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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요금 청구 정책에 따라 월, 분기와 같은 실시간의 다양한 주기의 데이터 수집 

 각종 설비, 장비, 영역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요소에 대한 데이터 

 

 리포팅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는 에너지 공급자에서 제공하는 요금 사용 내역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뿐만 아니라 현재 날씨와 연관된 사용정보도 제공)  

 

 모니터링 

 실시간 누적 정보 추적, 다양한 에너지 분석 툴, 에너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소비 원인 파악하여 불필요한 소

비원 제거 기술 제공  

 

 피드백 

 사용자는 참여를 통해 실시간 에너지 소비 정보를 통해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확인 

 개별 장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서로간의 주고 받는 영향을 파악 

 소프트웨어는 이런 소비 패턴을 파악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감 추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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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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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합리적인 건물 운영 

 건물 운영 유지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건물 경영의 효율 향상  

 합리적인 유지 관리 

 건물 설비는 냉난방, 환기, 조명, 

급 배수 등 다양한 설비의 운영 상

태 유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 

 대도시 빌딩이 소모하는 에너지 비

율이 약 30% 이상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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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빌딩, 공장 등 건물에 설치된 에너지 설비를 통합적인 감시 및 자동 제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분류 

 관리 시스템 : 데이터 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 상태 감시 (환경, 기기 운전 정보, 유지 관리 상태) 

                    방재 방범 상태 감시 

                    환경정보, 기기 운전정보 감시 

 제어 : 계획/순차 제어 

     운전제어 

              피드백 및 최적화 도출 및 적요 

 관리 : 유지 관리 (에너지 기기 효율, 예방, 고장 수리), 

              경영 관리 (비용 계산), 

 군 관리 : 다른 건물 군의 관리, 제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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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기반 기술 활용 

 에너지 정보 수집, 분석, 확인 

 에너지 사용 현황 파악 및 조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건물 성능 개선 

 피드백 :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도입시 고려사항 

 에너지 비용 분석 

 투자 대비 수익 비교 분석 

      - 에너지 절감, 운영비 절감 

 종합적 검토 

      - 구축 비용 및 시간, 쾌적성, 환경, 홍보효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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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및 주택 제어 표준 단체(K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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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X는 국제 빌딩 자동화 국제 협회에서 제정한 주택 및 빌딩 제어를 위한 표준 

 대상 : 보안 시스템, 스마트 미터링, 가전 제품, 오디오 등을 비롯해 조명, 난방, 환기, 냉각 장치 등 

 기능 : 주택 및 빌딩의 제어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모니터링, 경보, 수량조절, 에너지 관리 등 

 신축 건물, 기축 건물에 적용 

 

 KNX 인증 : 뛰어난 소프트웨어 호환성 

 유럽 규격(CENELEC EN 50090 및 CEN EN 13321-1) 

 국제 표준(ISO/IEC 14543-3) 

 중국 표준(GB/Z 20965) 

 미국 표준(ANSI/ASHRA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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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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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 위생(사무생산성 향상) : 근무환경의 쾌적성, 편리성과 안정성 

 전력 제어(안정적 전원 공급) : 정보 응용 기기 및 설비 

 조명 제어(관리의 효율성) : 건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로 인한 조명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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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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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딩 에너지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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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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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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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딩 에너지 제어 시스템 

에너지  
데이터 베이스 

에너지 데이터 수집 
- 시간, 월, 계절별  
- 설비 별 
- 실시간, 분류  

 

에너지 사용 분석 
- 사용량 트랜드 
- 스케쥴 관리 

 

조치  및 피드백 정보 
- 에너지 다소비 경고 
- 사용량 절감 
- 운영 스케줄 관리 
- 에너지 절약 정책 수립 
- 에너지 누설 감지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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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 

 사용 에너지 절감 >>> 에너지 비용 절감 

 

 절감 1 단계 : 측정 

 현재 measurement 는 한계가 있음 

 Detail Energy Break-down 이나 sub-metering 기기 설치되지 않음 

 현재 measurement 기술 / 시스템으로는 비즈니스 도출 실패 

새로운 레벨의 measurement  필요 

 Detail, High-frequency sampling 필요 

 Wireless sensor : time-series, large scale, easy installation 기능 필요 

 절감 2단계 : 분석, 예측 

 전문가 분석 : 비즈니스 초기, 고가 (관제센터 모델) 

 자동화된 분석 : 대중화 시스템, 대규모 그룹 관리, 저가  

 절감 3단계 : 제어, 리포팅, DR …. 다양한 서비스  

 냉난방, 공조, 조명, 전열 기기에 대한 제어 방법 

 기존 홈네트워크, 빌딩네트워크, Ethernet 의 한계 (기술의 한계, 사업영역의 한계) 

 USN, ZigBee, Z-Wave, Wi-Fi : Internet of Things 

 정확한 절감금액을 계산 해야함. 1년전 데이터와 비교 ? (비교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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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대기업은 대형 신축 건물 위주 ( 장기적 목표로 진행, (예) IBM ) 

 현재 BAS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도구/확장성/충분한 데이터 통합이 부족함 

 전세계적으로 전력 가치가 낮아, 경제성 갖춘 비즈니스 창출 어려움 

 시장 창출에 적합한 회사, 기존 player : 지멘스, 하니웰, 존슨컨트롤, ABB 등 

 기축시장 대부분 점유, 급히 서두를 필요 없음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을 때 시장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기회 

 에너지 비용 상승 시기… 그 이전에 실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점 전략 필요 

 기존 Player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 중소형 빌딩, 중소형 공장, 신축 중소형 

 최적화된 제품,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확보 가능한 제품으로 시장 공략 필요 

 극복 해야 할 사항 

 시장 확대를 위한 적절한 기술이 가격대 성능 비용이 적합 하지 않음 

 사이트별로 만들어야 하는 기술(SI, 외주 성격)은 시장확대에 적합하지 않음 

 General Energy Platform Solution 필요, 이를 위해 아래 항목 병행 추진되어야 함 

 최적화된 제품용 General Computing 기술 개발 

 경제성이 확보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증의 어려움 : 빌딩주인의 완고함 

 Reference Site : SDH, SUTD, GSBC 

 Full Building Info. Access, Very high fidelity sensing, Multiple Application running 

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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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최근 요구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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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된 제품용 기술 개발 방향 

 현재 BAS 제한사항 극복 

 빌딩 전체의 에너지 MAP 제작이 어려움 

 주식 차트처럼,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동시에 표시 필요 

 복잡한 변수를 갖고 있는 빌딩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데이터 차팅, 정리 필요 

 전력 / 스마트 미터 

 전력은 빌딩 에너지 소모의 대부분  

 전기는 반응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Human Interaction을 위해서는 

15분, 5분 보다 빠른 반응이 필요, (예) 1초 

 하드웨어 확장성 

 기축 시장의 경우, 공사 추가로 하는 것은 많은 비용 발생 

(한국 15층 경우, 천장 전원, 랜 4개 포인트 공사비 : 1주일 700만원) 

 (예) 저가격의 무선 센서로 1일 설치, 서버 연동 종료 필요 

 소프트웨어 확장성 

 급변하는 전력/에너지 가격 정책에 따라 application 추가 실행 예상 

 DR 과 에너지 효율, 재실자 만족도 등의 application 을 동시에 실행 가능해야 함 

 Building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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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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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Computing Platform for Building Energy 

 

 Database 

 High-speed Time-series database 

 1 Meter 1Hz  86400 tuple, 1개월 10GB, 1년 120GB 

 SQL speed, 동시 charting 

 Application Framework 

 Application Plug-in 

 Open ADR Client 

 Energy Mngmt 

 Sub-metering 

 IEQ 

 Real-time  

monitoring  

 Sub-metering  

Energy Map 

 I/O 

 BACNet, IPv6,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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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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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적용 사례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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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450개 무선 센서 네트워크 

 Large-scale / Rapid installation WSN 

 Micro monitoring 

 6,000 여개 BAS 데이터, 1초단위 

 

 데이터 통합 처리, 분석/예측 
 대용량 DB, 고속 로깅, 고속 쿼리 지원 

 빌딩 정보 다중 charting 기능 

 Energy Plus : 고속 (15분이내) 데이터 예측 

 통합 미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상위 고용량 미터기 1개로 하위 디바이스 동작 추정하는 소프트웨어 

 

 제어, 리포팅, DR 
 Open ADR 적용, Open ADR 서비스 구현 

 제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현 on Base Computing Platform 

 최종 데모시에, Real-time Peak Shaving 그래프 차팅 (BASELINE 과 동시에 보여줌) 

 제어 기기의 Time-linse 동작 시간과 제어대상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수치로, 절감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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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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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제어 시스템 (Watt Stopper) 

 3단계 디밍 지원 

 스케줄 제어 지원 

 조명 스위치 (Lutron)  

 인체감지, 디밍 지원 

 흡수식 냉동기 (4월 ~ 10월 사용) 

 30MW 용량의 병합 발전기와 연동 

 터빈 냉동기 (11월 ~ 3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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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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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미터링 

 하드웨어 투자금액 : 2.3억원 

 27개 장소 설치 

  설치 장비, CT 센서 

     Siemens 서브미터 

 BAS 정보와 무선 센서 정보 통합 

 데이터 통합 소프트웨어 

 BACNet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로 정보 통합 

 400개 이상의 HVAC 정보 취득 

 조명, BAS 데이터 통합 

 건물 내 에너지 포털 

 50여개 빌딩의 에너지 모니터링 

 50개 빌딩 총전력 피크 

 주중피크, 18MW  

 주말피크, 15MW  

전자부품연구원  

4. 해외 적용 사례 



운영 항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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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비용 

 1년 사용량 : 7,458,658 kWH (2011년 3월 ~ 2012년 2월) 
약 8억8천만원 (캘리포니아 기준), 1년 평균 사용량 : 853 kW 

 건물 피크 : 약 1000 kW (흠수식 냉동기 가동) 

 터보 냉동기 가동시 100 kW 추가 소모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40% 정도 오피스에서 소모 

 냉난방 공조기 소모량 

 200~500kW (50~70%)  

 조명 사용량   

 피크 : 48~50kW(7~17%) 

 사용자에게 웹기반 제어 기능 제공하여 
   50~70% 절감, 그러나 피크 절감은 저조, 2~3kW 절감 

 순간 전력 사용 기기 

 순간적으로 60~68kW(10~35%) 스파이크 발생 

 26개 6000W급 온수기 문제 

 개별부하 사용량 (콘센트) 

 빌딩 2~7층에서 피크 : 63kW ~ 73 kW(10~35%) 

 50% 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부품연구원  

4. 해외 적용 사례 



운영 항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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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전략 설계 

 HVAC 

 냉방 밸브 / 공조기 댐퍼의 효율적 조절 

 터빈 냉방기가 25~30kW 운전시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  

 공조 효율화로 28 kW 절감 가능 

조명 시스템 

 공용부 66% 디밍 적용. 10kW 절감 가능 

 개별 사무실 66% 디밍 적용. 4kW 절감 가능 

급탕 온수기 제어. 12kW 절감 가능 

 개별부하 (플러그 콘센트) 

 LCD 모니터, 전기주전자 등, 12kW 절감 가능 

전자부품연구원  

4. 해외 적용 사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Step 1 : Detail 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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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적용 사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Step 2 : Energy Break-Dow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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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적용 사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Step 3 : Application Design, Implementatio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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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적용 사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Step 3 : Application Design,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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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적용 사례 

Load scheduling 

[1] 

[2] 

[2] 

[3]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Step 4 : Accurate Reporting) 

26 전자부품연구원  

4. 해외 적용 사례 

BASELINE from sensing and  control DB information 
Toward more realistic baseline estimation 

[3] 



5. 국내 적용 사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대용량 분산  
데이터 베이스 

모니터링 및 분석  
SW 

무선 센서 / 에너지정보 Time series DB  분석 소프트웨어 

27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실증 사이트 구축 (2012.12.04) 

28 전자부품연구원  



12월 4일 ~ 12월 31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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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날씨 

  - 예년보다 추운 날씨  

 요금 

  - 기본요금 상승 7% 

  - 7,930원  8,520원 (8월 약 7% 인상)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12월 4일 ~ 12월 31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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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절감 

  - 464 KW  410 KW :  약 12% 절감 (피크-기본료) 

 에너지 사용량 

   - 지난 12개월 중 월사용량이 비슷한 달과 비교 

   - 주로 절감을 시도한 4층은 : 약 25% 절감 (사용량) 

 EHP 에너지 효율 (온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 

  - 영하 10도 근접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아짐  

  - 일상시, 영하 3 도 정도에서는 120,000 정도 순간 사용량이 

     -10도 정도에서는 200,000 으로 높아짐 

191,565 

118,687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타 산업체와 비교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하지 않은 공장) 

31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타 산업체와의 비교 (절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공장) 

32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실증 사이트 초기 운전 결과 (피크전력, 전년 대비 약 50KW, 12% 절감 운전중) 

33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실증 사이트 초기 운전 결과  

34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에너지 사용량 조회 

 

 에너지 사용량 분석 

 

 에너지 목표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 무선 센서 네트워크 / Wi-Fi 

    - Ethernet or RS-485 

    - 원격으로 전원 ON/OFF 제어 기능 

 무선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35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공장 에너지 데이터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연동 기술 개발 
 

  

 Hbase 기반의 Time series DB 
 

 

 데이터 처리 및 charting 지연 시간 

  - 1개 기기 관련, 1Hz 데이터 샘플링  

  - 1일 / 86400 로그  180 로그 

  -  SQL 5초 + 데이터 정리 4초 + 전송시간 2초 + Charting 5초 

  

 자동화된 에너지 패턴 분석 

  ->실시간 고속 데이터 처리 

 Time-series DB 구성도 

 1Hz , 24시간 데이터 

36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시스템 개발) 



서브 미터링을 통한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소프트웨어 

 전체 전력 사용량 서브 미터 

  - 공장내 각 설비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력 소비량을 서브 미터링 

  - 서브 미터 데이터의 머신 러닝 수행 

  - 각 설비의 에너지 사용 패턴 추출 

  - 측정 분석 데이터를 통해 각 설비의 에너지 누수 현상 감지 
  

 

 기기별 전력 사용 머신러닝 

 전력사용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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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적용 사례(시스템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최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 설치, 운영 지원 기능 

 현장 내 기기 및 설비와 신규 센서 연동 

  - 다양한 신규 무선센서와 기존 시스템 연동  

  - 현장 내 에너지 데이터 취합 분석 활용 

  -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체 에너지 관리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 
  

 

 QR 코드를 활용한 쉬운 디바이스 등록 방법 개발 

 모바일 실시간 모니터링 GUI  

 무선 기반의 시스템 통합 – 기축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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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전력 

USN 게이트웨이 

로컬 
DB 

로컬 서버 
로컬 GUI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DB 

인터
넷 

모바일/원격 단밀기의 GUI 

 센서 필드 

 센서 (개별전력, 전체 전력 등) 

 센서 네트워크 구성 토폴로지 

 로컬 시스템 (서버, DB, GUI) 

 게이트웨이 

 센서 필드와 인터넷 연결 

 인터넷 필드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 DB 등) 

 원격 모바일 (휴대폰, 컴퓨터, 아이패드, 등) 

 원격 모바일 지원 GUI 

개별전력 

개별전력 

개별전력 

개별전력 

전체전력 

부하 제어 

전자부품연구원  

5. 국내 적용 사례(시스템 개발) 



에너지 환경 측정 센서 

39 

 고해상도 전력 미터기 

 

 개별 기기용 플러그 미터 및 제어기 

  - 기존 보유 저항 및 CT형 플러그, 미터기 적용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온습조도, CO2 센서 

   - 실내 환경 모니터링에 따른 낭비 점검 

 

 난 설치 지점을 위한 무선 브릿지 

   - Ethernet, Wi-Fi 브릿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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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적용 사례(시스템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 ㈜엘케이일레븐 

에너지 데이터 표현 정보(Reporting) 

  Login 정보 입력( ID, Password) 

  Server, IP, Netmask, Port 정보 입력 

  실시간 사용전력 유량 표시 

  실시간 사용전력 그래프표시 

  실시간 온/습도 정보 표시 

  예약 시간 설정 전원 ON/OFF 제어 기능 

  누적 사용량 표기 (일, 월, 년) 

  실시간 사용 기기 동작 상태 표시 

  원격 전력사용기기 ON/OFF 제어 

  원격 PC, 서버 전기 ON/OFF 제어시  OS shutdown기능 

 통합 게이트 웨이 GUI  

40 

5. 국내 적용 사례(시스템 개발) 



41 전자부품연구원  

6. 결론 

• 스마트 센서 시스템의 Connectivity , Visibility 기술 보편화 
• 전력미터, 피크전력, 온/습도, CO2, 대기전력 콘센트 등 
• Open API 를 통한 외부 데이터 연계 
• 에너지 절감 테스트 가능 수준 

 
• 스마트 센서 시스템의 Intelligence 기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 

• 대규모 센서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 분석 
• 연관도가 높은 센서 간의 Correlation 도출 기능 추가 필요  

 
• 센서를 통한 에너지 환경 변화 및 사용량 측정의 중요성 증대 

• 센서의 지능화, 센서간 속성 전달  
• 분석 및 의사결정을 통한 자동화 
• 에너지 소요 변동 영향 분석을 통한 최적 에너지 사용량 예측 
• 자동제어를 위한 에너지 절감 알고리즘 아이디어 창구 

 
• 잘 짜여진 소프트워크 프레임워크 

• 건물 및 주택의 수명과 연관된 시스템으로 역할 
• 손쉬운 설치, 제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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