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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ed to development and consideration of HI-BEMS software equipped with energy requirements
function to support BEMS operation consulting and PDCA easily. BEMS software is being distributed as an auxiliary
tool to realize energy savings in buildings. In addition, some buildings are obligated to install BEMS, and the points
for BEMS installation have been added or subtracted for ZEB certification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etc. However,
in the case of BEMS, operation consulting and PDCA activities must be conducted with software to further maximize
its purpose.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onduct PDCA and opration consul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uilding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building. For this purpose, HI-BEMS applies a patent
and uses only basic information of the building regardless of the existing or new building. A function was implemented
to derive building energy requirements. BEMS was developed to facilitate building operation by building operation
managers using this energy requirement deriv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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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실내환경 및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계량 및
계측하여, 수집된 데이터로 설비운영 분석과 에너지 소비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운영설비를 파악하고, 최적의 설비
제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 및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1)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 로드맵(2)에 의하면, 2025년까지 공공건물의 경우 500m2 이상, 민간건물의 경우
1,000m2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를 해야 ZEB 인증을 해주는 방
안을 내놓았으며, 녹색건축인증에서는 ‘2.3 에너지 모니터링’ 항목에 대하여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규정을 추
가하는 등 BEMS 보급화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3)
BEMS는 설치만으로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운영관리 및 PDCA(Plan, Do,
Check, Act)활동을 수반해야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4) 그러나, 건물 운영관리자 차원 혹은 소프트웨
어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에너지소요량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BEMS 운영 및 PDCA 과정은 한계점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운영컨설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 HI-BEMS 제품의 우수성을 고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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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BEMS 소프트웨어
HI-BEMS 소프트웨어는 KS F 1800-1규격(1)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이는 기본 BEMS 사항이며 HI-BEMS는
건물의 운영관리자가 BEMS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건물의 현상태를 더욱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하는 특허 제 10-2002636 기능을 추가하여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 차
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다.

2.1 BEMS 규격 KS F 1800-1
BEMS 기본 규격 KS F 1800-1은 Table 1과 같이 세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Table 1 KS F 1800-1 규격
항목

세부내역

데이터 표시 기능

획득 및 수집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
기준값 및 운전범위 입력 기능

정보 감시 기능

입력값과 운영결과 비교 기능
경보 발령기능
일정 기간의 정보 조회 기능

데이터 및 정보 조회 기능

기간별 정보 조회 기능
2개 이상의 기간별 정보 동시 조회 기능
에너지원별 소비량
석유환산톤으로 환산한 1차 에너지 소비량
용도별 소비량
수요처별 소비량

건물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기능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 원단위
최대 전력 수요
건물 에너지 효율 수준
에너지 소비 절감량 및 절감률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설비의 성능
설비의 효율
외기의 온도와 습도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기능

실내 공기의 온도와 습도
실내 공기 중 CO2 농도
실내 조도

에너지 소비량 예측 기능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예측
에너지 비용 체계 선택

에너지 비용 분석 기능

에너지 비율 단가 수정
기간별 에너지 비용 조회
예상 에너지 비용 조회

제어 시스템 연동 기능

2

건물 자동화 시스템과 연동 및 자체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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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물에너지소요량 파악을 위한 특허 적용
건물에너지소요량은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량으로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
다.(5)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소요량값보다 높게 계측이 될 경우 이는 건물의 에너지 절감요소가 있다는 정
보를 건물 운영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물에너지소요량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다.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그 정밀성부
분은 인정되었으나 시뮬레이션의 실행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점, 시간 효용성이 낮은점, 정보의
부재에 따른 신뢰성 저하 등 그 한계점이 명백하며(6) BEMS 및 건물 운영관리자가 사용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소요량 계산 시간이 짧으며, 사용자에 따라 그 값이 차이가
나지 않는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에 HI-BEMS는 특허 제 10-2002636호 ‘건축물 리트로핏을 위한
기계 설비 설계의 사전 분석 방법과 이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는 건물의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는 연산을 사용하였다.(7) 건물에너지소요량 확인에 있
어 기축 건물의 경우 내구년수가 오래될수록 건물의 기본정보 외 타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신축 건물의 경
우 기본 건물 광열비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의 현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너지소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HI-BEMS는 신축 및 기축 건물, 다수의 운영자에 상관없이 누구든 해당 건물의 에너지소요량계산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특허 제 10-2002636호를 적용하여 그 편리성을 더하였다.
특허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기본정보만을 통하여 건물에너지소요량을 도출 할 수 있다.
- 건물에너지소요량 도출에 걸리는 시간의 경우 1시간 이내로 시간효용성이 높음.
- 건물에너지소요량 값의 신뢰성의 경우 상용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시 약 25% 이내의 높은 신뢰성
이러한 특허 특징을 활용하여 건물 운영자는 건물에너지소요량과 실시간 건물에너지 사용량 감시를 통해
건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Fig.1은 특허 제 10-2002636호와 BEMS를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결과이다.

Fig. 1 Process of HI-BEMS software for building energy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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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BEMS 활성화를위해 정책적으로 공공건물 및 일부 민간건물에 대하여 BEMS 의무
화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BEMS의 경우 그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 설치보다는 PDCA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반면, PDC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물
의 에너지소요량 계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건물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 및 방안 도출이 용이해 진
다.
기존 BEMS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만이 적용된 반면 HI-BEMS는 기본
BEMS 성능과 함께 특허 제 10-2002636호를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파악을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해당 기능의 경우 일반 건물 운영관리자도 도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용자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특허기능을 활용하여 건물 운영관리자는 건물의 현재 상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기
술을 활용하여 건물의 운영변경을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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