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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load factors o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by using EnergyPlus

program. We selected a campus building and monitored energy consumption from January 2009 to November 2010.

First, we simulated energy consumption basically with weather data, building heat gain and EHP performance data.

And then we simulated energy consumption with three additional parameter(infiltration, OA control and schedule).

Simulation results are verified by MBE and Cv(RMSE) proposed by M&V guideline 3.0. Simulated total energy

consumption was 104.3% of measurements, 4.33% of MBE, and 13.62% of Cv(RMSE). Results show infiltration and

schedule were revealed as the most dominant factor of heating energy consumption and of cooling energy consump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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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지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에

서도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을 기초로 한 대통령직속 녹

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건축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하우스 수

준을 의무화 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0년부터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여 제도가 제시하는 기

준보다 낮은 건축물만 인허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건물에너지사용량 절

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건물에너지사용량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Tool로서 EnergyPlus

를 사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에너지사용량데

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건물에너지사용량

예측 도구로서 EnergyPlus의 적용성에 대한 평가 및 에

너지사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입력

변수들에 대한 개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2 기존 문헌 연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개발된

EnergyPlus 프로그램은 에너지사용량 평가에 유용한 툴

로서 검증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2009년 박주현1)에

의해 건물 외피에 관한 EnergyPlus 시뮬레이션 결과가

검증된바 있으며, 2010년 Jeon
3)
의 연구에서는 HeatPump

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임으로써 국내외에서 타당

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송수원
4)
의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Space conditions, Insulation of

walls, AHU system conditions, Plant Conditions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앞에서 나열된 요소들을 적용하여 기본모델을 설정하

기로 한다.

Steven J
5)
에 의하면 Infiltration을 25-50% 감소시킬

경우 Heating Load는 26%, cooling Load는 15% 감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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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Ventilation Control을 개선할 경우 Heating Load는

19%, Cooling Load는 58% 감소되었다.

2006년 김동희6)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오피스

바닥급기시스템의 경우 외기도입량을 100m
3
/h에서

1,000m3/h로 증가시켰을 때 여름철 에너지 절감율은 1

5%～25.6%, 중간기는 12.8%～19%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학건물을 대상건

물로 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부하요소들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부하요소가 냉난방에

너지사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건물에너지사용량 분석을 위한 Tool로서 EnergyPlus의

적용성 평가 및 에너지사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대상건물을 선정하여 외피시

스템 및 공조시스템, 부하요소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 째, Google Sketchup 8.0을 이용하여 건물의 물리적

인 형상과 Zone을 구성한 후, 서울지역 표준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EnergyPlus5.0을 통해 외피시스템, 실내부하요

소, 냉난방스케줄, 냉난방설비 등을 입력하여 실제 건물

과 최대한 유사하게 가동되는 건물을 모델링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둘 째, 에너지 사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EnergyPlus의 입력 변수를 Infiltration, OA

Control, Schedule 순서로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시뮬

레이션한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데이터와 비

교 분석하였다.

셋 째,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입력변수를 기본모델에 각

각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각 입력변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값 비교를 통해 요소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4 데이터 검증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실제 측정된 에너지사용량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통계적 방법의 하나로 M&V Guideline 3.0
7)
에서 사용하

도록 한 평균편향오차(MBE : Mean Bias Error)와 변동

계수(Cv(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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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INT = 시뮬레이션 데이터

MINT = 실제 모니터링 데이터

NINT = 측정 데이터의 총 개수

Mavg = 실제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균

ASHRAE`s Guideline 148)에 의하면 전체 건물 시뮬레

이션의 경우 데이터 비교 결과가 표 1의 범위 안에 들어

가는 경우에 시뮬레이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

Calibration Type Index Acceptable Value*

Monthly

MBEmonth ± 5%

Cv(RMSEmonth) 15%

Hourly

MBEhour ±10%

Cv(RMSEhour) 30%

표 1. Acceptable Calibration Tolerances

*Lower values indicate better calibration

2. 기본 모델 설계

2.1 대상건물의 개요

서울의 K대학교 A 건물은 2007년 개관한 지하1층, 지

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235㎡의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대상건물의 전경 그림 2. Sketchup 상에서

완성된 건물형상

본 건물은 냉난방방식으로 EHP(Electric Heat Pump)

시스템을 이용한 개별공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HP 시

스템은 기계실 및 덕트 공간이 필요 없어 공조설비의 면

적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개별공조로 인한 실별 제어가

용이하며 덕트 제거로 인한 소음감소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위의 건물을 대상건물로 하여 건물에너지사용

량을 분석하였다.

대상건물의 제반사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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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onductivity

(W/m-K)

Density

(kg/m
3
)

Specific Heat

(J/Kg-K)

①콘크리트 1.4 2,300 900

②화강석 3.3 2,700 837

③비닐계 타일 0.06 368 590

④흡음텍스 0.06 368 590

⑤가등급

압출법 보온판
0.034 43 1,210

⑥나등급

암면 보온판
0.04 43 1,210

⑦나등급

비드법 보온판
0.04 43 1,210

표 4. 건물 구성 재료 물성치

구 분
Construction Layer

(mm) (Outside to Inside)

열관류율

(W/m
2
-K)

천장면 0.263

바닥면 0.534

외벽면

(지하층)
0.638

외벽면

(지상층)
0.456

①콘크리트 ②화강석 ③비닐계타일 ④흡음텍스 ⑤가등급압출법보

온판 ⑥나등급암면보온판 ⑦나등급비드법보온판

표 3. 건물 주요 구성요소의 단열계획9)

구 분 내 용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층 수 지하 1층 / 지상 3층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건축면적 547.30 (㎡)

연면적 2,235.32 (㎡)

방 위 정남향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건물부재구성

(외-내)

80mm화강석 - 단열재(표 3) -

200mm콘크리트

최고높이 8.95 (M)

냉난방방식 개별공조 방식

냉난방기구 E.H.P (Electric Heat Pump)

냉난방스케줄 On : 07:30 / Off : 17:30

건물가동패턴 주 5일 근무

표 2. 대상건물의 제반사항

2.2 건물의 Zoning

건물형상의 모델링은 Google Sketchup 8.0을 이용하였

고, 총 53개로 분할 된 각 층의 Zone을 준공도면의 냉난

방배관계통도를 참고하여 각 Zone의 용도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실내기의 사양이 비슷한 Zone의 경우

한 Zone으로 묶어 총 39개의 Zone으로 단순화하였다.

2.3 건물의 외피 모델링

건물 외피는 건축준공도면을 참고하여 벽면과 창면을

각각 모델링하였다. 벽면의 열관류율 값은 건축준공도면 
상의 단열계획도를 참고하여 실제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
한 외피를 모델링하였으며 건물 주요 구성요소의 단열계

획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건물 외벽 구성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표 4와 같

다. 이 때, 단열재로 사용된 보온판의 열전도율은 국토해

양부고시 제2008-5호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에

명시된 등급별 단열재의 전도율 값을 사용하였다.

창면의 경우 모든 창호에서 24mm 투명복층유리를 사

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물성치는 표 5와 같다.

구 분 내 용

창면적비 21.75 %

창 Layer 6mm clr / 12mm Air / 6mm clr

열관류율 2.685W/m
2
-K

SHGC 0.764

표 5. 창면의 단열계획

2.4 실내부하요소 입력

실내 부하요소는 인체부하, 조명부하, 장비부하로 나누

어서 표 6과 같이 입력하였다. 인체부하의 경우 건축준공

도면 상의 책상 수를 참고하여 각 책상에 1명씩 적용하

며, 2005 ASHRAE Handbook of Fundamentals
11)
를 참고

하여 사무실에서 앉아서 타이핑 작업을 할 때의 부하량

(117 W/person)을 입력하였다. 조명부하의 경우 부하계산

서
12)
상의 형광등, 백열등, 할로겐등의 부하량을 모두 더

해서 나온 48,037 W를 각 Zone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22

W/m
2
를 입력하였다. 장비발열부하의 경우 2008 건축전기

설비 설계기준
13)
에 따라 학교건물의 경우 15 W/m

2
를 입

력하였다.

구 분 내 용

인체부하 117 W/person

재실자 수 127명

조명부하 22 W/m2

장비부하 15 W/m
2

표 6. 실내부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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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사용 패턴에 따른 부하요소 입력을 위해

재실자의 수는 건축 완공도면 상에 작성된 오피스 공간

의 책상숫자를 이용하여 39개 존에 총 127명으로 결정하

였다. 인체부하, 조명부하, 장비부하의 스케줄은 건물의

가동시간에 따라 표 7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입력하였다.

Time Fraction Time Fraction

00:00 ～ 06:00 0 13:00 ～ 16:00 1

06:00 ～ 07:00 0.1 16:00 ～ 17:00 0.5

07:00 ～ 08:00 0.5 17:00 ～ 18:00 0.1

08:00 ～ 12:00 1 18:00 ～ 24:00 0

12:00 ～ 13:00 0.5 Weekend 0

표 7. 실내부하 스케줄

2.5 EHP 시스템 모델링

그림 3. EHP시스템 개요도

현장에 적용된 EHP 시스템을 에너지플러스 상에 구현

하기 위해 도식화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층별로 각각의 Loop를 설계하여 총 4개의 HeatPump

를 모델링하게 되며 각 HeatPump 별로 Fan, Coil, Duct

등의 제원을 장비일람표를 분석하여 입력한다. 요소별 입

력 값은 표 8과 같다. Duct의 경우 유량 및 온도를 제어

하지 않는 Uncontrolled Type으로 존별 Maximum air

flow rate은 각 존에 위치한 실내기들의 Maximum air

flow rate을 합한 값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다. 그림 3에서

Zone은 2.2절에서 단순화한 39개의 개별 존을 의미하며

Control Zone이란 HeatPump가 부하에 대응할 때 각 풍

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Zone을 의미한다.

이 때, 모든 Zone에서 부하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부하가 가장 큰 Zone을 Control Zone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b2F H.P b1F H.P 1F H.P 2F H.P

Fan 유량(m3/h) 2.083 5.667 3.333 4.200

Cooling capacity (kW) 50.4 136 96 96

Cooling COP 3.42 2.72 3.47 3.47

Heating capacity(kW) 56.5 146 108 108

Heating COP 3.73 3.88 3.82 3.82

Control Zone Air Flow

Fraction
0.724 0.239 0.302 0.245

Air Terminal Unit Single Duct Uncontrolled

Maximum air

flow rate

각 존별 실내기의 Maximum air flow

rate의 합

표 8. HeatPump 제원

2.6 기본 모델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

앞의 과정을 거쳐 건물외피 및 실내부하, EHP시스템의

모델링이 끝나면 설비 가동시간과 기상데이터를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실제상황을 최대한 반영하

기 위해 기상데이터는 건물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별 기온, 이슬점온도, 상대습도, 현

지기압, 일사, 풍속, 풍향, 전운량, 강수량 데이터를 2009

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기상청의 서울지역기상데

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EnergyPlus 기상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현장에서 냉난방설비의 가동시간은

연중 변함없이 07:30분에 가동 시작하여 17:30분에 정지

하며 4,5,6,7,8,9월은 냉방기로 설정하며 1,2,3,10,11,12월은

난방기로 설정하였다.

구 분 내 용

EHP On 07:30

EHP Off 17:30

Heating Setpoint 20℃

Cooling Setpoint 26℃

배기팬 On 05:00

배기팬 Off 24:00

표 9. 설비가동 스케줄

3. 상세 모델 설계

3.1 해석기간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23개월 동안 건물

에서 사용한 총 전력사용량을 표 10 및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이 때, 측정된 전력사용량은 건물에 사용된 냉난방,

전등, 전열에 의한 전력사용량 모두를 의미하며 대상건물

대부분의 공간이 사무실 및 회의실로 구성되어 월별 건

물 사용 패턴이 매우 유사하여 전등 및 전열에 의한 전

력사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냉난방용 전력

사용량과 전등전열용 전력사용량을 따로 측정한 결과 전

등전열용 에너지사용량 차이는 매월 10% 이내의 차이를

보여 전체에너지사용량 차이에서 냉난방에너지사용량의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2009. 1 2 3 4 5

KWH 24,475 18,810 12,500 13,850 11,120

6 7 8 9 10 11

14,410 15,123 17,560 16,890 13,010 15,650

12 2010. 1 2 3 4 5

20,850 27,996 22,337 16,394 16,574 12,681

6 7 8 9 10 11

16,937 20,003 16,803 15,350 11,076 15,884

표 10. 월간 실제 전력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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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월간 실제 전력사용량

총 전력사용량은 386,283 KWH이고, 월간 평균 전력사

용량은 16,795 KWH이다. 최대 전력사용은 2010년 1월의

27,996 KWH로 주로 여름보다 겨울에 전력을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건물이지만 강의실이 존

재하지 않고 사무실과 회의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 방학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다.

3.2 기본모델 결과분석

건물외피, 실내부하, EHP시스템까지 모델링한 후 서울

지역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실시한 결과 전

력사용량은 364,321 KWH이며 모니터링한 전력사용량 데

이터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기본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은 실제 측정된 값의 94.3%로 산출되었으

며, MBE=-5.69%, Cv(RMSE)=31.72%로 계산되었다.

MBE (Acceptable Value : ± 5%)와 Cv(RMSE)

(Acceptable Value : 15%)가 모두 신뢰도 범위 밖에 있

으며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겨울철인 1월 2월 12월에 시

뮬레이션 값보다 측정값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그 외

의 기간에는 대부분 시뮬레이션 값이 더 높은 값을 보이

고 있다.

3.3 Infiltration 적용 후 결과분석

그림 5의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의 겨울철 에너지사

용량이 실제 측정값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부하요소 중 Infiltration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nfiltration은 기후에 따라 건물

냉난방부하의 30%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하

요소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송수원
4)
의 연구에 의하면 건

물의 중앙공조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경우 건물 내부

의 압력이 항상 정압을 유지하므로 Infiltration을 0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건물은 EHP를 이용한 개별

공조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Infiltration의 산정이 필요

하다.

기존 국내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Infiltration 산정은

주로 주거건물용 최소환기량 0.7ACH와 다중이용시설 환

기횟수 기준인 25m3/h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의

값들은 실제 건물의 Infiltration을 반영한 값이 아니라 기

준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Jeon의 연구3)에 의하면 건물에 배기팬이 설치된 경

우 배기팬이 가동되어 실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만큼 실내에 부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져나간 공기량만

큼이 실내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

된 배기팬의 유량 및 가동시간을 분석하면 Infiltration을

결정할 수 있다. 표 11에서 건물 전체에 설치된 배기팬의

유량을 알 수 있다. 배기팬은 05:00부터 24:00까지 매일

19시간 가동되며 배기팬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량의 합은

6,650 m
3
/h이다. 이 때 같은 양의 외부공기가 실내로 유

입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대상건물의 연면적

2,235.32 m3/h.㎡에 6,650m3/h를 분배하여 2.975 m3/h.㎡

(0.99ACH)의 Infiltration을 산출할 수 있다.

구 분 유 량 (m3/h)

B2F 전기실 배기 1,300

B2F 창고 배기 150

B2F PIT 배기 1,000

화장실 배기 4,200

합 계 6,650

표 11. 배기팬의 유량 및 가동시간

또한 Infrared Diagnostic LLC(RESNET & IBP

certified)에서 실시한 마이애미 뉴턴(위도 42.3°, 경도

-71.24°) 지역의 Building Leakage Test Report14)에 의

하면 Winter의 침기량은 0.87ACH, Summer의 침기량은

0.39ACH로 겨울철 침기량이 여름철에 비해 2.3배 크게

측정되었다. 또한 Bennett15)의 연구에서는 Spring,

Summer, Fall, Winter Season의 각 Case에 대한

Infiltration을 산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2에서

와 같이 Infiltration이 연중 계산 되었으며 앞의 선행연구

(Bennett)에서와 같이 1년을 4계절로 나누었을 때 Winter

Season인 1,2,12월에 가중치(1.98ACH)를 적용하였다.

구 분 Infiltration (ACH)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0.99

(2.975m3/h/㎡)

1월 2월 12월
1.98

(5.95m3/h/㎡)

평 균
1.21

(3.64m3/h/㎡)

표 12. Infiltration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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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Infiltration을 EnergyPlus에 입력하여 시뮬레이

션 실시한 결과 전력사용량은 417,894KWH이며 모니터링

한 전력사용량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Infiltration 적용 후 시뮬레이션 결과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은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108.2%로 산출

되었으며, MBE=8.18%, Cv(RMSE) =16.60%로 계산되었

다.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기본모델에 비해 전체적으로 에

너지사용량이 증가하면서 MBE (Acceptable Value : ±

5%) 값은 기본모델에서보다 더 커졌지만 겨울철 침기로

인한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이 다소 증가함으로 인해서

Cv(RMSE) (Acceptable Value : 15%) 값은 작아져 기본

모델에 비해 실제 상황과 더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다.

3.4 OA(Outdoor Air) Control 적용 후 결과분석

그림 6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냉방기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보다 높게 산

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사용자들은 냉방부하에

대처할 때 건물 외부의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더 쾌적할

경우 냉방설비를 가동하는 것보다 실내 환기를 통해 외

부공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실제 설비 운영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본 대상건

물의 재실자들이 실제로 외기냉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EnergyPlus에서는 외기냉방에 대한 부분

을 고려하여 냉방부하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실제와 가깝

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EnergyPlus에서 입력할 수

있는 OA Controller에 대한 내용을 표 13에 나타내었다.

구 분 내 용

Controller Type Differential Enthalpy

Control Action Type Modulate Flow

Limit Dry-Bulb Temp 10°C

Lockout Type Lockout with Heating

표 13. OA Controller

OA Controller Type은 외기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일

때 OA Control을 실시하는 FixedDryBulb Type과 외기

온도가 실내온도보다 낮을 때 OA Control을 실시하는

DifferentialDryBulb Type, 외부 Enthalpy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OA control을 실시하는 FixedEnthalpy Type,

외부 Enthalpy가 실내 Enthalpy보다 낮을 때 OA Control

을 실시하는 DifferentialEnthalpy Type 등 네 가지 Type

이 존재한다. 재실자가 외기온도 및 외부 Enthalpy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OA Control을 실시하지 않으나 대상

건물의 에너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후에

적절한 DifferentialEnthalpy Type을 사용하여 건물에너

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내 공기보다 외부 공기의 Enthalpy가 더 낮을 때 환

기를 실시하며 냉방부하가 커지면 환기량을 늘려서 부하

에 대처하도록 한다. 외기온도가 10°C 이하일 경우 실내

와의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난방기에는 Lockout하여

외기냉방을 실시하지 않는다.

Infiltration 적용 모델에 추가로 OA control을

EnergyPlus 상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실시한 결과 전력

사용량은 416,052 KWH이며 모니터링한 전력사용량 데이

터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OA control 적용 후 시뮬레이션 결과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은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104.8%로 산출

되었으며, MBE=4.82%, Cv(RMSE) =16.27%로 계산되었

다.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Infiltration만 적용한 경우에 비

해 전체적으로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 값이 다소

감소하였고 MBE (Acceptable Value : ± 5%)와

Cv(RMSE) (Acceptable Value : 15%) 값이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5 Schedule 적용 후 결과분석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비 운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설비 운행 Schedule을 결정하였다.

EHP설비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가동하지 않으며

나머지 주중에는 07:30부터 17:30까지 가동된다. 여성전용

건물이기 때문에 Heating Setpoint는 22℃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고, 냉방기 과도한 전력소모를 막기 위해

Cooling Setpoint는 28℃로 설정하여 운행하고 있다. 배기

Fan의 경우 매일 19시간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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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ltration, OA Control을 적용한 모델에 추가로 면담

후 결정한 Schedule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실시한 결과

전력사용량은 403,000KWH이며 모니터링한 전력사용량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Schedule 조정 후 시뮬레이션 결과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104.3%,

MBE = 4.33%, Cv(RMSE) = 13.62%로 계산되었다.

MBE (Acceptable Value : ± 5%)와 Cv(RMSE)

(Acceptable Value : 15%) 값이 모두 신뢰도 범위 안에

들어왔다.

4. 입력변수에 따른 결과 비교

3장에서 반영한 Infiltration, OA Control, Schedule을

개별적으로 한 요소씩 기본모델에 반영하여 각 요소별로

에너지사용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요

소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기본모델 대비 에너지사용량 비교

그래프를 분석하면 Infiltration의 경우 0.99 ACH(12,1,2

월은 1.98 ACH)적용 시는 에너지사용량을 13.8%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며, OA Control을 적용한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1.8% 감소한다. Schedule을 실제 운행

Schedule에 맞게 조정한 경우는 에너지사용량이 2.4%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요소별 기본모델 대비 에

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표 14에 나타내었다.

구 분 기 간 에너지사용량(KWH) 편차율 %

기본모델

난방기 146,005 -

냉방기 218,316 -

합 계 364,321 -

Infiltration

난방기 200,388 +37.2%

냉방기 214,194 -1.9%

합 계 414,582 +13.8%

OA Control

난방기 145,298 -0.5%

냉방기 212,401 -2.7%

합 계 357,699 -1.8%

Schedule

난방기 145,897 -0.1%

냉방기 209,784 -3.9%

합 계 355,682 -2.4%

표 14. 기본모델 대비 입력변수에 따른 결과 비교

또한 모니터링한 실제 전력사용량과 기본모델에 세 가

지 입력변수를 각각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 분 기 간
에너지사용량

(KWH)

MBE

(%)

Cv(RMSE)

(%)

실제 전력

사용량

난방기 198,982 - -

냉방기 187,301 - -

합 계 386,283 - -

기본모델

난방기 146,005 -27.5 40.9

냉방기 218,316 16.6 21.7

합 계 364,321 -5.7 31.7

Infiltration

난방기 200,388 -10.0 32.8

냉방기 214,194 13.3 19.8

합 계 414,582 1.0 26.3

OA Control

난방기 145,298 -27.8 41.5

냉방기 212,401 13.4 19.3

합 계 357,699 -7.4 31.4

Schedule

난방기 145,897 -27.5 41.2

냉방기 209,784 12.0 18.6

합 계 355,682 -7.9 31.0

표 15. 실제 전력사용량 대비 입력변수별 MBE, Cv(RMSE) 분석

난방기, 냉방기에 대해 기본모델 및 각 입력변수별 에

너지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전력사용량과 비교

하여 산출된 MBE와 Cv(RMSE) 값은 표 15와 같다. 난

방기의 경우 Infiltration을 제어하는 경우가 MBE는

-10%, Cv(RMSE)는 32.8%로 실제 전력사용량과 가장 유

사하게 분석되었다. 냉방기의 경우 실제 가동 Schedule을

적용했을 때 MBE는 12.0%, Cv(RMSE)는 18.6%로 실제

전력사용량과 가장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OA Control을

적용한 경우 난방기의 전력사용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냉방기 전력사용량을 감소시켜 기본모델에 비

해 냉방기 MBE와 Cv(RMSE)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ase Study 건물로서 대학건물을 대상

으로 하여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한 후 EnergyPlus로

상세 모델링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건물외피,

실내부하량, 냉난방설비 및 실제 설비 가동 Schedu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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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외피, 실내부하량, 냉난방설비를 입력한 기본모

델을 시뮬레이션 실시한 결과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

은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94.3%로 산출되었으며 냉방기

에는 과다하게 산출되고 난방기에는 과소하게 산출되었다.

(2) Infiltration 산정 시 배기팬에서 배출된 공기량이

실내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0.99ACH를 사용하고 1월,2

월,12월의 Infiltration을 냉방기의 2배인 1.98ACH로 산정

했을 때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은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108.2%로 산출되었으며, MBE는 8.18%, Cv(RMSE)

는 16.60%로 계산되었으며 난방기 과소하게 산출된 에너

지 시뮬레이션 결과 값이 기본모델에 비해 측정값과 유

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3) 설비운전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냉방기

Differential Enthalpy 방식의 OA control을 적용하여 시

뮬레이션 실시한 결과 전력사용량 시뮬레이션 값은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104.8%로 산출되었으며, 봄, 가을 환절

기(3,4,5,9,10,11월) 에너지사용량이 다소 감소하여 MBE는

4.82% Cv(RMSE)는 16.27%로 계산되었다.

(4) 기상데이터, 외피단열, 내부발열, 설비용량,

Infiltration, OA Control, Schedule을 모두 고려하여 시뮬

레이션 실시한 결과 모니터링한 전력사용량 386,283KWH

에 비해 4.3% 높은 403,000KWH가 평가되었으며, MBE

는 4.33%, Cv(RMSE)는 13.62%로 실제 전력사용량과 매

우 유사하게 예측되었다.

(5) 본 연구에서 입력변수별 에너지사용량 분석을 실시

한 결과 Infiltration은 냉난방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OA control은 냉방에너지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Schedule은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6) 난방에너지 사용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

수는 Infiltration으로 Infiltration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모델

에 비해 난방기 실제 에너지사용량과의 비교한 결과 MBE

는 17.5%, Cv(RMSE)는 8.1%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7) 냉방에너지 사용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력

변수는 Schedule로 Schedule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모델

에 비해 난방기 실제 에너지사용량과의 비교한 결과 MBE

는 4.6%, Cv(RMSE)는 3.1%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8) 향후 냉난방용 전력, 조명용 전력, 콘센트용 전력을

각각 측정하여 현재 설치된 형광등, 백열등, 할로겐램프

를 대체하여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을 적용했을 때의

발열에 의한 냉난방에너지 증감 및 조명용 전력사용량

절감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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