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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관리자가 건물의 전력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 소비량에 대한 모

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력 소비량을 통계

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전력 과부하 발생을 방지하였다. 그렇지만 기존의 시스템에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

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하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여러 모바

일 기기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건물에서 유지되어야 할 목표 온도, 건물 

전력 소비량에 대한 과거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하여 부하 예측을 하고, 다양한 전력 소비량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다.

1. 서론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냉난방기 시설의 이용

이 증대되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확보된 예비 

전력 부족으로 ‘블랙아웃’ 문제와 함께 전력 확보에 대

책이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예비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리거나, 수요량을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량 증가를 위한 즉각적

인 전력생산시설 확충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 소

비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은 온도 감시 및 제어를 이행 하고, 사용한 전력량과 데

이터로 서버에 기록한다. 그리고 통계자료로 가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사용량을 예측하여 건물을 관리

한다[1-6]. 그렇지만 기존 부하 예측 방법은 온도 변화

에 따른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산업협력 특성화 지

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No. ITAH1810120110090001000100100)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적

합한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또한, 건물에서 유지되어야 

할 목표 온도, 건물 전력 소비량에 대한 과거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고려해 부하 예측 정보

를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효율적이

고 정확한 빌딩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반응형 웹 

디자인과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

템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4장에서는 3장을 토대로 

구현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2. 련 연구

2.1 반응형 웹 디자인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해당 기기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 반응형 웹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은 CSS3의 미디어 쿼

리를 이용하여 각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에 맞춰 유동적

으로 레이아웃을 변경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효율적으

로 웹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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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7-9].

  본 논문에서 이용할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는 현

재까지 반응형 웹 디자인을 사용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2 건물 에 지 리 시스템

  전력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전력 대란을 겪

고 있으며, 상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 소비량 중 27%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형 건

물 내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 에너

지 관리 시스템이 제안되었다[1-6].

  대수용가용 지원관리 시스템[2]은 관리자가 건물 에

너지 관리 시스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층에 대한 

전력 소비량과 건물 전체 전력 소비량에 대한 통계 정

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사용하여 

부하예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건물 전력 부하 예측[3]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의 패턴과 온도, 습도, 풍속의 변

화량을 고려한 예측 부하 모델을 제안하였다. 온도, 습

도, 풍속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기존 단순한 패턴보다 정

확한 부하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기존 부하 예측 방법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기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목표 온

도를 사용한다. 목표 온도는 관리자가 설정한 건물 내에 

유지온도를 말한다. 현재 온도에서 목표 온도까지 조정

할 때 소비되는 전력량을 이용하여 부하예측을 한다. 또

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

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3. 반응형 웹 디자인을 용한 건물 에 지 리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은 건물 전력을 관리하는 관리자, 전력 소비

량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각 층에 설치된 스마트 

미터로 구성된다. 스마트 미터는 각 층에서 사용되는 전

력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로 일정 시간마

다 전송한다. 서버는 전송받은 전력 소비량에 대한 정보

를 가공하여 그래프 형태의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관리

자는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속한 기기의 해

상도에 맞는 사이트를 볼 수 있다. 또한, 부하 예측, 전

력 소비량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이고 정확한 건물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다.

3.2 반응형 웹 설계

  표 1의 미디어 쿼리①은 실행하는 디바이스의 해상도

의 width가 800px이하일 때 실행되며, 태블릿 PC와 같

이 넓은 화면의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한다. 미디어 쿼리

②는 스마트 폰에 적용되는 코드이다.

<표 1> 미디어 쿼리

@media all and (min-width:800px){

#wrap {width: 960px; height:580px;border:1px solid 

#wrap > .box {width: 80px; height: 30px;}

...} ①
@media all and (min-width:320px) and (max-width:80

0px){

#wrap {width: 600px; height:300px;border:1px solid } 

#wrap > .box {width: 50px; height: 20px;}

...} ②
@media all and (min-width:1025px){

#wrap {width:1280px;height:720px;margin:0 auto; border:1p

x solid #888;}

#wrap > .box {width: 120px; height: 40px;}

...} ③

  미디어 쿼리①의 wrap 스타일과 다르게 width와 

height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미디어 쿼리③은 일

반적으로 PC와 같은 해상도가 큰 디바이스 기기로 접

근했을 시 실행되는 코드이다. ①, ②와 다르게 클래스 

wrap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코드의 wrap 내의 id 스타일인 box 또한 해당 디바

이스에 맞게 가변적인 크기를 가짐으로써 유동성 있게 

변화한다.

3.3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시스템에서는 기상청 데이터를 받아와 저장하는 

Weather_cast 테이블과 건물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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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저장하는 Electricity_usage 테이블로 구성된다

(표 2). Weather_cast 테이블은 기상청에서 받아온 날

짜, 시간, 온도, 습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Electricity_usage 테이블은 날짜, 시간, 예측 전력 소

비량, 현재 전력 소비량에 대한 정보인 전력 소비량, 전

류, 전압, 현재 온도, 목표 온도로 구성된다.

<표 2> 릴레이션 스키마

Weather_cast(date, time, temperature, location)

Electricity_usage(date, time, forecast_energy, curr

ent_energy, current_electric, voltage, current_temp

erature, respect_temperature)

3.4 목표 온도를 이용한 부하 측 방법

  본 논문에서는 부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의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력 절감량을 구하는 공식[10]에 

목표 온도와 평균 전력 소비량을 적용한 식을 사용한다

(식 1). 목표 온도는 건물 내에 유지되어야 할 온도를 

말한다. 평균 전력 소비량은 과거 데이터 중 현재 온도

와 동일한 데이터 표본 n개의 전력 소비량 평균을 말한

다.

                (1)

⦁   : 목표 온도

⦁    : 재 온도   

⦁    : 측 력량

⦁   : 과거 동일 온도 표본 n개의 평       

                     균 력 소비량

  부하 예측 방법은 관리자가 설정한 목표 온도와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온도에 차이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현

재 온도가 27℃고, 목표 온도를 30℃로 설정하였다면 

온도를 맞추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은 과거 27℃ 표본 n

개의 평균 전력 소비량에 21%가 증가한 값이다. 위 식

을 이용하면 현재 온도에서 목표 온도까지 변화에 따른 

값을 바탕으로 부하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기존 부하 예

측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4. 구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 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

스템의 메뉴 구성은 전력 소비량 통계, 부하 예측, 목표 

온도 설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의  

통계치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화면에서 검색하고 싶은 

기간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날짜의 평균 온도와 총 전력

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다. 그리고 이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수치 값을 그래프로 화면에 출력

한다.

  그림 3은 부하 예측 화면이다. 화면의 좌측에서는 사

용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빌딩의 층과 빌딩의 전체적인 

예측

전력량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와 목표

온도를 통해 계산된 단위 시간당 예측 전력량이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된다. 또한 동시에 그래프를 형태로 화면 

하단부에 출력한다.

 

(그림 2) 력 소비량 통계 화면

(그림 3) 부하 측 화면

  현재의 값 뿐 만 아니라 과거 예측 전력량도 그래프

를 이동시킴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 화면

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의 데이터와 관리자가 

설정한 목표온도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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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스마트 폰  (b) 태블릿 PC

(그림 4) 모바일 기기에 따른 목표 온도 설정 화면

  그림 4는 모바일 기기에 따른 목표 온도 설정 화면이

다. 목표 온도는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른 온도를 

설정 가능하다. 실제 목표 온도 값을 입력 가능하며, 조

절기를 이용해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의(a)는 스

마트 폰으로 접속했을 때 보이는 목표 온도 설정 화면

이다. 그림 4의 (b)는 태블릿 PC로 접속했을 때 보이는 

목표 온도 설정 화면이다. 반응형 웹을 이용하여 디자인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기의 해상도를 인지하여 위

와 같이 유동적이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5. 결론

  기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반응형 웹 디자인

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부하 예측을 하

기 위한 방법들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반응

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또한, 목표 온도, 건물 전력 소비

량에 대한 과거 데이터와 기상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

확한 부하 예측 자료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관리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통

계자료를 제공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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