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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 preprocess affect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using neural 

network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analyzed the effects of data preproc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ata preprocess in a load prediction model using a multilayer neural 

network was analyzed. After constructing a multilayer neural network and generating learning 

data using a reference building, the performance of the predictive model was evaluated and 

compared through index of ASHRAE Guideline 14.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diction results were improved through data preprocess. Compared to non-data 

preprocess models, the CvRMSE of models that performed data preprocess was improved from 

21.47% to 10.74%, and MBE from 7.71% to 4.11%. It was found that the predictive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of data cleaning that removes missing values of data was 

greater than that of data transformation that converts the form of data.

주요어 : 다층신경망, 데이터 전처리, 건물 부하, 예측 모델

Keywords: Multilayer neural network, Data Pre-process, Building Load, Prediction Model

서 론

최근 에너지 관련 통계의 보고에 따르면(IEA, 2019)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최종적으로 사

용되는 에너지의 30% 이상, 온실가스배출에서는 3/4 이상을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건물에서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의 50% 이상은 공조 설

비의 운전에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DOE, 2015) 건물의 운전과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에너

지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Seong and Hong, 2021) 이를 위해 정확한 건물의 에너지 

수요와 부하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방법 중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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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Networks) 중 하나인 다층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건물 부하 

예측 시에 건물의 부하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예측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기반 모델의 입력 품질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신경망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mphrey et al., 2016).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는 건물의 부하 예측(Oprea and Bâra, 2019), 건물 에너지 예측 모델의 성능향상(Amasyali 

and El-Gohary, 2018), 군집화(Clustering)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분석(Sung and Cho, 

2019), 데이터 기반의 분류모델(Lee et al., 2020) 등에도 기본적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데이

터 전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모델의 개발이나 모델의 성능향상

을 위해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실제 모델의 예측 성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기반 예측 모델에서 

데이터 전처리 방법과 과정이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건물 부하 예측 모델의 예측 성능향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층신경망을 이용한 건물 부하 예측 모델

다층신경망 개요

다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의 여러 층으

로 구성된 신경망 모델을 말하며, 은닉층의 개수에 따라 얕은(Shallow) 신경망과 심층(Deep) 

신경망으로 나뉜다(Kim and Gofman, 2018). 본 연구에서는 Matlab R2020a (MathWorks 

Korea, 2020)의 Neural Networks Toolbox에 포함되어있는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다층신

경망을 구성하고 업무용 건물의 냉방 부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다층신경망의 구

조는 선행된 연구(Kim et al., 2021)의 유형과 같으며 입출력을 포함한 다층신경망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tructure of multilayer neural network

입력층의 구성은 학습을 위한 입력 변수들의 배열이다. 입력 변수의 개수 변화에 따라서 예

측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측 결과도 변화하며,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와 상관성이 없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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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변수들은 오히려 예측 성능을 저하하기도 한다(Seong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용 건물의 냉방 부하 예측을 위한 입력층의 변수는 건물 부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기 건구 온도, 외기 습도, 그리고 시간 데이터(Seasonally Data)로 구성하였다. 은닉층은 입력

층으로부터 수신된 값을 이용하여 내부의 뉴런(neuron)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는 층이다. 출력

층은 학습된 결과를 예측값으로 출력하는 층이다. 출력값은 건물의 냉방 부하에 해당한다.

다층신경망 주요 입력 매개변수(Parameter) 설정

정확한 예측 결과를 위하여 다층신경망의 입력 매개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다층신경

망의 입력 매개변수는 크게 구조적 매개변수(Structural parameter)와 학습 매개변수(Learning 

parameter)로 구분한다. 구조적 매개변수는 신경망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은닉층의 수와 그 

내부에 존재하는 뉴런(neuron)의 개수가 대표적인 구조적 매개변수이며 은닉층과 뉴런은 실

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수에 따라 학습 용량이 결정된다. 학습 매개변수는 Epoch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Training Data Size)가 대표적 학습 매개변수이며 Epoch는 

학습 단위로서 1회가 갖는 의미는 전체 데이터세트를 완전히 한 번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 2020). 입력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신경망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다층신경망 모델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입력 매개변수의 조정과 최적화하는 방

안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된 연구(Kim et al., 2019a)에서 최적화된 값을 활

용하였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기존의 연구(Kim et al., 2019b)에서 제시한 가

장 일반적인 정확도를 갖는 70%로 설정하였다. 다층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주요 입력 매개변

수의 설정값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Values of structural parameters and learning parameters

Division Condition

Structural parameter
Number of hidden layers 3

Number of neurons 20

Learning parameter
Epochs 100

Training Data Size 70%

신경망 학습을 위한 데이터 생성 

본 연구에서는 다층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앞서 수행한 연구들 (Seong et al., 

2020; Lee et al., 2021)과 같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시뮬레이

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건물에서 장기간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이다. 시뮬

레이션은 업무용 건물의 부하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준건물을 이용하였다. 업무용 표준

건물은 DOE의 Building Energy Codes Program (Field et al., 2010; Building Energy Codes 

Program, 2022)의 표준건물 중에서 Commercial Prototype Building Models의 Middle 

Office Building (Field et al., 2010; Deru et al., 2011)을 이용하였다. Figure 2는 Middle 

Office Building을 모델링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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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elling of middle office building

시뮬레이션 대상인 Commercial Prototype Building Models의 Middle Office Building은 

3층의 건물로 내부(Interior zone)와 외부(Perimeter zone)로 구분된다. 건물의 열적 성능은 

일부 조건들이 국내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외벽과 최상층 지붕의 열관류율 및 창

호의 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의 중부 2 지역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상 데이터는 서울지역의 기

상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냉방 부하, 외기 건구 온도, 외기 습도를 

출력하였으며 데이터의 생성 시간 단위(timestep)는 1시간으로 하였다. 전체 시뮬레이션 기

간은 연중 냉방 기간에 해당하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다층신경망의 학습데

이터로 활용하며 데이터는 5,136세트이다. Table 2는 학습데이터 생성을 위한 표준건물 시뮬

레이션의 주요 조건을 나타낸다.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of reference building (Middle office building)

Component Features

Building Type Middle-Scale Office

Total Building Area 4982 [㎡]

Weather Data and 

Site Location

TRY Seoul 

(latitude: 37.57°N, longitude: 126.97°E)

HVAC Operation Schedule 7:00~18:00

Internal Gain

Lighting 10.76 [W/㎡]

People 18.58 [㎡/person]

Plug and Process 10.76 [W/㎡]

Envelope
Wall, Roof 0.157 [W/㎡·K]

Window 1.29 [W/㎡·K] SHGC 0.581

SetPoint Cooling 26 [℃]

Cooling Period 4/1~10/31

HVAC Sizing Auto Calculated

Output Timestep 1 Hour

데이터 전처리 방법과 예측 성능 평가

데이터 전처리 방법

데이터 전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층신경망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데이터를 가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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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데이터의 단순 가공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 처리 과정 등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모든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활용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정확한 데이터

들도 존재하지만, 데이터의 특성, 수집 방법 등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데이터의 품질이 저

하되는 주요 요인은 측정 과정에서 무작위로 발생하여 에러가 발생하는 잡음데이터(Noise 

data), 측정 장비의 오류나 영점이 조절되지 않아 발생하는 바이어스(Bias), 대부분 데이터와 

다른 특성을 보이거나 임의로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조건 때문에 발견되는 이상치(Outlier), 

측정 시 누락 되거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결측치(Missing values), 같은 값이지

만 단위 등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는 모순, 불일치(Inconsistent values), 측정 과정 또는 수집 과

정에서 발생하는 중복데이터(Duplicate data) 등이 대표적이다(Tan et al., 2016).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측치, 이상치, 모순, 불일치데이터를 제거

하는 작업인 Data Cleaning, 2개 이상의 중복된 데이터를 병합하는 Data Integration, 데이터의 차

원을 축소하여 데이터를 1자리 이내로 변환하거나 요약(Summarization), 정규화(Normalization) 

집합화(Aggregation) 등을 수행하는 Data Transformation, 그 외에 방대한 데이터를 일정 시간 

단위로 축소하는 Data Reduction과 Data Balancing 등이 있다(García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는 냉방 부하가 갖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일과 야간 시간에 공조시스템의 부하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제거하는 Data Cleaning 방법과 냉방 부하의 단위가 kW임을 고려하

여 데이터의 차원을 변환하는 Data Transformation을 이용하였다. Data Cleaning의 결과는 냉

방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0인 시간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2,772개의 데이터세트로 변환하였

다. Data Transformation의 결과는 자연수의 차원을 1의 소수점 두 자리까지로 변환하였다.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의한 다층신경망 모델의 냉방 부하 예측 성능은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Guideline 14 (ASHRAE, 

2014), FEMP (US DOE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FEMP, 2008), IPMVP 

(Intern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 (IPMVP, 2010)의 

M&V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guideline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ASHRAE, FEMP, 

IPMVP는 각각의 M&V 프로토콜(protocol)을 제시하고 있으며 Building Energy Model의 

예측 정확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각 예측 정확도에 대한 기준은 Table 3과 같으며 본 연구에

서는 ASHRAE Guideline 14의 기준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Table 3. Acceptable calibration tolerance

Calibration Type Index
Acceptable Value *

ASHRAE Guideline 14 FEMP IPMVP

Monthly
MBE monthly ± 5% ± 5% ± 20%

CvRMSE monthly 15% 15% -

Hourly
MBE hourly ±10% ±10% ±5%

CvRMSE hourly 30% 30% 20%

* Lower values indicate bet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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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변동계수(Cv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와 평균편향오차(MBE, Mean Bias Error)를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

용하였다. CvRMSE는 분산을 고려하여 실제 값에 비해 예측값들의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고, 

MBE는 데이터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예측값들이 목푯값에 얼마나 근접하게 군집을 형성하

는지를 추적하여 오차를 파악하는 분석 지표이다. CvRMSE는 식 (1), MBE는 식 (2)를 이용

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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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데이터의 개수, 는 생성된 데이터의 값,  는 예측된 데이터의 값,   는 생성된 

데이터의 평균, 는 독립변수의 수이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따른 다층신경망 모델의 정확한 예측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따른 냉방 부하의 예측을 각 20회씩 반복하여 수행한 후 산출된 예측 

성능지표인 CvRMSE와 MBE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결과분석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예측 모델을 Case 1, 데이터의 차원만을 변환하는 Data 

Transformation 방법을 수행한 예측 모델을 Case 2,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Data 

Cleaning 방법을 수행한 예측 모델을 Case 3, Data Transformation 방법과 Data Cleaning 방

법을 병행한 예측 모델을 Case 4로 하였을 때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따른 예측 결과

Figure 3은 데이터 전처리에 따른 냉방 부하의 예측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데이터 전처

리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Case 1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분포도 매우 넓으며, 특히 부하가 0인 

경우에 예측값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kW 이상의 고부하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데이터의 차원만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Case 2는 

Case 1에 비해 추세선을 중심으로 분포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부하 측의 예측값

의 일치도가 비교적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50kW 이하의 저부하 구간의 예측값들

이 계속해서 일정값을 나타내는 결과가 관찰된다. 이는 차원을 1의 단위로 변환시키는 경우 0 

이하의 소수점을 갖는 값들이 실제 값으로 재환산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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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Data Cleaning 방법을 수행한 Case 3은 부하가 0으로 되는 시간의 예

측을 모델이 별도로 예측하지 않고 실제 부하가 발생하는 시간의 부하들만 예측 결과값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예측값의 일치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부하에 대한 예측

값의 분포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ta Transformation 방법과 Data Cleaning 방법

을 병행한 Case 4는 Case 3보다 고부하에서 예측값의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으며, 추세선을 기준으로 한 예측값의 분포도 일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는 0.9 이상으로 독립변수인 실제 부하 값에 종속

변수인 예측값이 9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 Case 1 (Before Preprocess) (b) Case 2 (Data Transformation)

(c) Case 3 (Data Cleaning) (d) Case 4 (Data Transformation+Cleaning)

Figure 3. Prediction results of cooling load according to data preprocess

CvRMS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 비교

Figure 4는 데이터 전처리에 따른 냉방 부하의 예측 결과에서 CvRMS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은 Case 1은 CvRMSE의 평균값이 훈련 기

간(Training Period)에서 22.45%, 시험 기간(Testing Period)에서 21.47%로 모델의 예측 성

능을 판단하는 ASHRAE guideline 14의 기준인 30% 이내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데이터의 차원만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Case 2의 CvRMSE의 평균값은 훈

련 기간에서 21.25%, 시험 기간에서 20.47%로 Case 1에 비해 약 1%의 예측 성능이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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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데이터의 차원을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은 본 연구의 조건에서 부하 예측 모델의 CvRMS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

하는 Data Cleaning 방법을 수행한 Case 3의 CvRMSE의 평균값은 훈련 기간에서 11.85%, 

시험 기간에서 11.00%로 Case 1에 비해 약 11% 이상 Case 2에 비해서도 10% 이상 예측 성

능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냉방 부하가 0이 되는 결측치를 제거하게 되

면 전체 데이터세트의 개수는 5,136개에서 2,772개로 감소한다. 신경망 모델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개수가 감소하면 예측 성능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측치를 제거함

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학습을 줄여줌으로 오히려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Data Transformation 방법과 Data Cleaning 방법을 병행한 Case 4의 CvRMSE의 평균값

은 훈련 기간에서 11.64%, 시험 기간에서 10.74%로 가장 우수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은 Case 1과 비교하면 훈련 기간과 시험 기간에서 CvRMS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은 2배 

가까이 향상되었다.

Figure 4. Model accuracy of multi-layer neural network models according to data preprocess (CvRMSE)

MB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 비교

Figure 4는 데이터 전처리에 따른 냉방 부하의 예측 결과에서 MB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

을 비교한 결과이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은 Case 1은 MBE의 평균값이 훈련 기간에서 

7.68%, 시험 기간에서 7.71%로 모델의 예측 성능을 판단하는 ASHRAE guideline 14의 기준

인 ±10% 이내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차원만 변환하는 전처리 과

정을 수행한 Case 2의 MBE의 평균값은 훈련 기간에서 7.17%, 시험 기간에서 7.08%로 Case 

1에 비해 0.5~0.6%의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다. CvRMSE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차원을 변

환하는 전처리 과정은 본 연구의 조건에서 부하 예측 모델의 MB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 향

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Data Cleaning 

방법을 수행한 Case 3의 MBE의 평균값은 훈련 기간에서 4.29%, 시험 기간에서 4.13%로 

Case 1에 비해 약 3.4~3.5% 이상 Case 2에 비해서도 약 2.9% 이상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다. 

MBE 지표에 의한 예측 성능 평가 시에도 결측치 제거에 의한 예측성능향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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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ransformation 방법과 Data Cleaning 방법을 병행한 Case 4의 MBE의 평균값은 훈련 

기간에서 4.16%, 시험 기간에서 4.11%로 가장 우수하였으나 Case 3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은 Case 1과 비교하면 훈련 기간과 시험 기간에

서 MBE 값은 약 3.5%가 향상되었다.

Figure 5. Model accuracy of multi-layer neural network models according to data preprocess (MBE)

종합 분석

데이터 전처리에 따른 냉방 부하의 예측 결과 중 20회 반복 학습에 의한 CvRMSE의 최댓

값, 최솟값, 평균값,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앞선 Figure 4를 이용한 비교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차원만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보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

정이 예측 성능의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처리 과정에 따라서 표준

편차도 감소하면서 일정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4의 CvRMSE 

결과가 Case 3보다 0.2% 정도 정확하지만, Case 4의 표준편차가 시험 기간에서 0.12로 매우 

일정하고 안정적인 예측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CvRMSE of load prediction result

Case
Min. Max. Ave. SD

Training Testing Training Testing Training Testing Training Testing

Case 1

(Before Preprocess)
20.11 19.38 24.70 23.37 22.45 21.42 1.37 1.15

Case 2

(Data Transformation)
20.10 19.30 22.69 21.64 21.25 20.47 0.63 0.48

Case 3

(Data Cleaning)
10.92 10.46 12.43 11.72 11.85 11.00 0.36 0.31

Case 4

(Data Transformation

+Cleaning)

10.99 10.48 12.02 10.94 11.64 10.74 0.30 0.12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Data Preprocess on the Performance of Building Load Prediction Model Using Multilayer Neural Networks

282 ∙ Journal of KIAEBS Vol. 16, No. 4, 2022

데이터 전처리에 따른 냉방 부하의 예측 결과 중 20회 반복 학습에 의한 MBE의 최댓값, 최

솟값, 평균값,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다. 앞선 Figure 5를 이용한 비교 분석에서 알 수 있듯

이 MBE를 이용한 지표도 CvRMSE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차원만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 

보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예측 성능의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BE의 결과는 Case 3이 Case 4보다 약 0.1% 정도의 높게 나타나지만, 표준

편차는 Case 3의 시험 기간에서 0.50으로 더 안정적이고 일정한 예측 결과를 출력하였다. 

MBE만을 예측 모델의 성능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Table 5. MBE of load prediction result

Case
Min. Max. Ave. SD

Training Testing Training Testing Training Testing Training Testing

Case 1

(Before Preprocess)
5.63 5.80 9.55 10.32 7.68 7.71 1.11 1.21

Case 2

(Data Transformation)
6.37 6.13 8.50 9.08 7.17 7.08 0.68 0.79

Case 3

(Data Cleaning)
3.31 3.08 5.38 5.43 4.29 4.13 0.42 0.50

Case 4

(Data Transformation

+Cleaning)

3.13 2.77 4.75 5.00 4.16 4.11 0.51 0.6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층신경망을 이용하여 건물의 냉방 부하를 예측할 때 데이터 전처리 여부

가 예측 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경망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데이

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모델의 예측 성능과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전처

리를 수행하지 않은 예측 모델 Case 1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전처리를 모두 수행한 Case 4를 

비교하였을 때 CvRMSE는 21.42%에서 10.74%로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MBE는 

7.71%에서 4.11%로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예측 결과의 편차도 향상되어 일정한 결과

를 출력하였다. 

데이터의 차원만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 보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예측 

성능의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데이터 규모가 훨씬 큰 입력 변수가 

포함되었을 경우나 입력 변수의 종류가 더 많아질 경우 그리고 다른 데이터유형의 예측 모델에

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입력 변수의 다변화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층신경망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건물의 

부하를 예측할 때 모델의 예측 성능과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예측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부하 예측 외에도 에너지소비량 

예측과 그 외의 건물의 시계열 종류의 예측 모델의 성능향상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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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향후 업무용 건물 이외의 다른 용도의 건물 부하 패턴에 대한 예측에 관한 연구와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부하 예측 모델에서 예측 성능의 향상을 위한 입력 파라미터의 조정 및 최적

화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의 변경과 같은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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