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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prediction and reset control of outdoor air temperature on energy

consumption for central heating system are researched by using TRNSYS program package, and the

control performances with the suggested methods of prediction and reset control of outdoor air

temperature a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ones. As a result, the value of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for the predicted outdoor temperatures is improved and the suggested control method shows

maximum 21.8% energy saving in comparison with existing contro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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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방법으로는

단열, 건물 방위 및 형상 등을 통한 건축 계획적인

접근방법과 고효율 제품의 사용, 시스템의 설계 최

적화 및 운전효율의 향상, 그리고 제어 및 관리기술

의 개선 등의 설비적 접근방법이 있다[1]. 특히 설비

적 에너지 절약 방법 중에 있어서 단기간의 연구개

발로 에너지의 커다란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

법은 시스템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

는 건물에너지 운영 관리 및 최적화된 제어 기술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2].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건물의 열원 및 공

조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주로 시스템의 최적

제어를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건물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열환경을 느낌과 동시에 에너지 소모량과

운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

로 운전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3].

난방시스템의 열적쾌적성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연구로서 Adelman[4]은 외기온도와 공급온수온도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외기온도에 역

비례로 공급온수온도를 제어하는 외기보상제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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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안했다.

또한 Kawashima[5]는 기상예보를 통해 얻은 최고

온도, 최저온도, 예측시 실측된 외기온도와 각 시간

에서의 온도수정계수, 3일간 훈련된 상수의 평균값

을 이용하여 외기온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발표

하였고, Han과 Yang[6]은 이 알고리즘을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적용하여 외기온도를 예측하는 알고리

즘을 연구하였으나, 이러한 알고리즘은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현장 적용성

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용이성이 요구된다.

이 밖에 Ahn[1]은 중앙난방시스템에서 외기온도

에 따라 공급온수온도 및 급기온도를 제어하여 에

너지 절감효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난방시스템에 대하여 외기온

도 보상 및 예측제어에 대한 적용성과 외기보상제

어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지연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기보상제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시간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적용이

용이한 예측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존 방법과의 에

너지절감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는데, 이를 위해 건

물 에너지 해석용 TRNSY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외기보상제어

일반적으로 외기보상제어의 목적은 외기온도의

변화에 맞게 실내온도의 설정치를 바꾸고 보건상

혹은 쾌적감의 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외기온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실내온도의 옵셋을 제거하는

데 있다[2, 4]. Fig. 1은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른 실

내공기설정온도의 변화특성을 나타낸 그림으로써

외기온도가 −10~10oC로 변화할 때 실내공기설정온

도를 20~23oC로 변화시키는 외기보상제어의 특성

을 예로서 나타낸 그림이다[7].

이러한 외기보상제어에 있어서는 외기온도의 변

화특성을 고려한 외기온도의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 중 최고 및 최저온도, 그리

고 발생 시각을 입력함에 따라 외기온도변화를 예

측할 수 있는 DOE-2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식 (1)~(3)

으로 구성된 외기온도예측 함수식을 활용하였다[8].

Fig. 2는 이 식들을 활용하여 나타낸 외기온도의 변

화특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기온도 예측함수를

활용하여 외기보상제어를 적용할 경우 실내의 설정

온도 변화에 따른 실내온도 응답특성에서 시간지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 (1)~(3)

을 이용하여 예측된 외기온도(To)를 실제 측정된 외

기온도 값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Fig. 3.

에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보정된 최고온도(Thigh)

발생 시각은 thigh,r으로, 최저온도(Tlow) 발생 시각은

tlow,r으로 각각 나타내 주었다.

:

(1)

:

(2)

:

(3)

t tlow≤

To = Tv Td cos⋅–
π t tlow–( )⋅

24 thigh tlow–( )–
-------------------------------------------

tlow t< thigh≤

To = Tv Td cos⋅–
π t tlow–( )⋅

thigh tlow–( )
-------------------------------

thigh t<

To = Tv Td cos⋅–
π t thigh–( )⋅

24 thigh tlow–( )–
-------------------------------------------

Fig. 1. Indoor air temperature comfortable range with

outdoor air temperature.

Fig. 2. Outdoor air temperature variation. 



10 안병천·홍성석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여기서, 

Tv = (Thigh + Tlow)/2

Td = (Thigh − Tlow)/2

Thigh = 일중최고온도

Tlow = 일중최저온도

thigh : 최고온도(Thigh) 발생 시각

tlow : 최저온도(Tlow) 발생 시각

그리고 수정된 예측 외기온도는 실제외기온도와

정확도를 비교하였으며, 식 (4)의 상관계수를 이용

하여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을 평

가하여 주었다.

(4)

여기서,

R : 상관계수(= )

xi : 실제외기온도

yi : 예측외기온도

 : 예측외기온도의 평균

 : 실제외기온도의 평균

3. 컴퓨터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앙난방시스템의 다양한 수

치해석과 외기보상제어를 적용하였을 때의 에너지

변화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TRNSYS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매개변수 선정은 중앙난방시

스템을 사용하는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모델링하였

다. Table 1은 대상건물의 실내부하 및 시스템 주요

구성기기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건물은 경기

도 용인시에 소재한 H사 연구소로 공조 면적 약

3,008 m2이며,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공

조기와 팬코일 유닛을 통해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각 층의

부하특성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체적인 온도변

화 특성과 에너지 소모 특성을 분석하는데 문제점

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상 모델을 시뮬레이션하

는데 있어서 5개층을 1개의 대상건물로 통합하고

다수의 설비기기들의 전체적인 난방용량으로 구성

하여 단순화 모델로 해석하였으며, 중앙난방 기계실

에서 보일러로부터 공급된 온수와 공조기에서 공기R = 
Σ xi x–( ) × yi y–( )

Σ xi x–( )
2

yi y–( )
2

×

-----------------------------------------------------------

R
2

x

y

Fig. 3. Flow diagram for calibrated outdoor air temperature.

Fig. 4. TRNSYS program for central heating control

system.

Table 1. Parameters for simulation model 

Parameters Specification

Building 

load

(Type660)

Total heat tranfer coeff.(UA) = 

1,471,800(kJ/hr·K)

Heat capacity = 100,480(kJ/K)

Room volume = 12,636(m3)

Boiler

(Type659)

Heat capacity = 11,698,650(kJ/hr)

Specific heat = 4.19(kJ/kg·K)

Supply fan

(Type690,

Type690-2)

Max. flow rate = 1,133(m3/hr)

Power = 150.10(kW)

Circulation

pump

(Type695)

Max. flow rate = 23,311(kg/hr)

Power = 100.37(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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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며, 데워진 공기는 덕트를

통해 실내로 공급되어 난방이 되도록 한 중앙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공급온수온도, 급기온도 및 실

내공기 설정온도(Fig. 1 참조) 등에 대한 해석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공급온수온도 및 급기온도

는 예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결정된 값이다. 

특히, 외기온도 보상제어를 수행하였을 때 시간지

연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외기온도 예측제어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실제외기온도 및 외기온도함수식에

대한 예측외기온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한 예

측제어를 적용했을 때의 온도변화 특성과 에너지

소모특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해석기간은 연속적인 기상데이터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난방이 이루

어지는 겨울철 일주일(7일) 동안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때의 실제 외기온도는 서울지역의

기상청 데이터의 건구온도 데이터이며, 제어시간 간

격은 1시간으로 선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Fig. 5는 Fig. 1을 고려하여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외기보상제어를 수행하였을 때의 7일 간의 온도변

화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공

급온수온도와 급기온도의 경우는 각각의 설정온도

값인 55oC와 32oC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실내

공기온도의 경우는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라 외기보

상제어가 이루어져 20~23oC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외기온도변화에 따

라 공급온수온도 및 급기온도의 설정값들을 적절히

변화시켜줌이 바람직하나[1],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제어설정값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외기온도에 따

른 실내온도의 제어설정온도의 변화를 주는 외기보

상제어만을 고려하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서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변경시켜주는 외기보상제어를 수행한

결과와 기존방법으로서 실내설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제어방법을 적용한 경우를 각각 적용했을

때의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한 결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Fig. 6은 7일간의 총 에너지 소모량을 각각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기보

상제어를 수행하였을 경우(Case 5: 3.360e+8 kJ)와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20oC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을

경우(Case 1: 3.358e+8 kJ)와는 에너지 소모량 차이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설정온도를 21oC로 일

정하게 하였을 경우(Case 2: 3.638e+8 kJ)에 비해서

는 약 7.7%, 설정온도를 22oC로 하였을 경우(Case

3: 3.946e+8 kJ)에 비해서는 약 14.9%, 그리고 실내

공기 설정온도를 23oC로 하였을 경우(Case 4:

4.294e+8 kJ)에 비해서는 약 21.8%의 에너지 절감성

능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외기온도의 변화를 고려한 외기

보상제어를 적용하였을 경우가 고정된 실내설정온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simulation

Parameters Conditions

Supply water temperature  55oC

Supply air temperature  32oC

Indoor set temperature  20~23oC

Fig. 5. Various temperature changes for outdoor reset

control.

Fig. 6. Total energy consumptions for various contro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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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어하였을 경우에 비해 실내온도가 20~23oC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온도특성(Fig. 5 참조)을 나타

냄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열적환경을 제공하고

있음과 아울러 에너지 절감성능도 상대적으로 양호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외기보상제어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해

실내공기 설정온도와 실내공기온도의 변화특성을 1

주일 중 2일간의 변화를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실

내설정온도가 1시간의 제어간격마다 계속적으로 변

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어대상온도인 실내공

기온도의 경우 시간지연문제로 인하여 온도변화가

설정온도보다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설정 온도값이 최고점을 나타날 때 실내공기온

도가 설정값보다 높은 오버슈트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의 예측의 정확성

을 기하기 위하여 식(4)와 같이 수정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외기온도와 외기온도 함수식을

이용한 예측온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Fig. 8은 실제외기온도와 외기온도 함수식을 이용

한 예측 외기온도,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실제외기온

도와의 온도차를 비교하여 최고, 최저온도시간을

보정해 준 예측외기온도의 변화특성을 비교한 그

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보정전의 예측외기온도의 경

우 실제외기온도와 비교하여 큰 오차가 발생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외기

온도와의 온도차에 따라 보정을 수행한 예측외기온

도의 경우는 실제외기온도와 거의 근접하게 양호한

추종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외기온도

와 보정 전후의 예측외기온도의 값을 비교한 수치

적인 데이터로써 7일간의 예측 외기온도의 평균값

은 보정전과 보정후에 대해 각각 –1.85oC과 –1.93oC

을 나타냈으며, 표준편차는 보정전과 보정후에 대해

각각 3.36와 3.06을 나타내었다. 또한 실제온도와의

정확도를 판별하는 결정계수(R2)가 보정전 예측외

기온도의 경우는 R2=0.96, 보정후에는 R2=0.99의

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러한 결과로 보정

후의 예측온도가 적합도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외기보상제어를 적용함에

있어 보정된 예측외기온도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

석을 수행하여 나타나는 온도변화 특성 및 에너지

소모특성을 분석하여 주었다.

Fig. 9는 실제외기온도를 통해 외기보상제어를 수

행하였을 경우의 실내설정온도와 예측된 외기온도

를 통해 제어하였을 때의 실내온도 변화특성을 비

교한 그림으로써 예측 외기온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는 보정된 예측 외기온도를 사용하였으며, 

Fig. 7. Indoor temperature changes with outdoor reset

control. Fig. 8. Comparison of predictive outdoor temperatures

before and after calibration.

Fig. 9. Indoor set temperature and indoor temperature with

outdoor rese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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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간 예측 외기온도를 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외기보상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ig. 7에서 나타난 것과 다

르게 실제외기온도를 통해 외기보상제어를 수행하

였을 경우에 나타난 시간지연적인 문제점과 실내온

도의 오버슈트가 거의 사라졌음을 알 수 있으며, 설

정온도 값의 변화에 대해 실내공기온도가 양호하게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외기보상제어를 적용할 경

우 외기온도의 변화를 예측한 후 예측된 외기온도

를 고려한 외기보상제어를 수행할 경우 실내온도환

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실제외기온도를 통해 외기보상제어를

수행한 경우와 외기온도 예측을 통해 시간지연효과

와 실내온도변화에 있어서 오버슈트적인 특성을 제

거하도록 실내설정온도를 보정해준 경우의 중앙난

방시스템의 1주일 동안의 전체에너지 소모량 특성

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외기온도를 통해 외기

보상제어를 수행한 경우(3.892e+8 kJ)보다 외기온도

를 예측하여 외기보상제어(Outdoor reset predictive

control)를 수행하여 주었을 때(3.731e+8 kJ)가 약

4% 정도의 에너지 절감성능을 나타내어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기온도 예측을 통한 외기보

상제어가 제어 성능 및 에너지절감 효과에 보다 효

과적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방부하와 관련된 외기온도가 계

속적으로 변화됨을 고려하여 변화되는 외기온도를

예측하고 예측된 외기온도를 이용하여 외기보상에

의한 실내온도 설정치를 변화시켜 주는 외기보상제

어를 난방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른 제어성능 및 난

방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

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외기온도 변화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온도 설정

치를 변화시켜주는 외기보상제어를 적용함에 따라

실내공기온도 설정범위내(20~23oC)에 있어서 최대

조건인 23oC로 제어하였을 경우보다 약 21.8%의 에

너지 절감성능을 나타내었다.

(2) 외기온도 예측함수를 통하여 외기온도를 나타

낸 결과 실제외기온도와의 결정계수가 R2=0.96로

나타났고, 이를 다시 실제외기온도와의 온도차에 따

른 최고, 최저온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보정해 나가

는 수정된 외기온도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실제외기온도와의 결정계수가 R2=0.99로 나타났으

며,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얻을 수 있었다.

(3) 실제외기온도를 통하여 외기보상제어를 수행

할 경우 실내공기온도의 변화에 있어서 시간지연적

인 특성과 설정점 이상으로 오버슈트하는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실제외기온도와의 온

도차를 비교하여 최고, 최저온도 발생시간을 보정해

준 예측외기온도를 매시간 마다 미리 예측하고, 제

어설정값을 변화시켜준 결과 기존의 외기보상제어

방법보다 약 4%의 에너지가 적게 소모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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