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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빌딩 부하 예측 기능을 갖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with Next Day Demand 

Forecasting of Building Load 

최상열*

Sang-Yule Cho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익일부하 측 기능을 갖는 빌딩에 지 리시스템을 제시한다. 기존의 빌딩에 지 리시스템은 

빌딩내의 다양한 인 라를 이용하여 에 지를 감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많은 인 라 구축

비용이 소요 되어, 에 지 감을 한 인 라 구축비용과 실제 감된 기 요 을 비교 할 경우, 에 지 감을 해 

투자한 비용을 기 요  약으로 회수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한 인 라 설비 유지 보수를 고려할 경우, 결과 으로 

에 지 약 효과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렴하고 합리 인 방법으로 빌딩의 에 지 소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기상청데이터와 한 의 ISmart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이용하여 빌딩의 익일 부하 사용량

을 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빌딩 부하의 On/Off를 수행하도록 빌딩에 지 리시스템을 구 함으로써 상 으로 렴

한 비용으로 빌딩에 지 사용의 합리화를 이루도록 하 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monitoring system is to manage factory electrical 
installation efficiently by On-Off switching reactive power compensation equipment. The existing reactive power 
compensation monitoring system is only able to be managed by operator whenever electrical installation needed 
reactive power. Therefore, it may be possible for propagating the installation's faults when operator make the 
unexpected mistakes. To overcome the unexpected mistakes, in this paper, the author presents a reactive power 
compensation monitoring system for factory electrical installation using active database. by using active database 
production rule, stated system can minimize unexpected mistake and can operate centralized monitoring system 
efficiently. Test results on the five factory electrical installations show that performance is efficient and robust. 
  
Key Words : Reactive power compensation, Monitoring system, Active database, Production Rule

Ⅰ. 서  론

재 건물 부하는 국가 력 사용 에 지의 24%가량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의 다양한 업무용 

부하의 조명, 냉·난방 ,공조  에 지 소비기기 등의 상

이한 계로 이들 기기들이 에 지 소비를 억제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고효율 조명 

설비, 냉·난방기기에 한 연구가 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고효율 제품에 한 연구와 

병행하여 빌딩내의 부하를 효과 으로 리 할 수 있는 

빌딩에 지 리시스템에 한 연구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빌딩에 지 리시스템은 빌딩 내의 수·배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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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계통의 상황을 감시  신속히 제어 처리함으로써 

빌딩 력설비 계통 리와 운 의 효율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비의 기능은 수변 설비의 운 상태 

 계측 Data 처리, PLC, 조명 제어, 냉·난방기 등의 감시 

제어 력운용에 한 것들이다.

재 까지 빌딩에 지시스템 련 연구 동향은 빌딩 

감시 화면 효율화를 한 디자인 방법[1], 빌딩에 지 

약을 한 제어로직 개발
[2], 빌딩내의 다양한 인 라를 

이용 력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에 지 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
[3], 빌딩내의 복합 센서와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한 빌딩 모니터링 방안[4] 등이 연구되었다. 에서 

제시된 와 같이, 지  까지 빌딩에 지 리시스템의 

주된 연구 흐름은 빌딩내의 다양한 인 라를 이용하여 

에 지를 사용을 감시하고 에 지 약을 수행한다. 그

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많은 인 라 

구축비용이 소요 되어, 에 지 감을 한 인 라 구축

비용과 실제 감된 기 요 을 비교 할 경우, 에 지 

감을 해 투자한 비용을 기 요  약으로 회수하

는데 수년이 소요된다. 특히, 인 라 설비 유지 보수비용

까지 고려될 경우, 체 인 에 지 약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렴한 비용으로 에

지 약 효과를 극 활 할 수 있도록 익일 빌딩 부하 

측 기능을 갖는 빌딩에 지 리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

된 빌딩에 지 리시스템은 한  iSmart 서버에 장된 

실시간 부하 사용 데이터와 기상청 홈페이지의 기상 데

이터를 이용하여 빌딩 력 부하의 계 별, 요일별, 특수

일별, 기온, 날씨에 따른 빌딩의 익일 력 사용을 측하

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빌딩의 익일 기 사용 요 의 

감과 에 지 리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 

Ⅱ. 익일 빌딩부하예측 기법

빌딩의 익일 사용 력량을 기법은 주로, 력계통의 

단기 부하 측에 용되는 여러 기법들을 빌딩 부하 측

에 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주돈 연구 방식은 확률

 기술 는 신경회로망, 퍼지, 문가시스템 등이 사용

되고 있다[5]. 재 KPX(Korea Power Exchange)에서는 

ARIMA모형을 응용한 KULF (KPX-SNU Load 

Forecaster)를 운용하여 단기부하 측에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빌딩의 익일 부하

측에 용하 다. 

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빌딩의 익일부하 예측

데이터마이닝은 범 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인공지능 기법

을 이용하여 원하는 지식을 얻어내는 기법이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의 지식 발견 차를 각 스텝별로 표 하

면 다음과 같다
[6].

step 1)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 불필요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한다. 

step 2)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 다수의 데이

터 소스들을 결합한다.

step 3) 데이터 선택(Data Selection) : 필요한 데이터

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한다.

step 4)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 : 요약이나 

집계 등과 같은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을 한 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

처리 한다.

step 5)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지능  방법들

을 용하여 데이터 패턴을 축출한다. 

step 6) 패턴 평가(Data Evaluation) : 몇 가지 흥미로

운 척도를 기 로 지식이 나타나는 패턴을 구

별한다.

step 7) 지식 표 (Data Presentation) : 사용자에게 발

견된 지식을 보여주기 해 시각화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가 참고 문헌[7]에서 제시하

던 단기 부하 측 기법을 익일의 빌딩 부하 측시스템

에 용하 다. 

2.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익일 빌딩 부하 측 기능을 갖는 

빌딩에 지 리시스템의 체 구성은 크게 다음의 그림 

1과 같으며,  시스템의 체 인 동작순서  원리는 다

음과 같다. 

- 빌딩에 지 리 시스템은 주기 으로 기상청 홈페

이지에 자동 속하여 수용가 지역의 날씨 정보를 

취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 한 의 ISmart 홈페이지에 속하여 해당 빌딩 수

용가의 시간 별 력 사용 정보를 취득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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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된 력 사용데이터와 기상청 과거 데이터를 데

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상호 데이터간의 

연 계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 기상청 홈페이지의 익일 날씨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

이터마이닝 기법의 연  계를 이용하여 익일의 

빌딩 력사용량을 측한다. 

- 측된 력사용량을 바탕으로 수용가의 제어가 필

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연결된 Demand Controller에 

제어하고자 하는 목표 력을 송한다.

- 빌딩에 지 리 시스템에서 송된 목표 력을 받

은 수용가 Demand Controller는 재 설정된 목표

제어 력을 서버에서 송된 값으로 변경한 후 사

에 설정된 제어방법(우선, 순차, 복합제어)에 의해 

수용가의 력사용량이 목표치를 과하려고 할 때 

부하 제어를 통해 조정한다. 

그림 1. 제안한 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Ⅲ. 사례연구 및 구현

1. 수용가 날씨정보 자동 취득 데이터베이스

수요가의 날씨정보의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에 국 

92개 지역의 날씨가 시간 단 로 표시되어 있다. 빌딩 에

지 리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주기 으로 읽어 들

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2는 시스템이 자동

으로 날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림2에서 보인바와 같이 페이지 상단에는 시스템 

리 메뉴를 두었으며, 주요 메뉴는 서버시작, 서버종료, 고

객 정보, 고객 황, 고객 데이터, 날씨/ 력이력, 개별상

태, 개별제어, 날씨정보, 력정보, 익일 부하 측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관리시스템의 날씨 정보 취득
Fig. 2. Data acquisition system for weather 

forecasting 

2. 수용가 전력정보 자동 취득 데이터베이스

한국 력공사는 원격검침 AMR 시스템을 통해 수용

가에 설치된 력량계의 력사용 데이터를 주기 으로 

읽어 들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ISmart 웹페이지를 통해 

수용가에 제공하고 있다. 제시되는 빌딩에 지 리시스

템은 자동 으로 ISmart 웹페이지에 속하여 15분단

로 갱신되는 빌딩의 에 지 력정보를 주기 으로 읽어 

들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3. 관리시스템의 전력 사용 정보 취득
Fig. 3. Data acquisition system for electric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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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에 지 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수용

가 지역의 날씨 정보와 력사용정보는 그림 4와 그림 에

서 보인바와 같이 월별, 날짜별, 요일별 상세 보기가 가능

하다. 

그림 4. 빌딩 수용가 날씨 및 전력 월사용 그래프
Fig. 4. Weather and load curve for the building

3.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익일 부하 예측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 으며 학습률 개선  학습속도 향상을 해 유

알고리즘을 학습률 조정에 이용하 다. 이러한 학습방

법은 기존 신경회로망 학습에 비해 빠른 속도를 에러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수용가의 력사용은 온도와 

시각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수용가 내부 인 사정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불규칙 이며 이러한 불규칙 인 데

이터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될 경우 신경회로망 알고리즘

의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 한 측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신경회로망 학습 시에 이러한 데이

터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구분은 실제 

수용가에 상주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

한 데이터를 구분하기 해 신경회로망 학습을 1차, 2차

로 나 어 1차에서 학습한 데이터  오차를 많이 발생하

는 학습 군을 선별하여 2차 학습에서는 이러한 오차발생

이 심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학습을 수행하 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오차를 1-2% 수 으로 낮출 수 있었으

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학습결과가 발생하 다. 학습데

이터는 하루 24개씩(1시간 단 ) 한 달 단 로 학습하

다. 

와 같은 방식으로 얻게 되는 빌딩의 익일 측 력 

값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빌딩의 익일 전력 예측 
Fig. 5. The next day demand forecasting for 

the building

데이터마이닝의 결과로 시간 별 빌딩의 익일 사용 

측 력이 결정 되면, 측 력은 Demand Controller에 

송이 되고, 그 값이 해당 시간 에 Demand Controller

가 유지 하여야 하는 목표 력 값이 된다. Demand 

Controller는 빌딩의 모든 부하의 총 력사용량이 목표 

력 값을 과하지 않도록 실시간 On/Off제어를 수행함

으로써, 력 소비를 억제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익일 부하 측 기능을 갖는 빌딩에

지 리스템의 구조를 제안하고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기상청 웹서버와 한 의 ISmart 웹서버에 직  속하여 

빌딩에 지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시간 별 기상 데이

터와 해당 빌딩의 에 지 사용량을 다운로드 하여 시스

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빌딩의 에 지 사용량과 

기상조건과의 계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여 익일의 기상조건에 따른 빌딩의 에 지 사용량을 

측한다. Demand Controller는 빌딩에 지 리시스템

으로부터 송받은 익일 부하 측량을 목표 력으로 설

정하여 빌딩내의 모든 부하의 력 총사용량이 목표 력

을 과하지 않도록 부하의 On/Off 작업을 자동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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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빌딩의 에 지 약  에 지 이용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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