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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ult Detection and Diagnostic (FDD) is an effective method to manage building energy use by 

correcting the wrong operation or malfunction.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general 

adoption of FDD due to the technical shortage and high cost. Utilizing the public data in the 

building energy management is suggested as a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data management was investigated and then a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FDD service using public data was suggested. In addition, setting the data points with priorities was 

proposed for the affordable and effective establishment of FDD. To spread the FDD to general 

types of buildings, the more cost-effective services are needed, and the proposed framework that 

utilizing the public data of building energy will be a way to bridge the technical and economic gaps.

주요어 : 고장발견진단, 건물에너지관리, 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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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약 25%는 건축물 부문에서 발생하며, 상업 및 공공 용도의 건축

물에서는 냉난방 및 조명 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MOTIE, 2018). 이

러한 건축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 중 30%가량은 부적절한 설비의 상태 또는 운전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Kim and Katipamula, 2018). 따라서 건물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서는 설비의 효율과 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축물 설비 관리는 

전문 인력의 투입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상시적인 관리를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

재한다. 이에 건축물 내 다양한 센서를 통해 에너지 사용 및 설비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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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는 고장발견진단(Fault Detection and Diagnostic 또는 FDD) 서비스가 개발되어왔다.

고장발견진단은 국내외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받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 기술적인 한계와 초기 투입 비용 등의 한계로 상용화

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U.S. DOE, 2017). 지속적

인 설비 진단과 보전을 위해서는 건물 내 각 설비에 여러 종류의 센서 및 정보처리 장치를 설

치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자동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규모의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으로 관련 서비스 적용이 확산되

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건물 분야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확대

되고,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이 확산

되며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물인

터넷, 통신기술, 데이터 분석기술 등 관련 분야의 발달과 함께, 기존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Wall, 2018). 

본 연구에서는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 구축된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너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에서는 건물에너지관리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시행의 결과물로 많은 공공데이

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은 기존의 건물에너지 관리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다. 그 결과 건물 고장발견진단과 에너지효율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비용을 절감하

고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건물자동화시스템) 및 BEMS 서비스가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던 반면, 개방데이터를 이용한 서드파티(Third party) 서비스 개발 여건

을 마련하여 다양한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BEMS 의무화 확산과 제로에너지단지 및 스마트시티 등 시범사업에서 생산

되는 다량의 공공데이터의 효용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내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저하 대응을 고장발견진단 서

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공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환경인 스마트시티 내에

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논문에서는 먼저 고장발견진단에 관련된 건

물에너지관리 제도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에서 확보 가능

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분석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고, 스마트시티에서 제조사 및 사

용처에 상관없이 범용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안한 공공데이터 활용 효과와 BEMS 관제점 설정으로 인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서는, 건물에너지 부문 데이터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였다.

건물에너지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

건물에너지관리 제도 및 정책 현황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물의 설계와 준공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관리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한국건설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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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원, 2017).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물 내 설비운용의 에너지 효율관리와 

고장발견진단에 대한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building energy management in Korea

Regulations and Policies Mandatory User Process

Building Energy Code Compliance Building over 500 ㎡ Design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All buildings Design and Construction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Public enterprise over 3000 ㎡ Design and Construction

BEMS Certification Public building over 10,000 ㎡ Operation

Rational Energy Use in Public 

Institutions (Energy Audit)

Public building over 3,000 ㎡ Operation

Green Remodeling None Operation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계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기계 및 전기 시스

템의 에너지 효율 관리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

준으로 건물효율등급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의 건물효율등급

과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는 동시에,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

고 있는 제도로 건물에너지데이터 수집 및 축적에 가장 밀접한 제도이다. 건축물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도록 BEMS를 설치를 인증하고, 주기적인 에너지 진

단 시행 및 개선점 이행지원 제도로 구성된다.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관리는 현재 규정된 

기준 이상 규모의 공공건축물에 의무화되어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BEMS 설치 인증을 위한 필수 BEMS 성능 요소에서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의 수집뿐 아니라 이상징후에 대한 감시와 점검 기능을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다

(Table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BEMS 구축 및 원격검침 사례 또한 증가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이상감지 

및 성능 분석 등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또는 에너지 비용이 큰 대형 건축물에서

는 이상 징후 감시 및 분석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BEMS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지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로, 건물에너지데

이터 기반의 외부 서비스 또는 정책 개발 기회 또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2. Performance criteria of BEMS for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Objective Performance Requirements

Data collection and display  Sorted energy use by source, usage, location

Environment Information Measuring Environment including temperature and humidity

Monitoring Setting criteria for energy management indicators

Alert and diagnosis for abnormal values

Efficiency Analysis Efficiency analysis and diagnosis of heat source system/facilities 

Energy use prediction Setting energy target and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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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데이터 기반의 고장발견진단 및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

축물 내 주요 설비의 운용 정보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건축물 대

상의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건축물 정보, 에너지사용량 등의 데이터 및 통계

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관련된 공

공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목록과 주요 제공 정보를 조사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BEMS 또는 요금 검침 등을 통해서 건물에너지 사용량과 설비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서비

스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하

고 있다. 반면 상세 데이터는 건물 소유주 또는 이용자나 서비스 주관 기관의 분석을 위해 제

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의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을 결합하여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록은 민원인

과 소관 기관 외에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건물별 에너지사용량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공개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너지관리 제도에 의한 설계 및 등급 인증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등급 인증을 위한 도면 및 장비용량 등 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주관 부처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 내에서 

이용되는 고효율등급의 전기 및 조명 등 개별 제품의 용량과 효율은 공개되어있어, 개별 제품

이 정격 용량과 효율에 준하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Table 3. Public services related to building energy management 

Type Public Service Information

Building 
energy use

BEMS TOC* Data obtained from BEMS 

Zero Energy Building TOC* Data obtained from BEMS 

Detailed-Energy Use Management Energy use sorted by usage, source

Smart Electricity Management (i-SMART) Real-time electricity metering

Building 
information 
and statistics

Construction Administration Legister of building

Building Energy Information Energy use by address

Energy Evaluation Efficiency rank, Energy use

Building Energy Service Platform Statistics and web-based analysis

Building 
energy 

certification

Building Energy Code System Energy saving worksheet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Floor plan, Simulated efficienc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Energy efficiency, Energy production, 

BEMS certification

High-efficiency Appliance Certification Capacity and efficiency of appliance

*TOC: Total Operation Center operated by Korea Energy Agency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건물에너지데이터 활용 방안

에너지데이터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이상감지 제안

건축물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에서 고장 유무 진단 방법은 상태 기반(condition-based),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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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behavior-based), 성과 기반(outcome-based)으로 구별되며, 설비의 상태 기반 정보와 

행위 기반 정보를 조합한 분석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Frank et al., 2019). 

그러나 상태 및 행위 기반의 고장발견진단은 설비 내외부의 센서를 이용한 설비 분석이 필요

하고, 광범위한 센서 시스템 구축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성과 기반 분석은 에너지사용량과 관련 변수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패턴 분석과 

예측모델 개발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 건물의 일시적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분석 과정에서는 동일 수준으로 계측되지 않는 외부 변수의 영향력 반영이 어렵다.

Figure 1. Framework of public data utilization for fault detection and diagnostic (FDD)

이러한 고장발견진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Table 3에서 조

사하였던 건물에너지 부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Figure 1은 건물에너지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나타낸 프레임워크이다. 첫째로, 건물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지표 데이

터와 건축물 정보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종합하여 에너지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한다. 분석 대상 건축물의 준공연도와, 설비의 기대 성능과 배치 등 건축물 정보를 이용

하면 에너지 다소비 영역이나 고장상태의 영향이 큰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는 지역, 용도, 사용 특성이 유사한 건물군을 분류하여 에너지데이터 비교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물에너지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에너지데이터 분석과 건물 외부 데이터와 

횡단면 분석을 시행한다. 단일 건물 단위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사용량 베이스

라인과 목표 효율 등 에너지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설비 노화도를 고려한 전 과정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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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인접 지역 또는 유사 용도의 건물을 군집화하여, 건물 내외부 센서에서 계측

되지 않은 외부 요인에 대한 특정 시점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군집 단위에서의 에너지 베이스

라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건물에너지 공공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에너지데이터 모델을 바탕

으로, 건축물 이용자에게 고장발견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건물 단위에서 시계열 이상

치 분석을 통해 설비의 고장상태 또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설비 노화 예측에 따른 예방적 

성능 보전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사 건물 군집 간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효율이 급감하는 상황을 고장상태로 감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로서 건물군 전체의 효율

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 건물에서 정상 작동하는 상태로 판별하는 형태의 적응형 고

장 진단 규칙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장발견진단 서비스는 기존의 BEMS 활용 건축물에서 추가적인 건

축물 정보 및 유사 건물군 내 비교를 통한 에너지 효율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BEMS 또는 센

서시스템이 없는 중소형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이용하여 건물 내 설비의 운영 상태

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성과 기반 고장발견진단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고장발견진

단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이나 관리운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형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의 

경우 BEMS 도입 이후에도 고장발견진단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 관제점의 확보

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건물에너지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장발견진단을 위한 상세 관제점 제안

현재 국내외에서 고장발견진단 기능이 제공되는 상용서비스나 BEMS의 구성요소로서 설

비 이상징후를 진단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나, 실제 국내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포함한 

BEMS 설치 건축물의 주요 관측 대상은 에너지사용량에 집중되어있는 현황이다. 이러한 시

스템에서 에너지사용량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보전 대응을 시행할 수 없다. 고장발견진단

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을 때, 설비의 에너지 관련 효율과 고장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 외의 설비 운전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장발견진단에 대한 국내외 관제점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또는 AHU)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Park et al., 

2016). Table 4는 해외 고장발견진단 실험연구 데이터셋 3건에서 이용한 공기조화기 관제점

을 정리한 것이다(Grandersin and Lin, 2019). 3건의 실험에서 이용된 관제점 목록은 개별 설

비의 에너지사용량보다는 설비 내 에너지 흐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설비의 상태 기반 또는 행위 기반 성능 평가방법으로, 성과 기반 지표에 

해당하는 에너지사용량에 비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Table 4의 관제점 데

이터를 이용하여 고장발견진단 알고리즘 성능을 실험하였을 때, 간단한 분류알고리즘으로 

80% 내외의 고장 발견 성능을 나타내므로,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에 유효한 관제점 및 변수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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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ta points for FDD experiment of AHU

Categories Data Point (Unit)

Temperature Supply Air Temperature (℃)

Supply Air Temperature Set Point (℃)

Outdoor Air Temperature (℃)

Mixed Air Temperature (℃)

Return Air Temperature (℃)

Air Fan Supply Air Fan Status (Binary)

Return Air Fan Status (Binary)

Supply Air Fan Speed Control Signal (%)

Return Air Fan Speed Control Signal (%)

Damper Exhaust Air Damper Control Signal (%)

Outdoor Air Damper Control Signal (%)

Return Air Damper Control Signal (%)

Coil Valve Cooling Coil Valve Control Signal (%)

Heating Coil Valve Control Signal (%)

Supply Duct Supply Air Duct Static Pressure (psi)

Supply Air Duct Static Pressure Set Point (psi)

Occupancy Occupancy Mode (Binary)

Table 5. Fault detection accuracy using LBNL dataset

Algorithm Accuracy of Fault Detection

Random Forest 74.6%

Support Vector Machine 79.9%

Artifical Neural Network 81.1%

Table 4의 고장발견진단 관제점은 현재 국내에서 에너지진단 전문업체의 정밀 검진을 통

해 주기적으로 관리되는 측정 대상과 유사하다. Table 6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을 통한 정밀 

진단 및 개선점 도출 내용 중 공기조화기에 해당하는 사항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고장발견진단의 확산을 위한 에너지데이터 고도화 방안은 기존의 공공기관 또는 다소비 사

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기적 에너지진단 방법을 점차 BEMS와 서드파티 서비스를 중심

으로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고 고장 및 열화 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Examples of building energy diagnostic results of AHU

Facility Measured Values Diagnostic Result

Operation Heating time, Cooling time Inappropriate operation of heating and cooling

Fan Motor Age, Efficiency Low efficiency of motors

Fan Indoor temperature, Air volume, 

Fan frequency

Inefficient operation due to constant air volume

Heat Exchanger Return air temperature, 

Outdoor air temperature, 

Supply air temperature

Heat loss of exhaust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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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4년 BEMS에 대한 기초 표준으로서 KS F1800-1(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를 제정한 이후, 연계 규격 개발이 진행 중이다. BEMS 관제

점 설정, 명명 및 관리에 대한 규격 제정을 위한 연구 결과(이태원, 2014)를 바탕으로 고장발

견진단을 위한 관제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4와 Table 6에 대응하는 공기조화

기 관제점 설정을 정리하여 Table 7에 나타내어 제안하였다. 

Table 7. Suggested data points and priority level for energy efficiency and fault detection 

Data Point (Unit) Location
Priority Level

Efficiency Fault

Cooling water flow rate (㎥/h) Pipeline H H

Heating water flow rate (㎥/h) Pipeline H H

Supply water temperature (℃) Supply water pipeline L L

Return water temperature (℃) Return water pipeline L H

Supply air volume (㎥/h) Supply air duct L H

Return air volume (㎥/h) Return air duct L H

Outdoor air volume (㎥/h) Outdoor air duct L H

Supply air temperature (℃) Supply air duct M L

Supply air temperature set point (℃) Control box M L

Mixed air temperature (℃) Mixing box M H

Return air temperature (℃) Supply air duct M L

Outdoor air temperature (℃) Outdoor duct M H

Supply air pressure (N/㎡) Supply air duct H H

Return air pressure (N/㎡) Return air duct H H

Supply air humidity (kg/kg) Supply air duct M H

Return air humidity (kg/kg) Return air duct M H

Outdoor air humidity (kg/kg) Mixing box duct M H

Supply air blower differential pressure (N/㎡) Supply air blower H L

Return air blower differential pressure (N/㎡) Return air blower H L

Supply air blower electricity use (kW) Control box M L

Return air blower electricity use (kW) Control box M L

Time stamp (Min) System server M H

또한 BEMS 구축 시 건물 내 관제점을 다량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BEMS 사업자 및 이용자에 관제점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5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에너지 진단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설비 구성 요소별 중요

도와 주요 고장 징후가 발생하는 관제점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에너지 관리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에너지효율관리와 

고장보전 2가지 항목에 대해 개별 관제점의 중요도를 판정하였다. 중요도는 3단계로 각 H 

(High), M (Medium), L (Low)로 표시하였으며, 대부분 관제점 항목은 효율관리와 고장보전

에서 중요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물의 특성과 설비 운전 여건

에 따라 BEMS 설계 시 관제점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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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정책 논의

국내 건물에너지관리의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2020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500 ㎡ 이

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BEMS 및 원격검침의 대상이 확대되

고 국내 건물에너지데이터의 양적인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9년 현재 국내 

BEMS 설치 및 운용 사례에서는, 건물에너지데이터 대부분이 기기별 에너지사용량 측정값

에 국한되어있고, BEMS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 서드파티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지역 단위

의 분석에 이용되는 등의 활용성 확장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BEMS 설치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BEMS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경제성 있는 서비스 모델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의 건축물에 관련한 상세 데이터 및 통계는 실 이용자 및 운영기관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있으므로, 현행 건물에너지 통계 서비스 중에서 부분개방 또는 전면개

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10년간 BEMS 의무화 대상 확대와 스마트시티 등 시범사

업의 시행으로 인해 BEMS를 포함한 건물에너지데이터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건물에너지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를 지정하면 기존에 시도되지 못한 데이터 기반의 서드파티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기존의 

규제 주도의 에너지 관리 정책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 공공 건물에

너지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수요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된다면 BEMS 및 고장발견진단 서

비스를 통한 에너지관리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확산 및 개별 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

물에너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장발견진단 서비스는 건물 내 설비 운용과 에너지 정보를 통해 설비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의 확산과 범용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국

내의 건물에너지관리 제도를 파악하고 건물에너지 관련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물에 대한 기본 등록정보인 설계도면, 설비 정보, 건축 연한 등은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관리되며, 건물에너지사용량은 요금 검침, 기기별 사용량, 상세 효율평가 등 여러 수준으로 

계측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물 정보 및 에너지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건

물에너지 정보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유사 군집 내 횡단 분석을 통한 에너지모델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건물의 기대 효율과 과거 정보를 이용한 통계모델을 이용해 이상

치를 검출하는 방법과 동시에, 인접 지역의 유사 건물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외부요인에 의

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건물에너지 관리의 수준

이 비교적 낮은 중소형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에서도 건물 등록정보와 에너지사용통계에 기

반한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고장발견진단 연구 사례와 국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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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단 및 BEMS 규격을 검토하여, BEMS 및 고장발견진단 서비스 구축 시 효과적인 관제

점 설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국내 건축물 내 관제점은 대부분 에너지사용량 중심의 계측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면 효율적인 관제

점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고장발견진단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데이터 관리수준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인증

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고. 향후 건물에너지 관리 기준은 지속해서 강

화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되고 관리되는 건물에너지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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