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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예측 외기냉방에 의한 건물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ilding Energy Saving using Outdoor Air Cooling by Load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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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trol algorithm for outdoor air cooling based on the prediction of
cooling load, and to evaluate the building energy saving using outdoor air cooling. Outdoor air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solar insolation are predicted using forecaste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teorological agency, and the
building cooling load is predicted from the obtained outdoor air conditions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The air flow rate
induced by outdoor air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predicted cooling loads. To evaluate the energy saving, the benchmark
building is modeled and simulated using the TRNSYS program. Energy saving by outdoor air cooling using load prediction
is found to be around 10% of the total cooling coil load in all locations of Korea. As the allowable minimum indoor temperature
is decreased, the total energy saving is increased and approaches close to that of the conventional enthalp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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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

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분야

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건물은 고단열, 고기밀화가 필수적인 요

소로 간주되고 있으며,(1) 이와 동시에 건축물의 심미적

인 외관을 위해 커튼월로 외장을 처리하는 건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에서 발생한 열은 

내부에 축적되고, 유입되는 일사열은 늘어나게 되어 

건물을 냉방해야하는 기간과 요구되는 냉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2)

건물에 축적되는 열이 많을수록 에너지 절약 측면

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술이 외기냉방이며, 냉열원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가 1/5정도까지 

저감된다고 여겨지고 있다.(3, 4) 이에 건물에너지 절약

을 위해 외기냉방시스템(Outdoor air cooling system or 
Economizer system)이 권장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는 이코노마이져시스템을 “중간기 또

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기준온도보다 낮

은 도입외기에 의해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 실내공기질과 건물의 총 에너

지 소비량에 이점이 없을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기냉방을 제어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온도 제어와 

엔탈피 제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기측 정보의 고려

유무에 따라서는 non-integrated control과 integrated con-
trol로 분류할 수 있다.(5, 6)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

구는 외기냉방 제어방법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분석의 

해석적 연구에 치중되어 왔으며, 사무시설,(6) 아파트형 

공장건물,(7) 공동주택,(8) 초고층 주거용 건물,(9) 도서관
(10) 

그리고 데이터센터
(11) 등 다양한 현장에 대해 분석하

였다. 또한 Cheon et al.(12)
은 M&V를 수행하여 베이스

라인 모델에 외기냉방을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에너

지 절감량을 분석하였으며, Choi et al.(13)
은 에너지 절감

분석에만 집중되던 기존 연구와 달리 실내 CO2 농도

와 온도까지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무

용 건물에 대해 반송동력을 포함한 냉방소비전력을 분

석한 결과 엔탈피 제어가 국내 기후 여건에 적합한 제

어방식임이 검증되었고,(14) 이러한 양상은 다른 용도의 

시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이 증명되었다.
Shin and Cho(15)

는 건물의 외기냉방 제어가 시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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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outdoor air cooling by load prediction.

리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조사하였

다. 또한 Kim(16)
은 대형건물이 밀집한 테헤란로의 건

물들의 건물자동화시스템(BAS)을 조사한 결과, 외기

냉방 제어를 하는 건물은 75%이었으나, 이중 9%만이 

외기와 환기의 엔탈피를 고려한 자동 외기냉방운전이 

되고, 나머지 91%는 외기온도에 따라 운영자의 판단

에 의해 외기냉방이 수행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외기

냉방시스템은 다른 냉방시스템에 비해 별도의 설비가 

요구되지 않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나지만 기존의 

운영자의 경험에 의해 운전되는 상황에서는 외기냉방

의 보급과 절감효과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운영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

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는 부하예측 외기냉

방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안한 부하예측 

외기냉방은 사전에 예측된 외기정보와 냉방부하 정보

를 이용하여 외기냉방을 수행하는 제어방법으로, 외기

냉방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시

설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건물자동화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어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외기냉방의 적극적인 활용

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때 특정 지역

에 대해서만 분석되던 기존 연구와 달리 다양한 지역

에 대한 외기냉방효과를 비교하였고, 제안한 외기냉방 

제어방법의 효과 중 하나인 적절한 쾌적성 유지를 위

해 실내온도 또한 주요인자로 고려하였다.  

2. 부하예측 외기냉방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하예측 외기냉방은 사전에 

예측된 익일의 외기상태와 냉방부하 정보를 이용하여 

이에 맞는 외기냉방을 수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때 

냉방부하는 곧 실내상태변화를 의미하므로, 부하예측 

외기냉방은 실내외의 공기상태와 열상태를 고려한 제

어라 할 수 있다. 제안한 제어방법은 기존 제어방법과 

달리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수십분 간격으로 외기냉방 

수행여부를 결정하므로 잦은 외기댐퍼 조작을 방지하

고 실내에 쾌적한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냉방

부하를 제거하고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만큼만 외

기를 도입하는 특징을 갖는다. 외기냉방 예측제어의 

알고리즘은 Fig. 1과 같으며, 크게 7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외기냉방 판단주기 설정단계) : 외기냉방시스

템이 외기냉방 운전에 적절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판단

하는 주기 ∆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일정기간동안(10분, 
30분, 1시간 등)의 주기적인 판단을 통해 잦은 On/Off 
동작을 방지한다.

2단계(실내 냉방 최저온도 설정단계) :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기냉방운전 방식은 환기를 고려하지 

않고 외기상태가 외기냉방에 적절한 상태라고 판단되

면 외기를 최대로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

만 낮은 온도를 갖는 외기를 도입할수록 냉방에너지 

절감효과는 증가하지만 실내를 과도하게 냉각하여 불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실내를 쾌적한 범위로 

유지하면서 외기냉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 냉방온

도점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설정하는 실내 최저냉방온

도점은 일반적인 냉방설정온도보다 약 1~2℃ 낮은 온

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실외 기상상태 예측단계) : 외기냉방의 스케

쥴링을 설정하기 위해 일정기간(통상적으로 1일) 동안

의 실외 기상상태를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기

상청의 예보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존에 연구된 기상상

태 예측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는 엔

탈피 산출과정을 포함한다. 예측된 기상데이터는 식 

(1)과 식(2)를 이용하여 1단계에서 설정한 판단주기동

안의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

∆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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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conditions for benchmarking zone
Variables Design condition

Zone area 378 m²

Zone volume 2,268 m³

Designed temperature 26℃

Designed humidity 55%

The number of person per area 0.4 person/m²

Caloric value of human 53(sensible), 35(latent) W/person

Thermal density(lighting) 30 W/m²

Thermal density(equipment) 5 W/m²

Inducing OA flow rate 30 CMH/person

Fig. 2  Schematic of air handling unit.

4단계(냉방부하 예측단계) :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방

부하를 제거할 만큼만의 외기냉방을 수행하기 위해 외

기상태와 설정 실내온도에 기반하여 냉방부하를 예측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방부하()
는 외기에 의한 부하를 제외한 온도차에 의한 전열부하

(), 일사량에 의한 일사부하(), 침기에 의한 부

하(), 그리고 내부발생열에 의한 부하()의 합으

로 이루어진다. 이때 예측과정에서 실내온도를 2단계

에서 설정한 최저 냉방온도로 설정함으로써 도입외기

량이 설정한 최저 냉방온도까지 냉각하도록 한다. 예
측된 냉방부하도 마찬가지로 판단주기 동안의 평균값

을 사용한다.

  


∆
∆           (3)

5단계(외기냉방 적절여부 결정단계) : 외기상태에 기

반하여 외기냉방 적절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엔탈피 제어에 기반

한다. 식(4)와 같이 앞서 3단계에서 얻어진 외기 엔탈

피()가 설정한 외기냉방 엔탈피 (일반적으

로 환기측의 엔탈피)보다 작은 경우, 외기냉방에 적절

한 조건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Cold draft를 방지하기 

위해 너무 낮은 온도유입을 방지해야하며, 엔탈피가 

낮더라도 실내보다 높은 온도의 공기유입은 재실자의 

불쾌적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식(5)와 같이 최대, 최
저온도 범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외기냉방에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외기도입량은 실내환기를 위

한 최소량으로 결정된다.

          (4)

              (5)

6단계(도입외기량 산출단계) : 4단계에서 결정된 냉

방부하를 바탕으로 적정 도입외기량을 산출하는 단계

이다. 5단계를 거침으로써 도입되는 외기에 의한 부하

는 냉방부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필요 도

입외기도입량( )는 다음 식(6)으로부터 결정된다. 

이때 산출된 외기도입량이 최소외기도입량( )보다 작

거나 설계최대풍량( )보다 높다면 식(7)과 같이 작

동가능범위내로 제한한다. 정풍량의 경우에는 산출된 

필요도입외기량을 외기도입률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6)

         ≤  ≤  (7)

7단계(판단 반복여부 결정단계) : 앞선 과정이 미리 

설정된 총 운전시간을 초과하면 외기냉방 수행여부 판

단을 종료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즉, 미리 설정된 예측

제어 결정시간(일반적으로는 1일)을 만족함에 따라 반

복계산을 종료하는 단계이다. 

3. 부하예측 외기냉방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외기냉방 예측제어의 에너지 절감효과 및 쾌적성 유

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시 K연구원에 위치한 연

구용 건물의 대형 교육시설을 벤치마킹 존으로 설정하

였으며, 벤치마킹 존의 설계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설정 존은 전기식 히트펌프(EHP)와 공조기의 조합

으로 공조되고 있으며, EHP로부터 생산된 열은 공조

기의 코일에 공급되도록 되어있다. 공조기의 개략도는 

Fig. 2와 같고 정풍량이며, 설계사양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이때 해당 공조기는 48%의 높은 외기도입률

로 설계가 되었지만 일반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 최소 도입외기률을 3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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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ign conditions for air handling unit
Variables Design condition

Sensible cooling load 25,725 kcal/h

Total cooling load 34,640 kcal/h

Selected supply air flow rate 9,500 CMH

Outdoor air intake rate 4,600 CMH

Outdoor air intake ratio 30%

Selected cooling coil capacity 72,900 kcal/h

Fig. 3  Flow diagram for TRNSYS simulation studio.

(a) Seoul

(b) Mokpo
Fig. 4  Available time for outdoor air cooling in Seoul 

and Mokpo in 2015.

Fig. 5  Monthly available time and utilization ratio for
outdoor air cooling in Seoul and Mokpo in 2015.

동적해석프로그램인 TRNSYS를 이용하여 벤치마킹 

존의 특성과 공조기를 모델링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TRNSYS simulation studio를 통해 구성된 해석흐름도

는 Fig. 3과 같으며, 크게 존정보 모델링, 공조기 모델

링, 공조기 제어기, 결과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공조기를 Matlab과 연동되도록 하였고, 외기냉방 제어

조건 및 외기냉방 스케쥴을 Matlab에 코딩하여 공조기

의 외기도입률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외기냉방 예측제

어만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하예측 제어에 사용

된 기상조건과 냉방부하는 TRNSYS에서 제공 또는 계

산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외기냉방 판단주기를 30
분으로 설정하여 30분 간격으로 외기도입률을 사전에 

정하여 해석에 반영하였다. 
벤치마킹 존은 9시부터 19시까지 공조되도록 하였고, 

외기냉방의 적정여부 조건설정에서 와 

는 각각 실내 환기측의 엔탈피와 온도로 설정하였고, 
은 ASHRAE Standard 55-2004(17)

에서 제안한 

cold draft를 느껴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정의한 

식(8)과 일반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15℃로 설정하였다.(9)

  ×  

× ×  ×  × 
          (8)

4. 부하예측 외기냉방 결과 및 고찰

외기냉방 제어방법에 따른 해석결과를 분석하기 전

에 지역별 외기냉방 가능시간을 우선 분석하였다. Fig. 
4는 서울과 목포의 2015년 시간별 외기상태를 습공기 

선도 상에 표시하고, 앞서 설정한 외기냉방가능범위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목포가 더 높

은 습도를 보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시간의 외기

가 외기냉방에 적합한 조건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5는 2015년 서울과 목포의 일반적인 공조시간(9

시~19시)동안 외기냉방이 가능한 시간과 그 비율을 월

별로 나타낸 것이다. 외기냉방이 가능한 시간은 환절

기에 집중됨을 알 수 있고 때론 여름에도 외기냉방의 

작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새벽보다 온도가 비교적 

높은 공조시간 동안만을 분석하였음에도 외기냉방 가

능시간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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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tilization ratio for outdoor air cooling at various
cities

TMY2 2011 2012 2013 2014 2015
Seoul 13.2% 12.2% 12.5% 10.2% 12.4% 12.7%
Inchon 13.1% 13.0% 10.8% 7.9% 10.2% 10.9%

Gangneung 15.0% 13.5% 15.2% 13.0% 15.9% 16.7%
Gwangju 13.0% 12.4% 12.0% 10.5% 14.3% 13.8%
Mokpo 13.7% 12.8% 11.3% 8.9% 10.2% 13.3%
Ulsan 15.2% 14.4% 15.7% 12.9% 16.0% 15.7%

Table 4  Comparison of monthly cooling coil load and 
energy saving in Seoul 

Cooling coil load[MWh] Energy saving[%]
Before
ODAC

Enthalpy
control

Prediction
control

Enthalpy
control

Prediction
control

Apr. 1.59 0.48 1.15 70.1 27.7
May. 4.57 2.72 3.28 40.5 28.2
Jun. 8.03 6.91 7.02 13.9 12.6
Jul. 12.94 12.84 12.86 0.7 0.5

Aug. 13.85 13.76 13.73 0.7 0.9
Sep. 7.51 6.16 6.36 18.0 15.3
Oct. 2.81 1.02 1.80 63.5 35.9
Total 51.70 44.00 46.60 14.9 9.9

Fig. 6  Variation of indoor temperature difference using
typical weather data in Seoul.

Fig. 7  Variation of induced outdoor air ratio using typical
weather data in Seoul.

외기냉방 가능시간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년중 외기냉방 가능시간의 비율을 비교

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때 TRNSYS에서 제공하

는 TMY2 형식의 표준기상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최근 

5년간 측정하였던 기상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평
년과 다른 외기상태를 보인 2013년을 제외하면 년중 

10% 이상의 높은 시간동안의 외기냉방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평균 외기도입 가능비율이 표준기상데이터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표준기상데이터를 외기냉

방 검증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의 표준기상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외기냉

방 제어방법인 엔탈피 제어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

하예측 외기냉방의 월별 냉각코일부하와 에너지 절감

률을 Table 4에 비교하였다. 이때 부하예측 제어의 실

내 최저온도점은 24℃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외기냉방에 의한 에너지 절감효과는 환절기

인 4~6월과 9~10월에 집중되어 얻을 수 있고, 여름철

인 7월과 8월은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엔탈피 제어와 부하예측 제어 모두 큰 에너지 절감효

과를 얻을 수 있으나 부하예측 제어가 절감효과가 약

간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엔탈피 제어는 외기

를 100% 도입하는 것으로 계산한 반면, 부하예측 외기

냉방은 냉방부하의 제거와 실내온도 변화를 동시에 고

려하면서 외기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엔

탈피 제어의 경우 연간 에너지 절감률은 14.9%인 반

면, 부하예측 제어는 9.9%로 나타났다. 
Fig. 6에 외기냉방 제어 전후의 실내온도차를 시간

평균하여 비교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다. 기존의 엔탈

피 제어는 환절기의 온도가 낮을 때 외기를 냉방부하

에 상관없이 도입함에 따라 실내온도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최대 실내온도 하강값은 

3.55℃로, 이는 곧 실내온도가 22.45℃까지 떨어져 심

한 온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하

예측 제어는 환절기 중에도 겨울철에 가까운 시간에는 

실내온도 하강이 적고, 여름에 가까운 시간에는 실내

온도 하강이 비교적 큼에 따라 거주자가 보다 안락한 

온열감을 가질 수 있다. 부하예측 제어의 최대 실내온

도 하강값은 최대 1.66℃이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

하예측 제어가 기존의 엔탈피 제어보다 실내 쾌적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시간별 외기도입률을 비교한 것이다. 엔

탈피 제어는 외기를 적극도입하기 위해 외기도입률

이 1(100%)로 유지되는 반면, 부하예측 제어는 냉방

부하량에 따라 외기도입률이 결정되어 부하가 큰 여

름에 가까울수록 외기도입률이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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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indoor temperature for one day using 
typical weather data in Seoul.

Fig. 9  Variation of cooling coil load for one day using 
typical weather data in Seoul.

Fig. 10  Variation of included outdoor air ratio for one
day using typical weather data in Seoul.

Fig. 11  Variation of energy saving and indoor temperature
difference with allowable minimum indoor temperature.

외기냉방의 효과를 보다 상세하게 비교하기 위해 연

간이 아닌 하루 동안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8은 겨

울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환절기의 중간일인 5월 15
일와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의 중간일인 10
월 15일의 실내온도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엔탈피 제

어의 경우는 오전에 외기가 매우 낮음에도 지속적으로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의 온도가 한때 크게 낮아지는 

반면, 부하예측 제어는 그 변화가 작음을 알 수 있다.
환절기 하루 동안의 제어방법에 따른 냉각코일 부하

를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으며, 엔탈피 제어에 비

해 부하예측 제어의 냉방부하가 더 높지만 제어 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기도

입률 변화를 나타낸 Fig. 10로 보아 부하예측 제어의 

외기도입량 변화는 일반적인 냉방부하 패턴을 따라 변

하고 있어 냉방부하, 즉 실내 상태변화를 고려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서울지역에 대해 실내 최저 냉방온도 설

정점을 변화시켜 가면서 해석하여 얻어진 연간 에너지 

절감량과 최대 실내온도 하강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최저 냉방온도 설정점을 낮게 할수록 최대 실내온도 

하강은 커지지만 에너지 절감량은 증가하고 기존 엔탈

피 제어의 절감량에 접근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최저 냉방온도 설정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우선

하여 제어할 수도 있고, 실내 쾌적성을 우선하여 제어

할 수도 있어서 건물의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외기

냉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외기냉방 전후의 연간 

냉각코일 부하와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그리고 최

대 실내온도 하강값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때 부하예측 제어의 최저 냉방온도 

설정점을 앞서와 동일하게 24℃로 유지하였으며, 엔탈

피 제어방법과 부하예측 제어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 남부지역일수록 연중기온이 높아 냉방부하가 크

고, 중부지역일수록 연중기온이 낮아 외기냉방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통 적으

로 기존의 엔탈피 제어는 높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

을 수 있으나 실내온도 변화가 3.5℃ 이상으로 크게 

변동하고 있는 반면, 제안한 부하예측 제어는 10% 내
외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으면서 2℃ 내외의 온도변

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하예측 제어는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적절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외기냉방 제어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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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annual cooling coil load, energy 
saving and maximum indoor temperature 
difference at various cities

Cooling coil load
[MWh]

Max. indoor
temp. diff.[℃]

Before
ODAC

Enthalpy
control

Prediction
control

Enthalpy
control

Prediction
control

Seoul 51.7 44.0
(14.9%)

46.6
(9.9%) 3.6 1.7

Inchon 47.8 39.2
(17.8%)

41.6
(12.8%) 3.5 1.8

Gangneung 49.6 39.8
(19.7%)

42.9
(13.5%) 4.0 2.1

Gwangju 60.3 52.5
(12.9%)

55.0
(8.8%) 3.6 2.3

Mokpo 57.3 48.4
(15.6%)

50.7
(11.5%) 3.8 2.2

Ulsan 54.6 45.4
(16.8%)

48.1
(11.9%) 3.7 1.9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시스템으로도 큰 에너지 절

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외기냉방시스템의 보급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 부하예측 외기냉방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익일에 대해 예측된 외기상태 정보와 냉방부하 정

보를 이용하여 부하를 제거하는 동시에 실내온도

가 쾌적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외기를 도입하

는 부하예측 외기냉방을 제안하였다.
(2) 외기냉방 가능시간을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4, 5, 

6, 9, 10월에 집중되어 외기냉방이 가능하며, 최근 

5년 동안의 외기냉방 가능시간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중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서울지역에 대한 외기냉방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실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엔탈피 제어의 

연중 에너지 절감률은 14.9%였지만 실내온도는 최

대 3.55℃ 감소하였다. 반면 부하예측 제어는 에너지

절감률이 9.9%였지만 실내온도는 단지 최대 1.66℃
만이 감소하여 적절한 에너지 절감량을 얻으면서 

실내 쾌적성을 유지하였다.
(4) 부하예측 외기냉방은 최저 냉방온도 설정점을 낮

게 할수록 최대 실내온도 하강은 커지지만 에너지

절감량은 증가하고 기존 엔탈피 제어의 절감량에 

접근해 간다.
(5) 지역별 외기냉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0% 내외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중부지역으로 갈수록 연중 냉방부하는 작지만 에

너지 절감률은 커진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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