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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energy buildings apply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to
maintain a zero energy consumption balance over a specific time. Renewable energy systems
installed in zero energy buildings produce energy to cover their energy demand, and the surplus
energy can be transmitted to the grid. Conversely, the building can receive power from the grid
when the energy consumption is greater than the energy production. However, the greater
fluctuation of transmitted and received power in the transfer process results in lower grid
stability. Therefore, for zero energy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load matching rate
and power transmission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grid. However, in the case of zero-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the load matching rate because it only
considers the building's annual energy consumption and production volum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nergy balance of a zero energy building-certified case in terms of load
matching and grid interaction evaluation indicators. Based on the results, the Load Cover
Factors (LCF) analyzed at intervals of 10 minutes, 1 day, and one month were 0.421, 0.929, and
0.996, and, correspondingly, the Supply Cover Factors (SCF) were 0.228, 0.544, and 0.536
under the same analysis conditions. In addition, the variabilities of the amount of transmitted
and received power were confirmed to be 0.203, 0.286, and 0.305, respectively.
Keywords: 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 부하매칭(Load matching), 계통 상호 작
용(Grid interaction), 시간 간격(Time interval), 에너지 균형(Energ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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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설명
 : 순방향 전력(kWh)
  : 역방향 전력(kWh)
  : 계통 상호작용지표(-)
  : 생산 전력량(kWh)


: 소비 전력량(kWh)

   : 계통 순전력(kWh)

그리스 기호 설명


: Load Cover Factor (-)

 : Supply Cover Factor (-)

1. 서 론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 부문에서는 2018년 52.1백
만톤에서 20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
로에너지건물의 민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였으며1), 이로 인해 제로에
너지건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물은 패시브(Passive) 요소와 액티브(Active) 요소를 적용하
여 건물 에너지 부하량과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가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건물이다. 이와 같은 제로에너지건물에 설치된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한 에너지 생산
량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높은 경우, 잉여 전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통으로 송전될 수 있다. 반대로 소비량
이 전력 생산량보다 많을 경우, 계통에서 전력을 수전 받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
생할 뿐만 아니라 계통연계 운영에 따른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 및 고장이나 휴전으로 계
통분리 시 감전 위험 등과 같은 전력 계통의 안정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2).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에너
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높을 때 발생하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건물의 에너지 생산량보다 요구량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이 있다. 이처럼 계통과 연계된 제로에너지건물 평가 시, 부하매칭뿐만 아니라 계통 상호작용 측면의 특성
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제로에너지건물 평가 시 에너지 소비 및 생산
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Salom et al. (2011)3)는 사례건물의 전력 에너지 데이터를 부하매칭과 계통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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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Matching & Grid Interaction, LMGI) 지표로 분석하였으며, LMGI 지표는 건물에 적용된 신재생에너
지설비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의 변동성, 건물의 에너지 부하 및 계통 상호작용 조건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평
가한다. 또한, Salom et al. (2014)4) 의 연구에서는 사례건물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하여 분석된 에너지 소
비 · 생산 데이터 및 건물과 계통 간의 송 · 수전 데이터를 LMGI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 LMGI
지표의 장 ·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Voss et al. (2010)5)은 IEA SHC Task40/ECBCS Annex 52 : “Towards
Net Zero Energy Solar Buildings”의 Subtask A에서 LMGI 지표의 시간간격을 월, 일, 시간별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et al. (2018)6)이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 시스템이 설치된 전전화주
택(All Electric House) 3가구를 대상으로 실측한 전력에너지 데이터를 LMGI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LMGI의 지표를 분석하는 평가방법과 시간 간격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평가방법의 유효성이 요
구된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물을 대상으로 LMGI 지표와 에너지 계측 시간단위에 따른 에너지 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물의 에너
지 소비와 생산의 균형 및 계통과의 연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제로에너지 인증
을 받은 건축물 사례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 생산량 및 계통과의 송 · 수전량의 계측 데이터를 시간 간격을 달리하
여 LMGI 평가지표로 분석하였다. 또한, LMGI의 평가지표 중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의 실시간 일치율
을 의미하는 부하 매칭율에 대한 지표와, 건물과 계통 간의 송 · 수전 변동성에 대한 지표를 비교 및 평가하였다.

2. 서울에너지드림센터(Seoul Energy Dream Center)
2.1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 개요 및 적용 기술 요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선정하였다(Fig. 1). 서울에너
지드림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14 (위도 37.56°, 경도 127.32°)이다. 본 건물은 독일의 프라
운호퍼 컨소시엄에서 설계하였으며, 2012년 12월 12일에 건립되었다. 본 건물의 연면적은 3,777 m2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사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8일에 제로 에너
지건축물인증의 본인증 단계에서 에너지 자립률 60.37%로 3등급(ZEB 3) 인증을 획득하였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패시브(Passive) 기술 요소 및 액티브(Active) 기술 요소를 적용하여 냉 · 난방 에너지
요구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였고, 신 ·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패시브 기술 요소로서 고단열 · 고기밀 외피, 고효율 창호, 외부자동블라인드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건물의 형태를 바람개비 형태로 설계하여 벽이 경사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절별 일사 유입량을 조절하
여 냉 · 난방 및 조명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또한, 중정을 설치하여 실의 깊이를 줄이고 일사
가 실의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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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noramic view of Seoul Energy Dream Center

Fig. 2 Sectional view of Seoul Energy Dream Center8)

본 건물의 각 부 외피에는 고성능 단열재가 적용되었으며, 지붕, 벽, 중정벽, 바닥에 각각 우레탄폼, 암면, 진
공단열재, 압출법보온판(XPS)이 적용되었다. 벽과 창호의 열관류율은 Table 1과 같다7).

Table 1 U-value of wall and window on Seoul Energy Dream Center

Outer wall

Roof

Vertical wall
(Courtyard)

36

U-value for Passive house
standard

U-value of building code
(as of year 2012)

0.111

0.15

0.26

Inclined wall

0.139

0.15

0.26

Flat roof

0.119

0.12

0.15

Sloping roof

0.110

0.12

0.15

0.107

0.15

0.26

Horizontal stripe,
Courtyard curtain wall

0.66

0.7

1.5

Exterior curtain wall

0.69

0.7

1.5

Floor
Window

U-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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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에 설치된 외부차양블라인드는 일사량을 기준으로 작동하며, 옥상에 설치된 6개의 센서가 일사를
감지한다.
한편, 본 건물의 액티브 기술 요소로는 열회수환기장치, 자동조명제어,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이 적용되었으며, 신 · 재생 에너지설비로 태양광발전(Photovaoltaic, PV)시스템
과 지열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다. PV 모듈은 건물 옥상에 624매, 건물 앞 부지에 240매로 총 864매 설치되었으
며(Fig. 3), 용량은 총 272.16 kWp이다. 태양광 모듈의 사양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37개의 50 m 깊이의 천공과 3개의 버퍼탱크로 구성되며, 용량은 총 112 kWp이다7).

Fig. 3 Site layout of Seoul Energy Dream Center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PV module
Parameters

Value

Cell type

Mono-crystalline silicon

Module size

1559 × 1046 (mm)

Module efficiency

19.3%

Maximum power ( max )

315 Wp

Maximum voltage (  )

54.7 V

Maximum current (  )

5.46 A

Open voltage ( )

64.6 V

Short current ( )

6.14 A

2.2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에너지 데이터 분석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의 전력 사용량은 각 층의 조명 · 전열(콘센트), 지열 동력, 공조기, 냉온수 및 냉동
기, 승강기, 비상 전등, 우수펌프 및 배수펌프, 소방펌프, BMS 및 전시 부하 등 용도별로 각각 계측되며, 또한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2, No.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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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시스템에 의한 전력 생산량 및 계통과 송 · 수전하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한다.
본 연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계측과정에서 누락된 데이터는 누락 전 ·
후 시점의 데이터 평균값으로 보정하였다. 한편, 2020년 당시 난방 목적으로 사용된 지열 에너지 시스템은 열
에너지형태로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건물에서는 열에너지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열에너지 측면의 지열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부하매칭율 및 송 · 수전량의 변동성이므로, 지열 에너지시스템의 운용에
요구되는 전력량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해 합산한 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165,676 kWh이며,
건물에 설치된 PV이 생산한 에너지량은 342,977 kWh로 나타나 연간 에너지 균형을 고려할 때, 해당연도에 이
건축물은 에너지 플러스 수준으로 자체 소비량 대비 177,301 kWh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계측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한 달로 설정하여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량과 계통으로의
송전 및 수전량을 분석하였으며, Fig. 4 및 Fig. 5에 나타냈다. 분석결과, 태양광에너지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간절기인 4월에 42,243 kWh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계측 당시인 2020년 7 ~ 8월에는 장마의 장
기화로 인해, 해당 날짜의 태양광에너지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이 6월 발전량보다 최대 약 14,533 kWh 적게 생
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태양광에너지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이 비교적 적은 8월을 제외하
고는 모든 달에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에 따라 계통
에 잉여전력을 송전하거나, 부족한 전력을 수전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많고 소비가 적은 4월
에 계통으로의 송전량이 약 32,659 kWh로 가장 많고, 에너지 소비와 생산이 모두 많은 8월에 계통으로의 송전
량이 7,641 kWh로 가장 적다. 또한, 8월에는 송전량과 수전량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교해, 10월에는 송
전량이 많고 수전량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8월에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일치가 낮고 10월에는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일치가 비교적 높음을 나타낸다.

Fig. 4 Annual energy generation and electricit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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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nual exported energy and imported energy to and from grid

3. 평가지표 및 분석결과
3.1 부하매칭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의 부하 매칭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부하 커버 팩터(Load Cover
Factor, LCF)와 공급 커버 팩터(Supply Cover Factor, SCF)를 사용했으며, 시간 간격을 10분, 1일, 한 달로 세
분화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여기서 시간 간격을 세분화한 데이터는 30초 간격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10분마다
누적 평균한 데이터와 1일마다 누적 평균한 데이터, 한 달마다 누적 평균한 데이터를 말하며, 이 데이터를 각각
지표로 계산하여 서로 비교 · 분석하였다.
LCF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이에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 비율을 말
하며 식(1)로 정의 된다. 또한, 부하를 초과하는 모든 생산량은 계통으로 송전 되므로 LCF의 최댓값은 1 또는
100%가 된다5,6).

 min   




   

 



       

(1)



SCF는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 중 건물의 실시간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말하며, 식(2)로 정의
된다. 또한, 생산량 중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SCF의 최댓값은 100%가
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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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2)



또한, 위 식을 통해 LCF 값이 작으면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SCF 값
이 작으면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잉여 생산량이 많은 경우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기별 일일 LCF와 SCF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Figs. 6 ~ 8에 나타난다. 또한, 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상청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Table 3와 같다. 또한, 절기별 특정 날짜로 동절기에 1월 11일, 간
절기에 4월 30일, 하절기에 6월 13일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일 평균 LCF는 동절기에 0.324, 간절
기에 0.550, 하절기에 0.561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 평균 SCF는 동절기에 0.286, 간절기에 0.111, 하절기에
0.253로 분석되었다. 동절기에는 건물의 난방 부하 증가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PV의 에너지 생산량
감소로 인해 LCF가 0.33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SCF는 0.2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간절기에는 PV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고, 냉방 부하와 난방 부하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여 SCF가 동
절기의 SCF보다 50.9% 낮은 0.111로 가장 작게 나타난다. 또한, 건물의 냉방 부하가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PV 시스템의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하절기의 LCF는 동절기의 LCF보다 70.6% 높은
0.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절기별 LCF와 SCF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외기조건
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에너지 소비 및 생산 총량으로 부하 매칭을 평가하
는 경우, 실제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거동 형태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Table 3 Seasonal basis
Season

Winter

Intermediate

Summer

Month

1, 2 / 12

3, 4, 5 / 9, 10, 11

6, 7, 8

Fig. 6 LCF (left) and SCF (right) for selected day (11th, Jan) in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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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CF (left) and SCF (right) for selected day (30th, Apr) in intermediate season

Fig. 8 LCF (left) and SCF (right) for selected day (13th, Jun) in summer season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시간 간격을 10분, 1일, 한 달로 세분화하여 누적 평균한 데이터의 LCF와 SCF를 비교
하였으며, 이는 Fig. 9와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다. LCF의 최댓값은 시간 간격이 10분일 때 0.527이며, 1일일
때 1.000, 한 달일 때 1.000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솟값은 10분일 때 0.311이며, 1일일 때 0.767, 한 달일 때
0.958로 나타났다. 또한, SCF의 최댓값은 시간 간격이 10분일 때 0.362이며, 1일일 때 0.845, 한 달일 때 1.000
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솟값은 10분일 때 0.126이며, 1일일 때 0.238, 한 달일 때 0.20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CF와 SCF 모두 시간 간격이 10분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보인다. 이는 시간 간격이 10분일 때 건물의 에너지 소
비와 생산의 부하 매칭율이 가장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Table 4은 Fig. 9와 Fig. 10에 나타난 시간 간격별 결과값의 연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연간 기준으
로 산출된 LCF 값과 한 달, 1일, 10분 기준으로 산출된 LCF 값의 차이는 각각 0.004, 0.071, 0.579 차이를 보였
으며, SCF는 각각 0.053, 0.061, 0.255 차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CF와 SCF 모두 10분 기준으로 분석한 평
균값과 연간 기준으로 분석한 평균값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 간격을 한 달, 1일
기준과 같이 하루의 생산 및 소비의 패턴이 완료된 시간 간격으로 부하 매칭을 평가하는 경우, 한 패턴이 완료된
총량으로 평가되므로 연간과 유사하게 높은 부하 매칭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부하 매칭 평가 시
에너지 생산량이 외기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
1시간 간격 또는 그 이하의 간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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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lot of LCF based on 10-minute time step, daily and monthly computations

Fig. 10 Plot of SCF based on 10-minute time step, daily and monthly computations

Table 4 Averaged LCF and SCF based on 10-minute time step, daily and monthly computations
Time Interval

10-Minute

Daily

Monthly

Yearly

LCF

0.421

0.929

0.996

1.000

SCF

0.228

0.544

0.536

0.483

3.2 계통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건물과 계통 간 송 · 수전하는 것을 계통 상호작용이라 한다. 건물에 적용된 PV의 에너지 생산
은 일사량 등 외기조건에 따라 변동되며, 계통에 연결된 경우 이러한 태양광 발전량의 변동은 건물과 계통과의
송 · 수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변동으로 인한 건물과 계통 간 송 · 수전량의 증가는 자체 생산 전력을 직접 사
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전력 손실의 증가로 에너지 효율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전력공급의 높은 변동성은 불
안정한 전력수급에 대한 단기대응능력을 저하시키며 전력을 송 · 수전하는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저하시킨다9).
본 연구에서 건물과 계통 간의 송 · 수전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시간 단위별 계통 순전력의 절댓값 중 최댓값과 계통 순전력 값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식(3)으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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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값의 연간 표준편차를 계산한 것을   라고 하며, 이는 식(4)로 정의된다5,6).
 
   
max 

      

(3)

여기서,         이다.

       

(4)

Table 5  based on 10-minute time step, daily and monthly computations
Time Interval

10-Minute

Daily

Monthly



0.203

0.286

0.305

분석결과, 시간 간격이 클수록   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물과 계통 간 변동성이 큰 것을 의
미한다(Table 5). 월간 송 · 수전량을 비교한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PV 시스템의 에너지 생산량과 난방 부
하 및 냉방 부하의 변동으로 인한 월간 송 · 수전량의 차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통 상호작용 평가 시,
계통에 대한 부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작게 하여 분석해야 한다. 또한,   는 앞서 분
석한 부하매칭과 동일하게, 외기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PV 시스템의 에너지 생산량과 계통과의 연
계 특성을 반영하므로 1시간 또는 그 이하의 시간 간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한 후 건물의 에너지 생산량보
다 요구량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등이 건물에 도입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지표를 통한 건물과 계통 간 송 · 수전량의 변동성의 평가가 가능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에너지 생산 · 소비량과 건물과 계통 간의
에너지 송 · 수전량을 계측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계측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10분, 1일, 한 달로 세분화
하여 부하매칭과 계통 상호작용 평가지표를 통해 부하 매칭율 및 건물과 계통 간 송 · 수전량 변동성을 비교 분
석하였다.
∙ LCF와 SCF값은 절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외기조건
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에너지 소비 및 생산 총량으로 부하 매칭을 평
가하는 경우, 실제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거동 형태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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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에너지 소비 및 생산량의 LCF와 SCF 값과 시간 간격을 각각 한 달, 1일, 10분으로 세분화한 LCF와
SCF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중 10분 간격으로 분석한 LCF와 SCF 값과 0.579, 0.25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
다. 이는 한 달, 1일 기준과 같이 하루의 생산 및 소비의 패턴이 완료된 시간간격을 기준으로 부하 매칭을 평
가하는 경우, 한 패턴이 완료된 총량으로 평가되므로 연간 기준과 유사한 높은 부하 매칭율을 보인다.
∙    를 10분 간격으로 분석했을 때 0.203, 한 달 간격으로 분석했을 때 0.305로, 약 0.102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PV의 에너지 생산량과 냉방 부하 및 난방 부하의 증가로 인한 월간 송 · 수전량의 차이가 크기 때
문이다.
∙ 시간 간격을 10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루의 패턴보다 세분화된 부하 매칭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량이 외기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해서 최소 1시간 또는 그 이하의 간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본 건물은 연간 에너지 균형을 고려할 때 해당연도에 PV의 에너지 생산량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에너지 플러스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시간대가 일치하
지 않아 부하 매칭율이 낮아 계통과의 송 · 수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경제적인 설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 면적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
였을 때, 소비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건물에서 에너지가 요구되는 시간에 맞
춰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로에너지건물의 현 평가 방식이 총량제 기준으로 등급화 되고 있지만, 건물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부하 매
칭율 증진 방법의 도입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정한 부하 매칭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간 간격을 세분화하여 분
석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무, 업무용의 건물을 대상으로 LMGI를 분석했지만, 시간 간격과 지표는
건물에 설치된 신 · 재생 에너지 설비와 건물의 용도 등 건물 및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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