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개요

건물부하계산 프로그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T RN SYS (T RaN sient SY stem Simulat ion )

는 1975년에 상용 프로그램으로 처음 발표된 이래 지속적인 버전업으로 현재 v er . 15에 이

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다른 많은 부하계산 프로그램과는 달리 원

래 부하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열 시스템

의 동적인 시뮬레이션 및 설계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W iscon sin 대학에서 개발되기 시작

하였으나, 현재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사용자

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동적열부하계산법은 응답계수법 (respon se

factor )과 가중계수법(w eighting factor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T RNSYS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A SHRAE에서 제시한 전달함수(t ran sfer funct ion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

련된 알고리즘 및 상세한 내용은 A SHRA E han dbook 및 이를 요약한 형태인 M cQuiston

등의 Load Calculat ion M anual[1] 혹은 교과서형태인 Heating , V entilat ing an d Air

Condit ionin g [2]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일반적인 개발동향에 대해서는 윤종호[3]에 의해

상술되어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원래 T RNSYS는 동적열부하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였으며, W in dow s용으로 발표된 v er . 14.1

까지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편리한 구조가 아니었다. 1996년에 발표된 W in dow s 95용의

v er . 14.2부터 본격적인 GUI(Graphic U ser Int eface)가 채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건물 부하에

대한 항목도 유연하고 안정성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모듈 형식의 프로그램 구조를 취하고 있어 확장성과 호환성이 뛰어나며, 건물의 동적열부하

계산 이외에도 HVA C 시스템의 해석 및 규모산정, 태양열 시스템의 해석, 제어시스템의 분

석 등과 같은 설비시스템의 해석에 위력을 발휘한다. 물론 건물과 설비시스템을 포괄한 전

체시스템의 해석을 통하여 설비 혹은 건물의 종합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가장 최근 버전인 T RNSYS 15의 사용환경은 W in dow s 계열의 운영체제 (W in dow s 95/ 98,

ME , 2000, NT )에서 RAM은 최소 16MB, 하드디스크의 여유공간은 65MB의 IBM호환PC (펜

티엄 프로세서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v er . 14.x의 경우, W indow s 95/ 98/ NT 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2000에서는 작동이 안 되

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II. 알고리즘

T RNSYS에서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량 및 열부하를 구하기 위해서 표1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 (component s )를 포함하고 있다. 계산용도에 맞추어 개략적인 열부하 계산을 위한

디그리데이법과 전달함수법을 이용한 상세한 방법 모두 제공한다.

T YPE 12에서는 건물을 총괄열전달계수와 면적의 곱 UA 로 모델링하여, 이를 입력치로 받

아들인다. Q = ( UA ) T로부터 열손실 및 열획득을 구하며, 여기에 태양열, 조명, 재실자 등

의 추가적인 요인을 포함하게 된다. 건물의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의 개략적인 계산에 적

합하다.

반면에 T YPE 19와 T YPE 56은 A SHRAE의 전달함수법 (t r an sfer fun ct ion meth od )을 토대

로 하여 벽체, 천장, 바닥 등을 모델링한다. 벽체의 안쪽과 바깥쪽을 대상으로 모든 복사열



교환 (태양으로부터의 단파장 및 다른 벽체, 천공으로부터의 장파장 모두)을 고려한다.

둘 이상의 구역 (zone)으로 구성된 건물에는 T YPE 19를 여러 번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

으나, 구역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구하는 데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

하여 개발된 것이 T YPE 56이며 역행렬 기법을 이용하여 결합된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다중구역으로 구성된 건물 (mult i- zon e buildin g )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표현하고 입력하

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다. 최근의 T RNSYS에서는 별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PreBID에

의해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건물정보를 제공하는 PreBID

그림 1에 보이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인 PreBID (Buildin g Input Descript ion )는 건물정보, 즉

벽체 및 창문의 구성, 각 재료의 물성치 등과 설정온도, 습도 및 재실자, 조명기구의 수 등

과 같은 실내조건을 파일형태로 생성하여 T YPE 56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P reBID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도 T YPE 56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BID파일 생성이 워낙 까다

로워 T RNSYS에 의해 멀티존 건물에 대한 동적열부하계산의 실용성에 의문시된 것이 사실

표 1 열부하계산에 관련되는 구성요소

용 도 구성요소 명 칭

열부하 계산

T YPE 12 Energy/ (Degree Day ) Space H eatin g or Cooling Load
T YPE 19 Detailed Single Zone (T ran sfer Funct ion )
T YPE 56 Multi - Zon e Building

구조물

T YPE 18 Pit ched Roof an d Att ic
T YPE 34 Ov erhan g an d W in gw all Shading
T YPE 35 W in dow w ith V ariable In sulat ion
T YPE 36 T herm al Storage W all
T YPE 37 Att ach ed Sun space



이었다.

T RNSYS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동적열부하계산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설

비 및 제어계통을 포함한 시스템의 동적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T YPE 12, T YPE

19, T YPE 56 모두 적용됨). 따라서 주어진 공간에 대하여 동적열부하를 계산하는 경우 설

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energy rat e control과 temperature lev el control로 대별

할 수 있다. en ergy rate control의 경우에는 설비 및 제어 특성과 무관하게 건물 자체만에

의해 열부하가 결정되므로 건물의 열성능을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는

냉난방설비는 이상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설비열부하와는 차이를 보이게 된

다. 반면에 t emperature lev el control의 경우에는 실제 냉난방기기에서 공급 혹은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건물에 설비의 영향이 포함되는, 실제 상황의 열부하

및 운전모사가 얻어진다.

e n erg y rat e c on tro l : 동적 열부하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t imest ep에서 실내를 냉난방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고 가정하고 이로부터 외부 열손실로 인해 계산된 실내온도가 설정된 온

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계산된 온도가 설정온도까지 상승(또는 하강)시키는 데 필요한 열

량을 열부하로 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내온도를 유지시키는 제어방식을 energy rat e

control이라 한다. 편의상 난방부하만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 r
d T r

d t = Q su rf + Q v + 0 .3 Q speop le + Q in t + Qz (1)

Qh ea ting = M C p ( T se t - T r) (2)

식 (1)에서 우변의 항들이 벽체 및 창문을 통한 열손실, 환기에 의한 열손실 등이며 난방기에

서 공급하는 열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 (1)로부터 어느 순간의 실내온도 T r가 구해지면,

식 (2)로부터 T s e t 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Qh e a t in g 이 구해지며 난방부하가 된다.

t em pe rature le v e l c on trol : 이 경우에는 어떤 tim est ep에 대해 열원기기(보일러, 열펌프,

태양열, 보조히터, 보조 냉동기 등)을 작동시킨다고 생각하고, 열손실량과 열공급량에 대한

열평형식을 세워 이로부터 실내온도를 계산한다. 제어기에서 설정된 온도범위(난방의 경우

20∼22℃) 내에 계산된 온도가 포함되는 경우 이 상태에서 공급한 열원기기의 열량이 열부

하가 되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열원기기의 상태를 바꾸어 (ON이면 OFF , OFF 이면

ON ) 만족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산을 반복해서 수행한다.

C r
d T r

dt = Q su rf + Q v + 0 .3 Q sp eop le + Q in t + Qz - P i (3)

식 (1)과 달리 냉난방기기에서 공급 또는 제거하는 열량 P i를 포함시킨 식 (3)으로부터 실내온

도 T r이 구해지며 위의 조건이 만족되면 P i가 설비에서 공급한 열부하가 된다.

III. 주요기능

T RNSYS 14.2를 설치하면 m ain directory인 T RNW IN과 13개의 sub - directory가 생성된다.

T RNSYS는 F ORT RAN으로 기술되어 있고 많은 서브루틴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들 서브루

틴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필요하면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브루틴은 다음 4개의 디렉토리에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다.



표 2 T RNSYS의 서브루틴

디렉토리 명칭 포함된 서브루틴의 역할

KERNAL
시뮬레이션의 감시·제어. 예를 들면 계산이 수렴하였는지의 체크, 입력파

일에 포함된 정보의 처리 등

T YPES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벽돌 같은 존재들로서 표준적인 57개의 구성요소

(compon ent s subroutin e)가 들어있음. 예를 들면, 펌프, 집열기, 축열조 등

UT ILIT Y
구성요소들 (T YPE s )에 의해 호출되며, 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줌.

OPT ION
일부 T YPE이나 입력파일 명령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호출되어 기능을 수

행함.

이들 4개의 디렉토리에 있는 서브루틴들을 컴파일시킨 후 링크시켜 T RNLIB .DLL이라는

DLL (Dynamic Link Library )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이 DLL은 W indow s용 실행프로그램인

T RNSYS .EXE (시뮬레이션 전체를 제어함)에 의해 호출된다.

표준으로 포함된 57개의 구성요소들 (T YPE s ) 중에서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면, 다시 컴

파일하고 링크 작업 후 새로운 DLL을 생성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파일을 만들어야 하며, 텍스트 편집기나 IISiBat (the

Int ellig ent Int erface for the Simulation of Buildin g s )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를 사용

하여 만들어진다.

그림 2 시뮬레이션을 위해 각 요소들은 연결시킨 T RNSYS 화면

그림 2에 IISiBat을 이용하여 각 요소들을 연결시킨 예를 보인다. 연결된 결과는 설비계통의

배관을 연상시키는데, 펌프와 축열조 등과 같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으나 주로 정보의 흐

름을 의미하게 된다. 어떤 구성요소의 출력값이 다른 구성요소의 입력값으로 제공되는 관계

를 보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은 T YPE 16 (radiat ion proces sor )의 출력값과 T YPE 56 (mult i - zone)의 입력값을 연결

시킨 예를 보인 것이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입출력, 파라미터 및 이들의 초기값의 기술

은 그림 4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적열부하계산을 위해서는 57개의 모든 표준적인 구성요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로 표

1의 구성요소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태양복사 처리를 위한 T YPE 16 등이 필요하며,

주요한 T YPE을 표 3에 소개한다. 한편, 계산된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계산 중에 확인할 수

있다.

IV . T RNSYS의 검증

부하계산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루

어져 왔다[4].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해석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평균값에 얼마나

접근하는가를 통해서이다. 대한설비공학회에서도 국내외 부하해석 프로그램의 해석결과 비

교[5]를 통하여 특히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의 지적 및 동 학회에서 개발한 LOAD - CAL의

정확도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는 하였으나 실측치와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될 논문[6]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

략적인 검증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3 구성요소의 연결

그림 4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 입력



실증실험을 위한 대상건물은 건축자재 등이 명백히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원하는 조건을

자유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거의 충족하는 대상공간

(경희대학교 공학관의 6층에 위치한 태양열실험실)을 확보하였으며, 가능하면 이상적인 실험

표 3 동적열부하계산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역할

T YPE 16
radiation
processor

보통 기상데이터로 주어지는 1시간 단위의 수평면에 대한 일사데이터를

T RNSYS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해 보간하고 방위별로 계산한다.

직달일사 및 산란일사량으로 분리한 후 각 방위별 일사량을 처리한다.
T YPE 34

ov erhan g an d
w in gw all
shadin g

지붕과 같은 돌출부위나 바람막이, 차양장치에 대한 설정을 한다

T YPE 69
sky

temperature
calculation

가상의 하늘에 대한 온도를 결정하게 되며, 지표면에서 대기로의 장파복사

에 이용된다.

T YPE 33
psy chrom etrics 습도와 습구온도, 노점온도 등을 계산하게 된다.

T YPE 9
data reader

읽어들인 데이터 (건구온도, 절대습도, 수평면 전천일사량, 전운량, 풍향, 풍

속 등)를 T RN SYS의 구성요소들이 사용할 있도록 변환 (단위변환 및 보간

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T YPE 25

print er 시뮬레이션의 시간별 결과치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T YPE 28
simulat ion
summary

주어진 시간(일, 주, 월 등)에 맞추어 계산된 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5 ONLINE Plot t er상에 출력된 계산결과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복사에 의한 전기히터는 바로 실내의 공기를

가열하지 못하므로, 실내설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열원으로 팬히터(2kW , 1.8kW )를 사용하였

으며 히터 앞에 선풍기를 설치하여 강제순환에 의해 고른 온도분포를 갖도록 하였다. 실내

부하로 대상공간 내의 조명(형광등 160W ), 기기 (P C, 선풍기 320W )도 포함시켰다.

실내설정조건은 24시간 연속난방으로 설정온도를 20℃, 환기는 없는 것으로 하여 유동인원

을 통제하였고 침입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 및 출입문을 밀봉처리하였다.

실험은 2000년 11월 25일 22시부터 12월 2일 22시까지 1주일과 12월 4일 16시∼17일 16시까

지 2주일간 2회 실시하였으며 해석모델의 실내온도는 16구역으로 분할, K - T ype 열전대를

설치한 후 예비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온도분포를 보이는 세 지점을 선택하여 가중치를 부

여한 후 평균값을 취하였다. 그리고 실내설정온도 (20℃) 제어를 위해 평균온도에 가장 근접

하는 지점의 열전대를 디지털 온도조절기 (digital t emperature controller )에 연결하여 히터의

on/ off를 제어하였다. 인접 존 (복도, 인접한 실험실 등) 및 대상공간의 각 벽체에도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이 밖에도 히터 등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하였는데, 1일 단위의

적산전력량과 30초 단위의 전압을 측정하여 순시치와 적산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외기온도 및 일사량을 동시에 측정하였으나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기상

청의 자료를 구입하였다. 이를 T RN SYS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형태로 가공하여

적용하였다. 인접존인 물탱크 및 복도는 비공조 공간으로, 한 층 아래의 연구실은 평균온도

30℃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실내설정온도는 평균한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1주

일 동안에는 20℃, 두번째 실험인 2주동안은 20.4℃를 적용하였다.

환기횟수 및 벽체조건 등은 실험과 동일하게 계산에 적용하여 부하량을 산출한 결과 1회 실

험치 1 GJ , 계산치 0.82 GJ로 실험치를 기준으로 18%, 2회의 경우에는 (12월 8월 16시∼18

일 16시) 실험치 1.82 GJ , 계산치 1.41 GJ로 22.3%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림 6를 보면 알 수

그림 6 실험과 계산에 의한 부하량 비교



있듯이 실험과 계산의 매 시간별 부하량이 변화양상은 매우 유사하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두 번째 실험에서 밀봉이 다소 불완전한 상태인 12월 4일 16시∼8일

16시 4일간의 부하량은 실험치가 0.76 GJ , 계산결과가 0.53 GJ로 30.3%의 더 큰 차이를 보

였다. 이를 통해 침입공기의 유입이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T RNSYS 검증실험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계산과 실험의 차이

중 상당부분은 이상적인 조건의 유지가 어려웠음에 기인한다. 그 중에서도 대상공간으로의

침입공기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일정한 온도분포의 인접존을 갖는 대상공간의 선

택, 완벽한 밀봉 및 인접존(복도 등)의 유동인원 통제 등이 이상적인 조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계산 알고리즘이 거의 동일한 국내의 동적열부하계산 프로그램의 우열을 논하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건물 정보의 입력에 의한 신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준건물에 대한 다

양한 조건하에서의 실측실험과의 비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V. 결론

T RNSYS의 가장 큰 특징은 비록 매우 숙달된 사용자를 전제로 하기는 하나 새로운 구성요

소의 개발 및 변경이 가능하고, 독자적인 모델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설비시스템을 포함시켜 t emperature lev el control에 의한 설비열부하의 산출도 중요한 특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더욱 편리해진 인터페이스의 제공 등 전반적으로 사용환경

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매뉴얼 등은 일반사용자의 접근

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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