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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wing to recent advances in data-driven technologies, prediction models can now be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Among them, transfer learning, which 

enables prediction using data collected for a short term, is actively gaining ground. In the field 

of building energy, attention is focused on predicting the power consumption of buildings with 

the development of smart grids and micro-gri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a 

machine learning (ML) method using the transfer learning algorithm that enables the prediction 

of energy consumption of the buildings using data collected for a short-term period. This study 

also validates the accuracy of the predicted energy consumption by adjusting the number of 

frozen layers based on the input parameters used in the ML method. A total of 5 layers were set, 

and the frozen layers were increased from 0 to 5. In addition, to validate the prediction rate of 

the transfer learning algorithm, only the existing ML model was used. As a result, when 0 

through 3 layers were fixed, the accuracy criterion tended to be met. In contrast, when the 4-5 

layers were reflected, the accuracy criterion was not met.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model 

without using transfer learning showed poor accuracy. 

Keywords: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건물 전력 소비량(Building power consumption), 예측
(Prediction), LSTM(Long short-term memory), 고정 레이어(Froze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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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측 값(kW)

1. 서 론

최근 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방안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기존 전

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져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3).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핵심 기술 요소는 건물

의 전력 소비량을 파악하여 신재생 시스템의 발전량과 차이를 미리 도출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활발히 사용되

고 있는 예측 방안은 기존 데이터와 처리 경험을 학습하여 주어진 파라미터를 통해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기계 학습이다. 건물의 전력 소비량 예측을 위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몇몇 신축 건물은 지

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데이터 수가 부족하며, 기축 건물의 경우 데이터 수집 간격이 길어 데이터 수가 적어지연 

예측 정확도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의 모델을 미리 사전 학습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에 가

중치를 재 사용하는 전이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4,5). 최근 전이 학습으로 건물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대부분

의 연구는 풍부한 건물의 데이터를 특정한 모델 또는 개발한 모델에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6). Mocanuu7)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건물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강화학습과 전이학

습을 적용하였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Ribeiro8)은 전이 학습인 Heptaestus 방법을 활용하여 

cross-building을 대상으로 계절적 요소와 추세 조절을 활용하여 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

제 기계 학습 활용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처리를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전이학

습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고정된 레이어 수는 정량적 기준 보다는 대부분 정성적인 기술자의 주관적 판

단 및 해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 학습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건물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여 전이학습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며, 건물 전력 소비량 예측 시 전이 학습의 활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 중 

고정된 레이어 수에 따른 정확도를 도출하여 정량적 기준 도출 및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2. 전이학습을 위한 예비적 고찰

고정된 레이어 수를 조정하여 정확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이 학습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건물의 전력 소비량 예측을 위한 기계 학습

기계 학습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경험을 통하여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술 즉,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방식을 

말한다. 그 중 딥러닝(Deep learning)은 심층 학습이라고도 불리며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12)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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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사람의 신경망 원리와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말한다. 

현재 ANN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 분야 또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ANN

에서 발전된 모델인 FFNN (Feed Forward Neural Network), SRWNN (Self-Recurrent Wavelet Neural 

Network) 등이 개발되어 연구되고 있다13,14).

ANN은 학습 과정에서 gradient에 의해 가중치가 결정되는 방식인데 gradient는 점점 작아지거나 0에 수렴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over-fitting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데이터가 적은 경우 해당 학습 데이터

에 특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RNN (Recurrent Neural Network)는 반복적이며 순차적 학습의 한계를 해결하였으며, 내부 순환 구조와 과

거 학습의 가중치를 현재에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RNN은 초기 데이터 가중치의 값이 초

기 값과 멀어지게 되면 상쇄되며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한 알고리즘 모델이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이다.

LSTM11)은 과거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 능력을 유지하며, cell state 

층에서 가중치의 기억 또는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2.2 부족한 데이터 예측을 위한 전이 학습 

(1) 전이 학습의 정의

전이 학습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가 부

족한 분야의 모델 구축을 위해 재사용하는 기계 학습의 한 기법을 말한다. Fig. 1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학

습 방법을 보여주며 특정 데이터 셋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특정 데이터 셋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쉽지 않다. Fig. 2는 전이학습을 나타내며 큰 데이터 셋에 미리 훈련된 가중치를 데이터가 적은 데이

터 셋에 가지고 와 재 보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여도 높은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Traditional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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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fer learning model

현재 건물 전력 소비량에서도 전이 학습이 적용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이 학습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내 목적에 맞는 가중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세 조정(fine-tuning)하여 진행한다. 미세 조정

이란 기존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새로운 모델에 변형하고 이미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로부터 학습을 업데이트하

는 방법을 말한다. 

(2) 레이어에 따른 전이 학습 분류 체계

Fig. 3은 사전 학습된 데이터의 학습할 레이어 수를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선정하는과정은 목표로 

하는 데이터의 양과 사전 학습된 데이터와의 유사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아직 고정된 레이어 수의 명

확한 기준은 없으며 대부분 데이터가 적으면 고정된 레이어 수를 증가시켜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최대

한 사용하며 이때 오버피팅(over-fitting)의 위험을 주의하기 위해 적절한 레이어 조정을 진행한다. 사전 학습된 

데이터와 목표로 하는 데이터의 유사도가 높으면 학습 속도 증가를 위해 고정된 레이어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Fig. 3 Trai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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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의 전력 소비량 예측을 위해 사용된 건물 데이터와 기계 학습 모델 그리고 정확

도 검증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3.1 대상 건물

(1) 사전 학습 모델 구축을 위한 건물 데이터(Source data)

사전 학습 모델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진천 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로 연면적 1,500 m2의 건물이며 지상1

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는 2019년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건물의 시간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이다. 

Fig. 4 Source data

(2) 예측 목표로 하는 새로운 건물 데이터(Target data)

목표로 하는 건물의 데이터는 동일한 진천 지역의 보건소 건물로 연면적 1,500 m2의 건물이며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5는 2020년 하절기인 6월에서 7월까지 수집된 건물의 시간별 전력 소비량이며 사용

된 데이터는 5주이며 4주는 학습에 사용되었고 1주는 정확도 검증에 사용되었다. 해당 데이터 분포는 아래와 같다.

Fig. 4와 Fig. 5를 비교하였을 때, 주중에는 건물을 사용하며, 주말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슷한 스케줄

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총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면 Source 건물이 Target 데이터에 비해 큰 전

력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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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arget data

3.2 기계 학습 모델 설정

전이 학습 시 사용된 모델은 GitHub에서 “Transfer Learning on Time Series Prediction” NshanPotikyan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 후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LSTM 모델에 전이 학습을 적용하였다. 학습을 위해 사용된 언어는 Python 3.8이며, 통계를 위한 

Numpy, Pandas를 사용하였고, 학습을 위해 keras, sklearn을 활용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온도(℃), 습도(%), 일사량(W/m2), 실내외 온도차(℃), 시간(hour), 월(month), 일별 스케줄, 

주별 스케줄을 적용하여 총 10개의 입력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여기서 스케줄은 선행 연구9)에서 활용된 일별과 

주별을 도출할 수 있는 prophet의 모델을 통해 진행하였다.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8, 16, 32, 32, 64개의 뉴런이 

적용된 5개의 은닉층을 적용하였으며 출력 데이터는 건물 전력 소비량(kW)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의 고정된 레이어 수에 따라 정확도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총 8개의 Case로 진행한다. Fig. 6과 같이 

왼쪽부터 첫 번째, 모든 레이어를 고정하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의 레이어를 고정하고 학습하는 

Fig. 6 Cas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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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세 번째, 두 개의 레이어를 고정하고 학습하는 방법, 네 번째, 세 개의 레이어를 고정하고 학습하는 방법, 

다섯 번째, 네 개의 레이어를 고정하고 학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모든 레이어를 모두 고정하고 학습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3.3 정확도 검증 지표

진행된 예측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 지표인 CV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와 MBE (Mean Bias Error)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지표는 식(1),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RMSE
× (1)

   








Period

P O

 (2)

예측된 결과는 ASHRAE Guideline 1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CVRMSE 30%이하, MBE 

±10% 이하로 적용한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4.1 사전 학습 모델 건물의 예측 결과

사전 학습으로 사용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여 80%는 학습 20%는 검증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Fig. 7과 

같이 나타나며 CVRMSE는 30.90%, MBE는 -11.55%로 나타났다.

Fig. 7 Accuracy result of source data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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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arget 데이터 건물의 예측 결과

목표로 하는 데이터의 보건소 건물의 4주일은 학습에 활용하였고, 1주일은 검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고정된 레이어 수에 따라 여섯 개의 Case로 분류하였고 전이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Case를 추가하여 총 

일곱 개의 Case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 8과 같이 나타내었다. 검은색 실선은 실제 측정된 건물 

전력 소비량이며, 원형의 실선은 모든 레이어가 재 학습에 사용된 경우, 빨간색 삼각형은 한 개의 레이어가 고정

된 경우, 노란색 원형은 두 개의 레이어가 고정된 경우, 수직으로 된 실선이 그어져 있는 형태는 세 개의 레이어

가 고정된 경우, 회색 실선은 다섯 개의 레이어가 고정된 경우, 점선 형태는 전이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은 각각의 정확도를 표에 나타낸 것이며, 레이어 고정 수가 0개, 1개, 2개, 3개일 때 

CVRMSE와 MBE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된 레이어 수가 4개, 5개인 경우 모두 기준에 적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된 레이어가 두 개인 세 번째 Case의 경우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Fig. 8 Accuracy result of  target data prediction 

Table 1 Prediction accuracy Result  

0 Frozen 

Layer

1 Frozen 

Layer

2 Frozen 

Layer

3 Frozen 

Layer

4 Frozen 

Layer

5 Frozen 

Layer

Without 

Transfer 

Learning

CVRMSE 22.84 29.81 21.66 23.68 42.87 40.12 45.09

MBE 1.35 -2.12 4.03 -0.31 6.2 4.36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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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를 사전 학습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 학습을 활용하여 데이

터가 풍부한 건물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건물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였으

며, 전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소비될 수 있는 레이어 수를 조정하여 시간 소모를 감소시키면서 정확도를 도출하

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이 학습을 활용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CVRMSE 45.09%, MBE 5.96%로 정확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섯 개의 레이어로 전이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고정된 레이어 수가 0-3개의 경우 예측 정확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에서 5개의 경우 정확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정된 레이어 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도가 레이어 수에 비례하여 

나타나진 않는다.

(4) 본 연구는 건축 분야에서 활발하지 않은 전이 학습을 적용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신축 또는 기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를 넘어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 시 

기초 연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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