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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se and manage the building energy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minimize building energy

consumptions, and establish operation plans of various equipment. The maximum heating and cooling

load calculation is an essential way in various equipment selections, and the annual building load

calculation is used in forecasting & evaluating the LCC required for operation plan. In this study,

noting that the annual building load changes depending on outside temperature around year, we propose

a predicting method of annual building load. By using the 4th polynomial function that have two double

radix and a feature the f (x) = a4 in x = 0 condition, we can calculate annual building load very easily

only with the two result (maximum heating and cooling load) and a minimum parameters.

Key words: Annual Building Load(연간 건물 부하), Polynomial Function(다항 함수), Amplitude Ratio

(진폭율), Mean Building Load Curve(평균 값 곡선)

1. 서 론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건물의 부하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Table 1은 건물에서의 부하량 즉,

출입 열량을 요소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이론을 나타낸 것으로, 건물 외피를 통한 열출

입 정보(지붕, 벽, 유리 등의 열관류율),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환기량, 건물 사용 인원과 발열량, 건물에

서 사용하는 각종 발열원(조명, 컴퓨터 등) 등 다양

하고 방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Table 1을 이용한 건

물의 냉난방 부하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춥거나 더울 때에도 장치용량이 부

족하지 않게 열부하의 최대 설계치를 계산하는 최

대 냉난방 부하계산법과 1년간(8,760시간) 또는 일

정기간의 부하를 계산하는 연간 부하계산법이 그것

이다. 여기서 최대 냉난방 부하계산과 연간부하계산

을 구분하는 큰 차이는 계산 기간이다. 

최대 냉난방 부하계산은 최대 냉방과 난방의 두

시점에 대해서만 계산하는데 반해 연간부하계산은

1년간(8,760시간) 매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만을 계산하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재실

자의 건물 사용 스케줄(주간, 주말, 공휴일), 시간별

기상데이터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건물의 연간 부

하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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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료와 운전 조건에 대한 방대한 양의 반복계산

이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 냉난방 부하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변수의 선택

과 모델링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필

요하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건물 설

계 시 연간 부하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또는 현상설계(Turn Key)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비 및 열원 선정

을 위한 최대냉난방 부하계산만 수행하고 있다. 따

라서 건물의 연간 또는 월간부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장비의 대수분할이라던가, 냉난방 운전 등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설계자 또는 관리인의 경험

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에 설치된 각종 냉난방 열원장비(보일러, 냉

동기, 열교환기 등)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

해서는 대수분할운전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수분

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

태에 따라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

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

계기준 제3조)을 말하는 것으로 최적의 대수분할을

위해서는 건물의 월별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건물에 직접 적용하여 냉난

방 열원으로 사용 가능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경

우 지중열교환기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장기), 월간(중기), 시간(단기)별 건물의 부하량이

필요하다. 이 때에 필요한 것이 건물의 연간 부하계

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최대 냉난방 계산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

리적인 열원장비 설계 및 운영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5].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연간 냉난방 부하 패턴이

외기온도의 주기적인 연간 변화에 따른다는 것에

착안하여, 최대냉난방 부하계산 결과와 최소한의 변

수만으로 다항 함수를 이용한 건물의 연간부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

할 경우,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초기 계획 시 연

간부하를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해당 건

물의 최대 및 부분부하 비율에 따른 적정한 장비 용

량 선정 및 대수분할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운전 계

획 수립뿐만 아니라 연간 운전비 예상 및 LCC 예측

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함수를 이용한 연간부하 예측 방법

2.1 함수를 이용한 연구 사례 및 문제점

함수를 이용한 연간부하 예측 연구 사례는 거의

없다. Michel A. Bernier[1]은 지중열교환기 게산의

불확도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 중에 Sine 함수를 이

용한 부하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고, Kim[3]은 경계

조건에 따른 지열응답 함수의 차이가 수직형 지열

교환기 길이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Table 1. Building Load Calculation Method

Type Load type
Cooling load

Heating load
CLTD/SCL/CLF ETD/SSG

 Exterior 

load 

Roof q=K·A·CLTD q=K·A·ETD q=K·A·Δt·k

Wall q=K·A·CLTD q=K·A·ETD q=K·A·Δt·k

Partition q=K·A·Δt q=K·A·Δt q=K·A·Δt

Glass
Conduction qRT=K·A·CLTD q=K·A·Δt q=K·A·Δt

Radiation qGR=SCL·A·SC q=SSG·A·SC NA

Infiltration
Sensible qIS=GIS·Cp·(to− tr) qIS=GIS·Cp·(to− tr) qIS=GIS·Cp·(to− tr)

Latent qIL=GIL·γ ·(xo− xr) qIL=GIL·γ ·(xo− xr) qIL=GIL·γ ·(xo− xr)

Internal 

load

Light q=Watt · fu · fs · CLF q=Watt · fu · fs NA

Human
Sensible q=N· SHGH · CLF q=N·SHGH NA

Latent q=N·SHGH q=N·SHGH NA

Equipment Sensible q=SHGp ·CLF q=SHGp NA



다항함수를 이용한 건물의 연간부하 예측 방법에 관한 연구 9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연구에서 동일하게 Sine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간부하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계절별 부하의 차이 정도만 표현하고 있고,

계절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부하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등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2.2 연간 부하 및 최대부하 비교

Fig. 1은 건물 연간 부하 계산 프로그램인 eQUEST

를 이용하여 서울 지역에 위치한 업무시설 건물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특정 연도 또는 1년(8,670시간) 동안의 매 시

각 대표적인 기상 조건(온도, 습도, 운량 등)이 담긴

기상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1시간 단위

로 건물의 각 구성요소를 통해 출입하는 부하를 계

산한다. 이 건물은 2013년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반해 최대 냉난방 부하 계산은 Fig. 2

와 같이 1년 중 겨울철 최대 난방부하(Max Heating

Load), 여름철 최대 냉방부하(Max Cooling Load)에

해당되는 두 시점만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 두 지점

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할 경우 주기성을 갖

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최대 냉난방 부하 계산의 경우에도 Table 1에 나

타난 전열 계산 과정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다항

함수로 생성된 그래프에는 건물의 열적 특성(건물

외피를 통한 열출입 정보(지붕, 벽, 유리 등의 열관

류율),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환기량, 건물 사용 인

원과 발열량, 건물에서 사용하는 각종 발열원(조명,

컴퓨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3 함수를 이용한 연간 부하 예측의 개념

수학 함수에는 1차에서부터 3차 이상의 고차 다

항함수가 있으며, 이중에서 연간부하의 주기성을 표

현할 수 있는 함수는 3차 이상의 함수이다. 이 함수

의 일부 구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삼각함수인 Sine

함수로도 주기성을 표현할 수 있다[1, 3]. 이중 (식

1)에 표현된 함수는 −a, a 두 개의 이중근을 가지고,

x = 0에서 f (0) = a4가 되며, a4= |MaxCL −MaxHL| 즉,

f (0) = a4 = |MaxCL −MaxHL|의 관계가 성립하는 특징

을 갖는다[2]. 

Fig. 1. Simulation Case (Office @Seoul).

Fig. 2. Simulation & Peak load curve. Fig. 3. Graph of (E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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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x) = (x − a)2(x + a)2 (1)

여기서 x = 0에서 y의 함수 값이 a4이 되는 것의

의미는 이 함수의 최대값와 최소값의 차이를 함수

의 근(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근을 시간

으로 변화하는 좌표 변환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은 (식 1)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

로 상기의 성질을 이용하면, x축을 1년 8,760 시간

의 축으로 변환 할 수 있고, y축은 건물의 부하량 축

으로 변환 할 수 있다.

Fig. 4는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중 과거자료에서

발췌한 서울 지역의 2013년~2015년까지의 평균온

도 데이터이다.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

년 거의 유사한 패턴의 주기성이 나타나고 있으므

로 주기적 성질을 갖는 수학 함수를 이용한 예측이

가능하다. 

2.4 수학 함수를 이용한 연간부하 계산 과정

이 함수를 연간 부하예측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대냉방부하 100 kW, 최대난방부하

−50 kW인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할 경우, 근 −a ~ a

구간은 1년의 총 시간인 8,760시간으로 바꿀 수 있

다. 여기에 1년 중 최대 난방일 즉, 최대난방부하가

걸리는 가장 추운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식

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이때 지정된 날짜는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숫자로 변환시킨다.

(2)

여기서, t는 로 순서대로 모두 계산

하면 최대값은 368,041,203,360,000,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와 최소값의 차이는 최대값과 같다. 또

한 a= = 4,380이므로, 4,3804= 368,041,203,360,000

이 되어 a4 =최대값이 된다. 여기에 최대난방 부하

가 걸리는 지점을 1월 3일(49 or 8,832)로 지정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5와 같다.

(식 1)의 계산 결과는 y의 함수 값이 시간으로 표

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건물 부하에 맞게 함수 값

을 변환하여야 한다. Table 2와 같이 최대냉난방부

하의 차이와 시간에 따른 y의 함수 값을 비례적으

로 계산한 후 (식 3)에 대입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6과 같다. Fig. 6에서 그래프의 y축의 최대값은

100 kW, 최소값은 –50 kW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의 과정을 Spread Sheet 문서 등에 입력한 후,

최대 냉난방 부하 값에 따른 y축의 함수 값을 결정

y t( ) = t Hpeak( )–( )
2
× t 8760 Hpeak–( )+( )

2

1 x t( ) 8760≤ ≤

8,760

2
-------------

Fig. 4. Mean air temperature data of Seoul.

Fig. 5. Polynomial with time concept.

Fig. 6. Annual Load Prediction Curve @Cooling peak

100 kW, Heating peak −50 kW.

Table 2. Converting y axis with time

Peak load (kW) y axis with time = (8760/2)4 y axis with time/Difference

Peak Cooling load 100 245,360,802,240,000 　

Peak Heating load -50 122,680,401,120,000 = A 　

Difference 150 368,041,203,360,000 2,453,608,022,400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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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Table 2의 A, B 값을 자동을 계산하게 하게 하

면 “연간부하 예측 곡선”이 생성되어 이를 범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3)

3. 정밀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Fig. 7은 서울 업무시설의 동적 부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 건물의 최대냉방부하인 13,051 kW, 최대

난방부하인 –6,557 kW를 적용한 연간부하 예측곡

선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각각 최대 냉난방 부하

에 해당하는 y축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일일 변화에 따른 연간 부하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측 곡선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커브 피

팅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중 최대 냉난방 부하차이

대비 일일 최대 최소 부하차이의 비율’을 제안하고,

이를 ‘진폭율(Amplitude Ratio, AR)’로 명명한다. 이

개념은 (식 4)와 (식 5)의 값을 변수로 사용하여, 그

값에 따라 곡선의 보정(Curve Fitting)이 가능하다.

이때 본 방법에서는 이 변형된 곡선은 ‘평균 값 곡

선(Mean Load Curve)’으로 명명하였다.

MaxCFit = MaxCL − (4)

MaxHFit = MaxHL − (5)

Fig. 8과 Fig. 9는 진폭율 30%와 55%에서의평균

값 곡선이다. 반복 계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진폭율

이 작거나 큰 경우에는 일별 부하량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므로 50~55%로 설정하는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55% 진폭율을 적용하였으며, 이 경

우 시뮬레이션 결과의 중심에 평균 값 곡선을 생성

할 수 있었다. 

여기에 Fig. 10과 같이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사

람들의 스케줄(주간, 주중, 휴일)을 적용하여 건물

사용 스케줄이 평균 값 곡선에 표현되어 일일 부하

변화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스케쥴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실자 패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 및 해당 연도의 기

상청 데이터를 가공하여 “평균 값 곡선”에 기상 변

y t q,( )=
t HPeak( )–( )

2
t 8760 HPeak–( )+( )

2
× A–

B
------------------------------------------------------------------------------------------------------

MaxCL MaxHL+( ) AR %( )×

2
---------------------------------------------------------------------

MaxCL MaxHL+( ) AR %( )×

2
---------------------------------------------------------------------

Fig. 7. Annual Load Prediction Curve & simulation result.

Fig. 8. Annual Load Prediction Curve with 30% amplitude

ratio (dotted line).

Fig. 9. Annual Load Prediction Curve with 55% amplitude

ratio (dotted line).

Fig. 10. Resident Schedule.



12 윤희원·최승혁·류형규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화를 주기 위하여 일별 기상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은 각각 기상청의

국내기후자료 중 과거자료 검색을 통해 각각 서울

의 2013년 평균 온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기상자료를 평균 값 곡선에 적용하여 일별 부하

패턴에 변화를 나타내는데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기상자료 사용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보

간값은 총 10등분으로 설정하였으며, 보간 값이 ‘0’

일 경우에는 평균 값 곡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고, ‘10’을 적용하면 기상데이터와 동일한 형상의

그래프가 생성된다. Fig. 12는 보간값 ‘8’을 적용한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동적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하면 Fig. 13과 같다. 이중에서 Fig.

14와 Fig. 15는 각각 2월과 6월 중 특정한 구간을 비

교한 것으로 매우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서울지역 업무시설 건물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수

학 함수를 이용한 결과를 Table 3에 비교하였다. 냉

방기간에 해당하는 5월~9월에는 최대 14% 최소 7%

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단,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난방기간에는 다소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시뮬레이션 결과 값에는 잠열부하가 포

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일일 진폭을 결정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폭율, 기상데이터 보

간 수준, 일일 스케줄 등을 조정하여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유형별 여러 건물의 시뮬레

이션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1. Weather data of Seoul (KMA).

Fig. 12. Mean load curve using weather data (apply ‘8’).

Fig. 13. Compare with calculation & simultion.

Fig. 14. Compare some (11days in February).

Fig. 15. Compare some (11days i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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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부하가 변화하는 연

간 외기온도 주기에 따른다는 것에 착안하여 두 개

의 이중근을 갖고 x = 0에서 f (x) 값이 근의 네제곱

이 되는 형태의 다항함수를 이용하여 ① 건물의 최

대 냉난방 부하(RTS-SAREK 결과 이용), ② 건물의

예상 사용 시간 및 재실자 스케쥴, ③ 건물이 위치

한 지역의 기상청 1년간 평균 온도, ④ 건물의 최대

냉난방 부하에 대한 일일 부하 진폭율 만으로 연간

건물부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및 제안하

였다. 

본 방법론은 건물 계획 초기에 연간 부하량 정보

가 필요한 분야 즉, 지열시스템의 지중열교환기 용

량 계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아

니라 월별 사용 패턴을 고려한 장비의 댓수분할 및

이에 필요한 기계실 면적 등을 초기에 계획할 경우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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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rror analysis of simulation and calculation result

Month

Cooling Heating

Simulation
Polynominal 

function
Error(%) Simulation

Polynominal 

function
Error(%)

1 1,111,426 818,157 −36% −214,027 −429,125 50%

2 1,117,445 897,574 −24% −119,826 −316,564 62%

3 1,597,360 1,323,246 −21% −51,169 −179,651 72%

4 1,963,746 1,766,409 −11% −5,404 −43,601 88%

5 2,337,800 2,510,831 7% 0 0 −

6 2,456,043 2,745,842 11% 0 0 −

7 2,693,855 3,112,903 13% 0 0 −

8 2,677,895 3,130,482 14% 0 0 −

9 2,289,180 2,487,689 8% 0 0 −

10 2,211,351 2,108,830 −5% 0 0 −

11 1,286,481 1,252,938 −3% −130,682 −130,591 0%

12 1,214,752 987,532 −23% −177,000 −356,012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