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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a 2050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through the Green New Deal promotion and proposed a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rough the five major areas of green building, green mobility, green forest, green energy, and
green cycles. Among them,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of low-carbon
zero-energy buildings in the building sector, which accounts for 67%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68.2%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eoul. In particular, 71.4% of the
454,000 buildings in Seoul are aged, and measures to expand to the private sector are need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Therefore, to prepare a decision-making
plan to improve the energy performance of existing buildings, the operation status and energy
usage survey were conducted on public buildings with a total floor area of 3,000 m2 or more.
The uses of the buildings were classified as cultural, educational, medical, office, and training
facilities. A regression analysis algorithm was used to analyze the energy usage patterns and
conduct a relative evaluation. The study results are intended to be used as a decision-making
method for the energy diagnosis and remodeling of existing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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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울시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1)을 발표하였으며, 그린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5대 분야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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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2). 이 중에서 서울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7%,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2018년 기준, 전체 건축물 약
454,000동 중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 된 건축물은 전체의 약 71.4%, 324,586동으로 건축물이 노후화 되었으
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특히, 공공부문 그린뉴딜을 통해 민간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면적 3,000 m2 이상,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을 대
상으로 운용실태 및 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용도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수
련시설로 설정하여 분류하였으며 회귀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에너지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상대평가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서울시 노후 공공 건축물 에너지 진단 및 리모델링을 위한 의사결정방안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서울시 기존 건물 데이터 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2.1 서울시 기존 건물 에너지 데이터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에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및 성능사업(이하 공
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용도를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의 5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기존 공공건축물 데이터 현황조사를 위하여 Table 1과 같이
총 5개 용도시설 건물에 대해 연면적 3,000 m2 이상인 건물 1,996개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였
으며,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월별 전기, 가스사용량을 추출하여 구성하였
다. 공공건축물 데이터의 건축적 특성 및 에너지 사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포털3)의 건물에너지정
보 서비스를 통하여 OpenAPI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하여 대용량의 건물 에너지 분석데이터를 수집하
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건물의 행정표준코드 시군구, 법정동 코드)와 사용기간(년, 월)을 입력하여 해당 기간
동안 건물이 사용한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구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Table 1 Overview and description of the target building
Classification
Target building
Gross area
Building use
Range of collected data

64

Description
1,996 public buildings in Seoul
3,000 m2 or more
Educational facilities Office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Training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Monthly electricity and gas consumption (From January, 2015 to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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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도 월별 전기 및 가스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 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사용
용도는 교육 시설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는 업무시설로 전체 수집 데이터의 22.0%, 다
음으로 문화 시설이 7.7% 로 나타났다.

Table 2 Percentage by use of public buildings subject to energy usage analysis
Building Use

Count

Frequency (%)

E. Educational facilities

1,222

63.4%

O. Office facilities

425

22.0%

C. Cultural facilities

149

7.7%

T. Training facilities

86

4.5%

M. Medical facilities

46

2.4%

1,928

100.0%

Sum

2.2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분석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시설 용도별 상대비교를 위하여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으로 표시하였으며, 전기
와 가스 사용량의 단위는 kWh 기준으로 통일하여 환산하였다. 각 건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은 월 ·년도로 구
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하절기, 동절기, 중간기로 에너지 사용 특성과 연단위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용량의 데이터는 용도별 건물 개수와 사용기간을 반영하여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성을 위하여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을 대표값으로 설정하였다.

Fig. 1 Building energy usage per unit area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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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건물 용도군 중 월별 가장 높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것은 의료시설의 1월달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
게 사용한 에너지량은 업무시설의 10월 달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건물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5가지 건물 용
도에서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절기에는 전기 사용량이 주로
더 많았으며, 동절기에는 가스 사용량이 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데이터 기반 에너지성능 상대평가
3.1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이용한 건물 형상정보
건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은 건물 평면의 형태를 결정하며 냉난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 에너지 표준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별 건물군의 평균적인 장단변비를 지
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이용하였다.
국가공간정보포털5)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속성정보 값이 결합된 GIS 건물정보 서비스와 국내 건축물들의 형
상 정보가 담긴 다면체(좌표 집합)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요청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담긴 쿼리문
(query)을 서버로 전송하면, 국가공간정보 포털의 서버를 통해 요청 데이터에 대한 출력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
다. 따라서 대상 건물의 위치 정보를 쿼리문의 형태로 전송을 요청하고, (x, y) 좌표로 표현된 건물의 각 꼭지점
들(vertices)의 위치가 출력 되며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하여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QGIS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6).

Fig. 2 Information extraction screen of Seoul using QG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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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패턴 유형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분석 대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모집단의 평균적인 에너지 성능과 상대 비교
하는 방식의 벤치마킹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벤치마킹을 위한 건물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건축물의 사용 용도
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사용패턴 분석 결
과를 에너지 사용량과 함께 상대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패턴을 유형화하는
과정은 1) 에너지 사용량을 바닥면적 단위로 정규화하고, 2) 월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이상치를 식별 및 제
거, 3) 선형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외기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3.3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분석에는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사용량 분석 기법 중 하나인 Change Point Model
(CPM)을 사용하여 선형회귀모델의 결합을 통해 외기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현하였다. 데
이터를 통해 냉난방 시작 온도, 냉난방 기울기, 기저에너지 사용량 등의 회귀 파라미터를 학습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CPM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따라 모델의 유형이 결정되고, 그에 따
라 학습이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진다6,7).

Table 3 Relative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education research facilities)
Classification

2P cooling

2P heating

3P cooling

3P heating

5P

5P (reversed)

Number of buildings

6.00

257.00

18.00

261.00

392.00

213.00

Annual average usage
[kWh/m2·y]

11.02

72.89

41.17

58.91

102.07

37.16

Monthly average usage
[kWh/m2·m]

0.91

6.07

3.43

4.91

8.56

3.11

Cooling Slope
[kWh/m2·°C]

0.02

-

0.06

-

0.32

-0.14

Heating Slope
[kWh/m2·°C]

-

0.20

0.19

-0.65

0.12

Change point of cooling
[°C]

-

-

5.00

-

20.00

17.06

Change point of heating
[°C]

-

-

-

20.00

9.36

6.77

Base Usage
[kWh/m2]

-

-

1.09

3.40

4.0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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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의 경우, 표본수가 많은 교육연구시설 결과로 각 5가지 용도에 대한 에너지 사용패턴에 대해서도 같
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으며, 난방기 변화점([℃])의 경우, 난방 기간에 에너지 사용량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
의 월평균 외기온도, 3P 난방모델 또는 5P 모델에서만 출력되었다. 난방기 에너지 변화량([kWh/m2·월·℃])의
경우, 월평균 외기온도가 1℃ 감소할 때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 값이 음수면 기온이 감소할 때 에너지 사용량
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냉방기 변화점([℃])의 경우, 냉방 기간에 에너지 사용량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월평균 외기온도, 3P
냉방모델 또는 5P 모델에서만 출력되었으며 냉방기 에너지 변화량([kWh/m2·월·℃])의 경우, 월평균 외기온도
가 1℃ 증가할 때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 값이 음수면 기온이 증가할 때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비 냉·난방기 사용량([kWh/m2·월])의 경우, 기온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에너지 사용량. 3P 모델 또는
5P 모델에서만 출력되었다.

4.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을 위한 평가 방안
4.1 Energy Plus 기반 리모델링 개선성능 평가
본 연구 개발 도구는 Energy Plus를 기반으로 기존 건축물 표준모델을 제작하고, 사용자 입력변수의 최소화
및 연산 시간의 가속화를 위해 제작된 Energy Plus 모델의 동적 거동을 모사하는 대리모델(Surrogate Model)을
제작하였다6). Energy Plus 표준모델을 여러 입력 조건을 대입하여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학습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학습모델의 경우, 비선형 데이터 학습
에 용이하며 과적합(overfitting)을 해결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을 기반으로 학습 모델을 제작하였다.

Fig. 3 Artificial neural network neurons8)

각 용도의 시설별로 인공신경망 모델에서는 냉열원 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의 구성 조합에 따라 5가지, 출력값
의 종류는 연간 전기 사용량, 연간 가스 사 용량 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총 10개 신경망 모델이 제작되었다.
학습데이터는 각 신경망 모델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70%는 신경망의 가중치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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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경우에는 신경망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각 용도의 설비시설 조합별로 인공신경망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시뮬레이션 값과 신경망 예측값 간의 결정계수(R2)는 0.9 내외로 정확성이 우수하
게 나타났다.

4.2 에너지성능을 고려한 리모델링 입력 변수 및 개선 요소
본 연구의 리모델링 개선 요소는 서울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에 명시된 에너지절약 설비 항목을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대리모델이 BRP의 다양한 개선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Energy Plus 표준 모델이 연산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넓은 입력 변수 범위 내에서 변수 조합을 추출하여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Table 4와 같이 LHS (Latin Hypercube Sampling)의 다차원 변수위 무작위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각 변수
범위의 동일한 크기의 N 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특정 확률 분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6,9).

Table 4 LHS (Latin Hypercube Sampling) setting the sampling variable range
Classification

Variable range
2

Thermal transmittance of external wall [W/m K]
2
Passive Thermal transmittance of roof [W/m K]
factor Thermal transmittance of window [W/m2K]

Window SHGC [-]
Lighting heat density [W/m ]
Air conditioning system
Ventilation Fan Efficiency
Ambient air cooling system
Active
Waste heat recovery system
factor
Refrigerator type
Boiler type
Boiler efficiency

0.1 ~ 2.1
0.1 ~ 1.05
1~7

Energy Conservation
Design Criteria

0.2 ~ 0.9
2

Refrigerator efficiency

Reference

4 ~ 20
Constant or variable or heat pump
0.5 ~ 0.95

High-efficiency energy
materials certified products
Not applied or applied
or product manufacturer
Screw or Centrifugal or Absorption
pamphlets, etc.
0.1 ~ 7
Not applied or applied

Normal or Condensing
0.5 ~ 0.95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는 에너지절약 설비 항목의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 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
용 창유리 필름, 차열도료(Cool roof), 기계부문에서는 열병합 발전시설, 냉난방 효율 향상, 폐열회수설비, 건물
자동화제어, 전기부문은 조명 효율 향상, 고효율 송풍기 및 인버터와 고효율 변압기 등, 신재생 에너지는 수소연
료전지, 지열과 태양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건물의 CP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기온도와
의 패턴의 유사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에너지 손실 또는 부족으로 평가하고,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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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모델링 의사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기반 에너지 성능 진단
본 연구에서 에너지 성능 상대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개발된 평가도구는 Fig. 4와 같다. 사용자는 분석대상 건
물의 에너지 소비패턴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리모델링 개선 요소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개선 후의 에너지 사용량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Energy Plus 표준모델을 통해 계산된
에너지 절감률을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첫 번째로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입력변수 조합을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연간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고, 두 번째로 인공신경망 출력값을 통해 리모델링 개선 시 에너지 절
감 비율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절감 비율을 분석 대상 건물의 실사용량에 곱하여 전기와 가스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여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Fig. 4 Tool for decision-making for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in Seoul to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분석 결과, 서울시 공공건축물 약 2,000여개 데이터 분석결과, 난방기 에너지 변화량이 냉방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경우에는 벽체 및 창호의 단열 성능 개선 또는 난방 관련 설비(보일러, 시스템에어컨, 개별난방기 등)
의 효율 개선 및 절약 운전에 대한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냉방기에는 에너지 변화량이 난방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경우에는 냉방용 창유리 필름 부착 및 시스템에어컨, 냉각탑, 냉방 관련 설비인 냉동기 등의 효율 개선
및 절약 운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냉난방기 에너지 변화량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열원 효율 개선뿐만 아니
라 공조시스템에 대한 개선에서는 공조 방식 변경, 고효율 송풍기 교체 등 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다, 비 냉난
방기 사용량이 높은 경우에는 조명기기, 급탕 등 기저 사용량에 대한 절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냉난
방기 변화점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냉난방 설정온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판별하여 건물 에너
지효율 운영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 리트로핏 단계에서 합리
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 사용량 데이터 기반 에너지 성능 진단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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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2015~2019년 5개년도 월별 전기 가스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업무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5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육 시설이
63.4%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공공업무시설은 전체 수집데이터의 22.0%였다.
(2) 서울시 소재의 1,996개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사용패턴이 유사한 건물군과 상대평가 한 결과를 분석하
였으며 분석 결과 해석의 간소화를 위해 CPM 모델에서 2P, 3P, 5P을 사용했으며, 3P 모델은 수집 데이
터 현황에 맞도록 세분화하였다.
(3) 인공신경망 대리모델은 Energy Plus나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 툴(ECO 2-OD )등 타 에너지 해석 도
구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적은 입력변수만으로도 Energy Plus의 해석 결과를 모사할 수 있어, 실제 에너
지 사용량 기반으로 의사결정 단계에서 리모델링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개발 툴은 정책 의사 결정자와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복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기반으로 상대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건물이 유사 건물군 대비 에너지 성능이 취약한
요소를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에너지 리트로핏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간이 진단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추후, 서울시 기존 건축물 56만동 에 대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및 ‘건물에너지 성능 개
선’과 같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물과 에너지 이
종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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