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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국내 전체 소비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90%를 초과하며, 에너지 절약은 국가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중시되어 왔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 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서, 건물부문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사용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사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의 외피, 배치 및 냉난방설

비들의 에너지 절약적인 최적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및 HVA C설비를 대상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확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의 실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현상의 사

실적 모사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성능의 평가 및 예측이 가능해진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수용범위와

타당성은 적용되는 알고리즘과 입력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분석목적과 요구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건물 내의 실제 에너지 흐름은 외부의 기후변화에 따라 전도, 대류, 복사의 모든 열전

달 현상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모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모든 시뮬레이션 모델링

에는 수많은 가정 요소와 단순화 기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도입 정도에 따라 해석능력과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1970년대 초부터 세계 각국의 여러 기관에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건물 에너지해석 관련 프로그

램들은 많은 변화를 거치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핵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법들은 사용자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각 장

단점과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대학, 연구소, 기업 및 학회 등을 중심으로 국내 건물의 특성에 맞는 부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외국의 프로그램들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HVA C설비를 포함한 건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정부 지원

을 받아 개발한 BES2000이 거의 유일한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의 올바른 평가 및 예측을 위해 통용되고 있는 국내외의 주요 에너지 시

뮬레이션 모델링 기법들의 발전과정과 알고리즘을 간단히 분석·고찰하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와 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II. 해석기법의 종류



건물의 열에너지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건물 열부하계산이며, 때로는 이 둘이 혼용되기도 한

다. 열부하계산법을 대별하면 최대열부하계산법과 동적열부하계산법으로, 각각 장비용량산정과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건물의 에너지 해석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정적해석법과

여기에서 주로 다룰 동적해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산에 HVA C의 포함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르는 경향이다.

표 1 동적해석법의 HVA C 포함여부

분류 HVA C 포함여부 주목적

동적열부하계산
비포함 혹은 이상적인

냉난방기기 적용
건물의 에너지 소모량 파악

동적열에너지해석 포함

장비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모량 파악

경제성 분석 (LCC해석)

HVA C 및 제어계통의 적정성 분석

동적열부하계산이 건물 자체의 에너지 평가가 주된 용도라면, 동적열에너지해석을 통해서는 건물의 성

능은 물론 선정된 HVA C 시스템의 적합성 여부까지 판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대안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HVA C 각 구성요소의 에너지 소비량 등으로부터 LCC분석 및 경제성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 다루는 내용은 동적열부하계산에 HVA C의 시뮬레이션이 포함된 형태를 건물

의 동적 열에너지해석이라 부르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해석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한다.

2 . 1 정적 해석법

정적 해석법에서는 실내외 조건을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건물에서의 열이동을 계산하게 된다. 많은 방법

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생

략한다.

(1) 냉난방도일법

이 방법은 에너지 소비량이 추정기간 중의 도일 (degree- day )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기간의 평

균치 개념이다. 일평균 외기온이 18.3℃ (65℉) 이상일 때 태양열과 내부발생열이 건물의 열손실과 상쇄

되며, 또한 연료소비량은 이 일평균 외기온과 18.3℃와의 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냉난방에너

지 소요량의 산정법이다.

(2) 확장도일법

냉난방도일법을 일반화시킨 것으로서, 도일법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건물이 난방이나 냉방을 요구하

지 않는 평균외기온도로 정의한 평형점온도를 기준으로 한 도일을 계산에 넣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건

물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실내외 온도차에 비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난방기기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태

양열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담당하지 않는 부분만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3) 표준 빈법 (Bin M ethod )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외기기상 상태에서 일어나는 순간 열부하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외기조건을 포

함하는 이른바「빈 (bin )」으로 불리우는 일정한 시간간격의 빈도수 (t im e frequ ency )에 따라 열부하를 가

중 계산하는 방식이다. 빈은 임의의 간격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보통 2.8℃의 간격을 많이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건물의 점유기간과 비점유기간 동안의 열부하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평형점온도

(balance point temperature)를 사용하여 내부 발생열과 태양열 취득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한다.

(4) 수정 빈법 (M odified Bin M ethod )

종래의 빈법에 평균부하 또는 다변부하 (div er sified load)의 개념을 도입하여 태양열 취득과 내부 발생열



을 기상조건과 발생 정도에 맞도록 가중계산된 평균값을 적용하여 각각의 빈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냉방부하 계수 (coolin g load factor )를 사용하여 구조체의 축열성능도 동시에 고려하

고 있으며, 정적 해석법 중에서 비교적 정밀한 연간 냉난방부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2 .2 동적 해석법

건물의 열부하를 계산할 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기조건을 정상상태로 가정하는 것으로는 실내에서 발

생하는 열부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즉, 실제로 건물의 실내외 조건은 수시로 변화하는 비정상상

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열부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화요소들을 시간의 함수로 처리하는 동적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벽체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열량은 결국 1차원 에너지 방정식
2 T
x 2 = 1 T

t

에 수시로 변화하는 실내외 경계조건을 반영함으로써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된다(엄밀하게는 3차원

이나 대부분의 경우 1차원으로 충분하다). 이 방정식의 해법에는 라플라스 변환을 통한 해석적인 방법과

차분 등의 수치적인 방법이 있으나 계산량이 방대하므로 어느 쪽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다.
(1) 해석적인 방법

해석적 방식에서 건물의 과도 열전달을 모델링하는 기본적 도구는 전달행렬방식 (t r an smis sion m atrix

m ethod)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 2차 편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열전도 기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

환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으로 변환하면, 실제공간에서의 미분방정식이 순수히 대수적 형태로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라플라스 공간으로 변환된 기본방정식에 대해 해석적 해를 도출하고 이를 행렬식 형태로

표현하면 출력과 입력 및 전달행렬로 정리된다. 이 때, 전달행렬내의 각 원소를 전달함수(t ran sfer

fuction )라 하며 보통 쌍곡선 함수나 복소지수 함수의 형태로 주어진다. 전달함수는 벽체재료의 두께와

물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경계조건에 따라 행렬식 각 요소의 재배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표면의

열류를 표면온도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하면 시간계 응답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가상공간에서 도

출된 해는 실공간으로의 역변환을 통해 실질적인 시스템의 응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역변환의 방식에

따라 주기계 (fr equen cy - dom ain )와 시간계(tim e- dom ain ) 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행렬식의 최우측에 위치

한 입력함수 (자극함수)를 sine이나 cosin e곡선 등 삼각함수를 복합한 주기함수로 적용할 경우 주기계방

식이 되며, 이때 실제 외부기후의 입력함수화는 푸리에전개를 이용한다. 반면 입력함수를 라플라스변환

이 손쉬운 사각이나 삼각 등 각종의 펄스형태로 적용하는 경우를 시간계방식이라 하며, 온도를 시계열

값으로 취급하고 비주기적 입력도 처리가능하기 때문데 전자에 비해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다.

St eph en son an d Mitalas (1967년)는 온도를 중첩된 삼각펄스로 변환하고 다층 벽체는 집중 열용량 방식

이 아닌 정확한 해석식으로 모델링하는 열응답계수(therm al respon se factor ; T RF s )를 개발하였고, 다시

이를 개선한 Z전달함수 방식을 제시하였다. 전달함수방식의 기본개념은 현재의 출력은 현재의 입력과

과거시간의 입출력 값들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Z전달함수는 열응답계수와 같이 벽체의 열적

성능을 특성화시킨 것이지만 응답계수방식보다 작은 수의 계수가 요구되기때문에 효율성을 높인 방식이

라 할 수 있다. 전달함수는 일반적으로 열전달 방식 중 전도현상이 주된 성분인 벽체나 지붕을 모델링

하는데 이용되며,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입력과 출력이 시간축 내에 균일하게 분배된 일련값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기온, 일사량과 같은 기후데이터를 복잡한 변환과정 없이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SHRAE에서는 건물외피성분을 통한 과도열전도를 계산하는 기준방식으로 전달함수법

을 채택하였으며 복합된 실내외 열전달계수와 구성재료의 여러 유형에 따라 전달함수의 계수값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수의 응용은 상당외기온과 외표면 열전달계수의 계산조건에 따라 일부 제약을



받으며 전달함수의 기본가정은 다층 벽체를 구성하는 각 층의 재료가 순수한 물질 (hom og enn ou s )로 구

성되며 1차원 열전달만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동적 해석방식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응답계수법(r espon se

factor )과 가중계수법 (w eightin g factor )을 적용한 미국의 DOE - 2 및 일본의 HA SP , AH SRAE의 전달함

수법에 의한 T RN SYS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동적 해석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수치적인 방법

이 방식의 발전은 컴퓨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관계된다. 유한차분법과 같은 수치해석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선형 및 비선형 모델을 모두 포함하여 시스템 구성에 유연성이 큰 장점을 가진 반면 요구되는

계산량이 방대하여 비용과 연산시간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컴퓨터 환

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제약사항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활용범위가 더욱더 확대되

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특집기사의 CFD와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수치해법의 기본개념은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변환시키는 이산화방

정식 또는 차분방정식을 수립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가능케 하는 것으로, 실험 측정값과 유사하게 한정

된 개수의 위치 (n odes )에서 해를 구하게 된다.

수치해법의 종류는 이산화 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한차분법 (FDM : finit e differen ce m ethod), 유한요

소빕 (FEM : finit e elem ent meth od ) 및 유한체적법 (F VM : finit e v olum e m ethod )으로 구분하고 있다. 임

의의 물리적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 차분화된 검사체적에 직접 에너지밸런스 (heat - balan ce)를 적용하는

기법이 유한체적법이다. 외형상으로는 FDM과 유사하나 실질적인 알고리즘의 내용은 FEM의 아이디어

과 유사하며, F VM에 의한 결과해는 해석 검사체적이 작은 경우라도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킨

다.

HVA C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일부의 구성기기에서는 지배방정식이 미분방정식의 형태를 띄게 되며, 매

시간간격마다 풀어야 하고, 특히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 수치적인 방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ESP - r , BLA ST , En ergyPlu s가 여기에 포함되며, 해석적인 방법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III. 주요 해석 프로그램의 소개

3 . 1 DO E- 2
(1) 개요

DOE - 2 프로그램은 미국 Law rence Berkeley Laboratory에서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개발되었고 현

재 전세계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건물

의 모든 부분, 즉 건물 외피, 조명, 기계설비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이다. 시간별로 기록된 표준기상 데이터(T MY , T RY , CT Z, W YEC 등)를 이용하여 건물의 시간별 열성

능을 계산하게 된다.

F ORT RAN으로 프로그램되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건물에서의 계측치

와 계산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대표적인 해석 프로그램이다. 현재 배포 중인 것은 기본

형태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NT IS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채용한 형태로 판매되는 사용이 편리한 제품군도 다수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DOE - 2의 공식적인 최종 버전은 DOE - 2.1E이며,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DOE - 2.2와 같은 버전업

은 없는 것으로 발표된 상태로서, 약간의 기능개선 및 버그처리되는 것도 현재의 버전을 통해서만 이루



어진다. 따라서 3.4절에서 언급할 En ergyP lu s가 DOE - 2를 계승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구성

DOE - 2 프로그램은 5개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계산구조를 그림1에 보인다. 사용자가 작성한 입력파일을

받아들여 후속계산 프로그램을 위해 그 데이터를 전환시키

는 BDL (Building Descript ion Lan gu ag e)프로그램이 가장

앞에 위치한다. LOA DS에서 부하계산을 하고 이 결과를

HVA C(SYST EM S와 PLANT )로 보내 장비측 에너지소비량

등이 산출되며, 이를 토대로 경제성 및 LCC분석이 ECON

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 점이 DOE - 2의 한계로서

HVA C이 부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한 tim e st ep에서 반

복계산이 이루어지는 T RNSYS나 En ergyPlu s 등에 비해 계

산정도가 떨어지고, 주어진 HVA C용량으로는 부정확한 실

내온도의 예측 등을 초래하게 된다.

① LOADS

실내를 일정온도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주어진 공간의 매 시

각별 냉난방부하 (현열과 잠열)의 계산을 수행한다. 건물 외

피를 통한 열출입량은 1년 동안 또는 지정된 특정 기간동안

매 시간별 (8760시간)로 계산된다. 열손실과 열획득은 벽, 지

붕, 바닥, 창, 문에 대해 각각 구해지며, 건물 외피를 통한

복사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은 축열체, 단열재의 배치, 일사

각, 구름, 건물위치, 건물방위, 건물특성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외기 침입부하는 내외부 형태의 차이와 가정된 누출율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② SYST EM S

HVA C의 2차측, 즉 공기측장비 (팬, 코일, 덕트 등)의 성능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건물 내의 온도와 습

도제어에 사용되는 공기조화설비시스템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방정식을 포함하며,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게 된다. SYST EM S 프로그램은 요구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되

어야 하는 공기조화 시스템의 시간별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LOADS 프로그램 및 시스템 특

성으로부터 출력정보를 이용한다. 외기요구, 기기조작 스케줄, 공조설비 조절 절약 등을 고려한다.

SYST EM S의 계산결과는 실제로 실내공간과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냉방 및 난방 코일부하이다.

③ PLANT

PLANT 는 HVA C의 1차측, 즉 공조설비 시스템 (보일러, 터빈, 냉각기, 냉각타워, 저장탱크 등)을 시뮬레

이션 하며, 사용자가 지정한 쾌적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연료에 의한 전체 에너지를 계산한

다. 각 기기 구성요소의 작동은 작동조건과 부분부하 특성에 근거하여 설계된다. 입력 정보는 기기 형

태, 각 유닛의 크기 및 수, 기기의 작동스케쥴을 포함한다. PLANT 프로그램은 일차적인 냉난방 기기와

환기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의 정보와 LOADS 및 SYST EM S 프로그램의 결과치

를 이용한다.

④ ECONOMICS

그림 1 DOE- 2의 계산구조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을 계산한다. 광범위한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

태의 연료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또한 ECONOMICS 프로그램의 경제성 계산을 통해 사용자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LCC(Life Cy cle Cost ) 분석을 할 수 있다.

3 .2 T RNS YS
(1) 개요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T RN SYS (T RaN sient SY stem Simulat ion )는 1975년

에 상용 프로그램으로 처음 발표된 이래 지속적인 버전업으로 현재 v er . 15에 이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열 시스템의 동적인 시뮬레이션 및 설계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W iscon sin 대학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T RN SYS는 건물 자체에 대한 동적열부하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였으며, W in dow s용으로 발표된 v er . 14.1까지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편

리한 구조가 아니었다. 1996년에 발표된 W in dow s 95용의 v er . 14.2부터 본격적인 인터페이스가 채용되

기 시작하였으며, 건물 부하에 대한 항목도 유연하고 안정성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F ORT RAN77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듈 형식의 프로그램 구조를 취하고 있어 확장성과 호환성이 뛰어난

편이며, 건물의 동적열부하계산 이외에도 HVA C 시스템의 해석 및 규모산정, 태양열 시스템의 해석, 제

어시스템의 분석 등과 같은 설비시스템의 해석에 위력을 발휘한다. 건물과 설비시스템을 포괄한 전체시

스템의 해석을 통하여 설비 혹은 건물의 종합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등록된 사용자에게는 프로그램의

소스가 제공되므로, 전문적인 사용자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 혹은 새로운

구성요소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난해한 매뉴얼 및 인터페이스는 일반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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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티엄 프로세서 이상)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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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2 T RN SYS의 서브루틴

디렉토리 명칭 포함된 서브루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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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포함된 정보의 처리 등

T YPE S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표준적인 57개의 구성요소 (component s

subroutin e)가 들어있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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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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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루틴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



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필요하면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브루틴은 다음 4개의 디렉토리에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다. 표2에 보인 4개의 디렉토리에 있는 서브루틴들을 컴파일시킨 후 링크시켜

T RNLIB.DLL이라는 DLL (Dyn amic Link Library )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이 DLL은 W indow s용 실행프

로그램인 T RN SYS .EXE (시뮬레이션 전체를 제어함)에 의해 호출된다. 표3에 보인 표준으로 포함된 57개

의 구성요소들 (T YPE s ) 중에서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면, 다시 컴파일하고 링크 작업 후 새로운

DLL을 생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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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for th e Simulat ion of Building s )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림 2

에 IISiBat을 이용하여 각 요소들을 연결시킨 예를 보인다. 연결된 결과는 설비계통의 배관을 연상시키

는데, 펌프와 축열조 등과 같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으나 주로 정보의 흐름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2 시뮬레이션을 위해 각 요소들은 연결시킨 TRNSYS 화면

T RNSYS에서는 계산용도에 맞추어 개략적인 열부하 계산을 위한 디그리데이법과 전달함수법을 이용한

상세한 방법 모두 제공한다. 구성요소 중 T YPE 19와 T YPE 56은 A SHRAE의 전달함수법 (t r an sfer

fun ct ion m ethod )을 토대로 하여 벽체, 천장, 바닥 등을 모델링한다. 벽체의 안쪽과 바깥쪽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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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구역 (zon e)으로 구성된 건물에는 T YPE 19를 여러 번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으나, 구역 사

이의 상호작용까지 구하는 데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개발된 것이 T YPE

56이며 역행렬 기법을 이용하여 결합된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다중구역으로 구성된 건물 (mult i- zone building )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표현하고 입력하는 것은 대

단히 복잡하다. 최근의 T RNSYS에서는 별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PreBID에 의해 비교적 쉽게 작성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T RNSYS의 표준적인 구성요소

종류 명칭 종류 명칭

유틸리티

Data Reader
T im e- Dependent F orcin g F un ction
Algebraic Operator
Radiat ion Processor
Quantity Int egrator
P sy chorom etrics
Load Profile Sequ en cer
Collector Array Shadin g

건물
열부하와
구조

En ergy/ (Degree- Hour ) Hou se
Detailed Zon e (tr an sfer funct ion )
Roof and Attic
Ov erh ang and W in gw all Sh adin g
W indow
T h ermal Storag e W all
Attached Sun space
Mult i- Zon e Building

집열기

Quadrat ic T herm al Efficien cy Data
Detailed Perform an ce M ap
Single or Bi- Ax ial Incidence An gle
M odifier
T heoretical F lat - Plate
T heorectical CP C

배관/ 덕트

Pump/ F an
F low Div ert er/ Mix in g V alv e/ T ee
Piece
Pressure Relief V alv e
Pipe

축열
Strat ified Liquid Storage
Algebraic T ank
Rockb ed

제어기

Differential Controller w ith
Hy st eresis
T hree- Stag e Room T h ermost at
Micorprocessor Controller

장비

On/ Off Aux iliary H eater
Ab sorption Air Con dit ioner
Du al- Source H eat Pump
Condit ioning Equipm ent
Coolin g Coil
Coolin g T ow er
Chiller

출력

Print er , Plot t er , Histogram Plot t er
Simulat ion Summ arazer
Economics
Online Print er

열교환기
H eat Ex chan ger
W a ste Heat Recov ery 기타

PV/ T h ermal Collector
Storag e Battery

유틸리티
서브루틴

Data Interpolat ion
F ir st Order Different ial Equat ion s
View F actor s
M atrix Inv er sion
Least Squ ares Curv e F it ting
P sy chrometric Calculat ion s

결합된
서브시스템

Liquid Collector - Storag e
Air Collector - Storage Sy stem
Domestic H ot W ater
T h ermosiphon Solar W ater H eat er

3 .3 ES P- r
수치적인 방식(유한체적법)으로 열부하를 계산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현재 유럽공동체 (EU )에서 자

연형 태양열 건물해석 표준프로그램으로 지정한 ESP - r (Environm ental Sy st em Perform an ce- reference )

를 들 수 있다. C++와 F ORT RAN (F77 혹은 F90)으로 프로그래밍되었으며, Unix운영체계(Solaris ,

Sun/ OS , SGI, Linux )의 워크스테이션 혹은 Pentium급 이상의 PC 환경에서 수행된다. 주로 유럽을 중심

으로 수백명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용이 아닌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

의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다. 앞선 개념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나 W indow s환경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

이 단점이며, 아직도 일반사용자가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대규모의 행렬식 처리를 위해 m atrix part it ion 등과 같은 고급 수치해석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수행속도

가 탁월하고, 모듈화된 에너지 부속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메뉴방식으로 운영가능하며, 입출



력의 그래픽지원, 기타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재료의 물성 및 각종 건물 운영 프로파일의 체계적인 데이

터베이스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면에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ES P- r의 구조

ESP - r은 그림3과 같이 PM (Project M anag er )이라는 통합 환경 내에 각종 데이터베이스 및 지원시스템,

시뮬레이터, 성능평가 및 결과 분석 등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PM 내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를 모두 받아볼 수 있으며, 각 모듈간의 연계 및 복잡한 구성관계는 PM 내부적

으로 처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각

종 시간별 기상자료 및 재료의 물성치, 벽체구조, 내부 발열부하 요인의 시간별 프로파일, 플랜트 컴포

넌트 등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들을 수정·추가할 수도 있다. 지원모듈은 CAD로 작업된

건축설계 도면을 가져와 직접 열해석 모듈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작업, Ray - tr acing기법에 근

거한 고차원 채광해석 프로그램인 RADIAN CE와 연계된 가시화 모듈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핵심 사항인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인 건물 모델 외에 유동 모델, 컨트롤 모델,

전기 파워 모델 및 시스템 모델 시뮬레이터가 필요에 따라 연계 작동된다. 성능평가 및 결과 분석 분야

에서는 방대한 양의 해석결과를 처리해 그래프 및 표 등의 자료형태로 제공하고, 쾌적상태, 습공기선도

분석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그래픽으로 처리해준다. 이외에도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양한 형태

의 프로젝트 파일이 제공되며, 상세한 전자 매뉴얼과 데이터모델도 지원한다.

1974년부터 개발된 ESP - r은 해석 알고리즘의 유연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각종 해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구체적인 모

델을 개발 적용시킬 수 있다. 특히 ESP - r은 유럽연합의 대규모 자연형 건축 프로젝트인 PA SSYS를 통

해 국가간 실증실험을 통한 검증 모델로 최근까지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개발된 주 내용으로는 기존 1차원 기류해석 모델의 ESP - r 통합발전, 아트리움과 같은 대

형 공간의 상세 유동해석을 위해 비정상 3차원 난류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CFD (Computation al F luid



Dyn amics )모듈을 ESP - r 내에 포함시켜 건물 모델과 연계된 상황에서 CF D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보다 다양한 종류의 플랜트 시뮬레이션 모듈 확장 및 이들 포맷의 표준화, T RNSYS 플랜트타입과 데이

터공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퍼지이론이나 신경망 이론 등 각종 최신 컨트롤 알고리즘을 모사

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 확대, 상세 자연채광 해석모델인 RADIANCE의 ESP - r통합, 건물내 모든 전

기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는 파워시스템 모듈의 ESP - r통합, 건물에 부착된 태양전지의 열 및 발전효율

해석모듈, 모서리나 바닥 등 2차원 및 3차원 상세 열해석 모듈의 ESP - r통합, 습기 및 이에 따른 건물구

조체내 곰팡이 발생 해석 모델, 열 및 채광, 쾌적, 에너지소비 등의 종합 성능평가 모듈, 파라메트릭 변

수시뮬레이션 모듈 등 많은 연구결과가 ESP - r 프로그램의 통합 환경 내로 구축되었다.

3 .4 Ene rgy P lus
차세대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개발에 주목을 받아오던 En ergyPlu s가 베타테스트를 완

료하고 금년 4월에 v er . 1로 공식발표되었다. 개발초기부터 DOE - 2와 BLA ST 의 장점만을 취한다고 하

여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다. BLA ST (Building Loads Analy sis an d Sy st em T herm odyn amics )는 본

고에서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국방성의 지원을 받아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해왔던 것으로

서 건물 부하계산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전달함수법이 아니고 수치해석방식을 적용한 에너

지 밸런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4 EnergyPlus의 전체적인 구조

건물에너지 해석과 관련되는 상당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1960년대에 시작되어 재설계 및 재구성없

이 기능만 확장됨으로써, 변경 혹은 추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해석기법의 진보와 컴퓨터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도 근본적인 개조없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1995년에 BLA ST 와 DOE - 2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구조적인 재구성을 취하게 된다. 프로그

램 언어로는 F ORT RA N90이며, 모듈 구조로 되어 있어 기능강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였다. BLA ST 의



연구용버전인 IBLA ST 에서 사용한 heat balance based load calculation을 채용하고, 일부는 새로 구성하

기도 하여 정확한 부하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4와 같이 사실 En ergyP lu s는 시뮬레이션 엔진이며,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과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의 개발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즉 EnergyPlu s의 입출력파일은 텍스트 형식으로서 다른 개발자가 이 입출력 파일을 구성하기 용

이한 구조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T RN SYS의 입력파일의 작성 방법중 한 가지는

IIsibat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래의 T RN SYS개발팀이 아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5에 보인 바와 같이 가장 상위레벨에 위치하는 시뮬레이션 매니저는 사용자가 정한 t im e st ep (1시

간 이하로도 가능)으로 원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모든 시뮬레이션 모듈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게 된

다. 또한 각각의 모듈에게 초기화, 시뮬레이션, 기록의 유지, 결과보고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모듈이 객체지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손쉽게 추가가 가능하게 한다.

표4에는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기능 등을 비교한 일부로서, 이외에도 기존의 프로그램에는 없는 많은 기

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nergyPlu s에서는 T RNSYS와의 링크도 진행되고 있어, T RNSYS의

PV (photov olt aic) 모듈의 경우에는 이미 EnergyPlu s에 포함된 상태이다.

사용목적에 따라 유료이기도 하나, 일반사용자는 무료로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까지 입수할 수 있다. 사용환경은 W in dow 95/ 98/ NT 이다.

그림 5 통합 시뮬레이션 매니저



표 4 프로그램의 비교

3 .5 BES 2 000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연구용으로 개발된 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은 그 이용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비록 전문가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을 파악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상조건, 건축재료, 설비기기와 시스템 및 비용분석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에너

지평가용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

원받아 2000년에 개발이 완료된 연간 에너지분석 프로그램이 BES (Building En ergy Simulation ) 2000이

다. 그러나 BES2000은 저작권 및 향후 개발주체 등의 미해결로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하계산 알고리즘은 A SHRA E의 전달함수법 (T ran sfer Function M ethod )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장

치제거열량과 실온습도변동계산법은 HA SP/ A CLD의 축열응답계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조시스템은 한

국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 정풍량 방식, 변풍량 방식, 2중덕트 방식, 패키지 에어콘 방식, 팬코일 유닛

방식, 말단재열 유닛 방식, 히트 펌프 유닛방식 등의 7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비용분석알고리

즘은 LCC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부하 계산, 시스템 계산, 경제성 분석 등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입력자료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DOE - 2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

고 있는 듯하나, 부하계산에서 얻어진 결과가 일방적으로 시스

템계산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수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 단계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부하 계산 프로그램은 설정된 실외조건하에서 건물내의 지정공

간에 대한 냉ㆍ난방 부하를 계산하는 것으로, 기상조건, 일사조

건, 재실스케줄, 조명 및 기기, 침입외기 그리고 구조체의 열용

량 등에 따른 건물의 냉ㆍ난방 부하를 계산한다. 시스템 계산

프로그램은 주어진 실내조건으로부터 계산된 에너지 부하를 기

초로 하여, 필요외기량, 장치운전시간, HVA C 장치제어방식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실제 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한다.

한편, 건물 및 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적용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들을 평가하고, 최적

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그림 6] 프로그램의 구성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며, 기존의 건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계산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시스템 (U ser Int erface Sy stem )은 실무자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초자료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력의 편의를 위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실시간

처리를 위한 대화형 메뉴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BES 2000은 윈도우 시스템의 그래픽 처리 기능

을 응용하여, 자료입력화면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입력자료 구축을 위한 시간을 최소화하였으며, 윈도우

기반 메뉴시스템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7은 BES2000의 초

기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사용자 인터페이스

IV. 결론
건물에너지 해석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많으나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꾸준히 업그레이드에 이르

고 있는 제품은 사실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다.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전문가의 수준에서 간단히 에너

지 소비량을 추정하고 싶은 일반사용자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존재하기 어

렵다. 이런 면에서 En ergyPlu s의 사용자층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제3의 개발자에게 돌리는 것도 일책인

듯싶다. 어쨌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 및 시스템설계를 시도하려는 국내의 엔지니어들에게 HVA C의

최적선정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 그리고 이를 토대로 LCC분석까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BES2000의 문제점 해결, En ergyPlu s의 버전업

과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개발, T RN SYS나 ESP - r의 알기쉽게 작성된 한국어판 매뉴얼 등이 이를 앞당

겨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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