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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BIM 기반 데이터마이닝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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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효과 인 건물 에 지 리를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데이터마이닝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우선 으로 BIM 기반 데이터마이닝 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 다. 이후 에 지 

리 시 용되는 유스 이스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모델링 방법과 세부 

모델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는 향후 건물 에 지 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or the effective energy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ased Data
Mining Model(B-DMM). To conduct this, BIM-based data mining researches were surveyed then the use-cases and 
scenarios related to the energy management were analyzed. By using this results, B-DMM for supporting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he energy management was proposed. The output will be used as a decision making tool for managing
a build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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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은 3차원 기반 
건설정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방법으로, 최근 건설 분
야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조달청은 

2016년까지 공공건물 발주에 BIM 모델링 용을 의무
화하 다. 해외의 경우, 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설
계 단계에서 시설물 운  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 에 

정의함으로써, 건설 생애주기 차원에서 정보의 상호운
용 비용을 낮추기 한 방안  하나로 BIM 발주 제도
를 정립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BIM 방식으로 작
성된 데이터의 분석방법  활용방안에 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건물의 에 지 리 에서 

최근 이슈화된 로벌 에 지 기, 규모 도시 정 사

태 등의 문제들로 인해, BIM 기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이 차 요구되는 실정이

다. 
BIM은 기 설계부터 운  시 까지 발생 되는 다양

한 에 지 련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의사결정 기술  측면에서 상세분석을 

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용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의 목
에 따라 BIM 기반의 에 지 측, 분류, 군집, 연 성

에 한 의사결정 모델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건물 

공간 에 지 사용 리를 한 의사결정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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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과 인 에 지 리를 한 의사결정을 

해, BIM 기반 데이터마이닝을 모델링하는 효과 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효과 인 에 지 리 의사결정 지원을 한 BIM 기
반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제안하기 해 Fig. 1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논문은 BIM 기반 데이터
마이닝 모델 개발에 앞서 에 지 리용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정의하고자 우선 으로 유스 이스를 정의하고,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검증하기 해, 유스 이스를 고

려한 데이터를 디자인하 다. 우선 으로 연구범 를 고

려하여 표 유스 이스 선정 후 데이터마이닝 모델  

련 데이터를 디자인하 다. 이후 상기 선정된 유스
이스를 바탕으로 분석기술 용 유스 이스 구성방안을 

도입하고, 분류- 측-군집-연  모델로 각각 분류하 다. 
한, 유스 이스별 분석모델 정의를 해, 분석기술 
용요소 모형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고

자 사례 분석을 수행하 다.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
는 통계패키지 R을 이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측 모델
을 정의하고, 모델 분석 결과를 BIM으로 시각화하여, 최
종 으로 그 효과를 기술하 다.
본 연구는 건물의 에 지 리를 해, BIM 기반 데

이터 마이닝 모델을 용하 을 때의 효과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범 는 BIM 기반 데
이터 마이닝 모델  측 모델에 해서만 로토타입

을 개발하고 해당 효과를 검증하 음을 밝힌다.

BIM-based decision 
support model analysis

BIM-based data mining 
use-case definition

Research trend survey

Data design for BIM-
based data mining

Case studyConclusion

BIM-based data mining 
model design

Classification model 
design

Forecasting model design

Clustering model design

Association model design

Fig. 1. Research Process

2. 연구동향 

본 연구는 BIM 기반 데이터마이닝에 한 국내외 
련 연구동향을 악하 다. BIM 기반 의사결정에 한 
연구에 한 연구 가운데 구조 BIM 환경에서 의사결정 
기법을 용한 철근 배근 그룹 선정에 한 연구연구는 

의사결정을 해, 데이터마이닝 방식의 모델 제안이 아
닌 계층화분석 기법을 사용하 다[1].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을 한 BIM 기반 리모델링 설계 로세스에 한 
연구에서는 BIM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로
세스를 제시하고 있다[2]. 건물 에 지 모델에 한 다기

 의사결정에 한 연구는 다기  의사결정을 해, 베
이지안  마르코  체인을 사용하고 있다[3]. BIM 기반 
건축기획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한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의 BIM 기반 건설 로젝트 시뮬 이션 로

토타입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방향과 기능을 도
출하고 있다[4]. 지능형 건물 에 지 리 시스템 연구에

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반 에 지 소비 측 기술 동향  

연구 개발 사례를 조사하연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5]. BIM 기반 건설공사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한 
연구는 Life Cycle Assessment(LCA)를 이용하여, 경제
성 의사결정 지원을 해, LCA 통합 퍼지평가 모형을 
개발하 다[6]. 
해외에서는 효과 인 에 지 리  운 을 한 데

이터마이닝에 한 연구가 있었다[7]. 해당 연구에서는 
온도와 조도에 따른 에 지 부하에 한 연 계를 조

사하고, 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 유지 리와 련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한 연구는 건물 유지보수를 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시스템 인 근 방법으로 개발하 으며, 장에 련 

정보 제공을 해, 모바일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있다[8]. Industry Foundation Classes(IFC) 모델 뷰어에
서의 모델 정보 지원에 한 연구는 뷰어에서 의사결정

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 으로 표출해 주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9].
앞서 조사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주요 상으로 다루는 에 지 리를 한 데이터마이닝 

방법에 한 연구와는 방법․ 상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주로 데이터 모델링, 수량견 , 시공성 분석  
경제성 분석과 같은 부분에 치우쳐져 있었다. 한, BIM 
기반 에 지 리 유스 이스를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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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 도출 연구는 다소 미비하 다. 
BIM의 실내공간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마이닝 된 결과
를 가시화한다면, 에 지 리자의 직 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  에 지 

리를 하여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을 한 
유스 이스를 정의하고,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도출하고
자 한다.

3.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 

모델 분석 

3.1 유스케이스 정의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 모델을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술 용을 하고자 하는  주요 분

석 유스 이스를 발굴하고, 상세정의를 통해 분석을 식
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분석 모델을 정의하고 상세화하
기 한 도구로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방법을 
사용한다. 인과지도는 변수들 간의 계를 인과 계로만 

표 하는 모델링 방법이다. 
BIM 분석 모델을 한 속성값은 센서, 항온항습, 조

명, 장치  설비, 냉난방기 등에서 발생된 에 지 소비 

데이터와 외부환경(온도, 습도, 일조/일사량, 강우량 등), 
입주민(상주/비상주인원), 외부 에 지 운용에 한 환경

변수 등의 에 지 리체계에 향을 가할 수 있는 다양

한 데이터로 분석 속성을 정의 할 수 있다.  Table 1은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한 분석 내
용에서 데이터마이닝의 표 인 분석방법인 분류- 측-
군집-연  모델을 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스 이스

들을 기술한 것이다.
Table 1에서 정의된 분석 유스 이스 사례는 분류-

측-군집-연  분석모델에서 도출 할 수 있는 유스 이스

들을 통하여 건물의 에 지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

의하 다. 
분석 유스 이스의 활용  분석기술 정의를 하여 

Fig. 2와 같이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 다양한 속성정보들
과 4가지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용하기 한 의사결정 
지원 분석방안을 구체화하 다.
기술된 분석기술 용 유스 이스 구성방안은 의사결

정을 한 주요 략목표를 수립하고 건축물에서 용될 

수 있는 건물 에 지 주요 속성을 도출하고 략목표를 

달성하기 한 핵심 분석내역을 심으로 구성하 다. 

Table 1. Use-case example based on analysis technique

Use-case

Classificati
on

- classification by energy properties
- classification of energy pattern based on events
- classification of over and under energy consumption 

Prediction

- prediction of energy consumption by cause, type and 
equipment 

- consumption prediction by demand
- prediction of energy consumption change combined 

with building life cycle
- prediction of future trend analysis for COP, CO2 

emission 
- prediction of building life change by replacement cycle 

of equipment
- prediction of energy consumption change by 

environmental change around building(air, whether, 
remodeling, etc.)

Clustering

- extraction of energy consumption group by efficiency 
and inefficiency

- similar property clustering analysis of consumption 
pattern by energy property, equipment 

Association

- verification of energy interaction like electricity, city 
water, etc.

- analysis of association rule between property
- similarity analysis of property pattern for energy 

inefficiency
- association analysis for environment change of external 

factor about fixed indoor property

Fig. 2. Use-case architecture for analysis technique 
application

핵심 분석을 통하여 건물에 지 략목표의 결과로부

터 의미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취득하기 하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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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분석리스트를 분류- 측-군집-연 의 4가지 
에서 정의하고 제시한다.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 분석 기술을 설명

하기 해서는 상기 에서의 데이터 셋이 필요하며 

분석 방안의 구체화를 해 단계별로 의사결정 요소를 

모형화하고 분석체계를 도출한 다음 분석 데이터를 정의

하는 구성으로 진행한다.
Fig. 3은 Fig. 2에서 정의한 유스 이스 개념구성을 

기 으로 분석 랫폼 환경을 구성하고 건물에 지 데이

터의 수집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데이터마이

닝을 구  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실시
간 건물 기후 정보, 시설물 리 정보, 건물에 지 정보

를 Weather Server, FM Server, BEMS Server를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빅데이터 랫폼(Big Data Platform) 운
용 환경으로 달한다. 사용자는 분석기 과 지표, 수
의 정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마이닝 결과

값을 취득 할 수 있다.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문 분석 
모델은 BIM 랫폼의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사용

자의 분석방향에 합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Fig. 3. System architecture for analysis technique 
        application

Fig. 4는 건물에 지 설비별 수명/효율 최 화를 하

여 분석에 필요한 주요 컨텍스트를 도출하 다. 이는 기
술 용을 한 가치, 의사결정행동, 분석 컨텍스트를 모
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추구하는 가치를 
분석하고 컨텍스트들 간 계를 통해 데이터마이닝 모델

을 명확히 도출할 수 있다.

Fig. 4. Application factor modeling case of analysis 
technique

 

3.2 분석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설계 

본 기술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 량의 분석데

이터 샘 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하 다. 본 장에
서는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건물에 지 분석에 용하기 

하여 련 분야에서 사용된 에 지 데이터를 기 으로 

데이터를 설계하고 생성하 다. 에 지 데이터는 Table 
2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형식에 기반하여 총 5개의 변수
로 구성되었다.

Table 2. Composition of virtual data for analysis 
technique application

Name Meaning Data form

Place Use home appliance English name of area like Seoul, 
Busan, etc.

Day Use home appliance String from Mon to Sun

Time Use specific home 
appliance Integer of hour from 0 to 23

Device Use 10 kinds of home 
appliance Integer from 1 to 10

Usage Use home appliance Real number from 0 to 100

Table 2에서 지정된 변수형식을 반 한 가상 데이터

를 만드는 R script 분석에 활용될 가상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df <- data.frame(place =   
  sample(c("seoul","suwon","jeju","daegu","busan")),
  day = as.factor(sample(c
        
("MON","TUE","WEN","THU","FRI","SAT","SUN"), 
         100,replace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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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ge = runif(100) * 100,
         time =   sample(0:23,100,replace=T),
      device =   as.factor(sample(1:10,100,replace=T)))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R scrip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 다. 생성된 데이터는 본 연구
에서 설계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검증을 해, 지역특성
과 같은 환경요인 시뮬 이션에 용된다.

  place day       usage  time    device
1  jeju TUE     90.43116      1       8
2 suwon  MON    86.97311     15      4
3 busan SUN     41.86692      7       8
4 daegu TUE     59.72205     21      7
5 seoul THU     93.88593     23      3
6  jeju SUN     30.92009      5       8

4. 데이터마이닝 모델 디자인 

4.1 분류 분석모델 정의 

데이터마이닝의 표  분석 가운데 분류 분석은 주

어진 여러 개의 입력 변수로 이 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력 변수를 측하기 한 방법이다. 여기서 출력 변수
의 경우 실수가 아닌 이산 인 값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본 분류 분석기술을 정의하기 하여 Fig. 5와 같은 분
석 모형을 구성하 다.

Fig. 5. Analysis system for classification analysis 
technique 

Fig. 5는 Fig. 4에서 정의된 요소 모형화를 통하여 분
류 분석 기술이 용될 수 있는 지 을 도출 한다. 건물 
에 지 설비별 수명/효율 최 화의 분석에서 에 지 과

소비형 설비 리스트를 획득하고, 규정 비 소비 수 의 

분류 기법을 용할 수 있으며, 사  분석된 데이터셋의 

결합(Mash-up)을 통하여 설비의 운  방식에 따른 특성 

분류값을 획득 할 수 있다.

4.2 예측 분석모델 정의

Fig. 6는 Fig. 4에서 정의된 요소 모형화를 통하여 
측 분석기술이 용되는 분석체계를 도출한 결과이다. 
측 모델은 데이터 측을 해 사용되는 것으로, 에
지 리분야에서 에 지 소비량 측  운 방식에 의

한 에 지 소비의 측 분석을 해 용할 수 있다.
에 지 소비 측은 내부운 규정, 에 지 과 소비 

설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별/일별 에 지 소비

분석이 가능하고, 설비운  내역에 따라 사용자 간섭 시 

에 지 소비 비율 분석이 가능하다. 한, 기후 변화와 
건물 특성  비효율에 지 설비/장치 용에 따라 에
지 소비를 분석할 수 있다.이때  건물 에 지의 경우 다

양한 속성 변수가 작용하므로 회귀선의 기울기만으로 

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Fig. 6. Analysis system for prediction analysis technique 

4.3 군집 분석모델 정의

군집 분석모델은 구체 인 특성을 공유하는 군집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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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공간별 에 지 소비와 련된 

분석을 수행할 경우 해당 기법을 용 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에 지의 특성상 건물 체, 각 개별 호실에서 발생
되는 에 지 속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에 지의 소

비 패턴을 분석하거나, 이상 운  특성을 보이는 속성을 

분석할 때 주로 활용될 수 있다. 

Fig. 7. Analysis system for clustering analysis technique

Fig. 7에서 제시한 사례는 군집 분석방법을 용하여 
건물 에 지의 정/비 정 사용 그룹을 분석하고 외부 

온도변화에 따른 설비의 운 특성, 사용자의 운  습  

등을 분석하여 건물에 지의 비효율  운  패턴분석을 

한 분석체계를 도출하 다.

4.4 연관 분석모델 정의

연 성 분석 모델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간의 계를 

정의할 수 있다. 를 들어 생성 데이터에서 지역, 시간 
그리고 냉난방 기기에 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다음 규칙은 야간에 서울에서 에어컨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 : {야간, 서울}=>{에어컨} 

Fig. 8은 건물 독립 인 시설 운   다양한 속성 연

계를 통하여 에 지 최 화를 한 분석과 특정한 에

지 소비의 내외부 연 계를 분석하기 한 모델이다. 
부분의 지능형 운 의 경우 에 지 소비 자체 는 사

용자 운  결과 정보 심의 효율성 단을 근거한다. 

Fig. 8. Analysis system for association analysis technique 

이러한 운  특성은 지능형 운 의 제어 특성을 최

로 활용할 수 없다. 독립된 시설의 운 과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비효율 특성을 나타내는 시설, 사용자 운 특

성, 건물 공간별/층별에 따른 최 의 운  스 을 용

하기 한 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 이러한 모
델의 용과 최 의 규칙을 찾기 해서는 입력변수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방

법을 고려해야 한다.

4.5 모델 정의 내용 요약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용
하기 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4개 분야로 정리하
다. 각각의 분석기법에서 표 인 분석방법의 특징과, 
R에서 사용하기 한 방법에 해 알아보았으며, 가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분의 방법들이 에 지 빅데이터 

분석 용에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에서 소개한 방
법들에 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3. Application reckoner by analysis technique

Type Method name Learning 
method

Input 
variable

output 
variable

Classification
Decision Tree Guidance O O

SVM Guidance O O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Guidance O O

Clustering
K-means Self learning O X

Hierachical Self learning O X

Association Apriori Guidance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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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제 측정된 건

물 에 지 데이터셋(Fig. 10)을 기 으로 4장에서 서술
된 분석기술을 용하 다. 사용된 데이터는 90개의 샘
과 4개의 속성값이며, 공간별로 사용 월(month), 가구
별 월평균 력 사용량(Elec), 가구별 월평균 수도 사용
량(water), 가구별 월평균 열량(kcal) 데이터가 장되어 
있다. 본 데이터들은 데이터마이닝 분석 이 에 BIM의 
공간객체 모델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 9. Real data set applying analysis technique

측 모델을 용하기 해, Elec, water, kcal를 사용
하 고 R스크립트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lm(formula = df$elec ~ df$water)
  Min       1Q     Median    3Q      Max 
-175.591   -29.815  -19.630    3.388    299.558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df$water    31.125     10.047   3.098  0.00261 ** 
lm(formula = df$water ~ df$kcal)
  Min      1Q      Median    3Q     Max 
-0.9710   -0.4499   -0.2523    0.4230   4.9017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df$kcal     1.783e-05  6.237e-06   2.859  0.00531 **

Linear regression Model 용 결과를 보면, 기 사

용량이 수도사용량에 해 연 성이 깊고(p-value 
0.002614), 수도 사용량이 열량 사용과 연 성이 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value 0.005306). 
제안한 방식은 BIM 공간객체모델과 연계되어 있으므

로, Fig. 10과 같이 BIM 뷰어를 통해, 수많은 공간객체 
가운데 elec, water와 같은 특정 변수간 연 성이 가장 

높은 공간 치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게데

이터마이닝 결과와 연 된 공간정보의 직  확인은 

BIM 기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용하 기 때문에 가

능한 것으로, 앞서 정의한 유스 이스도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마이닝 결과와 련된 건물 공간  시설물 객체 

확인이 가능하다.

Fig. 10. Spatial object related to the analysis results
of BIM-based data mining model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 인 에 지 리를 한 BIM 기
반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제안하 다. 행 부분의 건

물에 지 분석이 단순통계법이나 일반  수 의 회귀 분

석 수 에서 머물러 있는 을 감안할 때, BIM 기반 데
이터마이닝 도구활용은 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한 의사결

정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마이닝 결과  데이터

와 연계해 3차원 공간상의 객체 치 등의 정보를 직
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 건물 에 지 에서, 
량의 시계열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이 축 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데이터마이닝 도구는 에 지 소비에 한 

측, 연 성 분석을 통한 다양한 건물에 지 시뮬 이

션 분석 체계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건물에 지 에서의 분석 방법, 기술, 용 

모델에 한 연구와 더불어 건물 기획, 설계 시 에서 

용될 수 있는 BIM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사결정 지원 기
술 연구가 필요하며, 분석 방법의 실효성을 올리기 한 
기술별 기법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보
다 정확한 의사결정 모델로 성장하기 해서는 건물 시

뮬 이션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축 이 반드

시 요구되고, 이러한 축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정확

하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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