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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conditioning energy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the total energy used in buildings. 

Recently, in general office buildings the cooling load of winter is increasing as it has a server 

room by establishing its own computer system for the purpose of managing computer and data 

and strengthening security. As the cooling load of winter increases, a study combining a TES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 that reduces operation costs by transferring power demand to 

late-night hours and a free-cooling system that reduces 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using 

low-temperature outdoor air under conditions below a specific temperature is in progres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epen the study by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that implement 

a complementary model of each system for a building that is subjected to a 24-hour cooling load 

even in winter. By using DesignBuilder, a dynamic simulation program, cold water produced 

through WSE is used for 4 months during the winter (December to March)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is low to remove the load occurring at night.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intend 

to implement a TES-linked free-cooling system that stores cold water in the TES and discharges 

heat during the next daytime, and the system will be referred to as a “Combination model”. 

Buildings and equipment were modeled with reference to ASHRA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target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cost savings of cooling operation were 

reviewed using standard meteorological data of Seoul, and heating operation was excluded from 

the simulation mode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bined model reduced energy consumption by 27% and operating cost by 51%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주요어 : 24 h 냉방운전, 에너지 소비량, 운전 비용, 축열조, 프리쿨링 시스템, 디자인빌더

Keywords: 24 h cooling operation, Energy consumption, Operating cost, Thermal energy 
storage, Free cooling System, Design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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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VID-19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각국의 정부는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를 시행하였고,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글로벌 

셧다운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생태계가 회복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되나 이것은 일시적인 개선에 불과하다(Ko et al., 2020). COVID-19가 종식되고 경기 침

체를 벗어나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기후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건물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36%를 차지하고, 온

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39%에 달하는 수준으로 부문별 가장 높은 에너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절실한 실정이다(IEA, 2018).

한편, 건물에 투입되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은 공조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KEEI, 2015) 최근에는 일반 사무실 건물에서도 OA 기기의 보급 확대로 실내 발열부하의 증

가와 더불어 기밀과 단열 성능 향상에 의한 실내 열 손실 감소 등의 요인으로 냉방 부하가 증

가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 전산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버를 운영하도록 서버실을 갖추고 있어 IT 장비의 발열 부하를 제거하

기 위해 동계에도 냉방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동계에 냉방부하가 발생하는 대형건물에서는 

냉각탑을 통해 생산된 냉수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인 Water-side Economizer(외기냉수냉방, 

이하 WSE)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Goswami and Reveliotty (1987)은 사무실 건물에 WSE를 적용하여 외기 습구온도 8℃ 

이하에서 냉동기의 가동 없이 냉방 시스템이 작동했으나 그 이상의 구간에서 생산된 냉수

는 WSE만으로 건물의 부하 제거가 원활하지 못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열

원의 공급으로 건물의 부하 처리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냉동기를 통해 잔여 부하를 처리

하게 된다.

또한, 축열조는 열에너지의 수급 및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냉방 비용 저감을 위해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 시간에 냉동기를 가동하여 냉열을 저장하고 주간에 2차 측 

부하를 제거하기 위해 방열하는 시스템으로 심야 시간으로 전력수요를 이전하여 운전 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이 낮은 동계(12월~3월)에 WSE를 통해 야간에 생산된 냉수를 

이용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하 제거와 축열과 방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축열조 연동형 

Free-cooling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DesignBuilder를 이

용하여 모델링을 구현하며,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결합모델(이하, Combination 모델)

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Combination 모델은 상대적으로 외기온이 높은 주간보다 야간의 저온 외기와 열교환된 냉

수를 저장하여 열에너지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모델을 통해 사무

실 건물의 냉동기 사용을 줄이고 전력 소비 시간대를 야간으로 이전함으로써 냉방 에너지 소

비량과 운전 비용의 동시 절감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oling Energy and Cost Reduction in Thermal Energy Storage with Water-side Economizer

348 ∙ Journal of KIAEBS Vol. 16, No. 5, 2022

Combination 모델의 관련 연구 동향

WSE (Water-side economizer)

중간기나 동계에 특정 온도 이하의 조건에서 저온의 외기를 활용하는 Free-cooling 시스템

이 기존의 냉방 시스템보다 냉방 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 연구

를 통해 입증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WSE의 운전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배관의 설계나 운

전 온도 조건, 장비의 선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22)은 WSE가 2차 측의 모든 부하를 제거할 수 없을 때 냉동기와 열교환기의 

동시 운전이 되어야 하므로 냉동기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Economizer가 최소한의 부분 

냉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기와 직렬연결로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et al. 

(2006)은 외기 습구온도 8℃ 이하에서 Free-cooling 운전이 냉방 에너지 절약에 가장 큰 효과

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Ha et al. (2019)는 냉각탑에서 저온냉각수를 생산해 냉각수 입/출구 온도 차인 

Cooling range를 증가시켜 냉각탑의 효율을 높인 결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7.6%가 절감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냉방시스템에서 냉각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 냉각

수를 생산하여 Cooling range를 늘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계에 냉각탑은 대기 온도보다 높은 물에 기류를 발생시켜 물이 기화되며 증발 잠

열을 통해 순환수가 냉각되는 원리로 가동되지만, 동계는 외기의 습공기가 증발이 가능한 수

분을 적게 포함하고 낮은 외기온으로 인해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즉, 동계에 냉각수

는 외기와 열교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저온의 냉수를 생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계에 

과도한 Cooling range 설정은 냉각수의 순환 시간을 증가시켜 냉방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동계에는 일반적인 냉각수 입/출구 온도 차보다 작은 적절한 값을 

적용하여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TES (Thermal energy storage)

축열시스템은 사용 전력의 평준화를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건물의 peak 시간대에 소

비전력을 줄임으로써 첨두부하를 감소시켜 운전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축열조

의 용량비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된다. Yun et al. (2018)은 축열조의 용량을 주간 최대부

하의 50%로 설계 시 LCCP (Life cycle climate performance) 즉,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HVAC 시스템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

향을 수치화한 지표가 최대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제인 (Yu, 1989)은 변동하

는 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냉동기와 축열조는 병렬 연결이 필수적이며 축열 효율

을 높이기 위해 온도 성층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WSE, TES 결합모델

한편, 각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 가능한 Free-cooling 시스템과 축열조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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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Donald et 

al. (2019)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WSE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

른 냉각탑과 냉동기의 효율, 냉수 온도, 냉각탑의 선정, 기후 등의 주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

하였다. 더불어 축열조는 긴급상황에 대처 가능한 열원 공급처이며, WSE와 축열조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duard et al. (2015)는 데이터센터에 직접 외기를 도입하는 외기냉방(ASE, Air-side 

economizer)을 통해 축열조 형태로써 열용량이 큰 PCM (Phase change material)을 TES로 

활용하여 유럽의 다양한 기후에서 적용 가능성과 투자 회수 기간을 검토하였으며, 서유럽의 

대부분 기후에서 시스템 구현이 적합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51%의 전력 비용이 절감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는 TES 시스템에서 동일한 용적 대비 축열량이 많거나, 잠열을 이용

해 열용량에서 우세한 방식인 빙축열 또는 PCM을 적용하였지만, TES 시스템을 대형건물에 

용이한 형태로 적용시키고 초기비용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수축열조의 검토 또한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im et al. (2020)은 ASE가 WSE 대비 에너지 소비량 절감률은 약 6%P 높지만 외기

를 실내로 직접 도입하는 방식은 습도 제어 및 불순물 유입에 의한 IT 장비 안정성의 측면에

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Combination 모델은 시스템 신

뢰성에서 유리한 간접 냉각 방식의 WS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링

모델링 개요

Table 1은 시뮬레이션 대상 건물의 개요와 내부 발열 부하 정보, 외피의 단열 성능 및 외기 

도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서버가 있는 사무실 건물이며 ASHRAE 90.1 (2019)의 Large 

office prototype에 기반하여 모델링하였다. 규모는 지상 10층, 창면적비 40%, 연면적 34,500 

m2로 Park et al. (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실제 공조 면적은 63%로 구성하였으며, 전력 사

용량은 27.9 W/m2로 설계하였다(Kim et al., 2019). 또한 건물 내 서버실의 면적당 전력 사용

량은 서버랙의 증설을 고려해 2,400 W/m2로 설계하였고 IT 서버 전력 사용의 99% 이상이 열

로 변환되기(Cho et al., 2006) 때문에 IT 장비의 운영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24시간 냉방 운전

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건물의 위치는 서울로 해당 지역의 표준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였다(PHIKO, 2107). 외피의 

단열 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중부 2 지역의 외벽, 최상층의 지붕 및 바

닥층의 열관류율은 각각 0.24, 0.15, 0.63 W/m2·K이다(MOLI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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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uilding model overview

Building outlines Location Seoul, South Korea 

Use Office

Total floor area (m2) 34,500

Building scale 10 ground floor

Window to wall (%) 40

Thermal performance Outer wall/Roof/Ground (W/m2·K) 0.24/0.15/0.29 

Internal load condition

Office

HVAC area (m2, ratio) 21,700 (0.63)

Power density (W/m2) 27.9

Occupancy (p/m2) 0.2

Light (lux) 500

Server room

Area (m2) 780

Power density (W/m2) 2,400

Occupancy (p/m2) 0

Ventilation Outdoor air supply 17CMH

Set point temperature Office / Server room (℃) 26 / 24

AHU supply air (℃) 16

사무실의 설정 조건은 내부 건구온도 26℃, 상대습도 50%로 하였으며, 서버실은 ASHRAE 

TC 9.9 (2021)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통신시설의 온·습도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부 건구온도 

24℃, 상대습도 50%로 설정하였다. 또한 급기관련 부분은 ASHRAE 62.1 (2019)에서 제안

하는 최소 외기도입량에 따라 8.5CMH 이상으로, AHU 급기 온도는 사무실과 서버실 모두 

동일하게 16℃로 설정하여 급기와 배기의 온도 차는 ∆=10 K, 8 K로 하였다.

HAVC 시스템 사양 및 운전조건

Figure 1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중앙공조 시스템((a), Conventional 모델)과 

WSE에 축열조를 연동한 Combination 모델 (b)의 다이어그램이다. Table 2는 Conventional 

모델의 세부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HVAC 시스템 또한 ASHRAE 90.1이 제안하는 시스템

에 따라 구성하였다. 냉동기와 냉각탑은 표준설계온도를 적용하여 냉동기 입/출구 온도는 1

2℃/7℃, 냉각탑의 입/출구 온도는 37℃/32℃로 설계하였다. 

냉동기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5.5이며, 1대당 2,935 kW 용량의 인버터 

터보냉동기 2대를 병렬 연결 하여 1대의 냉수 펌프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인버터 방식을 

적용한 냉수 펌프의 소비전력은 91.8 kW, 1대당 3,470 kW 용량의 냉각탑은 Variable speed

를 적용하였으며 2대로 구성하였다.

한편, DesignBuilder 모델링을 통해 시스템과 건축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적 거동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EnergyPlus 프로그램은 건물의 냉방부하 및 Variable condenser water pump

의 운전 유형과 관계없이 냉동기가 운전될 때 연중 내내 냉각수 펌프 유량이 최대로 유지되며, 

냉각탑 팬의 작동은 변속 제어만 구현된다. 즉, 펌프의 우선적인 작동으로 유량을 증가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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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외기와의 열교환만으로 냉각수의 온도를 저하시켜 냉각탑 팬의 작동을 감소시키지만, 

작동 시 변속 제어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냉각수 펌프의 에

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동기 각각에 Condenser Loop를 연결하여 냉동기의 대수 

제어를 통해 냉방 운전 시 냉각수 펌프가 작동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a) Conventional (b) Combination

Figure 1. HVAC schematic of Conventional and Combination system

Table 3은 Combination 모델의 사양으로 기존의 HVAC 시스템에서 추가된 Free-cooling 

(WSE)과 TES (Thermal Energy Storage)를 명기한 것이다. 야간은 WSE를 통해 생산된 냉

수가 일차적으로 2차 측의 부하를 제거하고 추가로 냉수를 생산하여 축열조에 축열하며, 2

차 측의 부하가 모두 제거되지 않았거나 축열 열량이 부족할 때 냉동기의 추종운전이 이

루어진다. 주간은 축열조의 방열 운전을 통해 2차 측의 부하를 제거하고 처리하지 못한 

부하에 대해서는 WSE, 냉동기 순으로 잔여 부하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축열조의 축열

과 방열은 EnergyPlus의 WaterTheramlTank_Chilled water storag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DOE, 2021). 또한 앞서 언급했던 WSE는 냉각수 펌프의 과

도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냉각수 입·출구 온도 차인 5 K보다 작은 3 K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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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ventional HAVC system simulation overview

Categories Descriptions

Cooling system
Water-cooled central

chiller system

Chiller (INV), 2 EA Capacity (kW, COP) 2,935 (5.5)

Input electricity 534

Chilled water Outlet / Inlet temp. (℃) 7 / 12

Chiiled water pump (INV), 1 EA Power (kW, efficiency) 91.8 (0.9)

Water flow rate (m3/h) 1,008

Cooling tower (Variable speed), 2 EA Capacity (kW) 3,470

Cooling water Outlet / Inlet temp. (℃) 32 / 37

Fan
Fan power (kW) 30

Air flow rate (m3/s) 110

Condenser water pump (INV), 2 EA Power (kW, efficiency) 43.5 (0.9)

Water flow rate (m3/h) 594

Table 3. Combination HAVC system simulation overview

Categories Descriptions

Thermal energy 

storage (Stratified), 1 EA

Capacity (kW, efficiency) 24,000 (0.9)

Charging

Time 23:00 – 09:00 (10 hrs)

Outlet / Inlet temp. (℃) 12 / 7

Water flow rate (m3/h) 413

Discharging

Time 09:00 – 23:00 (14 hrs)

Outlet / Inlet temp. (℃) 7 / 12

Water flow rate (m3/h) 292

Heat exchanger, 1 EA Capacity (kW) 2,511

Water flow rate (m3/h) 720

Cooling Tower (Variable speed), 1 EA Outside air wet-bulb temp. range (℃) 8 ≥ Wet-bulb temp.

Condenser water pump (INV), 1 EA Power (kW, efficiency) 53.7 (0.9)

축열조의 용량은 냉방부하량과 냉동기 사용패턴에 따라 달라지며, 하계의 운전까지 고려

하여 하계 대표일 주간 냉방 부하 48,000 kW의 50%인 24,000 kW로 산정하였다. 또한 축열

조는 냉동기와 병렬로 연결하여 WSE를 통해 축열된 냉수가 공급 온도보다 고온인 경우에도 

냉동기와 축열조를 병합 운전하여 AHU 냉수 코일의 공급온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HVAC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HVAC 시스템별 운전결과 검토

Figure 2와 Figure 3은 각 HVAC 시스템의 운전을 검토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항목은 냉동기 에너지 사용량, 냉수(CHW loop) 및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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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loop)의 공급 및 환수 온도, 서버실의 실내 온도와 급기 온도이다. Conventional 

모델은 냉동기와 냉각탑의 입/출구 온도 모두 설정치 12℃/7℃와 37℃/32℃에 준한 값을 보

이며, Combination 모델의 냉수는 WSE를 통해 일차적으로 생산되고 추가적인 냉동기의 사

용으로 냉방코일 공급온도가 7℃에 근접하게 운전되었다. 실내 온도와 AHU 급기 온도는 두 

모델 모두 설정치 24℃와 16℃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어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

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Figure 2. Temperature and energy consumption for each equipment (conventional)

Figure 3. Temperature and energy consumption for each equipment (combination)

Conventional 모델은 야간에도 서버실의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24시간 꾸준하게 발생하였다. 반면 Combination 모델에서는 야간에 WSE를 통해 생산된 냉

수를 건물의 냉방부하 제거에 사용 후 축열조로 축열되며 축열 열량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

종 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 또한 동일한 3일간의 대상으로 한 것이며, 축열조에서의 축열 및 방열 패턴을 파

악하기 위해 축열측과 방열측의 입/출구 온도와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심야시간을 이용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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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터 09시까지 축열 운전이 진행되고 09시부터 23시까지 주간에 방열함으로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축열측 제어는 설정한 유량을 우선적으로 만족하

면서 운전하였으며 방열 측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하에 대응하며 운전하였다. 따라서 각 모

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전 결과를 분석하여 Conventional 및 Combination 모델의 신뢰성

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사료된다.

(a) TES charge side (b) TES discharge side

Figure 4. Water temperature and flow rate in TES

Combination 모델의 운전 효용성 검토

Figure 5는 동계 전체에 걸쳐 각 HVAC 시스템의 일별 에너지 사용량 합을 나타낸 것으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장비의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중앙공조 시스템은 동계

에도 서버실의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꾸준

히 발생한다. 하지만 Combination 모델에서 냉동기의 일일 최대 에너지 사용량은 5,117 kWh

로 Conventional 모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간 121일 중 냉동

기의 전력소비량이 50 kWh 이하로 사용된 날은 34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WSE를 통해 생산된 냉수를 이용하여 2차 측의 부하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Combination 모델의 냉수 펌프 에너지 사용량이 Conventional 모델보다 증가한 것

은 야간에 축열 운전으로 유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Conventional 모델은 앞서 

언급한 냉각탑의 Condenser pump 우선 제어로 인해 냉각탑의 에너지 사용량은 거의 없으나 

Combination 모델의 경우 WSE를 가동하기 위해 냉각탑과 냉각수 펌프의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a) CHW loop (b) Condenser loop

Figure 5. Energy consumption comparison conventional with combin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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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은 외기 습구온도에 따른 냉각수와 냉수의 제조된 온도를 파악한 것이며, 동계 

2,904시간 중 14시간을 제외한 기간이 외기 습구온도 8℃ 이하로 Free-cooling의 가동 조건

을 만족하였다. 냉각탑의 동파 방지운전을 통해 외기와 열교환 된 냉각수의 최저온도는 3.9℃

이며, WSE를 통해 생산된 냉각수와 냉수의 온도의 차는 최대 4.18 K이다. 외기온이 가장 높

은 3월에 WSE를 통해 생산된 냉수의 온도는 평균 10.8℃로 WSE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

음을 재확인하였다.

Figure 6. WSE in-outlet water temperature according to outdoor wet-bulb temperature

Table 4와 Table 5는 각 HVAC 시스템의 월별 에너지 사용량과 운전비용의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항목별로는 AHU 팬, 냉동기, 냉수 펌프, 냉각탑 팬, 냉각수 펌프에 대한 값이다. 운전

비용 산출에 KEPCO (2022)의 전기요금을 적용하였으며 축열 설비가 없는 Conventional 모

델은 일반용 전력(을)에 계절과 부하에 따른 고압(A), 선택(I) 요금제를, Combination 모델에

는 심야전력(을) II 요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AHU 팬의 에너지 사용량은 두 모델의 부하가 동일하기 때문에 산출값 또한 거의 동일

하게 나타났으며, Combination 모델의 냉동기 에너지 사용량은 Free-cooling 운전을 통해 

Conventional 모델 대비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냉수 펌프는 앞서 언급한 야간 축열운

전으로 인한 유량의 증가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WSE의 사용으로 냉각

탑과 냉각수 펌프의 전력 소비량은 Conventional 모델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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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nthly energy consumption of HVAC system (kWh)

Model
AHU 
fan

Chiller
CHW 
pump 

C/T 
Condenser 

pump 
Total

Reduction
rate (%)

Conventional Dec 247,756 243,702 10,447 180 32,379 534,463 

Jan 247,295 233,126 9,755 161 32,422  522,758 

Feb 225,855 229,704 9,866 174 30,125 495,724 -

Mar 254,241 281,857 12,927 244 37,035 586,305 

SUM 975,147 988,389 42,995 759 131,960 2,139,250 

Combination Dec 247,756 41,250 16,884 28,578 48,504 382,972 28.3

Jan 247,295 22,518 14,646 28,570 46,293 359,321 31.3

Feb 225,859 46,614 15,994 25,733 42,600 356,800 28.0

Mar 258,392 96,674 28,383 28,505 49,931 461,885 21.2

SUM 979,302 207,056 75,907 111,387 187,327 1,560,978 27.0

Table 5. Monthly operation cost of HVAC system

Electric charges (1,000 KRW)

Conventional Combination

Dec 59,693 28,790

Jan 58,418 27,294

Feb 55,546 26,756

Mar 66,031 34,244

Sum 239,689 117,086

Reduction rate - 51.2%

외기 습구온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두 HVAC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량과 운전비용 또한 최

대로 나타났으며, 외기온이 가장 낮은 1월은 평균 –9.6℃로 WSE가 적용된 Combination 모

델의 에너지 사용량과 운전비용이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WSE가 낮은 온도의 외기와 열교환 

할수록 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제조하여 냉방 시스템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냉동기 가동시간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계기간의 Conventional 모델 에너지 사용량

과 비용은 2,139,250 kWh, 239,689천원이며, Combination 모델의 그것은 1,560,978 kWh, 

117,086천원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27%, 운전비용은 51.2% 각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버를 운영하는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하는 동계 냉방부하 처리를 위해 기

존의 중앙공조 시스템에 WSE와 축열조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DesignBuilder 프로그

램을 이용해 모델링 작성과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Conventional 및 Combination 시스템의 운전 

현황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HVAC의 에너지 사용량과 운전비용을 Conventional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Conventional 대비 Combination 모델의 에너지 소비량과 운전

비용이 각각 27%, 51.2%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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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산 기간이 동계에 한정되어 연간 운전의 측면에서 효용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규 모델의 중간기 및 하계 야간 운전의 특성을 파악하

고 효율적인 운전 제어와 그 결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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