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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metering electricity consumption data enables more detail input of end use components, 

such as lighting, plug, HVAC, and occupancy in building energy modeling. However, such an 

modeling efforts and results are rarely tried and published in terms of the estimation accuracy of 

electricity demand. In this research, actual submetering data obtained from a university building 

is analyzed and provided for building energy modeling practice. As alternative modeling cases, 

conventional modeling method (Case-1), using reference schedule per building usage, and main 

metering data based modeling method (Case-2) are established. Detail efforts are added to 

derive prototypical schedules from the metered data by introducing variability index. The 

simulation results revealed that Case-1 showed the largest error as we can expect. And Case-2 

showed comparative error relative to Case-3 in terms of total electricity estimation. But Case-2 

showed about two times larger error in CV (RMSE) in lighting energy demand due to lack of 

End Use consumption information.

주요어 : 용도별 사용, 건물에너지 모델, 전력수요예측, 미터 데이터, 서브미터링

Keywords: End Use, Building Energy Model, Electricity Demand Prediction, Meter Data, 
Submetering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통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2000~2014년 

기간 중 연평균 3% 증가하였고, 그 중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7%를 기록했으며, 건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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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력의 비중이 2000년 43%에서 2014년에 62%로 확대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이는 건물부문의 전력소비 비중과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수요조절을 통해 전력소

비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 이를 위한 기반기술로 건물에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AMI는 스마트 미터기와 측정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

워크,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및 이를 가시화하는 S/W로 구성된다. AMI를 구성할 경우 일

반적으로 메인미터기와 더불어 층별, 실별, 용도별(End Use) 사용량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서

브미터링(Submetering)도 추가된다. 서브미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주요 전력소비요인 

확인, 상세 전력사용패턴 및 수요예측,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한 제어방법 선택 등과 같이 다

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전력수요 조절에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메인 및 서버 미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의 건물에너지 모델보다 한층 정밀한 건물에너지 모델링이 가능한데 그에 관

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물의 운영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전력수요 예

측을 위해 서브미터링을 통해 수집한 End Use1)별(조명, 전열, 공조 등) 전력사용량을 분석하

여 건물의 운영스케줄과 조명 및 기기밀도의 입력스케줄로 활용한다. 이 스케줄의 입력수준

을 획득 가능한 데이터 수준별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건물에너지 케이스 모델을 구성한 

후 매시각별 및 월별 전력사용량 예측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물에너지모델을 구성하는 변수의 종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각 변수의 입력에 있어 상

세함의 정도(입력수준)에 따라 모델링에 투자되는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의 양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은 고정하고, 측정한 End Use별 전력사용량을 활용한 조명, 전열, 공

조 스케줄 및 조명밀도 및 전열밀도를 3가지 상세입력 수준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선정

된 변수들의 입력값은 간단한 계산방식으로 전처리된 서브미터링 데이터를 활용한다. 

케이스 모델은 일체의 정보가 없어 표준스케줄을 사용한 경우(Case-1), 메인미터기에서 

측정한 매시각별 전력사용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Case-2), 매시각 End Use별 전력사용량

을 활용한 경우(Case-3)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상세 건물에너지 프로그램인 eQEUST를 사

용하며, 모델의 예측성능은 ASHRAE 가이드라인(2002)에서 제시한 건물에너지소비량의 

예측성능 평가지표인 MBE (mean bias error)와 CV (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를 기준으로 시간별, 월별로 비교한다.

문헌고찰

AMI 구축건물이 드물고, 축적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아 

서브미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건물에너지 모델링 또는 에너지 절감방안 분석에 관한 연구사

례는 많지 않다. 안기언 외(2012)는 설계단계 건물의 에너지모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을 모델러의 주관적 판단과 가정, 입력정보의 부재, 검증의 부재, 동적 시뮬레이션모델의 

1) End Use를 용도별 사용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통용 가능한 국문용어가 아직 없고, 문장구성 시 의미상 혼란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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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측면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모델링 프로세스의 표준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용도별 건물의 표준스케줄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서버

미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이나은 외(2013)는 기존 업무용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

감안(EEM, Energy Efficiency Measure)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건물의 운영 및 내부발열 요

소를 모니터링 및 인터뷰로 수집한 후 EnergyPlus로 모델링하고 절감안을 적용한 후 대상건

물에서 수집된 End Use 별 데이터를 EEM 에너지모델의 절감성능을 검증하는데 활용하였

다. 미터데이터를 에너지모델에 본격적으로 활용한 공동석(2016)은 기존 업무용건물의 

BEMS를 통해 수집한 에너지사용량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화기법 중 하나인 K-mean 클러

스터링 기법으로 전력소비패턴을 분류하고, 이를 EnergyPlus의 운영스케줄로 반영하여 M&V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평가 수준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수집한 서브미터링 데이터를 모델의 예측성능 검증에 활용하는데 그치거

나, 머신러닝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적용하는 등 쉽게 활용 가능한 사례

가 많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노력에 따른 에너지모델의 정확성을 정량화한 사례가 드물어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른 차별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건물의 데이터 수집 및 기초분석

대상건물 개요

분석 대상건물은 청주시에 위치한 C대학의 연구 및 강의동이며 개요는 Table 1과 같다. 대

상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이지만, 실제 분석대상은 4층의 동측 50%이며, 주요 실용

도는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과 회의실이다. 냉방은 EHP 또는 A/C이며, 난방은 증기방열기

와 EHP 및 전기보조난방을 사용한다. 

Table 1. Building features

Classification Contents

Building

Site Chungbuk Cheongju City

Analysis Area 1998 (㎡) 

Principal use Classroom, laboratory, office, conference room

Energy

Cooling
Equipment Type: 

Cooling period: 

EHP, Air-Conditioner

From May 2nd to October 7th

Heating
Equipment Type:

 Heating period: 

Steam Radiator (Central Control)

November 15 - March 11

Operation: 08:30 to 11:00, 14:00 to 17:00

수집데이터 개요 및 기본 사용특성 분석

대상 공간에서 서브미터링은 분전반 내에 용도가 분류된 각 차단기에 스마트미터기를 설

치하여 이루어진다. Figure 1은 각 차단기가 담당하고 있는 조명사용량의 수집범위를 나타내며, 

Figure 2는 각 차단기에 연결된 플러그 전원 및 A/C전력 개소를 보여주고 있다. 전력사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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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간격으로 2016년 1월부터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개요는 Table 2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2016년 전체 데이터 중 무선네트워크로 전송오류로 인해 93.3%의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되었다.

Figure 3은 2016년 End Use별 일간 전력사용량의 시계열 그래프이다. 조명전력은 방학과 

학기 중, 시험기간과 비시험기간으로 구분하여 일별 약 20 kWh~134 kWh로 편차가 크다. 전

Figure 1. Circuit breaker zoning based lighting energy consumption measurement

Figure 2. Circuit breaker zoning based plug and HVAC energy consumption measurement

Table 2. Summary of submetering measurement features

Measurement Contents

Period 2016.01.01. ~ 2016.12.31

Interval 15 minutes

Accuracy

Data acquisition ratio : 93.3%

Number of point : 1,018,944

Number of missing data : 68,179

Type of end use Lighting, plug, air-cond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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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오피스가전 이외에도 소형냉방기기, 보조난방기기가 있기 

때문에 계절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하계 60~120 kWh/일, 동계 60~160 kWh/일로 End 

Use 중 일별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다. 공조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계의 경우 최대 100 

kWh/일, 동계 140 kWh/일의 사용량을 보이며, 강의 같은 간헐적 사용특성 때문에 전력사용

패턴이 년중에 걸쳐 매우 불규칙하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른 기간분류

연중에 걸쳐 불규칙한 전력 사용특성을 갖는 대학건물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선 유

사 사용특성 기간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Granderson (2011)이 제시한 부하 프로

파일링(Load Profiling) 기법 중 하나인 변동성(Variability) 지표를 활용한다. 이 지표는 부하

의 변화 폭을 계산하여, 데이터 간 편차를 정량화 할 수 있다. 특정 기간 내 매시간별 평균 전

력사용량과 매시간별 전력사용량 간 편차를 식 (1)과 같이 계산한 뒤, 그 편차를 해당 시간대

의 평균 전력사용량으로 나누어 매시간별 부하변동성(Load Variability)을 식 (2)와 같이 계

산한다. 계산된 매시간별 부하변동을 24시간 평균하면 특정한 기간범위의 부하변동성(SLV, 

Site Load Variability)을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데이터 간 편차가 큼을 

의미한다. 

Dk 
n


i  

n

xik x k (1)

LVk 


x k

Dk
(2)

SLV 



k 

n

LVk

×
(3)

여기서, xik 는 k 시간대에 측정된 i번째 전력사용량, x k는 k 시간대 평균 전력사용량, n은 

날짜 수(일)이다.

Figure 3. Daily End Use electricity consumption of target space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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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모델에 입력할 각 End Use별 입력 스케줄을 간소화하고 유사 전력사용 프로파일 

기간을 구분하기 위해 대상건물의 전력사용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과 학사일정

을 기준으로 Figure 4와 같이 사용특성 그룹을 분류한 후 어떤 그룹이 SLV가 작은지 평가하

였다. 계절을 기준으로 한 그룹1은 월별로 기간을 단순 분류하였고,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한 

그룹2는 시험기간 전·후로 세분한 학기중과 방학을 고려하여 총 11개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평일과 주말 및 End Use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SLV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말

의 공조부문을 제외하면 그룹2의 SLV가 그룹1보다 낮기 때문에 각 기간 내 전력사용량 간 변

동성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 Comparison of SLV with respect to Term Zoning Criteria

Table 3. Comparison result of SLV with respect to Term Zoning Criteria (Unit: %)

Period Group
Type of end use

Total
Lighting Plug Air-Conditioning

Week
Group-1 30 23 91 28

Group-2 27 21 90 25

Weekend
Group-1 31 24 77 29

Group-2 29 23 80 28

케이스 모델별 모델링 방법

시뮬레이션 도구: eQUEST

본 연구에 사용된 eQUEST는 건물의 위치 및 기상, 기하학적 형상, 재료 및 설비시스템의 

특성, 운영스케줄 등을 건물모델에 반영하여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추정하는 상세 에너지

해석 도구이다. 이 중 운영스케줄은 조명, 전열, 재실, 공조 등과 같이 건물에너지사용의 주요 

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Fraction)을 의미하며, 매시간별 변화율에 최대사용밀도 또는 

재실인원을 곱하여 매 시간별 사용량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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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데이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청주시 1시간단위 2016년도 기상데이터를 DOE-2의 포맷으로 변환

하여 건물에너지모델에 적용하였다.

단열성능

건물에너지 모델의 단열성능은 준공당시의 기준인 1987년도 중부지역의 단열재 두께기준을 

따랐으며, 모델의 3D 이미지는 Figure 5와 같다. 어둡게 표현된 영역은 비사용존으로 설정하고 

분석대상 존과의 경계벽은 열전달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4층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서브미터링 및 건물에너지 분석대상이다.

Zoning

건물에너지 모델의 조닝은 서브미터기별 측정존과 실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조

닝의 분류기준에 따라 모델은 11개 존으로 Figure 6과 같이 구성하였다.

입력수준별 케이스 모델의 모델링 방법

케이스 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미터데이터가 없는 경우(Case-1), 메인미터링이 가능한 경

우(Case-2), 서브미터링이 가능한 경우(Case-3) 총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케이스 모

델의 분류기준과 주요 입력변수의 값은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Figure 5. eQUEST 3D model of the target building and space

Figure 6. Thermal zoning of the target space based on HVAC and submeter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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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모델

Case-1 모델은 모델링에 필요한 상세정보를 조사하지 못하고 행하는 일반적인 건물모델

링 방식을 가정하였다. 즉 조명, 전열, 재실 스케줄은 DOE-2에서 제공하는 표준스케줄을 사

용하며 냉난방은 설정온도를 만족하지 못할 때 항상 가동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냉난방 설

정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냉방 설정온도는 26℃, 난방 설정온

도는 20℃로 가정하였다. Figure 4에서 학사일정에 따라 분류한 11개 기간에 대한 Case-1 모

델의 평일과 주말 중 매시간별 조명, 전열, 재실 스케줄은 Figure 7과 같다.조명밀도(LPD: 

Lighting power density)와 기기밀도(EPD: Equipment power density)는 실별 조명기구의 

개수 및 조명기구별 소비전력, 실별 주로 사용되는 기기의 종류와 개수, 기기별 소비전력을 

현장조사 후 Table 5와 같이 정리하여 입력하였다. Case-2 모델의 LPD 및 EPD는 Case-1 모

델과 동일하다.

Figure 7. Hourly lighting, plug, and occupancy schedules of Case-1

Table 4. Lighting, plug, occupancy and HVAC schedules and power density input references

Case 

model

Schedules data 

based on:

Type of end use

Input fraction by schedule type Lighting and 

equipment 

power 

density

Lighting Plug Occupancy

Air-conditioning

Schedule
Set-point 

temperature

Case-1
DOE-2 reference 

schedules
Reference fraction (DOE-2)

26℃ for 

cooling

20℃ for 

heating

Field survey

Case-2 Main metering data Fraction of hourly demand per peak demand Field survey

Case-3 Submetering data

Fraction of 

End Use 

hourly demand 

per peak 

demand

Lighting 

schedule

of the

Case-3 

model

Fraction of 

End Use 

hourly demand 

per peak 

demand

Peak 

electricity 

consumption 

by e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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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모델

Case-2 모델은 메인미터기로 수집한 매시각별 전력사용량을 활용하여 조명, 전열, 재실, 

공조 스케줄로 입력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Figure 8은 학사일정기간별 매시각 평균 전력사용

량(ECAverage h)을 피크 전력사용량(ECMax h)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결과(RatioSchh)로 조

명, 전열, 공조, 재실 스케줄의 입력값으로 활용하였다.

Table 5. LPD and EPD input values of each case (Unit : W/㎡)

Zone Usage
Case-1 & 2 Case-3

LPD EPD LPD EPD

Zone-1 Classroom 8.1 9.9 6.1 14.2

Zone-2 Classroom 7.9 14.4 5.9 20.8

Zone-3 Lab 9.0 8.4 6.7 12.1

Zone-4 Lab 9.2 6.2 6.9 9.0

Zone-5 Office 9.1 11.0 6.9 15.9

Zone-6 Classroom 7.7 0.9 5.8 1.3

Zone-7 Lab 8.0 16.6 6.0 23.9

Zone-8 Classroom 7.6 0.7 5.7 1.0

Zone-9 Conference room 3.5 20.2 2.6 29.2

Zone-10 Conference room 10.5 5.3 7.9 7.7

Zone-11 Corridor and lobby 4.3 0.0 3.3 0.0

Figure 8. Hourly lighting, plug, and occupancy schedules of Case-2 based on 11 divided terms



Performance Analysis of Electricity Demand Forecasting by Detail Level of Building Energy Models Based on the Measured Submetering Electricity Data

636 ∙ Journal of KIAEBS Vol. 12, No. 6, 2018

Case-3 모델

Case-3 모델은 서브미터기로 수집한 End Use별 전력사용량 분석한 결과를 건물에너지 모

델에 반영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Figure 9는 Case-2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End Use 

별 전력 사용량을 구분하여 학사일정별 평균값을 스케줄로 작성한 결과 중 조명전력의 스케

줄을 보여주고 있다. 

EPD와 LPD는 최대 전력부하가 발생한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해당 존의 면적을 나눔으로

써 계산되었는데 이 결과는 Table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LPD의 경우 현장조사한 결과에 비

해 항상 작게 측정 및 계산되어 설치된 조명기구가 항상 100% 이용되지 않는 점을 잘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PD의 경우는 현장조사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측정값이 나

타난 것으로 미루어, 플러그 전원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의 종류 및 사용행태를 현장조사에

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케이스 모델별 전력수요 예측성능 평가

전력수요 예측성능 평가지표

케이스 모델의 예측성능 평가지표는 ASHRAE (2002)에서 제시하는 MBE (Mean Bias 

Error)와 CV (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했으

며, 각 평가지표는 식 (4),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igure 9. Hourly lighting schedules of Case-3 based on 11 divide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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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i번째 시간의 측정값,  는 i번째 시간의 예측값, 는 측정값의 평균, 은 측

정데이터의 개수, 는 매개변수(parameter)의 개수를 의미한다. MBE는 부호에 관계없이 0

에 가까울수록 좋으며, CV (RMSE)는 값이 작을수록 분산이 적음을 의미한다. 각 예측성능 

평가지표는 시간단위에 따라 허용오차범위가 달라진다. 각 지표의 허용오차범위는 월단위일 

경우 MBE는 ±5%, CV (RMSE)는 15%이고, 1시간단위일 경우 MBE는 ±10%, CV (RMSE)

는 30%이다.

케이스 모델별 전력수요 예측성능 평가

3가지 케이스 모델의 예측성능은 총 전력사용량 및 End Use 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시

간별, 월별로 비교하였다. Figure 10과 11은 케이스 모델들의 1시간단위 전력사용량 예측값

이 측정한 전력사용패턴을 잘 따르는지 평가하기 위해 부하 변동성이 가장 큰 시험기간이 포

함된 1주일간의 냉방과 난방기간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Case-1 모델은 실제 건물과 관련이 

없는 대학건물의 전형적 스케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냉난방기간 모두 실제 전력사용패턴과 

큰 차이를 보였다. Case-2 모델과 Case-3 모델은 학사기간별 평균 시간당 전력사용량을 기본

으로 스케줄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총 전력사용량 변화의 최대/최소 값 사이에서 변화하면서 

최대값의 추정에서 에러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Case-2와 Case-3의 6월의 매

시각 데이터 기반 CV (RMSE)는 40.5%와 38.5%로 나타났고, 12월의 CV (RMSE)는 52.5%

와 52.5%로 나타났다. 이는 Case-2와 Case-3의 스케줄 입력방식을 메인 미터기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할 경우, 두 케이스간 추정 성능에서 통계적인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Figure 12~15와 같이 케이스 모델들의 예측값과 측정값 간 월별 전력사용량을 총

량과 조명, 전열, 공조의 순서대로 End Use 별 비교결과를 보면 이러한 결론은 총 전력사용량

의 관점에서만 유효함을 알 수 있다. Case-2 모델은 End Use의 월별 사용량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월에 걸쳐 조명사용량은 과대평가를 하고, 전열 사용량은 과소평가를 하고 있으며, 냉난

방 사용량은 계절에 따라 일관성 없이 과다/과소 평가를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Case-3의 각 End Use별 월별 사용량은 3가지 요소 모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고른 추정성능

을 보이고 있다. Table 6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각 케이스 모델별 총량 및 조명을 기준으

로 한 년간 예측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총량의 관점에서 년간 사용량 추정 에러는 

Case-2와 Case-3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End Use 사용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Case-2

는 조명사용량 만으로 비교하면 Case-3에 비하여 큰 오차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열 및 공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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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별 예측성능을 기준으로 Case-3 모델만이 MBE와 CV (RMSE)가 각각 0.6%, 

5.2%로 모두 허용오차범위 내에 해당되었으며, 1시간단위 예측성능은 모든 케이스가 허용오

차범위를 만족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사운영 기간별 평균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건물에너지 모델링이 허용오차를 극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0. Comparison of hourly total electricity use of each case against measured data for 

peak cooling period

Figure 11. Comparison of hourly total electricity use of each case against measured data for 

peak heating period

Figure 12. Comparison of monthly total electricity use of each case

Figure 13. Comparison of monthly lighting electricity use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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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omparison of monthly plug electricity use of each case

Figure 15. Comparison of monthly HVAC electricity use of each case

Table 6. Monthly and hourly estimation performance value comparison of each case

a) Total electricity based estimation performance index value

Time interval
Estimation performance 

index 

Estimation value (%)

Case-1 Case-2 Case-3

Monthly
MBEMonthly 15.3 5.3 0.6

CV (RMSE)Monthly 40.0 8.9 5.2

Hourly
MBEHourly 15.3 5.3 0.6 

CV (RMSE)Hourly 115.3 47.4 45.1 

b) Lighting electricity based estimation performance index value

Time interval
Estimation performance 

index 

Estimation value (%)

Case-1 Case-2 Case-3

Monthly
MBEMonthly -18.3 -46.3 -0.4 

CV (RMSE)Monthly 50.8 55.9 6.7 

Hourly
MBEHourly -18.3 -46.3 -0.4 

CV (RMSE)Hourly 156.0 71.7 36.2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단계에서 서브미터기로 측정한 End Use별 전력사용

량을 각 용도별 스케줄 입력값으로 활용한 건물에너지 모델링(Case-3)을 통해 월별, 시간별 

End Use별 전력수요를 예측했다. Case-3 모델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계열 미터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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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활용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표준스케줄을 사용하는 모델링(Case-1), 메인 미터기

데이터만을 활용할 수 있어 모든 용도에 같은 스케줄을 활용하는 모델링(Case-2) 경우를 추

가하여 입력의 수준에 차이를 둔 3가지 케이스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

했다. 시각별 스케줄을 측정데이터에 기반하여 입력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이 아

니기 때문에 변동성지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 건물의 전형적인 전력사용 특성을 기간별

로 구분하여 11개의 구분된 기간별 전형적인 스케줄을 작성하였다. 

각 케이스별 시뮬레이션 결과 매시각별 총 전력사용량을 추정하는 관점에서는 Case-2와 

Case-3은 구별되는 성능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End Use로 분리하여 예

측성능을 평가하면 Case-2는 Case-1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높은 에러를 산출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건물에너지 모델링 방법이 발생 시킬 수 있는 에러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여, 

한국전력의 iSMART처럼 매시각별 사용량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별 입력정보가 

신뢰성이 없을 경우 End Use 추정의 정확성은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Case-2 

타입으로 모델링된 결과를 활용하여 조명 또는 공조설비의 효율강화에 따른 절감량을 추정

하는 것은 월별 사용량 수준에서도 높은 End Use 추정오차가 발생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

물에너지 End Use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추정법을 활용하거나 End 

Use용 모델입력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nd Use 정보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매시각별 데이터 추정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허용오

차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관한 상세 분석과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본 연구의 한

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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