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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밸런스 시티를 완성
하는 LG 하이브리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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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기술력을 자부심으로!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발 앞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최근 몇 년간의 반복적인 전력난으로 수요관리 차원에서 전력 단가 인상을 두
차례 시행하였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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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 기후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업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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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트렌드
Energy View
친환경 고효율 제어 솔루션

VRF 멀티히트펌프 시스템
성능인증 방안의 현재와 미래
Energy Issue In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획득으로 국산 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운 LG전자 GHP

너지 절감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NEP 인증획득

에너지 수급의 약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사용 에너지의 60%에 이르는 막대한 양
산업통상부 장관상

을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

에너지 위너상

니다.
LG전자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자 경쟁력 있는 종합 HVAC 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산업체 에너지 진단 전문성 확보 및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이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진단은 전문
인력 및 기술 장비를 활용해 에너지 공급, 수송, 사용 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친 개
선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술컨설팅은 에너지 사용 현황파악과 손실요인 발굴을 통한 획기
적인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종합 HVAC 에너지 솔루션 구축을 위한 최종 단
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및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원가 부담, 글로벌 경
기 침체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2014년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합
HVAC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서 더 큰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첫 시작이 문제점 인식이듯, 에너지 절약의 답은 에너지 진단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LG전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최고의 종합 HVAC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LG의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
는 기업으로서 역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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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VRF
시장
성장세

• USA
•MEXICO

5%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전세계적으로 시장 확대

세계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는가?
글로벌 그린에너지 트렌드
VRF 시장의 이유 있는 성장!
규제 강화로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구촌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세계 공조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보다.

• BRAZIL

• EUROPE

79%

공기청정기
판매량 증가

•
CHINA
• INDIA

SPAIN •

•온실가스(HFCs) 단계적 감축으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79% 감축 전망
•프레온가스 규제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 제한

•미국

80%
•미세먼지 발생지역
공기청정기 판매량 80% 이상 차지
•중국 청도지역 판매량 4배 증가
•중국 내 공기청정기 제조사
지난 2년간 두 배 증가

•인도

AHR EXPO 2014에서 VRF 성장 상황 소개

에어컨을 소유한 중산층 증가로

AHRI 상위 브랜드 Daikin VRF 시스템 개발 관심 확대

VRF 시장 매년 꾸준한 성장세

•멕시코
5년 안에 2배 이상 VRF 수요 증가 전망

•브라질
2014 월드컵 개최 / 2016 올림픽 개최 예정국으로

•중동
최근 친환경 건물의 증가로
고효율, 친환경 VRF 수요 증가

•중국

경기 호황이 예상되며 Hitachi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VRF, 칠러, Unitary 시장

VRF를 수입하고 있음

전년대비 9.1% 성장

•유럽
2014 VRF 시장규모 : 전년대비 5% 성장 예상
VRF 최대 시장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터키

HVAC_04

HVAC_05

VRF의 지속적인 상승세

고 있으며, 유럽의 최대 VRF 시장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

규제 강화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그린에너지 실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의 흐름에 따라 공조 산업

리아, 스페인, 러시아, 터키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현

이 여러 신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HVAC(Heating,

특히, 스페인은 2013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VRF 시장 5% 신장

재 사용되는 온실가스(HFCs)가 유럽 배출 가스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 급속히 증가하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분야에 VRF (Variable Refrigerant

율을 보이고 있다.

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EU는 에어컨을 포함한 냉동공조기기 냉매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Flow) 시스템이 세계적인 핫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VRF 시스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이외에도 미국, 중

(HFCs)를 단계적 감축하고 프레온가스 규제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제한에 합의했다.

은 약 25년 전 일본에서 처음 소개된 히트펌프 기술을 응용한 멀

남미, 인도 등 VRF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EU의 새로운 규정은 2014년 초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2015년부터

티 시스템의 공조 방식이다. 개발 초기에는 10마력의 실외기에 5

미국 시장은 현재 VRF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보

적용되고, 2030년까지 시장 내 HFCs의 도입량을 현재 대비 79% 줄이게 될 전망이다.

마력의 실내기를 2대 접속한 소규모의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시대

이며, 내부에서 VRF 경쟁을 가속화시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1만m²

일본 업체들은 Training을 통해 VRF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고,

이상의 대형 건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요소 부분의

미국 경쟁사들이 VRF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 아시안 회사들과

세계적 기후 변화에 발 빠른 대응

기술혁신을 통한 고효율화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친환경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지금 전세계는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황사 및 미세먼지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로써 VRF 시스템은 미국 전 지역 수냉식칠러를 대체할 것이며,

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북 중국

현재 세계의 공조 시장은 일본, 유럽, 중국에서 통용되는 VRF 시

대형 패키지 에어컨들에 대한 대체품으로서 고려될 것이라고 예상

과 동 중국의 2013년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의 판

스템과 북미, 유럽 일부에서 사용하는 칠러 시스템, 북미 시장의

하고 있다.

매량이 연간 판매의 40% 이상이고 청도에서만 판매량이 4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전통적인 덕트 시스템 형태가 BMS(빌딩 통합 관리 시스템)와 통합

미국과 가까운 중남미의 멕시코와 브라질 또한 VRF 시장이 꾸준

다. 이러한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공기청정기 제조사 수는 지난 2년간 2배 가량이 증가했

하여 경쟁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 VRF 시스템은 중소형 상업용

히 성장하고 있다.

고 Phillips는 글로벌 공기청정기 R&D 부서를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이전했다. 또한 중국

빌딩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형

Mitsubishi는 멕시코 Baja California에 공장을 짓고 2013년 10월

에서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자녀가 없는 가정의 2.5배를 기록하고 있

건물의 50%, 대형 건물의 33%를 VRF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City Multi Series의 실내기 등을

고 보급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들의 기

한국도 지난 5년간 급속도로 보급되어 단일 국가로는 일본, 중국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VRF 수요가 5년 안에 2배 넘게 늘어날

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공기청정기 시장 확대를 예측하고 있다.

에 이어 세계 3대 VRF 시스템 시장으로 조사되었다.

것으로 예상된다.

VRF 시장의 선두자인 일본은 유럽 및 중국 시장에서도 기술 협력

브라질은 상파울로에 공장라인을 가지고 있는 Hitachi를 제외한

을 통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 판매는 2013년 상

모든 회사가 VRF를 수입하고 있고, 2014 FIFA 월드컵과 2016 올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공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 고효

반기 447만대로 최고치를 이뤘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

림픽 개최국으로서 경기 호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율을 실현하는 VRF 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심각

했다.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공조 시장은 큰

그 외 국가로 인도는 이상 기후로 인해 에어컨 수요가 전년대비 소

성을 인식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폭 증가하고 있으며, VRF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솔루션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예외일 수 없으며

중국은 에너지 효율성 측정 결과 미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

리고 현재 인도 내 중산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중산층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에너지 트렌드를 한발 앞서 예측하고 유연하게 대응

고 있으며, 이 금액은 전 세계 투자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

절반가량이 에어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시장 성장

하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로 많은 에너지 비용이다. 이런 중국의 공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VRF, 칠러, Unitary 시장이 전년대비 9.1% 성장했다.
다른 동남아권 국가들의 공조 시장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전년대비 8%가 성장했고, 중국 세관
에 따르면 2013년 중국에서 해당 지역으로 수출된 저가 에어컨은
4,000만 대로 전년대비 2.2%의 상승을 보였다.
또한 유럽의 2014년 VRF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성장을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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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성능인증, 왜 필요한가?

제적인 방법과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

히트펌프는 공기열, 태양열, 지열, 하수, 호수, 하천수, 산업폐수 등

며, 이는 성능평가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친환경 고효율 제어 솔루션

대기상태에서 대부분 저온상태로 존재하는 재생열원을 이용하여

VRF 멀티
히트펌프 시스템
성능인증 방안의
현재와 미래

온수, 난방 및 냉방열원을 만들 수 있는 열회수 기기로서 한 대의 기

현재의 해외 기술 기준

기로 적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에너지를 열의 형태

냉동공조 분야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EER 혹은

로 공급하는 고효율 열변환 기기이다. 따라서 히트펌프는 공기, 하

COP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조기가 사용되는 연간 운전의 관점에

천수, 폐수(열) 등의 미활용에너지, 지열/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서 미국에서는 성능평가인자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계절 에너지효

발전설비 등과 연계된 배열에너지 등 타 열원과의 연계조합기술이

율비인 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를 사용하고 있

용이하며, 단일기기로는 CO2 발생 저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다. SEER은 유니터리 제품에 주로 적용되었던 성능평가 방법으로,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VRF 히트펌프는 실외기 한 대에 여러 대의

외기온도에 대하여 온도 빈을 만들고 난방 혹은 냉방계절 중에 빈

다양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개별·분산 공조의 시장요구를 만족시

온도가 발생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능

최준영

키는 시스템 히트펌프(멀티히트펌프)에 해당한다.

을 평가하였다. 이때 시스템의 성능은 정격조건에서의 성능을 건물

책임연구원/공학박사

친환경 고효율 VRF 멀티히트펌프는 건물의 형태와 각 실의 특성에

냉방 혹은 난방부하비와 비례하는 값을 사용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간산업본부

맞게 최적화할 수 있으며, 건물 부하 등과 연계된 제어 솔루션을 적

1986년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주로 칠러 등에 사용되는 부분부하

용한 제품으로서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진단 등을 통해 건물

를 고려한 효율수치(IPLV, Integrated Part Load Value)는 1992

에너지 절감 및 신뢰성이 확보된 히트펌프이다. 동시에 냉난방을 구

년과 1998년에 두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실제운전에 가까운 운전

현함에 따라 기존의 냉방용 에어컨과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한 건물

조건과 부분부하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과는 에너지 효율산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널리 보급되고 있는 VRF 멀티히트펌프에 있어서 시스템의 성능평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실 냉방, 전실 난방 방식의 기존 다실형 히트펌

가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SEER 혹은 CSFP/

프 시스템과도 성능평가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HSPF와 같이 계절성능을 나타내는 인자나 혹은 칠러에 적용되었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정량화하기

던 IPLV와 같이 부분부하 성능을 나타내는 인자 등에 대한 충분한

위해 히트펌프의 성능지표를 국가별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VRF 멀티히트펌프의 경우에는 난방 혹은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량을 공식화하고자 하는 움

냉방이 필요한 외기 온도의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SEER

직임도 있다. 이렇게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는 SPF 등

에 대하여 온도 빈과 더불어 시스템의 운전시간까지 고려한 적분

을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와 소비자에게 히트펌프의 효용성을 전달

부분부하계수를 시스템의 정격운전성능에 더불어 비정격상태에서

하고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고효율 VRF 멀티히트펌프

의 운전 성능을 나타내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VRF 멀티히트펌

시스템의 보급에도 대단히 중요하며, 시장선점을 위해서도 우선적

프의 용량이 증대되고 시스템이 칠러를 대체하는 수요임을 감안하

으로 VRF 멀티히트펌프의 성능을 정량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면 AHRI Standard 550/590의 적분부분부하계수 IPLV를 계절성

에, 각 국은 VRF 멀티히트펌프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

능의 표현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타당성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

는 표준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KS B ISO

며, 이것은 계절성능을 나타내는 SEER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을 제정

냉방 혹은 난방계절 중에 시스템이 부분부하상태에서 운전되는 영

하였고, 2012년 4월부터 정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향을 고려한 부분부하 성능을 나타내는 인자임을 감안하면 VRF 멀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품목으로 에너지효율을 관리하고

티히트펌프의 부분부하에서의 성능평가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성능인증 방법과 해외

수가 될 수 있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정량화를 위
해 히트펌프의 성능지표를 국가별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
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량이나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는 SPF 등을 공식화하여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
히트펌프의 효용성 전달 및 보급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고
효율 VRF 멀티히트펌프 시스템의 보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움직
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신속한 시장선점을 위해서도 우
선적인 VRF 멀티히트펌프 성능 정량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Key words: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용량가변형 멀티 에어컨디셔닝 및 히트펌프), APF(연간성능지표), ISO(국
제표준기구), Part Load(부분부하), CSEC(냉방기간에너지소비량), CSPF(냉방기간성능효율), HSEC(난방기간에너지소비량), HSPF(난방기간성능효율),
IPLV(Integrated part load value, 부분부하를 고려한 효율수치)

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방법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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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of annual power consumption for multi split air conditioner"에

현재의 국내 기술 기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첫 걸음

미국 및 미주의 공기조화 및 에어컨디셔너 분야의 표준을 제정하

서 멀티 에어컨디셔너의 부분 부하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국내에서는 현재 VRF 멀티히트펌프와 관련된 표준은 두 개가 존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VRF 멀티히트펌프를 포

던 AHRI(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표준에서는 부분부하 방식으로 룸에어컨디셔너와 같이 APF 방식

재하는데, 하나는 2006년 제정된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

함한 에어컨디셔너의 실제 사용에 가까운 부분부하에 따른 효율

가 국제규격제정 작업에 여러 형태로 참여하여 자국의 상품에 유

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

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으로, 이는 ISO 15042를

표시를 이미 적용하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현재 에어컨디셔

리한 조건을 반영시켜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

만, 본 표준의 적용 범위가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VRF 멀

부합화하여 전체적인 멀티 에어컨디셔너의 적용되는 방법을 제정

너 시장에 아직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속형 압축시스템(고정용

력하고 있으며, 공기조화기와 관련된 일례로 AHRI는 국제표준인

티히트펌프가 아닌 가정용 멀티 에어컨디셔너로 냉방능력 10kW

하였고, 다른 하나는 2012년 4월부터 정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

량형) 보다 고효율인 가변용량형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보다 효

ISO13256-1과 ISO13256-2를 자체표준으로 수용하였으며, 이 표

이하의 제품에 한하고 있다.

용규정”에 따라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품목으로 에너

율 높은 제품으로 에어컨디셔너 시장을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이

지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시험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시험 방법은

다. 국내외적으로는 VRF 멀티히트펌프의 기술개발이 급속히 확대

AHRI 1230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몇 가지 요소를

되고 있고, 국내 기술수준은 우수하지만 핵심성능인 냉방능력 및

포함하여 시험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중에 해외 표준들과 상이한

난방능력 등 제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ISO 15042-2006)이 최근 국제표준화규격(ISO FDIS 15042)를

준은 AHRI Standard 320, 325 및 330의 세 가지 규격을 포괄적으
로 포함하는 표준이다. AHRI가 ISO의 표준격을 받아들이거나 AHRI
국제표준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자국 내의 산업체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첫째는 AHRI 표준이 국제화되어 기존
의 영국단위가 국제단위계(SI)로 전환되는 것이며, 둘째는 국제표
준을 AHRI가 받아들임으로써 자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쉽게 수
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시장에 VRF 시장을 점유하고
자, 일본계 미국 회사들, Mitsubishi Electric, Daikin USA 등을 중
심으로 AHRI Standards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 (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를 제정하였다. 본 표준은 2004년부터 WG이 형
성되어 2009년 10월 31일에 공표하여 현재 AHRI Certification 작
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의 AHRI 210/240 "Performance rating of
Unitary air conditioning and air source heat pump equipment"
과 같이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 유럽
현재 유럽에서는 부분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
해 CEN TC113 WG7에서 CEN/TS 14825 작업을 진행하여,
2012년 EN 14825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 Testing and rating at part load
conditions and calculation of seasonal performance"를 제정하
고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부분 부하를 측정하여 에너지효율
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표준은 VRF 멀티히트펌프
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본 규격은 IPLV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기
준 기간 냉방 효율(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기
준 기간 난방 효율(SCOP, Seasonal Coefficient of Performance)
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하별 100%, 75%, 50%,
25%에서의 효율을 구해 각 부분부하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총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나, 본 규격에도 동제품에 대한 부분부하 및
❶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 50m (국내 유일)

제반성능을 평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다. 이에, 2012년부터 4월

❷ 실내 유닛 성능 측정 : 최대 8대

부터 정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멀티전기히트펌

❸ 실내 실외유닛과 조합하여 시험할 때는 실내유닛 들의 용량 		

프 시스템이라는 품목으로 에너지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시험방법

및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비덕트형으로만 시험한다.

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방법 등에 있어 본 제품의 국

❹ IEER 부분 부하 시험 조건 : 본 시험조건은 AHRI 의 조건을

제화에 장애 요소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

준용한 것으로 미국 조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

처럼 세계 각 지역의 VRF 멀티히트펌프 성능 평가 표준을 토대로

예를 들어 25% 냉방시험 시 외기 온도의 조건이 18.3℃에서

국내에서도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세계적 흐름과 동향에

가중치가 6.25%로 미국 현실과는 차이가 남.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며, 향후 전세계 VRF 멀티히트펌프

시험조건

SEER 및 SCOP를 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본 표준은 다른 표준들과

냉방

- 일본

다르게 공기 대 공기, 물 대 공기, 공기 대 물, 물 대 물 또는 브라

IEER

일본의 경우에는 VRF 멀티히트펌프의 국가 표준은 제정 중에 있으

인 대 물의 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본 표준과 EN

며, 단지 단체 표준인 일본냉동공조공업회 JRA 4033-2005 "Multi

14511-3을 적용하여 EUROVENT 인증프로그램을 2013년 하반기

split Air-conditioner"와 JRA 4049-2005 "Calculation method

부터 준비 중이다.

난방

COP

부하조건

온도(℃)

100%(EER)
75%
50%
25%
표준(COP1)
저온(COP2)

35.0
27.5
20.0
18.3
7
-15

가중치(%)

1
30.85
11.9
6.25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생산 제품의 부분부하 효율 측정 방법
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50
25
25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VRF 멀티히트펌프의 성능을 측정
하는데 장애요소로서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적 부합화와도 거리

Regional and National Standards for air conditioner
Standard
ISO 15042
AHRI 210/240
AHRI 1230
JRA 4033-2005
JRA 4049-2005
GB/T 18837-2002
EN 14825-2012
EN 1451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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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Multi-Split System Air-Conditioners and air-to-air heat pumps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ce
Performance rating of Unitary air conditioning and air source heat pump equipment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 (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Multi split Air-conditioner
Calculation method of annual power consumption for multi split air conditioner
Multi-connected air-condition (heat pump unit)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Testing and rating at part load conditions and calculation of seasonal performance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a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 Part 3: Test methods.

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ISO 15042, "Multi-Split System Air- Cooled Air-conditioners and Air-to-Air Heat Pump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ce“
2) AHRI Standard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 (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EN 14825:2012,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 Testing and rating at part load conditions and calculation of seasonal performance
4) EN 14511-3,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 Part 3: Test methods.
5) 최준영, 2010, 고효율 멀티히트펌프를 위한 평가기술, 설비저널 제39권 제11호 pp. 27~32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7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HVAC_11

GY
ENERE IN

ISSU

효율
내최고 GHP
국
,
일
G
국내유 트펌프 L
히
가스
전자
LG
료제공
글•자

NEP 인증획득

LG전자,
_New Excellent Product
NEP
인증획득으로
GHP 국산 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산업통상부 장관상

2014년 1월 1일 새해벽두부터 들려온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
에너지 위너상

계는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도시
가스요금을 서울시 소매가 기준으로 평균 5.8% 인상하기로 결
정했고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오르는 것을 비롯해, 산업용
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
기물처리소 등)를 5.8% 인상했다. 가스비 및 전기료 또한 인상
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미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평균 5.4% 인
상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에 인가했다.
- 문화저널21 참조 (기사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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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에너지원 소비와 직결되며

전기의 한계성을 뛰어넘은 새로운 대안 GHP

이젠 하절기 뿐 아니라 동절기에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2011.9.15 정전 대란 이후 전력난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

전력난 문제까지 귀결된다. 정부는 전기에 집중되는 에너지 사용

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계절을 막론하고 전력 수요의 변수

을 분산시키고자 GHP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력 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안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공공기관의 난방 및 냉방 온도 제한, 피크시간 네온사인 제한, 판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매시설의 출입문 개방 중 냉방 금지와 같은 절전 규제를 더욱 강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1,000㎡(주민센

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시행으로 인식 변화

터 규모)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 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

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

전기 냉방 88%, 가스 및 집단 에너지 냉방 12%로 전기 사용 의존

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해당용도에 따른 일정규

도가 높아 정책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에 정부는 가스

모 이상의 신축, 증축 민간건물에 가스 축냉식 냉난방 방식 의무

냉방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NEWS
LG전자, GHP 냉난방
시스템 개발로 NEP 획득

사용 관련” 고시법제화가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젠 더 이상
‘전기’가 해답이 아니며, GHP 시장 확대는 당연한 흐름임을 간과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으로 GHP 수요 증가

할 수 없다. 이에 2014년 GHP 시장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이미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

예상되며, 특히 GHP 보급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표준화를 실

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GHP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고효율 제

현한 LG전자는 GHP 전문 서비스 체재를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

품의 기술 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해 제 17회 에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획득 시 시설 자금의 융자 지원,

지 위너상,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투자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달 구매 시 우선 구매 등

표준원이 신제품에 부여하는 NEP 인증획득으로 국내최고 수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의 가스 냉방 설치 및 설

냉난방 효율을 입증 받았다. NEP 인증으로 공공기관 20% 의무구

계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매년 지원 금액이 확대되

매, 조달청 가점 인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외 다양한 지원을

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시설의 융자 지원제도를 통

받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으로 인정

해 가스 냉방 투자 시 자금의 8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가

되면서 GHP의 정책적 흐름을 주도하는 브랜드로서 위상을 높일

스 냉방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스 냉방용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수 있게 됐다.

추진해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LG전자(대표이사 구본준)는 가스히트펌프(GHP) 국산화에 성
공해 지난해 제17회 에너지위너상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제품에
부여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을 획득했다. LG
전자 가스히트펌프는 국내 유일의 국산 가스히트펌프 제품으
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냉방(COP 1.27)과 난방(COP 1.47) 효
율을 구현한다.
- 2014년 1월 14일 에너지경제신문

2014년 GHP 시장 경쟁 가속화

에너지 위너상,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표준원이
신제품에 부여하는 NEP 인증획득
(LG GHP 전모델 인증획득)

2006년을 기점으로 국내 GHP 시장은 냉방 가스 요금 인상에 따

LG전자는 자사의 가스히트펌프(GHP)에

LG전자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가 2일 NEP(New

른 운전비 증가와 제품 성능의 신뢰성 부족으로 하락세였다. 국내

대해 산업동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Excellent Product-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았다. NEP 인증은 국

제조사로는 LG전자가 유일할 만큼 대부분 일본산 GHP에 의존했

신기술제품(NEP)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고 엔고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2003년부터 독자개발에 착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지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부여한다. 가스히트

수해 2005년 상업화 판매에 성공했다. `14년 1분기 실적을 리뷰

제품에 NEP 인증을 준다. 가스히트펌프는

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로, 여름

전기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냉

과 겨울철 전력피크 시 전력 수요를 줄여준다. LG전자 관계자는

방 및 난방 효율은 국내 최고 수준이지만 전

“LG전자 가스히트펌프는 국내 유일의 국내산 가스히트펌프 제품

력 소모는 크게 줄인 제품이다.

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냉난방 효율을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 2013년 12월 3일 동아일보

- 2013년 12월 3일 국민일보

했을 때, LG GHP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GHP의 총합과 동등 수준이다. 올해도 예상되는 국산과 일본 제
품의 양자 구도 유지와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인상 그리고 국토교
통부의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변수가 될 수 있지
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강화로 GHP 시장 확대 및 제품별 경쟁
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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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인증으로 품질력을 인정받은 LG GHP

- 국내유일, 국내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는 LG GHP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GHP 제품 개발 과제를 수행해 2006년부

LG GHP가 지난해 조달청 등록과 NEP 신제품 인증, GHP 16개 모

터 지금까지 국내유일 GHP 제조 판매 업체로서 기술혁신을 이어

델 고효율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우수한 품질과 성능이 바탕

온 LG전자가 NEP 인증을 획득했다. 그렇다면 LG GHP의 NEP 인

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엔진 및 압축기의 고효

증이 주는 의미와 그 가치를 통한 기대효과를 알아보자.

율화로 냉난방 효율의 우위를 확보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제조와 서비스를 일원화시켜 신뢰성
을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와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일본 제
품에 비해 부품 교환 비용이 저렴해 경제적인 만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어 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어 정부의 가스 냉방
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카세트형, 덕트형 등 고객 요구에 부
응하는 다양한 실내기를 제공한다. 에너지원의 사용은 비용과 직
결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야말로 핵
심이며 고객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된 성능으로 최상의 만족을 실
현할 때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다. LG GHP는 경제성과 편의성, 안
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제품력으로 GHP 시장을 리

- NEP 인증이란?

드해 나가고 있다.

NEP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기술성,
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부여하는
인증을 뜻한다.

에너지원의 미래, LG GHP
종합공조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LG전자는 지난해 외산 업체
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으로 전
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을 확대하는 등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

- NEP 인증을 통한 기대효과

고 있다. 전기에 치우쳐 있던 에너지 사용을 다양하게 장려하고

NEP 인증을 통해 국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정부, 지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GHP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하다.

있는 지금, LG GHP는 전기를 사용한 냉난방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술우대보증, 일반보증기관보다 낮은 수수료 지급 그리고 국내

가스식 최첨단 냉난방기능의 시스템화로 전력난 해소는 물론 궁

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시장개척이 가능하도록 판로 개

극적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척, 홍보 등 해외 판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가점 평가

고 있다. 또한 제품 개발, 판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

기준 중 고도기술 항목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게 되면서 국내 조달

인 GHP 전문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

시장의 수주에 있어서도 NEP 인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대안이자, 미래형 에너지의

로 기대된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LG GHP. LG전자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력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GHP 전문 국산 브랜드의 자부심을
또 한번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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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 O C U S

보일러도 LG가 만들면 다르다!

돈 샐 틈 없는
고효율 심야 축열식
보일러 출시

연간

105 만원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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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일반 보일러와 달리 전기요금이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의 핵심은 히트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히트펌프는 냉매의 발열 또

싼 심야 시간대 전력을 이용해 물을 데운

는 응축열을 이용해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

뒤 특수 축열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는 냉난방 장치이다. 구동 방식에 따라 전기식과 엔진식으로 구분되며 현재 대부분은 냉

난방 등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심야 전기

방과 난방을 겸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는 2가지 냉매를 이용한

보일러가 히터를 사용해 열 손실이 높은

2단 히트펌프 기술로 80℃의 고온 출수가 가능하며 -15℃의 추운날씨에도 안정적인 난

반면, 흡수된 대기열 에너지를 이용해 에

방을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심야 전기 보일러 대비 290% 우수한 에너지 효율로 획기적

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또한 다양한 히트

인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전력수급 균형 및 부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

펌프 실외기와 연동하여 냉방, 공간 및 바

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화두는 사회 전 분야에서 이어지

닥난방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는 친

고 있다. LG전자는 본격적인 심야 시스템 보일러 시장 진

환경 시스템이다.

출 선언을 통해 고효율기기 보급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게

2011년부터 5년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되었으며 전력수급 균형 및 부하관리 필요성 확산에 적극

심야 시스템 보일러를 시범 운영, 제품의

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2011년부터 시스템 에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 받았으며, 특히 월

어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전력과 협력을 맺고 심야전

간 전력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 고객 만족

기를 활용한 고효율 심야 시스템 보일러 제품을 개발했으

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한국

며, 최근에는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대비 소비전력량을

전력은 축열식 히트 펌프 보일러를 포함한

최대 70%까지 줄인 고효율 심야 축열식 시스템 보일러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

출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 지급 등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

93%
에너지 효율

난방능력 100

전기소비

108%

290%
에너지 효율

난방능력 100

전기소비 대기열 흡열

34% +66%

온수
공급

온수
공급

어 심야 전기를 활용한 시스템 보일러 시
장 확대가 예측되고 있다.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심야 전기 보일러 VS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최소의 비용, 최대의 에너지 효율

심야 시간대에 히터를 작동시켜 데운 후

줄었고, 심야 전기 요금은 58% 절감됐다. 이는 곧 연간 운전비 105만원 절감효과로 이어

저장한 온수를 순환모터로 순환, 난방을

진다. 검증을 위해 LG전자는 한국전력과 협력 하에 실증 사례 분석에 착수했고 중부, 북

하는 방식의 심야 전기 보일러는 히터를

부, 남부 3개의 거점 지역을 확보해 동일한 조건 하에 에너지 효율 및 비용절감 효과를

사용하는 반면,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는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대비 운전비가 현저히 절약됨을 확인할

심야전력으로 공기 열원 히트펌프(Heat

수 있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심야 전기 보

Pump)를 가동해 발생시킨 온수를 전용 저

일러 사용은 합리적인 선택이였지만 겨울철 야간 전기 부족현상과 시설교체 비용 때문에

장고에 저장했다가 난방에 사용하는 시스

한국전력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었다. 더 이상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템이다. 히터는 열 효율이 낮은 반면, LG

사용만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됐고 지난 1998년부터 보급된 심야 전기 보일러의 노후

심야 시스템 보일러는 흡수한 대기열 에너

화로 인해 교체시기가 도래하면서 효율이 높고,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의 단점을 보완할

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 대비 소

솔루션이 요구됐다. 이 시점에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는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의 출시

비전력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는 가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해답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은 290% 향상되었으나 기존 심야 보일러 대비 소비전력량은 최대 7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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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최초의 시범 운행으로
신뢰성 확보
LG전자는 2011년부터 5년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보일러 시범 운영을 통
해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했다. 국내

안성

동계평균온도

-3.5℃

전력 절감량

(kWh)

6000

17,542kwh

190만원

비용 절감액

4000

업체 중 유일하게 기술 검증을 위한 시범
운행을 실시했으며 월간 전력 사용량이 사

58%

받는 그들에게 심야 시스템 보일러=경제성이라는 공식은 실리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밖
에 없다. 물론 누군가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스 보일
러 대비 약 2.1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일반 히트펌프는 바닥 난방용 실외기가 별
도 필요하지만 냉방용 실외기로 겨울철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 180% 조합이 가능다
는 점을 고려할 때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의 이점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값할인에 열광하는 이 시대, 주머니 경제를 생각한다면 심야 전기료 58% 절감효과는 눈

104만원

을 번쩍, 귀를 쫑긋 하기에 충분한 팩트다.

2000

용 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 고객 만족도
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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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전력과의 실증 시험은 제품력을

에코 라이프를 실현하는 착한 보일러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LG전자와 한

겨울철 기온 저하로 난방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국전력은 기온변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한랭지 강원 원주, 일반지
경기 안성, 온난지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원주

-6.0℃

(kWh)

6000

비용 절감액

투자비 회수

121만원

2000

되지 않아 화재위험이 적고 안전하다.
또한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등 다양한 히트펌프와 연동하여 사용 가능한 친환경 시스템

투자비 회수

18,822kwh

4000

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력사용량은 평균
1만 6262kWh, 비용은 약 105만원 정도 줄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전력 절감량

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
지 15W 용량의 히트펌프 보일러의 실증시

없다.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연도나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배기가스가 배출

동계평균온도

연간 이익 발생

이기 때문에 전기보일러나 가스보일러, 등유 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51% 저감시
키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지구환경까지 생각하는
전기 보일러
등유 보일러

착한 보일러 에코 라이프의 작은 실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가스 보일러
시스템 보일러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같은 실증 실험은

0
11

제품력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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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스템 시장 진출의 의의

준이 되며,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의 우수

LG전자는 이미 3년전부터 한국전력과 협력 하에 심야 시스템 보일러 개발을 준비해 왔다.

성을 확인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 <그림1>

이는 끊임없이 전력수급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심야 시스템 보일러가 솔루

창원

-0.5℃

(kWh)

체감 경제를 반영한 실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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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

니해도 ‘머니’ 즉 돈이 고객의 마음을 두드

비용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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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핵심임을 간과할 수 없다. 제품의 특
성상 대형공간 보다는 일반가정, 요양, 숙
박시설과 같은 가정이나 소규모 상업시설
에 적합하고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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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보일러 및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급 혜택 등 시장확

13,446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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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점
이 고객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 뭐니뭐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는 결실이자 결과물이며 한국전력은 심야전기를 활용한 축열식 히트

전력 절감량

앞선 실험과 시범 운행을 통해 LG 심야 시
스템 보일러의 고객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구 끝에 개발된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는

동계평균온도

<그림1> 2011~2012 심야 전력 사용량 비교

기존 심야 전기 히터 보일러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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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는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대비 소비전력량을
최대 70%까지 줄인
고효율 심야 축열식
시스템 보일러 출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G전자와 한국전력의 협업은 결과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고 그 성과는
공공요금 인상에 허덕이는 일반 소비자의 가계에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심야 전기를 활용하는 보일러는 약 60만대에 이르며 업계는 기존 보일러 노후화
로 올해 400대를 포함, 2017년까지 8만대 이상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심
야 시스템 보일러 시장의 미래는 밝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에 검증된 효율, 제도적 혜택까지 삼박자가 딱 맞는 선택! 앞선 에어컨
공조기술로 우위에 있는 LG전자의 축열식 시스템 보일러라면 전력 수급 문제에 당면해 있
는 지금, 준비된 에너지 솔루션이자 새로운 심야 보일러 시장을 리드해 나갈 신성장동력임
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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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설치현장을 가다!

놔보니 커지는 만족,
써보니 60% 전기료 절감 효과

김종만 고객님
경기도 안성

이미 농가에서는 10년 전부터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이 활성화되었던 모양이다. 650만원 정도 하는 설치
비 중 250만원 정도를 한전에서 보조했다고 하니 정책적 지원도 꽤 잘 되어있었던 거 같다. 심야 시간대
의 전기를 싼값에 제공하자 농가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졌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나
고스란히 한전의 부채로 남아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반짝 꽃샘추위가 지나간 3월 중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설치현장을 찾았다. 아직 완연한 봄을 맞기에
는 아쉬운지 쌀쌀한 바람이 봄 햇살보다 강했다. 찾아가는길 곳곳에

A

는 겨우내 얼었던 흙을 정리하고 봄을 준비하는 농가의 모습이 펼쳐

설치할 때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전기료도 싸니까 다들 쓰는거야.. 그니까 한전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거

졌고, 평택평야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달팽이하우스’라는 아

지.. 결국 전기료를 인상할 수 밖에... 나중에는 전기료가 그렇게 싸지도 않더라고.

기자기한 푯말이 눈에 들어왔다.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등장할
이러한 심야 전기 보일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전과 LG전자는 더욱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고효율

법한 상호가 이색적이라고 느낄 찰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축열식 심야 보일러를 개발하게 됐고,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로 바꾼 후에는 확실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A

바꾸고 나서 한 4년쯤 쓴 거 같아요. 우리집이 방4개 35평정도 되는데 한 겨울 전기료가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20만원 정도 나오니까.. 전기료가 반은 확 준 셈이지.

프랑스 전통 달팽이 요리에 한국적 맛이 더해진 퓨전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달팽이하우스’는 북적

실제로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30kW(축열조 2.7 Ton)를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25kW로 교체 설치한 후

이는 여는 식당과는 달리 소수정예 예약손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조도 식당을 겸해 사장님 내외

2011년 부터 현재까지 약 104만원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

가 거주하시는 가정집과 달팽이 양식하우스, 농작물 재배 텃밭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자택 뒤편 외부에는

절감 효과만큼 더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있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반값 전기료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심야 시스템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대 자체가 평택평야 위에 솟아 있어 외풍이 있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태양열을 비롯해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등 다양한 히트펌프와 연동하여

동계 평균온도가 -3.5℃인 점을 고려할 때 입지적으로도 겨울철 난방비가 적잖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설치 시 정책적인 혜택이 따로 있었는

30여 년 가까이 정착해 살아오신 사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겨울철 추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확인할

지가 궁금했다.

수 있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어떤 계기로 심야 시스템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다.

A

A
10년 전쯤인가 한전에서 30% 정도 보조금을 받아 심야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한 3년 정도 썼을까?
문제가 생기지 뭡니까, 난감해하던 차에 설치기사가 미안했던지 LG전자와 한전이 공동으로 기술제휴를
맺고 시범 운행하는 게 있다면서 참여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를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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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전기 요금이 줄어든 것 외에 제도적인 혜택을 받은 것은 없지만 10년 전 심야 전기 보일러 설
치할 때 보조금을 받았으니 이미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일반보일러와는 달라서 농가 지원정
책 선상에서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아마 상용화되면 심야 전기 보일러 때처럼 지원이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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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축열식 시스템 보일러 상용화를 앞두고 보조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
한 다방면의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면서 고효율을 실현하는 심야 시스템 보일러 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
침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무리 보조금 혜택이나 지원이 든든하다 해도 설치 시 또는 사용 시에 불
편사항이 많다면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은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이 없었는지 물었다.

A

설치야 난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었죠. 이미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열조는 원래 설
치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했고, 그냥 외부에 실외기와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해서 연결만 하는 작업 정도였
으니까요. 그것도 LG에서 기사분이 와서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 작동도 그냥 일반 보일러 사용과 다를
게 없어서 복잡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게다가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

만족과 바람을 함께 담고 있는
‘지금처럼만 같길 바란다’ 는 말에서 깊은 여운이 느껴졌다.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니까 다른 건 제가 신경 쓸 게 없죠”
설치 과정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느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보일러

심야 전기 보일러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전과의 기술개발을 이어온 LG전자.

사용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만족도

전기료 60% 절감이라는 혁신적인 성과로 가계경제의 청신호를 알린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는 4년여 간의

가 컸고 상용화 되었을 시에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왜냐

실증 시험 운행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요금 절감효과를 증명해냈다.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고객을

하면 접근성이 도심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A/S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

미소짓게 하는 힘! 그게 바로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가 만들어 낸 ‘온기’이자 ‘효율’이 아닐까 싶다.

면 결국 불편함은 고객이 고스란히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를 주변분들

사례로 안성을 답사하며 전기료 절감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에게 추천하겠냐고 물었다.
이국적인 달팽이 요리를 한국화시켜 맛으로 고객감동을 추구한다는 사장님과 한국적 상황에 맞게

A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LG전자.
나야 혜택을 워낙 많이 보고 있으니까 추천하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다 뭐다 해

고객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요즘 흔히들 체감경제, 체감온도, 체감지수 등의

서 안 그래도 부담인데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 보다 더 좋은게 있나요? 4년 가까이 100만원은 넘게 아꼈으

표현을 많이 쓴다. 몸으로 느끼는 감각,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뜻하는 이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건 그 만큼

니 따뜻하게 겨울 나고 돈 번 셈이죠.. 저는 상용화되어서도 지금만 같았으면 합니다. 고장나고 빨리 고쳐

단어 자체에서 고민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고민의 답은 고객에 있으며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살펴봐 주는 게 얼마나 신뢰되고 든든한지 몰라요. 성능도 성능이지

기술혁신이 완성된다는 걸 LG 심야 시스템 보일러 설치 현장에서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만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HVAC_24

HVAC_25

ENERGY
C A S E
산업용 에너지 사용량 증가

2.6%
공공용

에너지 진단을 통한 산업체 폐열회수 사례

에너지도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의 약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사용 에너지의 60%

58.7%
산업용

16.3%
수송용

에 이르는 막대한 양을 산업용으로 사용하
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사용 점유율을
도식화한 <그림1>과 같이 산업용 에너지 사
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용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용 및 국가 무역수지의 측면에서도 이 부

산업용 에너지 사용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볼 때,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용 무역수지

분에 대한 이해와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손실요인을 찾고,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감사업에서 폐열회수와 공정개선에 대한 투자규모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컨설턴트,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에너지 진단

집중되고 있는 중요한 부문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에너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컨설팅하는 에너지

진단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 사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 및 기술장비

22.4%
가정/상업용

를 활용하여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 손
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
<그림 1> 국내 에너지 부문별 사용 점유율
(출처 : 에너지기술연구원 2013 통계자료)

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이다. 또
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및 산업 전반
에 걸쳐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상당한 개
선을 이루고 있는 분야이다. 이같은 에너지
진단은 건물 및 산업체 모두에 적용이 가

ESCO 자금 투자 실적

1,469억

2001년
2011년

능하며 특히, 에너지의 사용량 및 가동시간
이 많은 산업체에서의 적용효과가 더욱 크
고 다양한 분야에서 절감 효과가 이루어지

450억

<그림2>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감사업에
대한 각 부문별 ESCO 투자실적을 나타내

154

153억

고 있다.

억

125억

139

고 있는데, 각 부문별 에너지 절감 방법 중

억

115억
53억

폐열회수와 공정개선에 의한 사례와 투자

65억

104억

규모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성
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에너지 사용과
그에 따른 절감은 모두 산업체에서 크게

조명

동력설비

냉난방

폐열회수

공정개선

<그림 2> ESCO 투자사업 추진 이력 변화 (2001년 ~ 2011년)
(출처 : ESCO협회 홈페이지 ESCO기술자료)

이루어지며, 그 적용은 폐열회수와 공정개
선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공정개선에서의 폐열회수가
매우 중요한 부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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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공정 중 폐열회수 진단 사례

C/T 냉각 (90%)
1,710,000 (kcal/h)

- 현황

폐열 발생
1,900,000 (kcal/h)
950m2/h

<그림3>은 반도체 공정 중 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되는 공정

29℃

용 냉각수 및 그에 따른 각 부의 운전 현황을 도식화한 것으로, 최초 설계 기준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다. 공정 중 발생되는 열량은 1,900,000 kcal/h

27℃

기존 열원용 온수의 대체나 예열로 활용한다. 이 같은 폐열회수용 히트펌프는 공

냉동기
냉수

에 달하며, 이를 냉각하기 위해 공정용 냉각수가 27℃로 공급되고, 공급된 냉수에
의해 제거된 열은 냉각탑을 거치면서 대기 중으로 방열의 90% 방출하도록 설계되

하는 물대물 온수생산용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히트펌프를 통해 생산된 온수는

냉수 냉각 (10%)
190,000 (kcal/h)

팽
창
밸
브

실제 구성된 히트펌프의 설치구조는 <그림9>에 도식화한 것과 같이 나타나며, 공

동기에 의해 생산된 7℃ 냉수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절하여 27℃ 냉각수를 만들

정의 열원 29℃를 이용하여 55℃의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AHU 가열코일의 열원

고 이를 재차 공정으로 보내는 구조이다.

으로 활용한다.

- 문제점

- 기대 효과

공정 중 발생되는 열량에 대한 각 요소기기의 운전 및 열적인 분배는 최초의 설계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적용효과는 냉각에 소요되는 냉동 구동전력 감소와 가열용

기준으로 운용을 하나, 이에 대한 각 부의 실질적 운전점을 <그림4>와 <그림5>에

온수생산용 LNG의 사용 감소로 나타나며, 그에 대한 총 절감효과는 연간 11.1억

나타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실제

원에 달하고 소요 투자비는 22억 원으로 산정되어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2년 수

운전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준의 우수한 사업성을 나타낸다.

(29 C)

<그림 8> 공정폐열 회수 히트펌프 개념도

냉각탑

공조기-1

보일러

냉수

SH
55℃

공정

구분
공조기-1
공조기-2

가동월
(개월)

가동시간
(시간)

냉방효과
(억원)

240
160

12
12

8,760
8,760

1.9
1.3
3.2

합계
<그림 4>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냉각수 유량 측정

<그림 5> 직접 접촉식 온도계를 통한 배관내 유량 측정

*각 부의 유량 및 온도 측정
각 요소기기의 입 출구에는 온도센서와 압력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각각의 입 출구 상태
와 출입되는 열량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온도와 압력계는 계속된 진

C/T 냉각 (39%)
1,235,000 (kcal/h)

29.8℃

50℃

히트펌프

26.5℃

지표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에너지 진단에서는 <그림5>와 같이 배관 내 유체를

29.8℃

조
26.5℃

절감금액 : 11.1(억 원/년)
투자비 : 22억 원(히트펌프 및 설치공사)
회수년 : 2.0(년)

냉동기
냉수

냉수 냉각 (61%)
1,900,000 (kcal/h)

<그림 6> 냉각공정에 대한 측정결과 변경된 각부의 상태 및 열량

빠르고 정확한 에너지 진단이 최우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에너지 시장에서 산업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진단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공정개선과 폐열회

이 나타나며, 각 부의 발생 또는 제거 열량이 운전기준과 매우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
량은 90% 수준을 별도의 냉각에너지의 투입 없이 냉각탑을 통해 대기 중에 버려야 하

<그림 9> 실제 폐열발생 공정에 적용 고려된 히트펌프 개략도

6.6
4.5
11.1

냉각
공정

진단 결과 실제 운전되는 각 요소기기의 열량 및 그 운전점을 표시하면 <그림6>과 같
다. 먼저 공정 중 발생되는 열량은 운전기준 대비 65% 이상 증가하였고, 발생된 이 열

1.7
1.1
2.8

공조기-2

28.5℃

드레인 배관이나 압력계가 설치된 포트를 통해 유출하여 센서에 직접 접촉시켜 그 온도
를 측정한다.

6.4
4.3
10.7

총합
(억원)

950m2/h

동 및 유체의 스케일로 실제의 값과 상당한 오차를 갖는다. 따라서 현장의 계기는 실무
적으로는 전일이나 전기간 대비 상대적 변화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절대적 용량과 성능

폐열 발생
3,135,000 (kcal/h)

가열효과 전기요금*
(억원)
(억원)

RH

냉각수

보일러

설치 용량
(RT)

전기
에너지
투입

증발기
폐열회수

어 있다. 그리고 방열의 나머지 10%는 정확한 냉각수 공급온도를 맞추기 위해 냉

압
축
기

냉매
순환

정 중 냉각에 사용되는 냉수를 줄여 냉동기 구동전력을 절감함과 동시에 AHU온
수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냉각공정 내 각 기기별 운전 현황

(55 C)

응축기

공정 중 발생되는 방열량을 사업장내 다른 공정에서 온수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가열부하에 활용키 위해 <그림8>에 도식화한 것과 같은 개념의 폐열을 열원으로

냉각
공정

조

온수생산

- 개선 대책

가열

수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폐열회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확대

스팀

50℃
AHU용 온수

나, 실제는 냉각탑에서의 처리수준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9% 수준이다. 결과

55℃

적으로 60% 이상의 방열을 전기 구동 냉동기의 운전에 의해 고가의 냉수를 사용하여
냉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사업장내 다른 공정에서는 크린룸 환경유지를

응축수

위해 AHU의 가열열원으로 온수를 공급하고 있고, 이 온수 공급을 위해 LNG를 열원으

<그림 7> AHU 가열코일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온수열교환기 구조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과학적인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
업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무역수지 측
면에서 개선된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해 본다.

로한 보일러를 <그림7>과 같이 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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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OLUTION

Hi! Hybrid Solution

공조 솔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LG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에너지 밸런스 시티를 완성하다.

전기와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열원기기 및 공조기기의
하이브리드 종합 공조시스템과 에너지 진단,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통합 에너지 관리 밸런스를 실현하는 LG 시스템 에어컨만의 하이브
리드 솔루션은 무늬만 하이브리드가 아닌 경제적인 실효성과 미래가
치를 높이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에너지 밸런스 시티는 이미 현실
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럼 에너지 밸런스 시티를 지향하는 LG 하이브
리드 솔루션은 어떻게 적용되고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이질적
인 요소가 섞인 이종의 결합,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
조하는 통합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LG 하이브리드 솔루션 또한 버티
컬에 최적화된 여러가지 고효율 장비들이 종합공조를 이뤄 체계적이
고 과학적인 진단과 매니지먼트까지 수반되는 통합적 관리를 통해 에
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혁
신적인 솔루션이다. 이는 버티컬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
적재적소의 솔루션 구성으로 하나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로 인류의 미래 가
치를 실현하는 에너지 밸런스 시티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선 버티컬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솔루션이 시작되어야 한다.

HVAC_30

HVAC_31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경쟁력을
높이는 LG전자만의 독보적
매니지먼트 시스템
LG전자의 앞선 기술력으로 완성된 하이브
리드 고효율장비들이 버티컬에 맞게 최적

학교에 최적화된 가스 및 전기 열원의
통합 하이브리드 솔루션

사무시설을 위한 통합
하이브리드 솔루션

산업시설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솔루션

학교시설은 주로 중대형 규모의 히트펌프

사무공간은 개별 및 공용 공간의 특성에

에너지 소비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 때문이다. 각각의 솔루션은 그 자체만

제품이 적용되며 가스식 히트펌프와 전기

따라 개별공조와 중앙공조의 통합제어가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절감 방안이 최근 중

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지만 정밀한

식 히트펌프를 운영형태에 따라 하이브리

이루어진다. 개별공조는 Multi V, 중앙공조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전체 에너지

제어를 통해 관리되었을 때 더 큰 효율을

드로 설계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피

는 흡수식 칠러를 하이브리드로 적용해 고

사용량 중 산업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기

발휘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빛

크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건물에 하나

효율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는 시간별

때문이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ACS, BMS,

의 열원을 전체 적용하는게 아니라 사용처

에너지원 사용을 달리해 에너지 절감 및

터보/스크롤 냉동기 같은 고효율 제품과

TMS가 있다. ACS는 최대 8,192대의 실내

에 따라 전기 히트펌프와 병행 사용이 가

전력 수급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더불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솔루션을 제

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다. 또한 기저 부하 및 저 부하시에는 전

공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이 과다로 발

룹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고 특히 피크제어

전기와 가스의 하이브리드를 통한

전기와 가스식 히트펌프를 통합 제어할 수

기 열원을 사용, 기본 요금 및 피크전력을

생할 시 낭비 요소를 찾아내고 에너지 사

를 통해 에너지 및 전기료 절감에 획기적

열원 밸런스를 시작으로 개별 공조

있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운영 시간대별

낮출 수 있고 전기와 가스의 적절한 사용

용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설비가

이며 에어컨 뿐 아니라 환기, AWHP, AHU

와 중앙공조의 하이브리드를 통한

최적 장비 배치가 가능해 운전비 절감 효

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도입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

등 Total HVAC로 제어 범위를 확대 강화

종합공조, 에너지 진단과 관리시스

고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 조합을 이룰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건 바로 독보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

미래가 시작되는 곳,
LG Energy Balance City

시키고 있다. 빌딩 관리 솔루션인 BMS는

템을 통한 에너지 관리로 기존 공조

펌프 LG GHP Super는 가스엔진으로 압

공조 뿐 아니라 조명, 방범 등을 포함해 건

솔루션의 패러다임을 바꾼 LG 하이

축기를 가동하여 냉난방을 하는 제품으로

물 전체의 통합 제어가 가능한 제어 시스

브리드 솔루션은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구현해 교육환경에

템이며 최적화된 통합 건물 관리로 경제성

적용되어 최적의 효과를 이루어낸

적합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

과 효율성을 높여 Smart & Green Building

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는 비용절

리화법에 부합되는 성능을 제공한다.

을 실현한다. TMS는 공조기기의 실시간

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맞닿아 있

원격 통합 관리를 통해 기기 효율 관리, 에

기 때문에 LG전자가 지향하는 에너

너지 사용량 관리 및 에너지 절감까지 가

지 밸런스 시티는 하이브리드 솔루

능하게 한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원

션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한

격 관리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제어 기능을

다. 특히 이처럼 통합적인 개념의 토

과를 가져온다. 국내 유일의 가스식 히트

관공서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가
적용된 하이브리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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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실현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

관공서는 국가의 상징성을 갖춘 곳이기

LG전자는 2013년 8월 미국의 대표적인 친

제공한다.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멀티플레

탈 솔루션은 유일하며 친환경 에너

때문에 정책적 흐름이 반영되어야 한다.

환경 마을인 아틀란타 남부 세렌비 마을

이어와 뛰어난 브레인을 지닌 매니저가 만

지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신재생

에 조성된 프라우드 그린홈 프로젝트에 국

났다고 가정해 보자.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

에너지 의무화법 발효에 의한 신재생 에

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해 약 15

친환경 기술과 그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지, 최첨단 고효율기기, 그리고 스마

너지 적용은 필수적이다. 지중열을 활용한

개의 친환경 제품을 공급했다. 신재생에너

구현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완

트한 에너지 관리를 통해 고객의 모

고효율 친환경 히트펌프 Multi V GEO, 태

지, 고효율 공조 및 친환경 가전 솔루션을

벽하게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하이브

든 환경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

양광을 이용한 MONO X, 가스 엔진으로

설치해 외부 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에너지

리드 솔루션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

는 것! 단언컨대, LG전자의 하이브리

구동되는 GHP Super, 전기식 히트펌프

제로 하우스를 실현했으며 이는 하이브리

을 수 있는 건 바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드 솔루션이 만들어가는 에너지 밸

등 국내 최고 효율 신재생 에너지 제품들

드 솔루션이 가정 내 적용되었을 때의 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조 솔루

런스 시티는 앞선 미래이자, 비즈니

을 제공해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 변화에

율성을 입증했다.

션은 LG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

스 경쟁력이며, 공조솔루션의 완성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실

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화로움의 모토

이다.

천한다.

가 되는 Balance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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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터)으로 미세먼지 완벽차단!

새로운
카세트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
으로 365일 실내공기 맑음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미세먼지
매년 대한민국은 지름이 10㎛ 이하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m³ 당 140~150㎍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서울에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뒤이어 m³ 당
부산 177㎍, 경남 214㎍, 경기 260㎍ 순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기상청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 미세먼지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기 속 불청객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바이러스성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심
각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m³을 초과할 때 미세먼지 주의

고도의 산업화로 인류는 보다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지만, 그만큼 환경의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됐
다. 무분별한 개발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매년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졌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 또한 고층건물 및 지하층 활용 증가로 인
한 실내 생활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은 정책적인 규제 강화와 끝없이 진보하는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진행
형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출시된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터)은 미세먼지
안전지대에서 건강하게 숨 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보, 250㎍/m³을 초과할 때 경보를 각각 발령하는데,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부제를 시행하고 주의보 발령 시에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
제가 시행된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 2.5) 예보제를 다음 달 시
범 실시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
한지역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책적인 규제가 강화될 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
은 날로 커지고 있고, 관련업계는 기술혁신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하듯 공기청정기 제품의 경우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

상업용 공기청정기 시장의 성장과 방향성
LG전자 세 배, 삼성전자 여섯 배 등 대기업의 공기청정기 매출 신장 뿐 아니라, 홈플
러스, 하이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전년 동기간 대비 10배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
환경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공기청정기
시장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작 폭발적인 수요 속에서 공기청
정기의 성능적 한계는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 제품은 가
정용인데다가 스탠드형이라 칸막이가 많은 사무환경 및 상업시설에서는 공기청정기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야 비교적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적지만 곳곳에 칸막이가 설치된 오피스 환경에서는 공기청정기 인접지역만
집중되어 균일한 순환이 이루질 수 없다. 즉, 고객의 니즈는 늘고 있으나 정작 제품 성
능은 가정용에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오피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출시된 LG 카세트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은 천정형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을 더해 공간 제약을 줄이고 오피
스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사용자 중심의 효
율성을 고민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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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 단점을 보완한 LG 카세트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
LG전자 기술력의 핵심은 바로 필터!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
터)은 판넬 Inlet Grille에 조립되는 구조로 기존 및 신규 4Way 판넬에 모두 적용 가
능해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 CAC 20평형 성능 인증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터)은 한국 공기청정기협회의 CAC 20평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기존 카세트용 프리필터 대비 20배 성능이 우수하다.
- 초 미세먼지(PM2.5)까지 대응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터)은 필터 집진 효율이 뛰어나며 공기
청정기와 동등한 성능을 인정받아 초미세먼지(PM 2.5)에 대응한다. 2.5㎛이하 먼지
4way 카세트
공기청정기

의 70%를 제거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 대공간 쾌속, 균일 청정 및 뛰어난 공간효율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터)은 일반 공기청정기 보다 풍량이 높

공기청정기

77% 제거

95% 제거

99% 제거

4way 카세트

94% 제거

99% 제거

99.9% 제거

공간에서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대비 카세트 천정 중앙 설치 특성

시스템이라면,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지켜줄 가장 경제적
이고 스마트한 솔루션임에 틀림없다. 특히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의

상 넓은 공간에 균일한 공기청정이 가능하다. 또한 바닥 설치 면적이 필요하지 않
아 공간 효율이 뛰어나고 협소한 사무 공간에서도 청정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미세먼지 잡고 서비스까지 쾌적하게
최소의 비용, 최대의 성능, 최적의 공간효율을 자랑하는 LG 카세트 슈퍼 공기청정

아 실내 오염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다. 일반 공기청정기가 칸막이가 많은 상업

0%

서비스 업체인 하이엠솔루텍에서 정기적인 필터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다.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LG 카세트

있다.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은 미세먼지 지킴이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변화를

50%

- 비용부담을 낮춘 획기적인 솔루션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증가로 공기청정기

슈퍼 공기청정 시스템(3M집진필터+탈취필터)은 공기청정기 제품을 따로 구입할

시장 확대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며 성능적 한계를 극복한 LG 카세트 슈퍼 공기

필요가 없고 필터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 투자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만족이 뛰어나다.

청정 시스템이야말로 좋은 대안이자, 트렌드를 이끌 핵심 기술임을 확신한다.

100%
20분

40분

60분

시간별 실내 오염물질(CO 2 ) 제거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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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시스템 에어컨
MULTI V SUPER IV

장영실상 수상
(최우수상 대통령상)

히든 챔피언을 발굴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
기업의 기술혁신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
했다. 박용현 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창조경
제 정책을 기반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향한 도전정신이 근간이 되었음
을 강조했다. 또한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도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현재의 어
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상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분
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멀티 V 슈퍼 IV
(2013년 제 46주차 수상)는 실내 공간의 필요에 따라 개별
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 에어컨이다. 운전 조건에
따라 시스템 부품 구조를 최적의 상태로 변동시켜 가동하기
때문에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전력 피크 문
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
받아 대통령상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LG전자가 개발한 시스템 에어컨 멀티 V 슈퍼 IV가 2013년

IR52 장영실상은 1년에 52주동안 매주 시상자를 선정해 국

장영실상의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장영실상은

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풍토 조성에 앞

측우기 등 과학기구를 만든 세종 때의 과학자 장영실의 과

장서고 있다.

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시스템 에어컨 멀티 V 슈퍼 IV의 시상은 2013년 12월 24일

기술개발 촉진과 개발 담당자의 사기를 고취시켜 과학기술

수상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매경미디어 센터에서

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수

열렸으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상제도가 1년 중 1-2회 시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달리

장영실상은 대기업 뿐 아니라 기술력으로 세계를 개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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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반기 공조

전시 박람회 가이드
06

월

COEX에서 열리는 에너지대전은 녹색에너지
대전/신재생에너지대전이 함께 개최되며 산
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합니다.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
지,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정책 및 기술에 관한

08
21일 - 23일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전시회
www.huanbaozhan.com.cn

10일 - 13일
제 36회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
www.envex.or.kr

22일 - 24일
2014 칠레 산티아고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
www.ift-energy.cl

30일 - 8월1일
일본 도쿄 제9회
재생 가능에너지 세계전시회
www.renewableenergy.jp

26일 - 28일
광저우 국제 온수설비 박람회
www.whstgz.com

www.construction
-vietnam.com/

1일 -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너지 효율 박람회
www.energieeffizienz-messe.
de/

11

12

월

월

6일 - 9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 냉난방 전시회
www.globallinkph.com

4일 - 6일

11일 - 13일

상하이 국제 석유 화학
천연가스 기술설비 박람회
www.sippe.org.cn

신재생에너지 2014
www.renewableuk.com/

27일 - 29일

아우스부르크 신재생에너지
2014 국제 환경 에너지 산업전 및 에너지효율 박람회
www.renexpo.de
www.entechkorea.net

14일 - 16일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www.energykorea.or.kr

09

월

주제로 유익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며 국내
최대 규모 전시 박람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월

9일 - 12일

26일 - 28일
베트남 냉난방 박람회

10

월

그린에너지 아시아
www.greenenergyasia.org일

2014 말레이시아 국제 냉동
공조전
www.revac.org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10.14-10.16

월

10일 - 12일

10일 - 12일

주목할만한 전시

07

3일 - 5일
상해 국제 냉난방 및
냉동공조 박람회
www.messefrankfurt.com.hk

14일 - 16일
뉘른베르크 국제냉동 공조 및
열 펌프 박람회
www.chillventa.de/

21일 - 24일
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www.k-eco.or.kr

15일 - 17일
2014 국제기후 환경산업전
www.icef.or.kr/

국내전시
해외전시

* 전시 일정 및 정보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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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geaircon.com
시스템 에어컨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을 보다 쉽게 구성하여 사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MEMBERSHIP
LG 시스템 에어컨 사이트는 4가지 회원 유형별로 기술정보와
기능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TENTS &
FUNCTION
제품정보
제품의 상세한 설명과 특장점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례
실제 제품이 설치된 현장정보와 특징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이트
메인화면의 사이드바를 통해 전 세계
각국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객지원
고객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등록하시면
LG 시스템 에어컨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LG 시스템 에어컨은 현지 20개국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웹사이트의 경우 신규 기술자료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
LG 시스템 에어컨 아카데미 메뉴에는
전문적인 SI, SE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A
17가지 카테고리별 구성으로 전문가들의
답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LG 시스템 에어컨 회원 유형
일반 회원
LG 시스템 에어컨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일반 회원
으로 가입이가능합니다.
전문가 회원
건설 및 설비설계 관계자는 전문가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LG전자 임직원 회원
LG전자 임직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파트너지원
LG 시스템 에어컨의 최신 기술자료와
카탈로그, 브로슈어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
파트너지원 메뉴에서는 기술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고객님이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즐겨찾기
로 등록하여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유지비가 걱정되신다면, LG휘센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하세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고효율, 친환경의 온수/바닥난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딜러 회원
LG 시스템 에어컨 전문점 임직원, 시스템 에어컨 아카데미
수료자(SE, SI) 시스템 에어컨 엔지니어링 직원(SAE),
에어컨 서비스 전문기사는 딜러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시형 (sync) 실외기 사용 및 폐열 회수 적용 시

국내용

글로벌용
시스템 강남팀 02-6456-4830 / 시스템 강북팀 02-6456-4840 / 시스템 강서팀 02-6456-4850 / 시스템 공공팀 02-6456-4860 / 시스템 수도권 운영팀 02-6456-4880 / 시스템 인천팀 070-8610-7001

HVAC_42

시스템 중부팀 070-8610-7114 / 시스템 경남팀 070-8610-7080 / 시스템 경북팀 070-8610-7252 / 시스템 부산팀 070-8610-7139 / 시스템 지역운영팀 042-388-0510 / 시스템 충청팀 042-388-0520
시스템 호남팀 062-710-5847 / 시스템 지역건설 영업팀 042-388-0535 / Spec-in팀 02-6456-4770
LG전자 서비스 센터 사용 불편 및 고장 접수는 1544-7777, 1588-7777 / 고객상담실 불편 사항 및 제안은 080-023-7777 / http://kr.lgeairc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