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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l predictive control(MPC) can effectively reduce energy costs consumed by facility systems under conditions
that maintain the set indoor environment. Building energy simulations based on thermodynamics assume that the air temperature
or concentration of matter in the room is constant. As a way to improve this, an co-simulation combining building energy
simulation(BES)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is presented.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utilize it for real-time
control due to complex computational processes. This paper presents an interlocking scheme between thermodynamic-based
models and fluid mechanics-based models for indoor environment and building energ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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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재난적 환경 변화로 에너지 효율화와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증가
하고 있으며, 재실자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 건물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진단 및 예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모델예측제어(MPC, Model predictive control)는 의도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건물 설비시스템
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예측 모델은 크게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물리 기반 모델
과 센서 등으로 취득된 결과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모델로 구분되며, 각 방식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 실시간 실내
환경 관리와 건물에너지 제어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EnergyPlus, TRNSYS 등과 같은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BES, Building energy simulation)은 매개변수
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건물의 성능을 결과물로 제공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반면, 상세한 입력
조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이나 시스템의 운전조건, 재실자의 빈도 등 불확실한 조건이 가정되어 해석하
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획된 각 실의 공기 온도나 물질의 농도 등이 균일한 것으로 가정되어
실제 재실자가 느끼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진보된 하나의 방법으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결합한 통합시뮬레이션(Co-simulation)은
유망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한 연산 과정으로 실시간 제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실내환경 및 건물에너지 제어와 관리를 목적으로 단순화된 열역학적 모델과 유체
역학적 모델의 연동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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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모델
2.1 열역학적 모델
저항과 커패시턴스로 구성된 집중매개변수(Lumped Parameter) 모델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열적 상
태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델예측제어(MPC)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되는
1R1C 모델의 에너지 평형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저항과 커패시턴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구성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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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체역학적 모델
레이놀즈 수송정리는 검사체적에 대한 유체의 상태량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실내 공간을 여러 개의 검사
체적으로 나누어 레이놀즈 수송정리를 적용하면, 유체의 운동량을 바탕으로 실내의 공기 온도나 물질 농도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비정상상태에서는 식(2), 정상상태에서는 식(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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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연동 방안
모델의 연동은 Fig. 1과 같이 저항과 커패시턴스의 조합으로 구성된 열역학적 모델과 레이놀즈 수송정리를
통해 작성되는 유체역학적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연동된 모델은 열 부하의 예측에서
는 공기 교환이 발생하는 환기 및 침기 부하와 연결되어 작동한다. 또한, 열역학적 모델에서 기류를 발생시키
는 특정 설비의 HVAC 노드를 생성하면 유체역학적 모델에 연동되어 공기 온도나 물질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Fig. 1 Interworking Scheme of physics-bas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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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실내환경 및 건물에너지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리 모델의 연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동된 물리 모델은 데이터 기반 모델과 통합되어 예측 모델의 확장성과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실증을 통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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