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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향해 비상하는 LG전자,
차별화된 종합공조솔루션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갑오년 올 한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을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공조 시장은 제품의 고효율화와 친환경성 및 이를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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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 증가 대비 원전 가동 중단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위기를 효

40

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효율 향상과 공조시스템을 이루

30

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관리, 제어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음을

20

뜻합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공급’관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10

다양한 전력 저감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조 업계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제품의

0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공조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 제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
다. 특히, 에너지 관리가 고객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실내의 쾌적성과 관리의 편의
성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LG전자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에
너지 진단, 수요 예측 및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종합공조솔루션 기업으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층 고도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어 고객의 잠재적 니즈까
지 만족시키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최적화된 공조시스템을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역량 강화에 힘써,
차별화된 종합공조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고객 여러분이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에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 드리며,
2015 을미년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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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친환경 기술에 주목하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트렌드
활기 넘치는 냉동기 시장과 여전히 뜨거운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

냉동기
판매 증가

해외 공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일의 답을 찾다.

친환경
기술 활성화

83%
•오존 파괴 물질을 대체한 수소불화탄소(HFC),
온실가스 방출량을 83% 감소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낮은 냉매 개발 추세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제로 에너지 건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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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14년 냉동기 매출 4.6% 성장 예상

38%
•냉동 장비 및 수송 냉각 장치 시장의
빠른 성장세

RAC
시장 하락

2.5%
•2014년 가정용 에어컨 ¼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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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냉동기 시장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은 전세계인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제어•관리에

친환경 냉매 개발 추세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냉동 장비 및 수송 냉각 장치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

대한 관심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냉매의 개발은 오늘날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 관리, 식

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 나은 솔루션 개발에 투자

HVAC&R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이다. GWP란, 온실 기체가 지구 온난화에

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냉

와 연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일부 자연보호 운

동기 산업의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에

동 단체들은 오직 냉매의 GWP 지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GWP 지수

서는 최근 유로 벤트 마켓 인텔리전스(EMI)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

가 낮다고 해도 냉매가 사용되는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기 또는 화석연료의 형

면 냉동기 매출이 2014년 2/4분기 3.8% 성장하였으며, 한해 동안

태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비효율적이지만 친환경적인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 상업용 냉장고, 편의점 등에

냉매를 사용할 경우 모자란 효율을 대체하고자 반환경적인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서 수요가 높은 음료 냉장고 또는 냉동 제품 운송 시 운송 설비 등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GWP 지수만이 환경 친화성

냉장, 운송 부문에서 냉동기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

의 결정인자가 아니다.

로 전망되는 가운데, 냉동기 시장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제품

GWP와 더불어 오존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또한 냉매 개발

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ODP란 한 화합물질의 오존 파괴 정도를 숫자로 표시
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와 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주로 수소불화탄소(HFC,

쇠퇴기에 접어든 RAC 시장

HydroFluoroCarbons)로서 ODP가 ‘0’이다. 이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

중국의 가정용 에어컨(RAC)의 출하량은 2013년 사상 최고치를

화탄소(프레온가스, CFC, ChloroFluoroCarbon)를 대체한 물질로서, 1990년 이래 미국

기록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감소되고 있다.

에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방출량을 83%나 감소시켰다.

올뷰컨설팅(All View Consulting, AVC)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러한 HFC는 ODP가 ‘0’이긴 하지만 일정량의 GWP를 가지고 있어 기후에 영향을 미

1-3월 동안 전년 대비 1.9% 감소한 660만대였으며 이는 매출액

친다.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약 2%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긴 하지만, 냉매 업계에서는

기준으로 261억 위안(약 미화 40억 달러), 전년 대비 2.5% 감소된

100% 순수 자연냉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수치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강화로 BEMS 및 EEM 시장 확대

세계는 지금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제품의 효율을 높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

는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즉, 기술력만이 지구 환경 보존이

되면서 에너지 제어•관리 분야가 주목 받고 있다.

라는 궁극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조 시장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Memoori Business Intelligence Ltd가 발행한 Building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감

Energy Management System(BEMS), Enterprise Energy

지된다. 공존을 위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공조 시장의 변화를 향한 행동과 실천

Management(EEM)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보면, BEMS의 세

이 중요한 시점이다.

계 총 매출이 2013년 167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31.4억 달러
로 약 8.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뿐만 아
니라 현재 주요 다국적기업인 Honeywell, Johnson Controls,
Schneider Electric, Siemens 와 United Technologies Corp 이
세계 시장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제품 사업을 주도하고 있
으나 BEMS 및 EEM의 시장이 커지면서 향후 업체간 경쟁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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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비교적
높고 감축에 따른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감축목표 달
성에 효과적이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40%(선진국 수
준)까지 증가 예상
이에 따라 신축 및 공공 건축물의 경우 ‘10년 이후 인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30% 이상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
며, 2025년부터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
나 기존 건축물(685만동)의 경우 에너지 소비 증명제 등 자발적

김인수

에너지 절약 유도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에

가천대 에너지•IT학과 전임교수
송담대 건축에너지과 겸임교수

는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 산업과 수송 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정체현상을 보

[약력]

이고 있지만 건축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 (‘10년 4.3% → ‘11년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1.0% → ‘12년 1.9% 증가,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연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DSM 프로그램별 M&V경제성 평가 등

지난해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20여 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 방안’을 통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따라 공

최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내온도 제한

급을 확대하는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하

이나 강제 절전은 삶의 질 저하와 산업생산 차질을 야기 하고 있

였다. 이에 따라 향후 수요관리 시장에는 정부 또는 민간주도형의 다양한 비즈모

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일시적인 조치들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델들이 나타날 예정이다.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절감한 전력을 DR(Demand

* 여름철 실내온도 1℃ 상승 시 업무효율 약 2% 감소(美 로렌스 버

Response)시장에 판매하거나, 효율 향상을 통해 절감한 전력을 EE(Energy

클리 연구소)

Efficiency) 시장에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즉, 개인이 전력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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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소유하고,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등 개인을 위한 전력이 운용되는 새로

따라서 절전위주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건축물 에

운 수요관리 형태의 에너지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절감잠재

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량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들을 수립•운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EU를 중심으로

중이거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 국토부에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서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보급과 함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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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9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90% 감축을(주

2. 카드연계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 부여

택 ‘17년, 비 주거 ‘20년) 목표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단계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녹색제품구매(창호, 보일러 구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매 시 최대 5%할인)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시 금전적 해택(연간 30		
만원 이상)을 지급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하기 위한 주택설계 유도(‘17년 주택)
1. 단열성능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창호 등에서 		

3. 감축량 거래 : 그린리모델링 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해 그린리모델링 참여 유도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기밀 기준을 제정할 계획

		탄소배출권 거래시장(‘15년 시행)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창호 : (‘08)3.0→(‘10)2.1→(‘13)1.5→(‘15)1.5→(‘17)0.8W/㎡k

		등을 구축 (‘15년)

(독일기준 0.8W/㎡k)

4. 건축기준 완화 : 냉난방 에너지 50%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를 부여

외벽 : (‘13)0.27→(‘15)0.21→(‘17)0.15W/㎡k (독일기준 0.15W/㎡k)

			현재는 신축 시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건축물에

2. 업무용 건축물은 여름철 냉방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설계 유도 (‘15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실내 블라인드 설치에 비해 태양열 2배 차단(냉방부하 저감) 효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기준을 민간 건축물보다 상향 적용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 3천㎡ 이상 모든 용도 (‘14년,9월 / 산업

절감하고 단열성능은 약 40%(창호 35%, 벽체 42%) 개선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경제성 분석 :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19년,

2. 설계공모 및 턴키 등 설계(안) 평가 시 에너지 성능 배점을 강화하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 계측장비를 설		

성능이 낮을 경우 일정수준 이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

열에너지가 실내로 유입)

		치하고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과 최적화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금융에서 조달하고, 에너

		적 관리방안을 찾아 자동제어함

지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함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1. 대규모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노후 단독주		

아파트

기존 창틀 위에 단열 창틀을 설치하고 기존 창틀 내 단열재를 충진하

A. 냉난방 에너지 제로 건물에 적용되는 주요기술
단열 성능 강화 기술

으로 지원

외부 단열

고기밀 3중
로이 복층 유리

의 50% 지원)

고기밀 테이프

외부 차양

열교 차단 장치

성능은 최소 35% 개선(시뮬레이션은 13%)

규모정비사업과 연계)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경제성 분석 :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6년
소요되며, 무이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원금 회수

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등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발적 에너지 성능 개선 유도

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25년 초과된 건축물은 정비과정

1.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114 등 부동산포털에 공개하여 부동산

독일은 그린리모델링 비용 (‘13년 약2.6조원)을 적극 지원하여 30		
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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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호 철거 > 기존 창틀 유지 > 단열 창틀 덧시공 > 단열 창호 설치

특징 : 철거공사 없이 재실 상태에서 하루에 공사가 완료되며 난방

신재생 기술

4. 시범사업 :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거 지역(가로 주택정비사업 등 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효율을 20% 이상 개선하

을 시작했으며, 사업 추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여 단열성능 개선(총 공사비 180만원, 기존 대비 40% 절감)

3. 냉난방 제로 에너지 단지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을 우선적		
‘14년 874억(주택 549억, 건물 225억, 융복합 100억원 등, 사업비		

1. 금융조달 및 이자지원 : ‘14년 2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05년 대비 ‘12년 가스 사용량은 약 70%가 이미 절감되었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에 		
비해 절감액이 낮음

공사내용 : 기존 창틀의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창호(5㎡)를 교체

인하여 일반 공사에 비해 공사비가 약 30% 증가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7천만원/년

상계 ㅇㅇ아파트 전용면적 37.8㎡, ‘88년 준공

단계적 의무화 확대(‘16년)

에서 신축기준을 적용해 성능을 향상토록 유도함

10억원

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규제 차등 적용

외단열 등 단열성능 강화 및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으로 		

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열재 보강
및 창호
덧붙이기

투자비 회수기간
금리 3% 적용
무이자
(원리금균등상환)
19년
원금 + 이자
14년
3.1억

전체 주택 453만동(전체 건축물의 66%) 중 25년 이상 경과된 주택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의

국내 기존 건축물 685만동 중 15~25년 경과된 건축물(158동)을 대상

에너지 절감
(냉난방
절감비용)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및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 공공건축물은 쾌

로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공사비

계획집행지침] 개정 완료(‘14년,1월)

이 약 232만동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3천㎡ 이상 업무시설은 인증 의무화

공사내용

거지는 정비 시 신축 기준을 적용하여 냉난방 에너지 제로를 유도

2. 사업성 개선 : 건축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에너지 제로		

현재) 자발적 신청 → 개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무이자의 경우 14년 소요

고 평가체계를 개선

기능이 없어 여름철에는 불리함 (창호 1㎡당 백열전구 60W 10개의

절감하며, 남측에 외부 차양 설치 시 8% 추가절감 가능

이중외피 창호시스템

특징 : 재실 상태에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최소 30% 이상

기존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 및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15년)하고

정비사업 대상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제로 건물로 유도

기존창 + 블라인드 + 초슬림무테창

1. 건축물 단열성능을 높이는 등 냉난방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서

5. 보급형 BEMS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 유도

설치 등 냉방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을 마련 중 (‘14년)

동절기

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용적률 최대 12% 완화

창 면적을 줄이는 것(80%→40%)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 20%를		

하절기

신축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단열성능이 높은 유리의 경우 겨울철 난방에는 유리하지만 차양		

3. 냉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축물은 일사조절장치

초슬림형
무테창
40mm

태양광 시스템

지열 시스템

거래 전에 주택가격 정보와 함께 에너지 성능 확인 가능 (‘14년)

B. 그린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사례

전국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대한 에너지 		

업무시설

DB를 구축 중(‘14년 완료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부동산 포털 등		

ㅇㅇ공사 본관동, 연면적 3만㎡, ‘94년 준공

에 정보 공개

공사내용 : ㅇㅇ공사 본관동의 단열성능 개선 공사에 약 10억원

2.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14년)하고, 그린리모델링이 시행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함

(단열 3억, 창호 7억) 투자(‘12년,12월~‘13년,2월)

공사내용

공사비

기존 창틀을
보강하고
창호교체

180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에너지 절감
(냉난방
금리 3% 적용
무이자
절감비용)
(원리금균등상환)
29만원/년
7년
(11월~3월
6년
원금 + 이자 20만원
난방비 기준)

*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절감(30만원/㎡→21만원/㎡)되며,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08년 대비 ‘12년까지 지역난방요금은 25% 상승)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

기존 창에 창틀이 얇은 창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앙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이중외피 창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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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혹한의 원인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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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겨울철 평균 온도가 2.5도 하락하면서(서울기준) 매년 매서운 추위가 찾

50

한랭지 클래스 원
MULTI V
SUPER IV

아오고 있다. 1차적으로 찬 대륙성 고기압 탓이지만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
면 그 중심에는 심각한 지구온난화가 자리잡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
가 녹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한반도 기후 역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북극의 변화를 ‘나비효과’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증폭
되는 현상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전 지구의 기후 조절장치와도 같은 북극은 그
어떤 지역보다 외부강제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산

40

화탄소 뿐 아니라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까지 더해져 북극을 자극하게 된다. 과거
에는 볼 수 없었던 혹한과 폭염, 강력한 사이클론과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것만 보더라도 북극의 작은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밀집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방출

30

하는 북반구는 북극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변화를 고
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20년째 극지를 연구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김성중 박사는 “최
근 한반도와 북반구의 겨울철 한파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극 해빙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 설명하며 이를 3가지 원인으로 구분했다.
먼저 해빙이 녹으면서 제트류가 약해져 북미 동부와 유럽•북동아시아를 따라 발달

20

하는 기압골을 타고 한기가 남하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시베리아의 눈 양이 증가해 시
베리아 고기압이 증가하고 찬 공기가 한반도를 따라 남하하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
으로 인도양의 이상기류가 중위도의 대기 순환을 변형시키면서 한반도에 한파를 유
발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보더라도 한반도 혹한을 일시적인 현상으

10

로만 보긴 어렵다. 결론적으로, 전 지구 기온을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추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해왔던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여름에는 폭염현상을 야기시키고, 가을에는 대
기에 많은 열과 수분을 공급시켜 다음해 겨울에 한파가 몰려오게 된다는 논리다. 반
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상 고온을 유발할 수 도 있다. 즉, 점점 더 예측 불

0

가한 기상 이변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
아 기후 변화에 유동적인 공조 시스템 제품 개발이 시급하며 정부 또한 국가적 정책
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HVAC_12

HVAC_1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중 건축물 이산화탄소 절감관련 정책들이 강화 되

기준값 변경은 제품의 효율 및 실제 전기요

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평가해 에너지 효율

금 절약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1등급

을 등급화(10개등급) 시키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책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기업들도 고효율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혹한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한랭지형 EHP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한국형 EHP(전기히트펌프) 개발
초기 히트펌프는 한랭지 성능이 약해 COP가 월등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지 못했
으나 제품력이 향상되면서 한랭지 성능도 발전했다. 특히 MULTI V SUPER I, II, III, Ⅳ는 제

1

10%
난방효율

TVI
110%

품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압축기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품
한랭지 클래스 원

남다르다.
에너지 성능 지표 EPI 가점
(EPI : Energy Performance Index)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등급 제품을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EPI
가점과 함께 정책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한

100%

최고 수준의 4세대(인버터 압축기 2단 압축)로 진화해왔다. 축척된 기술과 노하우는 한랭지

고효율 친환경 제품이라는 자부심은 의미가

다.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로 인증 받게 되
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조 시

기후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발전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스템 운영 시 유리하다.

◦ -15℃를 극복한 MULTI V 기술의 한랭지 클래스 원

적설방지 제어 기능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의 과제이
다. 혹한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MULTI V 기술의 한랭지 클래스 원은 -15℃에

V.I압축기

서도 우수한 성능을 구현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독 ‘세계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

정지상태일 때 적설방지 제어운전을 실시해

TVI 압축기

(Twin Vapor Injection)

많이 오는 지역에도 실외기에 눈이 쌓이지

MULTI V기술의 한랭지 클래스 원의 차별화된 성능을 살펴보자.

않아 안정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2

세계최초 TVI (Twin Vapor Injection) 의 3단 압축

고온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난방 후 폐열을 두 번 더 회수하고 3단 압축을 해 월

중온

등히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소비전력은 저감시킨다. 한랭지 지역 특성상 난방에
폐열 회수
2회 실시

대한 효율은 비용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효율 3단 압축기술은 경제적인 만족
까지 보장한다.

SC HEX 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설비의
진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SC HEX 2

환경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

세계최초 연속난방 및 분할 제상 운전

하고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

저온

로 미래 설비의 몫이다. 또한 변화무쌍한 기

외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난방 운전을 할 경우, 실외기 열 교환기에 성에가

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안심과 여유로 바

생기고 성에 제거를 위해 제상운전이 작동되어 난방운전은 정지되는데 이때 분할 제상
사이클 기술을 적용하면 실내 연속난방이 가능하다. 외부환경에 의해 구동이 멈추는 일

3

이 없어 한랭지 기후와 같이 돌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유용하다.
운전범위 Hz확대
최소 15Hz 에서 최고 150Hz 까지, 경제적인 절전 미세운전부터 강력한 파워 냉난방까지
가능하다. 운전 범위 확대는 불필요한 구동을 막고 가장 경제적인 운전을 실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냉난방 효율 수치로 결정되는데 냉난방 효율수치가 높을수록 한
랭지 난방효율, 냉난방 부분부하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MULTI V 기술 기반의 제품들은 1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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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로 인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며 눈이

꾸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
고온
토출

중온
Twin
Vapor Injection

중온
Twin
Vapor Injection

랭지 클래스 원의 성능 향상 및 기술 혁신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MULTI V 기술을 기반으로 한랭지 성

저온
흡입

능을 극복한 히트펌프 기술력은 국내 뿐 아
니라 세계공조시장 No.1을 향해 진보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기술력의 중심, 미래 설비를
주도할 LG MULTI V의 혁신이 기대된다.
[출처] 시스템에어컨 LG MULTI V SUPER Ⅳ 실외기
[인용] 극지연구소 김성중박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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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E R G Y
F O C U S I

빌딩에너지 시장이 주목하는 솔루션,

BEMS가 미래다

국내 부문 별 에너지 소비 특성 (에너지관리공단)

24.2%
건물 부문

20.6%
수송 부문

길준민
대구가톨릭대학교 IT공학부 교수
| 약력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시카고), Post -Doc.

에너지 사용량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선임연구원

55.2%
산업 부문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에 대한 키워드는 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신뢰성 있는 전력
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함께 에너지 소비자
영역인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학계를 망라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미
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약 40%를 상회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건물이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사용자의 편리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조만간 우
리나라 또한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지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건물 에너지 소비량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한국

System)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기술 및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

24%

는 스마트 홈 환경에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고, 빠른 시
간 내에 IoT 기반의 임베디드 기술이 주거 환경에서 수많은 종류의 건물 영역으로 확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전통적
인 빌딩 관리 시스템(BMS : Building Management System)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회사들도 이러한 흐름을

40%

반영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멘스는 EMC(Energy Monitoring &
Control Platform)를 기반으로 한 원격 AOC(Advantage Oper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존슨컨트롤은
기존 메타시스빌딩 제품군을 기반으로 하여 건물의 에너지 관리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Energy Essential 솔
루션을 개발하였고, 대규모 기업 통합 솔루션(ESM : Enterprise Sustainability Management)으로 빌딩 플랫폼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자인 구글은 지능형 온도 조절기를 개발하는 NEST
회사를 $3.2B에 인수하고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매력적인 제품과 거대한 소프트

BEMS의 연평균 성장률

2013년 167억 달러, 2017년에는 231.4억 달러
로 약 8.4%의 연평균 성장률로 증가할 것이
라고 예측. 에너지 절약은 BEMS 및 EEM시
장의 핵심 드라이버로 작용됨.
* Memoori Business Intelligence Ltd가 발행

웨어 플랫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미래 청사진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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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빌딩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성

에너지 플랫폼 구축은 미래지향적 선택

국내의 경우도 다양한 빌딩 에너지 관리 기술 관련 표준화가

고사성어에 따르면,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고 하였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적용한 미래지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소용이 없음을 각인시켜 주는 옛말이다. 변화의 물결

향적인 표준화 연구라기 보다는 기존 빌딩 오토메이션(BAS

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은 BEMS라는 시장을 통해 이미 도래하였다고 해도

: Building Automation System) 시장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과언이 아니다. 이제 국내 유수의 업체들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플랫폼

요구사항을 에너지 관점에서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을 통한 계열사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정리하고 있

축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은 다가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틀

다는 점은 한계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국내 표준화 연구에

을 마련하는데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할 때이며 BEMS를 통한 플랫폼 구축이야말로 에너

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 업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전에 정

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완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간의 공감대 형

면으로 대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성으로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 완성된다면 새로운 발전 원동력을 찾는 미래 에너지 선도
회사로의 도약은 분명히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첫째,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에너지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고효율 설비 구축
을 통한 단편적인 건물별 에너지 비용 절감 노력은 더 이상 새
로운 이슈가 아니며, 실제 양방향 전력 및 에너지 정보의 흐름
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및 에너지 생산/소비/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

재사용 기술을 결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국

확대로 인한 충전 인프라 건설 및 건물간 전력 거래, 에너지 저

제적인 이슈까지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통한 건물 내 에너

이미 글로벌 BMS 업체들은 단순 제조 마인드가 아닌 어떻게

지 저장, 신재생 에너지 및 연료 전지의 활용, 주거용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거듭해왔다. 단순하지

서 상업용 공간으로의 IoT 적용범위 확대 등은 가까운 미래에

만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적기에 서

BEMS 시장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변화 요소이다. 글로벌 업

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했기

체는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고

때문에 빌딩 관리 영역에서 그들의 최신 키워드가 바로 에너지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였던 것이다. LG전자와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다양한 설

있다. 단순한 제품 포트폴리오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

비제품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건물 및

는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플랫폼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완성하

고객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건물 에너지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있다. 다만 여전히 빌딩 시장에서 고객이 찾는 업체들은 글로

국내 BEMS 업체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심의 틀에서 벗

벌 업체가 우선이며, 제품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최고의

어나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

서비스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야 한다.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은 건물에

둘째, 도래하는 에너지 거래와 에너지 믹스 시대에 발 빠르게

구축된 TC(Telecommunication)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클라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건물 에

우드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한 에너지 플랫폼을 완성, 고객에

너지 소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

게 지속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며, 과거에도 건물 별 자구책을 통해 꾸준히 수행해왔다. 최근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 업체 및 국내 BMS 업체들도 기존에

BEMS 시장에 대한 부각은 가까운 미래에 빌딩 영역에서 도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좀 더 업데이트된 고객 가치

래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 및 서비스 변화와 새로운 디바이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의 물결

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앞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에 편승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맴돌며 따라하기 수준에 머물고

하지만, 실제 건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관심은 아쉽게도 현존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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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 O C U S II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빌딩 네비게이션

새로운 빌딩 제어 &
에너지 관리 솔루션
Building Energy & Control

대부분 효율적인 빌딩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 멘다고만 해서 운영 부담을 줄이고, 새는 에너지를 잡을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 사용
량과 높아지는 요금, 빌딩 쾌적도와 에너지 절감 사이의 고민, 설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문 인력 고
용,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관련 규제들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LG전자가 또 하
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완성했다. 그룹차원에서 이미 그린경영을 지향하며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선
도해 나가고 있는 LG전자는 빌딩 에너지 관련 설비와 제어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솔루
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미 건물 내 조명, 냉난방 설비 등 에너지 사용 시설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
치하고 이를 통신망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하여 이용 효율을 높이
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 급속히 발전해 왔다. LG전자는 이에 에

빌딩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사항

너지를 능동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기술력을 더해 자사 사업장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료 절감과 탄
소 배출 저감 효과를 인정받았고, 그린 빌딩 대상 우수 사례 표창으로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등 에너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 절감 효과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차원에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의 전문성

점점 더 비싸지는 전기료 때문에 빌딩 운영이 부담스럽다.

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보다 통합된 솔루션으로 진일보한 LG BECON의

빌딩 쾌적도와 에너지 절감 사이에서 고민된다.

혁신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LG BECON은 소형건물부터 대형건물까지 에어컨 단품 제어부터

설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건물 통합 설비 제어에 이르기까지 정밀하고 차별화된 제어를 기본으로 빌딩에서 공장, 상가, 대학 등

에너지 관련 규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다양한 건물 유형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높은 설비 효율, 에너지 모니터링 분석기술, 기상정보와

높은 투자 비용을 들여 솔루션을 설치했는데 그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설비 운영 계획에 따른 최적의 제어 기술이 통합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빌딩
의 가치를 높이는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HVAC_20

HVAC_21

웰컴! LG BECON
빌딩을 운영하다 보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고스란히 관리자의 스트

빌딩 제어에서 에너지 관리까지 한번에! 하나로!
대한민국 빌딩이 편안해진다.

레스가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누군가가 사전에 알아서 관리해주고, 해결해 준다면 이것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솔루션이 아닐까 싶다. LG BECON은 빌딩의 모든 설비와 에너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정부를 비롯해 주요기관과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

지를 센서와 계측장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로직으로 분석한

고 있다. 기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확장적인 솔루션으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밀하게 미래 상황을 예측,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설비들을

로 집약된 LG BECON은 빌딩 제어와 에너지 관리의 통합으로 놀라운 에너지 절감 효과

자동 제어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아서 척척!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빈

를 가져올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구성으로 통합제어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운영되

틈없이 실행하니까, 누구나 빌딩 운영 관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는 스마트 솔루션, 건물의 미래가치를 높여갈 LG BECON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 똑똑하고 편리한 시스템
헤매지 않고 쉽고 빠르게! LG BECON은 흡사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연상시킨다. 목적지
를 선택하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듯 빌딩 관리자가 원하는 정보를 3D View로 정확
하고 쉽게 알려준다. 퇴실 후에도 켜져 있는 설비를 알아서 검색해 꺼주고, 설정 온도를
발생하면 즉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타임라인을 이용해 그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일일이 설비를 찾아 다니며 번거
롭게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고, 빌딩 관리자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당백의 전천후 빌딩 관리자, 이젠 LG BECON이면 충분하다.
- 돈 버는 경제적인 시스템

강도 조정 기능을 이용해 빌딩 쾌적도와 에너지 절감량을 시뮬레이션 한다. 그리고 원하
는 강도를 선택하면 모든 설비가 자동으로 제어된다. 즉, 빌딩의 에너지 정보를 스캔하여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량이나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절감 로직
으로 미래를 실시간 시뮬레이션 하고 선택한 방안에 따라 설비를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
다. 낭비 운전을 막는 전문 엔지니어링, 이젠 LG BECON이면 충분하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빌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상의 선택! LG BECON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시스
템으로 빌딩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건물 생애 주기 비용의 75%가 운영비
용으로 할애된다고 볼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LG BECON은 운영 목적에 따라 호텔용, 상업용, 공장용, 오피스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확실한 비용 절감과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세월이 흐를수
록 빌딩의 가치를 높여준다. 빌딩의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는 전문가, 이젠 LG BEC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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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비 최적 운영안을 선택해 보자. 먼저 시간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에너지 절감

대
학
교

사
례

듯 동일한 방법으로 빌딩의 연료 효율을 최적화한다. 예를 들어 기상 예보 기반으로 내일

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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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다. 네비게이션으로 최소 연료 소비 루트를 찾고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비행하

사
례

전
기

가장 경제적인 빌딩 운영 관리 방법을 찾아서! LG BECON은 최첨단 항공기의 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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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설비를 손쉽게 제어해 쾌적한 빌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빌딩에 문제가

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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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 시뮬레이션으로
HVAC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예측하다.

에너지 해석의 필요성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예측하기에 앞서 올바

100%

10%

른 에너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고효율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 투자 전
략이나 새로운 설계 기준 및 대안 전략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최적의 설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건물 인증 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절감 효과 자료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업무용 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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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절감은 건물주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이슈로

에너지 성능 평가에 탁월한
eQUEST 시뮬레이션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eQUEST 프로그램은 DOE -2.2 시뮬레

절약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HVAC 시스템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션을 기반으로 미국 제임스 J. 허시 앤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외 건축물

드 어소시에이츠(James J. Hirsch and

인증 제도와 같이, 에너지 절감량을 수치로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

Associates)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전 세

성능 평가가 필수적인데, 전문적인 범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해

절감량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건물 에너지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물 외부, 조명, HVAC 시스템을 포함해 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관한 기법 또한 나날이

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HVAC 시

발전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실제 건물과 HVAC 설비의

스템의 제품 데이터를 적용하면 제품 고유

사실적 모사를 통한 정확한 에너지 성능 평가와 예측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다.

정확한 에너지 성능 평가는 건물주 및 사용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이미 LG전자는 DOE-2기반 eQUEST 사용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으로써 관심이 높다. 이러한

자를 위하여 LG MULTI V 제품의 시뮬레

시도로써, 실제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DOE기반 eQUEST 시뮬레이션

이션용 Library를 배포하고 있으며, 자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량을 제시한 사례를

우수한 제품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프

소개하고자 한다.

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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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V 시스템 적용 건물 소개

LG MULTI V WATER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고객에게 제안한 현장은 프랑스 파리

기존 열원을 냉각탑(냉방)과 보일러(난방)로 사용하는 수냉식 시스템이 아닌 지열

시뮬레이션 결과, LG MULTI V WATER 시스템(B)를 적용할 경우, PAC Heatpump 시

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로

(강물) 열원을 사용하는 수랭식 시스템으로서,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계자가 선정한

스템(A) 대비, 연간 최대 5%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조명 전력포함)을 저감할 수 있음

고효율 제품과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 제시

eQU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

시스템인 PAC Heatpump 대신, LG MULTI V WATER 제품을 제안한 현장이다.

을 보여 주고 있으며, HVAC 시스템에서는 연간 최대 7%의 에너지 절감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이 좋은

였다.

LG MULTI V WATER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

A. 기존 PAC Heatpump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PAC Heatpump 시스템

한 목적과 더불어 설계자 혹은 엔지니어가 범

200

건물 위치 : 프랑스 파리

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다 효

건물 용도 : 업무용 건물

150

건물 규모 : 5층 (연면적: 35 181㎡)

Water
Economize

Magnetic
Chiller
Multiple
Coils

건물 위치

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었다. 앞에

100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에너지 성능 평

50

가를 위해서 에너지 해석을 목표로 한 시뮬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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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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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Pumps &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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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Aug

Ventilation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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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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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Heating

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시뮬레이션 기법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건
물의 HVAC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상호 유기적

B. LG MULTI V WATER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특성이 강해지고 있으

150
Multiple Coils

Chiller Water
Loop

며 국내외 건축물 인증 제도(녹색건물 인증제
도 / LEED) 등에서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프

100

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요구하고

건물 조감도(예상)

있다. 따라서 과거 수작업을 위주로 한 HVAC

50

설비의 단순 계산법이 아닌, 정밀한 제품 데이
Riv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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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Lights

Mar

Apr
Pumps &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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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Aug

Ventilation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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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Spac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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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ooling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관적인 범용 시뮬레이션

Hot Water Lo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VAC 시스템 검토하고

200

고객에게 기존시스템 대비, 자사의 LG MULTI

150

3D Modeling view in eQUEST

터를 기반으로 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LG MULTI V WATER 시스템

V WATER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량을 정량

100

화하여 제시한 사례는, 제조사가 직접 전문적

50

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높
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Eureauz 53, rue du port - Baseline Design (06 / 05 / 13 @ 13 : 00)
Eureauz 53, rue du port - MULTIV - 1 (06 / 05 / 13 @ 13 : 25)

Aug

Sep

Oct

Nov

Dec

하다. 이렇게 제조사가 자사의 효율 좋은 제품
을 가지고 eQUEST와 같은 범용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그 효과를

Multiple Coils

정량적으로 제시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River Source

5% 7%
전체 에너지 소비량

연간 최대

*GSHP Water Loop
*GSHP : Ground Source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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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시스템 에너지 절감

연간 최대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 최적의 시스
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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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에너지 절약 건물의 랜드마크

최첨단 기술의 메카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주목하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건축물 에너지 분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건
축물 에너지 사용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2016년부터
3 000 m² 이상 해당 건축물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시
켜 2025년 제로 에너지 목표를 위한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LG
전자가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에 건설하는 최첨단 R&D 기지에 시
선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약형 연구단지
및 하이브리드 HVAC 시스템 플래그쉽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마곡 LG
사이언스파크는 R&D 인력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제품 및 정보통신기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집약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
을 구축해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자체 생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곳은 신기
술 연구 개발을 위한 단지로 최첨단 기술력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원의 공조
설비가 도입될 최신 하이브리드 단지이다. 특히 LEED 플래티넘 인증과 건
축물 에너지 효율 1+++ 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이 적용될 예
정이라 에너지 절약 건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LG전
자가 그리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청사진을 들여다보고 실증단지로서의
비전을 확인해 보자.

HVAC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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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몰
리는 시점을 대비, 사전에 전력 저장량을
높이고 일광량에 따른 공간별 온도 차이를
감지해 냉난방을 자동 조절 하는 등 지능형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 LG CNS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를 구축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운용

하이브리드 열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미래

하고, 단지 내 LED 조명을 사용하는 등 다
양한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시도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 절감

하이브리드 열원 시스템 적용을 통한 면적

에 포커스된 건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

당 1차 에너지 소비량 7% 감소, 연간 냉난

미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절약 건물의 랜

방 비용 14% 절감 효과 이것은 시작에 불

드마크가 될 마곡 LG사이언스 파크이다.

과하다. 다양한 열원 시스템이 가능한 LG
전자는 종합 공조 역량을 백분 발휘한다.

50%

일반건물 대비 에너지 절감

모든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은 시간당 최대 3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며 이는 LG전자 트윈타워 사무
공간의 전체 LED 조명 운영 시 필요한 전
력량의 4배에 달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공기 중 산소
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용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축의 객관적인

로 유형별 선택 인증이 가능하며 건물의

- LG전자 공조 기술력 현존 최고의 쇼케이스

정보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라이프 사이클-설계, 시공, 운영 등의 모

하이브리드 HVAC 시스템 실증단지 구축

확대 및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소비자는 제

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인증제도이다. 에

으로 건물 자체가 객관적 데이터가 되어

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너지와 대기환경, 자재와 자원, 실내 환경

에너지 절감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진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에너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LEED 인증을 통

정한 혁신은 기술이 현실에 반영될 때 완

부문의 23%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에서

해 운영비 절감 및 자산 가치를 증대하고

성된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이름에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려 녹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폐기물과 온실

걸맞는 실증단지로서 진일보한 기술력과

성장에 맞는 정책 수립 방안으로 활용할

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수 있다. 또한 LEED 인증은 미국 녹색건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까다로운 인증

에너지와 시너지를 이루는
공조 시스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건립 시
기대효과

축위원회(USGBC)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

를 설치해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기 등을 저

적재적소에 공조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성

-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파급력

인정받는 녹색건물 인증제도(Leadership

도 공신력을 갖는다.

장했다가 각 연구공간의 냉난방에 사용할

을 극대화시키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여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솔루션의 종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예정이다. 그리고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

실험실 계통에는 부분부하 대응성이 뛰어

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지하는 지열을 활용한 시스템 에어컨과 지

난 고효율 VAV(Variable Air Volume)시

분야의 기술력이 총 동원되어 일반건물 대

역난방 발전 시 발생하는 폐열을 냉방에 활

스템을, 연구실 계통은 에너지 효율과 쾌

비 5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연

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등 고효율 냉난방 시

적성이 높은 바닥취출 공조 시스템을 적

간 약 150억원의 전기료 절약으로 높은 경

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용하고 외주부는 부하 대응성이 뛰어난

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다.

LG 하우시스의 에너지 절감형 건축자재도

VRF(Variable Refrigerant Flow)시스템

HVAC 기술력의 진보로 이룬 에너지 절감의 모든 솔루션이 구현되는 곳

적용되는데 유리에 은을 코팅해 단열성을

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바닥취출 공조

최첨단 기술을 총 동원하여 고효율 저비용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곳은 세계의 이목을 집

높인 로이유리, 얇은 두께로도 25년 이상

방식은 쾌적성이 우수하며 천장 공조방식

- 까다로운 인증 획득으로 신뢰성 보장

중시킬만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다. 첨단 기술과 문화, 생활이 어

높은 단열성을 유지하는 폼단열재 등이 있

대비 약 16%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설계부터 까다로운 인증의 눈높이를 맞춰

우러진 에너지 밸런스 시티의 가시화된 결과물,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다. 뿐만 아니라 공조, 조명, 전력 설비를 통

곳은 다양한 에너지원과 더불어 쾌적성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과 LEED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이며 이는 HVAC 비즈니스의 미래이기도 하다. LEED 플래티넘 인

합 관리하는 빌딩 관리 시스템(BMS)과 단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조 시스템의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을 예

증과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1+++이 아깝지 않은 에너지 기술로서 국내최초, 세계최고

지 전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제어하

최적화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

정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의 명성을 이어갈 이곳이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쉽 모델이자,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는 랜

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적

감형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물을 10개로 나누어

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연료전지도 도입/설치할 계획이고 에너지
저장, 활용을 위해서는 2MW 이상의 화학
배터리를 탑재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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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다.

모듈러
터보 칠러

공조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성능 제품 개

모듈화 설계란?

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터보 칠러는 공조 시스템 시장에

기본 모듈을 가지고 직렬/병렬 조합을 통해 확장성 있게

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터보 칠러를 개

요구 부하에 따른 운전에 대응하는 설계를 뜻한다. 최대

발한 LG전자는 오랜 설치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소용량에서

4대까지 가능하며 에너지 및 공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대용량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있다. 또한 모듈화 설계

있다.

개념을 도입해 국내최초 고효율 모듈러 터보 칠러 개발에 성공했으
며 부분부하 효율과 설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모듈러 터보 칠러는
우수한 제품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모으면 에너지 효율,
나누면 공간 효율

기본 모듈
250-500 RT

터보 칠러 시장은 크게 상업과 산업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상업(일
반 사무용 건물)용의 경우, 신규 투자보다는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품질에너지 효율 / 경제성

추세다. 교체 반입 시 이전 냉동기는 해체 반입만 가능했으나, 모듈

- 세계 최고 수준의 COP (COP 6.4@KS, COP 6.7@AHRI)
- 업계 최고 수준의 부분부하 효율, IPLV 9.0 (2 000RT)

러 터보 칠러는 반입 입구 확보를 최소화시켜 신규 반입이 가능하
다. 게다가 냉동기 교체 시에는 최초 설계 보다 냉방 부하가 증가해
용량이 큰 냉동기를 추가해야 하고 기존 설치 면적의 제약을 받았지

병렬 조합

1 000 RT

2 000 RT

만 이젠 설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존보다 큰 용량의 냉동기

친환경성
- 친환경 냉매 R-134a 적용을 통한 오존층 보호
- LEED 요건 충족(냉매, 냉매충진량)

설치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산업 현장의 경우, 생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

설치 유연성

문에 무엇보다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듈러 터보 칠러는 동일

- 설치 면적 최소화
- 현장설치 공간에 맞는 최적 조합 설계
- 모듈형식으로 반입 용이함

용량의 냉동기를 2대 이상 분할 적용할 수 있어 1대가 고장나도 나
머지 제품으로 수리시까지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업•산업 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여름철 피크 부하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부분부하 운전을 하는데 최근 들어 에너지 비용 상승
과 전기 사용 제약이 커지면서 부분부하 효율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최대 4대까지 요구 부하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모듈러

1 000 RT

신뢰성

2 000 RT

- 정전시 신뢰성확보
- 제품 성능 신뢰성 확보
- 교번운전으로 압축기 수명연장 - 국내 최초 AHRI 인증 취득
- 모듈별 점검으로 연속운전 가능 - 북미기준 안전인증(ETL)취득

터보 칠러는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

편의성

응한다. 이외에도 모듈러 터보 칠러가 시장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 운전상태 파악 및 제어와 유지관리 용이
- 전국 SVC Network 구축
- 주요 점검 부품의 위치를 한면으로 배치하여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

많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더 깊이 있게 모듈러 터보 칠러의 강점
을 파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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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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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 RT 현장비교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도 효율도 세계최고
고효율 2단 압축 사이클 적용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고효율 COP 6.4 (KS
기준), IPLV(Integrated Part Load Value) 9.0 달성 등 모듈 대수제어를
통해 단일제품 대비 17% 이상 부분부하 효율이 개선된 효율을 자랑한다.
부분부하 효율이 뛰어난 모듈러 터보 칠러는 높은 가격 때문에 저전압 중
심으로 형성됐던 기존 인버터 시장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비용절
감 효과를 가져왔다.
전기 공사비용의 경우, 모듈러 터보 칠러가 기존 냉동기보다는 높은 편이
지만 기동반, 변압기 가격을 종합해 볼 때 투자비용이 더 낮을 뿐 아니라

투자비 절감

28%

구분
냉동기
Spare
기동반
전기 공사비
변압기
펌프
Total

단일 유닛
52 000만원
24 000만원
1 600만원
330만원
8 056만원
5 722만원
91 708만원

모듈 터보
55 000 만원
1 400만원
1 000만원
5 030만원
3 244만원
65 674만원

투자비 절감액 : 26 034만원

부분부하 효율 개선으로 연간 운전 비용이 절감되고 평균 제품 수명이 늘

지 않았다. 하지만 모듈러 터보 칠러는 압축기 각각의 운전시간을 동일하게 유
지하도록 교번운전이 가능하며 유지 보수 점검과 압축기 수명의 일정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편리한 화면 구성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10.4" Full Touch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운전상태 확인 및 제어가 쉽고 자동 Backup 운전을 해 독립된 냉매 사이클로 점검이나 고장 시에도 제품의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운전 시간을 평준화시켜 특정 모듈(Compressor)에만 운전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며 운전 기록을 5초 간격으로 자동 저장하는 Black Box

운전비 절감

8%

형 냉동기 조합이 가능해 부분부하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경제적 수치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솔루션이다.

이미 공조 시스템 업계에서 친환경이 이슈화되고 있고 LG전자는 업계 선

기존 압축기는 운전 시간이 상이해 유지보수 점검 주기 및 장비 수명이 일정하

기능을 제공해 고장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어나 비용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다. 게다가 대형 현장에서는 다수의 대

자연까지 생각한 친환경 에너지

월등한 성능과 편리한 유지관리

구분
연간 운전비

단일 유닛
64 608 만원

모듈 터보
58 986 만원

운전비 절감액 : 5 886만원 / 년

NET 인증 획득으로 신뢰성 강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혹은 현장보급 및 실용화가 요구되는 신기술에 NET
인증을 부여하는데 모듈러 터보 칠러의 2가지 Base 모델에 해당하는 250 RT,
500 RT가 인증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북미 기준 안전 인증 마크인 ETL, 국내
최초로 AHRI 인증까지 석권한 검증된 제품력으로 기술의 미래가치를 인정받았다.

두로서 안정성 ‘A1’ 등급에 빛나는 친환경 냉매 R-134a를 적용해 오존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성 등급이 B1으로 분류되어 2020년부터 단계
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R-123 냉매가 아니라는 점만 보더라도 모듈러 터
보 칠러의 기술력이 자연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적 조합 설계를 통한 설치 유연성 증가
기존에는 냉동기를 설치할 경우, 냉동기가 위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모듈러 터보 칠러는
모듈 설계 기법 적용으로 설치 유연성을 증가시켜 다양한 현장 설치 공간
에 맞는 최적 조합 설계가 가능해졌다.
타사와의 설치 면적을 비교해 보면 1 000 RT 기준일 때 타사 단일 유닛
형 대비 45% 설치면적이 감소하며, 2 000 RT 기준일 때에는 단일 유닛형
대비 17%의 면적이 감소가 된다. 이러한 소형 모듈화 컨셉은 장비운반 및

제품 수명 증가

40%

구분

단일 유닛

모듈 터보

8 760 hr
5 217 hr
연 운전시간
(100%)
(59.6%)
유지보수 주기
3.4년
5.8년
유지보수 횟수 2.9회 / 10년 1.7회 / 10년

반입을 용이하게 하고 BASE 모델의 다양한 직/병렬 조합을 통해 설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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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는 놀라운 변화를 이룬다.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미래성, 친환경성 등 공조 시스템에 대한 LG전자의 고
민에는 쉼표가 없다. 국내외 다양한 인증획득으로 기술력을 검증 받은
모듈러 터보 칠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자 발상의 전환이 이
룬 성과이다. 새로운 생각, 차별화된 기술력과 더불어 전국 네트워크 기
반의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까지! 더 나은 공조 시스템을 위해 혁신을 거

간에 따라 다양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가장 컴
팩트한 조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생각의 틀을 깬 차세대 공조 시스템

※ 1) 한국전력 산업용전력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 부하율 적용

듭하는 모듈러 터보 칠러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단일 유닛–리액터 기동 / 모듈 터보–직입 기동
3) 투자비용은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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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위너상 수상 |

| 2014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

LG전자, 끝없는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위너상의 명성을 이어가다.

국내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밝히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냉난방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의 미래

지 위너상은 소비자 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가 되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첨단
고효율 솔루션이 한자리에!

난 기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를

LG전자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

공장 등 공간 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고효율 종합 공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

린 ‘2014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참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솔

조 제품과 최적의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통합적인 에

하며 녹색기기, 녹색조명, 친환경 고효율 수송수단, 건물 및 건축설비 시스템,

루션을 선보였다.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에너지 대

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고 냉난방 효율

에너지 절약활동, 융합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전은 ‘제 4의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제5의 에너

로 장영실상과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고, 업계 최다 1등급 라인

LG전자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가정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상업

지’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행사이다.

업을 확보한 시스템 에어컨 ‘MULTI V SUPER Ⅳ’를 사무실 전

용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인정 받았으며, 시스템 에어

국내 유수의 전문 업체들이 참여해 고효율 제품과 솔루션을 선

시존 전면에 내세웠고, 국내 최고 효율을 달성한 국내 유일 국산

컨 6종이 에너지 효율상을, 상업용 에어컨 4종이 녹색기기 부문 에너지 위너

보였으며 LG전자는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확보해 에너지 시

가스냉난방기기 ‘가스엔진 히트펌프(GHP SUPER II)’는 학교

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이미 ‘에너지 위너상’ 최고상 수상의 쾌거를 올린

티(Energy City)를 주제로 고효율 냉난방 솔루션을 집중 소개

존에서 선보였다. 관공서 전시존에는 지열을 이용한 ‘MULTI V

시스템 에어컨 MULTI V SUPER Ⅳ의 대표 모델인 20마력 모델은 국내 최

했다. 타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은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

SUPER GEO’와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

초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LG전자는 신제품 13종 출시를 통

서와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경 제품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통합제어 솔루션 분야에

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달성을 발표했고, 이로써 8-10-12-14-16-18-20

수 있는 솔루션 분야인 '스마트 홈'을 선보였다. 포스코는 연료전

서 더욱 새로워진 빌딩 컨트롤 솔루션 ‘LG BECON’을 공개했는

마력 용량 별 모델이 1등급을 구현해 업계 최다 1등급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

지, 폐자원 활용사업, 폐자원 가스화기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분

데 건물 전체의 냉난방 현황을 자동 모니터링, 통제하고 전력 사

다. 신제품은 독자 개발한 멀티 인젝션 스크롤 컴프레서로 기존 제품 대비 난

야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조했다. 또한 경동나비엔은 갈수록 진

용량을 분석해 원격 유지보수, 조명 제어, 방범 등의 기능을 제

방성능 최대 30%, 냉난방 효율 10%가 개선됐다. 이 컴프레서는 LG전자가

화하고 있는 콘덴싱 기술로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그 외에도 수

공하는 ‘LG BECON’은 에너지 사용 이력을 분석•예측해 에너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제정된 에너지 위너상이 올해 18회를 맞이했다. 에너

국내최초!
시스템 에어컨
에너지 효율
‘전 모델 1등급’ 획득

비전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에너지 시티(Energy City)를 주제
로 270m2의 대규모 전시공간을 마련해 사무실, 학교, 관공서, 홈,

4년만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TVI 기술이 처음 적용됐으며, 기존 컴프레서보

지 절감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

다 냉매 가스를 두 번 더 압축해 성능 및 효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MULTI V

어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 대비 소비 전력량을 최대 70%까지 줄

SUPER Ⅳ 최대 용량인 20마력 제품 기준 통합냉방효율 (IEER) 7.76 통합난

인 고효율 ‘심야 축열식 시스템 보일러’와 공장 등 대형 공간에 쾌

방효율 (COP)2.73 통합냉난방효율 (EERa) 5.25 등 업계 최고 효율을 기록

적한 냉난방 제공이 가능한 고효율 가스 냉난방 시스템 ‘흡수식

했고, 성능 개선으로 국내 최초 80마력까지 조합도 가능해졌다. 에너지위너

냉온수기’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AHRI 인증을 획득한

상 수상의 명성을 고효율 제품 개발로 이어가고 있는 LG전자는 에너지 효율

‘모듈러 터보 냉동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 뛰어난 제품력 강화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가정용 에어컨 조작이 가능한 ‘홈챗’ 등을 선보이며 에너지 시장
의 밝은 미래에 청신호를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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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시장의 블루오션, 유럽 공략 가속화

| 2014 칠벤타(CHILLVENTA)쇼 |

예상대로 고효율과 친환경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
다. 전세계 공조 시장의 트렌드가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공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칠벤타 전시회
의 의미는 남다르다. 공조 업체의 최신 기술을 비교하
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였으며, 세계 4대
냉난방 공조 전문 전시회에 걸맞는 명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 LG전자는 칠벤타 전시에서 보여준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
할 예정이다.

최신 공조 제품의 각축장
유럽의 공조시장은 LG전자뿐만 아니라 세계 공조업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유독 이목이 집중됐다. 타사도 다양한 제
품을 선보였는데 BITZER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OS개방형 스크류 압축기
와 효율적인 압축기 제어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CR II’를 출품했고 DAIKIN
은 VRV 제품전시와 VRV IR Service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했다. YANMAR는 GHP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
여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AIRPATROL은 하나의 디바이스로 다양한 브랜
드의 에어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DANFOSS는 자사의 편
의점 솔루션과 비슷한 개념의 푸드, 리테일 등 상업용 냉동기 솔루션을 선
보였으며 그 밖의 수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2014 칠벤타
(CHILLVENTA)쇼’를 빛냈다.

LG전자, 고효율 제품 관심 집중
‘MULTI V SUPER Ⅳ HEAT RECOVERY’는 LG전자가 10년 이상 축적해온 수준 높은 기
술력을 보여주는 인버터 콤프레서 기반의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으로 개별 공간에 따라 냉

LG전자, 세계 4대 냉난방 공조 전문 전시회
2014 칠벤타(CHILLVENTA)쇼 참가

방과 난방을 동시에 구현하며 난방 60%, 냉방 40%의 가동률을 구현한다. 이는 기존 제
품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인 ‘COP 8.5’를 달성했다. COP란 히트 펌프의 구동에 투입한 전력과 얻어진 냉방능력
과 난방능력의 비율로 히트 펌프의 중요한 성능지표다. LG전자는 에너지 효율 검증과 더
불어 호텔, 병원, 사무실 등 대형건물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유럽 공조시장 중에서도 B2B

LG전자는 ‘MULTI V SUPER Ⅳ HEAT RECOVERY’를 필두로

(HARFKO)과 함께 세계 4대 냉난방공조 전문 전시회로 꼽히는

자사 상업용 냉난방 기기와 가정용 난방기기 등을 가지고 10월

대규모 행사이다. 최신 제품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공조 업

14일부터 3일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공조 전시회 ‘2014

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고효율•친환경

칠벤타(CHILLVENTA)쇼’에 참가했다. 칠벤타(CHILLVENTA)는

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AHR 엑스포와 중국의 제냉전, 한국 국제냉난방공조전

시장 공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난방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HYDRO
KIT’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 이는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시스템 보일러로 에어컨 냉
방 시 발생하는 열을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활용해 일반 보일러 대비 77% 에너지 절감 효
과가 있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52% 낮아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용량대를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 가정용 고효율 히트 펌프 난방제품 ‘THERMA V’
를 비롯해 레드닷과 iF디자인 등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가정용 룸 에어컨
‘ARTCOOL STYLIST’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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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공조

전시 박람회 가이드

1

월

26일 - 28일
2015 AHR EXPO
미국 냉동 공조 산업전
www.ahrexpo.com/

28일 - 30일
주목할만한 전시

2015 한국 국제 냉난방 공조전
03.10 - 03.13
한국 국제 냉난방 공조전은 미국 AHR EXPO,
중국의 제냉전, 독일의 칠벤타와 함께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4대 냉난방 공조 전문
전시회이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경 지구 환경과
스마트 에너지 박람회
www.low-cf.jp/eng

19일 - 22일
아랍에미리트 미래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WFES 2015)
www.worldfutureenergy
summit.com

2

4

월

월

5

6

월

월

10일 - 13일

1일 - 3일

10일 - 12일

슬로바키아 냉난방 공조 및
위생기기 박람회
www.aquatherm-nitra.com

제 12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www.energyexpo.co.kr
11일 - 13일

INTERSOLAR 뮌헨 태양열
에너지 박람회
www.intersolar.de

17일 - 20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수처리 위생 및 냉난방 설비전
http://aquatherm-novosibirsk.ru/

24일 - 27일
마드리드 냉난방 전시회
www.ifema.es/
climatizacion_06/

3일 - 6일
모스크바 냉난방 공조 박람회
(CLIMATE WORLD2015)
www.climatexpo.ru

10일 - 13일
한국 국제 냉난방 공조전
HARFKO2015
www.harfko.com

10일 - 14일

8일 - 10일
상해 냉난방 및
냉동공조 박람회
www.cr-expo.com

사우디 국제 에어컨 전시회
www.saudi-energy.com

12일 - 15일

9일 - 12일

우크라이나 국제 냉난방,
위생, 환경 기술전
http://aquatherm-expo.com/kyiv

2015 경향하우징페어(광주)
www.khfair.com/Gwangju

13일 - 15일

26일 - 28일

ISH 프랑크프르트 냉난방전
ISH Global
http://ish.messefrankfurt.com

북경 국제 냉난방 및
공조 박람회 ISH CHINA 2015
http://ishc-cihe.
hk.messefrankfurt.com

아크릭스 인디아
www.acrex.in

12일 - 15일

18일 - 21일

2015 부산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 BHI2015
http://livingexpo.co.kr

요르단 암만 제12회
국제 기계, 전기 박람회
www.jordan-fairs.com

가장 부합하는 행사로 향후 냉난방 공조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 향상 제품 및 친환

2월 26일 - 3월 2일

경 제품 등 녹색성장을 위한 첨단기술을 한자

2015 경향하우징페어
(KINTEX)
www.khfair.com

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3

월

27일 - 29일
인도네시아 냉동 공조,
수처리 박람회
www.indowater.com
국내전시
해외전시

* 전시 일정 및 정보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VAC_40

HVAC_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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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찾기로
등록하여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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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