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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연구소
오세기 상무

LG전자는 끊임없는 연구로
에너지 절감 솔루션 개발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전세계적으로 커져 왔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경제성과 효용성 문
제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 또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탄소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
고자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더 많은 배출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판매해 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제 기업의 에너지 절감은 단순한 사회적 의무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LG전자 역시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설계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
지 절감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사 사업장에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기반의 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운전 효율을 극대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습니다. 특
히 최근에는 프랑스 글로벌 대기업인 브위그(Bouygue)의 본사 빌딩 리모델링 현장에 변유량 제
어 VRF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건물 가치의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까지 개선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MULTI V SUPER IV와 터보, 흡수식 냉동기 등의 고효율 제품
으로 주거시설뿐 아니라 상업용과 산업용 시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
현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친
환경과 고효율이라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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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트렌드,
친환경과 IoT
공조산업에도 첨단기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Mini VRF 시스템과 스마트 빌딩의 폭발적 성장!
세계 공조시장, 차세대 에너지 절감기술에 주목하다

USA•

11.9%
2015년~2019년 글로벌 스마트 빌딩 시장
11.9%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

스마트
빌딩 성장

SPAI

• MEXICO

• BRAZIL
HVAC_04

IN•

인버터 에어컨
성장세

31%
전세계 에어컨 시장에
인버터 에어컨 보급률 31% 확보

• EUROPE

79%

55%
CHINA

Mini VRF
2014년 중국 VRF시장의 55% 차지

선진국 HCFC 냉매
2030년까지 기준량의 79% 감축

mini VRF
시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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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Internet of Things)가 뜬다

세계 에어컨 업계는 에너지 효율에 집중

지금 전세계의 에어컨 업계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전기 부족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에어컨 업계에서도 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에어컨 업체들은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인버터 기술

스마트 에어컨을 개발하고 앞다투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이제

은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북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에어컨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

아시아의 일반적인 기후 조건 하에서 에어컨은 상당수 대부분이

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송수신된 에어컨 운전 데이터는 클라우드

부분 부하로 가동되기 때문에 인버터 제어를 사용하여 부하에 따

에 저장되게 되는데, 축적된 빅데이터(Big data)는 사용자의 에어

라 냉난방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컨 사용 패턴을 담고 있어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 앞으로 클라우

유럽과 호주 그리고 일본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정해 에

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이 더

어컨의 전기소비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특히 일본은 동남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아 국가에 에너지 절약 규정을 전파하고 독려하기 위해 각국 정
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Top Runner 프로

세계적인 Mini VRF 성장 추세

그램과 유사한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소개했고 이로 인해 세

최근 중국시장에서는 다양한 실내기들과 한 개의 작은 실외기를

계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진 중국에서 인버터 에어컨 수요가

연결할 수 있는 Mini VRF 시스템이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4년 중국 인버터 에어컨 보급률은 57%,

현재 그 인기는 미국, 호주, 심지어 인도 시장에까지 전파되고 있

세계 인버터 에어컨 보급률은 31%를 기록하였다.

으며, 이런 세계적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ini
VRF는 주거시설부터 소형 사무시설, 상가시설, 중소형 상업시설
까지 광범위한 건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실외기가 상대적
으로 작고, 천장 매립형 타입 실내기까지 연결이 가능하게 되면
서, 실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급아파트나 콘도 등에서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와 건설
업체가 손잡고 설계단계에서부터 Mini VRF를 포함시키는 주거시
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RAC를 대체할 Mini VRF시스템의 수요는
앞으로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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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 차세대 냉매 도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국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제
조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RAC와 소형 PAC의 차
세대 냉매로 R32를 선택하였고, 자국 일본 시장에 R32 에어컨 판
매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유럽, 호주, 인도 그리고 동남아 시장
에 이르는 해외 시장에도 R32 에어컨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반
면, 일본 업체와 달리 중국 선두 에어컨 제조업체들은 자국 내에
R290 RAC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향후 냉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빌딩의 성장
글로벌 스마트 빌딩 시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11.9%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할 전망이
다. 도시화의 증가는 물 부족, 전력 부족, 오염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빌딩 통합 관리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 빌딩이란 건물의
HVAC, 조명, 전력 시스템의 자동화와 자동 화재 감지 장치, 보안
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과 사무 능률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무 자동화를 홈 네트워크로 통합한 고기능 첨단 건물을 일컫는
다. 특히, 스마트 빌딩의 HVAC 시스템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
용을 감시하고 제어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 빌딩 시장은 친환경, 그린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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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ISSUE in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하였다. 2012년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에게 감축 목표를 주고 기업 내부에서
만 감축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 방식인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끼리 온실가
스 배출 권한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비용 효과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 기반의 간접 규제 방식이다. 이제 ‘온실가스=돈’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불
필요하던 탄소 비용 지출이 기업 간 새로운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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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와 기업의 대응 과제
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기존 환경 관련 규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온실가스에 대해 경제성이 뚜렷한 감축 기술이 없고 경영 전반의 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은 온실가스라는 새로운 척도로 모든 성과를 계량
화하고, 현재의 배출량뿐 아니라 과거 실적과 미래 예측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제3자 검증과 모니터링 등 새로운 업무가 필요하
다. 나아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보다 유·무상 할당, 배출권 거래와
같은 재무적인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필
요로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단위 사업장 내 직접 감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
게 되는 목표관리제와는 달리 배출권 거래제는 감축량에 대한 이월 및 매매, 사
업장 외부 저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환경 관련 규제 대응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이러한 재무적 영향은 공장 증설, 해외 이전, 제
품 포트폴리오 변화 등 기업 전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국내 기업 간 경
쟁뿐 아니라 해외 경쟁력으로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①에너지 효율 개선, ②연료 전환 및 폐열 회수, ③신재생 에너지 확대, ④
CCS(carbon capture & storage)및 CO2 자원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 업체가 2012년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연료 전환 및 폐열 회수(12%), 신재생 에너지 확대(3%) 등이 도입되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공정 설비 효율 개선 전략을 선택하는 한편, 철강·석유 화학 업종
등 화석 연료 다소비 업종에서는 연료 전환 및 폐열 회수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 내 조명 시스템, 공조 설비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15%)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1)

최광림 (KAIST 석사, 건국대 공학박사)
경력 (현)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선임연구위원
(현)환경경제학회이사
(현)한국전과정학회 이사
(전)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표1. 국내 관리 업체의 2012년도 감축 목표 이행 전략(배출량 상위 50대 기업 기준)
에너지
구분
효율 개선
			
도입 건수
		

971
(63%)

연료 전환
및 폐열 회수

신재생
에너지 확대

184
(12%)

40
(3%)

건물‧조명‧공조
233
(15%)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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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기구, NGO 등
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도상국 진출 및 지원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
아래 표2는 실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

타났다.

는 EU 내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제 대응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온

배출권 거래제 대응 전략

실가스 목표 수립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자사 현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목적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다. 기업들도 자사에

황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감축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분석하고 확보해야

템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

한다. 사업장 내부에서 감축 이행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을 확보했다면 배출권 시

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개

장 가격, 외부 상쇄 사업 비용 등과의 비교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손쉽게 마련할 수

선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1차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에서 다양한 감축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

저감 활동으로 자사의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고

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장 내 감축 활동이다. 점차 강화되는 온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한

실가스 배출 규제에 불확실성이 높은 외부 옵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

편 2차적으로 외부 감축 사업 추진에 대한 검

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사업장 내 감축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토가 이루어졌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CDM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영 환경 변화로 인식해야 하며, 기업 경

나 IT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

영에 온실가스 관리를 적극 포함시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출권 거

한다. 자사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

래제 대응 활동을 자사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온실가스 감축 옵션

활용하고자 탄소 정보 및 보고서를 공개하거

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검토, 자사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포트폴리오를 작성

나, 환경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등 이해관계

하여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전

표2. 해외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대응 사례
기업

1단계
목표 수립 및 기반 구축
Sustainability Board/Office 발족 운영

Siemens

지속 가능 경영 책임자 임명
환경기술안정정보시스템(SESIS 구축)

DHL
(Deutsche post)

2단계
1차 저감 활동
환경 포트폴리오를 통해
저감 목표와 활동 점검

Gogreen program/steering committee 구축

내부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 경영 책임자 임명

화석 연료를 대체할 대안 물류 운행

환경기술안정정보시스템(SESIS) 구축

수단 pilot project 진행 중

3단계
2차 저감 활동

EU-ETS 참여

Philips, 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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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포트폴리오 공개

탄소 정보 및 보고서공개

CDM 사업 진행 중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통합기업 탄소 발자국 보고서 발표

Climate protection Officer, 내부보고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R&D 투자 확대

EU-ETS 참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R&D 네트워크 조직

CDM/JI 개발

Climate program 운영

Climate Check (생산 공장 에너지

EU-ETS 참여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공개

BaySIS(Central monitoring system for

배출 점검 시스템)

CDM/JI 사업 타당성

탄소 정보 공개

Scope 1,2) 구축

Eco commercial Building program

검토 및 진출 계획

자발적 저감 목표 수립

Bayer

탄소 정보 및 보고서 공개

EU-ETS 참여 준비 중

Sustainability Councill

BASF

4단계
외부 활동

Sustainability Board 운영

제품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 과정

EcoVision Reporting system

온실가스 감축 (Eco vision program)

(온실가스 배출관리)

생산 시설 내 재생 에너지 사용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지원
탄소 정보 및 보고서 공개

EU-ETS 참여

지속 가능성 홈페이지 운영
기후 변화 대응 국제회의 및
NGO와의 파트너십 운영

략은 무엇일까? 바로 ‘에너지 절약’이다. 다른
감축 수단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생산 비용 절

위해 기술메이커, 연구소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파악된 감축

감 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을 토대로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설비별 배출량을 세분화하

우선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여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한 한계 비용 분석을 토대로 기술사업별 감축 잠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사의

재량을 파악하여 자사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에

그림1. 에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템 모델

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방침 수립

대표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템 모델
은 그림1과 같다. 우선 에너지 소비 방침을 정
하고 기초 현황 분석을 거쳐 가장 주요한 배
출원을 확인한 후, 개선을 위한 목표를 수립

에너지 소비 기획
4.경영검토
실행 및 운영

및 실행한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측정 분석을

1.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통해 운영 관리하여 내부 심사와 경영자 심사

점검

를 거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2.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내부심사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템 도입 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인
증 위주의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리 책임자는 실질적

그림2. 감축 잠재량 평가 모델
감축기술 선정

감축기술조사

1차 분류

타당성 평가

2차 분류

우선순위 마련

최종 선정

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사적 계획을 수립하
고, 조직의 부문별로 에너지/온실가스 담당자
를 지정, 에너지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

감축잠재량 평가

공정별/설비별
배출량 분석
감축잠재량
평가방법 선정

하여 경영진과 조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별/사업별
감축잠재량 평가

시나리오 분석

한계비용 분석

에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면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축 기술 선
정, 감축 잠재량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

2015년은 2020년 이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우

다. 자사의 상황에 맞는 감축 기술을 선정하

리나라도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

기 위해서는 감축 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가

목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행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감축 기술 조사를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은 85.4%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위해서는 조직 내부뿐 아니라 조직 외부와 감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상당

축 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

히 어려운 일이기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에

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

너지/온실가스 경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원별 감축 옵션
및 감축 비용 조사와 감축 잠재량 파악, 한계 감축 비용 도출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자사의 감축 기술을 등

과정을 통해 사업장 내 감축 이행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과 배출권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록하여 DB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감축 옵션을 검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자사의 강점을 살려 기후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우선순위를 세우기

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발판 마련에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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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 ocus

복합 사무시설 리모델링 현장을 가다

다양한 사용 패턴을 고려한
층별 조닝(zoning)
공조 설계로 대형 빌딩의
가치를 높이다
1980~1990년대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대형 빌딩 건설도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 이들 건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최근에는 건물 내
전기설비, 공조설비의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들 대
형 빌딩은 사무용도뿐만 아니라 상가, 식당, 집회시설 등이 혼재된 복합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중앙 공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각 시설의 개별적 냉난방 특성을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경우 개별적인 전기료를 부과하기 어렵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A사 복합사무시설에 적용된 층별 조닝 설계 적용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
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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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복합사무시설 개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사 복합사무시설은 지하 4층, 지상 22층, 총면적 2만 3,786㎡
(7,208평)의 대규모 건물이다. 그중 여섯 개 층은 A사에서 사용하고, 그 밖의 층은 뷔
페, 웨딩홀, 카드사, 통신사, 건설 회사 등 다양한 입주사에 임대하고 있다. 이 건물의
냉난방 방식은 흡수식 냉온수기와 팬코일 유닛을 이용한 중앙냉난방
방식이었다.

기존

고층부
예식장,
뷔페
(주말 및
한시적 운영)

중앙냉난방
흡수식 냉온수기,
팬코일유닛

중층부
전산실,
VIP,
다수의 재실 외

개별냉난방
입주사 개별 에어컨

기존 냉난방 시스템 분석

저층부

A사 복합사무시설은 사용패턴에 따라 층별로 크게 저층부, 중층부,

임원실,
사무실,
입주사 외

고층부의 3개 존(Zone)으로 나눌 수 있다.
저층부 본사 임원실과 사무실, 입주사 사무실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사무

실 존이다. 창가 측 팬코일 유닛만으로 실내 냉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에 외주부로 냉난방
이 편중되는 반면 다른 구역에서는 냉난방 사각 지역이 발생했다.
중층부 전산실, 기지국, 다수 입주사 사무실이 혼재하고 있다. 입주사별로 개별 에어컨
이 설치되어 일괄적인 냉난방 전력 사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산실은 24시
간 냉방이 가동되므로 사무실과 시스템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고층부 고층부의 뷔페레스토랑과 예식장은 주로 주말 및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실과 냉난방 시스템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식사 및 예식 참석으로
많은 고객이 머물러 재실밀도가 높기 때문에 빠른 냉난방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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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조닝(zoning) 설계로 최적의 냉난방 환경 제공

옥상

저층부 천장형 실내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냉난방 편중, 사각
지역을 개선했다. 실내기의 배치는 각 입주사 사무실 환경에
따라 이뤄져 있으며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고층부

개선 후

예식장,
뷔페
(주말 및
한시적 운영)

개별 냉난방시스템
각 실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실내기 설치로 냉난방 환경 Upgrade

중대형 인버터
빠른 냉난방과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Up

중층부
전산실,
VIP,
다수의 재실 외

전력분배기
입주사별 전력 분배로
냉난방 전기요금 분배 용이

중층부 하절기에는 시스템에어컨으로 사무실과 전산실의 냉

저층부
임원실,
사무실,
입주사 외

방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전산실의 경우 별도로 기
존 에어컨을 활용하여 냉방을 하고 사무실은 시스템에어컨으
로 난방하기로 했다. 따라서 입주사의 기존 에어컨도 그대로
통합 제어 및 사용이 가능해 제품 교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
다. 또한, 통합 제어 + 전력분배기 활용으로 입주사별 전력 분
배가 가능해져 전기요금 분배 문제까지 해결하였다.
고층부 사무실과 별도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
대형 인버터 에어컨을 적용해 빠른 냉난방이 가능해 졌으며 재
실자의 밀도에 따라 냉난방 강도를 조절하기 용이해 졌다.
옥상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기존 냉각탑 자리에 집단 설치
하기로 했으며,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실외기 배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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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등급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 시
냉난방 운전요금 연간 20% 절감 예상!

전력 분배 표시기
LG전자의 전력 분배 표시기를 적용하여 각 실
별 전기요금 부과가 용이해졌다. 전력 분배 표
시기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운전데이터를 취합
하여 각 실내기의 전력사용량을 출력해 주는
장치이다. 이 때 전력사용량은 전체 실내기와
실외기 전력사용량을 합한 후 각 실내기의 운
전모드와 운전조건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된다.
출력 결과는 전력 분배 표시기의 LCD패널이나

LG전자는 현재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건물의 가치
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비를 선정했다. 냉난방 운전요금은 기존 장비의 전년
도 가스, 전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부하를 예측하여 산정하였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냉난방용(흡수식)과 급탕(보일러)용으로 연간 7만 8,132㎥의 가스와 263만
8,437kWh의 전기를 사용했지만, 앞으로 LG전자 1등급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
할 경우 연간 20%(3,100만원)의 냉난방 운전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LG전자는
A사 복합 사무시설 공조설계를 통해 EHP, AHU, 중앙제어를 아우르는 토탈 솔
루션 provider로서 고객 만족을 실현했다.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력 분배 표시기

전원모듈

CFD 시뮬레이션 검토
실외기는 설치환경에 의해 제품 신뢰성이 크게 영
향을 받는다. 좁은 공간에 실외기가 집단 설치되는
경우 뜨거운 토출 기류 재유입으로 인하여 제품 온
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제품 성능 저

최적의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 만족 추구

하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전 사

LG전자는 고객의 편의성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냉

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류 토
출이 원활하고 온도가 한계치에 이르지 않는 실외
기 위치와 배치를 잡게 된다.

난방 솔루션 발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A사 복합사무시설
공조 설계는 그 노력의 산물 중 하나이다. 층별 조닝 설계로 개개의 부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재적소에 실내기를 설치함으로써 고
객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통합제어와 전력 표시
분배기 활용으로 개별 전기요금 부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빌딩

실외기 열교환기 온도 분포

토출 기류 분포

냉난방 설계가 적용될 경우, A사 복합사무시설은 기존 대비 연간 20%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LG의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제품을 활용한 층별 조닝 설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능
하였을 것이다.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 AHU, 칠러, 중앙제어까지 각 분
야의 전문가들이 고객에 최적의 환경을 제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
어 앞으로 종합공조 솔루션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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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으로
각광받는 GHP,
냉난방 운영비도 절감”

2011년 전력대란 이후 최근 몇 년간 전력 관련 정
책이 피크전력관리 정책 기조에서 수요관리 정책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부는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건축물 냉방수요 중 60% 이상을 심야전
력,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
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기준 면적을 줄였으며(총면
적 3,000㎡ → 1,000㎡), 2014년 6월부터는 신축,
증축뿐만 아니라 부분 교체의 경우로도 그 기준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보급 확산을 위
한 보조금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 냉방방식인 GHP의 경우 설치된 용량에 따라
RT당 24만원 이상의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
으며, 고효율 제품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GHP는 비록 초기투자비는 높지만
소비전력이 작고, 운영비용이 저렴하여 다수의 공
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상업
시설, 종교시설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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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GHP 적용
계약 전력감소로 운영비 절감 효과 상승
GHP는 소비 전력이 EHP에 비해 최대 1/10로 낮기 때문에 계약전력은 물론 기본 요
금까지 낮추어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전기/가스 비율에 따른 연간 운영비
를 비교해보면 계약전력이 113kW인 EHP와 비교하였을 때, 연간 운영비는 최대 39%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GHP를 적용할 경우 소비전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연간 운영
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18%

21.4
연간
운영비

down

39%
down

17.5

13.1
시스템
구성비율

EHP
GHP

계약전력

100%
0%
113kw

50%
50%
62kw

0%
100%
10kw

<그림1> EHP/GHP 비율에 따른 연간 운영비 비교
유형 : 냉난방 사무실(주5일), 설계 용량 : 120HP
제품 : 실외기 30HPx4대, 실내기 5HPx24대
전기 : 일반용(갑), 고압(A)
도시가스 : 서울, 냉난방용(15년 5월)
※ 상기 운영비 산출은 정격 효율과 기본 부하율을 고려하였으며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음.

HVAC_17

공공시설 GHP 적용

사용요금(가스)
사용요금(전기)
기본요금(전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 발생
(4/5/10/11월 기본요금 합은 연간운영비의 17%)

단위: (천원)
가스 기본요금
Zero로 연간운영비 절감
2,500

GHP는 가스 기본요금이 없으므로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 연간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
2,000

이와 달리 EHP는 냉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간절기(4/5/10/11월)에도
연간 사용하지
운영비의 17%에
내야 한다.
전기를
않아도해당하는
기본요금전기
발생기본요금을 사용요금(가스)

사용요금(전기)
기본요금(전기)
사용요금(가스)
사용요금(전기)
기본요금(전기)

(4/5/10/11월 기본요금 합은 연간운영비의 17%)

1,500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 발생

단위: (천원)
1,000
2,500
단위: (천원)
500
2,000
2,500

(4/5/10/11월 기본요금 합은 연간운영비의 17%)

1,500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0
1,500
500
1,000

사용요금(가스)
사용요금(전기)
기본요금(전기)
11월
12월

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이 없음
500
단위: (천원)
2,500

1월
1월

<그림2>
2,00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HP 시스템 연간 운영비
사용요금(가스)
사용요금(전기)
기본요금(전기)
사용요금(가스)
사용요금(전기)
기본요금(전기)

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이 없음

1,500

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이 없음

1,000
단위: (천원)

2,500
단위: (천원)500
2,000
2,500
1월

1,500
2,00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0
1,500
500
1,000
500

1월

2월

3월

4월

<그림3> GHP 시스템 연간 운영비
1월

2월

3월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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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운영비도 감소
2015년 5월 한국가스공사는 냉난방공조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해 3번째로 평균 10% 추가 인하하였다. 특히 하절기 요금은 14
년 대비 35%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그로 인하여 연간 가스사용 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30% 절감되었다. 연간운영비 절감을
통해 정부의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도 만족시킴으로써 공공기관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 지속 인하 추세
(단위: 원/kWh)
90
80

동절기

7%

70
60

하절기

50

(단위: 원/kWh)
40
90
(단위: 원/kWh)30
80
90
20
70
80
60
70
50
6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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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9%

18%
도시가스 지속 인하 추세

21

% 추세
도시가스 지속 인하

동절기

7%
18%
%
7
14년 1월 발표
15년 1월 발표
15년 3월
발표
18%대비)
하절기
% 요금 변화 (2014년
<그림4> 최근 국내 도시가스
9
하절기
21%
9%
21%
동절기

20
30
20

30%

25%
35%

25%
25%
35%
35%

15년 5월 발표

30%
30%
<그림5> 연간 가스 사용비
14년 1월

15년 3월

14년 1월 발표

15년 1월 발표

15년 3월 발표

15년 5월 발표

14년 1월

15년 3월

14년 1월 발표

15년 1월 발표

15년 3월 발표

15년 5월 발표

14년 1월

15년 3월

배실

종교시설 GHP 적용
종교시설 최적의 공조 시스템은 GHP
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이 없고 사용하는 가스량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므로 건물 유형 특성상 공조설비의 운전시간과 평균 부하율이 낮은 건
물에 적용하면 운영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하 패턴에 가장 부합한 건물로는 종교시설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의
냉난방 설비도 최대 부하를 고려하여 장비용량을 선정하고 공조시스템을 설계한다. 종교시설의 특성상 공조 영역에 따른 장비 용량, 가동 시간,
요일에 따른 사용 여부 등 다양한 패턴 <그림6>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최대부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실제 냉난방 시스템의 월간 평균 사용 부하
율은 평균적으로 약 20% 이하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인 사무시설과 종교시설의 냉난방 부하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7>과 같으며, 종교시설의 부하
율은 사무시설의 약 3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비율

월 운전시간 % (실제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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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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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목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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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간 기준 : 420시간/월, (30일/월, 14시간/일)

회의실
사무실
방송실

소예배실

10%
1월

<그림6> 종교시설의 공조 영역별 사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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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사무시설과 종교시설의 냉난방 부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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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P 운영비는 부하율, 정격 소비전력 적용한 이론
검토 결과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

<그림8> 00교회 GHP 실제 사용 요금 비교

<그림9> 00교회 연간 예상 운영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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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 a s e

LG전자 청주사업장

데이터 분석기반 제어 시스템과
에너지 최적화
대대적인 시설 교체 없이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냉동기 운전 대수를 줄이고도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에너지 최적화는 물론 에너지 절감 솔루션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전체 시스템 흐름을 파악해야 근본적인 원인 발견 가능해
에너지 최적화에 대한 고민은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숙제일 것이다. 공정도 개선해보고, 재료비 원가 절감도 하고, 설비도
바꿔 보면서 에너지 소비 비용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최초 설계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동안 변수가 늘어나면서 절감은 커녕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개별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은 한계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적 시스템 구조를
파악한다면 개별 시스템을 개선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기반 제어는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시간에 따른 운전 데이터를 저장, 출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분석, 진단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Logg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가
실제값(실효값)에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 기반 제어를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의 실증모델로서 LG전자 청주사업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통해 에너지 최적화 과정과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 및 해결안 도출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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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업장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LG전자 청주사업장은 프리즘, SRS(배터리 분리막)를 주로 생산하여
공조설비로는 냉수 및 온수를 생산하기 위한 터보 냉동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의
특수한 조건의 온/습도를 맞추기 위한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다. 청주사업장은 냉동기와 공조기의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감으로 에너지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업장 위치
건물 개요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971번길(1987년 준공)
총 연면적 : 51,471㎡
건물동 : 생산동, 사무동, UT센터
주요 생산 제품 : LCD소재, SRS, 터치&모듈,
Solar Paste 등

공조 설비

냉동기 : 터보 냉동기 9대 (300RT ~ 580RT)
보일러 : 노통 연관 2대, 관류 4대
Air Compressor : 500HP (100HP × 5)
공조기 : 25대

데이터
분석 기반 제어
적용 과정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적용 과정은 아래와 같다. 사전에 현장 운영 이슈를 진단하고 운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DDC와 관제 S/W를 설치하였다. 그 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을 구성하였다. 솔루션을 구성할 때 냉동기와 공조기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최적 제어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운전데이터 분석 / 절감 방안 제안

에너지
진단
사전 UT설비 운영 이슈 진단

에너지
데이터 수집

분석/솔루션 구성

DDC + 관제 S/W 설치
운전 데이터 수집
▶냉동기
▶공조기
▶냉수 header
▶공급 전력

냉동기 최적 제어

성과검증
대수 제어
유량 제어
T.A.B
제습 제어

공조기 최적 제어

절감 효과 분석

분석 / 솔루션
구성

냉동기, 공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최적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주사업장의
기존 공조 시스템의 에너지 관련 이슈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냉동기

공조기

저부하 운전

Low △T Syndrome

제습기 고온 폐열

수동 예비 운전으로
냉동기 저부하 운전 발생
(평균 부하율 60% 이하)

Low △T = 2.5℃
(△T = 급수/환수 온도차)

재생기 가동으로 고온 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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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최적화 운전데이터 분석
냉동기 저부하
운전

기존 설비는 냉수 시스템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에너지 수요량 및 에너지 공급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냉동기 운전 데이터의 Logging과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제품 품질 Risk를 대비해 냉수의 안전 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냉동기 1대가
가동되고 있었다. 냉동기 운전 방식은 부하 측 조건(실내 온도, 습도) 및 냉수 공급 온도에 따른 수동 대수
제어 운전이었다. 이렇게 항상 3대가 운전할 때, 각 장비의 평균 부하율은 60% 미만이었다. 이는 냉동기가
cop가 낮은 운전점에서 가동되는 저효율 현상을 초래했다.

냉동기

냉동기

냉동기

냉동기

냉동기

냉동기

UT 계통
예비 냉동기
(백업용)
냉동기

냉동기
SRS 계통

Low △T
Syndrome

3대 가동 (평균 부하율 60%)

부하측

기존 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급수/환수 온도차가 2.5℃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장과
같은 넓은 부지의 경우, 중앙 UT에서 냉수 사용처에 따라 거리와 부하가 달라 이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았다. 분석 결과 수요측 필요 부하와 공급측 부하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수요처(공조실)의 압력 및 유량 밸런스가 맞지 않아 냉수가 by-pass되고 있었으며 정유량 제어되는
공조기가 있었다. 낮은 급수/환수 온도차는 냉동기 저부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요처(공조실)의 에너지 흐름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3대 가동 = 799RT
부하측

냉수 Pond
냉동기1 (300RT)

Tr 1

냉동기2 (530RT)

유량 = 867㎥/h
6~8℃

냉동기3 (580RT)
Ts 1
냉동기4 (320RT)

HVAC_22

Tr 2

Ts 2

▵T2 = 2.5℃

냉동기 최적화 에너지 절감 솔루션
대수 제어

유량 가변 제어에 앞서 가동 냉동기를 수요측(공조기) 부하에 따라 대수 제어 하였다. 기존에는
냉동기1~냉동기3까지 3대를 동시 가동하여 평균 부하율이 낮았지만 부하를 고려하여 냉동기3,
냉동기4 2대 만을 가동하여 평균 부하율을 80%까지 상승시켰다. 고부하 운전으로 냉동기는 높은
COP로 운전하게 되었다.

유량 가변 제어

기존 저부하 운전되었던 냉동기를 부하율을 높여 운전하고 냉수공급 펌프, 냉각수 펌프에 인버터를
적용하였다. 소요되는 냉방부하 실시간 모니터링, 연산(Pond, Header 2차측 냉수 공급, 환수 온도
센싱)이 가능하고, 냉수 환수측 온도에 따라 대수를 선택해서 생산열량 부하에 대응되는 냉수유량을
EMS에서 연산하여 냉수 유량을 가변 제어할 수 있다.

EMS

개선 후 2대 가동 = 799RT
평균 부하율 80%

DDC

냉동기1 (300RT)
냉수 Pond

냉동기2 (530RT)

tr 2

tr 1

부하측

냉동기3 (580RT)
유량 = 483㎥/h
ts1

냉동기4 (320RT)

6~10℃

인버터펌프

ts 2

인버터펌프

▵T2 = 4~5℃

인버터
✽생산열량(Q1) = 유량 X 비열 X (환수측온도(Tr1) - 공급측온도(Ts1)) = 799RT

유량 밸런싱

각 수요처 공급/환수압력 불균일 현상을 계통별 유량 Balancing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요처 냉방부하에 맞는 유량을 공급할 수 있었고, 과한 냉수 공급으로 인한 By-pass를 줄여
저온도차 증상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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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 최적화 운전데이터 분석
25% 저습도 조건을 맞추기 위해 청주 사업장 공조 시스템은 냉방 제습, 화학 제습 과정을 통해 외기를

제습기
고온 폐열

가공하였다. 화학 제습기의 특성상 충분한 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365일 스팀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었다. 제습/재생 과정에서의 공기 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온습도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회수 가능한 충분한 열이 연중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조기 최적화 에너지 절감 솔루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 덕트를 제습기와 OA 입구 측에 연결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을

제습기
폐열 회수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스팀 코일 이전의 재생기 OA 입구 온도가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스팀 코일에서
필요한 열량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스팀 코일 열량의 감소로 연간 5,000 만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 150 일 운전기준, 안전율 20% 적용 시 스팀 절감량 환산액)

추가 덕트 설치
OA

재생 후 배기

Fan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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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후 배기

Fan

Fan

1차 냉수
코일(2단)

OA

스팀코일

Fan

OAC

재생측 OA

제습기

2차 냉수
코일

AHU

스팀코일

댐퍼

Fan

Fan

OAC

재생측 OA

1차 냉수
코일(2단)

제습기

폐열 회수 덕트 적용

2차 냉수
코일

댐퍼

AHU

데이터 분석기반 에너지 절감 솔루션
냉동기 최적화로 냉동기 급수/환수 온도차를 4~5℃로 제어할 수 있었고, 냉방부하에 따른 최소 대수 선택으로 각 냉동기는 고부하(평균
80% 이상) 운전이 가능해졌다. 불필요하게 by-pass되는 냉수량을 줄였으며 높은 COP 가동이 가능해져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공조기 최적화 방안으로 제습기 폐열 회수를 적용하였으며 연간 5,000만 원 상당의 스팀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에너지 절감 실적
(MWh)
4,000

Baseline
실적

3,000

1)

전력량

1) 생산 원단위 x 생산 실적('14)

2,000

Baseline 대비 1,917MWh 절감
(공장솔루션 749MWh절감, 전력 7.5% 절감, 352톤)

1,000

공장 솔루션
적용 결과
6월 이후
절감량

0
1월

2월

3월

4월

5월

냉동기조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대수운전
유량 balancing

12월

7.5Down
%
전체 전력

변유량 제어 / 제습 제어

Baseline 대비
5.4% 외기 효과
16.9% 공장 솔루션

7.5% 공장 솔루션
%
19.2
Down

%
22.3
Down

16.9%
냉동기

Down

Baseline
전력 사용량 비교

사용량

Baseline

사용량

냉동기 에너지(공장 솔루션)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기존 시설 교체 없이 효과적으로 제어
이번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사례는 대대적인 시설 교체 없이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냉동기 운전
대수를 줄이고도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사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설계 변경안을 통해 낭비의 요인을 정확히 찾아냈다는 점에 있다. LG전자는 앞으로
청주사업장 사례를 에너지 절감의 reference site로 구축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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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 o l ut i o n

글로벌로 인정받은 LG 에너지 솔루션

MULTI V Water heat recovery

변유량 제어 기술로 에너지 절감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다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테크놀
로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기업에서는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
한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한 글로벌 건설사인 Bouygue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근로 환경 개선
을 목표로 본사 빌딩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Bouygue는 자신들의 친환경 건설 기술을 집약한 이 건물을 그린 빌딩
솔루션 레퍼런스로 활용하고자 LED 조명, 태양광 패널, 건물 이중벽 단열 기술1)과 지열원 공조 기술 등 다양한 친환
경 기술들을 적용하였다. 이 중 지열원 공조 시스템에 LG전자의 MULTI V 시스템에어컨이 도입되었다. VRF(Variable
refrigerant flow) 시스템과 변유량 제어 기술을 활용한 MULTI V Water heat recovery는 기존 정유량 방식에 비해 펌
프 동력 소비를 줄이고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Bouygue 본사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적용된 MULTI
V Water heat recovery 시스템 설치 사례를 통해 대형 건물 에너지 관리 기술의 힌트를 찾아본다.

1) 이중벽 단열기술 : 계절별 환기 조절로 외피부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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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V Water 시스템 계통도
지열 시스템 열원 측은 <그림1>과 같이 지중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 광발전 패널과
냉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①의 개방형 지중 열교환기에서는 14℃의 냉수를 지중 135m
깊이에서 취출하여 ④의 판형 열교환기로 보낸다. 열교환기를 통과한 냉수는 ②의 지
중 열교환기로 들어간다. 또한 ③의 밀폐형 지중 열교환기는 지중 100m 깊이에서 12℃
의 냉수를 얻는다. ⑤와 ⑥은 광발전을 위한 설비로 ⑥의 광전지 패널은 전기 생산을
하고 ⑤의 냉동기는 패널의 열을 식혀 주기 위한 냉각수를 공급한다. ⑤로 향하는 냉수
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물 내 실외기로 연결된다.

⑤ 냉동기

⑥

정수빗물

광전지 패널
③

판형 열교환기
본관

④

밀폐형 지중 열교환기
②

판형 열교환기

별관

①

개방형 지중 열교환기
<그림1> 지열 시스템 열원 측 계통도

물－공기 방식의 MULTI V Water heat recovery는 총 53개
실외기가 1,200HP 규모로 설치되었다. 실외기의 냉매 배관
은 각 실내의 실내기로 이어져 냉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그림1>의 판형 열교환기로부터 보내진 냉수는 MULTI V
변유량 밸브 (Belimo사)

Water 실외기의 열교환기를 거쳐 환수관을 통해 다시 판
형 열교환기로 돌아가게 된다. 각 실외기의 환수관 측에는
변유량 밸브, 급수관 측에 인버터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유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2> MULTI V Water 실외기실과 변유량 밸브

HVAC_27

변유량 제어로 송수량을 유연하게
기존의 유량 제어 시스템은 <그림3>과 같이 정유량 밸브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일부 실내기의 가동 정
지로 필요한 냉각량이 줄더라도 기존에 정해진 유량으로 냉각수가 순환하기 때문에 낭비 전력이 발생한다. 또한 실외기
냉각에 사용되고 남은 나머지 냉각수까지 낭비가 되는 것이다. 실제 건물 사용 패턴을 파악한 결과, 전체 100% 부하를 사용
하는 경우보다 부분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LG는 부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유량 조절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유량 밸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변유량 제어 키트를 적용하였
다. <그림4>를 보면 기존 밸브는 변유량 밸브로 교체하였고, 펌프는 주파수 조절로 유량이 제어되는 인버터 펌프를 설
치하였다. 실외기 내에 설치된 변유량 제어 키트가 실내 부하에 따라 변유량 밸브에 0~10V의 신호를 주어 밸브의 개
도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실내 부하가 50%로 감소하였을 때, 변유량 제어 키트는 5 V 의 신호를 밸브로 보내어 개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인버터 펌프에서는 자동으로 회전수를 조절해 유량 밸런스를 맞춘다.

냉각탑

실내기

밸브 100% Operation

냉각탑

변유량 밸브 0~10V Signal

인버터 펌프

정속 펌프

변유량 제어키트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그림3> 기존 정유량 시스템

실내기

<그림4> 세계 최초 변유량 제어 시스템

실제 실내부하를 고려한 변유량 제어
기존 변유량 방식은 BMS (Building Management System : 빌딩 관리 시스템)의 DDC (Direct Digital Control : 접점 방식 제
어)를 활용해 밸브 개도를 조절한다. 이는 실내기 운전율과는 관계없이 실외기 On/Off만을 고려해 밸브 개도를 제어하는 것
이다. 반면, LG전자의 변유량 제어는 실내기 운전율과 실외기 인버터 압축기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변유량 밸브를 제어한
다. BMS DDC 변유량 제어 방식과 비교하여 보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제어 가변 폭이 넓어져 유량 제어가 유연해진다.

BMS 시스템

스위칭허브

BMS 시스템

스위칭허브

DDC

Gateway

PCB

밸브컨트롤러

Gateway

실제 운전상태 정보
실외기
On/Off

실외기
컨트롤밸브

<그림5> 기존 변유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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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실내기 운전률
사이클 상태
(고압, 저압)

<그림6> LG 변유량 시스템

실외기
컨트롤밸브

펌프

변유량 제어의 에너지 절감 효과
보다 정확한 설치를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14일간 냉난방 정격 능력 및 부분 부하 시 유량
감소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7>에서와 같이 전압 신호별 순환수량은 3~5V에서 전체 순환수량의 89%가 사용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격 운전 대비 부분 부하 운전율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변유량 제어
를 적용하였을 때 정유량 제어 대비 총 물 사용량은 74%가 감소하였고, 펌프 동력 또한 66%가 절감되었다. (그림8, 9)
펌프의 전압이 낮아질수록 소비동력이 감소하는데 3~5V 운전이 전체 순환수량의 89%를 차지하므로 전체 소비동력
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테스트 결과 변유량 제어의 에너지 절감 능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순환수량(㎥)

600

524.68

전체 89% 차지

500

300

%
66
Down

%
74
Down

400

224.5

200

116.66

100

22.32 21.46 7.74 8.82

50.6

0
0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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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전압(V)

<그림7> 전압신호별 순환수량

정유량 제어

LG 변유량 제어

<그림8> 총 물 사용량

정유량 제어 LG 변유량 제어

<그림9> 총 펌프 소비동력

연간 에너지 사용량 감소
Bouygue사에서 자체 분석한 연간 HVAC 에너지 사용량
예상 결과, 리모델링 전 에너지 사용량이 212kWhEP/

단위 : kWhEP/㎡-yr (kWh Energy Primary/㎡-yr)
전기1kWh = 2.58kWhEP

㎡-yr였던 것에 비해 이중벽 단열, 지열 활용, 변유
량 제어, MULTI V Water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이
59kWhEP/㎡-yr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조 리모
델링을 통해서만 70%가 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게

212

%
72
Down

되었다.

59
리모델링 전

MULTI V Water설치 후

<그림10> 연간 예상 HVAC 에너지 사용량

세계가 주목하는 LG의 변유량 제어 지열 히트펌프
LG전자는 이번 Bouygue의 리모델링을 통해 HVAC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LG전자만의 차
별화된 기술인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 MULTI V Water는 기존에 비해 유량, 펌프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고객인 Bouygue사의 친환경 레퍼런스 사이트 구축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를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HVAC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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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데이터센터 공조기술의 미래

LG전자 HVAC 기술과
IT기술이 융합된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를
주목하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공조 시스템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
록 무생물이지만, 각종 전산 장비들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갖춰져야 오랜 수명
을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이 거대해질수록 전산실 공조 환경의 중
요성은 더욱 크다. 오는 8월에 출범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인 ‘LG유플러스 평
촌메가센터’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지 면적 1만 7,282㎡에 지하 3층 지상 7층, 완공
시 총 면적 8만 5,547㎡로 축구장 12개 규모이며 서버가 자리하는 순수 공간인 전
산 상면 면적은 2만 7,768㎡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티어3 인증 전산 시스
템과 PUE 1.4의 CRAC 공조시스템을 적용하여 한 층에 900랙에 이르는 대규모 전
산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냉방 에너지 소비는 크게 절감하였다. 이러한 높은
설비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바탕으로 아시아 IT의 중추 역할을 할 프리미엄 데이
터센터로서 앞으로의 ‘평촌메가센터’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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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DC 시장 규모

1조 9,622억 원

IT산업의 성장에 따른 IDC 시장 규모 확대

1조 9,046억 원

IDC(인터넷 데이터센터)란 전산 설비와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서버
등 장비를 전용 건물에 유치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IDC 공조의 핵심은 효과적인 인터넷 사업에 최적화된 서
9,828억 원

버 관리 및 전산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산 파이크 리서치(Pike Research)
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린 데이터센터 시장은 2012년 171억 달러에서 연평
균 28% 성장해 2016년에 4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 한국IT서비스

2010

2014

2015

산업협회와 2015 가트너의 데이터센터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은 2010년 9,828억 원 규모에서 연 4.5% 성장해 지난해에는 1조 9,046억 원, 2015
년에는 1조 9,622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랙 당 전력 제공

데이터량 증가와 IDC 고밀도화
모바일 서비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방대
한 데이터를 한정된 자원과 공간에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흐
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퀴닉스(Equinix) 등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미 랙당 10㎾의 전력을 제공하
는 고밀도 데이터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데이터

2~3kW
기존

10kW

이상

평촌메가센터

센터는 랙당 2~3㎾의 전력만을 제공하는 탓에, 냉방 설비나 전력 절감 설비가 제
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명 ‘저밀도 데이터센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저
밀도 데이터센터는 설비 확장이 어렵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글로벌 기준과도 거
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165㎿ 전력수전을 통해 랙당 평균 10㎾ 이상 제공이 가
능한 고밀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였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고밀도 시대가 열

국내외 IDC 업체의 평균 전력 사용 비율

린 것이다. 8월 완공 예정인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전산실
조명

(8,400평), 세계 최대 수준의 전력 수전 용량(165㎿)을 자랑한다.

3%

전력시스템

11%

IT장비/서버

48%

공조시스템
전력사용량 비율

참고문헌
1)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 KCS.KO - 09.0065,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2012.09.
2)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데이터 센터 현황조사, 2012
3) 국내 IT 시장 규모 추이, 가트너,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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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IDC 공조의 중요성
IDC의 고밀도화 설비로 인해 늘어난 발열을 처리하기 위한 공조설비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전산 기계실 내의 전산 장비는 실내 공기가 일정한 온도와 습도일 때
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산 기계실의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전산 장비의 성능은 물론 수명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만약 서
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서버에 열손상이 생기고 지속될
경우 고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데이터서버 마비로 인한 손실, 서버 임대 기업에 손
해를 끼치는 등 IDC를 운영하는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공조시스템
서버실 공조조건
		

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38%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온도조건

습도조건

에, 과도한 냉방은 엄청난 투자비와 에너지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조업계

추천기준

20~25℃

40~55℃

와 학계 여러 곳에서 열은 충분히 제거하면서 에너지 사용량까지 줄일 수 있는 방

허용기준

15~32℃

20~80℃

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IDC 공조의 유형
IDC의 공조 설비는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

공랭식 (항온항습실내기 + CDU)

여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 가용도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용량과

CDU
(공랭식
응축기)

적합한 방식의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의 데이터센터용 항온 항습기 유형은 크
게 공랭식, 수랭식, 냉수식으로 분류된다. 공랭식은 대기 중의 공기를 이용하여 냉매
를 응축하는 방식이다. 응축기는 실외에 설치되어 외기와 열 교환을 하며, 공기의 순

냉매배관

환 방식에 따라 자연 대류식과 강제 대류식을 겸하도록 설치된다. 항온 항습기의 냉

실내기

동 사이클과 실외기가 1대1로 설치되며 개별 운전 및 운용이 가능하다. 초기 투자비
가 가장 낮고 추가 증설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운영비용이 크고 실내기와 실

수랭식 (항온항습실내기 + 냉각탑)

외기의 거리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랭식은 물을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방식으로 항온 항습기 내부의 냉동 사이

냉각탑

클에 냉각수를 공급해 냉매를 응축한다. 냉각수의 매체(물 또는 부동액)에 따라 공
급되는 유량에 차이가 있으나 방식은 동일하다. 냉각탑의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하

수배관

며, 냉각수 순환 펌프 및 냉각탑의 백업 설비가 필요하다.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는

실내기

공랭식과 냉수식의 중간 수준이다. 냉수식은 항온 항습기 내부에서 냉동 사이클 없
이 지역 냉수 공급 또는 중앙 공급식 냉동기에 의한 냉수(5℃ 또는 7℃)를 공급받아

냉수식 (항온항습실내기 + 냉동기 + 냉각탑)
※평촌메가센터에 적용

실내 공기와 열 교환기를 거쳐 냉방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가 가장 크고 설치면
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냉수 공급이 안정적이며 유지 관리가 편리한

냉각탑

장점이 있다.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는 전산실 면적이 총 2.8만m2 로 규모가 큰 대형 현장이기

수배관
실내기

냉동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높고 설치면적이 크지만 냉동기를 통해 안정적인 냉수 공급과
중앙에서 유지보수와 제어 및 모니터링이 용이한 냉수식 공조시스템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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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메가센터 공조 설계 특징

시스템 계통

외기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
LG 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는 에너지 절감 방안
으로 외기 도입 방식의 공조 시스템을 적용하였
다. 서버를 냉각하는 CRAC(Computer Room Air
Conditioning)는 외기를 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냉방가동 모드 (여름)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패키지 타입이 아닌 건축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현장 맞춤형 Built-up 타
입이다. 여름철 외기온도가 높을 경우는 전산실
내 공기를 회수하여 냉각하는 기존 방식을 사용
한다. 반면, 봄/가을/겨울철에는 일부외기를 도
입하고, 일부는 전산실에서 회수된 공기를 혼합

외기냉방 모드 (봄/가을/겨울)

하여 적절한 온습도의 공기를 전산실로 다시 공
급하게 된다.

PUE

이로써 냉방에 소모되는 전략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IT설비 대비 냉방 전력량의 효율성
을 나타내는 전력 효율 지수(PUE, Power Usage

1.8

1.6

1.4

냉방전력

냉방전력

1.2
서버전력

Effectiveness)는 약 1.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6월

연간 PUE 예상 추이 (24℃ 운영 기준)

3D 모델링 및 CFD 시뮬레이션 분석
Built-up 형태의 CRAC는 현장 조건에 맞게 설

PUE

1.4

연평균 PUE 1.4

9월

12월

서버전력

기존 데이터센터 평촌메가센터

PUE 지수 비교

CRAC 구조 3D 모델링

계 및 장비 제작이 중요하다.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 시 주요 핵심 부품들의 효과적인 배치, 조
립 방안 및 현장 설치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CRAC
및 서버실 내부의 온도, 기류 분포에 대해 사전
에 예측을 할 수 있어 CRAC, 서버 및 Access
Floor 등 배치를 최적화 할 수 있다.
Full 3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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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구조

CFD 시뮬레이션 분석
속도, m/s

온도 ℃

속도, m/s

10

50

10

09

47

09

08

44

08

07

41

07

38

06

05

35

05

04

32

06

CRAC 단면 속도 분포

04

서버 주위 온도 분포

03

03

29

02

26

02

01

23

01

20

00

00

속도 벡터 확대

단면 속도 분포

목업(mock-up) 테스트
목업테스트는 실제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구현하여 테스트하는 것이다.
본 현장의 경우 1 Module (4Units) 사이즈의 테스트 룸과 환경을 구축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uilt-up CRAC
제어 적합성 검토

Built-up 과
전산실 서버랙의
운영 방안 수립

서버 부분
발열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Ceiling

최적 제어

Return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사전 검증

정전 및 고장 등
예상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운영안 도출

목업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적의 운전 및 제어방안을 중앙제어(LG BECON manager)로 직접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 에너
지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데이터센터 공조 시장 진출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 칠러 등과 같은 열원장비뿐만 아니라 공조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HVAC 제품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 왔다.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는 LG전자 HVAC 기술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하나의 실증사례로서 가치가 높다.
외기도입 CRAC를 적용하여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지수인 PUE를 업계 평균 수준인 1.8에서 1.4로 크게 낮추어 에너지 절감
을 실현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안전/성능 테스트와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가 아시아 최대 IT, 클라우드 서비스 기지일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솔루션을 가진 데이터센터로서
글로벌 IT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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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HARFKO)

LG전자, 종합 공조 풀라인업으로
차별성 부각!
국내 최대, 유일의 냉난방공조 전문
전시회인 이번 HARFKO 전시에서는
국내외 최신 냉난방 공조기술동향이
총망라되었다. 한국, 미국, 중국, 일
본, 이탈리아 등 총 21개국 250개 업
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 행사
로 기록되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
한 이번 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KINTEX
에서 진행되었으며 ‘HVACR 산업
기술, 냉난방공조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제품,

하게 종합공조서비스를 자체기술로 제공함은 물론, 고효율, 친환경 제

친환경제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

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LG전자는 다양한 환경에 맞는 최적의 종

한 냉난방공조 관련 첨단기술 및 적

합공조 솔루션 및 통합에너지 제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LG전자의

용제품이 대거 소개되었다. 국내 기

이러한 노력은 폭넓은 제품라인업으로 나타나 스마트기능 및 에너지

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캐리어,

저감기술이 집약된 VRF시스템으로 사용자는 물론 설치편의성을 고려

센추리 등 내로라하는 공조전문 업

한 고효율 공조업계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LG전자

체들이 참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LG

의 독보적 기술력으로 2015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에서는

전자는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기능

Multi V Super, GHP Super 시리즈를 포함한 상업용 시스템에어

을 탑재한 시스템에어컨 등 독자개

컨과 고효율의 터보, 스크류, 흡수식 냉동기 등 다양한 대형공조시스템

발한 종합공조 풀라인업으로 차별성

관련기술을 선보여 친환경과 고효율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공략에

을 부각시켰다. 국내업체로는 유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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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다 1등급 라인업
MULTI V SUPER IV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달성

2013년 ‘에너지 위너상’ 최고

2013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상 수상의 쾌거를 올린 시스

1등급 기준이 3.5에서 5.0으로 강화

템 에어컨 Multi V Super Ⅳ

되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

에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

는 통합냉방효율과 난방효율을 부

능을 탑재한 시스템 에어컨인

분 부하별로 고려한 제도로서 기준

2015년형 Multi V SUPER IV

값 변경은 제품의 효율 및 실제 전

를 전시했다. 2015년형 Multi

기요금 절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V Super Ⅳ는 최대 80마력까

MULTI V SUPER IV 특별 기획 모델

지 조합이 가능하며 총 36개 모

은 우수한 인버터 기술로서 까다로

델의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운 1등급 기준까지 만족시킨 고효율,

달성함으로써 LG전자는 업계 최다 1등급 라인업을 확보했다. 난방 성

친환경 제품이다.

능을 극대화한 한랭지형 제품과 호텔, 병원 등 냉난방이 동시에 요구

39%

되는 공간을 위한 열회수 기술이 적용된 냉난방 동시형 제품 등 다양
한 파생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도 더욱
강화되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이 제품
을 작동시킬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내·외 온
도에 맞춰 냉매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절전 운전까지 가능하다. 혁

EERa(R)

6.95

신과 기술의 집약체인 Multi V Super Ⅳ는 세계적인 특허기술과 4
세대 인버터 압축기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성능은 최고

1등급 기준

5.0

로 끌어올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냉난방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MULTI V SUPER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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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효율,
최대 용량 가스 히트펌프
GHP SUPER II
이번 전시에서는 Multi V SUPER IV와 함께 고효율 가스
히트펌프인 GHP Super Ⅱ도 전시되었다. LG전자의 GHP
Super II는 국산 디젤엔진을 기반으로 GHP 전용 가스엔진으
로 최적화 개발을 이뤘다. 고효율 열교환기, 고효율 팬 모터
및 저압 바이패스 방식을 적용하고, LG전자 EHP인 멀티V의
최적 냉매 회로기술을 접목함으로써 25마력 기준 세계 최고수
준의 냉·난방 COP 1.32/1.66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제품 내
구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판형 및 배기가스 열교환기 최적화
설계를 통해 극한랭지 조건에서까지 운전이 가능해 고객에게
안정된 난방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동종업계 최대 효율로서
외산업체 제품대비 최대 13% 효율(냉난방 평균)이 우수해 운
영비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다. GHP의 심장부인 엔진
의 경우 현대자동차 엔진의 소음 및 진동 저감기술이 적용돼
25마력 모델 기준으로 엔진 소음을 업계 최저 수준인 60데시
벨로 낮췄다. LG전자는 2013년 GHP Super 모델 출시 후 에
너지 위너 녹색기기 부분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
로부터 국산 신제품에 부여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확보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GHP Super
Ⅱ를 출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4개사밖에 없는 GHP 업계에
서 유일한 국산 GHP 제조 업체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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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냉동기 제품과
최신 제어 기술 선보여
LG전자는 독자 개발한 가스 베어링이 탑

2015 HVAC 기술 세미나
개별 공조에서 중앙 공조까지
최적의 HVAC Solution을 제시하다

재된 ‘무급유 인버터 터보칠러’를 국내 업

LG전자는 2015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기간동안 2015 HVAC

계 최초로 적용해 선보였다. 이 제품의 냉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HVAC 기술 세미나에서는 국내

방 효율(COP 6.4)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 냉난방공조분야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세계 제

가스 베어링은 윤활유 없이도 냉매 가스

일 제품(에어컨) 생산 1위 업체(LG전자) 보유국답게 미국, 중국,

만으로 컴프레서 내부의 모터 회전축을 지

일본에 이은 세계 4대 냉난방공조관련 전문 강의로 명성을 높

탱해준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인버터 펌프

였다. 약 250여 명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직렬 연결 방식으로 부분부하 성능

종합 공조를 주제로 냉난방 업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이 뛰어나며 COP 1.39의 고효율을 자랑한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개별 공조에서부터 중앙 공조에 이르

다. 스크류 지열 히트펌프는 150RT의 대

기까지 다양한 최적 HVAC Solution 소개를 비롯하여, 빌딩 제

용량으로 보조열원 없이 60℃의 고온 출

어와 종합 공조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가 가능한 제품이다. 시스템에어컨과 칠
러를 제어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BECON(
Building Energy Control)’은 건물 전체의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공간마다 적
절한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고
효율 1000RT 터보 냉동기’, ‘인버터 스크
롤칠러’ 등 다양한 칠러 제품도 선보였다.

주제

종합 공조

일시

2015년 3월 11일 14:00~15:30

인원

250명(건설사 120명, 설비 설계 30명, 지열 업체 40명, 발주처 60명)

주요 내용

Total HVAC Solution 소개

중앙공조

터보, 무급유 인버터 터보, 흡수식, 지열히트펌프

개별공조

EHP, GHP, IoT(사물인터넷)

빌딩제어

BECON 빌딩 솔루션, BECON HVAC솔루션

특이사항

에너지 정책 변화 설명 (GHP 지원금, EPI, 효율등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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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공조

전시 박람회 가이드

7

월

8

월

13일 - 16일
Bangkok RHVAC
태국 방콕

16일 - 22일
IIR' ICR 2015
일본 요코하마

22일 - 24일
제 19회 에너지위너상
시상식 및 수상품 전시회
www.consumerskorea.org

28일 - 31일
재생 에너지 2015
일본 도쿄

HVAC_40

26일 - 29일
2015 서울국제건축박람회
www.homdex.com

9

월

10

11

월

월

12

월

11/30-12/2일
MCE Saudi
사우디아라비아 Riyadh

2일 - 4일

2일 - 6일

MCE Asia 2015
싱가폴

interclima+elec
프랑스 파리

10일 - 12일
Eco-products 2015
일본 도쿄

13일 - 15일
Sifa Cold Chain
프랑스 파리

17일 - 20일
2015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www.k-eco.or.kr

20일 - 22일
22일 - 25일
Febrava 2015
브라질 상파울로

AHR Expo-Mexico
멕시코 Guadalajara

25일 - 27일
HVACR Indonesia 20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7일 - 30일
2015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www.k-eco.or.kr

국내전시
해외전시

* 전시 일정 및 정보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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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geaircon.com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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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