 구성과 장점을 고찰하여

설계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호 환기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제작 된

창호 환기시스템은 mock-up test를 활용한 성능 평가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창호 환기시스템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발코니창호 측면에 부착

가능한 규격의 세로형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는 창호 환기시스템 적용 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데, 세로형의 경우는

가로형보다 상대적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창호시스템

뿐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창호시스템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로형으로 선정하였다.

창호 환기시스템은 Table 3.1과 같이 환기 작동 방식에 따라 4가지의

모드(Mode)로 구분할 수 있다. Mode 1은 외기유입을 통한 공기정화를 하는

방식이며 필터(filter)를 이용해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하다.

Mode 2는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며 필터를 이용해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이며,

Mode 3은 자동개폐기를 활용해 창호를 열고 자연환기를 실시한다. Mode

4는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실내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Fig. 3.1은

창호 환기시스템의 각 작동 방식(mode)을 간단히 나타낸다.



- 24 -

환기 mode 환기 방식 필터 사용 외기 유입 열교환기 사용

Mode 1 기계환기 사용 외기 유입 미사용

Mode 2 기계환기 사용 외기유입 없음 미사용

Mode 3 자연환기 + 기계환기 미사용 외기 유입 미사용

Mode 4 기계환기 사용 외기 유입 사용

Table 3.1 창호개폐 및 환기장치 작동 유무

(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Fig. 3.1 창호 환기시스템의 4가지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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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호 환기시스템 설계 및 제작

3.2.1 창호 환기시스템 설계

본 창호 환기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세로형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창호의 측면에 배치하여 창호를 자동개폐 할 수 있으며, Fig.

3.2와 같이 회전형 유로, 팬(Fan), 전동댐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주요

요소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Fig. 3.2 창호 환기시스템 주요 작동 방식

(1) 창호 환기시스템의 규격 결정

본 창호 환기시스템은 바닥면적 84㎡, 층고 2.3m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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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횟수 0.5회/h를 만족할 수 있는 필요 최소 풍량 100㎥/h를 기준으로 용량

및 규격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창호 높이 2,100mm, 폭 250mm

이며, 가로의 길이는 주택의 평면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창호

환기시스템은 설치 시 고정을 위한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창호의 높이보다

100mm 낮은 2,000mm로 선정하였으며, 폭은 300mm 로 선정하였다. Fig.

3.3은 창호 환기시스템의 단면 및 규격을 나타낸다.

(a) 좌측 유로면 (b) 정면부 (c) 측면부 (d) 규격

Fig. 3.3 창호 환기시스템의 상세도면 및 규격

(2) 배기구 및 공기 유로의 결정

창호 환기시스템에 적용 된 회전형 유로는 실내와 실외 공기 흐름을

교차해 주는 역할을 하며, 팬(fan)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경우 환기 방식을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교차 가능하다.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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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향후 본 창호 환기시스템 적용 시 상대적으로 실내·외 열교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바닥에 침착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강제 부유 시켜

제거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Fig. 3.4는 창호 환기시스템의 단면 및

규격을 나타낸다.

Fig. 3.4 창호 환기시스템의 회전형 유로

(3) 집풍(集風)장치 설계

본 창호 환기시스템은 네 가지의 작동 방식(mode)이 있으며, 그 중 mode

3 는 자연환기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호의 개구부에 에어포일(airfoil)

형상의 집풍장치를 적용하여 자연환기 시 환기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에어포일이란, Fig. 3.5와 같이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형상의 2차원

단면이며 주로 앞전(leading-edge)을 둥글게 하고 뒷전(trailing-edge) 을

뾰족하게 한 유선형 형상을 의미한다[47][48]. 에어포일의 대표적인 형태는

미국의 항공자문위원(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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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A)의 형상과 Clark-Y가 가장 일반적이다[49][50].

Fig. 3.5 에어포일 기본 구조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기 시, 창호 환기시스템의 팬(fan)활용하여 환기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의 병용 방식이다. 팬으로

유입된 외기는 집풍장치의 상부와 연결되어 있는 유로를 통해 집풍장치의

상부 앞 가장자리에서 고압으로 분사되어 상부 표면을 지나 후미 가장자리로

흐르게 유도된다. 이와 같이 집풍장치의 표면 상부에 기류를 추가하여 주는

것은 저속에서도 부압 형성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51]

결과적으로, 외기의 흡입을 적극 유도하여 환기 효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집풍장치의 형상은 Clark-Y 에어포일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Fig. 3.6과

같이 길이 1200mm, 너비 220mm, 높이 30mm 로 설계하여 일반적인 창호의

[47] Hurt, H. H., Jr., Aerodynamics for Naval Aviator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

e, Washington, 1960, D.C: U.S. Navy, Aviation Training Division. pp.21-22. NAVW

EPS 00-80T-80

[48] Bertin, John J.; Cummings, Russel M., Pearson Prentice Hall, ed. Aerodynamics fo

r Engineers (5th ed.), 2009, p.199

[49] Bertin, J. J.; Cummings, R.M., Aerodynamics for Engineers(5th ed.), 2009, Prentice

Hall

[50] Silverstein, Scale Effect on Clark Y Airfoil Characteristics from NACA Full-Scale

Wind-Tunnel Tests, 1935, NASA Technical Reports Serve, p.18, NACA Technical

Report 502

[51] A. Lefebvre, B. Dano, W. B. Bartow, M. D. Fronzo, and G. C. Zha, Performance

and Energy Expenditure of Coflow Jet Airfoil with Variation of Mach Number,

2016, Journal of Aircraft, Vol. 53, No. 6, pp.1757-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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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6 집풍장치의 규격

3.2.2 창호 환기시스템 제작

앞 절의 설계를 바탕으로 창호 환기시스템을 제작하였다. 필터는 내수성

유리섬유, 종이, 알루미늄을 여재와 분리재로 사용하였고, 합판과 알루미늄,

스테인레스강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압력손실은 25~50 mmAq, 디오피법

효율(DOP test efficiency)은 99.5%(0.3㎛)[52]인 E12 등급의 필터이며 사용

가능 최고 온도는 60℃이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용자도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서랍식으로 구성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향상시켰다.

열교환기는 독일의 inVENTOR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세라믹재질로써

열교환 효율은 최대 89%, 규격은 230mm x 240mm, 적용 온도 범위는

–20℃~50℃이다. 열교환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은 알루미늄박지,

세라믹 파이버, 불연지 등을 사용하지만[53], 본 창호환기시스템은 외기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로의 발생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습기에 강한

세라믹(ceramic) 재질의 열교환기로 선정하였다.

팬(Fan)은 동건산업의 DJF-1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날개크기(impeller

size)는 0.2m, 사용전류 0.35~0.45A, 소비전력 75~95W, 회전수 2,710~2,975,

[52] 디오피법 효율(DOP test efficiency) : 고성능인 필터의 집진효율을 구하는 시험법으

로 0.3μm의 DOP(프탈산 디옥틸; di-octyl-phtalate) 입자를 청정 공기 중에 혼입하고,

필터 통과 후 입자 수를 계측하고 비교함으로써 효율을 구하는 방식

[53] 신치웅, SI단위 공기조화설비, 2008, 기문당,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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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풍량 3.9~4.2CMM, 최대정압은 37~44mmAq (365~430Pa)이다.

회전형 유로는 강화 플라스틱(reinforced plastics)으로 외부 케이스를

제작하였으며, 내부 회전체는 스테인레스 스틸(SUS 304)을 사용하였다. 강화

플라스틱은 습기에 강하여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고 뒤틀림이 없으며,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상대적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댐퍼는 한일전자의 제품으로 회전력은 회전력: 60N·m이다. 자동개폐기는

한일배연창의 제품으로써 24V의 DC모터를 사용하며, 최대 35N, 100KG의

하중을 작동시킬 수 있다. 스크류타입 방식으로 슬라이딩 창호의 자동

개폐가 가능하다.

집풍장치는 에어포일 형상을 활용해 기류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mock-up이며, 나무 재질의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3.7과

같이 내부에 유로를 형성하여 mode 3 작동 시 기류가 흐르도록 제작하였다.

Fig. 3.8은 집풍장치를 제작하여 창호 상단부에 적용한 모습이며, Table 3.2는

창호 환기시스템의 상세 부품 및 사양을 나타낸다.

Fig. 3.7 집풍장치 내부의 유로 형성

Fig. 3.8 Clark-Y 에어포일 형상의 집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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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제조사 성능 사진

① 회전형유로 -

· 재질 : 강화플라스틱, SUS

· 작동방식 : 모터를 사용하여

45°, 90° 회전

② 필터 -

· 여재 : 내수성 유리섬유

· 분리재 : 종이, AL

· 프레임 : 합판, AL, SUS 430

· 압력손실 : 25 ~ 50 mmAq

· DOP E = 99.97%, 0.3㎛

· 최고사용온도 : 60℃ 이하

③ 열교환기 inVENTER

· 흡기 air 볼륨 : 13.5 ~ 28 ㎥/h

· 배기 air 볼륨 : 27 ~ 56 ㎥/h

· 효율 : 89% 이상

· 적용온도범위 : -20℃ ~ 50℃

· 표준소음 : 36 ~ 42dB

④ Fan

(DJF-10)
㈜동건공업

· 220V

· 전류 : 0.35 ~ 0.45A

· 소비전력 : 75W

· 회전수 : 2,710 RPM

· 최대풍량 : 3.9 CMM, 250

CFM

· 최대정압 : 37 ~ 44mmAq

⑤ 댐퍼

(HM-220VH4)
한일전자

· AC 220V 50/60Hz (단상)

· 회전력 : 60N·m

· 소비전류

-무부하작동 : 0.5W

-최대부하작동 : 7.2W

자동개폐기

(HW-1000)

㈜한일

배연창

· DC 24V 모터 (35N, 100kg)

· 규격 :

49(W)·66(H)·창호길이(L)

· 방식 : 스크류타입

· 소비전류 :

-무부하작동 : 25W

-최대부하작동 : 50W

집풍장치 -

· 재질 : 나무

· 길이 : 1200mm

· 너비 : 220mm

· 높이 : 30mm

Table 3.2 창호형 환기시스템의 상세 부품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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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평가

3.3.1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 평가 방법

본 절에서는 창호 환기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각 작동 방식의

미세먼지 저감 성능 및 환기량을 비교 평가 하였다. Mock-up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은 향(香)을 이용하였으며, PM10 기준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약 1,200㎍/㎥ 까지 형성한 뒤, 창호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100㎍/㎥의 근사치까지 저감되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후 환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베이스모델(Base model)로

선정하여 환기시스템의 성능 비교 시 참고하였다.

PM2.5 의 경우, 현재 출시되어 있는 휴대용 측정기기로는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중량법을 활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량법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PM10을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확인하였다.

창호 환기시스템의 풍량은 풍량 측정용 콘(air flow cone)과 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각 모드별로 측정하였다. Mode3는 자연환기 모드이기 때문에 풍량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mode1, mode2, mode4의 풍량을 측정하였다.

풍량은 각 모드별로 10회 측정하였다.

평가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총 21회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기간의 외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0㎍/㎥이고 날짜별 외기의 상태는 Table 3.3 과 같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TSI사의 DUSTTRAK 8530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0.001~400mg/㎥, 측정 가능한 Particle Size는 0.1~10㎛, 정확도는

±0.5% 이다. 기류 및 온·습도 측정기는 KIMO사의 SOM900이며, 측정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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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20 ~ +80℃, 습도 0 ~ 100%, 기류속도 0.00 ~ 5.00m/s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기류 및 온습도 측정기는 각각 Table 3.4, Table 3.5와 같으며, Fig.

3.9는 향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미세먼지 측정기와 기류 및 온습도

측정기로 측정하는 모습이다.

실험 날짜
외기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실외 온도 (℃)

(11:00 ~ 14:00 / 일평균)
평균 풍속 최대 풍속

2018년 12월 17일 27 ㎍/㎥ 5.3 / 1.6 1.8 m/s 4.3 m/s

2018년 12월 18일 29 ㎍/㎥ 7.7 / 2.6 1.4 m/s 4.1 m/s

2018년 12월 19일 31 ㎍/㎥ 8.1 / 4 1.4 m/s 3.3 m/s

2018년 12월 20일 33 ㎍/㎥ 8.8 / 3.4 0.9 m/s 2.4 m/s

Table 3.3 성능 평가 기간 및 외부 환경

TSI DUSTTRAK 8530

Range
Concetration (mg/㎥) 0.001 ~ 400

Particle Size (㎛) 0.1 ~ 10

Accuracy
±0.5% of factory set point Intemal flow

controlled (Flow Accuracy)

Table 3.4 미세먼지 측정기 DUSTTRAK 8530

항목 측정범위 정확도 측정간격

온도 -20 ~ +80℃ ±3% (±0.25℃) 0.1℃

습도 0 ~ 100% 정확도 : ±1.8%RH 0.1%RH

기류 속도 0.00 ~ 5.00m/s ±3% (±0.05m/s) 0.01m/s

Table 3.5 기류 및 온·습도 측정기 SOM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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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미세먼지 발생 및 미세먼지, 온·습도 측정

3.3.2 Mock-up 구축 및 환경 분석

(1) Mock-up 구축

창호 환기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작동구 흑석동의

교육시설 건물 옥상에 Table 3.6과 같은 mock-up을 설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바닥평면은 2,675mm * 2,750mm 이며, 높이 2,860mm 이다. 지붕

및 벽의 재질은 100mm 두께의 샌드위치 패널 및 몰탈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남향에 가로*세로 2,135mm * 2,100mm의 창호가 배치되어 있다.

Mock-up은 단일챔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에 침착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 후

다음실험을 진행하였다.

구분 내용 Mock-up 평면

높이 2,860mm

층수 1층

향 정남향

바닥면적 7.35㎡

Table 3.6 Mock-u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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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능평가는 환기량 및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이기 때문에

침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따라서 창호 및 벽 모서리 등 침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연신폴리프로필렌(OPP; Oriented olypropylene)

재질의 필름을 부착하였고, 외부 또는 주변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mm 두께의 열전도율 0.29W/m·k의 성능을 가진 압출보온판 단열재를 내부

벽면 전체에 추가로 부착하였다. Fig. 3.10과 Fig. 3.11은 각각 Mock-up의

전경과 창호 환기시스템 적용 및 내부의 모습이다.

Fig. 3.10 창호 환기시스템이 설치된 Mock-up 전경

Fig. 3.11 창호 환기시스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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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ck-up 환경 분석

실내 미세먼지는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절에서는 Mock-up이 설치된 지역과 건물에서의 연간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 및 풍향을 분속하였다. Mock-up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사당 4동의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결과 2018년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는 52.5㎍/㎥, 이며 최고 농도는 321㎍/㎥, 최저는 7㎍/㎥으로

나타났다. Fig. 3.12는 2018년 미세먼지 농도 분포이며 미세먼지의 기준치인

100㎍/㎥을 초과한 날은 총 39일이다.

Fig. 3.12 2018년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

또한 연평균 기온 12.9℃ 이고, 평균 풍속은 1.7m/s, 최다 풍향 방위는

290°이다. mock-up 주변 환경 요소 중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변의 건물은 모두 교육시설이며, 도로는

교내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만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매우 적어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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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 평가 결과

창호 환기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의 Table 3.7과 같다.

Mode1과 Mode2, Mode3의 평균 풍속은 각각 1.3m/s, 1.3m/s, 1.29m/s 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배기구 면적 0.0225㎡(0.15m x 0.15m) 기준으로 시간당

풍량으로 환산 시 각각 105.6㎥/h, 104.9㎥/h, 104.8㎥/h 이다. 따라서 84㎡

면적의 2.3m 층고를 가지는 공동주택의 최소 환기율 0.5회/h를 만족시키는

100㎥/h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13과 Fig. 3.14는 창호

환기시스템의 모드별 풍속과 풍량을 나타낸다.

풍속 (m/s) 시간당 풍량 (㎥/h, CMH)

Mode1 Mode2 Mode4 Mode1 Mode2 Mode4

1 회 1.27 1.27 1.29 102.87 102.87 104.49

2 회 1.29 1.31 1.30 104.49 106.11 105.30

3 회 1.31 1.30 1.27 106.11 105.30 102.87

4 회 1.33 1.30 1.29 107.73 105.30 104.49

5 회 1.29 1.29 1.31 104.49 104.49 106.11

6 회 1.32 1.31 1.30 106.92 106.11 105.30

7 회 1.33 1.30 1.31 107.73 105.30 106.11

8 회 1.29 1.30 1.29 104.49 105.30 104.49

9 회 1.30 1.29 1.28 105.30 104.49 103.68

10 회 1.31 1.28 1.30 106.11 103.68 105.30

평균 1.30 1.30 1.29 105.62 104.90 104.81

Table 3.7 창호 환기시스템 실내미세먼지 제거 성능 비교



- 38 -

Fig. 3.13 창호 환기시스템의 모드별 풍속

Fig. 3.14 창호 환기시스템의 모드별 풍량

또한, 창호 환기시스템의 모드별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Mode 1의 실내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실내미세먼지의 농도

1195㎍/㎥에서 102㎍/㎥까지 저감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24분으로

나타났다(Fig.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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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Mode 1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Mode 2의 실내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실내미세먼지의 농도

1200㎍/㎥에서 102㎍/㎥까지 저감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88분으로

나타났다(Fig. 3.16).

Fig. 3.16 Mode 2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Mode 3의 실내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실내미세먼지의 농도

1199㎍/㎥에서 108㎍/㎥까지 저감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8분으로

나타났다(Fig.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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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Mode 3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Mode 4의 실내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실내미세먼지의 농도

1195㎍/㎥에서 103㎍/㎥까지 저감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39분으로

나타났다(Fig. 3.18).

Fig. 3.18 Mode 4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즉, 창호 환기시스템의 각 모드별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은 Mode 3 >

Mode 1 > Mode 4 > Mode 2 순으로 나타났다. Fig. 3.19와 Table 3.8은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모드별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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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창호 환기시스템 모드별 실내미세먼지 저감 소요 시간 비교

측정 시간 미세먼지농도

Mode 1 24min 1195㎍/㎥ → 102㎍/㎥

Mode 2 88min 1200㎍/㎥ → 102㎍/㎥

Mode 3 8min 1199㎍/㎥ → 108㎍/㎥

Mode 4 39min 1195㎍/㎥ → 103㎍/㎥

Table 3.8 창호 환기시스템 실내미세먼지 제거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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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본 절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창호

환기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총

91일(2018년 10월 1일 ~ 12월 31일)이며,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에 사용 된

미세먼지 측정기는 TSI사의 DUSTTRAK 8530을 사용하였다. 기류 및

온·습도 측정기는 KIMO사의 SOM900을 사용하였다.

예측 모델의 개발 과정에서 일반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화하고자 하는 특징의 대표성이 잘 나타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켜야한다[54]. 따라서 Table 3.9와 같이 창호의 개폐율과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유무 및 모드 변경을 통해 다양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각 환경 조건별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습득하였다.

No.
실내 환경 구성

창호 개폐율 창호 환기시스템 가동

1. Close Off

2. 10cm open Off

3. 20cm open Off

4. 40cm open Off

5. 80cm open Off

6. Close Mode 1

7. Close Mode 2

8. 80cm open Mode 3

9. Close Mode 4

Table 3.9 실내 환경 조건

[54] Aurélien Géron,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 tensorflow, 2018,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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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총 198,992개이며, 다음 장에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정규화를 거쳐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데이터로 활용된다.

수집된 데이터 항목은 Table 3.10, Table 3.11과 같이 총 8가지로써,

실내·외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기류속도 이다.

측정횟수 최대 최소 평균

실내온도 24,874회 27.08℃ 18.08℃ 22.87℃

실내습도 24,874회 76% 31% 51.48%

실내

미세먼지
24,874회 223㎍/㎥ 11㎍/㎥ 16㎍/㎥

실내

기류속도
24,874회 0.32m/s 0.05m/s 0.125m/s

Table 3.10 실내 환경 요소 데이터 세트

측정횟수 최대 최소 평균

실외온도 24,874회 27.08℃ 14.05℃ 20.02℃

실외습도 24,874회 93% 23% 59.28%

실외

미세먼지
24,874회 22㎍/㎥ 29㎍/㎥ 36㎍/㎥

실외

기류속도
24,874회 2.46m/s 0m/s 0.013m/s

Table 3.11 실외 환경 요소 데이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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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본 장에서는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Mock-up test를

활용하여 창호 환기시스템의 풍량 및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장에서의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창호 환기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세로형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주요 구성 요소로는 회전형 유로, 팬(Fan), 전동댐퍼,

자동개폐장치가 있다. 설계 시에는 배기구 및 공기 유로, 집풍장치의

적용을 고려하여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상세 규격을 도출하였다.

(2) 제작 된 창호 환기시스템은 Mock-up test를 활용하여 창호

환기시스템의 풍량 및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성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1, Mode2, Mode3의 시간당 풍량은

105.6㎥/h, 104.9㎥/h, 104.8㎥/h 로 나타났으며, 이는 84㎡ 면적의 2.3m

층고를 가지는 공동주택의 최소 환기율 0.5회/h를 만족시키는 환기량을

상회한다.

(3) 창호 환기시스템의 각 모드별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를 위해

Mock-up의 미세먼지 농도를 약 1,200㎍/㎥ 까지 조성한 뒤 창호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100㎍/㎥의 근사치까지

저감되는 시간을 각 모드별로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각 모드별 저감

시간은 Mode 1은 24분, Mode 2는 88분, Mode 3은 8분, Mode 4는

39분으로 나타났다. 즉, 미세먼지 저감성능은 Mode 3 > Mode 1 > Mode

4 > Mode 2 순으로 나타났다. Mode 3의 경우 Mock-up의 규모에 비해



- 45 -

개폐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짧은 시간이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향후 실용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적용 등의 Test-bed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4)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일반화하고자 하는 특징의 대표성이 잘 나타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창호의 개폐율과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유무 및 작동모드 변경을 통한

다양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각 환경 조건별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습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항목은 총 8가지로써, 실내·외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기류속도 이며, 총 198,99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의 성능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학습 및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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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개발

4.1 개요

본 장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실내·외 환경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 3 장’의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평가를 통해 구축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잡음(noise), 에러(error), 이상치(outlier)가 없는

데이터를 선별하였으며, 선별 된 데이터는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학습 모델의 선택은

문제의 복잡성, 데이터의 수, 가중치 및 편차 등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학습 모델을 활용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성능을 비교하여 적절한 학습 함수를

도출하였다.

적절한 학습 모델 선정 후, 예측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학습횟수(Epoch),

학습률(Learning rate), L2-정규화(L2-Regularization)을 변경해가며 훈련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적화 된 예측 모델에 실측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되는 결과 값을 통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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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측 모델 개발

4.2.1 데이터 선별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대표성이 없고

우수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키면 되면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시

잡음(noise), 에러(error), 이상치(outlier)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55],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지 못할 경우 우연에 의한

대표성이 없는 샘플링 잡음(sampling noise)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에도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샘플링

편향(sampling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정보나 패턴 및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해 내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과정을 데이터 선별 또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 한다[56].

본 절에서는 성능평가를 통해 수집 된 198,992개의 데이터 중 가장 특성

강하고 잡음이 없는 12,000개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데이터는 Table

4.1과 같이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실내·외 온도 데이터이며, 항목 별 모든

데이터는 밀폐되어 있는 챔버의 데이터인 Base model 과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방식(mode1~4)별로 각 15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데이터는

외기 농도 107 ㎍/㎥, 83 ㎍/㎥, 55 ㎍/㎥, 21 ㎍/㎥ 로 분류하였다. 데이터의

[55] Jiawei Han & Micheline Kamber,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2nd, 2006

[56] doopedia,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

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4478, accessed: 2019.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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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은 1분이다.

데이터

항목

작동 모드(mode)

Base

model
Mode1 Mode2 Mode3 Mode4

107
㎍/㎥

83
㎍/㎥

55
㎍/㎥

21
㎍/㎥

107
㎍/㎥

83
㎍/㎥

55
㎍/㎥

21
㎍/㎥

107
㎍/㎥

83
㎍/㎥

55
㎍/㎥

21
㎍/㎥

107
㎍/㎥

83
㎍/㎥

55
㎍/㎥

21
㎍/㎥

107
㎍/㎥

83
㎍/㎥

55
㎍/㎥

21
㎍/㎥

실내

미세먼지

농도(개)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실외

미세먼지

농도(개)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실내

온도(개)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실외

온도(개)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Table 4.1 실내 환경 요소 데이터 세트

선별된 데이터의 결정계수(R2) 산출을 통해,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입력변수는 실외 미세먼지농도, 실내외 온·습도,

기류속도이며 출력변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이다. 출력변수인 실내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창호가 열려 있을 경우의

실외 미세먼지로 결정계수가 0.5414 로 나타나, 가장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4.1은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이며, 그 외 요소의 결정계수는 Table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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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창호가 열려있을 때의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출력변수 입력변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실내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농도 실외 0.5414

온도
실내 0.0065

실외 0.0169

습도
실내 0.0169

실외 0.0113

기류 속도
실내 0.0684

실외 0.0024

Table 4.2 출력변수(실내 미세먼지 농도)와 입력변수의 결정계수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실외 미세먼지가 가장 높으며,

그 외의 환경 요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환경요소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로

선정하였다.

Table 4.3은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모드와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패턴을 나타낸다.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병행하는 mode 3가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기계환기

중에서는 mode 1 > mode 4 > mode 2 순으로 나타났다. 예측 모델은 학습

과정을 이와 같은 패턴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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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모드

실외

미세먼지

농도

Mode 1 Mode 2 Mode 3 Mode 4

107 ㎍/㎥

83 ㎍/㎥

55 ㎍/㎥

21 ㎍/㎥

Table 4.3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모드 및 실외 미세먼지 농도별 실내

미세먼지 감소패턴

4.2.2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개발

(1) 예측 모델의 학습 방법 및 최적화 개요

본 절에서는 예측 모델에 적합한 학습 모델 선정을 위해 두 가지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선정된

학습 모델의 최적화를 통해 예측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학습 모델의 선정 시 문제해결의 주제 및 방법, 데이터의 종류 및 양,

그리고 패턴에 따라서 적절한 학습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학습 모델은 매우

다양하며, 모든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최적화까지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각 학습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학습 모델의 후보군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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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모델의 최적화란,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매개변수(학습률, 모멘텀, 학습 횟수, 입계값, 목표 등)를 도출하는

과정이다[57].

학습과정에서 최적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대적합(overfitting)또는 과소적합(underfitting)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대적합이란 모델이 학습용 데이터에 잘 맞지만 일반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과소적합이란 모델이 단순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내재된

구조를 학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58].

기계학습 모델 과정에는 ‘학습 모델의 최적화(optimization)’와 ‘학습 모델의

일반화(generalization)’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적화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합(fitting)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 외의 다양한

변수에는 대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심층 신경망과 같은 복잡한 모델은

데이터의 잘못된 데이터까지 감지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최적 학습 모델 선정을 위한 평가는 두 가지 학습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으며, 단방향 학습 모델인 Levenberg–Marquardt

방식과 순환 학습 모델인 장단기메모리(LSTM : Long-Short term Memory)

방식이다.

학습 모델의 결정 및 학습 및 최적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앞서 선별된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Levenberg–Marquardt 방식

과 LSTM 방식의 예측 정확도 비교 평가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예측

[57] 김청융, 손재호, 교육시설의 개념단계 공사비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모델 개발에 관

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6

[58] Aurélien Géron,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 tensorflow, 2018,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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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LSTM 모델의 기본 구조도

모델에 더욱 적합한 학습 모델을 선정한다. Fig. 4.2는 Levenberg–

Marquardt 모델의 기본 구조도이며, Fig. 4.3은 LSTM 방식의 기본구조

도 이다. Levenberg–Marquardt 모델은 현재의 데이터만 반영하여 예측

값을 도출하지만, LSTM방식은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의 연관

성 분석을 통해 미래의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반영이 가

능하다. 두 모델 모두 입력 변수는 실내·외 미세먼지, 실내·외 온도 이다.

Fig. 4.2 Levenberg–Marquardt 모델의 기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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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된 학습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매개변수(학습횟수(Epoch), 학습

률(Learning rate), L2 정규화(L2 Regularization)) 변경 과정을 통해

예측 모델별로 1,500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하여 훈련(training)을 반복

하였으며, 드롭아웃(Drop out) 과 미니배치(mini-batch)는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이를 통해 예측 값을 도출하고, 도출 된 예측 값의 예측 정확도

를 평가하여 예측 모델의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Table 4.4는 학습 모델의 최적화를 위한 학습 매개변수의 설정 값 및

특징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매개변수의 변경 및 예측 값 도출 과정을 통해

최적 구조변수를 도출하였다.

예측 정확도의 평가는 예측 값과 실측값의 오차(MSE; Mean Square

Error)를 산출하여, 해당 값을 통해 Cν(RMSE)를 도출했다. Cν(RMSE)는

ASHRAE Guideline 14-2002[59] 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실측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통계적 기준이다. Cν(RMSE)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30(%) 이하를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식(2), 식(3), 식(4) 는 각각 MSE, RMSE, Cv(RMSE)를 나타낸다.

매개변수 설정 값 특징

학습횟수

(Epochs)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최대 학습 횟수

학습률

(Learning rat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작을수록 예측

정확성 증가

(학습 시간 길어짐)

L2 정규화

(L2 Regularization)
0.01, 0.001, 0.0001

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

Table 4.4 학습 모델의 최적화를 위한 학습 매개변수 조정

[59] ASHRAE Guideline 14, Measurement of energy and demand sav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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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ρ : 예측 값

y : 검증값

n : 표본의 개수

ｉ: 행렬의 번호

(2) 예측 모델 개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선정을 위해 수행 한 Levenberg–

Marquardt 방식과 LSTM 방식의 예측 정확도 비교 결과 및 매개변수의

설정 값에 따른 예측 정확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Levenberg–Marquardt 방식과 LSTM 방식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성능 비교결과, Levenberg–Marquardt 방식보다 LSTM 방식의

예측성능이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5와 Table 4.6은 각각

Levenberg–Marquardt 방식과 LSTM 방식의 비교 결과 중, 뉴런과

유닛이 각각 100개씩이고, 레이어가 1개씩일 때, Mode 1의 Cv(RMSE)

계산 결과이다. Levenberg–Marquardt 방식은 30%이하의 값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LSTM방식은 30%이하도 확인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수치가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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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변수를 변경하며 최적화 진행 시 예측 값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LSTM이 순환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시계열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로 사용할 학습

모델은 LSTM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00 1550 1873 1151 1121 619 440 641 1023 229 947

200 818 227 901 603 334 598 712 1737 1574 301

300 653 704 923 3063 773 379 622 779 687 1275

400 540 1102 2232 3713 568 872 627 264 2428 1557

500 1460 2237 681 1899 929 452 1193 825 798 782

600 679 902 402 578 1504 1757 935 457 617 517

700 992 794 1789 512 1036 910 691 2788 1267 638

800 944 712 1689 468 823 1335 763 888 388 651

900 465 1025 635 1922 712 391 462 296 548 620

1000 1297 288 587 1236 1906 1141 559 721 565 1306

Table 4.5 Levenberg–Marquardt 방식 예측 값의 Cv(RMSE)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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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718 210 1502 2692 1441 1395 1941 1133 2481 10991

200 214 304 533 178 - 407 882 7570 1025 3418

300 105 100 107 143 169 288 605 169 1367 217

400 14 223 117 1029 720 533 638 909 890 157

500 117 400 169 614 - 171 281 432 322 984

600 175 169 63 1292 198 540 153 228 184 1497

700 20 375 564 889 68 1464 157 - - 285

800 71 94 546 91 204 368 197 37 167 175

900 194 77 189 131 154 173 175 174 167 151

1000 23 697 748 27 120 149 565 166 814 92

Table 4.6 LSTM 방식 예측 값의 Cv(RMSE) (단위: %)

②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학습 모델 최적화를 위해 학습횟수(Epoch),

학습률(Learning rate), L2 정규화(L2 Regularization)의 매개변수를

변경하며 모든 경우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매개변수의 설정 값 변화에

따른 각 모드(mode)별 Cv(RMSE) 결과 중 최솟값을 선정하였으며

Table 4.7과 같다.

L2 정규화 값이 0.01일 때의 학습 모델의 최적화 도출을 위한

Cv(RMSE) 값의 결과는 Table 4.8 ~ Table 4.11과 같다. L2 정규화 값이

0.001일 때와 0.0001일 때의 결과는 부록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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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작동방식

학습횟수

(Epoch)

학습률

(Learning rate)

L2 정규화

(L2 Regularization)

최소

Cv(RMSE)

Mode 1 400 회 0.1 0.01 14.5

Mode 2 800 회 0.1 0.0001 2.95

Mode 3 100 회 0.3 0.0001 2.72

Mode 4 600 회 0.1 0.01 12

Table 4.7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매개변수 변경에 따른 Cv(RMSE)

최솟값 (단위: %)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718 210 1502 2692 1441 1395 1941 1133 2481 10991

200 214 304 533 178 - 407 882 7570 1025 3418

300 105 100 107 143 169 288 605 169 1367 217

400 14 223 117 1029 720 533 638 909 890 157

500 117 400 169 614 - 171 281 432 322 984

600 175 169 63 1292 198 540 153 228 184 1497

700 20 375 564 889 68 1464 157 - - 285

800 71 94 546 91 204 368 197 37 167 175

900 194 77 189 131 154 173 175 174 167 151

1000 23 697 748 27 120 149 565 166 814 92

Table 4.8 Mode 1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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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87 105 358 2537 4790 682 2268 585 2199 4486

200 102 31 108 29 431 833 257 1201 563 -

300 33 25 42 38 119 205 74 - 79 176

400 27 33 63 29 16 20 - 31 44 -

500 8 6 15 28 65 20 132 95 - 13

600 28 23 35 54 33 79 28 - 43 86

700 19 33 28 62 85 23 86 18 12 -

800 12 14 42 52 25 49 32 44 124 96

900 18 36 15 225 78 22 42 18 23 18

1000 20 17 32 47 4 23 18 8 16 -

Table 4.9 Mode 2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1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124 572 1802 3150 4715 2865 - 1215 - 5321

200 68 179 18 542 804 - 89 - 1028 1903

300 71 62 129 8 224 284 1430 30 - 373

400 70 75 55 99 79 44 36 137 65 -

500 74 54 42 125 186 79 26 - 52 95

600 70 95 72 42 106 83 - 119 62 -

700 68 81 101 329 239 40 89 85 36 76

800 70 80 71 39 79 113 65 - - -

900 75 89 84 25 310 83 66 - - 92

1000 71 67 89 69 74 63 77 - - 89

Table 4.10 Mode 3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1



- 59 -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108 190 2088 3153 2912 4064 3700 7351 3927 -

200 83 110 170 470 320 486 373 - 1622 202

300 44 46 32 93 194 134 337 148 151 122

400 21 25 15 49 299 219 356 91 - 210

500 32 39 61 338 88 129 83 135 92 -

600 12 29 21 55 13 184 61 80 34 -

700 19 40 114 22 99 44 40 38 - 25

800 32 23 37 144 40 58 46 36 - 51

900 43 19 474 88 72 74 616 117 - -

1000 21 84 89 65 16 106 24 19 20 23

Table 4.11 Mode 4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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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측 모델 검증

4.3.1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검증 방법

예측 모델의 데이터 학습 방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데이터라도 학습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 문제 해결에 적절한 학습 방법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 수행된 연구를 참고한다. 이는 개발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의 노하우(know-how) 를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며, 다양한 학습

방법의 성능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검증을 위해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앞 절에서 개발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과 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시킨 예측 모델과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예측

데이터는 두 모델 모두 입력변수(input) 입력 기준으로 10분 미래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이며, 학습방법은 모두 LSTM을 사용하였다.

두 모델은 상이한 학습 시퀀스(Sequence)에 따른 예측 정확도 성능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내용은 Table 4.12와 같다.

측정 항목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온도

실외
미세먼지 농도

온도

측정 시간 150 분

실외 평균 온도 21℃

실외 미세먼지 평균 농도 22㎍/㎥

Table 4.12 성능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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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을 실시한 예측 모델의 학습 각 시퀀스 구성은 Table 4.13과

같으며, Fig. 4.4 와 Fig. 4.5 는 각 모델의 시퀀스 학습 방법 차이를

나타낸다. ‘예측모델 1’은 1분~10분까지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11분~20분까지

데이터를 예측하고, 실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이에 대한 오차를 학습하는

반면, ‘예측모델 2’는 1분~10분까지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2분~11분까지의

데이터를 예측하고, 실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이에 대한 오차를 학습한다.

매개변수 설정은 Table 4.14와 같다.

입력변수 출력변수

예측모델

1

1분 ~ 10분 실측 데이터 11분 ~ 20분 예측 데이터

11분 ~ 20분 실측 데이터 21분 ~ 30분 예측 데이터

21분 ~ 30분 실측 데이터 31분 ~ 40분 예측 데이터

…

131분 ~ 140분 실측 데이터 141분 ~ 150분 예측 데이터

예측모델

2

1분 ~ 10분 실측 데이터 2분 ~ 11분 예측 데이터

2분 ~ 11분 실측 데이터 3분 ~ 12분 예측 데이터

3분 ~ 12분 실측 데이터 4분 ~ 13분 예측 데이터

…

140분 ~ 149분 실측 데이터 141분 ~ 150분 예측 데이터

Table 4.13 성능 검증을 위한 예측 모델의 학습 방법

매개변수

작동방식

학습횟

수

(Epoch)

학습률

(Learning rate)

L2 정규화

(L2 Regularization)

최소

Cv(RMSE)

Mode 1
예측모델1 400 회 0.1 0.01 14.50

예측모델2 100 회 0.1 0.01 11.51

Mode 2
예측모델1 800 회 0.1 0.0001 2.95

예측모델2 200 회 0.1 0.001 23.50

Mode 3
예측모델1 100 회 0.3 0.0001 2.72

예측모델2 100 회 0.4 0.01 42.51

Mode 4
예측모델1 600 회 0.1 0.01 12.00

예측모델2 400 회 0.3 0.01 29.81

Table 4.14 예측 모델 1과 예측 모델 2의 매개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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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예측모델 1의 입력변수 및 출력변수 개요

Fig. 4.5 예측모델 2의 입력변수 및 출력변수 개요

4.3.2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검증 결과

본 절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검증을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의 학습을 수행한 예측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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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작동모드 Cv(RMSE) RMSE – Iteration 그래프

예측모델

1

Mode 1 21.14 %

Mode 2 20.15 %

Mode 3 19.27 %

Mode 4 28.58 %

예측모델

2

Mode 1 20.35 %

Mode 2 35.31 %

Table 4.15 학습 모델의 최적화를 위한 학습 매개변수 조정

Cv(RMSE) 값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수행 결과는 Table 4.15와 같다.

예측 모델 1의 경우 Mode 1은 21.14%, Mode 2는 20.15%, Mode 3은

19.27%, Mode 4는 28.58%, 예측 모델 2의 경우 각 모드별로 Mode 1은

20.35%, Mode 2는 35.31%, Mode 3은 29.83%, Mode 4는 44.32% 로

나타났다. 즉, 예측 모델1은 Cv(RMSE) 평균 22.29%로 나타났으며, 예측

모델 2는 32.4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모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측 모델

1이 더욱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 64 -

매개변수 작동모드 Cv(RMSE) RMSE – Iteration 그래프

Mode 3 29.83 %

Mode 4 44.32 %

Fig. 4.6 ~ Fig. 4.9는 예측 모델1의 각 모드별 실측값과 예측 값의 비교

그래프이다. 부분적으로 수치가 다른 곳이 있지만 전체적인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6 예측모델 1, Mode 1의 실측값 및 예측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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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예측모델 1, Mode 2의 실측값 및 예측 값 비교

Fig. 4.8 예측모델 1, Mode 2의 실측값 및 예측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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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예측모델 1, Mode 2의 실측값 및 예측 값 비교

4.4 소결

본 장에서는 실내·외 환경 요소에 의해 변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량의 데이터 중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적합한 학습 모델을 선정 후 최적화를 하였다. 또한

개발 된 예측 모델의 성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 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능평가를 통해 수집 된 198,992개의 데이터 중에서 잡음, 에러,

이상치가 없는 12,000개의 데이터를 선별하였으며, 선별 된 데이터는 예측

모델의 학습 및 최적화에 사용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적합한

학습 모델은 LSTM(Long-Short term Memory)으로 나타났으며, 예측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학습횟수(Epoch), 학습률(Learn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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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정규화(L2-Regularization) 매개변수를 변경해가며 훈련을 반복하여

Cv(RMSE) 최솟값을 나타내는 환경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2)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학습 시퀀스를 구성하여 예측 정확도 비교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예측

모델1은 Cv(RMSE) 평균 22.29%로 나타났으며, 예측 모델 2는 32.45%로

예측 모델 1이 더욱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즉, 예측 모델 1의 예측 정확도는 ASHRAE Guideline 14-2002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실내 온도 예측 모델의 검증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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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예측 모델의 적용 방안

5.1 개요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측 모델의 정확성

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 보정, 예측 모델 학습,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등 통합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로부터 개발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공동주택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적용한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5.2 예측 모델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측모델의 공동주택 적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 및 인공지능의 연산이

가능한 서버(server) 및 플랫폼(platform)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측 결과를 통해

창호 환기시스템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예측 모델의 결과에 따라 창호 환기시스템을 작동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버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서버는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을

위해 필요하여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데이터와 기상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예측 모델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또한 예측 모델의 결과에 따라 창호 환기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창호를 제어한다. 플랫폼의 개요는 Fig.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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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며,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습기 및 먼지,

열에 취약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Fig. 5.1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위한 플랫폼 개요

또한 예측 모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취득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환경 측정 센서(sensor), Open

API 등 다양하며,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 요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되, 신뢰도가 확보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센서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Open API등의 데이터의 경우 고정밀의 측정기기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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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예측

미세먼지 → 미세먼지

미세먼지, 온도, 습도 → 미세먼지, 온도, 습도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Table 5.1 학습 요소에 따른 예측 가능 요소

5.3 예측 모델을 고려한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예측 모델을 적용한 창호 환기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예측 모델의 고려 요소는 공동주택의 실내

쾌적 영향인자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즉, 미세먼지 외에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등 모든 실내 환경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Table 5.1과 같이 예측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요소에 따라 해당 요소의

변화 예측이 가능하다.

Fig. 5.2는 앞서 개발한 예측 모델을 고려한 창호 환기시스템의

제어알고리즘이다. 본 제어 알고리즘은 작동 예시이며,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쾌적 기준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기준인 8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내·외 쾌적 온도의 기준은 하절기로 가정하여 26℃로

설정하였다.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실시간 데이터 입력, (2) 예측 모델 (3)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예측 모델은 ‘LSTM’이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창호 환기시스템의

Mode1~4 작동과 창호 개폐가 가능하다.

각 단계별 상세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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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예측 모델을 적용한 창호 환기시스템작동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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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 요소(실내·외 미세먼지, 실내·외 온습도, 실내·외 이산화탄소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입력한다. 10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다음단계로 진행된다.

②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쾌적 판단을 위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80㎍/㎥

초과 또는 이하의 판단을 한다. 이 때,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80㎍/㎥이하여서 쾌적할 경우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다시

데이터를 축적하며, 쾌적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③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쾌적 판단을 위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80㎍/㎥

초과 또는 이하의 판단을 한다. 이 때,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80㎍/㎥이하여서 쾌적할 경우 외부의 실외 온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실외

온도 26℃ 초과일 경우 창호 환기시스템 작동, 26℃ 이하일 경우 창호를

개방하여 자연환기를 실시한다.

④ 앞 장에서 개발 된 예측 모델인 ‘LSTM’을 수행한다. LSTM 예측

모델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내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Mode1~4의 각각의

예측 값을 출력한다. 여기서, 예측모델 LSTM은 장단기 기억

모델(Long-Short term Memory)을 뜻하며, 실내 환경 요소 변화를

예측한다.

⑤ 실외 온도의 쾌적 판단을 위해 실외 온도의 26℃ 초과 또는 이하를

고려하여, 온도 26℃ 초과일 경우 실내 순환모드인 mode 2 또는

열교환모드인 mode4를 선택하며 26℃ 이하일 경우 일반환기 모드인

mode 1 또는 자연환기 모드인 mode 3을 선택한다.

⑥ mode2 또는 mode4, mode1 또는 mode3 중에서 예측 값이 더 작은



- 73 -

시스템을 선택하여 작동한 후, 센서 데이터의 입력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5.4 소결

본 장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에 예측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 및 인공지능의 연산이 가능한 서버 및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서버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습기, 먼지, 발열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예측 모델이 적용 된 창호 환기시스템의 제어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수집 - 실내·외 공기질 쾌적 판단 – LSTM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예측 – 실내·외 열쾌적 판단 – 창호 환기시스템 최적

동작 – 데이터 수집(Fig.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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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최근 대기의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등으로 인해 단순 외기 유입을

통한 실내 공기의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내·외의 공기질 상태에

따른 최적제어의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내·외 공기 상태에 따라

적절한 환기를 실시해주어 실내공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설정 값 제어(set point control)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설정 값 제어는 실내·외 환경요소 중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내 환경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단일 환경 요소를 제어

할 경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와

온·습도 등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제어할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환기 시스템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덕트(duct)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설정 값 제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다. 개발 된 예측 모델은 10분 미래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값과 실측 값의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예측 모델은 각종 유해 물질 및 온·습도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제어

가능하며, 건물의 규모와 형태에 맞게 스스로 학습하여 적응형 최적제어가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 평가 및 데이터 구축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Mock-up test를 활용하여 창호

환기시스템의 각 모드(mode)별 풍량 및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를



- 75 -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창호 환기시스템의 풍량 및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84㎡

면적의 2.3m 층고를 가지는 공동주택의 최소 환기율 0.5회/h를 만족시키는

환기량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작동 모드별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결과, 각 모드별 저감 시간은 Mode 1은 24분, Mode 2는 88분, Mode

3은 8분, Mode 4는 39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창호의 개폐율과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유무 및 모드변경 등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모드에 대한 특징의 대표성이 나타나는 198,99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 실내 미세먼지 농도 및 온도 예측 모델

실내·외 환경 요소에 의해 변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측 모델의 학습을 위한 우수한 데이터 선별을 위해

198,992개의 데이터 중에서 잡음, 에러, 이상치가 없는 12,000개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적합한 학습 모델은 순환 신경망중 하나인

LSTM(Long-Short term Memory) 모델로 나타났으며, 예측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학습횟수, 학습률, L2-정규화 매개변수를 변경해가며 훈련을

반복하여 모델의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성능 검증 결과, 예측 값과 실측 값의

Cv(RMSE) 평균값은 22.29% 로 나타나,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3) 예측 모델의 적용 방안

예측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적용 시



- 76 -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공동주택의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에 예측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및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예측 모델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안으로는

센서 및 Open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측 모델이 적용 된 창호 환기시스템의 제어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 - ‘실내·외 공기질 쾌적 판단’ – ‘LSTM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예측’ – ‘실내·외 열쾌적 판단’ – ‘창호 환기시스템 최적

동작’ – ‘데이터 수집’ 순서이다.

상기와 같은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내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라돈,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적용 추가 연구를 통해 기타 오염물질을 동시에 반영

가능하며, 창호 환기시스템 외에도 일반적인 환기 시스템 및 공기청정기

등에 적용 가능하다.

(2) 본 예측 모델의 활용 데이터는 mock-up에서의 한정된 환경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후 실제 주건 건물 등의 적용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습득하게 될 경우 예측 모델의 정확성 및 적용성 확대 가능

(3) 창호 환기시스템과 센서, 냉·난방기 결합 형태의 통합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구축 시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가능하며,

주거건물 외에도 병원 및 요양시설 등 재실자 스스로 창호나

환기시스템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창호 환기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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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자상 물질인 실내 미세먼지의 침착 및 부유 특성과, 건물 환기의

농도비, 농도감소율, 공기연령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통해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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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습 모델의 최적화 도출을 위한 Cv(RMSE) 값 결과

1.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최적화를 위한 Cv(RMSE) 값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5.6 1.8 5.5 53.6 137.1 65.3 128.2 168.0 25.4 -

200 0.8 2.7 9.9 12.1 12.8 5.3 16.1 9.3 - -

300 1.0 3.8 1.4 0.7 6.6 3.2 13.8 5.3 12.8 5.0

400 1.9 3.2 0.9 2.9 3.9 4.5 2.2 2.0 2.2 6.1

500 3.2 0.7 1.8 2.5 3.2 2.0 3.1 2.4 1.7 7.5

600 0.8 2.2 1.4 1.6 2.4 1.9 1.4 0.6 8.9 -

700 1.2 1.6 4.7 2.6 5.4 1.5 0.9 2.7 3.4 2.4

800 1.1 1.1 2.6 1.9 1.1 0.8 2.0 3.7 6.0 0.8

900 1.7 2.1 2.2 2.0 3.1 1.3 0.8 1.1 3.5 -

1000 3.2 1.1 1.8 5.3 0.7 4.3 1.3 3.5 2.8 1.2

Base model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1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1.4 15.9 5.8 8.2 25.4 32.9 137.4 135.9 105.0 7.2

200 1.7 1.4 2.8 8.6 8.5 27.4 3.0 24.6 10.0 7.0

300 1.5 1.0 2.9 2.2 0.6 7.0 6.3 10.3 8.5 -

400 1.3 0.8 2.2 2.4 4.9 7.0 1.2 1.7 10.6 -

500 2.9 2.0 0.7 6.2 10.6 9.5 3.8 6.0 14.6 4.0

600 1.4 2.0 4.5 1.3 1.5 7.9 9.4 5.1 4.0 0.8

700 1.1 1.3 1.4 0.8 12.7 3.3 5.7 4.3 3.5 2.7

800 1.0 1.4 1.1 3.3 1.2 2.1 1.8 1.0 9.2 -

900 1.1 2.2 4.2 7.1 3.4 1.6 5.5 6.0 7.2 1.6

1000 1.1 1.2 1.4 1.2 9.1 1.6 2.5 6.8 1.0 4.2

Base model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1



- 86 -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180 231 628 403 1019 639 471 1060 5655 2021

200 205 288 675 269 635 112 229 556 2771 956

300 70 77 269 77 264 840 359 1039 142 783

400 239 234 201 168 282 225 426 188 527 471

500 72 112 66 132 210 35 47 251 253 117

600 226 220 216 280 225 264 273 306 227 211

700 76 72 79 75 54 32 89 84 63 88

800 225 225 221 228 201 227 232 224 239 243

900 73 53 67 64 76 83 61 - 50 60

1000 227 228 218 240 226 228 229 - 221 241

Mode 1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1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44 214 152 898 730 2015 6131 567 - 634

200 39 27 72 150 365 145 55 42 136 -

300 32 35 57 95 49 23 27 17 95 184

400 3 52 32 13 31 49 101 50 11 20

500 14 19 23 85 64 48 28 447 224 16

600 3 35 5 29 56 28 34 14 8 100

700 8 12 34 35 27 46 17 185 17 68

800 9 49 27 13 70 105 106 40 36 12

900 15 10 48 23 54 40 13 53 33 416

1000 11 12 23 23 31 23 29 35 92 59

Mode 2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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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258 100 532 6973 1283 490 318 395 4798 6073

200 93 145 176 143 25 1427 12 1260 510 706

300 80 80 27 79 48 57 27 66 63 12

400 80 66 95 91 45 68 97 38 32 61

500 72 65 73 61 89 139 43 68 136 108

600 68 75 61 69 28 69 17 75 531 66

700 71 76 75 70 70 71 73 78 71 780

800 76 76 79 70 62 66 205 68 70 136

900 73 74 168 54 - 64 63 75 343 568

1000 73 62 71 66 72 78 45 78 62 -

Mode 3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1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66 181 150 1049 1451 664 2657 6104 970 4491

200 57 268 82 80 192 335 707 1753 661 1012

300 285 39 21 296 102 195 134 185 - 177

400 33 84 128 303 59 758 58 53 133 98

500 31 82 55 65 157 82 34 67 52 81

600 16 54 42 44 126 71 92 245 58 243

700 15 87 128 45 45 59 80 189 1300 463

800 21 40 24 60 110 36 36 291 22 57

900 44 40 13 80 61 22 85 67 98 100

1000 80 107 203 29 285 110 29 33 23 27

Mode 4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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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6.4 9.9 8.2 12.7 45.0 58.1 10.4 6.2 77.6 70.6

200 1.9 7.5 6.6 6.4 3.2 6.3 4.5 8.1 24.8 23.0

300 0.7 1.7 3.4 7.6 4.0 6.1 3.6 6.2 11.0 6.2

400 0.6 2.1 2.5 3.8 4.9 1.6 3.2 3.3 3.1 6.3

500 2.2 3.5 2.3 5.0 1.2 1.9 10.8 10.2 6.4 -

600 4.7 1.5 4.5 1.0 13.3 5.1 9.1 3.6 4.1 11.2

700 1.1 0.8 5.9 3.4 1.9 2.1 5.6 1.5 1.7 -

800 1.8 1.2 2.7 5.3 3.9 14.2 6.8 1.9 10.3 3.2

900 1.2 1.6 3.0 1.1 9.1 1.7 1.4 6.4 7.7 3.2

1000 1.6 2.9 8.4 3.0 10.6 0.9 4.2 1.8 1.4 4.0

Base model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01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92 1302 200 38 698 1080 7980 717 2429 2540

200 225 230 195 233 323 280 805 651 223 87

300 77 80 52 75 134 63 926 45 31 491

400 230 244 178 224 228 222 156 224 322 313

500 76 75 58 72 82 82 91 170 183 92

600 226 226 220 224 212 228 226 241 279 223

700 75 73 83 78 78 73 75 73 62 58

800 227 227 228 229 229 232 236 238 222 228

900 64 78 566 133 51 71 73 93 59 63

1000 227 227 232 223 221 221 222 225 228 233

Mode 1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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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18 484 338 1165 2067 118 535 748 401 2527

200 30 118 159 102 139 1302 185 254 256 1172

300 49 39 117 270 175 33 116 51 189 112

400 26 34 13 63 96 47 231 89 115 53

500 23 11 31 51 486 144 31 114 43 47

600 26 33 - 45 115 22 9 24 190 51

700 24 23 45 115 28 132 33 46 39 28

800 3 14 13 59 543 42 28 35 107 27

900 4 17 68 59 126 280 10 173 89 24

1000 21 270 42 95 29 45 123 99 62 63

Mode 2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01

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561 103 3 793 2298 2426 1226 8710 1541 2319

200 13 132 142 194 15 292 1209 1276 2706 1369

300 75 167 284 94 95 408 4 78 118 397

400 75 73 39 21 46 99 15 34 78 185

500 80 72 105 78 35 4 63 67 67 71

600 73 53 75 69 12 52 67 78 70 63

700 77 83 68 73 129 70 73 73 52 169

800 74 49 75 69 78 NaN 72 69 61 84

900 84 62 73 75 87 72 68 72 69 52

1000 69 71 82 76 72 69 72 74 65 76

Mode 3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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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Rate

Epoc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123 199 1206 2297 2607 823 514 1045 4826 5174

200 17 258 79 76 643 859 1267 193 393 1225

300 26 41 98 69 135 433 325 264 243 146

400 16 236 56 37 405 360 395 150 100 163

500 52 37 814 51 1792 75 573 71 630 668

600 17 96 235 37 45 512 59 65 26 90

700 26 73 201 152 15 173 42 22 21 147

800 21 120 62 51 522 28 257 85 37 179

900 48 40 84 80 33 47 51 44 159 19

1000 47 41 70 26 55 138 624 177 297 39

Mode 4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Cv(RMSE)_ L2 정규화: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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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양 영 권

건축공학과 건축 설비 및 에너지 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실내 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써, 제거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환기 및 여과를 통해 감소 및 제거를 한다. 하지만 최근 대기의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등으로 인해 단순 외기 유입을 통한 실내 공기의

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어려우며, 특히 주거건물은 자연환기의 의존도가

높지만 외기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자연환기 부족

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환기시스템은

덕트(duct)의 오염으로 이해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모두 고려한 환기 계획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실내·외 공기 상태에

따라 적절한 환기를 실시해주어 실내공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설정 값 제어(set point control)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환기 시스템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덕트(duct)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 창호 환기시스템 성능 평가

창호 환기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Mock-up test를 활용하여 창호

환기시스템의 각 모드(mode)별 풍량 및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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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개폐율과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유무 및 모드변경 등 창호

환기시스템의 작동 모드에 대한 특징의 대표성이 나타나는 198,99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 실내 미세먼지 농도 및 온도 예측 모델

실내·외 환경 요소에 의해 변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측 모델의 학습을 위한 우수한 데이터 선별을 위해

198,992개의 데이터 중에서 잡음, 에러, 이상치가 없는 12,000개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적합한 학습 모델은 순환 신경망중

하나인 LSTM(Long-Short term Memory) 모델로 나타났으며, 예측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학습횟수, 학습률, L2-정규화 매개변수를 변경해가며 훈련을

반복하여 모델의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의 성능 검증 결과, 예측 값과 실측 값의

Cv(RMSE) 평균값은 22.29% 로 나타나,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3) 예측 모델의 적용 방안

예측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공동주택의 창호 환기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에 예측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및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예측 모델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안으로는

센서 및 Open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측 모델이 적용 된 창호

환기시스템의 제어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실내·외 공기질 쾌적 판단’–‘LSTM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예측’–‘실내·외 열쾌적 판단’–‘창호 환기시스템 최적 동작’–‘데이터 수집’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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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fine dust is a carcinogen and needs to be removed and managed.

It is generally reduced and removed through ventilation and filtration.

Owing to the recent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fine dust and yellow

dust in the atmosphe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urification

of indoor air through the simple introduction of the outside air. For

residential buildings, in particular, they are highly dependent on natural

ventilation but the lack of natural ventilation is worsening because

concerns over the inflow of external pollutants are increasing.

Therefore, measures are required to generate pleasant indoor air quality

through ventilation plans that consider both indoor and outdoor fine dust

concentrations. In addition, ventilation measures are required to reduce the

contamination of indoor air by performing appropriate ventilation

depending on the indoor and outdoor air condition. However, the current

set point control technology levels have limitations.

As such,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study that utilized

technolog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et point control. An indoor environmental factor prediction

model, which must be developed first for ventilation system control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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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A window ventil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air

volume and indoor fine dust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in each mode were evaluated using a mock-up test.

Through the evaluation, data for the learning and verification of the

indoor fine dust prediction model were col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an indoor fine dust concentration prediction model, 198,992 data tha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modes of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including the window opening rate,

operation/non-operation of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and mode

change, were collected.

(2) Indoor fine dus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A model for predicting the indoor fine dust concentration, which varies

depending on indoor/outdoor environmental factors, was developed. For the

selection of excellent data for the learning of the prediction model, 12,000

data without noise, error, and outlier were selected among the 198,992

data.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model suitable for the prediction of

the indoor fine dust concentration was the long-short term memory

(LSTM) model, one of the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the optimization

of the prediction model, training was repeated while the number of

learnings, learning rate, and L2-normalization parameter were varied.

The performance of the indoor fine dust concentration prediction model

was verified. As a result, the Cv(RMSE) average value of the predicted

and measured values was found to be 22.29%, confirming excellent

predic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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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s of the prediction model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prediction model, items to be

considered when the model is applied to the ventilation systems of

apartments were summarized. The construction of servers and platform is

required to apply the prediction model to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control algorithms of apartments. As for measures for the real-time data

collection of the prediction model, methods of utilizing sensors and open

APIs are available. The operation sequence of the control algorithm of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with the prediction model is as follows: ‘data

collection’, ‘indoor/outdoor air quality comfort judgment’, ‘data prediction

using the LSTM model’, ‘indoor/outdoor thermal comfort judgment’,

‘optimal operation of the window ventilation system’, and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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