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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TABS) has been regarded as one promising technology 

for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due to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a 

cooling/heating equipment, and feasibility of combining other promising technologies such as 

ground source heat pumps or cooling towers. TABS can be achieved by running hot/cold water 

through pipes embedded in a building’s construc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HVAC 

systems, TABS delivers higher water temperatures for cooling, and lower water temperatures 

for heating due to large heat exchange areas. Furthermore, water systems have less transport 

energy and ductwork spaces compared to existing air systems, due to high thermal capacitance 

of water. Because of the surface condensation problems in hot and humid weather conditions, 

TABS needs to be integrated with dehumidification system such as variable air volume (VAV) 

system or dedicated outdoor air system (DOA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ol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TABS) integrated with 

DOAS in office building compared to the TABS with VAV system. In this study, the design 

cooling load in office building was firstly evaluated and indoor thermal environment was 

discussed by considering the surface condensation risk. Finally the cooling energy consumption 

of TABS with DOAS was compared with TABS and VAV system operation. When the total 

cooling energy consumption during the cooling period is compared, it is found tha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ABS with DOAS is 24% more energy-efficient than integrated 

operation of TABS with VAV. Night-time electric energy consumption accounts for 34% of the 

total cooling energy consumption. 

주요어 : 구체축열시스템, 외기전담공조시스템, 냉방에너지, 오피스건물

Keywords: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Dedicated outdoor air system, Cooling 
energy consumption, Offi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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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체축열시스템(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TABS)은 슬래브 구조체 내에 수

배관을 매설하여 냉난방 운전과정에서 구조체의 축열성능을 활용하는 복사 냉난방시스템의 

한 종류이다(ISO, 2012). TABS는 구조체의 축열로 인한 시간지연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전을 통해 최대 냉난방 부하(Peak Load)를 낮출 수 있으며, 냉방운전시 15∼21℃내외의 고

온의 냉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열원 히프펌프 등 신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TABS는 실내의 현열부하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국내 하절기 기후 조

건에서는 냉방운전시 방열면에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기 방식의 VAV시스템이나 외

기전담공조시스템(Dedicated Outdoor Air System, DOAS)과 같은 제습시스템의 운전이 필

요하다. 열용량이 큰 TABS는 제어 운전시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독으로 운전하기 보

다는 공조시스템과 함께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실내 잠열부하 및 갑작스러운 부하변동에 대

응하도록 운전하고 있다(Lim et al., 2014).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실내환경 제어 및 공조에너

지 저감을 위해 DOAS의 보급이 북미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DOAS는 실내에 

100% 외기를 도입하여 건물의 환기와 습도제어에 유리하며 기존 공조시스템과 대비하여 냉

난방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AS는 외기의 도입 풍량이 기존 공조

시스템과 비교하여 30~50%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공조기의 규모와 팬의 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실내공기를 재순환 시키지 않고 100% 외기를 이용하여 환기를 실

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하대웅, 2008).기존 연구에 

따르면 DOAS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에너지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윤동섭 외, 2015), 기

존 대류식 냉난방시스템에 비하여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에서 19~24%가량 냉방에너지 소비

량이 작게 나타났다(Inklab, 2015).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주거건물을 대상으로 TABS 냉방운전시 에너지성능평가 연구(유미

혜 외, 2012)와 학교 건물에서 TABS의 냉난방 실증 연구(송진희 외, 2012) 및 방열특성에 대

한 해석 연구(이겨레 외, 2018) 등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오피스건물에서 TABS 하부의 천장 

흡음 패널로 인한 냉방성능 특성(이윤선 외, 2018) 및 DOAS 적용에 따른 실내 온열환경특성

에 대한 연구(이윤선 외, 2018)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구체축열을 위해 냉수가 24시간 순환되

는 슬래브 구조체 표면에서는 DOAS나 VAV가 운전되지 않는 경우, 잠열부하의 제거가 불가

능하여 여름철 결로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체 방열 특성을 고

려한 공급수온제어 및 운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Chung and Lim, 2019) 그러나 오

피스 건물에서 DOAS를 TABS와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후조건에서 냉방 에너지 소

비량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후조건에서 일반 오

피스건물을 대상으로 TABS를 DOAS와 통합 적용하여 냉방운전하는 경우, 열원 및 팬, 펌프 등 

구성요소별로 냉방에너지 소비량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Yu et al., 

2014)에서 TABS 적용가능성이 검증된 동적에너지시뮬레이션 프로그램(EnergyPlus v8.8)을 

활용하여 오피스 건물을 대상으로 TABS 및 DOAS, VAV시스템의 통합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EnergyPlus v8.8을 이용하여 TABS와 DOAS를 통합 적용한 오피스건물을 모델링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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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S와 기존 VAV시스템를 통합 적용한 대안과 비교하여 냉방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였으며, 

통합시스템 구성 요소별로 에너지 절감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개요

오피스 건물 모델링

Table 1, Figure 1과 같이 평가대상 오피스건물은 지상층 평면이 45 m×30 m (W×D)인 6층 

규모의 건물로서 정남향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하였다. 지상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조가 이뤄

지며, 전체 공조바닥면적은 8,100 ㎡로 가정하였다. 지상의 모든 층의 층고는 3.5 m로 일정하

게 모델링하였으며, 1층은 비공조공간인 지하1층과 인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상층은 

옥상층 슬래브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상의 각 층은 내주부(interior zone)

와 외주부(exterior zone)로 구분하고 외벽에서 4.5 m까지의 면적을 외주부로 하여 가정하였

으며, 외주부는 각 향별 냉방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4개로 구분하여 조닝하였다. EnergyPlus 

프로그램에서는 최상층, 기준층, 1층을 각각 1개의 내주부와 4개의 외주부로 구분하여 조닝

하였으며, 지하층은 1개의 비공조공간으로 조닝하였다. 1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기준층에는 

동일한 부하특성 및 시스템 운전을 가정하여 층수만큼 곱하여(Multiplier) 전체 건물을 모델

링하여 건물 단위의 에너지 해석에 적용하였다.

Table 1. Modeling conditions of office building

Category Conditions

Location Seoul

Orientation South oriented

Gross conditioned area, ㎡ 8,100

Number of ground floor 6-story building 

Total height of building, m 21

Ceiling height, m 3.5

Zone area of 

typical floor

Interior zone, ㎡ 756 

Exterior zone
North, South, ㎡ 182.25

East, West, ㎡ 114.75

Window to wall ratio 0.4

Figure 1. Zone dimensions of typical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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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a)와 같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 조건은 국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2017)을 고려하여 열전도율이 0.034 W/m·K이하인 (가) 등급 단열재를 125 mm 

두께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2(b)와 같이 TABS가 적용된 바닥 슬래브는 천장

의 하부가 방열면(Active surface)이 되는 구조로서, 수배관이 방열면에서 100 mm 상부에서 

25 mm 간격으로 270 mm 두께의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방열면에서의 하

부 방열량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상부에 50 mm 단열재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기에 직

접 면하는 창호는 국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2017)을 고려하여 열관류율 

1.50 W/㎡·K 이하인 창호를 선정하였으며, 모델링에 반영한 창호의 성능은 Table 2와 같다.

(a) Exterior wall (b) Floor slab

Figure 2. Description of building structures 

Table 2. Window conditions of office building

Category Values

U-value, W/㎡·K 1.493 

Solar heat gain coefficient 0.158

Solar transmittance 0.087

Visible transmittance 0.114

실내 내부 발열 부하 조건

실내 내부 발열부하는 지하층을 제외한 15개의 존에 Table 3과 같이 인체, 기기, 조명부하

조건을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Figure 3과 같이 주중 하루 동안의 내부발열은 일반적인 오피

스건물의 재실시간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NREL, 2011),주말에는 침기를 제외한 실내부

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비공조공간인 지하층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

여 일정량(6.766 kW)의 기기발열부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상층에서 외기에 면한 

존은 0.3 ACH의 침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지하층에서는 0.15 ACH의 침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able 3. Internal cooling load conditions of office building

Category Values

People (Occupancy density), person/㎡ 0.054 

Equipment, W/㎡ 10.76 

Lighting, W/㎡ 10.76 



Cool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in Office Building with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and Dedicated Outdoor Air System

120 ∙ Journal of KIAEBS Vol. 13, No. 2, 2019

(a) People (b) Equipment (c) Lighting

Figure 3. Internal cooling load schedules

 

기상데이터 입력 조건

본 연구에서는 EnergyPlus에서 제공하는 국내 서울지역 표준기상 데이터(WMO standard 

weather data)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ure 4와 같이 냉방기간(6월부터 8

월)동안 서울지역 표준기상데이터를 분석하면, 여름철 우리나라의 외기온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최고 기온이 35℃내외까지 올라가지만, 외기습도는 6월 중순까지 0.011 kg/kg내외로 

다소 낮은 상태를 유지된 뒤, 태풍이나 장마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여름철 지속

적으로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이 7, 8월보다 전반적으로 온도

와 습도 모두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7월에는 기온 및 습도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좁은 범

위에서 두드러진 기후 특성을 보인다. 8월에는 다소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포화선도에 가

장 가까이 위치한 것을 통해 강우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일반적인 

하절기 기후 특성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고온다습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여름철 표준기상데

이터 가운데서 최대외기온이 나타나는 기간에는 Figure 5와 같이 고온다습한 특성이 두드러

지며 일교차가 10℃ 이내, 최고 외기온이 35℃ 내외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일별 외기

특성을 살펴보면, 하루 중 외기온도는 26.1~34.4℃내외로 변화하며 절대습도는 0.017 kg/kg 

내외로 유지되고, 노점온도는 22.1~24.1℃내외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 Standard weather data for cooling operation in Seoul (June ~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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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urnal fluctuation of weather data in hot and humid day 

TABS 통합시스템 구성 및 운전 조건

TABS를 오피스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을 유지하고 냉방 운전시 

방열면에서 표면 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설계 및 제어, 운전기술이 필요하다

(Babiak et al., 2007). 일반적으로 TABS가 적용된 건물에서는 방열면 표면 결로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실내노점온도 이하의 냉수를 일정한 온도로 24시간 연속적으로 냉방운전이 이뤄

지고 있다. 이를 통해 방열면에서 표면결로 발생 위험이 없이 TABS를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15~21℃ 내외로 고온의 냉수를 이용하여 TABS 냉방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여름철 기후와 같이 고온다습한 외기 조건에서는 실내 잠열부하는 물론, 침기나 환기로 인해 

실내 노점온도가 높게 유지됨으로써 TABS 방열면에서 냉방능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Figure 6과 같이 TABS를 DOAS 및 VAV시스템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실내 현열 및 잠열 부하를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면서 TABS의 방

열량을 크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TABS를 이용하여 현열부하를 최대한 제거하고, DOAS 및 

VAV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내 현열부하 및 잠열부하, 환기부하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이를 위해 TABS는 모든 존에서 21℃의 냉수가 일정한 유량으로 24시간 연속운전되도록 

하였으며, 방열면 표면에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온도가 실내 노점온도보다 낮아 결

로위험이 있는 경우, 냉수공급을 중지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Figure 6(a)와 같이 TABS에 

DOAS를 통합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존별로 전열교환기 및 냉각코일 등으로 구성된 DOAS 유

닛을 설치함으로써 환기부하를 담당하고 존별 부하 특성에 따라 급기온도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DOAS 유닛은 회전형 전열교환기(Enthalpy wheel, EW)나 냉각 코일(Cooling coil), 

급기팬(Supply air fan)과 배기팬(Return air fan), 회전형 현열교환기(Sensible wheel, SW), 제

습기(Dehumidifier), 재생코일(Regeneration heating coil), 재생 팬(Regeneration fan) 등다양

한 컴포넌트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DOAS 유닛은 각 존별로 급기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내온열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존의 부

하특성에 맞는 설계 및 운전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DOAS 유닛은 Figure 7(a)와 같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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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열교환기와 냉방코일, 급기팬, 배기팬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7(b)와 같이 냉방코일 

후단에 회전형 현열교환기를 추가 설치하여 설정온도(10~15℃)범위 내로 열교환을 수행하여 

냉방코일의 부하를 절감할 수도 있다. 또한 Figure 7(c)와 같이 냉방코일 후단에 고체형 제습기

를 추가 설치하여 급기되는 공기의 습도를 제어할 수도 있다. 각 존별로 설치된 DOAS 유닛을 

통해 존별로 필요한 환기량에 따라 적정 범위 내로 냉각 및 제습된 외기가 도입된다. 본 연구에

서 오피스 건물에서의 외기 도입량은 ASHRAE 표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0.3 L/s로 가정하였

다(ASHRAE, 2016). 회전형 전열교환기에서 예냉 및 제습과정을 거친 후, 냉각코일을 통한 

냉각/제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현열교환기에서 열교환하거나 제습기에서 제습함으로써 10~1

5℃ 내외 적정 온도 범위로 조절하여 실내로 공급하였다(정재원 외, 2009). DOAS 유닛은 주

중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전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6(b)와 같이 TABS에 VAV시스템을 통합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층의 공조를 

위해 냉각 코일(Cooling coil), 급기팬(Supply air fan)과 배기팬(Return air fan)으로 구성된 

(a) TABS with DOAS

(b) TABS with VAV system

Figure 6. Schematic diagrams for TABS integrated with DOAS and VA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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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를 설치하고, 각 존별로 풍량조절을 위한 VAV 터미널유닛(VAV air terminal)을 설치

하였다. 각 존별로 설치된 VAV터미널유닛에서 실내 설정온도(26℃)를 기준으로 실온변화

에 따라 변풍량 방식으로 급기되는 풍량을 제어한다. 각 존별 VAV터미널유닛에서 설계 풍량

은 설계 냉방부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공조기에서 급기팬의 최대 풍속은 각 존별 VAV터미

널유닛의 풍량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공조기에서 외기 도입량은 ASHRAE 표준에 따라 단

위면적당 0.3 L/s로 가정하였으며(ASHRAE, 2016), 최소 환기량이 실내에서 순환된 공기와 

일부 혼합되어 냉각코일로 공급하였다. VAV시스템은 주중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전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식 냉동기 1대로 건물 전체의 냉방부하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nergyPlus에서는 냉동기에서 생산하는 냉수를 TABS와 DOAS 유닛의 냉각코일, VAV 시

스템에서의 공조기 냉각코일에 연결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Figure 8과 같

이 냉열원시스템은 전기식 냉동기와 수냉식 냉각탑, 냉수 순환펌프, 냉각수 순환펌프로 구성

하였다. 냉동기의 설계 출수온도 및 냉수반환온도는 국내 냉동기 설계 현황을 반영하여 각각 

7℃, 12℃로 설정하였다. 순환 펌프는 모두 변유량 방식의 펌프로 모델링하였으며 존별 냉방

설계용량에 따라서 최대유량 및 최소유량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냉방부하 요구량에 

(a) General DOAS unit

(b) DOAS unit with SW

(c) DOAS unit with Dehumidifier

Figure 7. Schematic diagrams for various DOAS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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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냉방부하 요구량이 없을 경우에는 순환펌프의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하였다. 냉각탑은 정속 방식으로 전기식 냉동기와 연결된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냉각탑의 설계 출수온도 및 냉수반환온도는 국내 냉각탑 설계 현황을 반영하여 각각 3

0℃, 36℃로 설정하였다. 냉각탑의 열교환성능은 Merkel (1925)의 증발냉각이론을 기반으

로 하며 대향류형 열교환방식에 대한 ℇ-NTU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 냉각탑은 냉각팬의 운

전 사이클과 냉각수의 바이패스 운전을 통해 제어되며, 냉동기의 냉방부하에 따라 냉각수의 

일부가 우회하여 순환함으로써 냉각탑 설계 출수온도를 맞추게 된다.

Figure 8. Schematic diagrams for cooling source

결과 및 토의

오피스 건물의 냉방부하 평가

TABS는 냉방운전시 방열면에서의 결로 문제 및 재실자 쾌적을 고려하여 설계 방열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TAB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건물의 냉방부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여름철 외기조건에서 오피스건물의 TABS 통

합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EnergyPlus의 Ideal Cooling Load 계산과정을 통해 최대 냉방부

하를 산출하였다. 오피스건물에서 냉방운전을 고려하여 설계 실내온도는 26℃, 설계 실내 상

대습도는 60%로 가정하였으며, 설계 외기조건은 서울시 표준기상데이터를 고려하여 외기온

도가 가장 높아 최대 냉방부하가 있는 일을 기준(Figure 5 참고)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오피스

건물에서 기준층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냉방부하 및 현열비에 대한 값을 분석하면 Table 4

와 같다. 대상 오피스건물에서 기준층 전체의 평균 냉방부하는 137 W/㎡, 현열비는 0.76으로 

나타났다. 오피스건물의 내주부는 일사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외주부와 비교하여 냉방부하

의 크기가 23~38% 더 작게 나타났다. 특히 동향에서는 냉방부하가 188 W/㎡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남향 및 북향이 152 W/㎡로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실내

로 유입되는 태양복사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오피스건물에서 창호 및 차양장

치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향별 냉방부하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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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nal cooling load conditions of office building

Zones Cooling load (Solar heat gain), W/㎡ Sensible heat ratio

Interior zone 118 (0) 0.71

Exterior zone

East 188 (74.5) 0.79

West 168 (68.5) 0.87

South 152 (52.5) 0.86

North 152 (42.2) 0.78

Total 137 0.76

통합시스템 적용에 따른 실내온열환경 평가

TABS를 국내 오피스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외기조건에서 냉방운

전시 방열면에서의 표면 결로 문제 및 전반적인 실내 온열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BS와 DOAS, VAV 시스템을 통합 적용한 건물 모델을 대상으로 여

름철 고온다습한 외기조건(Figure 5)에서 각각 EnergyPlus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실내 노

점온도 및 TABS 방열면 표면온도를 산출하여 표면결로 발생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

내 온열환경 평가 지표로써 실내 작용온도(Operative temperature, OT), PMV를 산출하여 냉

방운전시 전반적인 실내 온열환경을 평가하였다.

(a) TABS with DOAS (b) TABS with VAV system

Figure 9. Comparison of room thermal environment 

Figure 9(a)와 같이 TABS와 DOAS를 통합 적용한 경우에는 방열면 표면온도가 25℃ 내

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실내 노점온도가 22~25℃내외로 유지되었다. 특히 오후 5시 

이후에는 DOAS 운전에도 불구하고 외기 습도가 증가하면서 실내 노점온도도 크게 상승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b)와 같이 TABS와 VAV 시스템을 통합 적용한 경우에는 방열

면 표면온도는 25℃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실내 노점온도가 VAV 시스템 작동과 

함께 2시간 이내 14℃내외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냉방시간동안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이는 

각 존별 DOAS 유닛이 외기부하만을 전담하여 냉각, 제습하여 실내로 10~15℃내외의 공기

를 공급함으로써, 외기 조건에 따라 DOAS 유닛의 냉방성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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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OAS 유닛에서의 취출온도가 최소 10℃까지도 낮아짐으로써 오피스건물에서 층고나 

실내 잠열부하 특성, 재실자의 쾌적성을 고려할 때 디퓨져 선정 및 설계 운전 조건에 대한 검

토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VAV시스템은 외기도입량과 실내 내부부하에 조

건에 따라서 전체 건물에 급기되는 공기온도를 15~18℃ 내외로 낮게 유지하면서 VAV 터미

널 유닛을 이용하여 실내 설정온도를 26℃ 내외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의 현열부하 및 

잠열부하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제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S에 21℃의 냉수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방열면의 표면온도가 25℃내외로 유지되었으며, DOAS나 VAV 

시스템을 통합적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노점온도가 25℃ 이내로 유지되면서 냉방운전기간동

안 표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DOAS나 VAV시스템의 설계 및 운

전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실내 잠열부하를 제거하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결

로 위험 특성을 다르게 나타났다. 

TABS와 DOAS 통합 적용한 경우 냉방시간동안 작용온도는 25~27℃의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PMV는 0.5~1 내외로 유지되었다. 반면, TABS와 VAV 시스템을 통합 적용한 경우 냉

방시간동안 실내온도가 26℃, 작용온도가 25℃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으며, 

PMV는 0 내외로 유지되었다. 이는 EnergyPlus 모델링 과정에서 VAV시스템을 설정온도

(26℃)를 기준으로 실온제어를 수행한 반면, DOAS 유닛은 급기온도만을 제어함으로써 실내

온도가 다소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쾌적성 측면에서는 VAV 통합시

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공조기에서의 취출 공기의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실내 부하 변동에 따

라 풍량을 제어함으로써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DOAS나 VAV 시스템을 TABS와 통

합 운전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재실기간동안 작용온도 및 PMV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실내온

열환경이 적정 쾌적 범위로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S를 DOAS와 통

합 적용함에 있어서는 급기온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도입외기의 잠열부하 제거량을 증가시

킴으로써 실내 노점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전형 제습장치와 같이 건식 제

습 방법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습도를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다된다. 이를 통해 

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면서도 습도를 저감함으로써 재

실자의 쾌적도를 높이고, TABS 방열면에서의 결로발생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온도와 습도를 독립적으로 제어 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분부하가 발생

하는 재실 환경 조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내 습도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 TABS를 

VAV시스템과 통합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내 설정온도를 27℃로 다소 높게 유지함으로써 작

용온도를 쾌적 범위로 유지하면서도 냉방에너지 소비량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시스템 구성에 따른 냉방에너지 소비량 평가

본 연구에서는 TABS와 DOAS 통합시스템에서 냉방에너지 소비량 특성을 TABS와 VAV

통합시스템의 냉방에너지 소비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nergyPlu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전기식 냉동기를 열원으로 한 오피스건물에서 공조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냉방기간(6~9월)동안 열원 및 반송설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10(a)와 같이 TABS를 DOAS와 통합 적용하는 경우, VAV와 통합 적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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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전체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24%가량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DOAS를 통합적용

하는 경우, DOAS에서 외기부하를 위주로 냉방부하를 제거하고 TABS가 기저가 되는 현열

부하를 담당함으로써 전기식 냉동기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VAV 통합 시스템에 비해 50%

가량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VAV 통합시스템의 경우 환기를 위한 외기와 실내에서 재순

환되는 공기에서의 냉방부하를 동시에 담당하게 됨으로써 외기도 취출온도와 동일하게 낮은 

온도로 냉각됨으로써 열원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S에 DOAS를 통

합 적용하는 경우, 환기를 위한 도입외기를 분리하여 외기에 대한 취출온도를 높게 유지함으

로써 냉동기(열원)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존별로 DOAS 유닛

을 적용하여 최소 환기량만을 급기함으로써 팬에서 에너지소비량도 VAV시스템에 비해 27%

가량 더 작게 나타났다. 각 존별로 DOAS 유닛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냉수 설계 유량이 증

가하면서 펌프에서의 반송동력이 28%가량 증가하고, 회전형 전열교환기에서의 에너지소비

량이 추가 발생하지만, 전체 냉방에너지 소비량의 6% 이내로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S와 DOAS의 통합시스템에서는 재실시간동안에 기저가 되는 현열 부하를 제

거함에 있어서 TABS를 24시간 연속적으로 냉방운전하는데, 이로 인해 야간에 냉동기와 펌프 

등을 작동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6%를 야간에 소비하게 된다. 오피스 건물에서 

TABS를 냉방운전함에 있어서 야간시간대(23시~9시)의 심야전기를 활용하여 냉동기를 구동

함으로써 냉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0(b)와 같이 월별로 전체 냉방에너지 소

비량 비교하면, 외기 온습도 조건에 따라 냉방부하 크기가 다소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여름철 월별 외기조건을 감안해보면(Figure 4 참고), 6월과 비교하여 7월과 8월의 

외기 온습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a) 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components (b) Monthly cooling energy consumption

Figure 10. Comparative analysis of cooling energy consumptio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nergyPlu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오피스 건물에 TABS와 DOAS 통합시스

템과 TABS와 VAV 통합시스템 적용에 따른 실내 온열환경 및 냉방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

하였다. 실내 온열환경 측면에서는 DOAS나 VAV시스템의 설계 및 운전 방식이 서로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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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실내 잠열부하를 제거하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서 실온 및 실내 노점온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TABS에 DOAS나 VAV 시스템을 통합적용하는 경우, TABS 배관에 21℃

의 냉수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방열면의 표면온도를 25℃내외로 유지할 수 있

었고, 실내 노점온도가 25℃ 이내로 유지되면서 냉방운전기간동안 표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

았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VAV시스템은 설정온도(26℃)를 기준으로 실온제어를 수행한 

반면, DOAS 유닛은 급기온도만을 제어함으로써 실내온도가 다소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실기간동안 작용온도 및 PMV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실내온열환경이 적정 쾌

적 범위로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냉방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TABS를 DOAS와 통합 적용

하는 경우, VAV와 통합 적용하는 시스템에 대비하여 전체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24%가량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DOAS를 통합 적용하는 경우, DOAS에서 외기부하를 위주로 냉방부

하를 제거하고 TABS가 기저가 되는 현열부하를 담당함으로써 전기식 냉동기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VAV 통합 시스템에 비해 50%가량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S와 

DOAS의 통합시스템에서 TABS를 야간에도 운전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6%를 

야간에 소비하게 되는데 심야전기를 활용함으로써 냉방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냉방에너지 절감 특성 및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TABS와 DOAS 

통합시스템의 최적 설계 및 운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한 기초 연구사업임(No. 2015R1A2A2A01004280).

References

1. 유미혜, 여명석, 이유지, 정웅준, 박상훈, 김광우. (2012). 공동주택의 단열 및 차양에 따

른 구체축열시스템 냉방성능 평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3(2), 107-114.

2. 이겨레, 이윤선, 임재한. (2018). TABS와 HVAC시스템을 적용한 오피스 건물에서 냉방 

운전 방식에 따른 실내 온열 환경 특성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2(4), 

373-386.

3. 이윤선 , 이겨레, 정웅준, 임재한. (2018). 국내 여름철 기후조건에서 DOAS와 TABS 통합

시스템 냉방운전시 실내온열환경 및 운전특성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11), 45-55. 

4. 이윤선, 임재한, 정웅준.(2018). 2차원 전열해석을 통한 천장거치형 흡음 패널의 설계조

건에 따른 TABS의 방열 특성 평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2(2), 159-170.

5. 임재한. (2016).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구체축열 복사난방 공간의 실내 온열 환경 특성.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0(2), 159-165. 

6. 정재원, 김민휘, 김유신, 김진효, 권오현. (2009). 외기전담시스템 기반 초고층 공동주택 

중앙 공급식 환기시스템의 적정 급기조건 설정 및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6), 279-286.



Cool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in Office Building with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and Dedicated Outdoor Air System

Journal of KIAEBS Vol. 13, No. 2, 2019 ∙ 129

7. 하대웅. (2008). 외기전담 공조시스템 적용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5(1), 1-8.

8. 송진희, 임아람, 임재한, 송승영. (2012). 하계 현장실측을 통한 구체축열시스템(TABS)

의 열성능 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261-262.

9. 윤동섭, 김희성, 정재원. (2015). 다양한 외기전담시스템의 구성별 특성 및 에너지 소비

량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5(1), 225-226.

10.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1], [별표 3].

11. Chung, W.J., Lim, J.H. (2019). Cooling Operation Guidelines of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Considering the Condensation Risk in Hot and Humid Climate. 

Energy & Buildings (in press), 193(15), 226-239.

12. Inklab, N. (2015). Performance Assessment of Dedicated Outdoor air Systems for 

Office Building in Thailand. Energy Procedia, 79, 677-684.

13. Jeong, J.W., Mumma, S. (2006).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s. ASHRAE Journal, 

October, 56-66.

14. Lim, J.H., Song, J.H., Song, S.Y. (2014). Development of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according to heating and cooling load 

characteristics. Applied Energy, 126, 123-135.

15. Yu, T., Heiselberg, P., Lei, B., Pomianowski, M. (2014). Validation and modification 

of modeling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s (TABS) using EnergyPlus. Building 

Simulation, 7(6), 615-627. 

16. Dominguez, L.Marcos. (2017). Effects of acoustic ceiling units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s. Proceeding of the 2017 ASHRAE 

Winter Conference.

17. Babiak, J., Olesen, B.W., Petras D. (2007). Low Temperature Heating and High 

Temperature Cooling. REHVA.

18. Merkel, F. (1925). Verdunstungskühlung. Verein Deutscher Ingenieure Verlag.

19.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11). Department of Energy 

Commercial Reference Building Models of the National Building Stock; Technical 

Report;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Golden, CO, USA.

20. ASHRAE. (2016). ASHRAE Standard 62.1 Ventilation for Acceptable Indoor Air Quality.

21. ISO 11855-4. (2012). ISO 11855-4 Building environment design–Design, dimensioning, 

installation and control of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Part 4 : 

Dimensioning and calculation of the dynamic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of Thermo 

Active Building Systems (TA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