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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aims to develop a platform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peration schedules on th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to derive a simulation model based optimal start and stop daily strategy. An

open-source building energy simulation tool DOE2 is used for the engine, and the developed simulation

model is validated using ASHRAE guideline 14. The effect of late-start/early-stop operation of HVAC

system on the daily building energy consumption was analyzed using the developed simulation model.

It was found that about 10% of energy consumption cut was possible using the control strategy for

an hour of advance of the stop operation, and about 3% per an hour of delay of the start operation.

Key words: Building energy simulation(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Optimal start/stop control(최적 기

동/정지 제어), Simulation model(시뮬레이션 모델), Operation schedule(운전스케쥴)

기호 설명

BAS : Building Automation System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MBE : Mean Bias Error

Mi : Monthly gas consumption in energy bill

N : number of observations 

Si : Monthly gas consumption estimated 

WRF :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1. 서 론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이 국내 전체 에너지소

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54%를 넘어선다는 서

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보고가 있다[1, 2]. 전체 에너

지 소비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

물 냉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건물의 외피 설

계를 최적화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3], 효율 높

은 건축 설비를 이용하고[4-6], 신재생 에너지를 이

용하는 방법[7]을 고려한다. 

중소규모 건물은 단위 건물의 에너지 절감 잠재량

은 작지만, 절대적인 건물 수가 많아 전체 에너지 절

약 효과가 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관

리 방법 개발은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 절감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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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매우 중요하다[4].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 건물

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상 예측

정보와 모든 설비 작동 스케쥴 경우의 수를 고려한

일별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중 가

장 에너지 소비가 작은 최적 설비 운영 스케쥴을 결

정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최적 기동정지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체 연구내용 중 개발

된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과 최적 기동정지 제어

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효과 분석의 예를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2.1 대상 건물 및 설비 정보

연구 대상 건물은 수원지역에 있는 1998년 준공

된 전화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의 건물이며, 투시와 평면도를 Table 1에 보였다.

건물의 지하층은 주차장이며, 1층은 경비실 및 숙직

실, 2-3층은 전자교환기실, 4층은 사무실로 사용된다.

건축도면으로부터 벽체 구조 정보를 얻어 동적에

너지 시뮬레이션 툴에 입력하며 얻은 건물 구조체

열관류율을 Table 2에 보였다. 창호는 아르곤이 충

전된 녹색 칼라 복층 유리이다. 실제 건물의 2-3층

은 24시간 시스템에어컨으로 항온을 유지하는 전산

실이며 이를 기기 발열 및 패키지형 에어컨 공조로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1, 4층의 냉난방에

너지 사용량을 분석한다. Table 3에 해당 층 공기조

화를 위한 설비와 용량을 정리해 보였다. 열원설비

로는 보일러와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며 공기 측

은 펜코일 유닛을 이용한다. 실운전은 냉동기 환수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하나,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실내온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냉방 기간

은 6-9월, 난방 기간은 11-3월로 파악되었다. 실제

간절기와 냉난방기의 접점인 3, 6, 9, 11월은 운영자

의 판단에 의해 간헐적인 냉난방이 시행되어 정확

한 스케쥴을 확인할 수 없어 보름간 운영이 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Table 1. Building perspective and floor plan

Perspective   Floor plan Area/Purpose

Area: 

678.56m2×4

Basement: parking

2, 3F: 

Digital switching system room

4F: 

Office 

Area: 427.63m2

1F: 

Security office, night duty room

Table 2. U-value & Thermal resistance

Components
Construction

material(thickness in mm)

U-value

(W/m2·K)

Ext. wall
Tile(60)-Concrete(150)-

Mortar(50)
3.283

Roof
Concrete(100)-Mortar(40)-

EPS(80)
0.357

Floor
Tile(30)-Mortar(25)-

Concrete(150)
3.933

Window Argon Filled Glass(24) 2.791

Table 3. Building equipment list

Type Equipment Capacity

Water-side

Boiler 25,300Kcal/h

Double effect absorption 

refrigerator
100 USRT

Air-side

Fan Coil 

Unit

(Number of 

units)

(38)

Cooling: 

2,160Kcal/h

Heating: 

3,520Kcal/h

(12)

Cooling: 

3,190Kcal/h

Heating: 

5,03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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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DOE2를 선정하였으며,

정보 입력은 DOE2와 연동되는 eQuest 입력모듈을

사용했다. 냉난방 설비 운전은 건축물 특성과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일별 냉난방 운전 소요 에너

지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자를 고려한 시간

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기축 건물의 냉난

방 운전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 정보, 설비 운

전조건, 건물이 해당일에 경험하는 기후조건을 시뮬

레이션에 반영한다. 실제 전체 연구에서는 WRF모

델을 이용하여 단기 로컬기상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기상예측을 시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난 일정 기간(2015-2016년)의 시간별 건습구온도,

상대습도, 대기압, 이슬점 온도, 일사량, 풍속의 기

상데이터를 기상청에서 받아 DOE2가 사용하는 기

후데이터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일사는 다시 Reindl

et al.[8]의 모델을 이용하여 직산 분리하여 이용하였

다. 아직 직산 모델의 정확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

고 있지만, Yoon[9]은 국내의 경우 Reindl et al.[8]의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활용단계

에서는 기상예측모델 혹은 기상청 예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입력되어야 할 건물정보 중 재실 스

케쥴, 내부 발열 및 침기의 실제 운영 정보를 정확

히 얻기는 어렵다. 재실 스케쥴은 일반적인 사무시

간(오전 9시–오후 6시)을 기준으로 하였다. 침기 증

가는 냉난방 부하 증가로 작용하지만, 내부 발열 증

가는 냉방부하는 증가시키고, 난방 부하는 감소시키

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기량과 내부발열

량을 상수로 보고 변화시켜가며 월간 고지서로부터

얻은 가스사용량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값을 찾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로 사용하였다. 이 값을

찾기 위하여 python scipy 라이브러리[10]가 제공하

는 differential evolution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2.3 최적 기동/정지 제어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냉방 기동/정지 제어

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화와 실내온도 변화를 계

산한다.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 기동/정지 시각

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Fig. 1에 보였다. 냉방설정

온도(23.8℃) 조건에서 재실시간 한 시간 전부터 냉

동기를 작동하여 마지막 재실시간까지 운전하는 조

건의 전산모사 결과 에너지사용량을 기준값으로 한

다. 최적 정지 제어는 냉방기 정지시각(tstop)을 마지

막 재실시각에서 한 시간씩 앞당겨가며 최종 재실

시각에서의 실내온도가 쾌적 범위 (25.5℃)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가동

정지시간(tadvance)을 늘려준다. 최종적으로 얻은 가동

정지시간으로부터 최적 정지시각을 얻는다. 최적 기

동제어는 냉방기 기동시각(tstart)을 한 시간씩 늦추며

기동시각에서의 실내온도가 쾌적 범위를 넘지 않았

는지 확인하며,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동지연

시간(tdelay)를 늘려준다. 최종적으로 얻은 기동지연

시간으로부터 최적 기동시각을 얻는다. 이때 얻은

일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

감률을 산출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Fig. 2는 에너지 고지서로부터 얻은 월간 건물 가

스사용량과 앞서 최적화 도구를 이용하여 설정된

침기(=1.03 ACH) 및 내부 발열(=27.0 W/m2) 값을

적용하여 얻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월간 가스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를 2015, 2016년도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ASHRAE guideline 14는 3년간의 운전

기간에 대한 에너지 고지서를 이용하여 교정한 시

뮬레이션 모델의 신뢰도를 식 (1)의 평균 경향 오차

(mean bias error; MBE)와 식 (2)의 오차들의 산포 성

Fig. 1. Flowchart for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chiller

start- and stop-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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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는 지수(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square error; Cv)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1)

 (2)

MBE는 5% 이하, Cv는 15% 이하의 경우, 교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11].

계산 시, 냉난방기간이 아닌 데이터와 앞서 언급한

3, 6, 9, 11월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Fig. 2의 데이터

에 대하여 MBE는 1.52%, Cv는 18.4%를 나타내었다.

각 년도 별로는 2015년에 각각 4.47% 및 8.83%,

2016년도는 –1.42%와 24.1%를 보였다. 상세한 보정

을 통하여 평가하는 ASHRAE guideline 14의 기준

을 에너지 고지서 데이터 기간과 산포면에서는 완

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방법론 개발을 목표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모델을 이용하여도 좋다고

판단하였다. 

3.2 최적 정지 제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설정 온도와 외기온도

간 차이가 큰 겨울철에는 최적 기동/정지를 이용하

여 에너지 절감을 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최적 정지 제어는 냉방부하가 매우 큰 시기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6월 및 8월 말 등 간절기에는 외

기온에 따라 건물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기회도 많

다. Table 1의 (6) 에 표시된 건물 4층 중앙 공조 존

의 2015년 6월 26일의 정지 제어에 따른 설비 정지

부터의 온도변화를 Fig. 3에 보였다. 재실 시작시각

부터 냉방설정 온도로 유지가 되며, 정지 제어와 함

께 실내온도가 상승한다. 쾌적 온도 범위 설정에 따

라 운전정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가 달라진

다. 그림 내 세로 선은 재실시간 한계를 나타내며 아

래쪽 가로 선은 냉방설정 온도를, 위의 일점쇄선은

쾌적 온도(25.5℃)의 한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정

지 제어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재실시간 종료 시점

에서의 실내온도가 높아진다. 이때 정지시간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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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billed- and model-fitted gas

consumptions for the reference building for the years of

(a) 2015, and (b) 2016.

Fig. 3. Impact of facility stop advance on the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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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17시까지 앞당기면 재실이 끝나는 18시에

재실 쾌적성 한계인 25.5℃ 근처를 유지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설비 정지를 한 시간 당

기면 당일 에너지소비량의 추가 약 12%씩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을 보인다. 당일의 경우 Fig. 3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한 시간을 앞당겨 정지할 수 있으므

로 일일 사용 냉방에너지의 12.7%를 줄일 수 있다.

만일 3시간까지 조기 정지할 수 있다면 약 40%에

가까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3.3 최적 기동제어

오전 중 냉동기 기동은 외기온이 낮아 실내온이

충분히 떨어져서 냉방이 필요 없는 동안 기동을 미

룰 수 있다. Fig. 5은 2015년 8월 26일 기동제어에

따른 실내온도 변화를 보인다. 새벽의 낮은 외기온

으로 냉방 시작 시 실내온이 충분히 낮아 기동을 3

시간 늦추어도 문제없다. 그림에 2, 3시간 기동을 늦

추면 실내온도에 작은 정점이 생기고 다음 시간에

는 냉방이 시작된다.

Fig. 6은 기동제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

률을 보인다. 한 시간 지연에 따른 사용량 저감률은

3% 정도로 앞서 정지 제어의 경우보다는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3시간 지연할 수 있

어 전체적으로는 약 13%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했다.

최적 정지제어가 기동제어와 비교하여 더 높은 에

너지 절감율을 보이는 것은, 기동제어의 경우 누적

된 열량을 이후의 재실시간을 위하여 다시 제거해

주어야 하지만, 정지제어는 이후 재실시간이 없어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최적 기동정지제어

Fig. 4. Impact of facility stop advance on energy con-

sumption and savings.

Fig. 5. Impact of facility start delay on the room temper-

ature.

Fig. 6. Impact of facility start delay on energy consump-

tion and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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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로 다른 절에서 설명한 기동제어와 정지

제어의 최적화는 동시에 진행된다. 하루에 기동지연

과 조기 정지 운전이 동시에 시행되며 극단적이면

당일 냉동기가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도구인

DOE2를 이용하여 최적 기동정지제어 조건을 찾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적용에 따

른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운전원이 건축 설비를 수동 운

전하는 중소형 빌딩을 대상으로 기상예측 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당일 혹은 다음날 설비 운영안을 제

안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 이

용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최적 정지제어가 기동제어

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절감율을 나타냈으며, 연구

대상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가 일별 건물에

너지 사용량의 약 10%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시뮬레이션 시간 간격을 더 작게 설정하면, 매일의

설비운전에서 최적 정지제어를 통하여 건물 축열효

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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