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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energy benchmarking is a crucial step in building energy monitoring. Current benchmarking 

practices often face limitations rooted in the adopted methodologies. For instance, existing 

benchmark tools are based on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 which is highly 

sensitive to outliers and non-linearity in the dataset; this is likely to produce inaccurate benchmark 

scores. We propose a quantile regression benchmarking model reinforced with a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 algorithm (LightGBM). On the one hand,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estimates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across quantiles, better capturing non-linearity in building 

energy behavior at various hierarchies of energy usage. On the other hand, the tree-based algorithm 

corrects previous errors during model training for better optimization. The said models were 

developed using a dataset from kindergarten school buildings in South Korea consisting of 

3,090 buildings. From the developed models, it was observed that total floor area is a major 

determining factor in the electric energy use of kindergarten buildings in Korea, while the number 

of floors was also an energy driving factor in middle energy-consuming buildings. The proposed 

model provides accurate estimations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better facilitating energy 

comparison of a given building with its peers. The developed model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energy conservation programs that might later inform building policies and for individuals 

wishing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ir facilities.

주요어 : 건물에너지사용량, 에너지 벤치마크, LightGBM, 분위회귀모델, 유치원

Keywords: Building energy used, Energy benchmarking, LightGBM, Quantile regression,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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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약 50%이다(Delcroix et al., 

2021).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사용에 따라 탄소배출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의 온난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Kim et al., 2017; Kim et al., 2019a; Kim et al., 

2019b). 따라서 건물 에너지 절감 방안은 지구의 온난화 발생을 낮추고 나아가 경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Omer, 2008). 건물 에너지 절감 방안 중 하나인 에너지 벤

치마크 프로세스는 건물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주요 변수들(예: 건물의 기능, 사용 일정, 지리적 위치, 건물 크기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비

량을 점수화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개발되었다(Chung, 2011). 대표적인 에너지 벤

치마크 모델은 미국의 환경청에서 개발한 ENERGYSTAR portfolio가 있다. ENERGYSTAR 

portfolio는 고객의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전국의 유사한 건물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며 에

너지 효율 리베이트를 제공한다(Azulay et al., 2009). ENERGYSTAR porfolio는 건물 에너

지 성능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건물의 위치, 건축 면적, 주간 평균 운영 시간, 평

균 재실자 밀도, 전기 플러그 부하 밀도 및 12개월의 월간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맞춤형 

건물 에너지 성능 목표 또는 EUI를 산출한다(Hicks and Clough, 1998). 해외 연구기관 및 단

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을 개발하였다(영국(Shahrestani et al., 2014), 

중국(Chan, 2012), 싱가포르(Arjunan et al., 2022)).

기존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은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건물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공하지만, 

모델 개발에 있어 이론만을 근거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물에 적용하면 오차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세트의 이상값에 민감하고 선형적 관련 요인으로 

제한이 있는 OLS (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제곱법) 회귀 분석을 통한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이 있다(Roche et al., 2000). 이러한 제한이 있는 OLS 회귀 기반의 에너지 벤치마크 모

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Yalcintas and Aytun Ozturk (2007)와 Yalcintas (2006)의 연

구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바닥 면적과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주어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EUI)을 추정하는 데이터 기반 에너

지 벤치마크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사항이 산재하여 EUI의 추정치가 정확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oth and Rajagopal (2018)은 건물 에너지 벤치마

크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1,000개 상업용 건물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

는 분위 회귀 모델을 제안했다. 조건부 평균 대신 공변량을 기반으로 응답 변수의 조건부 분

포를 추정한 뒤 건물 에너지 성능에 따라 주요 요인을 결정하고 이상치(Outlier)를 처리할 때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로지스틱 선형 회귀 모델링을 사용할 때 달성되었을 때

보다 표준 오차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oth and Rajagopal (2018)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최적화를 위해 

모델 훈련 중에 발생한 기존 오류를 수정하여 결과값을 도출하는 Tree기반 머신러닝 알고리

즘인 LightGBM (Light Gradient Boosting Model)으로 강화한 분위 회귀 모델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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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분위 회귀 모델은 분위에 걸친 조건부 분포를 추정하여 다양한 에

너지 소비 계층에서 유치원 건물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추정하였으며, 모델의 비선형성적 패

턴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의 프로세스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결과 및 토의

에서는 결과를 분석한 뒤 모델의 성능을 설명하며 결론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은 개발에 필요한 관련 에너지, 건물 특성 및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

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이상치를 제거한 뒤 건물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요인 

간의 패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진행하고 분위 회귀 모델을 개발하였다. 

데이터 수집

본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내 소재의 건물 주소를 확보하였다(Public Data Portal, 2022).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치

원 시설을 분류하기 위해 유치원, 보육원, 위탁시설 등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여 3,090개의 유

치원에 속하는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3,090개 건물의 건물 특성 정보 및 월별 전기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

공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였다(Architecture Data Private Open System, 2022). 또

한, 전국적으로 분포된 유치원에 대하여 위치별 기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자동 기상 관측소(AWS)를 이용하여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KMA Open MET Data 

Portal, 2022). 3,090개의 유치원 건물과 각 건물 인근의 자동기상관측소(AWS)와 효율적으

로 매칭하기 위해 두 지점의 위도와 경도 값을 기반으로 두 지리적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

는 Haversine 함수를 사용했다(식 (1)). Figure 1은 건물 특성 정보, 월별 전기 에너지 사용량 

Figure 1. Data collectio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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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상 데이터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각 단계를 나타낸다. 

  
 

   


  
 



×
 


(1)

여기서 는 haversine 함수이다. 
 는 각각 포인트 1의 위도와 포인트 2의 위도이

고, 
는 각각 포인트 1의 경도와 포인트 2의 경도이다.

HDD and CDDs

HDD(난방도일) 및 CDD(냉방도일)는 냉난방을 위하여 기상 조건과 관련된 에너지 소

비량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계수이다. 냉난방도일은 실내의 열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며 지정된 균형점 온도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균형점 

온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국내의 경우 CDD는 24℃, HDD는 18℃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Choi, 2005). 식 (2)와 식 (3)은 CDD와 HDD의 산출

식이다.

  
  






for ≥ 
 (2)

  
  




 

for ≤ 
 (3)

여기서 는 i일의 평균기온, 는 기준기온, 은 각각 일일 평균기온이 기준기온보다 높거

나 낮을 때의 일수이다.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도출

건물의 총 전기 에너지 소비량에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기들의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고 각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하여 산출하는 추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Field et al., 1997; 

W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경우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기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냉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 

단기 측정법(STM, Short-Term Measurement Method)을 사용했다. 5월과 10월 같이 봄과 가

을과 같은 중간기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 중 최소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총 월별 전기 에

너지 사용량과 기준값 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3,090개 건물 각각에 냉방과 난방 에너지 소비

량을 선정하였다(Robi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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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개발

분위 회귀 모델

다양한 예측 변수에 걸쳐 응답 변수의 조건부 평균값을 추정하는 선형 회귀 분석과 달리 분

위 회귀 분석은 반응 변수의 조건부 분위값을 추정한다(Rodriguez and Yao, 2017). 분위 회

귀 모델은 선형 회귀 분석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적합한 선형 회귀 분석의 확장이며 식 

(4)에 따라 산출된다. 여기서, 베타 계수는 선형 회귀 분석과 달리 일정하지 않으며, 분위에 따

라 달라지는 함수이다. 각 분위의 베타 계수는 중위수 절대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9개의 분위를 대표하는 99개 모델을 개발하였다.

  
 


∙∙∙


    (4)

여기서 는 응답 변수이고 은 특정 분위 에서의 절편이며, 는 베타 계수, 는 예측 변

수, 는 예측 변수의 수, n은 데이터 포인트의 수이다.

LightGBM

LightGBM은 빠른 처리, 높은 정확도 및 빠른 훈련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에 적합하

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Al Daoud, 2019). 또한,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로 모델 성능을 높일 수 있게 최상의 모델 매개변수를 검색하는 프

로세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로 개발한 모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랜덤 서치(Random 

Search) 기능을 사용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 뒤 개발된 99개 분

위 회귀 모델에 대하여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 후 적용하였다.

모델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결정계수(R2)와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를 사용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

했다. 결정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알고자 할 때 사용되며, 수정결정

계수는 결정계수를 표본 수와 독립변수의 개수를 기반하여 보정되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개발된 99개 모델 각각에 대해 두 가지 계수를 모두 계산하여 평가했다.

모델 입력, 출력 및 벤치마크 로직

본 연구의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은 건물의 특성 정보와 기상 조건을 사용하여 분위 점수를 

산출한다. 본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은 10개의 변수(대지면적, 연면적, 준공연도, 층수, 용적

률, 외기 온도, 최소 외기 온도, 최대 외기 온도, 난방도일, 냉방도일)를 입력하면, 99개 분위에 

걸쳐 산출된 건물의 전기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1년간의 월별 실제 전기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건물 유형의 가장 가까운 분위를 결정하기 위해 모델의 99

개 추정치와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에 가장 가까운 에너지 추정치를 가진 분



Quantile Regression Modelling with LightGBM for Building Energy Benchmarking

364 ∙ Journal of KIAEBS Vol. 16, No. 5, 2022

위를 도출한다. 이때, 각 입력 변수인 기상 조건 및 건물 특성 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 특히 건물의 크기(예: 건축 면적, 층수) 및 준공연도와 같은 변수가 건물 에너

지 소비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채택하였다(Cheng and 

Steemers, 2011; Aksoezen et al., 2015; Kotsila and Polychronidou, 2021).

결과 및 토의

데이터 설명

Figure 2는 국내 3,090개 유치원 건물에서 수집한 월별 전기 에너지 사용량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모델의 데이터 세트의 비정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

너지 소비 패턴을 모델링하기 위한 분위 회귀의 사용을 지원하는 양으로 치우친 대칭을 채택

했다. 에너지 사용량의 데이터 세트는 20,000 kWh에서 다수의 건물이 분포돼 있으며, 데이

터 세트의 평균(M)은 34,181 kWh, 표준 편차(SD)는 24,551, 중앙값은 34,181 kWh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토대로 OLS 회귀 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해본 결과 평균과 중앙값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모델에는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2. Distribution of monthly electric energy consumption of kindergarten school buildings 

in South Korea

전기 에너지 사용의 주요 요인

Figure 3은 일부 건물의 특성, 날씨 데이터 및 유치원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 간의 관계를 보

여준다. 데이터 세트의 이상치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일부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변수를 클러스터로 그룹화하고 해당 그룹의 에너지 변화를 평가했다. 예를 들어, 층수가 증가

함에 따라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NoF, 건물의 층수).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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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1의 건물(1개 층에서 4개 층 사이)과 클러스터 7의 건물(12개 층 이상)의 평균 에너

지 사용량 차이는 약 3,537,498 kWh였다. 건축 면적을 고려할 때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예상대로 건축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 또한, 클러스터 1의 건

물(5,000 m2 이하의 건축 면적)의 경우 평균적으로 클러스터 4의 건물(16,300 m2 이상의 건

축 면적)보다 약 7,012,5654 kWh 더 많이 소비한다. HDD 및 CDD도 건물 에너지 사용과 양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높은 HDD 및 CDD 클러스터는 대부분 높은 건물 에너지 사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CDD가 1,213°C-hour 이하인 클러스터 1은 클러스터 6(HDD 범위

가 4,854~6,067°C-hour)보다 377,237 kWh 적은 평균 전기 에너지 사용에 해당한다. HDD

를 고려할 때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Table 1).

Table 1. Range of values in each cluster 

Variable
Cluster

1 2 3 4 5 6 7 8 9 10

1 100 7692.5 15284.8
≥ 

22877.2
– – –

7692.4 15284.7 22877.1

2 100 14133.2 28166.2 42199.3
≥ 

56232.3
– – – –

14133.1 28166.1 42199.2 56232.2

3 1.5 601.7 1201.8
≥ 

1801.9
– – –

601.6 1201.7 1801.8

4 1 5 9 13 18 22
≥

25.1
– – – – – –

4 8 12 17 21 25

5 1 12 23 34 45
≥

55.1
– – – – –

11 22 33 44 55

6
7.3

≤

7.4 9.4 11.4 13.4

≥ 15.5– – – –

9.4 11.4 13.4 15.4

7
-17.8

≤

-17.9 -15.9 -13.9 -11.9 -9.9 -7.9 -5.9 -3.9 
≥

-1.9
– – – – – – – –

-16 -14 -12 -10 -8 -6 -4 -2

8
 27

≤

27.1 29.1 31.1 33.1 35.1

≥ 37.2– – – – – 

29.1 31.1 33.1 35.1 37.1

9
1213.4

≤

1213.5 2427.1 3640.6
>

4854.1
– – – 

2427 3640.5 4854

10
23758.6

≤

23758.7 37625.4 51492.1 65358.8
>

79225.4
– – – – 

37625.3 51492 65358.7 79225.3

1 = building area (m2) , 2 = total floor area (m2), 3 = FAR, 4 = NoF, 5 = building age (years), 6 = 

outdoor temperature, 7 = Minimum monthly temperature, 8 = Maximum monthly temperature, 9 = 

CDD (°C-hours), 10 = HDD (°C-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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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actors and monthly electric energy use of kindergarte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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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GBM 기반 분위 회귀 모델의 성능

앞서 간략히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된 모델은 99개의 분위를 기반으로 했다. 성능 관련 지

표, 특히 결정계수(R2) 및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는 모델이 특정 분위 내에서 에너지 사

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각 분위에 대해 산출했다. 

아래 Table 2는 다양한 분위에서 일부 모델의 성능을 보여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값 < 

0.05에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10번째 분위에서의 결정계수 0.18은 10번째 백분위에 있는 

건물의 전기 에너지 소비 변동의 18%가 고려된 설명 변수의 변화로 설명되며, 80번째 분위에

서의 결정계수 0.58은 80번째 백분위에서 건물의 전기 에너지 사용 변동의 50%가 고려된 회

귀 변수로 설명된다. 각 분위에 걸친 결정계수와 수정결정계수는 입력 변수에 따라 분위 회귀 

모델 성능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models at example quantile

Quantile R2 Adjusted R2 P value

10th 0.1896 0.187 < 0.05

20th 0.3281 0.3259 < 0.05

30th 0.3549 0.3528 < 0.05

40th 0.4365 0.4346 < 0.05

50th 0.4874 0.4857 < 0.05

60th 0.5571 0.5557 < 0.05

70th 0.5246 0.523 < 0.05

80th 0.5804 0.579 < 0.05

90th 0.3238 0.3216 < 0.05

전기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각 입력 변수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매개변수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25분위, 50분위 및 75분위에 대해 Table 3에 나와 있다. 모든 입력 변수의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P < 0.05),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변수와 분위에 따라 다르다. 예

를 들어, 분위 회귀 모델의 건축면적 변수에 대한 계수는 25분위에서는 11.08로 나타났으나, 

75분위에서는 115.10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에너지 소비량과 건축 면적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건물의 준공연도는 각 분위에 걸쳐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위 회귀 모델의 준공연도 계수는 25분위에서 –65.63인 반

면, 75분위에서는 –1263.30로 감소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큰 건물의 경우 건물의 준공

연도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의 양(+)과 음(-)의 기호는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각 변수 간

의 관계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변동계수(coefficient)는 입력 변수의 값이 단위 변화당 

전기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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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building energy use

Variable

Quantile

25th 50th 75th

Parameter estimates

coefficient t-statistic P value coefficient t-statistic P value coefficient t-statistics P value

1 -15459.58 -0.88 < 0.05 15153.69 0.39 < 0.05 -23627.31 -0.19 0.85

2 11.08 15.49 < 0.05 8.93 5.72 < 0.05 115.1 22.4 < 0.05

3 47.54 188.35 < 0.05 95.51 173.31 < 0.05 175.61 96.85 < 0.05

4 31.79 63.1 < 0.05 15.87 14.42 < 0.05 242.32 66.96 < 0.05

5 5281.45 22.99 < 0.05 24026.36 47.91 < 0.05 52142.35 31.6 < 0.05

6 -65.63 -2.03 < 0.05 -273.98 -1.84 < 0.05 -1263.3 -2.58 < 0.05

7 -2781.91 -2.03 < 0.05 2920.64 0.97 < 0.05 125.71 0.01 < 0.05

8 1117.46 1.46 < 0.05 761.35 0.46 < 0.05 1409.52 0.26 < 0.05

9 621.59 0.7 < 0.05 -5980.8 -3.09 < 0.05 -3732.46 -0.59 < 0.05

10 -0.51 -0.56 < 0.05 1.59 0.79 < 0.05 -7.36 -1.11 < 0.05

11 0.26 1.41 < 0.05 1.44 3.54 < 0.05 1.03 0.77 < 0.05

1=intercept, 2=building area (m2), 3= total floor area (m2), 4=floor area ratio, 5=NoF, 6=building age 

(years), 7=outdoor temperature (°C), 8=minimum monthly temperature (°C), 9=maximum monthly 

temperature (°C), 10=CDD (°C-hours), 11= HDD (°C-hours)

각 분위 모델별 변수의 영향도 변화

Figure 4는 분위 회귀 모델에 포함된 변수가 각 분위에서 전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도

를 보여준다. OLS 회귀 분석 모델과 건물 에너지 벤치마크를 위한 분위 회귀 모델의 비교를 

위해 OLS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각 분위에 매개변수 추정치(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를 포

함하였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OLS 회귀 분석에 의한 매개변수 추정치는 분위에 걸쳐 일정

하지만, 분위 회귀 모델에 의한 추정치는 각 변수의 영향 크기를 나타내는 분위의 함수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건축 면적의 영향은 낮은 분위(60번째 분위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60번째 분위보다 높은 분위에 대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건

축 면적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건물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CDD의 경우 건축 면적과 유사한 추세를 띄지만, 

HDD의 경우 그 반대로 관찰되었다. OLS 회귀 분석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보

존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위 분위에서 관찰된 CDD의 

높은 매개변수 추정치는 국내의 유치원에 효율이 높은 냉방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위 회귀 모델의 영향 플롯 평가는 스펙트럼의 극단에 있는 건물 에너지 요인에 

대한 척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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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fluence plots showing the variations of parameters estimates of example variables 

across quantile 

에너지 벤치마크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건물의 특성 정보와 기상 정보가 혼합된 10개의 입력값을 받아 

분위 점수와 벤치마크 점수를 산출한다. 본 모델은 분석의 기반이 되는 99개의 분위를 반영하

는 99개의 결과를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다.

(1) Figure 3에 표시되는 10개의 변수를 입력

(2) 입력값을 이용하여 99개 분위에 걸친 건물의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

(3) 에너지 벤치마크 건물에 대한 과거 1년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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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분위 회귀 모델로 산출된 에너지 소비 추정치와 반복 비교 후 오

차가 가장 낮는 분위의 점수를 산출

본 모델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가 입력한 건물의 에너지 소비 분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분위

가 높을수록 건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당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다른 건물과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 Figure 5는 모델 개발에 사용된 

특정 입력과 벤치마크 로직을 보여준다.

Figure 5. Model inputs, outputs, and benchmarking logic

Figure 6은 모델 추정치에서 생성된 단일 예시 건물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보여준다. 개발

된 모델에 활용된 예시 건물의 10가지 입력 변수는 건축 면적(379.43 m2), 연면적(1828.48 m2), 

준공연도(2019), FAR(445.18), NoF(4개 층), 월 평균 기온(13.30°C), 최소 월간 온도(-9.88°C), 

최대 월간 온도(35.89°C), 냉방도일(4,822.94°C-hour) 및 난방도일(59,918.87°C-hour)이다. 

누적 분포 곡선에서 실제 연간 전기 에너지 소비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제 건물

의 분위 점수를 결정할 수 있다. 설명을 위해 예제 건물의 실제 연간 전기 에너지 소비량(예: 

400,000 kWh)을 고려하였다. X축의 400,000 kWh 지점을 y축의 해당 값과 정렬하면(빨간색 

선 참조) 예제 건물은 에너지 소비량의 68번째 분위에 위치한다.

Figure 6. The distribution of building electrical energy consumption for building sample selected 

from the Kindergarten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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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건물 에너지 소비 계층 전반에 걸쳐 에너지 소비

를 추정하는 LightGBM을 이용한 분위 회귀 분석 기반의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을 개발하였

다. 본 모델은 데이트 세트의 이상치 및 비선형성에 대해 견고하여 기존 OLS 회귀 기반의 에

너지 벤치마크 모델보다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모델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영향 플롯은 건물 에너지 소비 스펙트럼의 극단에 있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때 참고 요인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현재 연구의 주요 한계는 건물의 전기 에너지 소비량에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만 고려한

다는 것이다. 유치원 건물에 대한 가스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베이스가 전기 에너지 사용량 데

이터베이스에 비해 상대적은 작았기 때문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모두 고려하게 되

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에 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과 다른 에너지 벤치마크 모델 간의 성능 비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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