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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개선사업
을 실시하였다. 주로 조명 교체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감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건물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절감 및 경제적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 또는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는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투자비 회수(ROI, Return On Investment)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투자비를 환수하지 못한 않는 사업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이 투입된 설비에 대해 개보수 전과 후
의 성능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다양한 사업 중 대다수 공공건물 화
장실에 설치된 조명제어장치의 에너지절감 평가를 하였다. 측정과
검증 방법은 신뢰성 높은 에너지절감 및 경제적 효과의 정량적인 결
과를 도출하고자 국제 성능측정 및 검증 규약인 IPMVP의 프로세스
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구는 베이스라인 수립 기준을 점・소등 시간과 근무 시간
두 가지로 하였으며, 베이스라인 수립시 실측한 점・소등 시간과

수동 강제소등 시간 중 보수성을 적용한 값을 운영시간으로 정하
고, 절감량 계산 시 t-통계표를 사용한 불확실성 분석을 시행하여
베이스라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2) 센서 설치 후 도출된 연간 절감량은 점・소등 시간 기준인 경우
71%, 근무시간 기준인 경우 59%로 두 방식의 절감 효과 차이
는 12%였다. 불확실성에 따른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 방식
으로 베이스라인을 수립하여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3)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비 투자비 회수기간은 점․소등 기
준일 때 1년 6개월이고, 근무 시간 기준일 때는 2년 4개월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사료된다.

4) 근무인원과 이용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무인원이 적은 5층
과 지하층의 경우 평균 점등률이 7%로 근무인원이 비슷한 다른
층이 평균 점등률(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간은 근무인원과 연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나 층의
업무에 따라 외부 이용자가 많은 곳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의 불확
실성이 높아지는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화장실 사용시간을 측정하고 에너
지 절감량을 도출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을 두 가지로 수립하여 화장
실 카운트센서의 조명에너지 절감 성과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보수

성을 적용한 절감량 산출결과일지라도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는 장기간 측정을 통해 불확실성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에너지 자료의 철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 정확한 운영 패턴을 예
측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요어 : IPMVP, M&V, Count sensor, Light barrier, Lighting
Energy savings, 측정과 검증, 조명 에너지 절감, 카운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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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Inter
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고온과 가뭄, 홍수,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한 대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였다. 이런 심각한 위
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국가별 탄소 에너지 사용 절감
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2014년 여름 원전 고장으로 전력수급 문제의 위기감
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블랙아웃(Black Out)1) 사태 예방을 위한 에
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런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서울
시는 수년 전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에 관심과 노력을 해왔
다. 서울시 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 20302)의 건물 부문 내용을 살펴
보면 에너지 향상을 위해 건물에너지사업 확대, 신축건물 에너지 효
율화 대책, 에너지 절약형 설계, 공공기관의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강화, 백열등 제로화 등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신재생에너지사
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 공공건물에서 시행한 건물에너지 사업을 살
펴 보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 옥상녹화사업, LED등 교
체사업, 노후 설비 친환경 고효율 설비로 교체, 수도꼭지에 절수기

1) 전기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커지면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태
2) 서울특별시, 2009,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 2030, pp.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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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PC 전원차단 콘센트 보급, 화장실 전등 점․소등 센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조명 부문 관련하여 김효인3)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의 27%는 조명 부문이 에너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서울시는 주요 시설개선 사업인 LED등 교체사업을 통해
2014년 상반기 LED등 보급률이 48%4)이며, 최근 보도 자료를 통
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을 LED등으로 100% 교체5)한다고 발
표하였다. 다양한 시설개선사업 중 LED등 교체사업이 가장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감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건물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절감 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한 사업은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추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또는 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 또는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는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투자비 회수(ROI,
Return On Investment)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환수되지 않는 사
업6)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이
투입된 설비에 대해 개보수 전과 후의 성능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물 에너지는 에너지원과 소비계통이 다양하며, 동일한 설계의 건
물이라도 시공회사의 능력, 사용자의 관리방식과 기후 환경의 영향
3) 김효인, 2012, “재실자의 조명시스템 사용행태 및 시쾌적 조건에 따른 건물에너
지 소비”,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4)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LED등 보급현황, 2014.6.30., 환경정책과
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LED 도시조성 비전 발표, 2014.4.1, 기후환경본부
6) 전기신문, 제2816호 2012.8.2, 태양광발전시스템 고효율이 답이다 15면 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8,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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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성능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게다
가 공공기관에 건물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전담 전문 인력이나 장
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에너지 절감 성과 측정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 진단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는 시설에 따라 측정에 필요 기간이 다르며,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절감요소나 저해요소를 더 정확하게 발굴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은 시간
적 비용적 한계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건물 개보수 후 성능 측
정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개보수 후에 작동 점검을 하는 정
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서울시 대다수 기관에 설치되
어 있는 화장실 조명 점소등센서 설치사업의 성과 평가를 하고자 한
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대다수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절감효
과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 정량적인 효과가 검증된 사례가 없어 실
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를 위해서 화장실 조명제어센서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 소속 기
관의 건물을 선택하여 국제성능측정 및 검증규약인 IPMVP(Interna
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M&V(Measurement and verification)를 수행
하여 신뢰성 높은 에너지 및 경제적 효과의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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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장소적 범위는 서울시 소
유 공공기관 본청 화장실 중 전등 자동 점·소등 센서가 설치된 장소
로 한다. 대상 건물의 용도는 공공청사 중 가장 보편적인 사무실과
용도가 이와 유사한 연구 시설로 제한하였다. 측정기간은 장소에 따
라 30일, 60일로 나눴으며, 본 측정 전 9일 동안 작동 검증을 실시
하였다. (IPMVP의 4.4절 작동검증관련 3.2.4항 작동검증 참고)

선행 연구 고찰
(조명에너지 성과평가 연구)

Ⅰ

서울시 소속 건물 화장실 점소등 센서 설치 여부 조사

단계

대상건물 선정 및 현황 조사
(화장실형태, 조명 종류 및 정격소비전력, 인원)
IPMVP에 기초한 평가계획 수립
(측정방법, 측정장비, 평가방법)

Ⅱ

측정장비 설치 및 측정

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
(수집 자료와 분석 방법 )

Ⅲ
단계

절감량 및 경제성 산출
결론
[그림 1-1] 연구흐름도

- 4 -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구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세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조명 에너지 측정 및 검증 및 조명 제어에 의한 에너지 평
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고찰하였으며 1.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 공공청사 자동점․소등센서 설치 여부를 조사하
여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1절 대상건
물 현황 및 센서설치 현황 참고) 서울시 공공청사 중 대상 건물
을 정하고, 해당 건물의 화장실 현황을 조사하였다.
2) 에너지 성과 평가는 국제성능측정 및 검증규약인 IPMVP에서 제
시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성과 평가의 주요
과정인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연방에너지관리프로
그램 FEMP(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M&V
Guidelines에 예시된 미국 Dent Instrument社의 장비7)를 사용
하여 화장실 전등의 작동시간을 측정 하였다.
3) 수집한 자료의 에너지 성과 분석은 미국 Dent Instrument社사의
전력분석 응용프로그램인 SMARTware11을 사용하였다.
에너지 성과의 승패를 결정하는 베이스라인은 근무시간과 점소
등시간에 기초한 2가지 방식으로 수립하였다. 점소등시간에 기초
한 방법은 과거 조명 수동제어한 자료와 개보수 후 측정한 자료
를 참고하여 수립하였다.요일별 점등률 확인하여 화장실 위치별,
사용 인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4) 측정으로 확인된 사용시간과 수립된 베이스라인의 차로 절감시
간을 산출하였다. IPMVP에서 제시한 계산식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조명 에너지 절감량과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7) US FEMP, 2002, M&V Guidelines 3.0, P2-3, Appendix G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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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헌고찰

현재까지 국제성능측정검증규약인 IPMVP의 M&V는 다양한 분야
에서 측정과 검증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건물의 경우 직접
측정이 불가한 부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전체 측정보다 특정 설
비에 대하여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조명 에너지의 성과 측정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Bill H.J. Chen8)은 대만 ESCO 사업에
실시했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M&V 방식은 정확하고 완전하며
일관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ESCO
사업자와 사용자간 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명 M&V 관련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측정 방법, 평가 결과, 베
이스라인 수립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Floyd et al.9)은 플로리다 위치한 상업용 빌딩과 교육시설에 6개
월간 에너지소비량을 측정 후 재실센서로 개보수 후 유사 기간 동
안 에너지절감 효과를 관찰하였다. 측정을 위해 빌딩은 23개 적외
선(PIR)센서와 초음파(Ultrasonic)센서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시설의
경우 105개 PIR센서와 15분 마다 전력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였다.
측정결과 절감률은 초기에는 10% 였으나 센서 작동시간을 지연
(7~15분) 설정 후 19%까지 올라갔다.
Maniccia et al.10)은 콜로라도 사무용 빌딩내 60개 시설과 21개
8) Bill h.j. Chen Chairman of Taiwan Energy Service Association, 2011,
ESCO pp.56~61.
9) Floyd D, Parker D, Sherwin J., 2002, "Measured field performance and
energy savings of occupancy sensors: three case studies", Florida Solar
Energy Center, pp.97~105.
10) Maniccia D et al., 2001, "The effects of changing occupancy sensor
time-out setting on energy savings, lamp cycling and maintenance
costs", 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30,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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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PIR 재실센서 작동시간을 지연(30분)설정한 후 설치하여

4개월간 측정하였다. 약 43%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도출하였다. 대
상 사무실은 수동 스위치와 디머, 재실센서, 포토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빌딩자동화시스템(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에 의
해 설비를 통합 운영되었다. 조명사용의 모니터링과 기록은 자료수
집시스템(DAS,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의해 실시되었다.
Jennings et al11)도 이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시한 결과
15~20분 시간지연 설정된 재실센서는 20~26%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9개 개인사무실이 있는 21층 건물
에서 7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재실센서는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의
비율을 계산하였고, 여기에 수동스위치 상태가 ‘ON’상태인 시간을
비교하여 전체 시간을 계산하였다.
Richman et al12)은 조명의 에너지절감 요소 관련 연구를 미국
워싱턴헌팅턴 141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조명 점등시간과 재실여
부 확인을 위해 조명 로거(Lighting logger)와 초음파 재실센서가
사용되었으며, 이 두 장치는 연동되어 있어 동시에 작동하여 측정값
이 기록되었다. 재실 센서의 절감률 계산은 시간지연(5, 10, 15, 20
분) 설정을 가정하여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재실 센서의 시간지
연을

20분으로

설정

시

잠재적인

에너지

절감률은

사무실은

3~50%, 화장실은 73~86%이 된다고 하였다.

11)

Jennings JD, Rubinstein FM, DiBartolomeoD, Blanc SL., 2000,
“Comparison of control options in private offices in an advanced
lighting controls test bed”, 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29, pp.39~60.
12) Richman EE, Dittmer AL, Keller JM, 1996, “Field Analysis of occupancy
sensor operation: Parameters affecting lighting energy savings”, 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25,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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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베이스라인 수립 방법에 관해
K. Sun et al.13)은 베이스라인 수립을 위해 사무용 건물에서 시간
외 근무시간(Overtime)을 계산하는데 재실센서와 에너지를 이용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중 오버타임과 공휴일 오버타임을 나눠 계
산하였다. 또한 재실자 근무시간, 재실 인원과 냉난방 공급시간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 추측 통계에 의한 모델링 결과
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밖에 조명 성과분석 관련 연구의 베이스라인
수립 방법과 절감률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별 베이스라인 수립 방법

베이스라인수립 방법

시 간
지 연
(분)

절감률(%)
일 상
재 실

비일상
재 실

레퍼런스

재실자 없을때 점등시간합

5-20

3~50

46~86

개보수전 에너지소비량

7-15

10~19

-

Floyd et al.(9)

10시간 연속점등 추정

Richman et al.(20)

30

43

-

Maniccia et al.(17)

5-20

28~38

17~60

Maniccia et al.(17)

15-20

20~26

-

Jennings et al.(14)

오전7시~오후9시 점등추정

5-20

26.1~33.3

-

Chung et al.(5)

시뮬레이션으로 추정

5-20

6.9~15.2

-

Chung et al.(5)

1일 12시간 점등 추정

-

58

-

주진환 2010(15)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정

-

-

21.7

한승호 2010(17)

사용시간측정 by Photo센서
수동 조작시간을 추정

<표 1-1>에서 베이스라인 수립은 측정과 추정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대다수가 추정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정은 통계기법, 프로
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 사용자 행태 분석에 의한 방법 사용에 그쳤다.
13) K. Sun et al., 2014, "Stochastic modeling of overtime occupancy and its
application in building energy simulation and calibra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79,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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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센서(재실, 주광) 절감률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용 도

사무실

연구방법

제어방식

절감률(%)

레퍼런스

Field study

TD 20-2 min

3~86

Richman et al.(20)

Retrofit project

TD 15-7 min

10~19

Floyd et al.(9)

Field study

TD 20-5 min

28~38

VonNeida et al.(25)

Retrofit project

TD 20-15 min

20

Jennings et al.(14)

Pilot study

-

35

Hughes et al.(13)

Retrofit project

TD 10 min

11

Floyd et al.(9)

Field study

-

21

한승호 2010(17)

교실/

-

-

10

남진현 2010(8)

강의실

Field study

TD 20-5 min

52~38

VonNeida et al.(25)

Field study

TD 20-5 min

47~60

VonNeida et al.(25)

비정기

Field study

TD 20-2 min

46~86

Richman et al.(20)

점유공간

Field study

TD 20-5 min

17~50

VonNeida et al.(25)

Pilot study

DL 디머

20

Chung et al.(5)

Field study

DL 디머

20

Galasiu et al.(10)

Experimental

DL 디머

30

S.Gorguluet al.(22)

Pilot study

DL 디머

25

Guillemin et al(11)

Retrofit project

DL 디머

27

Jennings et al.(14)

Pilot study

DL 디머

9~27

Rubinstein et al.(21)

Field study

수동,디머,스텝

51.9~60.5

문승미 2012(9)

Pilot study

DL 디머

44~53

김한성 2003(5)

Simulation

-

60

김정태 2006(4)

사무실

교 실

Experimental

DL 디머

31

Onaygil et al.(19)

Experimental

DL 스위치

19.8~65.3

D.H.W. Li et al.(6)

실내/

Pilot study

DL 스위치

11~17

Morad et al.(26)

아트리움

Pilot study

DL 디머

46

Morad et al.(26)

※ DL(Day Light 주광제어), TD(Time Delay 시간지연제어)

<표 1-2>에서 센서의 제어방식에 따른 절감률 성과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광제어와 재실센서에 관한 현장연구, 개보수
사업, 시범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실시방법 중 현장연구의 비중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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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재실센서의 시간 지연 설정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이 최대 86% 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에서
와 같이 비정기 점유공간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연구 대상지가 사무실, 교실에 편중된 한계가 있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조명에너지 검증을 위한 측정 도구로 재
실센서, 라이트로거, 자동화시스템 등 다양한 제어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측정기간은 최단 기간인 9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실시한 연구도 있었다. 베이스라인 수립은 개수 전 측정자료 보다
추정에 의해 수립된 것이 많았으며, 추정 방법에 있어서 통계기법이
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개수 후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수 전 베이스라인을 수립한 연
구는 없었다.
대다수 연구 대상지는 사무공간, 학교 강의실, 주거공간 위주로
실시되었다. 화장실 조명 에너지 성과 연구도 실측이 아닌 시뮬레이
션이나 추정기법에 의한 시간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쳤
다. 다양한 센서의 성과 연구 결과는 있으나 카운트 센서에 의한 조
명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보수 후 현재 사용 중인 화장실의 에너지 성과 측
정을 위해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하여 검증된 IPMVP M&V 방법을
활용하여 카운트 센서에 의한 조명 제어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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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조명제어 방식

조명제어는 조명의 불필요한 사용으로 인한 전력 소비를 줄여 운
영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
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조명제어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안섭 외14)는 재실자의 움직임을 재실감지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전기조명을 점․소등하는 것으로 크게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과 적
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센서는 3가지 조절장치 즉 시간지
연(Time Delay), 민감도(Sensitivity), 조도(Illumination) 조절 장치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태 외15)는 실내조명 제어방법은 조명제어 기술과 주광제어
방법이 있으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재실 감지식, 개
구부를 통해 유입 주광량에 비례 연동적으로 인공조명을 제어하는
광전식, 조도기준을 기억하여 디밍(Dimming) 기법을 통해 일정 조
도를 유지하는 광속 유지식, 일별․시간대별 스케줄에 따라 제어하는
일별 계획식(TODS, Time of Day Scheduling), 전기요금 비싼 시
간대 사용을 억제하는 최대부하절감(PDR, Peak Demand Reductio
n) 방식으로 세분화되며, 천공상태 및 외부 조도를 감지하여 주광
유입량을 조절하는 주광제어 및 전동 롤 블라인드와 같이 주광을
차단하는 제어방식이 있다. 센서에 의한 제어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14) 최안섭 외, 1999, 재실감지와 주광이용에 의한 사무소 건물의 에너지 절감, 조
명전기설비학회지 제13권 4호, p.65
15) 김정태 외, 2006,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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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이용되는

재실(Occupancy)센서로

적외선(PIR,

Passive

Infrared)센서와 초음파(US, UltraSonic)센서와 무선주파수인식기술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사용하며, 최근 디지털
화상(DI, Digital Imaging)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16) 또한 카운트
(Count) 센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표 2-1>은 현재 사용되는 조
명제어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 2-1> 조명제어 방법
구

분

수동스위치제어

주
광

세부내용
·조명에 연결된 스위치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전원을
제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절감효과가 좌우

조도(photocell)

·주광이 실내로 유입되어 계획한 조도값에 의해 조명기구
가 점․소등 되며 일괄 또는 부분만 소등

디머(Dimmer)

·주광량에 상관없이 항상 계획한 조도 값을 유지
·광센서가 실내 조도를 측정하여 신호를 조명 제어기로
보내면 전등의 밝기를 조정하여 필요광속을 유지

블라인드(Blind)

·주광을 블라인드 각도를 조절하여 눈부심이 없는 적절한
밝기로 유지하여 인공조명 사용을 줄여 전기 에너지를
절감17)

적외선(Passive
Infrared)

·센서가 지역의 온도변화를 감지하여 신호를 보내 점등
하는 원리로 초전(Pyroelectric) 감지기에 의해 작동
·감지 범위 외에 있거나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지는 "False-off” 오류 발생

제
어

센
서
제
어 초음파
(Ultrasonic)

·초음파 센서는 도플러 효과(the Doppler effect) 원리를
이용하여 센서 자체에서 발사한 고유주파수가 물체에서
반사된 주파수와 다를때 작동
·너무 민감해서 소음, 창을 통해 유입되는 바람, 창문 밖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에어콘의 강한 난류에 의해서도 작
동하는 “False-on” 오류가 발생하며 너무 강하면 건강
에도 유해함

16) M.A.u et al., 2014, "A review on lighting control technologies in
commercial buildings, their performance and affecting factor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33,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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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디지털화상18)
(Digital
서 Imaging)
제
센

어

카운트(Count)

·작고 저렴한 RFID Tags를 직원 ID카드로 사무실 출입
시 센서가 인식하여 신호를 보내 작동
·불확신한 Passive RFID 신호로 인한 오작동, 사용지역
의 신호 세기 점검이 필요
·Passive RFID의 단점은 자체전원을 내장한 Active
RFID가 보완가능,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로 거리나
지역에 따른 운영이 용이. 그러나 RSSI는 Multipath
Effect(Reflection, Diffraction, Transmission of Radio
Waves)로 인한 오작동 발생
·기존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를
감지하여 인원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라 함
(Liu D et al. 2012)
·보다 발달된 시스템으로 카메라로부터 수집한 비디오 정
보로 배경과 배경 모델을 추출하여 이 정보로 재실자를
추적(Benezeth Y et al. 2011)
·들어오는 숫자와 나가는 숫자를 카운트하여 작동하며,
대개 출입문 사이 센서를 설치, 출입시 빛이 차단(Light
Barriers 원리)되면서 감지된 신호를 제어 장치로 보내
점·소등 되는 원리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따로 나오는 경우
들어온 숫자와 나가는 숫자의 차이로 인한 오류 발생

Biometric
얼굴인식시스템

·사람의 얼굴(physiognomy)을 인식하여 재실 인식을 하
며,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되며, 설치비용이
매우 높음(Guo, X et al., 2010)

조도
(Photelectric)
&디머(Dimmer)

·실내의 밝기에 따라 조도센서가 감지하여 전등을 자동
으로 점․소등되거나 설정된 조도에 따라 전등의 밝기를 조정
·센서의 민감도가 밝기를 잘못 인식하는 오류 발생

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기술에 건축기술이 결합되어 발전한 건물 자동
화시스템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
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리·경영이 가능
·초기 설치비용이 커서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 가능
·자동제어시스템(BAS, FMS, IBS, BEMS)19)

원거리 제어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의 무선 통신망 규격인 지그비(Zigbee)와
융복합화한 조명 제어 기술을
활용해 원거리 제어가
가능(김삼택, 2013)

기타 복합기술

·조도센서+카운터, PIR+RFID에 디지털화상(DI) 기술을
접목, 하나의 제어시스템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접
목하여 각 시스템이 가진 오류를 최소화시켜 성능의 정
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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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o, X et al.은 현재 사용 중인 재실센서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기술현황을 <표 2-2>20)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 2-2> 현재 사용되는 재실 센서 기술 비교
결정도

재실자
수

개인
인식

개인위치
인식

초기
비용

적외선(PIR)

낮음

불가

불가

불가

낮음

초음파(Ultrasonic)

낮음

불가

불가

불가

낮음

초단파(Microwave)

낮음

불가

불가

불가

낮음

음성(Sound)

낮음

불가

불가

불가

낮음

빛차단(Light barriers)

낮음

가능

불가

불가

낮음

비디오(Video)

매우높음

가능

가능

가능

높음

안면인식(biometric)

높음

가능

가능

불가

높음

압력(Pressure)

낮음

불가

불가

불가

보통

구

분

17) 곽영훈 외, 2011, 블라인드와 디밍제어 전략에 따른 연구소 건물의 하절기 에
너지 절감 효과,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5권 3호, pp.172~173.
18) M.A.u et al., 2014,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33,
p.272
19) 빌딩자동화시스템, 공장자동화시스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빌딩에너지관리
시스템
20) Guo, X et al., 2010, Lighting control system performance, Lighting Res.
Technology, 42, pp.4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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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과 검증(M&V)

2.2.1 M&V의 원리

[그림 2-1] M&V의 원리

IPMVP는 [그림 2-1]21)와 같이 M&V에 필요한 8가지 원리22)를
명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보수성은 불확실한 변수를 정함에 있어
절감량이 낮게 나오는 방향으로 추정하며, 일관성은 다른 형태의 에
너지 효율 사업, 다른 에너지 관리 전문가, 에너지 효율 사업과 새
로운 에너지 공급 사업 간 에너지 효과 보고서는 동일한 평가기준
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연관성은 절감량을 산출하기 위
해 측정되는 변수는 절감량과 관련된 변수이어야 하며, 중요도가 낮
은 변수는 가정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 EVO, 2012, IPMVP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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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M&V의 추진 절차

[그림 2-2] M&V 절차도

[그림 2-2]23)는 IPMVP M&V 절차도로 계획 수립, 설치, 유지관
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단계인 계획 수립에서는 <표 2-3>24) M&V 계획 수립에 포함되
어야 할 13가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프로젝
트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수립한다. 결과물에는 측정된 자료
Option A 추정 값의 정당성, 측정 값 수정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
베이스라인 수립 관한 모든 내용, 에너지 절감률과 경제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단계인 설치에서 측정장비 결정, 대상시설에 장비
설치, Commission(설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서류, 검증에 요하는 장
비를 맞추는 작업, 기기가 스펙에 맞게 작동) 및 지속적인 작동 검증
(ECMs 설치와 작동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과 절감량 검증 평가,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을 하며, 예상 절감량이
지속되도록 시스템을 유지시킨다. 지속적인 피드백은 에너지 절감
및 저해 요소 검증함으로써 최적의 평가가 가능하다.
23) EVO, 2012, IPMVP, p.4
24) EVO, 2012, IPMVP,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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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M&V Plan의 주요 내용
항

목

내

용

1

측정의 목적 ECM Intent

·사업정보, 목적, 사업대상지 현황

2

Select IMPVP Options
& Measurement Boundary

·측정대상에 적합한 M&V 옵션 선택

3

개보수전 에너지사용량
Baseline

·개보수 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과 수요량

4

측정기간
Reporting Period

·개보수 후 ECMs 측정 기간
·설비의 모든 운전모드가 포함된 1주기
·최대, 최소 에너지 사용기간을 포함

5

조정
Basis for Adjustment

·설비특성에 적합한 물리적인 사실에 기반
하여 측정한 에너지 자료가 계산
·측정 값에 일상 또는 일상적이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반영해야 함

6

분석 절차
Analysis Procedure

·명확한 자료분석 절차, 알고리즘, 가정
수립의 절차, 계산식 등이 설명되어야 함

7

에너지 가격
Energy Prices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절감량 가치 설명,
·미래 가격 변화에 따라 절감량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8

측정장비 시방
Meter Specifications

·계측장비 설치위치, 장비의 제원 및 특성

9

측정신뢰도
Monitoring Responsibilities

·에너지 측정과 기록의 신뢰성 부여, 정적
자료와 동적 자료 수집과 기록

10

예측 정확도
Expected Accuracy

·불확실한 수준의 질과 양적 측정의 반영
정도
·측정한 자료, 샘플, 분석에 대한 평가

11 예산 Budget

12

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Report Format

13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에너지절감량 측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측정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비용
·측정된 자료
·OptionA 추정 값 사용시 정당성
·측정 값 수정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
·베이스라인 수립 관련 모든 내용
·에너지 절감률과 경제성 분석
·품질보증 단계 설명
절감량 보고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어
떤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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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에너지 절감량

IPMVP에서의 건물에너지의 개념은 건물에너지 에너지절감측정
(ECMs)을 위한 측정장비의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을
Baseline 기간, 그 이후 기간을 Reporting 기간으로 정한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예측 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으
로 인해 부하 변동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베이스라인 결정에 영향
을 주는 에너지 사용량이 변화될 수 있다. 조정(Adjustment)25)은
에너지 절감을 산출하는 데 가감하는 값으로 일상조정과 비일상 조
정으로 구분한다. 비일상 조정은 기기변경, 운전방식이나 스케줄 변
경처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포함한다.
개보수 전 에너지 사용량과 개보수 후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와
조정한 값을 가감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며 이를 정리한 식은
(식 2.1), (식 2.2)과 같다.

Savings
= (Baseline Energy − Post Installation Energy) ± Adjustments
(식 2.1)

Savings
= (Baseline Energy − Reporting-Period Energy)
± Routine Adjustments ± Non-Routine Adjustments (식 2.2)

25) 이영재 외, 2010, 건물에너지 개수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설비공학회 동계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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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에너지 절감 상관도

[그림 2-3]26)의 가로축은 연간 사용시간이며, 세로측은 에너지
사용비 즉 성능을 의미하며, 사용시간과 성능은 에너지 절약의 2가
지 기본 요인으로 이를 곱한 값이 에너지 사용량이다. 하늘색 표기
부분은 에너지가 절감된 정도를 뜻하는데 개보수로 인해 성능이 개
선되면 효율이 높아지고 사용시간이 줄어들면 에너지 절감량이 커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조명의 성능은 특정한 밝
기를 확보하기 위한 요구 전력량으로 와트 수이며, 조명에너지는 와
트 수에 점등시간(t)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26) FEMP, 2008, M&V Guidelines 3.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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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M&V 방법

IPMVP는 사업 성격에 따라 4가지 M&V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IPMVP M&V Options의 세부내용은 [표 2-4]27)와 같다.

[표 2-4] IPMVP Options 내용
IPMVP Option

세부내용

사 례

A
개보수 분리방식
-주요변수 측정

한 가지 절감방안의 절감
량 산정, 주요변수 측정,
단기간 또는 연속측정

·조명설비 개보수 후 주요 변수
측정으로 절감량 도출
·조명설비 스케줄과 재실자 사
용 행태에 의한 작동시간 추정

B
개보수 분리방식
-모든변수 측정

한 가지 절감방안의 절감
량 산정, 모든 변수 측정,
단기간 또는 연속측정

공조기 가동스케줄 변경

C
시설 전체 계측

모든 절감방안의 순수 절감
량 산정, 기준 모델 작성을
위한 회귀모델을 이용, 지
속적 에너지 소요량 측정

건물외피, HVAC, 조명
시스템 에너지효율화 방안

D
보정된 시뮬레이션
방식

각 절감방안 및 모든 절
감방안을 대상으로 절감
량 산정, 건물 모델링 도
구를 이용하여 절감방안
의 고려여부에 따른 에너지
소요량 예측

신축건물 설계 시 에너지 효
율화 방안을 포함.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
절감량을 결정

[그림 2-4]28)는 IPMVP Options 선택도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
로 각각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고, 필요시 2가지 옵션을
혼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2-4]에서 Option 선택의 시작은

27) 허정호, 2013, 에너지절감량 산출을 위한 측정 및 검증, 설비저널, 제42권,
pp.30~32.
28) EVO, 2012, IPMVP,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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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성능 평가와 에너지 절감량 측정이며, 순서도를 거치면서 선택
에 따라 사업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2-4] IPMVP Options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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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불확실성(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 고영미29)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현 상태나 미
래에 발생할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불확실성은 원
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수학적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불확실
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현상 내지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함의 하는 임의성(Randomness)과 명확한 의
미 또는 경계의 부족을 의미하는 모호함(Vagueness)이 그것이다.
어떤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오차를 포함한다.
여기서 오차는 측정치와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차이를 뜻하는데, 이
런 오차로 인해 정확한 에너지 절감량 계산에 방해요소가 된다. 오
차 발생원인은 100% 정밀한 측정장비가 없으며, 측정자로 인한 오
류가 발생하며, 측정 장치의 잘못된 설치․운전․보정에 의해서도 발생
하기 때문이다. 2.2.3항 (식 2.1)에서 에너지 절감량은 오차가 포함
된 측정값을 사용하여 산출되며, 이를 고려하여 절감량을 결정한다.
이런 오류가 본질적으로 존재함을 알고 M&V를 수행해야 한다.30)
통계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절감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절감량은
관련된 것에 따라 확신과 정밀도의 수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확신
은 가능성 즉 추정한 절감량이 정밀한 범위 안에 떨어진다고 말하
는 것이다. 절감량 추정절차에 의하면 [그림 2-5]31)의 정규분포곡
선에서 최상의 절감량 추정은 연간 1000(추정값)과 참평균값 1000
의 ±20% 범위 안에 떨어지는 값 즉 90% 가능성(확신)의 값도 포
함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상 90% 수준의 신뢰가 없는 자료는 무의
29) 고영미, 2012,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5권 제1호, pp.2~3.
30) EVO, 2012, IPMVP, p.43
31) EVO, 2012, IPMVP, p.88

- 22 -

미하다. M&V 프로세스는 아마도 신뢰 수준이 낮더라도 매우 높은
정밀도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절감량은 ±1%의 정밀도를 가질
지라도 관련된 신뢰 수준은 95%에서 3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림 2-5] 정규분포곡선

IPMVP 8.3절에서는 절감량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오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적절치 않은 장비를 설치하거나 잘
못된 운전에 의한 오류,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한 적합한 수학적 형식을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표본 추출해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과정에 발
생하는 오류, 측정범위를 벗어난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에 의한 오
류, 옵션 A 사용에서 모수 추정 시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생기는 오
류가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IPMVP Appendix
B-1.2절은 보다 정밀한 측정장비를 사용하거나, 표본의 수가 4배로
커지면 오차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독립변수를 늘리거나, 알 수 없는 변수의 영
향을 적게 받는 IPMVP Option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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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및 검증 계획 수립

3.1 대상건물 및 센서설치 현황

대상 건물은 6개층으로 구성된 업무용 건물로 준공 후 약 12년이
경과하였다. 연면적은 8,467㎡ 이며 주로 연구 및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층은 자료실, 체력단련실,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과 같이 건물은 평면상 ‘L’자 형태로 1층에서 4층
까지 2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으며 화장실도 각 존별로 따로 설치되
어 있다. 대상 건물은 업무 특성상 근무 인원의 변동이 잦으며
2014년 11월 현재 근무인원은 242명이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화장실 전등 자동 점․소등 센서
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대상 건물 현황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화장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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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특별시

층 수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8,46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근무인원

230명±30

사용에너지

전기, 가스

[그림 3-2] 대상건물 현황

본 연구는 화장실의 조명 에너지절감 성과 평가를 위해 A존 화장
실 조명 점등률 측정을 실시하였다. 화장실은 배치 형태에 따라 [그
림 3-3], [그림 3-4], [그림 3-5]와 같이 3가지(Ⅰ, Ⅱ, Ⅲ) 형태
로 구분하였다.

[그림 3-3] Ⅰ형 화장실 전력량과 배치도
*FL, Fluorescent Lamp 일반형 형광등

**FUL, Fluorescent U type Lamp U형

형광등 ***IL, Incandescent Lamp 백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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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Ⅱ형 화장실 전력량과 배치도

[그림 3-5] Ⅲ형 화장실 전력량과 배치도

유형별 대상지 현황을 살펴 보면 Ⅰ형 화장실은 지상 1층에서 지
상 4층까지이며, 층별로 연구 업무, 사무 업무, 복합(연구+사무+전
산) 업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형 화장실은 지하 1층에 위치
하며 도서관인 자료실, 체력단련실, 매점이 있다. 다른 층에 비해 근
무 인원이 적지만 자료실과 매점 이용자의 사용이 있다. 화장실 이
용시간 예측이 어려운 곳이다. Ⅲ형 화장실은 지상 5층에 위치하여
타 부서의 이용 간섭이 적고, 사용 인원 변화도 거의 없는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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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일관적인 패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대상건물
Fluorescent

화장실에
U

type

설치된

조명기구는

Lamp),

일반형

U형

형광등(FL,

형광등(FUL,
Fluorescent

Lamp)과 백열등(Incandescent Lamp)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비
상 시 점등하는 백열등은 에너지 절감량 산출을 위한 전등의 소비
전력 값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화장실 전등은 일괄점소등 방식으로
설치된 전등이 동시에 점·소등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계산 시 모
든 전등의 정격소비전력의 합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측정 대상인 A존 화장실(5층과 지하층을 제외한)은 아래 [그림
3-6]과 같이 개구면이 매우 작고 방향이 북동향이어서 정오에도 내
부가 어두워 상시에도 조명이 점등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림 3-6] 대상지 2층 화장실 사진(2014.10 15시 촬영)

본 측정 대상시설 선정 관련하여 1.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서
울시 기관의 화장실 점소등 센서 설치 현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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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의 개요 및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 개요 및 내용
설 문 개 요
목

적

서울시 공공건물 화장실 조명 점․소등센서 설치 현황 파악

설문대상

서울시 본청․25개 구청․산하기관 등 총 38개 기관

실시기간

2014. 7. 29 ~ 8. 11

실시방법

행정정보공개 청구

설 문 내 용

결

과

설치

미설치

33(86%)

5(14%)

센서설치여부

개소당 설치비용

10만원이하

2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이상

7

5

3

1

1

(응답기관 : 17,
평균 341천원)
설치후 센서

계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38

1

22

15

미사용장소 여부
(응답기관 : 23)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약 86%인 33개 기관 본청 건물에 설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장실 자동점소등 센서가 본
관 건물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관들도 소속 주민자치센터
나 관할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서울시 대다수 공공기관이 화장실 조명 자동점․소등 센서를 설치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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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방법

3.2.1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 조명 제어센서의 성과 측정을 위해 조명 에너지 사
용시간을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기간은 현장 상황과 장비 조달 문제
로 위치별로 4주와 8주로 나눠 실시하였다. 조명 점·소등 상태가 기
록되는 로거(Logger)는 대상 12곳 화장실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로거는 미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FEMP) Guideline
s에서 제시한 신뢰성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지
방식이 로거를 사용했는데 빛을 감지해 작동하는 광전식 로거는 자
연광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정 반자위에서 등기구 환기
구멍에 설치하였고, 전류 감지식(CT형)은 조명기구에 연결된 전선
에 클램프(Clamp)를 걸어 설치하였다. 설치사진은 [그림 3-7]과 같
다.

[그림 3-7] 로거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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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측정장비 제원

미 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FEMP)의 M&V Guidelines에서 측정
신뢰도가 낮은 장비 사용은 에너지 절감량 계산 오류의 원인이 되
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조명 점․소등 로깅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비
의 시방조건으로 정밀도와 장비제조회사 등이 명시하였다. 내용은
<표 3-2>32)와 같다.

<표 3-2> 측정장비 시방 조건
장비종류

목

적

정밀도

제조회사 예
O nset C om pute r

Light on/off
data logger

시간측
전등 점등시간 측정

1분/주(Week)

H obo L oggers
D e nt Instrum ents
Sm artlogger
O m ega O M -53

<표 3-3> Lighting logger 제원

LIGHTING

logger

CTlogger

·주변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 후 감도를 조정
· 측정범위 30~5000foot-candles

·측정부하 Clamp를 걸어 측정
·측정범위 0.25 ~ 15A

32) US FEMP, 2002, M&V Guidelines 3.0 Appendix G,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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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장실 자동점·소등 센서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
해 <표 3-2>에 명시된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다. <표 3-3>은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 장비의 제원이다.

3.2.3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로거에

측정된

자료

도출은

SMARTware11를 사용하였다.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에너지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측정기간, 측정시간 대비 점등시간의 비율과 평균 점등시간,
최대 점등시간, 최소 점등시간, On/Off 전환 횟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요약자료를 제공한다. 로거(Logger)의 측정단위는 월, 주,
일, 시간, 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분 단위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Load Profile Graph는 시간대별 점등률 제공하
며, [그림 3-8]은 15분 단위로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8] Load Profil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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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On-Time Graph

[그림 3-9] On-Time Graph는 요일별 점등 시간을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 주중 요일과 시간대 집중적으로 점등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2.4 작동 검증

IPMVP 4.4절은 작동검증(Operational Verification)의 4가지 방
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항은 측정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IPMVP에
서 제시한 방법 중 부분 표본 측정을 통해 작동 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내용은 <표 3-4> 측정개요와 같다. 9일간 표본 측정을 실시한
결과와 30일간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3-5> 측정 내용 비교
에서 두 기간 동안 점등시간 차가 0.12~2.65% 범위이고 조명에너
지 MBE 허용오차33)(±5%/월, ±10%/시간) 범위 내로 9일간 측정
결과도 신뢰성 있는 측정인 것을 확인하였다.
33) FEMP, 2008, M&V Guidelines, 3.O,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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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측정 개요
구

분

기

간

1차 측정

2차 측정

9.19~9.28(9일)

측정장소

9.28~10.29(30일)

지상 1~4층 남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지상 1~4층 남녀, 지상 5층 여자 화장실

※ 인원변동 : 3.37% 이내 [237명(9월) - 245명(10월) = 8명]
<표 3-5> 측정 내용 비교
구

분

차 수
점등비율
(%)
연간예정
점등시간
점등시간
차

이

1층남

1층여

2층남

2층여

3층남

3층여

4층남

4층여

5층여

B1F 여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5.2

14.7

14.4

14.5

9.9 11.5

7.3

8.4

11.5

13.6

11.5

12.6

5.1

7.8

15.8

14.6

4.5

4.7

1334

1292

1265

1275

871 1013

643 740

1011

1196

1015

1105

455 685 1395

1286

395

423

1.66%

1.12%

-

-

0.47%

0.12%

2.12%

※ 인원변동 : 3.37% 이내 [237명(9월) - 245명(10월)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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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65%

1.22%

3.3 측정과 검증(M&V) 계획 수립

본 연구는 조명 제어센서 개보수 후 에너지절감 성과 평가를
IPMVP 방법에 기초하여 실시하였으며, 2.2.2항 <표 2-1>에 의거
평가 계획에 필요한 항목을 <표 3-6>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3-6> M&V 계획 수립 내용
항

목

내

용

1

측정의 목적 ECM Intent

·화장실 조명제어장치 에너지성과 분석

2

IMPVP Options 선택과
측정범위Measurement Boundary

·Option A, 3.3.1항 참고
·범위 : 화장실 조명 점소등시간

3

측정기간
Reporting Period

·장소에 따라 4주와 8주, 3.3.1항 참고

4

측정장비 시방
Meter Specifications

·3.2절 참고
·Lighting Logger로 측정

5

개보수전 에너지사용량
Baseline

2가지 경우로 수립, 3.3.2항 참고
·근무시간(평일 10시간, 공휴일 4시간)
·운영패턴, 측정기록 확인 불확실성 고려

6

분석 절차
Analysis Procedure

·3.3.3항 분석절차 참고
·절감량, 경제성 분석 방법과 계산식

7

에너지 가격
Energy Prices

·3.3.3항 분석절차 참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절감량 가치 설명

8

측정신뢰도
Monitoring Responsibilities

·에너지 측정과 기록의 신뢰성
·3.2절 3.2.4절 작동검증 참고

9

예측 정확도
Expected Accuracy

·불확실한 수준의 질과 양적 측정의 반영
·4.4절 참고

10 예산 Budget

11

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Report Format

·장비는 무상임차, 측정에 소요 인건비없음
·베이스라인수립 3.3.2항, 4.1절, 4.2절 참고
·측정된 자료 4.3절 참고
·에너지 절감률과 경제성 분석 4.5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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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M&V 방법과 측정 기간

1) 측정과 검증 방법 결정

2.2.4항 IPMVP Options에서 M&V 방법으로 4가지 Options이
있으며, 프로젝트에 따라 [그림 2-4] IPMVP Options 선택도에서
Option을 선택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Option을 2가지 이상
혼재하여 유연성 있는 M&V 수행이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본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한

Option은 [그림 2-4] Option 선택도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진행된다.


• ECMs or Facility Performance 

• 일부분만 분리하여 에너지 절감량 측정이 가능한가? 

• 전체 성능 측정이 필요한가? 

• 부분 계측 설치가 가능 

• 베이스라인 자료가 없는가?  Option D

하지만 2.2.4항 <표 2-4> M&V 방법에 사례 내용에 따라 일정 기
간 이상의 측정을 통해 베이스라인이 수립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Option A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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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간 결정

국제성능측정및검증규약(IPMVP)은 에너지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기간을 해당 장비의 보통 에너지 사용하는 운전과 최대 에너지 사
용운전 등 전체 운전상태가 포함되는 1주기를 측정기간으로 결정한
다.34) 본 연구와 같은 조명 에너지의 성과 평가의 경우 조명은 소
비전력량이 일정하며, 대상지인 화장실의 사용 패턴은 기후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평가가 가능하다. 캘리포니
아 SPC는 조명설비 에너지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기간은 <표
3-7>35)과 같이 사무실인 경우 3주로 나와 있다.

<표 3-7> 장소별 측정기간

구분

상 가

사무실

학

교

병 원

4주
기간

2주

3주

(방학 2주
비방학 2주)

생산공장
8주

3주

(가동시간 변동
계절에 2주)

본 연구에서는 IPMVP 4.4 작동검증(Operational Verification)의
일환으로 9일간 측정을 실시한 후 30일간 측정한 값을 비교해 보았
으며, 결과는 3.2.4항 작동 검증 결과에서와 같이 9일간 측정한 결과
도 신뢰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 결
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기간을 최소 30일이상 실시하였고 현
장여건 및 가용장비에 따라서 최대 60일 까지 실시하였다.

34) EVO, 2012, IPMVP, p.12
35) 캘리포니아 SPC 자료(한승호 2010: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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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베이스라인 수립

베이스라인은 기간과 에너지로 나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베이스
라인 기간은 해당 설비의 최대, 최소 에너지로 운전되는 기간이 모
두 포함된 한주기로 정한다. 여기서 정한 베이스라인 기간 동안 사
용된 에너지를 베이스라인 에너지라 정의한다. 베이스라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립됨에 따라 에너지 성과 평가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왜
냐하면 수립된 베이스라인은 에너지 사용 평가의 기준으로 실제 측
정된 사용 에너지와 베이스라인 에너지의 차이로 에너지 절감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으로 IPMVP Option A(2.2.4 M&V 방법
참고)를 선택하였다. Option A는 주요 변수를 측정하여 개보수 전
후 측정값의 차이를 계산,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
기서 주요 변수는 조명의 점등시간인데, 대상 건물은 화장실 조명
제어센서 설치 전 측정된 자료는 없다.
한승호36)는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전 사용량이 없는 경우 베이스
라인을 추정하거나 구축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설
치 전에 거주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수동 제어한 양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산정 방법이 아닌 개보수전 수동 제어한
양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3-10]은 본 연구의 베이스라인 수립 절차로 먼저 현황 조
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내용과 결과는 대상 건물의 주요 변수에 영
36) 한승호, 2010, "조명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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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 근무 인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시간 외 근무시간과 공
휴일 근무시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경우
통계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표본 추출이 불가하며, 불확실한 데이터
를 사용하면 또 다른 오류를 포함한 결과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림 3-10] 베이스라인 수립 절차

측정 자료가 없는 가설 수립의 다른 방식인 델파이기법을 활용, 건
물 점․소등 관련 해당 전문가인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
준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지만, 건물별 운영자와 사용 직원들
의 사용 패턴이 달라 본 연구에 이를 적용 시 기술한 바와 같은 정
확하지 않은 자료를 양산할 수 있다.

1) 현황 조사

화장실 조명이용관련 개보수 전 사용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개보수 전 화장실 조명 이용실태를
추정하기 위해 근무인원 조사는 최근 4개년간 월별 근무현황을 확
인하였고, 근무시간은 [그림 3-11] 근무일지와 출입자통제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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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평일 시간 외 근무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화장실 점․소
등 실시와 관련이 있는 미화, 경비직원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3-11] 근무일지 및 출입통제부

2단계에서는 베이스라인 수립 기준을 수립하고 1단계에서 확인된
자료와 측정으로 확인된 자료를 분석하여 수립된 기준에 적용하였
다.

2) 베이스라인 수립 기준

베이스라인은 개보수 전 에너지 사용량으로 에너지성과가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상 건물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
상 근무시간(9시~18시) 외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또한 매년, 매월, 매주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 수립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근무시간을 기초로 수립하는 방법과 개보수 후 측
정된 시간과 확인된 과거 자료(직원사용 행태와 화장실 조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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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참고하여 수립하는 2가지의 모두를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점소등시간 기준으로 하는 베이스라인 수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실 점등에 관련된 실제 근무시간을 활용하여 값을 추정
한다. 관련 내용은 IPMVP는 베이스라인 추정 시 해당설비 사용 스
케줄과 사용자의 행태를 기반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FEMP M&V
Guidelines에서는 Option A에 따라 베이스라인 구축 활동 시 측정
못한 사용시간 자료는 해당설비에 기반을 두고 작성한다.37)
둘째, 평일과 공휴일로 나눠 수립한다. 평일과 공휴일의 근무패턴
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K. Sun et al.38)의 사
례연구에서도 조명에너지 절감량 연구를 하면서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셋째, 추정 값은 보수적으로 산출한다. IPMVP M&V 원리인 변수
를 추정해야 할 때 가치를 낮게(Underestimated) 평가하라는 것이
다. 정밀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과대평가로 인한 위험도를 낮
추어서 절감량 산출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측정된 자료와 조명운영 방식에 의거 수립한다. 대상 건물
은 근무 패턴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그
래서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사용패턴을 확인
하여 적용하였으며, 점등률 분포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평일 베이스라인 수립을 위한 점등시작 시간은 미화직
원이 청소 준비를 하기 위해 점등하는 평균 시간 중 가장 늦은 시
37) FEMP, 2002, M&V Guidelines 3.0 APPENDIX G, p.4
38) K. Sun et al., 2014, Stochastic modeling of overtime occupancy and its
application in building energy simulation and calibra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79,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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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정하며, 소등 시간은 측정자료(Load Profile Graph) 분석을
통해 화장실은 3% 이상([그림 3-12] 원안) 사용한 마지막 시간과
경비 직원이 일일 순찰 시 화장실 조명 소등을 실시한 시간 중 더
먼저 실시된 것(짧은 시간)으로 정한다. 정해진 점등과 소등시간 동
안을 베이스라인으로 정한다.

[그림 3-12] 일일 점등 그래프의 3% 이상 점등된 마지막 시간

공휴일 베이스라인은 측정기간 동안 공휴일은 23일(작동검증을 위
한 측정기간 포함) 출근자의 근무 시간과 측정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균 근무시간을 정한다. 정해진 근무평균 시간의 35%로 정한다.
35%로 정한 이유는 2.2.5항 불확실성에서 추정한 값은 정밀도가 매
우 높더라도 신뢰도는 95~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즉 공휴일 근
무시간 동안 100% 화장실 조명이 점등되었다 추정한 것을 확신하

- 41 -

고, 사용시간과 사용 후 소등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확신한 시간을 가장 낮은 신뢰도인 35%로 적용하였다. 가장 낮은
신뢰 수준으로 정한 이유는 IPMVP 추정값은 보수적 원리를 적용하여
절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추정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3.3.3 분석 절차

국제성능측정 및 검증규약(IPMVP)은 에너지 성과 평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알고리즘, 절차를 설
명하도록 되어 있다.

1) 절감량 평가 방법

본 연구는 Option A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진행을 위한 주
요 변수인 점등시간을 측정, IPMVP에서 Option A에서 절감량 계산
식을 제시하였다. Option A의 계산식은 (식 3.2)와 같다.

······················································································································· (식 3.2)

(식 3.2)에서 추정 값(Estimated Value)은 조명 에너지량 측정에
있어 전력 값(P)을 의미하며 3.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일괄점소
등 방식이므로 해당 장소에 설치된 모든 등기구 수에 등기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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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소비전력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는 (식 3.3)과 같다.

전력   등기구수 × 등기구정격소비전력 ································· (식 3.3)

에너지 절감량 산출하기 위해서 (식 3.3)에서 시간(t)는 조명 제어장
치 설치 전 시간과 설치 후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4)와 같다.

총절감량  전력  ×설치전 운영시간  설치후 운영시간 ····· (식 3.4)

60일 동안

측정한 자료에서 층별 일 평균 점등률을 구한다. (식

3.4)에서 설치전 점등시간을 구하기 위해 운영행태 조사에서 확인된
최초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은 일 평균 점등률 그래프에서 마지막 3%
사용 시간과 순찰하면서 일괄 소등하는 시간과 비교하여 짧은(빠른)
시간을 정하여 수립한다. 점등률은 (식 3.5)를 사용하여 시간으로
전환한다.

운영시간    ×점등률 ····································································· (식 3.5)

2) 경제성 평가 방법

경제성 평가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 에너지 절감량 산
출방법과 서울특별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39)의 산출방법을 참
고하였으며, (식 3.2)로 산출된 총절감량으로 연간 전력절감량을 산
39) 서울특별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2009, 에너지진단종합보고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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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5), (식 3.6), (식 3.7)과 같다.

연간절감금액  연간전력절감량년 × 전력단가원 ··············
(식 3.5)

투자비  자재구입비  설치비 ····························································· (식 3.6)

투자비
투자비회수기간   ······················································· (식 3.7)
연간절감금액

여기서 투자비는 대상 건물의 센서 구입비용과 설치비용의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하며, 조명기구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고려하
지 않았다. 전력 단가는 대상지의 수전설비나 한전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투자 회수기간은 전력 단가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건물의 한국전력 요금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가 계산은 아래 (식 3.8), (식
3.9)에 의한다.

월 고지금액
월전력단가    원 ····························· (식 3.8)
월 사용전력량

        
전력단가   원 ···································· (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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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절감량 및 경제성 평가
본장에서는 3장에서 전술한 측정 및 검증의 방법론과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건물의 화장실 공간의 조명에너지 절감량과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절감량 평가를 위한 베이스라인은 대상건물의 현
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실측결과와 비교하여 절감량을 계산
하였다. 또한, 상대적인 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재실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한 한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ROI(Return On Investment)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비 회
수기간을 검토하였다.

4.1 베이스라인 조건 설정

4.1.1 운영시간 조사

화장실 카운트 센서는 재실자가 화장실에 입실할 경우 조명이 자
동으로 점등되고, 퇴실할 경우 자동으로 소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
으로 건물의 재실자 수, 근무시간, 재실자의 행동패턴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재실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조건으로 베이스라인을 설
정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조명기구의 점소등 패턴을 명확하게 규정
해야 한다. 대상건물의 점·소등 패턴은 건물의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평일은 06시경 점등을 시작
하여 순찰시간인 22시에 순찰과 함께 층별로 순차적으로 소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평일의 경우 사용시작 시간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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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기준으로 16시간이지만 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측정한
화장실 마지막 사용시간(점등률 3%이상)을 종료시간으로 정하였다.
다음은 건물 운영자 인터뷰 내용이다.

- 화장실 조명 점등 시작은 평일 5:30~6:30
(단, 5층과 지하1층은 8:00)
- 공휴일은 출근한 직원의 화장실 사용은 예측 불가함.
- 평일 22:00부터 아래 순서로 순찰을 실시하며 아래 시간에 소등함.
순찰층

5

4

3

⇨
소등시간

22:00

⇨
22:10

2
⇨

22:20

1
⇨

22:30

22:40

- 불확실성의 문제
① 공휴일 출근자의 화장실 사용 최초 점등시간과, 점・소등 지속여부
② 평일 순찰 전 이미 꺼져 있거나 순찰시간 이후 근무자가 사용한 후
소등하지 않아 점등된 경우

[그림 4-1] 화장실 조명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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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대상건물의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운영시간을 나
타낸다. 그림에서 같이 운영시간은 순찰자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점
등 및 소등되는 조건을 판단한 것으로 일반적인 건물의 운영시간과
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실인원이 사용 전
시간인 8시 이전과 퇴근 이후인 18시 이후의 운영시간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1.2 재실인원 조사

베이스라인 조건에서는 재실인원과 재실자의 특성은 직접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카운트센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현장 여건상 측정을 1년 동안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ROI 분석을 위해 절감량은 연단위로 평가해야한다. 따
라서 재실인원의 변동은 절감량을 연단위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4-2] 연도별 근무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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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대상건물의 최근 4년간의 재실인원의 변화를 월별
로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인 재실인원은 250명이며 기간에 따라 최
대 277명, 최소 225명으로 최대차이는 ±10% 이하다. 전체기간 동
안 분산은 약 16.4명으로 약 6.5%의 인원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인원의 변동이 크지 않고 일정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재실인원은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일정하고, 층별로 30~40명
으로 일정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형태는 1층은 로비와
사무+연구업무가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2층, 5층은 사무업무를 3
층, 4층은 연구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은 층별 재실인원과 재실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업무현황
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층별 근무인원과 업무현황
구 분

화장실형태

남자

여자

17

18

로비, 사무+연구실+전산작업

23

8

사무(기획조정실), 대·중회의실

3층

18

25

연구

4층

17

17

연구

1층
2층

주요 업무

Ⅰ형

5층

Ⅲ형

9

6

사무

지하1층

Ⅱ형

2

3

매점, 체력단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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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베이스라인 수립

4.2.1 평일 베이스라인 수립

본 연구에서 에너지사용량은 아래의 (식 4.1)로 표현이 가능하다.

조명에너지소비량  운영시간  ×정격소비전력 ··········· (식 4.1)

운영시간은 베이스라인 조건에 따라서 설정되고, 카운터센서가 설
치된 이후의 운영시간은 점등률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카운트센
서가 설치된 공간의 하루의 운영시간의 표현은 다음 (식 4.2)와 같
다.

운영시간    ×점등률 ····································································· (식 4.2)

즉, 본 연구의 경우 운영시간이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주
요 변수가 되며, 대상공간의 조명기구 운영시간의 설정이 베이스라
인이 될 수 있다. 4.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카운터센서가 설치
되지 이전의 상황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베이스라인은 아래에 설정한 바와 같이 2가지의 경우를 고
려하였다.
1) 재실자의 근무시간 기준
(평일 8시30분~18시30분, 공휴일 8시30분~12시30분)
2) 화장실의 점소등시간 기준
(평일 최초점등시간~최종소등시간, 공휴일 측정시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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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실자의 근무시간은 8시30분 출근하여 18시30분 퇴근하는
것으로 하루 10시간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시간동안 모든 조명기구
는 ‘on’ 상태 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점소등 시간 기준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추정 점등 시간부터 최종 3%이하로 떨어지
지는 시간까지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점·소등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베이스라인은 근무자의 야근 및 다
양한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베이스라인
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
반적인 베이스라인인 재실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조건과 함
께 2가지의 베이스라인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하였다.

[그림 4-3] 점소등 시간 기준의 베이스라인 운영시간

점소등시간을 기준으로 수립한 베이스라인의 운영시간 설정은
[그림 4-3]과 같다. 베이스라인은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이며,
대상공간에 따라서 최종점등시간은 다르게 나타난다. <표 4-2>는
위치별 최종점등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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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층별 점등률(3% 이상) 마지막 시간 현황
구분
1층

2층

3층

성별

점등률 3% 이상

남

23시 30분

여

21시 30분

남

22시 15분

여

18시 15분

남

22시 15분
22시 45분

여

구분

성별

점등률 3% 이상

남

22시

여

21시 45분

남

20시

여

19시 45분

지하

남

19시 15분

1층

여

19시 45분

4층

5층

아래 <표 4-3>는 최종적으로 점·소등 시간을 기준으로 한 베이스
라인 운영시간을 위치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3> 평일 베이스라인 수립 결과
위치

베이스라인
시간
점등률(%)

성
별

[표4-4]
①

추정점등시간
②

①, ②중
짧은시간

남

20:00

8:00~20:00

20:00

8:00~20:00

12:00

50

여

19:45

8:00~20:00

19:45

8:00~19:45

11:45

49

남

22:00

6:30~22:10

22:00

6:30~22:00

15:40

65

여

21:45

6:30~22:10

21:45

6:30~21:45

14:15

59

남

22:15

6:30~22:20

22:15

6:30~22:15

15:45

66

여

22:45

6:30~22:20

22:20

6:30~22:20

15:50

65

남

22:15

6:30~22:30

22:15

6:30~22:15

15:45

66

여

18:15

6:30~22:30

18:15

6:30~18:15

11:15

47

남

23:30

6:30~22:40

22:30

6:30~22:30

16:00

67

여

21:30

6:30~22:40

21:30

6:30~21:30

15:00

63

남

19:15

8:00~21:00

19:15

8:00~19:15

11:15

47

여

19:45

8:00~21:00

19:45

8:00~19:45

11:45

49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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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에서 ①은 점등률이 3% 이상 점등된 마지막 사용 시간
을 나타낸 것이며 ②는 경비·미화 직원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추정한
시간이다. ②에서 점등 시작 시간은 미화직원의 청소 개시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은 경비 직원이 화장실 조명을 소등한 시간이다. 평일 베
이스라인은 확인된 ①, ②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더 먼저 소등된 것(보
다 짧은 시간)으로 추정하여 수립하였다.

4.2.2 공휴일 베이스라인 수립

[그림 4-4]는 공휴일 근무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층별·
성별, 일평균 근무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 기간(14.9.20~11.28)
의 공휴일 수는 23일이며, 이 기간 동안 근무자는 최소 11명~최대
48명이었다.

[그림 4-4] 공휴일 층별 평균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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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3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의 35%를 적용
하여 공휴일의 베이스라인을 수립한 내용이다. 단 지하 1층은 근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측정 기간에 공휴일 출근자가 없었으며, 측정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여 이를 근거로 베이스라인을 ‘0’으로 정하였다.

<표 4-4> 공휴일 베이스라인 수립 결과
위치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성별

평균근무시간

남

베이스라인
시간(평균근무시간의 35%)

점등률(%)

3:12

1:07

5

여

1:30

0:31

2

남

9:12

3:13

13

여

4:30

1:34

7

남

11:06

3:53

16

여

12:54

4:30

19

남

7:24

2:35

11

여

2:18

0:48

3

남

9:00

3:09

13

여

3:00

1:03

4

남

0:00

0:00

0

여

0:00

0:00

0

4.3 측정데이터를 이용한 점등률 분석

절감효과 산정을 위해 카운터센서 사용 시 이용시간의 비율인 점
등률을 계산하기 위한 측정이 수행되었다. 1층의 남녀화장실, 4층의
남녀화장실, 5층의 여자화장실은 2개월간 측정이 수행되었고, 나머지
2층, 3층. 지하의 경우 1개월간 측정이 수행되었다. 현장여건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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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비에 따라서 측정기간을 달리하였으며, 참고문헌에 따라서 최소
3주 이상 실시하였다. 사용된 측정기구 및 대상건물의 현황은 3장
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측정은 분단위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합산하
여 일별 점등률로 정리하였다. 점등률의 계산은 아래의 (식 4.3)과
같다.

측정된점등시간
점등률  
시간

···································································· (식

4.3)

아래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은 측정된 대상공간의 점등률
현황을 요일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 원안은 주 중 공휴일에 측정된 값
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층별 점등률은 일정한 이용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5층과 지하층의 경우 분포의 간격이 일정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근무인원이 적으며 외부인의 영
향이 크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반면 1층과 2층의 점등률 분포는
다른 층에 비해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인의 영향이 많은 장소
의 특성을 나타낸다.
근무인원과 점등률의 관계를 보면 층별로 점등률의 차이가 명확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의 경우 남자 18명, 여자 25명
인데 비슷한 점등률을 보이며, 4층의 경우 남녀 근무인원이 동일한
데 10%이상 점등률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점등률은
근무인원과 다양한 이용 행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재실근무자 외 외부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이 작은 곳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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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층 및 2층의 남녀 화장실 점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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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3층 및 4층의 남녀 화장실 점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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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5층 및 지하1층의 남녀 화장실 점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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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위치별 세부 측정 결과
구분

단위

1F 남

1F 여

2F 남

2F 여

3F 남

3F 여

측정시간

hrs

1471.77

1471.62

753.2

753.13

753.07

752.98

점등시간

hrs

217.3

211.2

87.1

63.6

102.7

95

사용추정

hrs

1304

1258

1013

740

1196

1105

온오프횟수

N

5145

4693

1863

1312

(5406)

1599

평균점등시간

hrs

0.04

0.05

0.05

0.05

(0.02)

0.06

최장점등시간

hrs

3.33

3.31

1.4

2.45

1.79

1.37

평균소등시간

hrs

0.24

0.27

0.36

0.53

0.12

0.41

최장소등시간

hrs

5.81

37.21

19.19

43.12

15.8

17.02

최단점소등시간

hrs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구분

단위

4F 남

4F 여

5F 남

5F 여

B1F 남

B1F 여

측정시간

hrs

1471.93

1472.13

718.75

1471.97

718.7

718.62

점등시간

hrs

111.6

242.3

46

72.1

35.7

32.3

사용추정

hrs

664

1442

561

429

435

395

온오프횟수

N

2070

3444

761

1674

825

949

평균점등시간

hrs

0.05

0.07

0.06

0.04

0.04

0.03

최장점등시간

hrs

0.96

2.06

0.84

0.6

0.56

0.96

평균소등시간

hrs

0.66

0.36

0.88

0.84

0.83

0.72

최장소등시간

hrs

56.04

35.64

62.45

85.5

62.39

62.45

0.01미만

0.01미만

최단점소등시간
hrs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 측정기간 30일(음영부분은 60일) * 3층 남자화장실 온오프 횟수는 확인 못한 오류로 자료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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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는 대상건물의 화장실 중 1층(상단)과 2층(하단)의 남
(좌측), 여(우측)의 측정된 점등률을 일별로 표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1층의 경우 8주간 측정하였고, 2층의 경우 4주간 측정된 데
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1층의 경우 건물의 재실자는 17~18명으로
남녀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점등률은 각각 19%를 나타냈다.

1

층은 대상건물에 재실하는 인원 외 방문자로 인해서 점등률이 다른
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일별 그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자화장실을 비교해 보면 2층이 23명의 재실자로 평
균 15%의 점등률을 보이는 반면 1층은 19%로 4%가 높게 나타나
며, 여자화장실의 경우 차이는 7%가 나타난다.
반면 재실자가 유사한 3층과 4층의 경우 [그림 4-6]의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등률은 1층과 유사한 수준인 16~17%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1층에 비해서 그 분포의 폭이 확연하게 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1층이 측정되지 못한 이용자의 불확실성이 다른
공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낸다.

<표 4-6> 층별 일 평균 점등시간 및 통행 횟수
구분

1F
남

1F
여

2F
남

2F
여

3F
남

3F
여

4F
남

4F
여

5F
남

5F
여

B1F
남

B1F
여

평균점
등시간
(분)

2:20

3:00

3:00

3:00

-

3:36

3:00

4:12

3:36

2:24

2:24

1:48

근무
인원

17

18

23

8

18

25

17

17

9

6

2

3

통행
횟수

84

77

59

42

-

51

34

56

25

27

28

32

※ 3층 남자화장실은 확인하지 못한 오류로 통행 횟수 계산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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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는 일 평균 점등시간, 평균 통행횟수, 근무인원을 나타
낸 것이다. 이 표에서 화장실은 외부인 접근 동선에 가장 가까운 1
층 남녀 화장실 모두 가장 많은 통행 횟수를 나타내며, 5층의 경우
가장 적은 통행 횟수를 나타내고 있어 위치가 통행 횟수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일 평균 통행 횟수는 <표 4-5>의 측정
시간을 일 수로 전환한 후 이를 온오프 횟수를 나눠서 도출하였다.
또한 근무인원과 이용시간을 나타내는 점등률의 관계를 보면 이용자
의 평균 이용시간이 다른 층보다 높아 이용시간은 근무인원 보다 개
인의 사용 행태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화장실 점등률의 차이를 검토해보면, 3층의 경우 남녀의 점
등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4-5>의 이용횟수를 보면
4층의 경우를 보면 동일한 17명의 재실자 조건이고 이용횟수는 각각
2,070번과 3,444번 이고 여자의 점등률이 22%, 남자의 점등률이 평
균 10%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간 이용시간
의 차이는 카운터 센서로 인한 에너지 절감량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5층과 지하층의 경우 남녀 재실자는 9명과 6명, 지하는 2명과 3
명으로 다른 층에 비해 사용자가 매우 작으며, 1층과 2층에 비해서
방문자 및 유동인구에 대한 차이가 적은 층이다. 이는 <표 4-5>에
서 이용횟수가 동일기간 동안 750~900번 정도로 다른 층의 절반수
준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실자 수가 적은 조건에서 점등률은
평균 6~9%로 재실자가 17~25명인 다른 층의 점등률에 비해서 매
우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여 재실자 수는 점등률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 -

[그림 4-8] 재실자 수와 점등률 상관관계

[그림 4-8]은 재실자수와 점등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
자의 경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2의 값이 0.55이며, 여성의 경우
R2은 0.65으로 남자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에서 1층에서 상부층으로
갈수록 분포의 폭이 확연하게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위치에 있는 화장실은 불확실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10], [그림 4-11],
[그림 4-12]에서 이용시간은 근무인원과 예측할 수 없는 이용행태
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층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구간이 넓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
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과 청사의 경우 절감량이 다른 건물에 비해
서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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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불확실성 분석

평균 점등률을 통해서 에너지절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점등률
의 분포에 따른 불확실성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IPMVP와 FEMP
에서는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t-통계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IPMVP에서 불확실성은 다음 (식 4.4)와 같이 정의
된다.

불확실성  값×  ················································································· (식 4.4)

여기서, t값은 자유도와 신뢰수준에 따른 통계량표의 값을 나타내
고,  는 표본표준오차로 표본의 수와 분산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다음 (식 4.5)와 같이 계산한다.



  



··································································································· (식

4.5)

 은 데이터의 수의 제
여기서, 는 데이터의 분산을 나타내고 
곱근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으며
범위는 다음 (식 4.6)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불확실성범위  평균점등률±  ×  ················································ (식 4.6)

다음 <표 4-7>40)은 불확실성 분석에 필요한 t-통계량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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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t-table
자유도

신뢰수준

1

95%
12.7

90%
6.31

80%
3.08

50%
1

2

4.3

2.92

1.89

0.82

3

3.18

2.35

1.64

0.76

4

2.78

2.13

1.53

0.74

5

2.57

2.02

1.48

0.73

6

2.45

1.94

1.44

0.72

7

2.36

1.89

1.41

0.71

8

2.31

1.86

1.4

0.71

9

2.26

1.83

1.38

0.7

10

2.23

1.81

1.37

0.7

11

2.2

1.8

1.36

0.7

12

2.18

1.78

1.36

0.7

13

2.16

1.77

1.35

0.69

14

2.14

1.76

1.35

0.69

15

2.13

1.75

1.34

0.69

16

2.12

1.75

1.34

0.69

17

2.11

1.74

1.33

0.69

18

2.1

1.73

1.33

0.69

19

2.09

1.73

1.33

0.69

21

2.08

1.72

1.32

0.69

23

2.07

1.71

1.32

0.69

25

2.06

1.71

1.32

0.68

27

2.05

1.7

1.31

0.68

31

2.04

1.7

1.31

0.68

35

2.03

1.69

1.31

0.68

41

2.02

1.68

1.3

0.68

49

2.01

1.68

1.3

0.68

60

2

1.67

1.3

0.68

120
∞

1.98
1.96

1.66
1.64

1.29
1.28

0.68
0.67

40) EVO, 2012, IPMVP,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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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에너지절감효과는 베이스라인의 에너지 사용량과 불확실성을 고려
한 카운트센서 설치 후의 에너지 사용량과의 차이로 계산될 수 있
다. 불확실성은 4.4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래 [그림 4-9]와 같이 정
량적인 범위로 산출되며, 불확실성을 제외한 에너지절감량은 아래
(식 4.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량은 불확실성
에 따른 보수성을 고려하여 신뢰구간의 최대값(아래 그림 참고)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4-9] 베이스라인의 점등률은 4.2절을
통해서 설명한 베이스라인 운영시간을 24 시간으로 나누어 일별 점
등률로 환산한 것이다.

에너지 절감량  베이스라인 에너지 소비량
(식 4.7)
 카운트센서 설치후 에너지소비량 불확실성

[그림 4-9] 절감량과 신뢰구간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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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1층 및 2층의 평균점등률과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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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3층 및 4층의 평균점등률과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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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5층 및 지하층의 평균점등률과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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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그림 4-9]의 1층 남자화장실의 경우에 베이스라인의
에너지소비량은 다음 <표 4-8> 및 <표 4-9>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표 4-8> 점소등 측정시간 기준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 산출

평일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점소등시간 기준)
5일(일수)×0.67(점등률)×24(운영시간)×246W(정격소비전력)
=19,778.40Wh
주말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점소등시간 기준)
2일(일수)*0.13(점등률)*24(운영시간)*246W(조명밀도)
=1,535.04Wh
1년환산 = (평일베이스라인+주말베이스라인)×52주
= [(19,778.40Wh+1,535.04Wh)×52]÷1000
= 1,108.30kWh

<표 4-9> 근무시간 기준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 산출

평일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근무시간 기준)
=5일(일수)×10h(근무시간)×246W(조명정격소비전력)
=12,398.40Wh
주말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근무시간 기준: 일요일 휴무)
=1일(일수)×4h(근무시간)×246W(정격소비전력)
=984.00Wh
1년환산 = (평일베이스라인+주말베이스라인)×52주
= [(12,300.00Wh+984.00Wh)×52]÷1000
= 690.77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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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센서를 적용한 후의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절감량은 다음
<표 4-10>와 같이 계산한다.

<표 4-10> 조명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

평일 에너지소비량
= 합산점등률×24(운영시간)×246W(정격소비전력)
= 5,565.99Wh
※여기서, 합산점등률은 측정된 요일별 평균 점등률의 총합
주말 에너지소비량
= 합산 점등률×24(운영시간)×246W(정격소비전력)
= 436.89Wh
1년환산
= (평일에너지소비량+주말에너지소비량)×52주
= [(5,566.99Wh+436.89Wh)×52]÷1000
= 312.15kWh
불확실성
= (평일+주말)×52주
= (1248.93Wh+186.34Wh)×52주
= 74.63kWh
절감량(점소등시간 기준)
= 베이스라인-카운트센서 적용후-불확실성
= 1,108.30kWh-312.15kWh-74.63kWh
= 721.51kWh = 65% 절감
절감량(근무시간 기준)
= 690.77kWh-312.15kWh-74.63kWh
= 303.98kWh = 44% 절감

- 69 -

<표 4-10>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건물의 화장실별 불확실성과 에
너지절감량을 산출하였고 산출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위치별 조명에너지 절감량 산출결과

에너지
구

분

사용량
(kWh)

점소등기준

근무시간기준

불확실성
(kWh)

절감량
(kWh)

절감률

절감량
(kWh)

절감률

1층남자

312.15

74.63

721.51

65%

303.98

44%

1층여자

300.45

91.47

661.13

63%

298.86

43%

2층남자

237.62

103.70

693.29

67%

349.44

51%

2층여자

167.78

87.94

729.77

74%

435.05

63%

3층남자

283.29

96.84

731.24

66%

310.64

45%

3층여자

261.57

92.00

760.87

68%

337.20

49%

4층남자

161.72

51.69

864.19

80%

477.36

69%

4층여자

340.51

85.24

522.90

55%

265.02

38%

5층남자

93.54

19.84

412.27

78%

341.51

75%

5층여자

67.00

19.89

416.53

83%

368.01

81%

지하남자

95.36

14.65

535.20

83%

507.75

82%

지하여자

78.07

18.40

576.21

86%

521.30

84%

7,625.11

71%

4,516.12

59%

계

<표 4-11>에서 해당 건물의 야간 근무 특성을 고려한 점소등 기
준시 절감률은 평균 71%, 근무시간 기준 시 절감률은 59%로 나타

- 70 -

났다. 카운터센서의 의한 조명 에너지 절감효과의 정량적 효과를 확
인했으며 두가지 방식의 약 12%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불확실성을 고려한 연간 에너지 절감량

대상 건물은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아 근무 특성에 맞는 결과를
얻고자 점소등시간 기준으로 한 베이스라인과 일반적인 방법인 근
무시간에 의한 베이스라인을 수립하여 두가지 방식의 절감량을 비
교 하였다. [그림 4-13] 베이스라인에서 에너지사용량을 뺀 절감량
을 나타낸 것이다. 절감량 위 아래 뻗은 선은 불확실성에 의한 신뢰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두 가지 베이스라인 수립 방법에
의한 절감량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근무인원 많으면 불확실성 구간
도 넓고, 근무인원이 적은 5층과 지하층의 경우 절감량의 차나 불확
실성의 간격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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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제적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경제성 분석은 3.3절 분석절차에서 전술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였다. 연간절감금액은 4.5절에서 도출된 연간전력절감량
과 전력단가를 (식 4.8)에 대입하여 구한다.

연간절감금액  연간전력절감량년 × 전력단가원 ··············
(식 4.8)

연간절감금액은 4.5절의 <표 4-11>에서 점소등 기준은 7,625.11
[kWh], 근무시간 기준은 4,516.12[kWh] 이며, 건물의 전력단가는
한국전력 요금 계약 단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상 건물은 한국전력
계약요금은 일반용(을) 고압A 선택요금 Ⅱ형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요금에 계절별, 사용시간대 부하율에 의한 차
등요금이 적용되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방법과 체계는 다음과
같다. 한전 고지서에 의한 전기요금 계산식은 (식 4.9)와 같다.

전기요금 = 기본요금+전력량요금(부하별요금+계절변동요금)
+역률보상+부가가치세+할인요금(인터넷고지, 자동이체)+전력기금
······················································································································· (식 4.9)

<표 4-12> 전압별 구분
구 분

저압

고압A

고압B

고압C

적용
범위

표준전압
220, 380V

표준전압
3,300V~66,000V

표준전압
154,000V

표준전압
345,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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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절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경부하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부하

9:00~10:00
12:00~13:00
17:00~23:00

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9:00~10:00
12:00~17:00
20:00~22: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계

시
간
대

<표 4-14> 선택 요금
구 분

Ⅰ 형

Ⅱ 형

Ⅲ 형

주요
내용

기본요금 낮고
전력량 요금이 높음.
전기사용시간
200시간 이하

전기사용시간
200시간 넘고
500시간 이하

기본요금 높고 전력량
요금이 낮음. 전기
사용시간 500시간이상

위와 같이 전기요금 계산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
지된 전기요금으로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매월 전력 단가를
계산한 후 합계의 평균을 단가로 정하였다. <표 4-15>의 전기요금
과 사용량을 (식 4.10)에 입력하여 <표 4-16>의 전력단가를 도출
하였다.

<표 4-15> 2014년 월별 전기요금 및 사용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232,690

12,936,500

10,984,300

9,073,750

7,709,010

7,681,350

81,376kWh

79,469kWh

66,841kWh

62,629kWh

48,688kWh

45,401kWh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579,260

10,579,820

12,442,640

7,017,510

8,347,100

-

52,326kWh

52,332kWh

63,145kWh

41,434kWh

49,809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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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지금액
월전력단가    원 ·························· (식 4.10)
월 사용전력량

<표 4-16> 월 전력단가
구

분

월 전력단가

1

2

3

4

5

6

7

8

9

10

11

163

163

164

145

158

169

202

202

197

169

168

<표 4-16>의 월 전력단가를 아래 (식 4.11)에 따라 계산하여 전력
단가 172원을 도출하였다.

        
전력단가   원 ································· (식 4.11)


연간절감금액은 <표 4-11>의 절감량과 전력단가를 (식 4.8)에 의거
1) 점소등시간 기준 연간절감금액은
1,311,518원 = 7,625.11[kWh] × 172[원/kWh] 이며,
2) 근무시간 기준 연간절감금액은
776,772원 = 4,516.12[kWh] × 172[원/kWh] 이다.

투자비  자재구입비  설치비 ·························································· (식 4.12)

투자비
투자비회수기간   ···················································· (식 4.13)
연간절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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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투자비는 대상 건물의 센서 구입비용과 설치비용의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하며, 조명기구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고려하
지 않았다. 해당제품 설치년도인 2008년도에 자재 구입비와 시공비
가 400,000원이었으나, 대상건물 화장실에 설치된 카운터 센서(B社
PN-1500모델)제조업체에 확인한 결과 2014년 12월 현재 자재 구
입 및 설치비가 개소당 150,000원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
장실 12개소에 설치하므로 투자비는 1,800,000원이다.

투자회수기간은 (식 4.13)에 의거
1) 점소등시간 기준 연간절감금액은
1.53 ≒





투자회수기간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2) 근무시간 기준 연간절감금액은
2.31 ≒


투자회수기간은 약 2년 4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투자회수기간은 점․소등기준 방식이
근무시간 기준에 의한 방식보다 약 10개월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 모두 투자회수기간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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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다양한 사업 중 대다수 공공건물
화장실에 설치된 조명제어장치의 에너지 절감 평가를 하였다. 측정
과 검증 방법은 신뢰성이 높고 에너지 절감 및 경제적 효과의 정량
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국제 성능측정 및 검증 규약인 IPMVP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점․소등 시간 기준과 근무시간 기준 방식의 베이스라인 수립 차
가 최대 6시간이었으나, 베이스라인 수립 시 실측한 점・소등
시간과 강제소등 시간 중 보수성을 적용한 값을 소등시간으로
정하고, 절감량 계산 시 t-통계표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신뢰구간의 상한값을 차감하여 추
정한 결과 두 방식의 차이가 평균 12%까지 좁혀진 것을 확인하
였다.

2) 센서 설치 후 도출된 연간 절감량은 점・소등 시간 기준인 경우
71%, 근무 시간 기준인 경우 59%로 두 방식의 절감 효과 차이
는 12%였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 방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수립한 결과 두 가지 방식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3)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비 투자비 회수기간은 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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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때 1년 6개월이고, 근무시간 기준일 때는 2년 4개월로 매
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더
욱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는 화장실 조명에 영향을 끼치는
창호 크기와 방향, 주광의 영향, 제어에 사용하는 센서, 운영방식,
전력요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근무인원과 이용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무인원이 적은 5층
과 지하층의 경우 평균 점등률이 7%로 근무인원이 비슷한 다른
층의 평균 점등률(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간은 근무인원과 연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나 층의
업무에 따라 외부 이용자가 많은 곳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의 불확
실성이 높아지는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화장실에 로거로 사용시간 측정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량을 도출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을 두 가지로
수립하여 화장실 카운트센서의 조명에너지 절감 성과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보수성을 적용한 절감량 산출결과일지라도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는 장기간 측정을 통해 불확실성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에너지 자료의 철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 정확한 운영 패
턴을 예측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 77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고영미, 2012,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5권 제1호, pp.2~3.
2) 곽영훈 외, 2011, “블라인드와 디밍제어 전략에 따른 연구소 건
물의 하절기 에너지 절감 효과”,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
제5권 제3호, pp.172~173.
3) 김삼택, 2013, "USN기반 참여형 조명에너지 관리시스템", 한국
인터넷방송통신학회지, 제13권 제4호, pp.47~52.
4) 김정태 외, 2006, “주광 대응형 가변조명 제어설비의적용 및 통
합성능”,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집, pp.8~10.
5) 김한성, 2003, “소규모사무공간에서 디밍제어를 통한 조명 에너
지 절약”,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집, 제17권 제5호, p.18
6) 김효인, 2012, “재실자의 조명시스템 사용행태 및 시쾌적 조건
에 따른 건물에너지 소비”,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7) 구형철, 1997, “건물 에너지관리 프로세서 모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남진현, 2010,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한교실 조명에너지 절감 방
안”,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0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67~69.
9) 문승미, 2012,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제어시스템의 제어방법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분석”,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Vol.39, pp.462~464.

- 78 -

논문집,

10) 서울특별시, 2013, 에너지백서, p.26
11) 서울특별시, 2009,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2030, pp.222~224.
12)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p.22
13) 이영재 외, 2010, “건물에너지 개수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설
비공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64~169.
14) 정희규, 2012, “건물 에너지 성능의 측정 및 검증방법에 관한 연
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 p.29~31.
15) 주진환, 2010, "PIR을 이용한 에너지절감형 자동조명제어 시스
템 개발 ", 조명전기설비학회지, 제24권 제2호, pp.58~66.
16) 허정호, 2013, 에너지절감량 산출을 위한 측정 및 검증, 설비저널,
제42권, pp.30~32.
17) 한승호, 2010, “조명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한국조
명전기설비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75~78.
18) 최안섭 외, 1999, “재실감지와 주광이용에 의한 사무소 건물의
에너지 절감”, 조명전기설비학회지, 제13권 4호, pp.65~70.
19) 에스에이치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2009, 에너지진단종합보고서,
p.53

- 79 -

2. 국외문헌

1) Benezeth Y et al., 2011, "Towards a sensor for detecting
human presence and characterizing activity", Energy and

Building, 43, pp.305~314.
2)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2011, Regression for

M&V Reference Guide, p.38
3) Cambridge University, 2013,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echnical summary, p.90
4) C.F. Reinhart, 2004, "Lightswitch 2002 : a model for manual
and automated control of electric lighting and blinds”, Solar

Energy, 77, pp.15~22.
5) Chung TM, Burnett J., 2001, “On the prediction of lighting
energy savings achieved by occupancy sensors“, Energy

Engineering, 98, pp.6~23.
6) D.H.W.Li et al., “An analysis of energy-efficient light
fittings and lighting controls", Applied Energy, 87,
pp.565~567.
7) EPRI, Palo Alto, CA: 2013. Assessmet of Retrofit Energy
Savings Device (RESD) Technologies—Phase II. 3002000392.
iii, p.2-2
8) EVO, 2012, IPMVP, pp.2~23., pp.36~39., p.43~49., p73,
pp.87~90.

- 80 -

9) Floyd D, Parker D, Sherwin J., 2002, "Measured field
performance and energy savings of occupancy sensors:
three case studies", Florida Solar Energy Center,
pp.97~105.
10) Galasiu AD, Newsham GR, Suvagau C, Sander DM., 2007,
“Energy saving lighting control systems for open-plan
offices”, LEUKOS –. J Illum Eng SocN Am pp.7~29.
11) Guillemin A, Morel N., 2001,"An innovative lighting
controller integrated in a self adaptive building control
system", Energy and Buildings, 33, pp.477~487.
12) Guo, X et al., 2010, “Lighting control system
Performance”, Lighting Res. Technology, 42, pp.415~431
13) Hughes RF, Eng P, Dhannu SS., 2008, "Substantial energy
savings through adaptive lighting" IEEE electrical power
and energy conference, pp.1~4.
14) Jennings JD, Rubinstein FM, DiBartolomeoD, Blanc SL.,
2000, “Comparison of control options in private offices in
an advanced lighting controls test bed,“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29, pp.39~60.
15) K. Sun et al., 2014, "Stochastic modeling of overtime
occupancy and its application building energy simulation and
calibra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79, pp.1~12.
16) Liu D, et al., 2012, "Vision-based indoor occupants
detection system for intelligent buildings", Proceedings of

- 81 -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ing systems and
techniques, pp.273~278.
17) Maniccia D et al., 2001, "The effects of changing
occupancy sensor time-out setting on energy savings,
lamp cycling and maintenance costs", 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30, pp.97~110.
18) M.A.u. Haq et al., 2014, "A review on lighting control
technologies in commercial buildings, their performance and
affecting factor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33, pp.271~278.
19) Onaygıl S, Guler O., 2003, "Determination of the energy
saving by daylight responsive lighting control systems
with an example from Istanbul", Building and Environment,
38, pp.973–977.
20) Richman EE, Dittmer AL, Keller JM, 1996, “Field Analysis
of occupancy sensor operation: Parameters affecting
lighting energy savings”, 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25, pp.83–92.
21) Rubinstein FM, Karayel M., 1984, "The measured energy
savings from two lighting control strategies", IEEE Trans

Ind Appl, p.IA-20
22) S Görgülü, N. Ekren., 2013, "Energy saving in lighting
system with fuzzy logic controller which uses light-pipe
and dimmable ballast", Energy and Buildings, 61,

- 82 -

pp.172~176.
23) US Dent Instrument社, 2009, ELITEpro & DATApro Operator’s
Guide, p.34
24) US FEMP, 2002, M&V Guidelines 3.0, pp2-3, AppendixG
pp.2-4., pp.4-22.
25) Von Neida B, Maniccia D, Tweed A, 2001, “Analysis of
the energy and cost savings potential of occupancy
sensors for commercial lighting systems”, Journal of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30, pp.111~125.
26) Atif MR, Galasiu AD., 2003, “Energy performance of
daylight-linked automatic lighting control systems in large
atrium spaces", Energy Build, 35.

- 83 -

3. 웹사이트

1) http://www1.eere.energy.gov/femp/pdfs/espcwksp_f.pdf :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효율 및 재개발 부서
2) http://evo-world.org : 미국 효율평가기구
3) http://www.dentinstruments.com : 미국 덴트장비회사
4) http://www.fsec.ucf.edu/en/publications/html/fsec-pf-309-96
: 미국 플로리다태양에너지센터
5) http://www.epri.com : 미국 전력연구소
6) http://www.energy.gov : 미국 에너지부
7) https://www.ashrae.org : 미국 공조냉동공학회
8) http://www.kier.re.kr :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소
9) http://www.kemco.or.kr :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10) http://www.eei.org/Pages/default.aspx : 미국 에디슨전기연구소
11) http://stock.mt.co.kr : 머니투데이
12) http://www.ipcc.ch : 정부간 기후변화협의기구
13) http://cyber.kepco.co.kr/ckepco : 한국전력사이버지점
14) http://www.hk.co.kr : 한국일보
15) http://www.electimes.com : 전기신문

- 84 -

ABSTRACT
An Analysis of Energy Savings of Lighting Control
by Count Sensor at Restrooms

Byoung-Jo, Ko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Ura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Advised by Professor
Jung-Ho, Huh

Seoul has implemented various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energy reduction since several years ago. Mostly the
lighting change projects are actively being implemented which
are known to have the energy reduction effect.
However, although implementing the projects known to have
the reduction effect, the energy and economic effec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 of building.
The project propelled without the enough review has the
possibility of not being as efficient as expectation. Among the
projects implemented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title of
policy or test project related to the eco-friendly or energy
project,

there

are

proj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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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ROI(Return

On

Investment) period is more than 10 years or of which
investment cost was not returned yet as the effectiveness
was

not

reviewed

fully.

To

solve

this

problem,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before and after the retrofit for the
facility into which the energy cost was injected is required.
This study measured and verified the energy reduction of
lighting control device installed in the toilets of multiple public
buildings

among

Metropolitan

various

Government.

projects
The

implemented

plan

was

by

established

Seoul
and

conducted based on the process of IPMVP which was the
intern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regulation in order to deduce the quantitative result of the
reliable energy and economic effect. The main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1) The baseline was established in two ways based on the
lighting hour, lights out and business hours, and the
conservative-applied value was

set as operating hour

among lighting on-off time and manual compulsory lights
out

surveyed

during

baseline

establishment,

and

the

uncertainty analysis using t-statistical chart during energy
saving calculation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erence
following the baseline by two methods. As a result of
deducing

and

presuming

the

upper

value

of

deduced

confidence interval here, it was confirmed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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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wo methods was narrowed down up to average
12%.

2) The deduced annual reduction amount after installing the
sensor was 71% when based on lighting on-off time and
59% when based on the business hour, and the reduction
effect difference of two methods was 12%. The baseline
was established in the conservative manner to reduce the
error by uncertainty and the difference of two methods
was confirmed not to be big.

3) According to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facility
investment return period was 1 year 6 months based on
lighting on-off time, and 2 years 4 months based on the
business hour, which was very favorable. If the future
electric charges increase, the effect is expected to be
bigger.

4)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workers and use time, the average lighting rate
of 5th floor and basement that had few workers was 7%
which was remarkably lower than the average lighting
rate(16%) of other floors that had similar amount of
workers so it was shown the use time was closely related
to the number of workers, and it was confirm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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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of energy use rose in the place where there
were

many

external

users

following

the

business

of

position and floor.

In this study, the baseline was established in two ways to
measure the use time of currently occupied toilet and deduce
the

energy

reduction

quantity,

and

the

lighting

energy

reduction result of toilet count sensor was verified. However,
despite the reduction quantity calculation result to which the
conservative was applied, there was a limit in the accuracy.
The

future

study

is

required

to

reduce

the

error

by

uncertainty through the long-term measurement and predict
the exact operating pattern through the thorough record and
management of energy data to establish the more reliable
result.

KeyWords : IPMVP, Lighting Energy Savings, Count sensor,
M&V, Light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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