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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consumption savings in buildings should be reviewed in diverse areas such as air 

conditioning system and lighting responsible for cooling and heating,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 such as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and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are introduced to improv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to promote economic 

control of related facilities by integrated management of energy generated and consumption in 

buildings. The measured building of this study uses regenerative geothermal system. Measured 

values of heat pump and system COP were 4.7 and 4.2 respectively, and they were found to be 

higher 11.9% and 23.5% than rated valu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ir conditioning and 

lighting energy from the first floor to the fourth floor performing the air conditioning, the second 

and third floors, which have a high frequency of use, are compared with the first and fourth 

floors 50% higher energy consumption ratio.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heat storage system 

uses the nighttime power of the previous day to store heat and use it the next day. The total 

number of days of abnormal operation during the summer season is 61 days. The electricity cost 

corresponding to the abnormal operation is 1,840,641 KRW, and the normal operation using the 

nighttime power is 1,363,561 KRW, which is difference of 477,080 KRW, 35% increase in cost. 

We will utilize it as the main data of BEMS through analysis of winter operation characteristics 

as well as summer operation characteristics.

주요어 : BEMS, 실측데이터, 지열시스템, 축열시스템, 운전현황 분석

Keywords: BEMS (BuildingEnergyManagementSystem), Measured Data, Geothermal 
System, Heat Storage System, Operation Statu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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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건물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자급력이 부족한 우

리나라에서는 신축되어지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방안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667만 가구

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상준, 2014).

한편, 국내 부문별 최종에너지 사용량 중 약 20% 이상이 건물분야에서 소비되고 있다. 설

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의 4단계로 나누었을 때 유지관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

를 다시 건물의 생애주기로 구성하였을 때 공조 및 조명에너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산업통산자원부, 2014).

이렇듯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절약은 냉난방을 담당하는 공조시스템과 조명 등의 분야에

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등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에서 발생

되고 소비되는 에너지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련설비

의 적정 설계제시 및 경제적 제어를 도모한다(박성철 외, 2017).

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상기에 언급한 건물 에너지 유지관리의 측면에 대한 제어가 절대적

이며 이 부분에서 고장, 성능저하와도 같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막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안병천, 

2008).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물의 운전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로써의 활용이 필요하다

(Ha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중 하나인 BEMS를 통해 취득되는 도서관 건

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공조시스템의 운용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향후 

이를 활용하여 고장발견진단(Fault Detection and Diagnosis)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진행된 BEMS의 주요 기술인 FDD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한 건물의 상태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국내의 공공건물 중 BEMS가 도입된 도서관 건물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

행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 에너지의 소비패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조 및 

조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관련 공조 시스템의 개요 및 BEMS 시스템 설치를 통

해 얻어진 데이터 수집, 정리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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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개요

분석대상 건물 개요

본 연구의 실측대상이 된 건물은 아산시에 위치한 A 도서관으로 2018년 3월 개관하여 운

용되고 있다. 해당건물은 에너지 자립률 20~40%에 준하는 ZEB 5의 제로에너지 본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패시브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그린 4

등급 등을 취득하였다(신주봉, 2018).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건축설비와 BEMS의 구

축으로 에너지 사용현황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이룬 국내 공공 

도서관의 표준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1은 분석대상 건물의 개요이다.

Table 1. Outline of Measured Building

Classification Content

Building title Asan A library construction

Location Type 2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 development area

Purpose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Floor B1F ~ 5F

Site area 7,129 m2

Building area 2,188 m2

Gross area 9,037 m2

아울러, 해당건물 중에서 공조를 실시하는 층인 지상 1층 ~ 4층에 대한 용도별 실의 구성 

및 면적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 of Room Composition and Area by Floor

Classification 1F 2F 3F 4F

 Total room area (m2) 1,647 1,549 1,860 1,968

Reading and book stack area (m2) 742 1,092 1,253 485

Multi purpose area (m2) 96 14 136 484

Public space area (m2) 573 302 330 770

Unoccupied space area (m2) 237 141 141 229

Air-conditioning area / total area (%) 86 91 92 88

지하1층 ~ 지상5층으로 구성된 분석대상 건물에서 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상 5층의 경우 공조실, 전열교환기실, ELEV실 등으로 이루어져 공

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조를 실시하는 1층과 4층에 대한 실의 구분을 열람 및 자료

실, 다목적공간, 공용공간, 비공조공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실의 면적을 나타내었다. 전체 

면적 대비 공조공간의 비율은 3층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층, 4층이 각각 86%, 88%

로 1층의 경우 주출입 동선으로 생성되는 비공조공간이 많고 4층의 경우 창고, 통신/서버실, 

조종실 등으로 인해 2, 3층에 비해 공조공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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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시스템 개요

해당 건물은 지열원을 이용한 축열 시스템을 사용중이며 다음의 Figure 1은 축열식 지열시

스템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Diagram of Geothermal System

지중의 일정한 온도를 사용하기 위한 170 m × 10공 × 7존의 옥외지열천공을 통해 열원을 공

급받으며 5대의 지열순환펌프, 4대의 지열 히트펌프, 3대의 축랭펌프 및 수축열조로 구성되어 

있다. 수축열조의 축열용량은 약 1,550 kWh이며 아래의 Table 3을 통한 냉방기준 지열 히트펌

프의 용량 140.6 kW × 4대의 냉방능력이 약 560 kW이므로 해당 시스템은 심야전력을 이용하

여 히트펌프 4대가 동시에 운전될 시, 약 3시간의 가동으로 100% 축열이 가능한 규모이다.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냉난방 용량이 각 140.6 kW, 146.4 kW이며 소비전력 33.2 kW, 38.6 

kW로 정격 COP는 냉방 4.2, 난방 3.7 이다. 다음의 Table 4는 지열 순환펌프 및 축랭펌프의 

기기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지열순환펌프의 소비전력과 축랭펌프 소비전력을 고려한 시스템 

COP는 냉방 3.4, 난방 3.1이다. 한편, 지열 히트펌프 4대는 부하량에 따라 가동대수가 결정되

며, 부하량이 적을 경우 1~3대의 기기가 교번 운전을 실시한다. 

Table 3. Specification of Heat Pump

Capacity (kW) Power (kW) COP LPM
Type EA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Geothermal Cooling water

140.6 146.4 33.2 38.6 4.2 3.7 475 475 W-W 4

Table 4. Specification of Pump

Classification Type LPM Length (m) Power (kW) EA

Geothermal Pump
IN-LINE

475 22 3 5

Cooling Pump 570 15 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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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데이터 현황

분석대상 건물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MS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건

물의 공조, 급탕 등 각 요소별 계측을 위해 관제점을 온도, 유량, 전력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

다. 또한, BEMS 데이터는 크게 기계, 지열, 전력, 태양광의 4부분으로 나누어 취득되고 있으

며 아래의 Table 5에 측정 포인트의 개수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였다. 

Table 5. Outline of BEMS Data

Classification Main items Measured Point

Machine On/Off, A/M, Temperature, LPM, Warning alert 120

Geothermal Temperature, LPM, Storage of heat, Power 34

Power Power, Power consumption 52

Photovoltaic Power, Voltage, Electric current, Temperature 28

기계 부분은 FCU, 보일러, 환기 Fan, 펌프 등과 관련된 기기들의 작동상태, 자동/수동, 온

도, 유량, 경보알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120개의 측정 포인트 중에서 공조와 관련된 약 40

개의 포인트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열 부분의 경우 지열시스템과 관련된 온도, 유량, 열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34개의 측정 포인트 중 약 20개를 활용하였고, 전력은 52

개중 26개의 측정 포인트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전결과 및 분석

지열시스템 운전결과 및 분석

해당 건물은 2018년 3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전 중이나, BEMS 시스템의 데이터는 아직 안

정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운전 데이터를 축적하는 서버의 단전, 서브 시스템을 설계 및 

시공한 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시스템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체제의 미완성 등이 원

인이며, 그 결과 데이터 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준공 후 운전 초기 단계에

서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한정된 데이터이지만 이를 활용, 평가하는 과정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지열시스템의 정량적 운영특성 평가가 가능한 지열‧전력‧기계데

이터가 동시에 활용 가능한 2018년 9월 19일 ~ 9월 24일, 9월 26일 ~ 27일을 기준으로 하였

다. 히트펌프를 통해 생산한 열량은 냉수 입출구 온도의 온도차 및 유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력사용량은 전압과 전류 데이터로 산출하였다. 

대상건물의 냉난방은 외기조건에 따른 부하량에 연동하여 실시되며, 기간별 운전조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히트펌프 가동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냉방 및 난방

유무를 판단하였다. 연구기간동안 히트펌프 출구온도는 7℃로 냉방운전이 실시된 것으로 판

단하였다. Table 6은 실측 기간 중 히트펌프가 가동된 시간 동안의 생산열량, 히트펌프 총 전

력사용량, 순환펌프 총 전력사용량, 축랭 펌프 총 전력사용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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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utline of Geothermal Operation Data (kWh)

Date Heat production
Power consumption

Heat pump Geothermal pump Cooling pump

Sep. 19 871 178 8.9 18.5

Sep. 20 907 186 8.9 18.5

Sep. 22 1490 293 10.7 24.2

Sep. 27 977 190 7.9 16.3

한편, 지열시스템의 히트펌프 및 시스템 일평균 COP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히

트펌프 COP의 경우 생산 열량을 히트펌프의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최대 4.9, 최소 4.5, 

평균 4.7로 정격값 4.2 대비 실제 운전 성능은 11.9%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히트

펌프, 지열순환펌프 및 축랭펌프의 전력사용량을 고려한 시스템 COP의 실측값은 최대 4.4, 

최소 4.0, 평균 4.2로 역시 정격값 3.4 대비 실제 운전 COP는 23.5% 이상의 효율이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Daily Average Heat Pump & System COP

Date Heat pump COP System COP

Sep. 19 4.5 4.0

Sep. 20 4.5 4.0

Sep. 22 4.9 4.4

Sep. 27 4.8 4.3

공조, 조명 에너지 운전결과 및 분석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 패턴은 공조용 에너지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조명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약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의 에

너지 소비패턴 분석에 있어서 조명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분석은 필수불가결하다(이대영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조명 및 공조에너지의 분석을 위하여 기계 및 전력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 중 하절기의 외기온과 조명 및 공조의 에너지간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2018년 7월4

일(수) ~ 10일(화)을 대상으로 지상 1층~4층의 층별 전력량을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다음의 Figure 2는 외기온과 층별 조명 전력사용량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실측기간동

안 일평균 외기온은 30℃이상 이었으며, 최대 35℃에서 최소 20℃이상을 유지하였다. 층별 

조명 전력량의 경우 외기온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각 층의 용도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기 건물의 개요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층의 전용면적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

나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2층과 3층의 조명 전력사용량이 1층과 4

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층의 경우 주출입동선이 계획되는 공간으로 공용면적이 많고 도서관, 매점,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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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조명의 사용이 많은 실이 밀집되어있어 강의실이나 강당, 다목적실 등 간헐적 조명을 사용

하는 실이 소재하는 4층에 비해 조명 전력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 Lighting Power Consumption by Floor (July 2018)

아래의 Figure 3은 외기온과 층별 공조 전력사용량을 시계열로 나열한 것이다. 공조 전력사

용량은 각 실에 구성되어 있는 FCU의 팬 소비전력량과 전열 교환기의 전력량 합산 값을 취득

한 것으로 조명 전력사용량과 같이 이용 빈도수가 높은 2층과 3층의 일평균 전력사용량이 각

각 1.6 kWh, 1.8 kWh로 같은 날 1층과 4층의 일평균 전력사용량인 0.6 kWh, 1.1 kWh에 비해 

약 50% 높은 소비비율을 나타낸다. 조명 전력사용량과 달리 공조 전력사용량은 1층에 비해 4

층이 약 0.5 kWh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시 부하가 발생하는 1층에 비해 간헐적으로 공

조가 실시되지만 부하의 처리량이 많은 4층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ure 3. HVAC Power Consumption by Floor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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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시스템 운전현황 및 운전요금 비교

축열 시스템 운전현황

일반적인 축열 시스템의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주간 시간대의 요금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일의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축열을 실시하고 이를 익일 부하처리를 위한 열원으로 사용한

다(이경호 외, 2000). 방열을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하가 발생 시 추종운전을 통해 부하

를 처리하게 된다. 즉 축열시스템의 운전평가를 위해서는 전일 심야시간에 실시한 축열의 양

과 익일 실시한 방열의 양, 추종운전을 통해 축열효율 및 적정 운전평가를 실시하게 되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건물의 BEMS 데이터 중 방열량과 추종운전에 관한 데이터의 누락으로 지

열 히트펌프의 가동시간을 이용하였다.

Table 8. HeatPump Operation Time in Summer

Date
June (min) July (min) August (min)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1 301 01) 4731) 2291) 533 6511)

2 4631) 0 4731) 2291) 4521) 6081)

3 0 01) 3921) 01) 4521) 6881)

4 3391) 01) 9891) 341) 4361) 7071)

5 3631) 0 5701) 121) 4261) 5891)

6 0 01) 5541) 2861) 2521) 5541)

7 4061) 01) 4751) 2601) 4521) 5471)

8 3461) 01) 4991) 01) 3321) 7041)

9 5451) 0 3981) 286 3231) 785

10 0 1791) 0 01) 319 784

11 1741) 1981) 4631) 2661) 323 7391)

12 3691) 0 6541) 1651) 3211) 7481)

13 0 01) 5871) 521) 1971) 6541)

14 2041) 01) 7281) 2511) 2351) 638

15 5261) 01) 9601) 751) 0 7471)

16 5601) 01) 5721) 01) 3281) 0

17 4311) 0 4401) 01) 0 7631)

18 0 01) 6431) 2851) 1741) 6021)

19 5141) 01) 5651) 261 1671) 622

20 5761) 01) 193 2651) 0 4871)

21 2491) 01) 11181) 3511) 1671) 5361)

22 4631) 01) 2561) 305 2971) 644

23 4601) 01) 0 300 0 652

24 4671) 01) 0 795 0 784

25 3651) 01) 547 3561) 0 708

26 3561) 01) 2281) 923 0 734

27 8651) 321) 212 893 0 521

28 4641) 01) 572 856 0 423

29 4291) 2121) 0 610 ×2) ×

30 5421) 2261) 0 1031 × ×

31 - - 376 941 × ×
1) : Estimated Abnormal Operations
2) : Data Loss



An Operation Status Analysis of Library Building using BEMS Data;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on Initial Stage of Completion

Journal of KIAEBS Vol. 12, No. 6, 2018 ∙ 677

‘정상운전’의 스케줄은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23시부터 축열조의 온도가 7℃에 이르

기까지 축열운전, 그리고 익일 운전개시와 함께 방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건물

은 관리자의 조작 미스 또는 전력회사와의 계약 미비 등의 이유로 축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축열, 주간 방열의 패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운전이 실시되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를 ‘비정상 운전’으로 판단하고 주간과 야간(심야 전기요금 시간대, 23h~익일 

09h)의 히트펌프 4대의 운전시간(분) 합산을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기의 표를 통해 히트펌프의 가동시간을 산출한 결과 6월은 24일간, 7월 21일 및 8월 16

일간 축열시스템이 비정상 운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축열 100%에 

필요한 운전시간(3시간, 180분)에 히트펌프 4대를 곱한 시간(720분), 그리고 여기에 축열효

율을 90%로 고려한 800분 이상의 심야운전시간을 정상 축열운전으로 가정하였다. 즉 야간

에 히트펌프 4대의 운전 시간 합계가 800분을 넘지 않고, 익일 주간에 히트펌프가 운전되는 

경우를 비정상운전이라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7월 3일 야간에 히트펌프의 가동시간이 0분

으로 축열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7월 4일 주간에 989분의 히트펌프가 가동된 것을 통해 비정

상 운전으로 판단하였다.

히트펌프 가동시간을 고려한 축열시스템 운전요금 비교

해당 건물은 계약전력 800 kW의 교육용(갑), 고압A 선택2의 요금에 의해 전력요금이 산

정되며 그에 따른 심야전력 요금 또한 갑의 전력량 요금을 통해 산정된다. 아래의 Table 9는 

해당건물의 전기요금표이다.

Table 9. Electric Rates Table in Measured Building (Education Service A)

Classification
Demand charge

(KRW/kW)

Energy charge (KRW/kWh)

Summer

(Jun. to Aug.)

Spring/Fall

(Mar. to May, 

Sep. to Oct.)

Winter

(Nov. to Feb.)

High-Voltage A Option 2 6,370 92.1 55.4 78.1

또한 운전요금 비교를 위하여 현재 비정상 운전의 전기요금 산출과 이를 심야시간의 전기

요금으로 변환한 정상운전의 전기요금 산출이 필요하다. Table 10은 심야시간의 전기요금표

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10. Electric Rates Table of Midnight Power Service

Classification Demand charge (KRW/kWh) Energy charge (KRW/kWh)

A
Winter: 76.8, other seasons : 55.4

(Minimum Charge : a charge equivalent to 20kWh/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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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ower Consumption of Heat Pump in Summer (Abnormal Operation, kWh)

Classification June July August

Daytime 5,797 6,660 2,773

Nighttime 469 1,724 5,713

Sum 6,266 8,384 8,486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히트펌프 가동시간에 따른 소비전력량을 산출하고 장비일람

표 상의 냉방소비전력인 33.2 kW를 기준으로 비정상 운전이 실시된 6월과 7월 및 8월의 히트

펌프 소비전력량을 산출하여 Table 11에 표기하였다. 또한, Table 12는 비정상운전일의 운전

요금 비교를 위해 정상운전으로 가정한 하절기 히트펌프의 소비전력량을, Table 13은 비정상 

운전과 정상운전의 운전요금을 각각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6월과 7월 및 8월의 정상운전

과 비정상운전 기본요금은 동일하므로 운전요금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비정상 운전에 

의한 하절기 전기요금은 1,840,641원이며 정상운전에 의한 전기요금 1,363,561원으로 정상

운전대비 비정상운전에 의한 운전비용상승은 477,080원, 35%로 나타났다.

Table 12. Power Consumption of Heat Pump in Summer (Normal Operation, kWh)

Classification Jun. Jul. Aug.

Daytime 36 743 1,451

Nighttime 6,245 7,642 7,034

Sum 6,281 8,385 8,485

Table 13. Comparison of Operation Cost by Operation Type

Classification
Charge of Abnormal 

Operation (KRW)

Charge of Normal 

Operation (KRW)

Charge Difference

(KRW)

Increased 

Ratio

Jun. 559,842 348,423 211,419 61%

Jul. 708,950 491,783 217,167 44%

Aug. 571,849 523,355 48,494 9%

Sum 1,840,641 1,363,561 477,080 35%

결 론

이상, BEMS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산시에 위치한 A도서관의 운용특성파

악 및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건물은 지열원을 통해 획득되는 열을 5대의 지열순환

펌프, 4대의 지열히트펌프, 3대의 축랭펌프를 통해 수축열조 및 2차측으로의 추종운종을 실

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9월 19, 20, 22, 27일의 데이터를 통해 히트펌프의 평균 

COP는 평균 4.7, 시스템 평균 COP는 4.2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격값 대비 

각각 11.9%, 23.5%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와 조명으로 구성된 에너지를 외기온과 층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명에

너지의 경우 외기온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와 달리 공조에너지는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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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과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하절기의 공조시스템 운전특성을 잘 드러났다. 또한, 해당 층

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실이 존재하는 2층과 3층의 에너지 사용량이 비공조 및 간헐적 운전을 

실시하는 실이 많은 1층과 4층에 비해 약 5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열시스템은 유량 및 수배관의 온도 측정값에 대한 데이터 부재로 축열량 및 방열량의 직

접적인 파악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히트펌프의 운전 가동시간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성능

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정확한 운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생산 열량 등의 데이터 취득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 건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계 6~8월의 기간 동안 야간 축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주간 운전이 행해진 날, 즉 비정상운전이 61일간 실시되었고, 그 결과 정상 운전 대비 

운전 비용이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동

계 및 연간 성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BEMS 데이터에서 취득하고 있는 유의

미한 항목을 활용하여 향후 고장발견진단의 툴작성 및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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