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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occupant information, one of the information that can be found in the operation 

stage of the building, was collected using an actual survey. After converting occupancy data to 

HVAC system operation schedule, it was analyzed and compared the change of energy 

consumption applied with occupancy-based HVAC control. As a result, the actual number of 

occupants was smaller than the case where the occupancy density per area was set, so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total building decreased by 15.16%, and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HVAC system decreased by 34.32%. When the occupanct-based HVAC control was applied,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entire building decreased by 9.71%, and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HVAC system decreased by 28.42%. As a result of analyzing energy consumption by 

system, the control of occupancy-based HVAC control has a greater energy saving effect on 

heating than cooling. The occupancy-based HVAC control is simpler than other controls and 

has a significant energy saving effect.

주요어 : 재실 스케줄, 재실 정보, 재실 기반 설비 제어, 에너지소비량, 시뮬레이션, 대학 건물

Keywords: Occupancy schedule, Occupancy data, Occupancy-based HVAC control, Energy 
consumption, Simulation, University campus building

서 론

건물이 운전되는 동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된다. 최근에는 건축 분야에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와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그리고 

스마트빌딩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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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건물에 활용되면서 건물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와 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다(Capozzoli et al., 2017). 건물의 정보와 데이

터를 활용하면 건물 부하의 예측(Kim et al., 2019), 에너지 사용량의 예측(Kim et al., 2020), 고장 

및 진단(Wang et al., 2010)은 물론 건물의 최적제어(Seong et al., 2019)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운전정보 중에서 대부분은 건물 사용자의 재실 상태와 직간접적인 관

계가 있다(Yang et al., 2016; Ekwevugbe et al., 2017). 재실 상태를 나타내는 재실자 정보는 

건물의 사용 패턴과 에너지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Liang et al., 2016) 

건물의 사용 인원에 따른 재실 부하와 재실 패턴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mery and Kippenhan, 2006). 특히 다른 건물에 비

해 재실 스케줄이 일정한 업무용 건물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taats et al., 

2000; Masoso and Grobler, 2010). 그러나 현재 많은 설비시스템의 제어 방법과 건물의 운전

은 건물의 점유상태나 재실 스케줄에 대하여 일반적인 값으로 가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

어 건물 내에서 재실자가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실자가 매우 적거나 없

는 경우에 건물의 불필요한 운전이 발생하며 에너지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건물에서 변동되는 재실 인원에 대한 정보를 고려한 효과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이에 앞선 연구에서는 재실자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재실률, 재실 스케줄을 이용하는 재실 

기반 제어를 건물에 활용하였는데, 재실자가 점유한 기간에만 환기시스템을 운전하는 제어 

방법을 적용하여 환기시스템의 운전 효율 향상되었으며(Anand et al., 2019), 조명 제어에

(Guo et al., 2010; Bakker et al., 2017)도 활용하여 재실 여부에 따라 조명을 제어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였다. 실측된 재실자 정보는 HVAC system의 운전 효율의 개선에도 활

용되었는데, 재실 정보를 기반으로 공조기의 기동시간을 추정하여 제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었으며(Capozzoli et al., 2017), 재실자 추정을 통해 VAV system의 운전을 제어하여 온

도기반의 제어보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었다(Anand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재실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재실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된 재실자 데이터를 각 실별 재실스케줄

로 변환하여 재실 기반 운전 방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재실 기반 제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실제 건물의 사용 인원 적용에 

따른 재실 부하 변화가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과 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비시스

템의 제어를 수행하였을 때 에너지소비량의 변화를 건물 수준(building level)에서 시스템 수

준(system level)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대상 건물의 선정 및 재실 스케줄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건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하였다. 규모는 연면적 

9927.3㎡, 건축면적 1766.04㎡ 지상 10층으로 교육 연구시설과 업무시설로 사무실,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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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연구실, 서고, 카페 등 다양한 용도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건물에서 재실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본 연구의 대상 건물과 유사한 대학교 

건물의 재실 데이터를 수집한 사례연구(Davis et al., 2010)에서는 실제 수집한 재실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센서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재실률과 재실 스케줄을 작성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센서와 같은 장비의 설치 없이 

가장 불확실성이 없는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재실 인원을 측정하였다. 건물 내의 실의 용

도도 건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기타시설, 비 사용실로 각

각 구분하였다. 재실 인원과 스케줄을 작성을 위해 강의실은 실제 출석 인원 조사와 강의 시

간표를 이용하였고, 사무실은 실제 근무자 수와 근무시간을 조사하였으며, 회의실과 기타시

설은 시간별로 현장에 방문하여 사용 인원을 측정하고 이용 시간 문답을 시행하였다.

재실 기반 설비제어 방법

재실 기반 설비제어를 위해서 재실 스케줄을 작성 시 다양한 스케줄을 작성하면 많은 입력

값과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실 스케줄은 건물 내의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실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스케줄의 작성은 환기 모델 등의 추정에는 유리하나 

에너지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간단한 재실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으로도 충분하다

(Feng et al., 2015).

따라서 재실 데이터를 재실률로 변환하고 재실이 되는 경우를 판단하여 설비시스템이 운

전되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재실 기반 제어를 시행하였다. 재실률은 사무실, 회의실 기타시설

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의 실제 최대 사용 인원을 총 실의 정원으로 하였으며, 강의

실은 강의 시간표를 참고한 후 수강인원과 출석 인원을 총 실의 정원으로 하였다. 조사된 재

실 인원을 이용하여 재실률을 산출한 후 작성된 재실 스케줄을 이용한 재실 기반 제어의 전체 

순차적 흐름을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Occupancy-based HVAC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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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해석 시뮬레이션

재실 기반 제어를 적용한 대상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분석하기 위해 EnergyPlus 9.3.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해당 건물의 도면을 분석한 후 SketchUp의 

OpenStudio을 이용하여 Figure 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Figure 2(a)는 대상 건물의 전경이며 

Figure 2(b)는 모델링 한 건물의 3-D view를 나타낸다.

(a) Front view (b) 3-D Modelling View

Figure 2. Target Building Overview and Modelling 3-D View

설비시스템은 총 6대의 공기조화기와 각 공기조화기를 담당하는 냉동기와 보일러로 구성

되어있는 것으로 모델링하였으며 냉온수 펌프로 배관계(loop)를 구성하고 냉각탑은 1대이

다. 설비시스템의 크기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건물의 주요 정보와 기본조건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내부 발열에 

해당하는 조명밀도와 장치부하는 건물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였다. 인체 부하는 앞서 조사한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and Basic Input

Component Features

Site Location
Donghae

Latitude: 37.28°N, Longitude: 129.57°E

Hours Simulated [hour] 8760

Envelope U-factor [W/㎡K]

External Wall 0.32
Interior Wall 2.297

Roof 0.194
External Window 1.481 (SHGC 0.602)

WWR (window-wall ratio ) [%] 49.40

SetPoint [℃] Cooling 26, Heating 20

Internal Gain
Lighting : 5.81 [W/㎡]
Equipment : 5 [W/㎡]

People : measured number of people

HVACsystem Component 6 AHU, 6 Chiller, 6 Boiller, 1 Cooling Tower

System Effciency
Fan 0.7

Pump 0.9

HVAC Sizing Autosize

Output Timestep 1 Hour

Weather Data Donghae *e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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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재실 인원의 숫자를 입력하였다. 결과는 1시간 단위로 출력되며 시뮬레이션 수행 기간

은 1년 8760시간으로 하였다. 에너지 해석을 위한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포

털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자료를 활

용하였다. 현재 측정되어 자료를 제공하는 관측지점 중 대상 건물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동해

지역의 연간 기상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다운로드한 후 EnergyPlus의 add-on 프로그램인 

Weather Statistics and Conversions를 사용하여 EnergyPlus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epw 포맷(format)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Case 설정

실제 측정한 재실 데이터를 반영하였을 때 건물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서 3개의 시뮬레이션 Case를 설정하였다. Table 2는 시뮬레이션 Case를 요약 정리한 것이

다. Case 1은 재실 인원을 대학교의 연구건물의 면적당 재실 밀도(Occupant Density)로 입력

하였다. 대학교의 연구건물의 면적당 재실 밀도 값은 ASHRAE 62.1-2017을 참고하여 재실 

인원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일반값(default)인 0.25[person/㎡]로 하였다. 건물의 운전 스

케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12시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 운전하는 것으로 하였

다. Case 2는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건물의 재실 인원을 실제 측정된 인원수로 입력하

였다. HVAC system의 운전 시간이 동일한 경우, 실제 사용 인원으로 변경 시 재실 부하 변화

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Case 3은 건물의 재실 인원을 실제 측정된 인원

수로 입력하고 재실 스케줄에 따른 HVAC system의 재실 기반 제어를 시행하였다. 실제 건

물의 사용 인원에 따른 재실 부하가 입력되고, 재실기반 제어방법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변화

를 관찰 할 수 있다. Case 1, Case 2, Case 3 모두 재실 스케줄에 따른 내부의 기기 사용 시간이

나 조명의 사용 시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2. Simulation cases

Case 1 Case 2 Case 3

People Calculation 
Method

0.25 [person/㎡]
Measured number of 

people
Measured number of 

people

People Schedule
9:00~12:00, 
13:00~17:00

Occupancy schedule Occupancy schedule

HVAC Operating 
Schedule

9:00~12:00, 
13:00~17:00

9:00~12:00, 
13:00~17:00

Occupancy schedule

결과 및 분석

스케줄 변환 결과

Figure 3은 1일간의 각 실의 재실율이 변화되는 재실스케줄을 도식화 한 것이다. 시간변화

에 따른 재실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의실은 3종류, 사무실은 2종류, 회의실은 5종류, 기타시

설은 3종류의 스케줄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작성된 재실 스케줄은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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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 room schedule

(b) Meeting room schedule

(c) Office schedule

(d) Ect schedule

Figure 3. A Result of the occupancy schedule by zone use type

재실률이 0보다 큰 경우를 시스템의 작동되는 시간 재실률이 0이 되는 경우를 시스템이 정

지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On/Off 스케줄로 변환하였다. 강의실의 경우에는 추가로 방학기

간을 적용하여 하절기에는 6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동절기에는 12월 31일부터 3월 1일까

지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변환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실의 개수가 42개

로 가장 많았으며, 회의실 14개, 강의실 10개 기타시설 9개였다. 대상 건물에 존재하는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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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실은 재실 인원이 없는 실을 포함하여 전체 약 27%에 해당하는 

22개 실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의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온라인강의나 원격강

의 등으로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는 실의 용도가 서고, 물품이나 기

자재의 보관 등의 이유로 재실 인원이 측정되지 않았다. 용도의 구분과 각 스케줄을 각 실의 

설비시스템의 운전 스케줄로 변환한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Operating time by schedule

Schedule Zone Type HVAC Operating time Vacation

Normal All Zone 9:00~12:00, 13:00~17:00 N/A

Occupancy based 

Operating Schedule

Classroom-1 9:00~12:00, 13:00~17:00 Yes

Classroom-2 9:00~10:00 Yes

Classroom-3 13:00~16:00 Yes

Office-1 9:00~12:00, 13:00~17:00 N/A

Office-2 9:00~11:00 N/A

Meetingroom-1 9:00~12:00 N/A

Meetingroom-2 10:00~11:00 N/A

Meetingroom-3 13:00~17:00 N/A

Meetingroom-4 9:00~12:00, 13:00~17:00 N/A

Meetingroom-5 9:00~12:00 N/A

Etc-1 8:00~12:00, 13:00~17:00 N/A

Etc-2 9:00~11:00, 13:00~15:00 N/A

Etc-3 8:00~22:00 N/A

Empty 0:00 N/A

재실 기반 제어 에너지소비량 분석

작성된 재실 기반의 운전 스케줄을 적용하여 앞서 설정한 시뮬레이션 Case에 맞도록 해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4는 건물 전체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시뮬레

이션 설정 시 재실 스케줄에 따른 내부의 기기 사용 시간이나 조명의 사용 시간의 변화는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Case 1, Case 2, Case 3의 기기 사용량은 219.62GJ 조명 사용량은 255.19 

GJ로 모두 동일하였다. 건물 전체의 에너지소비량은 Case 1의 조건으로 운전 시 850.31 GJ

에서 Case 2로 운전 시에 721.42GJ로 15.16% 감소하였으며 Case 3으로 운전 시 651.34 GJ

로 Case 2에 비해 9.71% Case 1에 비해 23.40% 감소하였다.

Case 1은 건물에 실제 재실 인원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력인 면적당 0.25명으로 입력

하여 건물의 최대 재실 인원이 487명으로 계산되었으며 Case 2와 Case 3의 경우에는 건물의 실

제 사용인원을 입력하여 최대 재실 인원이 71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Case 1과 Case 2의 전

체 에너지소비량 차이는 재실 부하 변동에 따른 냉난방 부하의 변동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의 차

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Case3은 Case2와 동일한 조건에서 설비시스템의 운전 스케줄이 

실제 실의 사용 인원이 재실 되는 시간에 맞추어지면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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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annual total energy consumption

각 시뮬레이션 Case에 대하여 송풍기, 냉동기, 보일러, 냉각탑, 펌프의 에너지 소비의 합으

로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Figure 5와 같다. 설비시스템의 연간 에너지소

비량은 Case 1로 운전 시에 375.50 GJ, Case 2로 운전 시 246.61 GJ, Case 3으로 운전 시 

176.53 GJ로 나타났다. Case 1에 비해서 Case 3은 52.99%의 에너지소비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재실 부하에 변동에 따른 설비시스템의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34.32%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실 기반 설비제어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은 28.42%

가 감소하였다.

Figure 5. Comparison of annual total HVAC system energy consumption

다음은 설비시스템의 구성요소 별로 에너지소비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Case의 

송풍기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Figure 6과 같다. Case 1과 Case 2를 비교한 재실 부하 

변동에 따라 송풍기의 에너지소비량은 19.17% 감소하였으며 Case 2와 Case 3을 비교한 재

실 기반 설비제어 시 에너지소비량은 48.72%가 감소하였다. 재실 기반 설비제어 적용 시에 

전체 설비시스템의 에너지소비량이 28.42% 감소한 것에 비해 송풍기의 에너지소비량의 감

소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재실 기반 설비제어 방법은 송풍기의 에너지소비량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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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annual total fan energy consumption

각 Case의 냉동기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Figure 7, 각 Case의 보일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변화는 Figure 8과 같다. Case 1과 Case 2를 비교한 재실 부하 변동에 의한 에너지소

비량은 냉동기의 경우 38.86% 감소하였고 보일러의 경우는 27.52%가 감소하였다. Case 1에

서 Case 2로의 변화는 재실 부하만의 변화이며, 재실 부하가 감소는 내부 발열이 줄어드는 것

이기 때문에 동일 운전 스케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재실 부하의 변동은 난방 에너지소비량

보다는 냉방 에너지소비량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Case 2와 Case 3을 비교한 재실 기반 설비제어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은 냉동기의 경우 

26.94% 감소하였고 보일러의 경우는 44.75%가 감소하였다. Case 2에서 Case 3으로의 변화

는 같은 재실 인원일 때 재실 여부에 따라 제어를 실시한 경우의 에너지 사용량 변화로 재실 

부하 이외의 나머지 부하 조건인 기기 부하와 조명 부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기기 부하와 

조명 부하는 실내의 열 취득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열발원이 동일하고 운전 시간이 

감소하면 보일러에 할당되는 난방 부하가 적어져서 보일러의 에너지 절감 비율이 냉동기의 

에너지 절감 비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재실 기반 설비

제어는 냉방보다 난방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 Comparison of annual total chiller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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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annual total boiler energy consumption

각 Case의 설비시스템 내 펌프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Figure 9와 같다. Case 1과 

Case 2를 비교한 재실 부하 변동에 의한 펌프의 에너지소비량은 40.29% 감소하였으며 Case 

2와 Case 3을 비교한 재실 기반 설비제어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은 오히려 5.70%로 다소 증가

하였다. 펌프별로 살펴보면 냉수펌프의 경우 재실 부하 변동에 따라 44.40 GJ에서 25.78 GJ

로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재실 기반 제어를 적용하면 25.78 GJ에서 27.39 GJ로 

4.32% 증가하였는데 이는 냉방을 담당하는 설비시스템의 크기는 같지만, 일부 존에서 다른 

시간대에 냉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냉방 플랜트(chilled water plant loop)의 운전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냉각탑의 냉각수펌프의 연간 에너지소비량도 25.78 GJ에서 

27.49 GJ로 6.64% 증가하였다. 반면 온수펌프의 경우는 재실 기반 제어를 적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0.29 GJ에서 0.19 GJ로 34.69%로 감소하였다. 

Figure 9. Comparison of annual total pump energy consumption

각 Case의 설비시스템 내 냉각탑 팬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변화는 Figure 10과 같다. Case 1

과 Case 2를 비교한 재실 부하 변동에 의한 냉각탑 팬의 에너지소비량은 41.83% 감소하였으

며 Case 2와 Case 3을 비교한 재실 기반 설비제어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은 펌프의 에너지소비

량과 비슷하게 5.84% 증가하였다. 냉동기가 분할 되어 있어도 하나의 냉각탑이 열원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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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앞서 펌프의 에너지소비량 비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존에서 다른 시간대에 

냉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냉방 플랜트(chilled water plant loop)의 운전시간이 길어져 냉

방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시스템 내에서 재실 기반 제어는 실과 관련된 

취출구와 같은 말단 유닛들의 기동, 정지와 관련이 있고, 전체 열원설비의 기동, 정지 그리고 냉

온수의 온도 유지 스케줄과는 별개로 작동되기 때문에 재실 기반 제어에 따른 설비시스템 내의 

각 하위 시스템(subsystem)의 가동시간과 기동 조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Figure 10. Comparison of annual total cooling tower fan energy consumptio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운전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 중 하나인 재실자 정보를 실제 조사를 

이용하여 수집한 후 이를 건물의 운전정보로 전환하여 재실 기반의 설비시스템 운전제어 방

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업무용 건물의 면적

당 재실 밀도로 설정하였을 때보다 실제 건물의 사용 인원을 적용하면 대상 건물의 사용률이 

낮아 재실 인원이 훨씬 적어 재실 인원에 대한 부하가 작아지면서 건물 전체의 에너지소비량

이 약 15.16%, 설비시스템의 에너지소비량은 34.32% 감소하였다. 실제 사용 인원을 건물에 

적용한 후에 재실 기반의 설비시스템 제어를 시행한 결과 건물 전체의 에너지소비량은 

9.71% 더 감소하였고, 설비시스템의 에너지소비량은 28.42% 더 감소하였다. 시스템별로 에

너지소비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실 기반 설비제어는 냉방보다 난방이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펌프와 냉각탑 팬에서는 에너지소비량이 조금 증가하였다.

실제 재실 인원 적용 시 재실 부하에 변동에 따른 건물과 설비시스템의 에너지소비량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재실 인원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점유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재실 기반 운전제어 방법을 적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운전제어 방법으로도 기존

의 일괄적인 건물 운전에 비해 상당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On/Off제어에 의한 연간 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하였으나 설비제어 시에는 설비시스템의 종

류에 따라 재실 비율에 따른 제어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발전된 제어 방법이 추가로 연구

되어야 하며 특정 기후조건에서 제작된 재실 스케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에너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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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하다.

재실 인원의 유동이 많고 복잡한 건물 유형에서는 실제 조사 방법을 이용한 재실스케줄 작성

이 어렵기 때문에 재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스케줄로 변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며, 

추후 다양한 재실 정보를 활용한 정밀한 재실 모델의 개발은 물론 재실 기반 제어를 설비시스템

의 제어 외에도 건물의 다양한 운전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o. 2020R1C1C1010801) 및 2020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References

1. Anand, P., Sekhar, C., Cheong, D., Santamouris, M., Kondepudi, S. (2019). Occupancy- 

based zone-level VAV system control implications on thermal comfort, ventilation, 

indoor air quality and building energy efficiency. Energy and Buildings, 204, 109473.

2. Capozzoli, A., Piscitelli, M.S., Gorrino, A., Ballarini, I., Corrado, V. (2017). Data analytics 

for occupancy pattern learning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HVAC systems in 

office buildings.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35, 191-208.

3. Davis III, J.A., Nutter, D.W. (2010). Occupancy diversity factors for common university 

building types. Energy and buildings, 42(9), 1543-1551.

4. de Bakker, C., Aries, M., Kort, H., Rosemann, A. (2017). Occupancy-based lighting 

control in open-plan office spaces: A state-of-the-art review. Building and Environment, 

112, 308-321.

5. Ekwevugbe, T., Brown, N., Pakka, V., Fan, D. (2017). Improved occupancy monitoring 

in non-domestic buildings.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30, 97-107.

6. Emery, A.F., Kippenhan, C.J. (2006). A long term study of residential home heating 

consumption and the effect of occupant behavior on homes in the Pacific Northwest 

constructed according to improved thermal standards. Energy, 31(5), 677-693.

7. Feng, X., Yan, D., Hong, T. (2015). Simulation of occupancy in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87, 348-359.

8. Guo, X., Tiller, D.K., Henze, G.P., Waters, C.E. (2010). The performance of occupancy- 

based lighting control systems: A review. Lighting Research & Technology, 42(4), 

415-431.

9. Kim, J.H., Seong, N.C., Choi, W. (2019). Cooling load forecasting via predictive 

optimization of a 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ous (NARX) neural network model. 

Sustainability, 11(23), 6535.

10. Kim, J.H., Seong, N.C., Choi, W. (2020). Forecasting the Energy Consumption of an 

Actual Air Handling Unit and Absorption Chiller Using ANN Models. Energies, 

13(17), 4361.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Depending on the Occupancy-based HVAC Control in a University Campus Building

658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6, 2021

11. Liang, X., Hong, T., Shen, G.Q. (2016). Occupancy data analytics and prediction: A 

case study. Building and Environment, 102, 179-192.

12. Masoso, O.T., Grobler, L.J. (2010). The dark side of occupants’ behaviour on building 

energy use. Energy and buildings, 42(2), 173-177.

13. Seong, N.C., Kim, J.H., Choi, W. (2019). Optimal control strategy for variable air 

volume air-conditioning systems using genetic algorithms. Sustainability, 11(18), 5122.

14. Staats, H., van Leeuwen, E., Wit, A.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informational 

interventions to save energy in an office build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33(1), 101-104.

15. Wang, S., Zhou, Q., Xiao, F. (2010). A system-level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strategy for HVAC systems involving sensor faults. Energy and Buildings, 42(4), 477-490.

16. Yang, J., Santamouris, M., Lee, S.E. (2016). Review of occupancy sensing systems 

and occupancy modeling methodologies for the application in institutional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121, 344-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