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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odel for predicting the supply air flow rate in the fan, which plays a important role in HVAC 

system, is to be developed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 predictive model has been 

developed to study with the Levenbarg-Marquardt algorithm through 8760 sets of one-hour 

resolution. The model of three cases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the input 

variables constituting the input data of the neural network, and the accuracy of each case model 

was evaluated through statistical approach using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 and the best performance model was determined. The input parameters includes flow rate, 

pressure, fan power consumption, outdoor air temperature, outdoor air humidity, supply air 

temperature and zone air temperature. The suggested model including seven input data shows 

the best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model can provide results sufficiently 

accurate.

주요어 : 예측모델, 데이터기반 모델, 인공신경망, 공기조화기, 송풍기, 풍량

Keywords: Predict model, Data-driven-model,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ir Handling 
Unit (AHU), Fan, Air flow rate

서 론

연구의 배경

건축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는 연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건물

에서 소비되어지는 에너지의 사용량 패턴이나 예측 그리고 설비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모델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Kang et al., 2017).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한 예측모델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지던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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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한 성능 예측과 비교하여 볼 때 주요 입력과 출력 변수의 관계들을 학

습하여 모델을 구축하므로 적용성이 우수하고(Kim et al., 2015) 모델의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나 건축물내의 여러 가지 설비들 

중에서 공조설비나 열원설비와 같은 건축설비에서 측정되어지는 데이터의 변화 형태가 비선

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계열에 따른 특성변화에 대응하여 유사패턴을 찾아내

는 학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예측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Park et al., 

2014). 최근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형태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모델과 

실측된 이력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물의 부하를 예측하거나 에너지소비량 예측함은 물론 

건축설비 시스템의 온도나 유량의 값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Kang 

et al., 2016).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업무용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Sane et al., 2006) 

공조설비 중에서 동력계열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송풍기의 급기측 풍량을 인공신경망을 이

용하여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 수행된 연구(Kim et al., 2018)에서는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에 적용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송풍기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중심으로 예측하고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에너지 

소비패턴을 예측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최근의 건물의 

제어시스템이나 BEMS에서 요구되어지는 고도화되고 합리적인 제어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송풍기에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풍기

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는 급기온도, 덕트의 정압 풍량과 같은 여러 제어요소들을 제어변

수로 설정하고 관련 제어변수들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송풍기와 관련된 제어요소들 중 급기측 풍량의 최적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중앙공조시스템에서의 급기 풍량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하

여 예측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중앙공조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에서 송풍기의 정확한 급기측 풍량 예측은 공조기(AHU, 

Air Handling Unit)를 운영함에 있어 운전효율과 운전성능의 향상은 물론 정확한 송풍량의 

예측을 통하여 제어계통에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송풍기에너지 소비를 저감시킴과 동시에 

실내의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송풍량을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활용되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표준건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여 입력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 인공신경

망의 입력데이터를 구성하는 여러 입력데이터의 조합에 따라 3가지의 Case의 모델을 구성하

여 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각 Case 모델의 정확도를 통계적 접근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 후 가

장 우수한 성능의 모델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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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예측모델 적용 사례

건축설비 및 건축환경 분야와 건물에서 제어를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선행된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예측 성능들도 대부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설비 

분야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관련된 예측모델을 연구에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분야에 응용된 연구로는 열원설비중 하나인 냉동기의 원심 압축기의 임펠러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임펠러에 대한 수치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시에 인공신경망을 

기본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공신경망에 의한 예측정확도가 1%미만으로 도달되

어 원심압축기의 압축비와 효율과의 파레토가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Choi et al., 2011).

시스템의 운전 스케줄을 예측하여 최적화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적용한 사례로는 업무용건

물에 설치된 빙축열 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적의 제빙과 방냉을 위해 빙축열 시스템에 대한 기

계학습모델을 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인공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가우시안 프로세

스 에뮬레이터, 랜덤포레스트,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5가지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익일의 

방냉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감 가능량을 비교 하였다(Shin et al., 2016).

기계학습을 활용한 건축설비의 제어에 관련된 연구들로는 인공신경망의 입력에 단기 변화

요소인 현재의 실온과 외기온을 기본입력요소로 하고, 일정시간 간격의 실온 및 외기온 변동

율을 계산하여, 입력 요소에 포함하고 출력은 난방설비를 기동, 정지한 후 목표 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하여 건물 난방설비의 최적 기동, 정지시각 결정을 위해 신경망 모델을 

개발한 연구를 수행하여 난방기의 평균 5.4%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 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Park et al., 2013), 다른 연구에서는 실내온도, 외기온도, 실내외의 온도차, 실내온

도변화량(ΔTi) 그리고 외기온도변화량(ΔTout)을 실측하고 이 데이터들을 입력값으로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성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겨울철의 최적 난방시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Jang et al., 2017).

기존 건물 HVAC 시스템에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기계학습 특성을 분

석한 연구도 수행되어 졌는데, HVAC시스템 중 냉동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브라인 펌프, 

냉각수 펌프의 여러 출력값 중 냉동기의 전력사용량, 냉동기 입구온도, 공기조화기 급기온

도 및 환기측 온도, 브라인펌프의 전력사용량, 브라인 유량 그리고 냉각탑펌프의 전력사용

량 총 7가지의 출력에 대한 모델을 인공신경망을 포함한 총 5가지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기계학습 모델 출력값을 검증기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예측성능을 평가

한 결과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 기반 모델의 접근방식의 우수성을 검증하였

다(Ra et al., 2017).

상기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인공신경망을 중심으로한 기계학습을 이용한 모델을 

활용한 예측방법들은 공조설비의 최적의 운전과 제어 등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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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학습을 위한 송풍기 운전관련 데이터 수집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실제 시스템에서 측정을 통해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지만 공조시스템에서 송풍기와 관련된 계측 및 측정된 운영데이터를 일정기간 이상 다량으

로 수집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국의 미국 에너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의 Building Energy Codes Program과 ANSI/ASHRAE/IES Standard 90.1에서 제시

한 표준건물 중 Commercial Prototype Building Models의 표준건물 중 Large Office Building

을 대상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출력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획득된 데이터를 연구에 활

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EnergyPlus를 이용하였으며, EnergyPlus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건물 내 시스템의 각 절점(node)의 유량, 온도, 압력 과 같은 상태량을 출력한다.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대상이 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건물의 운전요소나 위치정

보, 외기조건과 같은 일부 조건들이 국내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표준건물에서의 기본적인 건물의 요소들은 유지하면서도 국내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

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표준건물의 일부 스케줄과 설정 값

(setting point), 위치정보 및 기상데이터와 같은 입력 값들은 국내의 대규모사무실의 용도프

로필을 참고하여 변경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외벽과 내벽 그리고 외기에 면하는 창의 열관

류율은 국내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중부지방의 값을 만족하도록 변경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주로 입력된 시뮬레이션의 주요 

경계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of Reference Building Large Scale Office

Component Features

Weather Data and Site Location TRY Seoul (latitude: 37.57°N, longitude: 126.97°E)

Building Type Large Scale Office

Total Building Area [㎡] 46320

Hours Simulated [hour] 8760

Envelope insulation [㎡K/W]
External Wall 0.35

Roof 0.213
External Window 1.5

WWR (window-wall ratio ) [%] 40

SetPoint [℃]
Cooling 26
Heating 20

Internal Gain
Lighting 10.76 [W/㎡]

People 18.58 [㎡/person]
Plug and Process 10.76 [W/㎡]

HVAC Sizing Auto Calculated

HVAC Operation Schedule 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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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측에 의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에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상치의 개입이나 계측 시에 발생하

는 센싱의 오류들은 배제가 된다(Kim et al., 2015). 모델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데이

터의 전처리 과정은 생략하였다.

송풍기 풍량 예측 모델과 입력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송풍기의 풍량예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인공신경망에 입력 가능한 입력값들을 목록화 하고 입력층의 입력데이터의 종류를 선정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입력값 개수의 변화를 통하여 우수한 성능의 예측모델을 선정하고자 한다.

Figure 1은 Matlab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모델링의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단일 입력층만으로 이루어진 신경망모델이 아닌 계측된 

값을 다시 동적신경망의 입력으로 활용하는 feedforward 방식의 자동비선형 NARX (Nonlinear 

Autoregressive Network with eXogenous)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의 학습에는 Levenberg- 

Marquard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비선형 최소 자승 문제를 푸는 데에 효과

적인 학습방법으로 해의 발산을 막고 안정적으로 해를 구하는 장점이 있다(Kim, 2002).

Figure 1. A schematic diagram of Predictive Model for Fan air flow rate using the ANN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전확한 예측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은닉층의 수와 은닉층의 뉴런의 수 등의 조정을 통해 신경망 구조의 최적화방법이 수행된다 

(Baik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경망모델의 입력층과 출력층의 수는 각 1개이며 모

델 내의 은닉측의 개수는 모델의 성능과 연산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Nassif, 2016)에서 인공신경망을 개발하는 과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20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송풍기의 풍량은 식 (1)과 같이 풍량과 송풍기동력을 이용한 송풍기법칙(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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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nity Laws)의해 수학적 모델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송풍기의 풍량은 실의 부하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건물부하를 계산과정에서 외기온도, 외기습도를 통해 풍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건물부하를 결정하는 실의온도와 급기온도도 풍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

야 하는 요소들이다.









 



 

 


 



 

 


(1)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송풍기의 풍량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입력 값 종

류 선정을 위해 공조기의 운영데이터 중 송풍기 성능과 관련된 외기온도, 외기습도, 급기온도, 실내

온도, 급기풍량, 송풍기 전후의 정압변화 그리고 송풍기 소비동력을 입력변수로 선정하였다.

입력층의 입력데이터의 개수는 신경망의 구성에서 정확성, 성능 연산속도를 결정하는 중

요한 변수로 작용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 모델의 Case를 작성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Model 1은 송풍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급기풍량, 정압변화, 

송풍기의 소비동력을 입력층의 데이터로 결정하였으며, Model 2는 건물의 부하의 요인이 되

며 송풍기의 소비동력과 연관이 있는 외기의 온도와 습도와 같은 외기조건을 입력값에 추가

하였고, Model 3은 앞선 모델의 입력값에 송풍 스케줄과 연관이 있는 송풍기의 급기온도와 

송풍기가 급기되는 실의 실내온도를 더하여 입력값에 추가하였다. 입력값의 개수는 Model 1

부터 Model 3까지 각각 3개 5개 7개로 변화하여 구성된다.

Table 2. Case of Predictive Model for Fan air flow rate

Case

 Input Value
Model 1 Model 2 Model 3

Input data List

[x(t)]

Air Flow Rate (㎥/h) Air Flow Rate (㎥/h) Air Flow Rate (㎥/h)

Pressure (Pa) Pressure (Pa) Pressure (Pa)

Fan Power Consumption (kWh) Fan Power Consumption (kWh) Fan Power Consumption (kWh)

Outdoor Air Temp. (℃) Outdoor Air Temp. (℃)

Outdoor Air Humidity (RH%) Outdoor Air Humidity (RH%)

Supply Air Temp. (℃)

Zone Air Temp. (℃)

Predict Target Value

[y(t)]
Predict Air Flow Rate (㎥/h)

송풍기 풍량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여러 입력데이터의 조합에 따라서 구성된 Case별 

Model 1,2,3을 설정한 입력데이터의 구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Table 2과 같다.

모델의 개발과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1년간 시계열의 1시간 단위로 8760개의의 

데이터셋(data set)을 이용하여 학습기간(training period)에 75%, 활용기간(test period)에 

25%로 구분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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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풍량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방법

기존의 값, 즉 계측된 값과 예측값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모델의 정확도와 예측성능을 검증

하기 위한 방법으로 M&V Guideline 3.0 (DOE, 2008)에서 사용하도록 한 평균편향오차

(MBE, Mean Bias Error)와 변동계수(Cv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가 있다. 평균편향오차는 총량적인 오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측 값과 기준 값

의 차이를 합산하여 평균하여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와는 달리 변동계수는 평균제곱근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량적인 오차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각 데이터의 지점에서 예측 값과 기준 값의 차이를 제곱하고, 모든 구간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평균하여 분포적인 일치도를 보는 개념이다. 변동계수는 분산에 기반을 둔 오차를 계산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으로 각 지표를 구하는 식은 다음의 식 (2)부터 식 (4)와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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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 데이터 포인트의 수 (number of data),  : 보정대상 데이터 (utility data used for 

calibration),   : 모델 예측 데이터 (model-predicted data),   : 데이터의 평균 값 (mean of 

the sample of ) 이다.

Table 3. Acceptable Calibration Tolerances

Calibration Type Index Acceptable Value*

Monthly
MBE (monthly) ± 5%

CvRMSE (monthly) 15%

Hourly
MBE (hourly) ± 10%

CvRMSE (hourly) 30%

*Lower values indicate better calibration

ASHRAE Guideline 14에 의하면 전체 건물 모델의 경우 데이터 비교 결과가 Table 3의 검

증지표중 하나의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모델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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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로 간주한다(ASHRAE, 2002). 앞선 연구에서도 MBE와 CvRMSE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Seong et al., 2017), 풍량의 예측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Seong and 

Choi, 2017)에서는 간략하게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모델의 예측 성능과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다.

인공신경망 모델 결과 및 예측성능 분석

인공신경망 모델 결과

Figure 2의 (a)부터 (c)는 훈련 설정값(Training target)과 훈련 결과값(Training Output) 그

리고 활용 설정값(Testing target)과 활용 결과값(Testing Output)에 대한 에러(error)와 응답

(response)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년간의 8760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결과를 도식

화하게 되면 그래프 상에서 결과의 정확성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풍량의 변

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간에 대표월인 7월의 744시간동안(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을 

결과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ure 2(a)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 중 Model 1의 시계

열 데이터들의 출력 응답결과와 에러를 나타낸다. 응답결과는 훈련기간과 활용기간 모두 인

공신경망에서 예측하는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송풍기가 정지되어 풍

량이 ‘0’이 되는 기간에 다수의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Figure 2(b)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 중 Model 2의 시

계열 데이터들의 출력 응답결과와 에러를 나타낸다. Figure 2(a)와 같이 응답결과는 훈련기

간과 활용기간 모두 인공신경망에서 예측하는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송풍기가 정지되어 풍량이 ‘0’이 되는 기간에 주로 에러가 증가하며 발생하는 상

황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c)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 중 Model 3의 시계

열 데이터들의 출력 응답결과와 에러를 나타낸다. 훈련 결과값(Training Output) 활용 결과값

(Testing Output)의 분포가 Figure 2(a), Figure 2(b) 보다 출력 응답에 일치하여 분포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의 성능이 다소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Model 3의 경우에도 송풍기가 정지되어 풍량이 ‘0’이 되는 기간에 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것

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풍량이 ‘0’이 되는 기간에 응답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다수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운전스

케줄에 의하여 송풍기의 가동이 정지되는 심야시간이나 휴일과 같은 시점에도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이 해당 기간에 풍량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예측한 결과로 추후 송풍기

의 운전 스케줄이나 운전패턴 등을 입력값으로 활용하거나 ‘0’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입력이 

되는 경우에 학습과 예측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의 보완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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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ure 2. Response of Output Element for Time series

입력변수별 예측성능 비교분석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송풍기의 급기 풍량의 예측 모델의 응답결과와 에러를 도식화 한 결

과만을 가지고 입력층의 입력값의 개수 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모델간의 정량적인 성능의 비

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의 성능을 검증지표인 변동계

수의 산출결과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변동계수를 산출함에 있어, 모델의 학습기간(training period)과 활용(test period)기간 으

로 구분하여 변동계수를 산출하였고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Table 4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각 풍량 예측 모델 별 예측성능에 대한 평가결과와 모델의 실행시간(Runtime)을 

나타낸다.

입력층의 입력값을 3개로 한 Model 1의 예측성능을 나타내는 변동계수는 훈련기간에서 

24.37%, 활용기간에서 19.20%로 산출되었다. 입력층의 입력값을 5개로 한 Model 2의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변동계수는 훈련기간에서 22.07%, 활용기간에서 18.79%로 산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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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보다 훈련기간에서는 2.3%, 활용기간에서는 1.59%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입력층의 입력값을 7개로 한 Model 3의 예측성능을 나타내는 변동계수는 훈련기간에서 

20.29%, 활용기간에서 16.60%로 산출되어 Model 1보다 훈련기간에서는 4.08%, 활용기간

에서는 2.6%, Model 2보다는 훈련기간에서는 1.78%, 활용기간에서는 2.19%의 예측성능이 

향상되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의 실행시간을 측정한 결과 Model 1은 32.35초, 

Model 2는 36.82초, Model 3은 45.42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풍량 예측 

모델을 구성 할 때 입력층의 입력값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산시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공신경망모델의 연산을 수행하는 실행시간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Model 1, Model 2, Model 3 모두 변동계수가 모델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허용 범위인 30% 

기준 이내의 결과로 산출되어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판단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인공신경망

을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측 모델들 중에서 입력층의 입력값의 개수를 3개, 5개 7개로 증가시

켜가며 모델을 구성하고 성능을 비교한 결과 입력층의 입력값의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각 훈련기간과 활용기간에서 약 2% 정도씩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행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 성능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송풍기 급기 풍량에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7개의 입력값을 이용한 Model 3의 경우에서 예측성능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ccuracy and Performance of Predict Model

Number of 

Input

Number of 

Neurons

CvRMSE (hourly) (%)
Runtime (sec.)

Training Period Testing Period

Model 1 3 20 24.37 19.20 32.35

Model 2 5 20 22.07 18.79 36.82

Model 3 7 20 20.29 16.60 45.42 

결 론

본 연구는 자동비선형방법과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송풍기의 풍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여러 가

지 변수들 중에서 은닉층의 개수와 그 외의 일반적인 신경망의 변수들은 고정적으로 하고 입

력층의 입력값의 개수를 주요 변수로 하여 각각 3개 5개 7개로 변화시켜가며 예측모델의 예

측결과를 분석하고 입력변수에 따른 각 모델의 예측성능을 통계적 지표중 하나인 변동계수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학습을 위한 입력층의 입력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예측 모델의 평가지표인 변동계수

가 약 2%씩 감소하면서 모델의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송풍기 급기

풍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풍량, 정압, 송풍기의 소비동력, 외기온도,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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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급기온도 그리고 급기되는 실의 온도로 총 7개의 값으로 입력층을 구성한 예측모델이 

실행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가장 우수한 예측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보여 지듯이 인공신경망 기반 송풍기 에너지 예측 모델은 입력값 개수에 변화에 따라서 예

측 결과가 다소 상이하였으나 입력값을 3개로 한 Model 1을 이용한 경우에도 우수한 예측성

능을 나타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의 풍량의 계측이나 기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는 예측방

법과 비교하였을 때 송풍기의 성능곡선, 효율 등과 같이 송풍기의 풍량을 계산하기 위한 각종 

제원과 충분한 입력값을 얻기 힘든 경우에도 제한적 입력값만으로 풍량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 판단된다.

향후 다른 공조설비에서도 인공신경망 활용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입력층의 변

화 이외에도 은닉층의 개수변화와 같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모델은 다른 여러 조합에 

의해 신경망의 정확도나 예측성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인공신경망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는 예측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풍량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모델기반의 예측제어 등에 활용하여 정

확한 풍량 설정을 이용하여 쾌적한 실내온도조건과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송풍기

의 운전방법과 예측된 풍량 설정값을 이용한 중앙공조시스템의 에너지최적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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