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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ilding energy model for energy efficiency of existing buildings must be simple and accurate. In general,
white box models take a lot of time and money to obtain parameter information, but nevertheless, the analysis results
differ from the actual energy consumption. The black box model is widely used because it is estimated based on actual
performance data of the building and provides excellent accuracy. Linear regression is a popular method among them. The
method of linear regression of outdoor temperature and energy use has been frequently used for a long time. However,
this approach requires a lot of accumulated data. Also, it is not possible to consider the indoor environment of the building.
To improve this problem, propose a delta-T-based building energy model using a indoor temperature sensor. The proposed
model had better energy usage prediction performance than other models using outdoor temperatures, even considering
systematic errors in sensors. It plans to further verify the model after the green remodeling of the target building is completed.
The proposed model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situations: (1) A Comparative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Levels in
the Operating Stage of Existing Buildings (2) Quantitative Analysis of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of Existing
Buildings (3) Support for real-time indoor environment and building energy management monitoring in connection with
low-cost sensor network for buildings without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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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필요성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실내환경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그린리
모델링은 설계단계에서 건물의 열역학적 성능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건물에너지 성능의 개선 정
도를 예측, 평가한다. 건물에너지 성능 매개변수에 대한 열역학적 성능 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현
장 여건에 따라 건물에너지 성능 매개변수에 대한 일관된 측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비
교 가능한 건물에너지 성능 수준을 출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범적 조건이 반영되며, 이로 인하여 실제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수준과는 차이가 발생한다.(1) 즉,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운영단계에서의
결함에 의한 성능 저하로 건물에너지 성능은 설계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재실자
의 행동 등 건물의 운영 여건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건물에너지 성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모델은 크게 화이트박스(White-box), 블랙박스(Black-box), 그레이
박스(Grey-box)로 구분된다. 화이트 박스 모델은 상세한 매개변수가 요구되지만 다른 모델보다 정확하며,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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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엔지니어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 그레이 박스 모델은 두 가지 방법
의 특징을 포함하여, 블랙박스보다 해석이 용이하며, 화이트 박스보다 응답이 빠른 장점이 있다.(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 모델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모델인 블랙박
스는 건물 공간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하여 건물에너지 기본 모델
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특히, 선형회귀(LR, Linear Regression)는 간단한 연산과 빠른 응답속도로 양질의 예측 결과
를 출력하는 여전히 인기있는 방법이다. 건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실외온도와 에너지소비량을 회귀하는 모델은 과거
부터 자주 사용되었다. 실외온도에 기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예측하는 모델은 재실자의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 결
과를 출력할 수 있으나, 이는 실내환경 여건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차이를 고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회귀
모델에서 건물의 냉난방 시작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ASHRAE 등에서 채택, 제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방법은 계절
이 고려되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요구된다.(3)
따라서, 건물의 소비에너지 관점에서 실내온도 센서에 기반하여 운영단계의 건물에너지 성능을 사전 진단하고
실시간 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 모델을 제안한다.

2. delta-T기반 건물에너지 모델
제안하는 모델은    기반 선형회귀와 집중매개변수(Lumped Parameter)인 RC(Resistance-Capacitance) 모델
로 구성되는 그레이박스 모델이다. 실내온도는 실내에 설치된 센서로 취득하고 실외온도는 기상자료 또는 실
외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실내외 온도차,    를 기반으로 에너지소비량과 선형회귀한다.
회귀 분석된 결과는 식(1)과 같이 표현되는 RC 모델에 반영하여, 총합열저항의 역수인 건물의 통합열전달계수
를 구할 수 있다. 건물의 통합열전달계수는 실내온도를 1 를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으로 표현되며, 건물의
용도나 위치, 외피의 성능이 동일하더라도 재실자의 행동이나 건물에너지 운영 여건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다. 해석 결과는 데이터의 입력 주기에 따라 분 단위의 실시간 해석 결과를 제공하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보다 저비용으로 구축된 센서 네트워크 서비
스와 연계하여 건물에너지관리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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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열역학적 성능을 조사에서 제약적으로 일부 정보만을 취득하여, 여러 매개변수 중 일부의 입력 자
료만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RC 모델의 특성에 따라 제공된 변수에 한정하여 식(2)와 같이 모델을 확장할 수 있으
며, Fig. 1과 같이 다양한 저항과 커패시턴스 노드로 구성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of the RC thermal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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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예측성능 비교분석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충청남도에 위치한 체육팀 합숙소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5
월까지 각 실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실외 기온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자료를 활용했다.
예측 성능의 비교는  기반 모델, 변경점(Change Point) 모델 그리고    기반 모델이다. 예측 결과, 실외온
도와 에너지사용량을 선형회귀하는  기반 모델의 예측 성능은 RMSE 0.33 R2 0.66으로 나타났다. 변경점(CP,
Change-point)모델에서는 RMSE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난방 시작온도를 기준의 예측 결과에서 RMSE 0.32, R2 0.68
의 성능을 보였다. 실내외온도차를 반영하는    기반 모델은 RMSE 0.24, R2 0.81로, 실외온도를 기반하는 다
른 모델에 비해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냈다. 검토된 예측 모델은 별도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사무용
PC 환경에서 MATLAB으로 구동되어 몇 초만에 연산되는 거의 즉각적인 응답성을 보였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
와 연동하여 실시간 예측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Comparison of building energy model prediction performance

Model

4. 결

Parameters

RMSE

R2

Electric energy
usage

0.33

0.66



Electric energy
usage

0.32

0.68

  

Electric energy
usage

0.24

0.81

x

y

To based LR model



Change-point model
delta-T based model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사전 진단에 활용할 목적으로, 실내온도 센서를 활용한 delta-T기반 선
형회귀와 RC 모델을 결합하는 그레이박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반 선형회귀 모델은 센서의 계통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외온도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선형회귀 모델에 비하여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
타냈다. 제안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운영단계 에너지효율 수준 비교 분석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의 정량적 분석
(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적용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실시간 실내환경 및 건물에너지관리 모니터링
향후, 분석대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이후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델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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