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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은 최 부하가 발생하는 시기에 부하를 감하기

하여 비교 렴한 심야 력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지를 미리 생산하고

장하는 용도로 용되어왔다.하지만 심야 기간 에 상당한 양의 에 지를

생산하고 장해야 하므로,히트펌 와 축열조의 용량이 비교 크게 요구되

어 기투자비가 높은 한계가 있었다.만약 주간에 냉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야간 계없이 히트펌 를 작동하는 것이 심야 력

만을 이용하는 것 보다 유리할 수 있다.하지만 심야에만 축열하는 운 에 비

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가 복잡하게 나타나므

로,해당 시스템으로 얼마만큼의 부하를 제거할 수 있을지 단하기가 어렵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 계없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운

하는 경우에 부하의 발생양상 시스템 규모에 따라 제거되는 부하에 한

규칙을 분석하고,이를 활용하여 부하제거량을 간략하게 도출하는 방안을 제

안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먼 1)연구의 상이 되는 축열식 동

시냉난방 시스템의 세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2)시스템의 실제 부하제거 양

상을 악하기 한 부하제거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다음으로 3)제안된 메

커니즘으로 부하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시스템이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양

상을 분석하여 이를 규칙화하 다.마지막으로 4)도출된 정성 인 부하제거

규칙을 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개략값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안을 실제 부하제거 메커니즘과 비교하여 검증하고 시스템 계획단

계에서 활용하는 시를 드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i -

1)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은 기본 으로 히트펌 와 축열조로 구성된다.

여기에 복사냉난방을 용하면 류냉난방에 비해 온의 난방수와 고온

의 냉방수로도 냉난방이 가능하므로 열량 손실,히트펌 효율에서의 이

설치된 히트펌 만으로 지열과 폐수열을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부하제거 메커니즘은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모델에 의한 상세 시뮬

이션과 에 지의 이동만을 고려한 개략 메커니즘으로도 구 할 수 있

다.제안된 개략 메커니즘은 상세 시뮬 이션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떨

어지나 부하를 제거하는 양상은 같으며 더 간략하고 직 이다.

3)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은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의 실시간 밸런싱과 비동시부하 간 밸런싱으로 구분할 수 있다.부하제

거 규칙으로는 첫 번째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히트펌 를 작동할 수 있

다면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 만큼은 제거 가능하다는 것과 두 번

째로 해당 작동기간 내,해당/이 작동기간 사이 해당/다음 작동기간의

비동시부하간 밸런싱으로 동시부하보다 더 많은 부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4)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기본 으로 동시부하가 일어날 때 히트펌 용량

이하의 부하량 만큼을 시스템으로 제거 가능하다.추가 으로는 먼 발생

하는 비동시부하 에서 히트펌 용량 이하 량과 반 편 부하의 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 제거 가능하다.이를 활용하여 도출한 부하제거

량의 개략값은 부하발생 양상이 다양할수록 오차가 다.단,특정 부하발

생 양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시뮬

이션에 의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요어 :동시냉난방 시스템,축열식 히트펌 ,동시냉난방부하,부하제거

학 번 :2010-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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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의 배경 목

1.2연구의 범 방법

1.1연구의 배경 목

최근 건물외피의 단열성능 상승,사무자동화 기기의 보 증가에 따라 겨울

철에도 난방 외에 냉방이 요구되는 건물이 증가하고 있다1). 한 창면 이 큰

면이 있는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겨울철에도 일사에 의한 냉방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호텔, 형 복합용도 건물 등과 같이 다양한 목 을

가진 실이 존재하고 각 존의 재실인원의 요구에 따라 냉방,난방, 탕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건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2)이다.이러한 건물에서의 에

지 감을 하여 냉방 난방( 탕,제습 등의 열을 이용하는 과정을 포함)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동시냉난방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

된다.

1)강훈 외,동시냉난방 열펌 시스템의 운 모드별 성능특성에 한 실험 연구,

2007,설비공학논문집,19(10),pp.679-686

2)Byrne,P.etal.,2009,Designandsimulationofaheatpumpforsimultaneous

heatingandcoolingusingHFCorCO2asaworkingfluid,InternationalJournal

ofrefrigeration,32,pp.17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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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냉난방 시스템은 냉방부하 체와 난방부하 체를 제거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냉방에 지를 생산하는 과정과 난방에 지를 생산하는 과정

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동시냉난방 시스템은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를 제거하

는데 목 이 있으므로,냉방부하와 난방부하를 제거하기 해 에 지를 생산

하는 과정이 통합되어 있다.이를 ASHRAE3)에서는 냉방이 필요한 공간의 열

(주로 internalheat)을 제거하여 냉방을 수행하면서,제거한 열을 회수하여 난

방이 필요한 공간에 공 하여 난방을 수행하는 개념인 Balanced heat

recovery(BHR)로 정의 하고 있다.

BHR개념에 따라 동시냉난방 시스템에 기 되는 본래의 부하제거 양상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양 만큼을 제거하

는 것이다.그러므로 동시냉난방 시스템에는 기본 으로 난방에 지와 냉방에

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히트펌 를 열원기기로 용해야 하며,히트펌

는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에 지를 생산하고 이용하기

해 연속 으로 제어되어야 한다.이를 실 하기 해서는 부하를 실시간으

로 계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히트펌 의 용량을 연속 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부하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기 한 기기와 용량의 연속제어가

가능한 히트펌 가 필요한데,이 기기를 구매하거나 운 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히트펌 와 부하가 발생하는 존 사이에 축열조를 용하면 축열조 내의 냉

난방수 온도만을 참조하는 간단한 운 방안을 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축열조에 한 기투자비가 추가되기는 하지만,정속 히트펌 를 이용할 수

있고 부하의 실시간 계측을 한 기기를 축열조 내의 온도 계측 기기로 체

할 수 있으므로 기기의 구매 운 비용을 감할 수 있다.

3)ASHRAE,2012,Chap.9AppliedHeatPumpandHeatRecoverySystems,2012

ASHRAEHandbook-HVACsystemsand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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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의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경우,축열조는 일반 냉난방 시스

템과 마찬가지로 열원기기의 최 부하 경감4), 는 발생하는 냉난방 부하

체를 제거5)하기 해 설치하고,히트펌 는 심야시간 동안의 부하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 설치된 축열조를 심야 시간동안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즉,주간에는 축열조의 에 지를 사용하여 존의

부하를 제거하고,야간에는 히트펌 로 에 지를 생산하여 축열조에 장하는

형태로 용되고 있었다.이 경우에는 히트펌 에 의한 에 지 생산시간과 존

에서의 부하 제거 시간이 분리되어 있으므로,어느 정도의 부하를 제거할지

(ex.주간부하의 40% 등)를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목표한 만큼

의 부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주간과 심야에 계없이 시스템이 작

동하는데 유리한 경우에 극 으로 운 한다면,더 많은 부하를 동시냉난방

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활용에 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단,심

야 축열식 시스템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히트펌 에 의한 에 지 생산시간과

존에서의 부하 제거 시간이 통합되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시스템

에 의해 제거되는 부하의 양은 축열조 용량,히트펌 용량 등의 시스템 구성

요소의 규모에 의해 복잡하게 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건물에 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단하기 해서는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해당 시스템으로 제거하기 한

생애 비용이 일반 인 냉난방 시스템에 비해 은지를 단해야 한다. 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용하는지가 한지는 의사결정자의 비용

4)한국 력공사 기술연구원,1992,폐수열을 이용한 복합건물에서의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 개발

5)Ghoubali,R,.etal.,2014,Simulation study ofaheatpumpforsimultaneous

heatingandcooingcoupledtobuildings.EnergyandBuildings,72,pp.141-149



- 4 -

허용범 에 따라 결정되며,일반 으로 생애 비용이 최 가 되는 규모까지

용할 것으로 단된다.

총 비용을 구성하는 기투자비,운 비,유지보수비 에서 운 비는 체

부하 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가 많을수록

약할 수 있다.그러므로 동시냉난방 시스템은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동시에

많이 발생할수록 그 용성이 높다고 단된다. 한 축열식 시스템의 경우에

는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 이외에도 축열조가 추후의 동시냉난방을 해 에

지를 소진한 냉난방수를 장할 수 있으므로,개념 으로는 동시발생부하 주

변의 부하를 추가 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리되는 부하는 시스템의 규모,즉,축열조와 히트펌 의 용

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즉,시스템의 규모와 동시부하 비동시부하 에

서 처리되는 부하의 계를 알 수 있어야 한다.단순히 부하제거량이 어느 정

도가 될지를 측하는 것은 시스템의 수학 모델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의해서 가능하다.하지만 타당성 단 단계에서 매번 복잡한 시뮬 이션을 수

행해야 하는 것은 비용 시간의 소모가 크다.

만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는 부하의 양상이 실제 부하

제거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규칙화 된다면,각 이스마다 시뮬 이션을 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는 낮겠지만 비용과 시간의 소모를 약하면서도 합리 으

로 부하제거 양상을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

하발생 양상에 따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되는 부하의 계를

실제 부하제거 메커니즘으로 도출하여 이를 규칙화하고자 한다. 한 도출된

부하제거 규칙을 용하여 시스템 규모에 따라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

하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고 합리 으로 제안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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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임의의 건물에 용할 냉난방 시스템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축열

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타당하다면 얼마만큼의 규

모의 시스템을 용하는 것이 한지에 한 단을 한 경제성 평가의 일

부분으로 수행된다.즉,본 연구의 결과가 용될 수 있는 단계는 시스템을 설

계하거나 운 하는 단계가 아닌 시스템을 계획하는 단계이다.본 연구를 구성

하는 각 부분에서의 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기존연구 고찰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개념을 기존의 표 는 규격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악하고,해당 개념을 실 하기 한 시스템 요소는 어떤 것들

이 있는지를 악하 다. 한 시스템의 계통 설계,운 에 한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 과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다.

(2)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 구성 부하제거 메커니즘 도출

이 부분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구성하고,부하 발생양상과 시

스템 규모가 주어질 때 시스템이 실제로 부하를 제거하는 과정에 한 메커니

즘을 도출하 다.먼 시스템 구성요소 각각의 물리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시스템 체의 거동을 악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에 해 분석하 다.이를

해 동 시뮬 이션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본 시스템과 련된 요소들의

물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본 연구에서 필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 단하 다.다음으로 히트펌 의 에 지 생산,축열조의 에 지

장,존에서의 에 지 사용에 따른 에 지 이동만을 고려하여 각 시간에서의

부하제거량을 간략하게 단하는 개략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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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규칙 도출

이 부분에서는 부하의 발생양상에 따라 시스템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를 규

칙화하 다.이를 해 먼 부하의 발생양상을 구분하고,부하 제거양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하 발생양상을 선정하 다.다음으로 시스템의 규모,

즉,히트펌 와 축열조의 용량을 동시냉난방부하 만큼은 제거할 수 있도록 설

정하 다.선정된 부하 발생양상과 설정된 시스템 규모를 앞서 도출된 시스템

의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입하여 실제로 나타나는 부하제거 양상을 도출하

고 유형화 하 다. 한 해당 작동기간 내에 시스템이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양상에 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고,이 향요소를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부하제거 양상을 분석하여 규칙화 하 다.

(4)부하제거 규칙에 따른 부하제거량 도출

이 부분에서는 앞서 도출된 부하제거 규칙을 용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했을 때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

는 부하의 최소량과 최 량의 범 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그리고 상

기 도출된 부하제거 규칙에 시스템의 규모,즉,용량을 용하여 시스템이 기

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과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에 해 개

략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이 때,정확한 부하제거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 인 가정을 통해 그 양을 유추하 다.

(5)부하제거 규칙에 따른 부하제거량 검증 활용

이 부분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부하제거량의 범 부하제거량의 개략값

을 실제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따라 도출한 부하제거량과 비교하여 타당성과

한계 을 분석하 다.검증은 부하 발생양상의 조합에 따른 임의의 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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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냉난방이 발생하는 건물을 모사한 이스에 해 수행하 다. 한 건물

의 냉난방 시스템을 리트로핏 할 때,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용할 수

있는지에 해 단하는데 본 방법을 활용한 를 기술하 다.

이상의 연구 범 방법에 따른 연구 진행을 연구 흐름도로 나타내면

Fig.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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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earch process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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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에 한

비 고찰

2.1시스템 개요

2.2기존 문헌 고찰

2.3연구 방향 수립

2.4소결

본 장에서는 동시냉난방의 개념 본 개념을 용한 시스템 계통,용량설

계,운 방안의 기존 문헌을 고찰하여 재의 련분야 연구 상황을 검토하고

자 한다.아울러 검토한 연구 상황을 토 로 동시냉난방 분야에서의 연구방향

을 수립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개념이 기존의 문헌

체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악해 보았다.그리고 동시냉난방 시

스템으로 냉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 해당부하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해 단해 보고,동시냉난방 개념을 실화하기 해 필요한 구성요소에 해

고찰하 다.다음으로 시스템 계통을 비축열식 계통과 축열식 계통으로 구분

하여 재까지 연구된 기존 문헌들을 조사하 다. 한 각 계통을 실제로

용할 때의 비축열식 계통에서는 열원기기,축열식 계통에서는 열원기기와 축

열조에 한 용량설계 방법에 해 고찰하 으며,각 계통을 운 하는 방법에

해서도 고찰하 다.마지막으로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 비해 동시냉난방 시

스템을 더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안을 실 시

키기 해 필요한 연구를 도출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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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스템 개요

2.1.1시스템 개념

동시냉난방은 냉매를 이용하는 열원기기의 응축기 측 방열과 증발기 측 흡

열을 모두 이용하여 냉난방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으로서,응축기 측의 열을

회수하는 동작에 의해 구 된다.그러므로 동시냉난방은 엄 하게는 열회수

(HeatRecovery)에 포함되는 개념이다.HeatRecovery는 은 에 지 비용으

로 체 에 지소비를 감소시키면서도 합한 IndoorAirQuality(IAQ)를 유

지할 수 있는 요한 과정6)이며,ASHRAE에서는 HeatRecovery와 련된

내용으로서 Air-to-AirEnergyRecovery7)와 AppliedHeatRecovery8)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시냉난방이 ASHRAE의 분류 내에서 어떠한

개념에 해당하는지 단해 보기 해 각 열회수 개념에 하여 분석하 다.

(1)Air-to-AirEnergyRecovery

Air-to-AirEnergyRecovery는 두 공기흐름(airstreams)간의 온도 습

도 차이에서 열이나 수분,즉, 열이나 잠열이 회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온

도나 습도가 비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나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이용한다.열만을 회수하는 기기는 sensibleheatexchangedevices 는 heat

recoveryventilators(HRVs),열과 수분을 모두 회수하는 것을 energy 는

enthalpydevices, 는 energyrecoveryventilators(ERVs)로 칭한다.

6)ASHRAE,2012,Chap.26Air-to-AirEnergyRecoveryEquipment,2012ASHRAE

Handbook-HVACsystemsandequipment.p.26.1

7)Ibid.pp.26.1-28

8)ASHRAE,2012,op.cit.,Chap.9AppliedHeatPumpandHeatRecovery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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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losed vapor compression cycle

(2)AppliedHeatRecovery

AppliedHeatRecovery는 히트펌 를 이용하여 낮은 온도 에 있는 열

을 높은 로 보냄으로써,낮은 온도의 열매체의 온도를 더 낮추면서 높은

온도의 열매체를 더 높게 하는 시스템이다.히트펌 는 Fig.2.1과 같은 냉매

사이클(ClosedVaporCompressionCycle)을 이용하여 비교 온도가 낮은 열

원에서 온도가 높은 열싱크로 열을 이동시켜 수 있다.

냉매사이클은 난방, 환기, 공기조화(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HVAC)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 인 타입이다9).

냉매는 증발기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여 온 압의 가스로

되고(증발),압축기에서 압축되어 고온고압의 가스가 된 후(압축),가지고 있

는 열을 응축기에서 외부로 방열하고 고온고압의 액체가 되고(응축),팽창밸

로 감압되어 온 압의 액체가 되어(팽창)다시 증발기로 유입됨을 반복하

9)Ibid.,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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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Heat recovery heat pump

Fig. 2.3 Heat recovery chiller with 

storage tank

며 사이클이 구성된다.즉, 온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에 열을 방출할 수 있

다.본 연구에서의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은 Closedvaporcompression

cycle을 활용한 히트펌 의 증발기(Evaporator) 측을 냉방에, 응축기

(Condenser)측을 난방 탕에 이용한다.

ASHRAE에서는 AppliedHeatRecovery를 WasteHeatRecovery,Water

LoopHeatPumpSystems,BalancedHeatRecoverySystems로 구분하고 있

다.WasteHeatRecovery는 냉동기의 응축기 측 열을 Coolingtower로 버리

기 에 회수하여 난방,재열, 탕에 사용하는 것이다.즉,냉방을 한 후에 냉

방수가 얻은 열은 냉각탑 등으로 버려지지만,이 열을 오히려 열이 필요한 곳

에 사용하기 해 회수하는 개념이다.가장 기본 인 형태인 HeatRecovery

HeatPump(Fig.2.2),응축기 두 를 병렬 연결하여 한 는 냉각탑으로,재

실시간에 발생하는 열을 장했다가 비재실시간에 건물을 난방 할 때 활용하

는 HeatRecoveryChillerwithStorageTank(Fig.2.3),나머지 한 는 온수

를 생산하는 HeatRecoveryChillerwithDouble-BundleCondenser(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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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Heat recovery chiller with 

double-bundle condenser

Fig. 2.5 Multistage(Cascade) heat 

transfer system

2.4),냉방을 수행하는 NO.1HP의 응축수를 난방을 수행하는 NO.2HP의 증

발기로 투입하여 NO.2HP의 출수 온도를 만족시키는 Multistage(Cascade)

HeatTransferSystem(Fig.2.5)가 있다.

WaterLoopHeatPump(WLHP)System(Fig.2.6)은 부하 달 특성(load

transfer characteristics)을 멀티 수-공기 히트펌 유니트(multiple

water-to-airheatpumpunits)에 결합한다.다시 말하면,건물 코어(building

core)와 외주부(perimeterareas)각 실에 수-공기 히트펌 유니트를 설치하

고,건물을 순환하는 two-pipeloop에 연결하여 순환수에 열을 버리거나 순환

수로부터 열을 공 받는 시스템이다.각 실에 있는 유니트들은 개별 으로 난

방이나 냉방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투자비가 비교 높고 순환수 이 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의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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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Heat recovery system using water-to-air

heat pumps in a closed loop

BalancedHeatRecovery(이하 BHR)는 건물 내부의 냉방부하를 제거한 열

을 최 한 회수하여 건물 내의 열이 필요한 난방 등에 이용하는 개념으로,회

수한 열이 부족할 때 이 에 열이 많을 때의 열을 장해 둔 축열조나 외부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 받고,다시 내부부하가 충분하면 축열조나 외부 열원

으로부터의 공 량을 인다.냉난방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따로 처리를 하

는 일반 인 시스템(Fig.2.7)과 달리 비록 열만 회수할 수 있지만,한 번의

냉동기기 작동으로 냉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Fig.2.8),내

부존에서 많은 양의 내부발열이 연 발생하는 형 건물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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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ncept diagrams of conventional system 

Fig. 2.8 Concept diagrams of BH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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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내부발열이 있는 경우,외기가 13~18°C인 경우에 aireconomizer

cycle을 통해 건물을 냉각시킬 수 있다.이 방법을 고려하 을 때,공간에서는

덕트,공기 샤 트,팬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을 거를 수 있는 필터가 필요

하고, 퍼나 코일이 얼 수 있으므로 부동액을 이용한 열교환 등의 다른 안

이 필요하다. 한 건물 내부에 냉난방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물에서 냉방이

발생하는 존에서의 냉방은 가능하지만,난방이 필요한 존의 난방은 불가능하

다.aireconomizer에 비해 히트펌 시스템을 이용한 BHR개념은 냉방과 난

방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물에 있어서 냉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상당

한 에 지 감과 더 높은 쾌 을 제공할 수 있다10).

BalancedHeatRecovery시스템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Wasteheat

recovery나 Waterloopheatpump시스템 계통 는 기타 다양한 계통에 의

해 그 개념이 구 될 수 있다.외부존과 내부존에서의 외기온에 따른 열손실

과 내부발열(Fig.2.9 2.10)을 조합하면 Fig.2.11와 같이 내부존의 내부발열

로 외부존에 열을 공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11).

이상의 분석의 결과,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

스템은 앞서 언 해 로 냉매를 이용하는 열원기기의 응축기 측 방열과 증

발기 측 흡열을 모두 이용하여 냉난방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이므로,

ASHRAE의 분류에서 Balancedheatrecovery개념에 기반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구체 인 시스템의 계통은 Heatrecoverysystem과 Water

loopheatpump의 계통을 차용하거나,새롭게 제안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10)Ibid.,p.9.18-19

11)ASHRAE,2008,Chap.8AppliedHeatPumpandHeatRecoverySystems,2008

ASHRAEHandbook-HVACsystemsandequipment.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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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Heat loss and heat gain for 

exterior zones during occupied periods

Fig. 2.10 Heat loss and heat gain for 

interior zones during occupied periods

Fig. 2.11 Internal heat available for recovery during occupied periods



- 18 -

2.1.2필수 구성요소

기본 으로 Balancedheatrecovery개념에 의거한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

스템은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를 제

거하는 것이 기 된다.이를 해 냉방수에 냉방에 지를 공 할 수 있는 증

발기와 이와 동시에 난방수에 난방에 지를 공 할 수 있는 응축기가 구비된

냉동기기,즉,히트펌 를 용하여야 한다. 한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를 실

시간으로 계측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운 방안이 용되어야 하며,

히트펌 한 이 운 방안을 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이상 으로 연속제어

되어야 한다(Fig.2.12).이러한 동시냉난방 개념은 실에 냉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만 동시냉난방을 수행할 수 있으며,Water-loopheatpump 는 공

기열원을 보조열원으로 활용하는 직팽식 시스템을 로 들 수 있다.

앞서 언 한 로 이러한 운 을 해서는 부하를 실시간으로 계측하여야

하며,히트펌 의 용량 한 연속 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용

량의 연속제어가 가능한 히트펌 와 부하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기 한 제어

기기가 필요한데,이들 기기를 구매하고 운 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

하다.

만약 히트펌 와 부하가 발생하는 존 사이에 축열조를 용하면,운 방안

을 축열조에 남은 에 지에 따른 간단한 제어만으로도 동시냉난방이 가능하

다.이 경우에는 축열조에 한 기투자비가 추가되기는 하지만,연속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히트펌 를 이용할 수 있고,부하의 실시간 계측을 한 기기

를 축열조 내의 온도 계측 기기로 체할 수 있으므로,기기의 구매 운 비

용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축열조에 의해 동시에 부하가 발

생하지 않는 시간에도 동시냉난방으로 에 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인 부하제거가 기 된다(Fig.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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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Expected load removal for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system (SHC)

Fig. 2.13 Expected load removal for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system with thermal storage tanks (SH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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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존 문헌 고찰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은 일반 인 냉난방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냉난

방을 한 에 지를 생산하고 장하는 열원시스템 축열시스템,에 지

를 생산한 곳으로부터 사용하는 곳까지 운송하는 분배시스템,운송된 에

지를 사용하여 부하를 제거하는 터미 시스템으로 체 시스템이 구성된

다.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은 기본 으로 열원시스템으로서 히트펌

를 용해야 하고,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경우에 축열시스템으로서

축열조를 용해야 함을 앞서 언 하 다.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동시냉난

방 히트펌 시스템 계통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용량을 하게 설계해야

하고 시스템 체가 효율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열원 터미 을 제어해

야한다.이에 본 에서는 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냉난방 분야의 연

구를 시스템 계통,시스템 용량설계,시스템 운 부분으로 나 어 분석하

다.

2.2.1시스템 계통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 계통은 크게 비축열식과 축열식으로 구분된

다.비축열식 시스템은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에 필수 으로 용되어

야 하는 히트펌 를 이용하여 냉방존과 난방존에 열량을 실시간으로 공

는 제거해 주고,모자라거나 남는 열량은 실시간으로 외부열원으로부터

공 받거나 버리는 시스템이다.축열식 시스템은 히트펌 를 이용하되,실내

의 열량이 과다할 때 열을 일시 으로 장하거나,열량이 모자랄 때 열을

가져오기 한 축열조를 설치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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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축열식 계통

강훈 외의 연구12)13)14)15)16)17)18)에서는 모듈형 동시냉난방 히트펌 사이클

의 최 설계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을 목 으로 직팽식 계통은 시스템 계통

을 제안하 다. IDU(Indoor Unit)를 4개의 실에 각각에 설치하고

ODU(OutdoorUnit)를 외부에 설치하여 이들을 경우에 따라 증발기와 응축기

의 역할을 하게 하며,각 실의 IDU와 외부의 ODU,압축기 팽창밸 를 냉

매배 으로 연결한 직팽식 시스템이다.

총 작동모드는 냉방 용(IDU4개 냉방),냉방주체(IDU3개 냉방,1개 난방

– Fig.2.14),난방 용(IDU4개 난방),난방주체(IDU1개 냉방,3개 난방 -

Fig.2.15), 열회수(IDU2개 냉방,2개 난방)의 총 5가지가 가능하다.이

에서 열회수에서 동시냉난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냉방주체와 난방주

체 모드에서도 일부분의 동시냉난방이 가능하다.

12)강훈 외,2007,동시냉난방 열펌 시스템의 운 모드별 성능특성에 한 실험 연

구,설비공학논문집,19(10),pp.679-686

13)강훈 외,2007,난방주체 운 모드에서의 동시냉난방 열펌 성능향상에 한 실험

연구,설비공학논문집,20(4),pp.245-251

14)정 외,2008,냉방주체 운 모드에서 동시냉난방 열펌 성능향상에 한 실험

연구,설비공학논문집,20(5),pp.314-320

15)최종민 외,2008,동시냉난방 열펌 의 열회수 성능 특성에 한 연구,설비공학논

문집,20(11),pp.718-726

16)송인식 외,2008,동시냉난방 히트펌 의 냉매 충 량과 운 모드 변화에 따른 성능

특성에 한 연구,설비공학논문집,20(7),pp.492-499

17)Kang,H.etal.,2009,Experimentalstudyontheperformanceofa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multi-heatpump with the variation ofoperation mode,

InternationalJournalofrefrigeration,32(6),pp.1452-1459.

18)Joo,Y.etal.,2011,Performancecharacteristicsofasimultaneouscoolingand

heating multi-heatpump atpartialload conditions,InternationalJournalof

refrigeration, 34(4),pp.8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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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Cooling-main mode in research by Kang, H. et al.

Fig. 2.15 Heating-main mode in research by Kang, 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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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ker,J.etal.의 연구19)에서는 냉난방부하가 변동할 때 폐수 외기를

활용하는 동시냉난방 효율을 연구하기 한 6가지 열교환 해법을 제안하 다.

이 에서 냉난방부하가 변동할 때 타당한 해법을 히트펌 의 Energy

balance에 기 한 Globalanalysis로 분석하여,타당하다고 단된 해법 1,2,

3에 한 Detailedanalysis를 한 시스템을 구성하 다(Table2.1).

Solutions
1) Coupled 

   (cooling - heating)

2) Uncoupled 1

   (cooling – ambiance,
   cooling – affluent)

3) Partially coupled 1

   (affluent is used)

Scheme 

and 

systems

↓ ↓ ↓

(system) (system) (system)

Solutions
4) Partially coupled 2
   (affluent is used)

5) Uncoupled 2
   (affluent is used)

6) Uncoupled 3
   (ambiance is used)

Schemes

Table 2.1 Scheme of the six heat exchange solutions by Fricker, J. et al.

19)Fricker,J.etal.,2015,Simultaneousheating andcooling production devices

composedbyreversecyclesystemsundervariableloads,InternationalJournalof

Refrigeration,55,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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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열식 계통

한국 력공사20)21)22)에서는 축열식 히트펌 의 기본 개념을 연구하고,기존

에 용된 사례들을 심으로 히트 펌 의 열원으로 가능한 건물배열,데이터

센터 배열,수 장 배열, 압기 배열,송 선 배열 탕배열 등 다양한 열

원을 살펴본 후,각 열원에 한 계통 연구하 다.연구의 개념도는 Fig.2.16

와 같다.

Fig. 2.16 Application concepts of heat pump system with storage tanks by KEPCO  

20)한국 력공사 기술연구원,1987,축열식 히트펌 방식 냉난방 설비의 용에 한

조사연구

21)한국 력공사 기술연구원,1992,폐수열을 이용한 복합건물에서의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 개발

22)한국 력공사 력연구원,2005,생활배수열이용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 시범 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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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조건에서 상기 시스템의 연간 에 지 비용 감 여부를 단하기 해,

T콘도와 H연수원 등에 실제로 용하는 연구도 수행하 다(Fig.2.17).특히

T콘도23)에는 춘추동계에는 탕폐열의 열을 회수하여 시수의 온도를 높여

탕으로 공 하는 폐열 회수 탕을 수행하고,하계에는 실내를 냉방하면서 얻

은 열을 탕으로 보내어 냉방과 탕을 모두 수행하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

스템 계통을 제안하 다.하계에 탕수요보다 냉방수요가 많을 때 과하는

열은 탕 축열조 45°C이상일 때 냉각팬(공기열원)활용하여 냉방을 수행하

다.

Fig. 2.17 Distribution diagram of T condominium in research by KEPCO

2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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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ne,P.etal.의 연구24)25)26)27)28)29)에서는 HFC와 CO2를 용하여 동시

냉난방을 한 히트펌 시스템의 계통을 제안하 다.제안된 히트펌 시스

템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드로는 난방축열조에 난방수가 필요한 경우에 난방을

수행하는 Heatingmode,냉방축열조 내에 냉방수가 필요한 경우 냉방을 수행

하는 Coolingmode,냉난방축열조 모두에 냉난방수가 필요한 경우 동시냉난

방을 수행하는 Simultaneousmode의 세 가지가 있다.

Heatingmode에서는 외기를 열원으로 하여 공기열원 히트펌 로서 난방축

열조(Hotwatertank)의 난방수의 온도를 난방 가능한 온도까지 높인다(Fig.

2.18).이와 유사하게 Coolingmode에서는 역시 외기를 열원으로 하여 냉방축

열조(Coldwatertank)의 냉방수 온도를 냉방 가능한 온도까지 낮춘다.이 두

가지 모드에서는 동시냉난방이 일어나지는 않으며,하나의 부하만 발생할 때

활용하거나,냉방 는 난방이 압도 으로 발생하는데 반 편 축열조가 에

지로 가득 차서 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 사용한다.

Simultaneousmode에서는 냉방수가 냉방을 하면서 획득한 열을 히트펌 를

이용하여 난방수로 보내어 난방수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동시냉난방을 수행한

다(Fig2.19).

24)Byrne,P.etal.,2009,op.cit.,pp.1711-1723

25)Byrne,P.etal.,2011,Experimentalstudy ofan air-sourceheatpump for

simultaneousheating and cooling – Part1:Basicconceptsand performance

verification,AppliedEnergy,88(5),pp.1841-1847

26)Byrne,P.etal.,2011,Experimentalstudy ofan air-sourceheatpump for

simultaneousheatingandcooling– part2:dynamicbehaviourandtwo-phase

thermosiphondefrostingtechnique. AppliedEnergy, 88(9),pp.3072-3078.

27)Byrne,P.etal.,2011,Exergy-based comparison between a heatpump for

simultaneousheating and cooling(HPS)and a standard reversibleheatpump,

Proceedingsofthe23rdIIRInternationalCongressofrefrigeration(ICR2011)

28)Byrne,P.etal.,2012,Modellingandsimulationofaheatpumpforsimultaneous

heatingandcooling,Buildingsimulation,5(3),pp.219-232

29)Ghoubali,R.etal.,op.cit.,pp.141-149



- 27 -

Fig. 2.18 Heating mode in research by Byrne, P. et al.

Fig. 2.19 Simultaneous mode in research by Byrne, P. et al.



- 28 -

2.2.2시스템 용량설계

본 에서는 앞서 연구된 시스템 계통에서 비축열식 계통의 경우에는 히트

펌 의 용량을 설계하는 과정을,축열식 계통의 경우에는 히트펌 용량

축열조 용량을 설계하는 과정에 해 악해 보았다.

1)비축열식 계통

일반 인 비축열식 냉난방 시스템의 용량설계는 최 부하를 기 으로 이루

어진다.즉,최 부하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으로 열원기기를 설계하

거나,부분부하 운 을 회피하기 해 열원기기를 여러 배치하여 수제어

를 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최종민 외의 연구30)에서는 R-410A를 작동냉매로 하여 히트펌 용량

COP를 냉방 용 운 모드에서 각각 8.0kW 3.2로 설정하 다.냉방 용 운

모드를 기 으로 한 것으로 보아 최 냉방부하를 기 으로 설계한 것으로

악된다.난방 용 운 모드에서도 냉방 용 운 모드를 기 으로 설정한 용

량 내에서 부분부하 운 을 수행하 다.

Fricker,J.etal.의 연구31)는 부하의 향에 따른 합한 시스템 계통에

한 이론 인 연구로서,히트펌 의 용량은 설계과정 없이 이상 으로 변동될

수 있게 설정하 다.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의 경우에도 비축열식 계통은 최 부하를 기

으로 설계하여 모든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의 냉난방부하를 제거하면서 최

난방부하 최 냉방부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단,모든

30)최종민 외,op.cit.,pp.718-726

31)Fricker,J.etal.,op.cit.,pp.1-16



- 29 -

System Heat store
Usage system when provide 

energy to zone

Full storage 

system

Store heat to remove 

all of expected load
Use storage tanks only

Partial storage 

system

Store heat to remove 

part of expected load

Use both of 

storage tanks and heat pump

Table 2.2 Comparison of full storage and partial storage system

부하가 항상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극 인 동시냉난방 보다는 기

존의 멀티 히트펌 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2)축열식 계통

일반 인 경우,축열 시스템은 재실 시간에 발생하는 부하를 량, 는 일

부 제거하기 해 필요한 에 지를 심야시간에 미리 장하기 해 설치된다.

축열 시스템의 경우 사무실에서 재실 시간 에 필요한 냉난방 에 지량

체를 심야시간 에 축열하는 방식을 의미하고,부분축열 시스템은 주간

녁시간 에 필요한 냉․난방 에 지량의 일부(40% 이상)만 심야시간 에 축

열한다.Table2.232)은 이러한 차이에 따른 수축열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비축열식 시스템의 경우 건물에서 부하가 발생할 때 열원장치에서 직 열

을 공 하는 반면,축열식 시스템은 Fig.2.20와 같이 열원장치로부터의 열을

일시 으로 축열조에 장한 다음 공 한다.이것이 두 시스템의 가장 큰 차

이 이라 할 수 있다33).따라서 열의 흐름에 시간차를 고려하여 합리 ,경제

인 시스템 용량을 설계해야한다34).

32)이승재,2013,복합부하가 발생하는 건물을 한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 구성

제어 방안,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학원,p.21

33)ASHRAE,2007,Chapter41.Supervisory ControlStrategiesandOptimization,

2007ASHRAEHandbookHVACApplications,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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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Generic storage system for cooling

한국 력공사35)에서는 기존의 비축열식 시스템의 설계과정을 따라 공기열

원 히트펌 를 설계한 후,make-up용으로 동시냉난방 수열원 히트펌 의 용

량을 설계하 다.축열조는 주간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최 용량에서 냉방

축열율은 49%,난방 축열율은 42%로 설정하고 용량을 결정하 다.히트펌

와 축열조의 용량을 도출하는 로세스는 Table2.3과 같다.시스템의 설치

상 건물이 냉방부하가 많이 발생하 으므로 일단 냉방부하의 부분을 안정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기열원 히트펌 를 설치하 다.그 다음에 탕부

하 만큼을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의 수열원 히트펌 를 설치하여,일부 냉방부

하를 탕부하와의 밸런싱을 통하여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 다.

34)일본 력공조연구회(홍희기,강용태 역),열펌 공기조화 시스템,2002,p.83

35)한국 력공사 기술연구원,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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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System capacity design

➀ Cooling load
• Heat pump capacity for chilled water = (Energy storage + Night cooling load) / 10h 

– Energy storage = Storage ratio(49%) X Day cooling load 

↓

➁ DHW load
• Heat pump capacity for domestic hot water = (Energy storage + Night DHW load) / 10h

– Energy storage = Storage ratio(42%) X Day DHW load

↓

➂ Heating load
• Heat pump capacity for hot water = (Energy storage + Night DHW load) / 10h

– Energy storage = Storage ratio(42%) X Day DHW load

↓

Air source heat 

pump
• Number of heat pump = Heat pump capacity for chilled water / Cooling capacity per heat pump 

↓

Water-source heat 

pump (for SHCwT)
• Number of heat pump = Heat pump capacity for domestic hot water / heating capacity per heat pump 

Table 2.3 System capacity design process in research by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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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ne,P.etal.의 연구36)에서는 히트펌 를 basetemperature에서의 난방

부하,즉,최 난방부하의 80%를 공 할 수 있도록 용량을 설계하고, 수제

어를 해 sizingfactor에 의해 설치 수를 정하 다.그리고 최 난방부하

의 40%를 공 할 수 있는 보조히터를 설치하 다(Table2.4).이는 상이 되

는 지역에서 난방부하가 냉방부하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축열조는 동일한 실험체로 연구한 Ghoubali,R.etal.의 연구37)에서 냉방

난방 부하량의 하루치를 기 으로 설계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한 시간 동안의 부하를 기 으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동시냉난방을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서술하 다.

물론 축열조의 용량이 커질수록 더 많은 동시냉난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하지만 하루치의 부하량을 기 으로 상당한 비율을 장할 만큼의 축열조

를 설치하는 것이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복합건물에는 공간 기비용이 과

다할 수 있어 하지 않을 것이다.만약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간이 많

은 건물이라면 해당 시간에 바로 동시냉난방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축열

조 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최

부하만을 기 으로 설계하기가 곤란하므로 부하 발생 양상에 따라 어느 정

도의 용량일 때 어느 정도의 에 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Needs at



Nominal heating 

capacity at 

Heating capacity 

at 

Sizing 

factor

Auxiliary

power

-4℃ 38.11 kW 7.1 kW 30.49 kW 4.29 15.24 kW

Table 2.4 Heat pump design in research by Byrne et al.

36)Byrne,P.etal.,2009,op.cit.,pp.1711-1723

37)Ghoubali,R.etal.,op.cit.,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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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시스템 운

(1)비축열식 계통

최종민 외의 연구38)에서는 계통에서 가능한 냉방 용(IDU4개 냉방),냉방

주체(IDU 3개 냉방,1개 난방),난방 용(IDU 4개 난방),난방주체(IDU 1개

냉방,3개 난방), 열회수(IDU2개 냉방,2개 난방)의 총 5가지 작동 모드로

운 될 수 있다.모드 간에 환을 한 운 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IDU에서 냉방 는 난방모드가 결정되면,그 조합에 따라 모드가 결정된

다.히트펌 의 압축기는 부하에 따라 용량제어를 하는 형태로 단된다.

Fricker,J.의 연구39)는 부하의 향에 따른 합한 시스템 계통에 한 이

론 인 연구로서,히트펌 의 용량을 무한 로 가정하고 부하변동에 따른 이

상 인 압축기 용량제어를 가정하 다.

(2)축열식 계통

한국 력공사40)에서는 재실기간에 필요한 열량을 측하여 야간에 히트펌

를 미리 작동하여 축열조에 장을 하는 운 을 하 다.기후자료와 과거 운

자료로부터 익일의 탕 냉난방부하를 측하고,부하와 히트펌 의 용

량에 따라 결정된 히트펌 축열시간에 따라 히트펌 를 가동하고 정지한다.

측한 열부하에 기반하여 당일에 최 운 을 수행하고,만약 축열된 열량이

부족하다면 히트펌 나 보조열원을 가동하여 부족분을 만회하 다(Fig.2.21).

38)최종민 외,op.cit.,pp.718-726

39)Fricker,J.etal.,op.cit.,pp.1-16

40)한국 력공사 기술연구원,op.cit,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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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Operation process in research by KEPCO

Byrne,P.etal.의 연구41)에서도 앞서 한국 력공사의 운 과 마찬가지로

재실기간에 필요한 열량을 측하여 야간에 히트펌 를 미리 작동하여 축열조

에 장을 하는 운 을 하 다.Simultaneousmode로 작동을 시작하여,난방

부하와 냉방부하 에서 작은 값만큼을 제거할 수 있는 에 지를 확보할 수 있

을 만큼 작동하고,이후에 난방에 지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면 Heatingmode,

냉방에 지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면 Coolingmode로 환한다.

41)Byrne,P.etal.,2009,op.cit.,pp.17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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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연구 황 요약

앞서 분석한 재까지의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 연구는 BHR개념을

용하는 새로운 비축열식 는 축열식 계통을 개발하여,개발한 계통에서의

기계 효율 계통 자체로 달성할 수 있는 에 지 감 효율을 검증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기계 효율은 주로 표 에서 정해진 조건에서 실험으

로 분석42)43)44)45)46)47)48)되었고,에 지 효율은 다양한 부하상황을 고려하기

해 시뮬 이션으로 분석49)50)51)52)한 경우가 많았으며,실험을 통해 분석한

연구53)도 존재하 다.즉.시스템 계통,시스템 용량설계,시스템 운 에서

시스템 계통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용량설계와 운 은 기존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악된다.

비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은 결과 으로 동시냉난방량 만큼을 제거하지

만,보조열원까지 포함한 체 시스템의 목 은 기존 시스템과 같이 체 부

하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방법에 따라 용량을 산정하거나 운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도 기존 연구에서는 당일 발

생한 냉난방부하 에서 일정부분을 야간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 지로 만

42)강훈 외.,2007,동시냉난방 열펌 시스템의 운 모드별 성능특성에 한 실험 연

구,설비공학논문집,19(10),pp.679-686

43)강훈 외.,2007,난방주체 운 모드에서의 동시냉난방 열펌 성능향상에 한 실험

연구,설비공학논문집,20(4),pp.245-251

44)정 외,op.cit.,pp.314-320

45)최종민 외,op.cit.,pp.718-726

46)송인식 외,2008,op.cit.,pp.492-499

47)Kang,H.etal.,op.cit.,pp.1452-1459

48)Byrne,P.etal.,2011,op.cit.,pp.1841-1847

49)Byrne,P.etal.,2009,op.cit.,pp.1711-1723

50)Byrne,P.etal.,2012,op.cit.,pp.219-232

51)Ghoubali,R.etal.,op.cit.,pp.141-149

52)Fricker,J.etal.,op.cit.,pp.1-16

53)Joo,Y.etal.,op.cit.,pp.8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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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기존의 용량설계 방안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시스템 계통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기존 연구에서는

시스템 계통을 구성하는 요소 상이 되는 요소가 열원시스템과 축열시스

템에 한정되어 있다. 체 냉난방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에서 터미 시스

템에 한 고려가 락되어 있음을 단할 수 있다.터미 시스템의 유형,

즉,공조된 공기를 실로 불어넣어 냉난방을 수행하는 류방식인지 는 냉난

방수를 실로 보내서 표면온도로 냉난방을 수행하는 복사방식인지에 따라 필

요한 냉난방수 온도가 다르므로,열원시스템의 효율과 장 분배시스템에

서의 손실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에 지소비량 한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에 한 고려는 요하다고 단된다.

Type without storage tanks with storage tanks

Researcher
Kang, H 

et al.

Fricker, J. 

et al.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yrne, P. 

et al.,

Component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Storage tanks

Heat pump, 

Storage tanks

Capacity 

design

Heat pump

(Conventional)
-

Heat pump, 

Storage tanks

(Conventional)

Heat pump, 

Storage tanks

(Conventional)

Operation Heat pump -

Midnight

storage

(Conventional)

Midnight

storage

(Conventional)

Table 2.5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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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연구 방향 수립

냉난방시스템은 가능한 은 투자로 많은 부하를 제거하는 것이 효율 이

라 단된다.만일 부하가 발생하는 기간에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활

용한다면,작동기간이 끝날 때 까지 환수된 냉방수와 난방수를 장할 필요

없이 작동기간 내에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열조의 용량을 상당히 일

수 있으면서도 비축열식 시스템에서 제거할 수 있는 동시냉난방량보다 많은

부하제거를 기 할 수 있다.즉, 축열 시스템에 비해서는 덜 이용할 수 있지

만,부분축열 시스템과는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을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

템으로 처리하면서 축열조용량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단,냉난방을

따로 하는 시스템과 다르게 동시냉난방 시스템은 발생하는 냉난방을 동시에

제거하기 때문에,부하의 발생양상과 시스템 규모 등에 따라 부하제거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이에 가장 기본 인 연구 방향을 부하의 발생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부하제

거 양상을 규칙화하는 것으로 정하 다.이는 다양한 부하발생 양상에 한

부하제거 메커니즘을 분석하 을 때 나타나는 부하제거 양상을 규칙화함으로

써 도출할 수 있다.부하제거 규칙의 타당성은 도출된 규칙에 시스템 규모를

용하여 개략 인 부하제거량을 구하고 이 값을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의해

구한 부하제거량을 비교함으로써 단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 다.

상기 과정에서 부하제거 메커니즘은 상이 되는 시스템이 정의되어야 도

출할 수 있다.그러므로 먼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터미 시스

템을 고려하여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하제거 메커니즘 분석 방법으로는 제안된 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의 물리 특성을 고려하는 시스템 모델과 에 지의 흐름만으로 부하제거 양

상을 간략히 악할 수 있는 개략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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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소결

본 장에서는 동시냉난방 시스템에 한 비 고찰로서 동시냉난방 개념

을 포함하는 열회수의 분류체계,개념 구성요소에 해 검토하 다.아울

러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기존 연구 사례를 시스템 계통,용량설계,운 부분

으로 나 어 고찰하여 건물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 방향을 도출하 다.본 장

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열회수는 Air-to-AirEnergyRecovery와 AppliedHeatRecovery로 구분

할 수 있다.이 에서 AppliedHeatRecovery은 온도가 낮은 열매체의

열을 온도가 높은 열매체로 수 있으므로,냉방 후에 열을 얻더라도 난

방수에 비해 온도가 낮은 냉방수에서 열을 획득하여 난방수로 수 있기

때문에 동시냉난방에 합한 개념이다.

(2)AppliedHeatRecovery BalancedHeatRecovery개념은 건물 내부의

냉방부하를 제거하고 획득한 열을 최 한 회수하여 건물 내의 열이 필요

한 난방 등에 이용하여 동시에 냉난방을 수행하는 개념이다.Balanced

HeatRecovery시스템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나,기존의 Wasteheat

recovery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개념을 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계통이 제안되고 있다.

(3) 재까지의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 연구는 BalancedHeatRecovery

개념을 용하는 새로운 계통을 개발하여,개발한 계통에서의 기계 효

율 계통 자체로 달성할 수 있는 에 지 감 효율을 검증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어 왔다.즉,시스템 계통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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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설계와 운 은 기존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악된다.비축열식의

경우에는 존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바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히트펌

용량은 최 부하를 기 으로 이루어졌고,축열식의 경우에는 피크부하

때의 부하분담률로 축열조 용량을 산정하고 심야에 축열조를 채울 수 있

을 만큼의 히트펌 를 산정하 다.

(4)부하가 발생하는 기간에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한다면,작동

기간이 끝날 때 까지 환수된 냉방수와 난방수를 장할 필요 없이 작동기

간 내에 회수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축열조의 용량을 상당히 일 수 있

으면서도 동시부하량보다 많은 부하제거를 기 할 수 있다.

(5)부하가 발생하는 기간에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

는 부하의 발생양상과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부하제거 양상 부하제거

량이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이는 시스템의 수학 모델에 의

한 시뮬 이션으로 단할 수 있으나,시스템에 의해 제거되는 부하의 양

상을 규칙화한다면 계획 단계에서도 이를 간략히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거되는 부하의 양상을 규칙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부하발생 양상에 따

른 부하제거 양상이 부하제거 메커니즘으로 분석되어야 하며,규칙이 도출되

더라도 그 타당성 한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의해 단되어야 한다.부하제거

메커니즘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므로,먼 상이 되는 시스템이 정의되어

야 한다.이에 다음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의

부하제거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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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구성

부하제거 메커니즘

3.1시스템 구성

3.2부하제거 상세 메커니즘 도출을 한 시스템 모델

3.3부하제거 개략 메커니즘

3.4시스템 모델과 개략 메커니즘 비교

3.5소결

본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구성을 터미 시스템까지 포함

된 형태로 제안하고,제안된 시스템으로 부하제거 양상을 악하기 해 필요

한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해 다룬다.

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체 구성을 에 지 성능을 고려하여 제

안하 다.이 때 에 지 성능에 향을 미치지만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터미 시스템,즉, 류방식과 복사방식을 고려하여 합한 터미 시스템을

용한 체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 다.

부하제거 메커니즘은 자세하게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기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모델링으로 악할 수 있으며,간단하게는 부하가 제거되는 과정을

구성하는 시스템 간의 에 지의 이동으로도 개략 으로 악할 수 있다.먼

시스템 모델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출력값을 수 있는 수학

모델을 제안하고,상용 로그램에서 이 모델이 용되어 있는 정도를

악하여 모델의 이용 가능성을 단하 다.다음으로 개략 메커니즘은 각 기

기의 메커니즘 없이 시스템 간의 에 지 이동만을 고려하여 간략하지만 직

으로 부하제거 메커니즘을 악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그리고 두 방식

간의 비교를 통해 개략 메커니즘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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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시스템 구성

본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시스템의 운 모드 별 시스템 거동을 악하고자 한다.먼 축열식 동시냉난

방 시스템으로 부하를 제거할 때 가능한 에 지를 감하기 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다음으로 도출한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도

출하여 이들의 조합으로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구 하 다.구 된 시

스템의 운 모드에 따라 시스템의 거동이 달라질 것이므로,각 운 모드 별로

상되는 시스템의 거동을 악하 다.

3.1.1시스템 구성 시의 고려사항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은 재실자가 거주하는 실내의 쾌 을 달성하면서도

가능한 에 지를 감할 수 있어야 한다.제안하는 시스템 한 이 목표를 기

본 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에 지는 건물에서의 부하와 에 지 사용기기 효율의 계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부하가 있을 때 에 지 감은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시스템 효율 향상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달성하거나,시스템 요소를 효과 으로 구성함으로써 달성할 수도 있다. 한

실제 건물에 용할 때 한 설계 운 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다.시스템

요소 자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계 의 근이 필요하므로 본 논

문에서는 배제한다.그 다면 에 지 감은 시스템의 효과 구성,설계,운

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 에서 설계는 기존의 방안이나 본 연구

에서 제안할 부하제거 규칙에 기반을 두고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운 은 기

존에 연구된 방안54)55)56)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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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시스템 구성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은 실의 부하를 제거하는 과정,부하를 제거하기 한

냉열 온열과 같은 열량을 운송하는 과정,열량을 장해 두는 과정,열량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부하를 처리하기 해 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에

지를 약하기 한 각 과정에서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실까지 운송된 열량이 실의 부하를 제거하는 과정 (부하 제거 과정)

설정온도를 쾌 범 내에서 완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제거해야 하는 부하

자체를 인다면 이 과정에서의 체 에 지 약이 가능하다.부하는 실에

설치된 터미 시스템으로 제거한다. 용되는 터미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필요 열매체의 종류가 달라지며,이에 따라 같은 부하를 제거하기 해 필요

한 열매체 유량,열매체 온도 운송 압력 한 달라진다.이는 에 지를 운

송하는 과정과 연 된다.

2)열량을 운송하는 과정 (열량 운송 과정)

장된 에 지를 실로 운송하거나 생산된 에 지를 열량 장부로 운송하는

과정으로서,같은 에 지를 운송하기 해 에 지운송기기가 소비하는 에 지

량을 감소시켜야 한다.이를 해서 열량 운송 기기의 기계 효율을 높이는,

54)Shin,D.etal.,2012,A StudyonanEnergyBalancingSystem andControl

Strategy,In:Proceedings oftheSecond InternationalConferenceon Building

EnergyandEnvironment(COBEE2012)

55)Leigh,T.etal.,2014,A studyonreducing theenergydemandofaliquid

desiccantdehumidifierwitharadiantpanelsystem,In:ProceedingsoftheIBPSA

AsiaConference(ASIM 2014)

56)Shin,D.etal.,2015,Energyperformanceofbalancedheatrecoverysystems

with load-balancing,In:Proceedingsofthe6th InternationalBuilding Physics

Conference(IBPC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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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투입된 에 지가 다른 형태의 에 지로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열

량 운송 기기의 작동 조건을 정해진 기기가 최 의 효율로 작동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같은 열량을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열손실량을 여야 한

다.이 열량 운송 기기의 기계 효율을 높이는 부분은 기계 이 개입

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의 범 에서 배제한다.

3)열량을 장해 두는 과정 (열량 장 과정)

같은 열량을 장하는 과정에서의 열손실량을 인다면 이 과정에서의 에

지 약이 가능하다.이를 해서 열량 장 기기에서 주변으로의 열손실량

을 여야 한다.

4)열량을 생산하는 과정 (열량 생산 과정)

같은 열량을 운송하기 해 열량생산기기가 소비하는 에 지량을 인다면

이 과정에서의 에 지 약이 가능하다.이를 해서 열량을 운송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열량 생산 기기의 기계 효율을 높이거나 열량 생산 기기의 작동

조건을 정해진 기기가 최 의 효율로 작동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이

열량 운송 기기의 기계 효율을 높이는 부분은 기계 이 개입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의 범 에서 배제한다.

즉,일반 인 냉난방 시스템에서 에 지를 약하기 해서는,열량 운송 기

기의 작동 조건 최 화,열량 운송 통로의 열손실량 최소화,열량 장 기기의

열손실량 최소화,열량 생산 기기의 작동 조건 최 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

다(Tabl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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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ystem Method Related factors

Load removal
Terminal 

system
Vary set temp. Set temp.

Distribution
Distribution 

system

Minimiz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mechanical)

Operational condition

Minimize heat loss Heat loss rate

Storage Storage system Minimize heat loss Heat loss rate

Production Plant system
Minimiz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mechanical)

Operational condition

Table 3.1 System, method and related factors to save energy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

3.1.2시스템 구성요소 운 모드

앞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먼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과정을 담당

하는 세부 시스템에서 에 지 소비나 열량 손실에 향을 주는 인자를 악하

다.다음으로 각 인자를 에 지 약 이거나 열량 손실이 게 할 수 있는

세부 시스템을 선택하여 구성하 다.

(1)에 지 소비나 열량 손실에 향을 주는 인자 악

먼 열량 운송 기기의 작동 조건 최 화를 해 열매체가 액체인 경우에

용되는 펌 와 열매체가 기체인 경우에 용되는 팬의 소비 력에 한 메

커니즘을 악하고 인자를 분석해 보았다.펌 와 팬에 한 소비 력에 한

식은 각각 (3.1),(3.2)와 같다.즉,펌 의 소비 력은 물의 유량과 양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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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팬의 소비 력은 공기의 유량과 가압량( 압 상승량)에 의해 향을 받는

다.열매체가 액체일 경우,기체에 비하여 열용량이 커서 유량을 일 수 있

고,폐루 로 냉난방을 수행하므로 압력(양정,가압량)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같은 열량을 운송할 때 액체를 통해 운송하여 펌 를 사용하면 팬에

비하여 에 지가 감된다.

  (3.1)

 

∙
(3.2)

다음으로 열량 운송 통로의 열손실량을 낮추기 해 열량 운송 통로에서 열

손실에 한 메커니즘을 분석하 다.열손실에 한 식은 식(3.3)과 같다.즉,

열량 운송 통로에서의 열손실량을 낮추기 해서는 높은 단열을 통한 운송

열 류율 이기,운송 표면 이기,열매체온도 완화를 통한 외부온도와

의 온도차를 이기의 방법이 있다.

  (3.3)

열량 장 기기의 열손실량을 낮추기 해 분석한 메커니즘 한 식(3.3)과

같다.즉,열량 장 기기의 열손실량을 낮추기 해서는 높은 단열을 통한 축

열조 열 류율 이기,축열조 표면 이기,열매체온도 완화를 통한 외부

온도와의 온도차 이기의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열량 생산 기기의 작동 조건의 최 화를 해서 에 지 소비에

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해 보았다.축열식 동시냉난방에서는 열량 생산 기기



- 47 -

로서 용되는 히트펌 의 에 지 소비량에 향을 주는 인자는 냉매 종류와

열원과 열싱크의 온도차가 있다.냉매 종류는 온도 범 에 맞도록 잘 선정되

었다고 가정한다면,열원과 열싱크의 온도차가 을수록 효율이 높을 것이다.

Process System Method Related factors Related element

Load 

removal

Terminal 

system

Vary set 

temp. 
Set temp. -

Distribution
Distribution 

system

Minimiz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mechanical)
Pump, Fan

Operational 

condition

Pump
Flow rate

Head

fan
Flow rate

Pressure raising

Minimize 

heat loss
Heat loss rate Pipe, Duct

Heat transfer 

coefficient

Surface area

Heat medium 

Temp.

Storage
Storage 

system

Minimize 

heat loss
Heat loss rate

Storage 

tank

Heat transfer 

coefficient

Surface area

Heat medium 

Temp.

Production
Plant 

system

Minimiz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mechanical)
Heat pump

Operational 

condition
Heat pump

Refrigerant

Temp. difference 

between heat 

sour and sink

Table 3.2 Related element to save energy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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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시스템 구성

열량생산과정을 한 열원시스템에는 앞서 논의한 로 기본 으로 물-물

히트펌 를 설치하 다.항상 동시에 같은 양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냉난방 부

하를 더 많이 밸런싱하기 하여,열량 장과정을 용하여 축열조를 설치하

다.축열조는 냉방,난방, 탕을 한 축열조를 설치하여,냉방-난방 간 밸

런싱,냉방- 탕 간 밸런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상기의 계통 구성만으로도 히트펌 의 응축기 측의 난방에 지와 증발기

측의 냉방에 지를 모두 이용하여 냉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므로,

CoefficientofPerformance(COP)가 거의 두 배로 높아진다.여기에 더하여

앞서 도출하 던 에 지 감 방법을 용한다면,에 지 소비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열의 운송, 장,생산 과정에서 도출한 에 지

감 방법은 아래와 같다.

1)기체보다 액체를 열매체로 사용하면 열량 운송기기의 에 지 소비가 음.

2)운송 단열이 높을수록 열손실이 음.

3)운송 표면 이 작을수록 열손실이 음.

4)축열조 단열이 높을수록 열손실이 음.

5)축열조 표면 이 작을수록 열손실이 음.

6)열매체 온도가 외부온도와 온도차이가 을수록 열손실이 음.

7)열원 열싱크의 온도차가 을수록 열량 생산기기의 에 지 소비가 음.

이 에서 1)을 달성하기 해서는 물을 이용한 복사냉난방 시스템을 터미

시스템으로 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미 Imanari,T.etal.57)은

57)Imanari,T.etal.,1999,Thermalcomfortandenergyconsumptionoftheradiant

ceiling panelsystem.Comparisonwiththeconventionalall-airsystem,Energy

andBuildings,Vol.30,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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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 시스템에 복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류시스템에 비해 공기 달에

지(airtransportenergy)가 20%까지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이에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에 복사시스템을 결합하면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을지를

단해 보았다.

복사시스템을 이용하면 공기에 비해 열용량이 높은 물을 열매체로 이용하

므로,같은 열량의 열매체를 이동시킬 때 요구되는 배 의 표면 이 공기를

이동시키기 한 덕트에 비해 작다.그러므로 복사냉난방을 용하면 류냉

난방을 용했을 때에 비해 3)운송 의 표면 이 비교 작으므로 열손실이

을 것으로 단된다.

한 복사시스템은 냉난방수를 직 공간으로 들여서 냉난방을 수행하므로,

냉난방수를 공기와 열교환하여 공간으로 기하는 류시스템에 비해 요구되

는 난방수의 온도는 비교 낮고(25~40°C)냉방수의 온도는 비교 높다(16

~20°C)58).즉,6)열매체 온도가 외부온도와 온도차이가 으므로, 류시스

템에 비해 열손실이 다.

마지막으로, 류냉난방에 비해 복사냉난방에서 요구되는 난방수의 온도가

낮아서 히트펌 에서 요구되는 응축기 온도는 낮고,요구되는 냉방수의 온도

가 높아서 히트펌 에서 요구되는 증발 온도는 높으므로,증발기와 응축기 온

도차가 비교 다.즉,7)열원 열싱크의 온도차가 비교 으므로,열량

생산기기의 에 지 소비가 다.59)

58)Babiak,J,OlesenB.,andDusan,P,,2009,Low temperatureheatingandhigh

temperaturecooling.Rehva,p.64

59)Shin,D.etal.,2014,Energyperformanceofbalancedheatrecoverysystems

with different terminal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IBPSA Asia

Conference(AS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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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ode Supply Temp. Return Temp.
Temp.

Difference

Air 

system

Cooling
7℃

(outlet of evaporator)

12℃

(inlet of evaporator)

≈ 50℃

Heating
50℃

(outlet of condenser)

45℃

(inlet of condenser)

Radiant  

system

Cooling
16℃

(outlet of evaporator)

20℃

(inlet of evaporator)

≈ 20℃

Heating
40℃

(outlet of condenser)

35℃

(inlet of condenser)

Table 3.3 Supply and return temperatures for air and radiant systems

복사냉난방을 용하면 필요 냉방수온도가 지열과 근 하고 필요 난방수온

도도 공기냉난방시스템에 비해 비교 지열과 폐수열에 가까워진다.그러므로

복사냉난방을 용했을 때의 부가 인 이득으로서 냉난방이 부족할 때 별도

의 보조기기 없이 기 설치된 물-물 히트펌 만으로 지열과 폐수열을 모두 보

조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60)(Fig.3.1).이에 히트펌 ,난방수

축열조,냉방수 축열조, 탕 축열조로 구성된 축열식 동시냉난방 기본 시스

템에 지열과 폐수열 축열조를 추가로 설치하여,냉방-난방 냉방- 탕 간

밸런싱과 동시에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냉난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열과 폐수열을 보조열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축열식 계통을 작성하 다

(Fig.3.2).

60)Shin,D.etal.,2012,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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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Major elements for SHCwT with radiant terminal

Fig. 3.2 Diagram of SHCwT with radiant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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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운 모드에 따른 시스템 거동

지열과 폐수열을 이용하여 난방,냉방, 탕이 가능하므로,제안하는 동시냉

난방시스템은 아래의 총 7가지 운 모드로 작동할 수 있다.

1)냉방 -난방 Balancing(Fig.3.3)

2)냉방 - 탕 Balancing(Fig.3.4)

3)지열이용 난방 (Fig.3.5)

4)지열이용 냉방 (Fig.3.6)

5)지열이용 탕 (Fig.3.7)

6)폐열회수 난방 (Fig.3.8)

7)폐열회수 탕 (Fig.3.9)

Fig. 3.3 Cooling – Heating balanc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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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oling – Domestic hot water balancing mode

Fig. 3.5 Geothermal he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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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Geothermal cooling mode

Fig. 3.7 Geothermal domestic hot wa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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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Waste heat recovery heating mode

Fig. 3.9 Waste heat recovery domestic hot wa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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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부하제거 상세 메커니즘 도출을 한 시스템 모델

시스템 모델은 존,터미 (Terminal), 장(Storage) 열원(Plant)시스템

각각의 요소의 메커니즘을 수식화하여 모델링한 후,이들을 연결하여 나타낼

수 있다.각 시스템의 모델은 사용자가 연구/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값을 출

력할 수 있어야 한다.시스템 모델의 구조는 Fig.3.10과 같다.

Fig. 3.10 Construction of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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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존 모델

(1)본 연구에서 필요한 출력값

본 연구는 냉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물을 상으로 하므로,난방존

과 냉방존을 포함하는 복수의 존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냉난방부하

가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단하기 해서 각 존에서 부하가 얼마만큼 발생하

는지가 출력되어야 한다. 한 실제 상황에서의 운 이 잘 이루어지는지 단

하기 한 물리량과 다른 시스템과 매개가 되는 물리량도 출력되어야 한다.

먼 각 존에서 부하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단하기 해서는 기본 으

로 존의 체 부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세한 분석을 해서는 침기/환

기부하, 류부하,내부 발열 부하 일사 부하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존의 공조를 한 터미 시스템인 복사시스템과 보조시스템이 얼마만큼

의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상황을 모사할 때는 실온이 설정치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하여 실

시간으로 실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실온은 공간의 실온 피드백 제어를 할

때도 제어를 한 참조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그 외에도 존과 복사시스템이

표면온도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고 반복계산에 의해 매 타임스텝마다 이 값을

결정하므로,표면온도 한 도출할 필요가 있다.

(2)모델의 상세 메커니즘

존의 공기 노드에서는 표면 류,침기,환기,내부발열,인 공기노드,일

사 내부 차양에 흡수된 일사로부터의 열획득이 발생한다.공기 노드에서의

열평형은 Fig.3.1161)과 같이 발생하고,식(3.4)으로 기술할 수 있다.

61)Klein,S.etal,2012,TRNSYSmanual,Volume5,MultizoneBuildingmodeling

withType56andTRNBuild,p.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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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Heat balance of air node

 









 (3.4)

TRNSYS.62)에서는 공기 노드에서의 열평형을 아래의 식(3.5)로 구하고 있

으며,수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설명은 Table3.4과 같다.

B4_QBAL=-B4_DQAIRdt+(B4_QHEAT-B4_QCOOL)+B4_QINF+

B4_QVENT+B4_QCOUP+B4_QTRANS+B4_QGINT+

B4_QWGAIN+B4_QSOL+B4_QSOLAIR (3.5)

상기 수식에서 B4_QHEAT과 B4_QCOOL은 각각 난방 냉방을 해 이

상화된 시스템(idealsystem)을 가동하 을 때 설정실온을 유지하기 해 소

요되는 에 지로써 구하고 있다.즉,건물의 순수한 부하를 도출하기 해 사

62)Ibid.,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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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만약 실제 제어를 가동한다면 이 값들은 0이 된다. 신 실제

제어에서는 B4_QVENT( 류냉난방) 는 표면 노드에서의 열평형식에서

B6_QALG(복사냉난방)에 의해 냉난방이 진행되어 Balance를 0으로 맞춘다.

TRNSYS에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값들을 모두 도출할 수 있는 Model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Label Description Unit 

B4_QBAL 
energy balance for zone 

(should be always close to 0)
kJ/hr 

B4_DQAIRdt change of internal energy of zone kJ/hr 

B4_QHEAT power of ideal heating (convective+radiative) kJ/hr 

B4_QCOOL power of ideal cooling kJ/hr 

B4_QINF infiltration gains kJ/hr 

B4_QVENT ventilation gains kJ/hr 

B4_QCOUP coupling gains kJ/hr 

B4_QTRANS transmission into the wall from inner surface node kJ/hr 

B4_QGINT internal gains (convective+radiative) kJ/hr 

B4_QWGAIN wall gains kJ/hr 

B4_QSOL absorbed solar gains on all inside surfaces of zone kJ/hr 

B4_QSOLAIR

convective energy gain of zone due transmitted solar 

radiation through external windows which is 

transformed immediately into a con. heat flow to 

internal air.

kJ/hr 

Table 3.4 Related items of energy balance for a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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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터미 시스템

(1)본 연구에서 필요한 출력값

본 연구에서는 터미 시스템으로서 복사시스템을 제안하 다.이에 본 연

구에서는 실제 상황을 모사할 때,존의 공조를 한 터미 시스템인 복사시

스템이 얼마만큼의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시

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단하기 하여 패 로의 입수온도 출수온

도,유량을 알 수 있어야 하며,패 에 의한 인체 손상 는 쾌 감을 단하

기 해 패 의 표면온도 한 알 수 있어야 한다.

(2)모델의 상세 메커니즘

복사시스템은 크게 공기층을 가지는 패 형태와 구조체에 매립되는 형태

로 구분할 수 있다.이 본 시스템의 상이 되는 패 형태 에서 천장패

의 구조는 Fig.3.1263)에,메커니즘의 개념도로서 항 네트워크는 Fig.3.13

에 나타내었다.

Fig. 3.12 Ceiling panel

63)Ibid.,p.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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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Resistance network of ceiling panel

천장패 의 방열량은 아래와 같은 식(3.6)에 의해 도출할 수 있다.

 


(3.6)

 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 :천장패 의 meantemperature와 meanfluidtemperature

사이의 열 달 계수 (DIN471564)에 의한 실험)

2. :Thermalresistancefluidtopipe

3.+ :Thermalresistancepipe+Thermalresistanceinx-direction

(1과 2를 이용하여 계산)

64)DIN,1997,DIN 4715–Cooling surfacesforrooms;part1:measuring ofthe

performancewithfreeflow,DeutschesInstitutfurNor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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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패 의 열 항 (DIN471565)에 의한 실험)

5. :천장패 으로부터 실까지의 총합 열 달 항

(1과 4를 용하여 계산)

6.: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류 열 달계수 (5를 용하여 계산)

7. :여러 조건에서 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류 열 달계수

(6을 용하여 계산)

8. :천장패 과 천장 사이의 열 항

→ 직 이 일어나는 경우 (내부 식 계산)

Gap이 있는 경우 열 항 ( 용 계산)

9. :총 열 항

천장패 자체는 상기의 총 항을 구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순서의 자세한 메커니즘은 [부록 A]에 수록하 다.이를 존과 연결하기

해서는 표면 노드의 열평형 메커니즘에 따라 얼마만큼의 열을 공기 노드로 주

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TRNSYS66)에서는 표면 노드에서의 열평형을 식(3.7)으로 구하고 있으며,

각 요소의 설명은 Table3.5와 같다.TRNSYS에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값

들을 모두 도출할 수 있는 Model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이를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B6_BAL=-B6_DQWALLdt– B6_QCOMI+B6_QCOMO+

B6_QRADGI+B6_QRADGO– B6_QALG (3.7)

65)Ibid.
66)Klein,S.etal,op.cit.,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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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Description Unit 

B6_BAL energy balance for a wall should be always 0 kJ/hr 

B6_DQWALLdt 
change of the thermal energy accumulated in the 

surfaces in the time interval dt.
kJ/hr 

B6_QCOMI 
combined heat flux to inside 

(going into zone +; going into wall -) 
kJ/hr 

B6_QCOMO 
combined heat flux to outside 

(going to outside -; going into wall +) 
kJ/hr 

B6_QRADGI Total radiative gains for inner surface node kJ/hr 

B6_QRADGO Total radiative gains for outside surface node kJ/hr 

B6_QALG 
Total energy gains by an active layer or a chilled 

ceiling (heating -; cooling +) 
kJ/hr 

Table 3.5 Related items of energy balance for a wall

3.2.3 장 시스템

(1)본 연구에서 필요한 출력값

본 연구에서는 장시스템으로서 난방수와 냉방수를 장하는 축열조를 사

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축열조 내의 에 지,즉,온도를 참조하여 히트펌

의 작동여부를 단해야 하므로,축열조 내의 온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단하기 하여 축열조로의 입수온도 출

수온도,유량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모델의 상세 메커니즘

축열조 내부의 열 달은 각 노드 에서의 열 획득 손실과 노드 간 열교환

으로 구분할 수 있다.각 노드에서의 열획득 손실은 1)유체의 유입 유

출로 인한 부분,2)열교환기를 통한 부분,3)보조열원을 통한 부분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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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노드간 열교환은 4)유량(massflow)에 의한 열교환,5)

도에 의한 열교환 6) 류에 의한 열교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7)축열조 벽을 통한 열손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67)먼 각 노드

에서의 열 획득 손실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1)유체의 유입/유출로 인한 열 획득/손실

도(온도)에 의해 해당 노드로 이동하는 부분에 한 메커니즘이다.간

략한 해석을 하여 해당 노드로 이동할 때 지나오는 노드에 도되는

열량과 incomingflow에 의한 mixing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집열기측에서 유입되는 온도가 inlet이 치한 노드의 온도보다 낮

을 때,원래 있던 따뜻한 유체를 끌고 내려가는 효과인 entrainment

effect도 고려하지 않았다.


 

        ≥   
(3.8)

2)열교환기를 통한 열 획득/손실

열교환기 내장형 축열조일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이는 동 의 험이

있는 경우에 열원측의 열매체를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는 식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해 부하측에 열교환기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열 달에 효과 인 향류 열교환기 용하는 것을 가정하 다.


    (3.9)

67)Duffie,J.A.andBeckman,W.A.,2013,Solarengineeringofthermalprocesses

(Vol.3).New York:Wiley,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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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조열원을 통한 열 획득

축열조 내부에 보조열원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보조열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량이 획득된다고 가정하 다.

 (3.10)

다음으로 노드간 열교환은 아래의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진다.

4)유량에 의한 열교환

노드 간의 유량에 의해 교환되는 냉난방수의 열량으로서,유량 외에도

비열 노드 간의 온도차에 비례한다.이 때,유량의 방향이 하향,즉,

downwardflow면 +로,유량의 방향이 상향,즉,upwardflow면 –로 하

여,유량의 방향에 따라 부호를 다르게 설정하 다.


  i f 

  i f  
(3.11)

여기서,  

  

 


  

  






  

  




  

  




 (downwardflow 발생)

  

  

 


  

  




 (upwardflow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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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에 의한 열교환

노드 간의 도에 의해 교환되는 냉난방수의 열량으로서,유체의 열 달

율,축열조 단면 면 노드간 온도차에 비례하고 노드 심 간의 거리

에 반비례한다.단,축열조 벽에 의한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


 →


 (3.12)

6) 류에 의한 열교환

기 이 되는 노드에 비해 아래의 노드가 더 따뜻할 경우,temperature

inversionmixing발생한다.이 경우에 류에 의한 열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




i f 
i f 

(3.13)

7)축열조 벽을 통한 열 손실

각 노드는 축열조 측면을 통한 열손실이 발생한다.그리고 특히 최상부

노드나 최하부 노드의 경우,축열조의 상부 하부를 통한 열손실이 있

는 것으로 단되므로,상하부 열손실율()추가해야 한다.

  (3.14)



- 67 -

상기의 메커니즘 에서 TRNSYS의 Type4,68)Type6069)에서 구 된 부

분은 Table3.6에 나타내었다.각 모델의 다이어그램과 열 달 메커니즘을 고

려하여 도출한 식은 [부록 B]에 수록하 다.

Type4와 60모두 본 연구에서 필요한 도출값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단되었다.단, 고온이나 동 방지를 한 열교환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

할 수 있고,노드 간에 도와 류에 의한 열 달은 그 향이 크지 않다고

단된다.즉,유체의 유입/유출로 인한 열획득 손실,유량(massflow)에

의한 열교환만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단되므로,축열조 모델은 이에 합당하

면서도 입력 변수가 은 Type4로 결정하 다.

Type 4 Type 60

1) Inlet/outlet O O

2) Heat exchanger X O

3) Auxiliary O O

4) Massflow O O

5) Conduction X O

6) Convection X X

7) Heat loss O O

Table 3.6 Applied mechanism in TRNSYS Type 4 and 60

68)Klein,S.etal.,2012,TRNSYS manual,Volume4,MathematicalReference,

pp.4.351-4.355

69)Ibid.,pp.4.372-4.377



- 68 -

3.2.4열원 시스템

(1)본 연구에서 필요한 출력값

열원 시스템에서 필요한 출력값을 정의하기에 앞서 먼 히트펌 를 어떻

게 제어하면 증발기와 응축기 모두 원하는 온도를 얻을 수 있을지를 논하

다.이후 실제 이러한 제어를 해 필요한 출력값을 정의하 다.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에서 열원 시스템으로 용되는 히트펌 는 난방

축열조와 냉방축열조 내에 있는 난방 는 냉방 공 온도를 만족시키지 않는

난방수와 냉방수를 각각의 공 온도를 만족시키는 난방수와 냉방수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난방수와 냉방수의 공 설정온도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공

온도를 만족시키지 않는 난방수와 냉방수를 히트펌 로 유입하여 히트펌 를

거친 냉난방수를 바로 특정 설정온도로 만들거나,히트펌 를 몇 번 거치면서

특정 설정온도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먼 히트펌 를 지나는 냉난방수가 바로 특정 설정온도로 만들어 지기

해서는 히트펌 의 응축기 측 출수온도와 증발기 측 출수온도를 모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해서는 냉매가 응축하며 발생하는 열과 증발하며 흡

수하는 열을 모두 조 (압축기 용량조 방법.단,증발기 응축기 측 유량

이 고정된 경우)하거나,발생/흡수하는 열에 따라 난방수와 냉방수의 유량을

조 (증발기 응축기 측 유량조 방법.단,압축기 측 용량을 변동할 수 없

는 경우),그리고 상기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압축기 용량조 +

증발기 는 응축기 측 유량조 )이 있다.

냉매가 응축하며 발생하는 열과 증발하며 흡수하는 열을 모두 조 하는 것

은 냉매를 압축하는 정도로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응

축기 측 온도를 맞추기 해 열을 방출할 때는 증발기 측에서 그 만큼의 열을

흡열하여 이 열에 따라 증발기 측 온도가 결정되고,증발기 측의 온도를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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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열을 방출할 때는 응축기 측에서 그 만큼의 열을 방출하여 이 열에

따라 응축기 측 온도가 결정되므로,응축기와 증발기의 온도를 동시에 조 할

수는 없다. 를 들면.냉방 시에 15°C물이 증발기로 들어가서 7°C의 물이 나

오게 하도록 압축기를 가동하 을 때 응축기에서 45°C의 물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응축기로 들어가는 물이 를 들어 35°C인 경우와 40°C인 경우에 모

두 만족해야 한다.하지만 15°C물을 7°C로 냉각시키는데 필요한 열량만큼이

35°C와 40°C인 경우 모두 투입되므로,두 경우에서 응축기 출수온도는 다를

것이다.

발생/흡수하는 열에 따라 난방수와 냉방수의 유량을 조 하는 것은 응축기

와 증발기에서의 방열/흡열량에 따라 냉난방 측 유량을 조 하면 사용 가능하

다.단,실제의 경우 응축기와 증발기 측의 물의 온도가 설정온도와 차이가 많

이 날 경우(특히 기 가동 시)에는 유량이 무 작아서 히트펌 측에 무리

를 수 있으므로,정격유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실제 히트펌 의 설치

시방을 보면,냉매 압축이 시작되면 동시에 정유량으로 히트펌 측으로 냉난

방수를 흘려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응축기( 는 증발기)

측의 유량을 고정하고 설정온도를 맞추도록 냉매 압축정도를 제어 하여 방열

( 는 흡열)을 진행하는 동시에 증발기( 는 응축기)측의 유량을 흡열량(

는 방열량)에 따라 조 하여 설정온도를 맞출 수 있다.단,앞에서 논한 두 가

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정온도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유량이 무 작아

서 히트펌 측에 무리를 수 있다.즉,공 온도를 만족시키지 않는 난방수

와 냉방수를 히트펌 로 유입하여 히트펌 를 거친 냉난방수를 바로 특정 설

정온도로 만드는 것은 실제 기기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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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 를 몇 번 거치면서 특정 설정온도로 만들어지기 해서는 축열조

에서 출수된 물이 축열조로 돌아오지 않고 히트펌 를 거치다가 설정온도가

되면 돌아오거나,축열조에서 출수된 물이 히트펌 를 통과하여 축열조로 돌

아오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열조 체의 온도가 특정 설정온도가 되어야 한다.

축열조에서 출수된 물이 축열조로 돌아오지 않고 히트펌 를 거치다가 설

정온도가 되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의 경우,히트펌 가 큰 온도변화 폭을

계속 경험하게 되므로 작동에 무리가 올 수 있다.단,히트펌 로부터의 출수

를 축열조로부터의 출수와 혼합하여 히트펌 로는 일정한 온도가 입수 되도

록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권장된다.

축열조에서 출수된 물이 히트펌 를 통과하여 축열조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열조 체의 온도가 특정 설정온도를 만드는 방법의 경우,갑자기

큰 부하가 발생한 경우에 터미 측에 온도제어를 하면 공 -환수 온도차가

커져서 히트펌 를 지나도 설정온도를 만족시키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축열조

내의 성층이 깨질 수 있다.단,축열조와 터미 시스템 사이에서는 유량제어

를 하면 공 -환수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축열조에서 히트펌 로 안정

인 냉난방수온도를 공 할 수 있어서 가능한 방안이다.

즉,기본 으로 축열조에서 출수된 물이 히트펌 를 통과하여 축열조로 돌

아오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열조 체의 온도가 특정 설정온도를 만드는 방법

을 이용해야 한다.이 때 축열조와 터미 시스템 사이에서는 유량제어하고,

축열조와 히트펌 사이에서는 축열조에서 출수된 물이 축열조로 돌아오지

않고 히트펌 를 거치다가 설정온도가 되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병용하

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히트펌 는 정출력 기기와 변출력 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먼 정출력 기

기의 경우,응축기 는 증발기 측 온도를 맞추기 해 냉매루 의 압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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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정지한다. 기 구동 시에는 냉난방수가 설계 스펙의 온도와 차이가

많이 나므로 기기 작동 시 효율이 낮으나,설계 스펙에 맞는 유량과 온도가 만

족된 경우에는 정격 효율로 작동한다.

변출력 기기의 경우,응축기 는 증발기 측 온도를 맞추기 해 압축기

수,유입냉매가스,냉매루 의 압축기 회 수를 조 한다.주 목 은 응축기

는 증발기 측 설정온도를 맞출 때,반 측의 온도의 변화가 큰 경우에 압축

정도를 조 하여 투입에 지를 이는 것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축열조를 이용하므로, 기가동을 제외하고는

7~12°C의 냉수,40~45°C의 온수 사이에서 안정 으로 작동한다.즉,열원온도

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정출력 기기로 안정 인 온도 상태를 만드는 방

식이 가장 실 으로 단된다.

상기 운 방법 에서 축열조에서 출수된 물이 히트펌 를 통과하여 축열

조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열조 체의 온도가 특정 설정온도를 만드

는 방법으로 운 할 경우에는,히트펌 의 응축기 측 온수출수온도()

와 증발기 측 냉수출수온도()가 설정온도를 만족시키는 지를 알 수 있

어야 한다.

동시냉난방을 통해 난방 측과 냉방 측에서 얻은 열량은 응축기 방열량과 증

발기 흡열량은 이상 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다.하지만 실제로는 압축기의 효

율이 이상 이지 않은 경우에는 열을 받아 응축기에서 방열되는 열량이 증발

기에서의 흡열량보다 더 클 것이다.이를 고려하기 해서는 응축기 방열량

()와 증발기 흡열량(
)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한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동일한 부하를 제거할 때 에 지 소비량이

감소되었는지 단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단하기 해서는 력을 이용한

히트펌 의 경우를 가정하여 력투입량(PHP)을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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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Major factors of heat pump 

(2)모델의 상세 메커니즘

재까지의 연구 에서 가능한 많은 기계 인 라미터를 고려하여 히트

펌 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연구가 존재한다.70)71)하지만 히트펌 는 주변의

다양한 향을 받아서 기계의 효율이 나타나므로,실제 시뮬 이션에서도 특

정 기계의 성능곡선에 의해 간략히 모델링하는 것이 기계의 모든 라미터를

고려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TRNSYS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 의 모델은 Type4372),Type5373),

Type20274),Type66675),Type66876)이다.먼 Type43은 PartLoad

70)Jin,H.2002,Parameterestimationbasedmodelsofwatersourceheatpumps.

Diss.OklahomaStateUniversity

71)Jin,H.etal.,2003,Parameterestimationbasedmodelofwater-to-waterheat

pumps with scrollcompressors and water/glycolsolutions.Building Services

EngineeringResearchandTechnology,24(3),pp.203-219

72)Klein,S.etal,op.cit.,pp.4.120-4.121

73)Ibid.,pp.4-137-139

74)Cross,K.,1994,AnEvaluationofIceandChilledWaterAsThermalStorage

MediaforCombustionTurbineInletAirCoolingSystems,M.S.Thesis,University

ofWisconsin,Madison,p.22

75)ThermalEnergy SystemsSpecialists,2012,TESSLibs17,Volume6,HVAC

librarymathematicalreference,pp.62-67

76)Ibid.,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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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로서,부분부하 운 을 하는 기기에 활용될 수 있다.건물에서 필

요한 부하와 기기의 최 부하의 비,즉,Dutycycle과 기기의 Partload

factor의 계를 입력하여,기기의 에 지효율 사용된 에 지를 도출할 수

있다.단,기기로의 입출수 온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직 에 지를 구하는

모델이며,존과 냉난방기기가 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해당 Type으로는

,
,을 도출할 수 있다.

Type53은 ParallelChillers로서 냉동기의 냉매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상을

경험식을 통해 분석한다.경험식은 아래의 식(3.15)와 같다.

 


 (3.15)

다양한 상황의 X,Y,Z을 Table형태로 입력하면,curve-fit으로 함수를 생

성하여 시뮬 이션에 이용한다.가장 일반 으로 활용되는 냉동기 모델로

단된다.해당 Type으로는 ,,
,

,을 도출할 수 있다.

Type202는 CentrifugalChiller로서 Type53의 변형한 식(3.16)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3.16)

단,X,Y,Z를 table형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curve-fitting되는 Type53

과 달리,a에서 e의 값을 사용자가 직 curve-fitting해야 한다.하지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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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a에서 e의 값(Type53의 a0~a5에 해당)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a에

서 e의 값이 명확한 경우에는 Type53보다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다.해당

Type으로도 역시 ,,
,

,을 도출할 수 있다.

Type666은 Watercooledchiller로서,다양한 냉수의 설정 온도와 유입 냉

각수 온도에 한 capacityratio와 COPratio 다양한 부분 부하율에 한

에 지투입을 기반으로 계산한다.Type53에서는 응축기 측의 출수온도가 필

요한 반면,Type666에서는 응축기 측의 유입온도가 필요하다.해당 Type으로

도 역시 ,,
,

,을 도출할 수 있다.

Type668은 Water-waterheatpump로서,온도만 고려하여 COP,Power

등의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타 Type과는 달리,기본 데이터 입력 시에 유

량에 따른 고려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해당 Type으로도 역시 ,

,
,

,을 도출할 수 있다.

비교 일반 으로 사용되는 냉동기모델로 단되는 Type53모델은 외부

성능 데이터 일과 요구되는 하나의 라미터(응축기출수온수-설계온도차)

를 생산자가 공 하는 성능 데이터로부터 도출해야 하고,이를 입력하더라도

curve-fitting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메커

니즘은 Type53과 비슷하고 원하는 Output을 모두 도출할 수 있는 반면,외

부 데이터 일에 의한 데이터를 개별 으로 curve-fitting하여 용할 수 있

으므로 오류에 한 비를 할 수 있는 Type202를 활용하 다.본래 Type

202는 냉동기 모델로 제작된 것이지만,본 연구에서는 한 공간 는 축열조에

하여 냉난방의 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히트펌 의 환기능이 없는 일반

냉동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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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시스템 체 모델

상기의 과정을 통해 모델링한 체 시스템 모델은 Fig.3.15과 같다.시스템

부분에는 상기의 과정에서 분석되어 채택된 존,터미 ,축열조, 열원 모델

을 용하 고,각 모델을 펌 ,밸 등의 분배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체 시

스템을 완성하 다.그리고 열원과 분배 시스템에는 제어가 필요하므로 작동

부분에 제어신호발생 부분을 용하 다.시스템의 운 은 축열조 에 지 잔

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축열조의 노드별 온도를 도출하여 에 지 잔여량을

구해 이에 따라 작동 지에 한 제어신호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3.15 TRNSYS simulation model for detailed load removal mechanism of SH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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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부하제거 개략 메커니즘

주어진 상 건물에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용하 을 때,앞서 언

한 로 시스템의 모델을 기반에 둔 시뮬 이션으로 비교 정확하게 부하제

거량을 단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본 연구의 목 은 다양한 부하발생 상

황에서의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는 것인데,시뮬 이션을 해 다양한 부하

를 나타내는 건물을 모델링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다.

이에 본 장에서는 모든 건물을 실제로 모델링하는 시간 비용을 약하기

한 부하제거 개략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개략 메커니즘은 실의 부하

를 제거하는 동안의 에 지 생산, 장,사용에 의한 에 지 이동만을 고려한

메커니즘으로서,상세한 시스템 모델에서 물리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해

필요한 온도 유량 등의 복잡한 물리량을 배제한 메커니즘이다.

온도와 유량을 배제하기 해서는 앞서 시스템 모델에서 용된 제어방안

에 의해 냉방 난방 측에서 필요한 온도 유량이 모두 달성되어 있는 상

태를 가정하 고,축열체의 장과 온도차에 의한 열량손실을 배제하 다.그

외에 응축기에서의 방열량과 증발기에서의 흡열량은 같다고 가정하 다.실제

로 그 양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복사냉난방을 터미 시스템으로 용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효과 에 하나인 터미 에서의 요구 온도차 감소에 따라

low-lifting히트펌 를 용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응축기 방열량

과 증발기 흡열량간의 차이를 최 한 일 수 있다고 단된다.

의 가정에 기반을 두고,동시냉난방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방부하 냉

방부하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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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시스템으로 제거한 난방부하

동시냉난방으로 제거한 난방부하는 각 시 에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난방부하의 합과 같다.

 




 (3.17)

이번 시 에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난방부하는 난방부하가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번 시 에서 생산된

난방에 지의 합보다 을 때는 난방부하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 한 난방부

하가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번 시 에서 생

산된 난방에 지의 합보다 많을 때는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번 시 에서 생산된 난방에 지의 합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

  for  ≤ 

 for    (3.18)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끝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같다.

    (3.19)

이 시 이 끝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 시 에서 생산된 난방에 지의 합에서

이 시 에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난방부하를 제거한 만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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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이번 시 에서 생산된 난방에 지는 히트펌 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0일

것이고,히트펌 가 작동하고 있다면,히트펌 의 용량과 이번 시 에서 난방

축열조가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과 이번 시 에서 냉방축열조가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 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for 

   for  (3.21)

여기서 히트펌 용량은 입력값이다.증발기에서 발생하는 냉방에 지,즉,

흡열량과 응축기에서 발생하는 난방에 지,즉,방열량은 같다고 가정하 다.

이번 시 에서 난방축열조가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은 체 난방축

열조의 용량 에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차

있는 상황에서 난방부하만큼 제거하면서 더 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여기서

체 난방축열조의 용량은 입력값이다.

  (3.22)

이번 시 에서 냉방축열조에서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은 체 냉방

축열조의 용량 에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차

있는 상황에서 냉방부하만큼 제거하면서 더 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여기서

체 냉방축열조의 용량은 입력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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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끝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같다.

   (3.24)

이 시 이 끝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 시 에서 생산된 냉방에 지의 합에서

이 시 에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냉방부하를 제거한 만큼이

다.

       (3.25)

히트펌 의 작동여부는 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이를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1)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없거나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필요가

없다면,히트펌 는 작동하지 않음.

2)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있고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필요가 있

다면,히트펌 는 작동함.

  for  and or 

  for  and and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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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없거나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없다면,히트

펌 작동은 멈춤.

4)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있고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있다면,히트펌

는 계속 작동함.

  for  and or 

  for  and and  (3.27)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난방축열조의 에 지하한선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이다. 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난방축열조의 에 지하한선보

다 작은 경우이다.

  for ≥ 

  for  (3.28)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냉방축열조의 에 지하한선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이다. 한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냉방축열조의 에 지하한선보

다 작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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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for  (3.29)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없는 경우는,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난방축열조의 에 지상한선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이다. 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있는 경우는,이번 시

이 시작될 때 장된 에 지가 난방축열조의 에 지상한선보다 작은 경우이

다.

  for ≥

  for  (3.30)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없는 경우는,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냉방축열조의 에 지상한선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이다. 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수 있는 경우는,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난방축열조의 에 지상한선보다

작은 경우이다.

  for  

  for ≤  (3.31)

여기서,난방축열조의 에 지하한선,난방축열조의 에 지하한선,난방축열

조의 에 지상한선,냉방축열조의 에 지상한선은 임의의 입력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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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시스템으로 제거한 냉방부하

동시냉난방으로 제거한 냉방부하는 각 시 에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냉방부하의 합과 같다.

 




 (3.32)

이번 시 에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냉방부하는 냉방부하가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번 시 에서 생산된

냉방에 지의 합보다 을 때는 냉방부하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 한 냉방부

하가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번 시 에서 생

산된 냉방에 지의 합보다 많을 때는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번 시 에서 생산된 냉방에 지의 합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

  for  ≤ 

 for    (3.33)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끝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같다.

   (3.34)

이 시 이 끝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시작될 때

냉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 시 에서 생산된 냉방에 지의 합에서

이 시 에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냉방부하를 제거한 만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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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이번 시 에서 생산된 냉방에 지는 히트펌 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0일

것이고,히트펌 가 작동하고 있다면,히트펌 의 용량과 이번 시 에서 냉방

축열조에서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과 이번 시 에서 난방축열조가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 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for 

   for  (3.36)

여기서 히트펌 용량은 입력값이다.증발기에서 발생하는 냉방에 지,즉,

흡열량과 응축기에서 발생하는 난방에 지,즉,방열량은 같다고 가정하 다.

이번 시 에서 냉방축열조에서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은 체 냉방

축열조의 용량 에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차

있는 상황에서 냉방부하만큼 제거하면서 더 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여기서

체 냉방축열조의 용량은 입력값이다.

  (3.37)

이번 시 에서 난방축열조에서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은 체 난방

축열조의 용량 에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가 차

있는 상황에서 난방부하만큼 제거하면서 더 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여기서

체 난방축열조의 용량은 입력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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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이번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끝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같다.

    (3.39)

이 시 이 끝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이 시 이 시작될 때

난방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이 시 에서 생산된 난방에 지의 합에서

이 시 에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한 난방부하를 제거한 만큼이다.

      (3.40)

히트펌 의 작동여부는 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이를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1)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없거나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필요가

없다면,히트펌 는 작동하지 않음.

2)이 시 에 히트펌 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할 필요가 있고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더 장할 필요가 있

다면,히트펌 는 작동함.

히트펌 의 작동여부는 3.3.1 에서 분석한 내용과 같으므로,해당 내용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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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개략 메커니즘 정리

앞서 제안된 개략 메커니즘은 시간 별 부하량에 따라 분석을 필요로 하므

로,아래의 로세스를 매 시간에 하여 수행함으로써 구 할 수 있다. 로

세스의 다이어그램은 Fig.3.16에 나타내었다.

1)냉난방부하 입력 (,)

2) 기시 에서 난방축열조 내의 난방에 지 냉방축열조의 냉방에 지

도출 (,)

3)히트펌 작동 여부 단 ()

3-1)이 timestep에서 히트펌 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난방축열조,냉

방축열조에서 히트펌 작동이 필요한 지 단

3-2)이 timestep에서 히트펌 가 작동 한 경우:난방축열조,냉방축열

조에서 히트펌 가 작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단

4)히트펌 작동으로 얻을 수 있는 난방에 지량() 냉방에 지량

()도출

5)냉난방축열조로 처리할 수 있는 난방부하() 냉방부하()

도출

6)보조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난방부하() 냉방부하()도출

7)종료시 에서 난방축열조 내의 난방에 지() 냉방축열조 내의

냉방에 지()도출

8)냉난방축열조로 처리할 수 있는 총 난방부하() 총 냉방부하

()도출 →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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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Process for simulation based on simplified load removal mechanism of SH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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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시스템 모델과 개략 메커니즘 비교

개략 메커니즘은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에 비해 정확도는 낮을

수 있겠지만 간략한 로세스로서 합리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과의 오차가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것인지에 한 정보

가 있어야 실을 반 하기 한 합리 인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같은 부하가 발생하는 건물에 하여 시스템 모델과 개략 메커니즘

으로 도출된 동시냉난방시스템 제거 부하량을 비교해 보았다.먼 메커니즘

간 비교 수행을 한 이스를 수립하고,비교 결과를 통해 오차 발생여부와

오차 원인을 분석하 다.

3.4.1비교 이스 수립

비교 이스는 발생하는 부하에 하여 다양한 시스템 조건에서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단된다.이에 동시냉난방이 발생하는 임의의 상 건물에

하여 히트펌 와 축열조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 비교 이스를 수립하 다.

먼 상 건물은 서울시에 치한 주상복합 건물이며,야간에도 재실인원

이 있고,실은 내부는 발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며 실의 외피 측,즉,페리미

터 부분은 외부 기온에 향을 많이 받는 것을 가정하 다.내부는 항상 냉방

이 필요하며,페리미터 부분은 계 에 따라 냉방부하 는 난방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동계에는 상 건물의 페리미터에 난방부하가 발생하는 동안 내부의

냉방부하가 발생하므로,동시냉난방의 용이 가능하다.이에 상 건물이 동

계 기간(1월 21~2월 10일)에 발생하는 부하를 시스템 모델에서 정의한 존 모

델을 이용하여 분 단 로 도출하 다. 상 건물의 부하 시뮬 이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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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7,시뮬 이션 결과로 도출된 부하는 Table3.8과 Fig.3.17에 나타내

었다.

Contents
Area 
(m2)

Internal 
load (W)

Wall/Window type

Building

Cold zone

(Perimeter)
24.3 0

-  Front wall: EXT_WINDOW1   
-  Back wall: VirtualSurface
-  Right/Left wall: EXT_WALL    
-  Ceiling: CEILING            
-  Floor: BND_FLOOR

Hot zone

(Internal)
48.6 4600

-  Front wall: VirtualSurface    
-  Back/Right/Left wall: EXT_WALL
-  Ceiling: CEILING                 
-  Floor: BND_FLOOR

Material

- EXT_WALL: PLASTERBOA_12mm, FBRGLS_66mm, 
             WD_SIDN_9mm   
- EXT_WINDOW1: U-value 2.89 W/m2K            
- CEILING: Chilled Ceiling, AIRLAYERHO(0.042hm2K/kJ)   
- BND_FLOOR: TMBR_FLR_30mm, 
               INS_FLR(6.965 hm2K/kJ) 

Weather data
- Seoul, Republic of Korea
- from 21st Jan. to 10th Feb.

Set temperature - Cold zone: 20℃   - Hot zone: 26℃   

Table 3.7 Simulation condition of target building

Classification of load Amount of load

Total load
Heating (Cold zone) 3,848,934 kJ

Cooling (Hot zone) 2,119,668 kJ

Simultaneous load 1,067,521 kJ

Table 3.8 Total and simultaneous load of targe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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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Heating load and cooling load of target building

히트펌 용량은 동시부하의 피크인 108kJ/min을 기 으로 하 다.시스템

의 모델을 시뮬 이션하는 TRNSYS 로그램에는 단 를 kJ/hr로 입력해야

하므로 6,500kJ/hr을 입력하 다.

축열조 용량은 1ton단 로 상용화되어 있으며,물의 비열(4.19kJ/kg°C)와

입출수온도차를 5°C로 가정하면 1ton당 20,950kJ의 에 지를 장할 수 있

음을 단할 수 있다.이 양은 상기 부하에 하여 1일 동시부하량의 최소량

(26,972kJ)보다도 조 은 양이지만,최 설계나 운 이 아닌 메커니즘 간

의 비교를 한 기 축열조 용량으로는 당한 것으로 단된다.TRNSYS

로그램에는 단 를 m3로 입력해야 하므로 1m3을 입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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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ystem model Simplified mechanism

Case 1

HWT capacity 1 m3 20,950 kJ

CHWT capacity 1 m3 20,950 kJ

HP capacity 6,500 kJ/hr 108 kJ/min

Case 2

HWT capacity 2 m3 41,900 kJ

CHWT capacity 2 m3 41,900 kJ

HP capacity 6,500 kJ/hr 108 kJ/min

Case 3

HWT capacity 2 m3 41,900 kJ

CHWT capacity 2 m3 41,900 kJ

HP capacity 13,000 kJ/hr 216 kJ/min

Table 3.9 Cases for comparison between system model and simplified mechanisms

Case1은 히트펌 용량과 축열조 용량을 모두 기 용량으로 한 것으로 결

정하 으며,Case2는 축열조를 두 배로 하 으며,Case3에서는 축열조와 히

트펌 용량을 모두 두 배로 하 다.수립된 이스는 Table3.9과 같다.

3.4.2비교 결과 분석

각각의 메커니즘으로 도출한 결과를 제거한 총 부하,동시냉난방으로 제거

한 부하,보조냉난방으로 제거한 부하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그 결과는

Table3.10과 같다.

개략 메커니즘에 따른 체 제거 부하는 앞서 3.4.1에서 도출한 부하 만큼

인 반면,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에 따른 체 제거 부하는 다소 많이

나타난다.이는 3.4.1에서 도출한 부하는 이상 인 시스템으로 설정실온을 완

벽하게 맞출 수 있고 열원으로부터 터미 까지의 열손실이 없는 반면,실제로

부하를 제거하는 시스템은 설정실온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으며 열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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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터미 까지의 열량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터

미 시스템이 복사시스템인 경우,단열이 부족한 경우에 도의 의한 열손실

이 커져서 부하보다 더 많은 에 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고77)되었는데,이것

한 부하가 과다하게 처리된 하나의 원인으로 단된다.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부하는 난방부하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이는 개략 메커니즘에서는 응축기에서의 방열량과 증발기에서의

방냉량을 같다고 가정하여 동시냉난방으로 처리하는 냉난방 부하가 비슷하지

만,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에서는 방열량이 방냉량보다 큰 실이 반

되어서 동시냉난방으로 제거하는 난방부하가 냉방부하에 비해 더 크게 나

타났기 때문이다.만약 추후에 히트펌 의 상세 메커니즘에서 low-lifting히

트펌 데이터를 용할 수 있거나,개략 메커니즘에서 방열량과 방냉량의

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오차는 더 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한 21일간의 에 지의 양은 오차가 다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부하를 제거하는 양상은 같고,오차 한 실제 시스

템에서 열손실을 최소화하거나 low-lifting히트펌 를 사용한다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기 해 시스템 용량이나 운 방안

을 다양하게 용하여 다수의 이스를 수행해야 한다.이 경우에는 부하제거

에 한 평가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보다 각 이스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를 빠르고 직 으로 단할

수 있는 개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77)LeDreauJ.etal.,2014,Sensitivity analysisofthethermalperformanceof

radiantandconvectiveterminalsforcoolingbuildings,EnergyandBuildings,82,

pp.48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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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 removal System model
Simplified 

mechanism

Case 1

Total load 

removal

Heating 4,147,486 kJ 3,848,934 kJ

Cooling 2,275,903 kJ 2,119,668 kJ

Load removal 

by SHCwT

Heating 1,857,025 kJ 1,207,077 kJ

Cooling 1,448,428 kJ 1,194,717 kJ

Load removal  

by Auxiliary

Heating 2,290,461 kJ 2,641,858 kJ

Cooling 827,475 kJ 924,951 kJ

Case 2

Total load 

removal

Heating 4,207,035 kJ 3,848,934 kJ

Cooling 2,314,986 kJ 2,119,668 kJ

Load removal 

by SHCwT

Heating 2,078,304 kJ 1,668,832 kJ

Cooling 1,566,182 kJ 1,668,980 kJ

Load removal 

by Auxiliary

Heating 2,128,731 kJ 2,180,102 kJ

Cooling 748,805 kJ 471,688 kJ

Case 3

Total load 

removal

Heating 4,315,613 kJ 3,848,934 kJ

Cooling 2,362,536 kJ 2,119,668 kJ

Load removal 

by SHCwT

Heating 2,330,028 kJ 1,663,945 kJ

Cooling 1,777,623 kJ 1,643,093 kJ

Load removal 

by Auxiliary

Heating 1,985,585 kJ 2,184,989 kJ

Cooling 584,912 kJ 476,575 kJ

Table 3.10 Load removal calculated by system model and simplified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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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고려하지 않은 터미 시스템에 의한 에 지

감 가능성을 고려한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이 시스템의 실제

물리 상을 반 한 시스템 모델링을 분석하고 에 지 출입에 기반을 둔 개략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그리고 시스템 모델과 개략 메커니즘에 의해 도

출된 부하제거량을 비교하여 개략 메커니즘의 효용성을 확인하 다.본 장

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터미 시스템으로서 물을 직 실에 들여

냉난방을 수행하는 복사냉난방을 용하 다.공기에 비해 물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운송 의 표면 을 일 수 있고, 류냉난방에 비해 온의

난방수와 고온의 냉방수로도 냉난방이 가능하므로,운송 기간 에 열손

실량도 비교 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low-lifting히트

펌 를 용할 수 있어서 냉난방 에 지 발생이 비슷해지고 기기 자체의

효율이 더 좋아지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한 필요 냉방수온도가 지열

과 근 하고,필요 난방수온도도 지열과 폐수열에 가까워짐에 따라,냉난

방이 부족할 때의 별도의 보조열원이나 보조기기 없이 동시냉난방을 한

물-물 히트펌 만으로 지열과 폐수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2)시스템 모델은 존,터미 , 장 열원 시스템의 물리 특성을 수식화

하여 모델링한 것을 연결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각 모델은 사용자가

연구/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이에 본 존 모

델에서는 체부하 부하를 구성하는 요소부하,실온,터미 시스템이

담당하는 부하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 다.터미 시스템 모델에서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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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온도,유량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축열조 모델에서는 입출수

온도 유랑과 축열조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 다.마지막으로 열

원 모델에서는 응축기 증발기 출수온도와 응축기의 방열량,증발기의

흡열량,그리고 투입되는 력량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 다.

(3)개략 메커니즘은 실의 부하를 제거하는 동안 에 지의 생산, 장,사용

에 의한 에 지 이동만을 고려한 간략한 메커니즘이다.이는 시스템 모델

에 의한 시뮬 이션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합리 인 가정을 통해 단순

화하여 다양한 부하 시스템 상황에서 효율 이고 직 으로 부하제거

양상을 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해당 시 에서의 냉난방부

하가 입력되면 기시 에서 각 축열조에 장된 에 지의 상황에 따라

히트펌 를 작동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된 난방 냉방에 지와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부하를 처리한 후 잔여 부하 만큼을 보조시스템으로 처

리하는 과정을 메커니즘화 하 다.

(4)개략 메커니즘으로 도출한 에 지의 양은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

션에 비해 다소 오차가 있지만 부하를 제거하는 양상은 두 메커니즘이 같

은 것으로 단된다.부하제거 규칙을 단하기 해 다양한 부하 상황과

시스템 용량에서 부하제거 양상을 단해야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개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이 타당하다고 단되는 개략 메커니즘

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하발생 양상에서의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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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부하제거 규칙

4.1부하제거 양상

4.2동시부하량 만큼 제거여부에 한 규칙

4.3동시부하량보다 더 제거할 수 있는 부하에 한 규칙

4.4소결

본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부하제거 규칙,즉,부하가 발생하

는 양상에 따라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할 수 있는지,그리고 동시부하량보다

더 제거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한 규칙을 발생할 수 있는 부

하의 조합에 해 제거될 수 있는 부하의 양상을 추론하여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상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얼마나 제거할 지를 실제 운 이나 메커니즘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목 이 아니라,시스템 계획 단계에서 주어진 부하정보와 시스템만을 가지고

어떤 부하가 제거될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에

실제로 운 을 해야 알 수 있는 정보, 를 들면,축열조의 잔여 에 지량이나

동시냉난방 작동여부 등은 규칙에서 용하지 않고,부하의 발생양상과 히트

펌 용량,축열조 용량 운 방법과 같은 시스템 조건에 따라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하는지,그리고 얼마만큼의 부하를 더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이와 같은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기 해 앞서 도출한 개략

메커니즘에 의해 부하가 제거되는 양상들을 도출하고,다양한 부하에서 이러

한 부하제거 양상들이 어떠한 조합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를 추론하여 규칙화

하 다.



- 96 -

4.1부하제거 양상

부하제거 양상은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하는 난방부하와 냉방

부하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다시 말하자면,시스템으로 제거하는 난방

부하와 냉방부하의 밸런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부하제거 양상을 도출하기 해 먼 임의의 부하에 하여 시스템

조건,즉,축열조 용량,히트펌 용량 운 방안을 합리 으로 가정하여 이

를 개략 메커니즘에 용하여 실제로 제거되는 부하의 양상을 도출하 다.

그리고 해당 이스에서 제거되는 부하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다른 부하발생

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4.1.1 시 이스를 통한 부하제거 양상 도출

개략 메커니즘을 통해 부하제거 양상을 도출을 해서는 먼 표성을

가지는 건물에서의 시간당 부하량(이하 부하 로 일)을 결정해야 한다.다

음으로 해당부하에서의 시스템 조건을 합리 으로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상 부하 로 일 결정

부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부하량을 알 수 있는 시간단 가 작

을수록 정확하다.하지만 계획단계에서는 시간에 따른 실제 부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연구하고자 하는 부하제거 규칙은 개략 인 부하량, 를 들면,일

일의 냉방 난방의 체부하량,동시부하량,냉방 난방의 비동시부하량,

동시부하피크 등과 같은 값만 있어도 가능해야 한다.이러한 부하는 단 면

당 발생하는 부하정도와 시스템의 운 스 만 있어도 개략 으로 알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의 내용은 부하제거 규칙이 정립되었을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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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이고,지 은 부하제거 규칙을 정립하기 해 부하제거 양상을 도출해

야 하므로 메커니즘에 입력될 수 있는 부하가 필요하다.즉,가능한 작은 단

시간의 부하 로 일이 필요하다.

부하 로 일은 실제 건물의 부하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재는 부하를 역산하기 해 필요한 열원기기 소모 에 지를 시간 별

로 미터링하는 건물이 고,미터링이 되는 건물도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

고 있다.차선책으로 건물 시뮬 이션을 통해 부하 로 일을 도출 할 수도

있다.하지만 부하 로 일의 형태가 복잡하여 분석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

인 부하제거 양상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이에 나타날 수

있는 부하를 유형화하고,가장 많은 부하제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단되는

임의의 부하 로 일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먼 나타날 수 있는

부하의 유형을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하 다.

1)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

2)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

3)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부하 발생기간이 다른 부하 발생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

부하의 유형 에서 3)에서는 동시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하가 제거되는

양상만 보일 것이지만,1),2)에서는 동시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비동시

부하간의 밸런싱에 의한 부하제거가 발생할 것이므로,더 많은 부하제거 양상

이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이에 부하제거 양상을 찰하기 한 시 이

스로 1)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를 선정

하 다. 체부하는 냉방 난방 모두 79,545kJ,이 에서 동시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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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Target load profile for load removal aspect evaluation

14,290kJ만큼 발생하고,비동시부하는 냉방 난방 모두 65,254kJ가 발생하

며,동시부하피크는 3,970kJ/hr가 발생하는 부하 조건을 가정하 다.부하

로 일은 Fig.4.1과 같다.

(2)시스템 조건 가정

부하제거양상을 확인하기 해서는 히트펌 용량과 축열조 용량에 한

가정이 필요하다.축열조가 설치됨으로써 실제 부하제거 양상은 비축열식 동

시냉난방 시스템과는 다르겠지만,같은 동시냉난방 시스템이므로 기본 으로

는 비축열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냉방부하와 난방부하를 동시에 발생하는

양 만큼은 제거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일단은 동시부하량 만큼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히트펌 용량과 축열조 용량을 가정하 다.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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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할 수 없으므로,부하제거특성을 단하는 방법을 제안할 때의 조건

(condition)으로 두어야 한다.일단은 히트펌 의 손상을 막기 해 가능한 연

속작동시간을 가장 길게 확보하는 운 을 가정하 다.

일반 인 동시냉난방 히트펌 시스템으로 동시발생부하 만큼을 제거하기

해서는,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모든 부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즉,동시에 발생하는 각 시 에서의 동시에 발생하는 양 에 최 량만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히트펌 용량은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의

피크만큼은 확보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물론 축열조가 포함된다면 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만 히트펌 를 작동하여 에 지를 생산하여 부하를 제거하

는 것이 아니라,부하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나의 부하가 발생할 때도 히트펌

를 작동하여 에 지를 생산하고 부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펌 의

용량이 작아도 동시부하량 만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축열조의

에 지 용량이 아주 을 때를 고려한다면 유효한 가정으로 단된다.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량 만큼의 냉방 난

방부하를 제거하기 해서는,냉방 축열조에 냉방부하를 제거하기 한 냉방

에 지를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만큼 확보할 수 있고,난방 축열조에 난방부하

를 제거하기 한 난방 에 지를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만큼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축열조의 에 지 용량은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

만큼을 제거할 수 있는 에 지량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운 방안은 축열조를 용하 기 때문에 축열조의 냉난방수 온도로 냉방

가능한 냉방수와 난방 가능한 난방수의 용량을 계측하고 이를 참조하여 작동

종료를 수행하는 간단한 운 을 용할 수 있다.이 때 히트펌 의 손상을

막기 해 가능한 연속작동시간을 가장 길게 확보해야 함을 고려하 다.즉,

히트펌 의 작동 종료는 축열조에 남는 에 지가 최소가 되는 시 ,즉,냉



- 100 -

방 가능한 냉방수와 난방 가능한 난방수가 없을 때 작동하여,두 축열조 하

나가 냉방 가능한 냉방수 는 난방 가능한 난방수로 가득 찰 때 까지 작동하

도록 설정하 다(Fig.4.2).

(3) 시 이스에서의 부하제거 양상

상기 (1)과 (2)에서 결정된 부하 로 일과 시스템 조건에 하여 앞서 4장

의 개략 메커니즘므로 실제 부하제거 양상을 살펴보았다.이 때 축열조의

기 에 지량은 0로 가정하 다.실제 메커니즘에 따른 부하제거 양상은

Fig.4.3에,부하제거량은 Table4.1에 기술하 다.

시 이스에서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 모두 일단은 동시부하량만큼은 제

거하 고(C1,H1),동시부하량보다 더 많은 양의 부하를 제거하 다(C2,S).

Fig. 4.2 Assumption of system condition for SH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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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Result of load removal by SHCwT

Load Cooling Heating

1 Total occurred load 79,545 kJ 79,545 kJ

2 Total simultaneous load 14,290 kJ 14,290 kJ

3 Total load removal by SHCwT 15,493 kJ 29,783 kJ

Table 4.1 Occurred, simultaneous load and load removal by SHCwT

시 이스에서는 한 시간 간격으로 시스템의 작동을 단하므로,시스템

이 1시간 가까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13~14시 사이)한다.하지만 실제

로는 한 시간 안에 작동여부를 단할 것이므로,작동할 수 있는 구간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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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시스템의 실제 작동을 고려한 분 단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실제

메커니즘에 따른 부하제거 양상은 Fig.4.4에,부하제거량은 Table4.2에 기술

하 다.

Fig. 4.4 Result of load removal by SHCwT (Minutely)

Load Cooling Heating

1 Total occurred load 79,545 kJ 79,545 kJ

2 Total simultaneous load 14,290 kJ 14,290 kJ

3 Total load removal by SHCwT 17,324 kJ 31,614 kJ

Table 4.2 Occurred, simultaneous load and load removal by SHCwT (Min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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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 메커니즘을 활용한 분 단 시뮬 이션 결과에서는 시스템의 작동

이 실과 가깝게 발생하는 것을 악할 수 있다.본 시뮬 이션 결과에서

찰할 수 있는 부하제거 양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부하는 히트펌 용량 범 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됨(C1 기,S,H2).

2)이 때 발생하지 않는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에는 에 지가 장됨(EH1,

EC2). 한 발생하는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에도 실시간으로 부하를 제

거하는데 사용된 에 지를 제외하고 에 지를 장함(EC1).

3)양 축열조에 장한 에 지는 히트펌 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부하제거

에 이용함(EC1을 C1말기에 이용,EH1을 H1에 이용).

4)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처리한 부하(C1 기)와 축열조에

장된 에 지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부하(C1말기)를 합한 부하제거량은

결국 축열조 용량과 같음.즉,제거한 부하(C1,H1)는 해당 부하를 담당

하는 축열조 용량과 같음.

5)단,하루가 끝날 때 까지 남아있는 에 지(EC2)가 다음 날에 이용되어 축

열조 용량 만큼의 부하를 제거하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최소 다음날까

지의 부하제거양상을 확인해야 하므로,다음 날까지의 시뮬 이션을 수

행해 볼 필요가 있음.

6)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동시부하는 히트펌 용량 범 내

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함(S).이때는 축열조에 따로 에 지를 장하지 않

아도 되므로,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히트펌 작동에 의한 밸런싱을 가능

한 많이 수행하는 것이 유리함.하지만 실제 운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히트펌 작동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으므로,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시부하(S)는 얼마 만큼인지는 단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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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에서 5),즉,하루가 끝날 때 까지 남아있는 에 지(EC2)가 다

음 날에 이용되어 축열조 용량 만큼의 부하를 제거하는지 확인하기 해 기간

을 일주일로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실제 메커니즘에 따른 부하제거

양상은 Fig.4.5에,부하제거량은 Table4.3에 기술하 다.

Fig. 4.5 Result of load removal by SHCwT (7 days)

Load Cooling Heating

1 Total occurred load 556,815 kJ 556,815 kJ

2 Total simultaneous load 100,030 kJ 100,030 kJ

3 Total load removal by SHCwT 215,698 kJ 229,989 kJ

Table 4.3 Occurred, simultaneous load and load removal by SHCwT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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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간의 시뮬 이션 결과에서 찰할 수 있는 부하제거 양상을 분석하

면 아래와 같다.

1)이튿날부터 반복 으로 냉방은 C1+C2+S만큼,난방은 H1+H2+S만큼의

부하를 제거하고 있음

2)제거한 부하의 요소 에서 S는 공통 으로 밸런싱되었음.

3)히트펌 가 작동될 때 C2가 제거되면서 채워지는 난방에 지를 H1만큼

의 난방부하를 제거하는데 이용하 으므로 C2과 H1가 밸런싱되었음을

단할 수 있음.

4)이후 히트펌 가 작동될 때 H2가 제거되면서 채워지는 냉방에 지를 다

음 작동기간의 C1만큼의 냉방부하를 제거하는데 이용하 으므로 C1과

H2가 밸런싱되었다고 단할 수 있음.

4.1.2도출된 부하제거 양상 유형화

상기 과정의 시 이스에서 도출된 부하제거 양상은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S),비동시부하간 밸런싱으로는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C2–H1),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이나 이후 작동기간과 밸런싱되는 부분(C1– H2)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각 유형에 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 (S)

S는 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지 않으면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이므로,S를

최 화 시킬수록 유리하다.첫 날보다 다음날부터 더 많은 동시부하를 S의 형

태로 제거하고 있는데(Fig.4.6),이는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동시냉난방 작동

시작시기가 첫 날에 비해 빠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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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Balancing during simultaneous load occurs

하지만 시스템 계획단계는 시뮬 이션이나 실제 운 을 하기 단계이므

로, 와 같이 축열조의 에 지 상태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동시냉난방이

언제 작동될지 알 수 없다.그러므로 시스템 계획단계에서는 S의 양이 얼마

만큼인지는 정확히 단할 수가 없다.

(2)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 (C2– H1)

이튿날 데이터에서는 먼 발생하는 부하에서 장된 축열조에 지를 모두

사용(C1)하고 나면 냉방축열조 난방축열조의 에 지가 모두 소모되므로

히트펌 가 작동된다.이 때 먼 발생하는 부하는 밸런싱이 수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되고 있다(C2).이때 반 편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에 에

지가 장되고 있으며,반 편 부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축열조에 장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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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하여 부하를 제거한다(H1).즉,C2와 H1은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바로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히트펌 가 작동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되는 부하(C2)는 실시간으로 제

거할 수 있는 부하량(히트펌 용량 이하) 에서 반 편 축열조가 장할 수

있는 양(반 편 축열조 용량)으로 단할 수 있다.만일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보다 반 편 축열조 용량이 더 크면 발생하는 부하만큼을 제거

한다.하지만 이후에도 밸런싱은 지속되어 생성되는 에 지는 반 편 축열조

가 에 지로 가득 찰 때 까지 축열조에 장하고, 장된 에 지는 다음 날에

도 사용할 수 있다.그러므로 결과 으로는 축열조 용량만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되는 부하(H1)는 C2와

같다(Fig.4.7).

Fig. 4.7 Balancing during ope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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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이나 이후 작동기간과 밸런싱되는 부분 (C1– H2)

비교 나 에 발생하는 부하에서 장된 축열조에 지를 모두 사용(H1)하

고 나면 냉방축열조 난방축열조의 에 지가 모두 소모되므로 히트펌 가

작동한다.이 때 나 에 발생하는 부하는 밸런싱이 수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되고 있다(H2).이때 반 편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에 에 지가 장되

고 있으며,다음날 반 편 부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축열조에 장된 에 지

를 사용하여 부하를 제거한다(C1).즉,C2와 H2은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지는 못하지만,이 이나 이후 작동기간과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히트펌 가 작동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되는 부하(H2)는 실시간으로 제

거할 수 있는 부하량(히트펌 용량 이하) 에서 반 편 축열조가 장할 수

있는 양(반 편 축열조 용량)으로 단할 수 있다.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보다 반 편 축열조 용량이 더 크면 발생하는 부하만큼을 제거한다.하

지만 이후에도 밸런싱은 지속되어 생성되는 에 지는 반 편 축열조가 에

지로 가득 찰 때 까지 축열조에 장하고, 장된 에 지는 다음 날에도 사용

할 수 있다.그러므로 결과 으로는 축열조 용량만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축열조에 장된 에 지로 제거되는 부하(C1)는 H2와 같다

(Fig.4.8).

상기의 시에서는 냉방은 C1+C2+S만큼,난방은 H1+H2+S만큼의

부하를 제거하고 있다.제거한 부하의 요소 에서 S는 공통 으로 밸런싱되

고,C2과 H1가 밸런싱되었고,C1과 H2가 밸런싱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이

S는 정확한 양을 단할 수는 없으며,C1,C2,H1,H2는 첫 날을 제외하고

모두 축열조 용량과 같다(Fig.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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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Balancing between another operation periods

Fig. 4.9 Load removal aspects by SHCw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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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하가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과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이나 이후 작동기간과 밸런싱되는

부분이 냉난방에 모두 있는 것은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간의 선후 계가 있으

며 그 순서가 일정하기 때문으로 단된다.만약 날에 냉방부하가 먼 발

생하고 동시부하 이후에 난방부하만 발생한다면, 날의 난방부하는 히트펌

가 작동하면서 실시간 제거되고,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채운다.오늘 냉방부

하가 먼 발생한다면 이 작동기간의 난방부하와 바로 밸런싱되지만,난방

부하가 먼 발생한다면 밸런싱이 냉방부하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다.이 경

우에는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Fig.

4.10).그러므로 부하의 선후 계의 유무와 순서에 따라 부하제거 양상이 달라

지는 것으로 단된다.

Fig. 4.10 Load removal aspects by SHCwT system (for alternate load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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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동시부하량 만큼 제거여부에 한 규칙

동시부하량 만큼 제거하는지 여부에 한 규칙을 이끌어내기 해 앞 에

서 수행한 시 이스에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앞 에서는 결론으로 축열

조의 용량만큼의 부하는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도출하 다. 한 앞

의 시 이스에서는 축열조의 용량을 동시부하량 만큼으로 가정하 으므

로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하고 있었다.하지만 축열조 용량 만큼은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비동시부하량 간의 밸런싱의 결과에서 추론된 내용이므로,

만약 동시부하가 발생하는 기간이 길고 그 양이 비슷하여 비동시부하량이 동

시부하량보다 은 경우에는 용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즉,모든 경우

에서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가 동시부하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실시간 밸런싱으로 모든 동시 부하를 제거할 수 있다

면,즉,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에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바로

밸런싱을 극 화 할 수 있다면,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

거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하지만 앞서 언 했듯이 운 을 직

수행하지 않는 한 그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이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동시부하량 만큼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한 단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상

기 결론은 실제 상황에서 동시냉난방부하가 발생할 때 시스템을 운 할 수 있

어야 가능하다.

앞서 수행한 시 이스(Fig.4.4)에서도 동시부하가 발생하는 동안 히트펌

를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다.이는 축열조의 에 지가 모두 0인 경우

에 작동하는 운 방안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게 축

열조의 에 지에 따라 운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에는 “모든 축열조의 에 지

가 0이 아닐 때에도”히트펌 를 작동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작동하도

록 운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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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히트펌 를 작동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경우는 축열조에 지가 가득

차지 않았으며,앞으로 발생할 부하만큼의 에 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라

고 단된다.하지만 부하가 얼마만큼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리

함을 단할 수 없다.그러므로 히트펌 를 작동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간단하

게 단하는 기 으로 부하가 발생하지만 해당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에 에

지가 없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이는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간

으로 알 수 있으며(ex.보조기기의 작동여부),축열조 내의 에 지는 축열

조 내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히트펌 의

무 자주 ON/OFF할 시에는 기기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히트펌 마다

허용되는 정 연속운 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에 지만큼을 축열조가

장할 수 있을 때 히트펌 를 작동해야 한다.이는 앞서 정의한 내용 에서

“모든 축열조의 에 지가 0이 아닐 때에도”의 기 이 될 수 있다.“모든 축열

조의 에 지가 0이 아닐 때”는 아래의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두 축열조 하나의 에 지가 0이 아닐 때

난방축열조 에 지는 x1이하,냉방축열조 에 지는 0:(x1,0)

난방축열조 에 지는 0,냉방축열조 에 지는 y1이하:(0,y1)

2)두 축열조 모두 에 지가 0이 아닐 때

난방축열조가 x2이하,냉방축열조가 y2이하:(x1,y1)

용되는 히트펌 의 정 연속운 시간이 45분이라면,앞서의 이스에서

히트펌 는 45분 당 2,978kJ(3,970kJ/hr)을 생산할 수 있으며,이는 축열조

용량(14,290kJ)의 약 21%이다.즉,냉방 난방축열조에 79% 이하의 에 지

가 있는 경우에 작동할 수 있다.이에 히트펌 작동 조건을 두 축열조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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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5% 이하(안 율 고려)로 했을 때 히트펌 를 작동하여 둘 하나의 축

열조가 100%가 될 때 까지 작동하는 것(즉,75,75)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운 의 기 이 되는 축열조에 지 기 을 바꾸어 수행한 시뮬 이션 결과

는 Fig4.11과 Table4.4와 같다.난방 난방 축열조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운 하는 방안과 75%만큼 소진되었을 때의 운 방안을 비교해 보면,동시부

하가 발생할 때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S)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결과 으

로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의 모든 난방부하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기존 운 방안에 비해 더 많은 냉방부하를 제거할 수 있

었다.

Fig. 4.11 Result of load removal by SHCwT (Operation: (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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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of load 

removal

Storage tank energy criteria for operation 

(0,0) (75,75)

1 C1 14,290 kJ 14,290 kJ

2 H1 14,290 kJ 14,290 kJ

3 S 1,202 kJ 7,102 kJ

4 H2 14,290 kJ 14,290 kJ

Table 4.4 Result of load removal by SHCwT (Operation: (0,0) and (75,75))

의 결과로 추론하면,히트펌 의 정 연속운 시간을 고려한 축열조에

지 기 내에서 잔여량 기 을 결정하되,축열조 에 지 잔여량 기 을 높일

수록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체 부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의 동시부하를 동시냉난방을 작동시

키면서 실시간 밸런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가정하 다.이 경우에는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 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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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동시부하량보다 더 제거할 수 있는 부하에 한 규칙

앞의 에서 실제 상황의 운 방안이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가정하여 히트

펌 이하의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될 것으로 단하 다.여기에 추가로 더

제거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앞서 유형화 된 부하제거 양상 에 해당 작동기

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과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지

는 못하지만 이 이나 이후 작동기간과 밸런싱되는 부분이 있다.단,앞 에

서 언 하 듯이 부하의 선후 계에 따라 상기의 부하제거 양상,즉,밸런싱

이 모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이에 부하의 선후 계에 따

라 규칙 도출을 한 분석 이스를 도출하고,각 이스 별로 어떤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즉,밸런싱이 발생할지 분석하 다.

4.3.1규칙 도출을 한 분석 이스

먼 분석 이스의 기 이 되는 부하의 선후 계는 앞서 아래와 같은 경우

로 구분하 다.

1)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

2)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

3)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부하 발생기간이 다른 부하 발생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

한 해당 작동기간에(오늘)상기의 부하 선후 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날의 부하 선후 계에 따라 부하제거 양상 한 달라짐을 앞 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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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의 3가지 부하 선후 계를 해당 작동기간(오늘)과 이 작동기간

( 날)의 조합으로 분석할 CaseA~I를 만들었으며,Table4.5에 나타내었다.

Case
Load combination 

Today The day before Shape

A 1) 1)

B 1) 2)

C 1) 3)

D 2) 1)

E 2) 2)

F 2) 3)

G 3) 1)

H 3) 2)

I 3) 3)

1) Cooling load occurs earlier, heating load occurs later

2) Heating load occurs earlier, cooling load occurs later

3) Cooling and heating loads occurs simultaneously

  (including cases that the duration of one load contains the other duration 

of load) 

Table 4.5 Load combination cases of today and the day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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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이스 별 부하제거 규칙 분석

도출된 이스에 하여 앞서 3장에서 도출한 부하제거 양상 어떠한 밸

런싱이 발생할지를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석하 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

b)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이나 이후 작동

기간과 밸런싱되는 부분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이 작동기간 에 밸런싱 못한 부하 에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

어와 밸런싱이 되는 부분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해당 작동기간 에 밸런싱하지 못한 부하 에 다음 작동기간으

로 넘어가 밸런싱이 되는 부분

(1)CaseA

CaseA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 한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

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에서는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냉방부하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 다

가 장된 에 지로 나 에 발생하는 난방부하를 제거하는 것이 모두 나타

난다면,이 밸런싱이 발생하 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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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A의 경우에 날은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므로 난방부하를 제

거하면서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채우기 때문에 냉방축열조에 에 지가

난방축열조에 비해 많은 상태로 종료되며,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

므로 냉방비동시부하를 먼 제거해야 한다.그러므로 냉방축열조의 에

지를 난방축열조에 비해 빠르게 소모할 수 있고,난방부하를 조 제거한

상황,즉,동시부하가 시작되고 직후에 히트펌 가 작동하는 양상을 나타낸

다.만약 난방축열조에 에 지가 없는 상태로 날이 종료되었다면 동시부

하가 발생하기 에도 히트펌 가 작동하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이 때,

냉방비동시부하량 일부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

하면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게 되는데, 장한 에 지를 난방비

동시부하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그러므로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

싱되는 부분이 Fig.4.12의 a)_c,h와 같이 나타난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에서는 이 작동기간의 체 난방비동시부하

에서 작동 기간 에 밸런싱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난방비동시부하

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 다가 장된 에 지로 해당 작동기간에서 냉방부하를

제거한다면,이 밸런싱이 발생한다고 단할 수 있다.

CaseA에서는 이 작동기간의 체 난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싱

된 난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 처리

할 수 있고,처리하면서 채워진 냉방축열조 에 지를 해당 작동기간의

냉방부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즉,이 작동기간의 난방부하와 해당

작동기간의 냉방부하 간에 밸런싱이 Fig.4.12의 b)_c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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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에서는 이번 작동기간의 체 난방비동시부하

에서 작동 기간 에 밸런싱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난방비동시부하

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 다가 장된 에 지로 다음 작동기간에서 냉방부하를

제거한다면,이 밸런싱이 발생한다고 단할 수 있다.

CaseA에서는 이번 작동기간의 체 난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싱

된 난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 처리

할 수 있고,처리하면서 채워진 냉방축열조 에 지를 다음 작동기간의

냉방부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즉,해당 작동기간의 난방부하와 다음

작동기간의 냉방부하 간에 밸런싱이 Fig.4.12의 b)_h와 같이 나타난다.

Fig. 4.12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A Case)  



- 120 -

(2)CaseB

CaseB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

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A와 동일하다.하지만 CaseA와 다르게

CaseB의 경우에 날은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므로 냉방부하를 제거

하면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채우기 때문에 난방축열조에 에 지가 냉

방축열조에 비해 많은 상태로 종료되지만,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

므로 냉방비동시부하를 먼 제거하게 된다.이 때,냉방축열조의 에 지가

난방축열조에 비해 조 밖에 없으므로 나 에 발생하는 난방부하를 많이

제거한 상황,즉,동시부하의 종료시 에 가까워져서야 히트펌 가 작동하

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러므로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 처리하는 냉방

비동시부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되며,이에 따라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이에 해당

밸런싱은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에서는 이 작동기간의 체 냉방비동시부하

에서 작동 기간 에 밸런싱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냉방비동시부하

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 다가 장된 에 지로 해당 작동기간에서 난방부하를

제거한다면,이 밸런싱이 발생한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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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B의 경우에 이 작동기간의 체 냉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

싱 된 냉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동시냉난방 히트펌 를 작동하

여 실시간 처리할 수 있고,처리하면서 채워진 난방축열조 에 지를 해

당 작동기간의 난방부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즉,이 작동기간의 냉

방부하와 해당 작동기간의 난방부하 간에 밸런싱되는 부분이 Fig.4.13

의 b)_h1와 같이 나타난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A와 동일하며,CaseB 한 이 밸런싱이

Fig.4.13의 b)_h2와 같이 나타난다.

Fig. 4.13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B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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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aseC

CaseC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A,B와 동일하다.하지만 CaseA,B와는 다르

게 CaseC의 경우에 날은 동시부하가 발생하므로,앞의 Case처럼 작동

기간 에 동시부하가 나타나는 시 이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기간이 마치고 나서 양측 축열조 모두에 에 지를 장한다.

그러므로 냉방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모두 어느 정도의 에 지를 장한

채로 다음날,즉,오늘이 되고,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므로 냉방비

동시부하를 먼 제거하게 된다.이 때,냉방축열조의 에 지와 난방축열조

가 에 지를 장하고 있으므로 나 에 발생하는 난방부하를 많이 제거한

상황,즉,동시부하의 종료시 에 가까워져서야 히트펌 가 작동하는 양상

을 나타낸다.그러므로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 처리하는 냉방비동시

부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되며,이에 따라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

런싱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이에 해당 밸런싱

은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단,CaseC의 경우 오늘이 되었을 때 냉방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가지고

있는 에 지만큼은 Fig.4.14의 a)_c,h와 같이 부하제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 부분은 엄 히 말하면 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은 아니지만,이

작동기간에서 해당 작동기간이 되는 동안 일어나는 밸런싱이므로 이 범

주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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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날에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이 길다면 비동시부하가 시간에

따라 산재해 있을 것이며,이들 간에도 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고 날

밸런싱이 되지 못하여 오늘로 넘어와서 밸런싱되는 부분 한 있을 것

으로 단된다.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운 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그러므로 그 부분의 양을 미미하다고 가정하여 해당 작동기간

으로 넘어와 밸런싱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하 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A와 동일하며,CaseC 한 이 밸런싱이

Fig.4.14의 b)_h와 같이 나타난다.

Fig. 4.14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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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aseD

CaseD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

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에서는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난방부하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 다

가 장된 에 지로 나 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제거하는 것이 모두 나타

난다면 이 밸런싱이 발생하 다고 단할 수 있다.

CaseD의 경우에 날은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므로,난방부하를 제

거하면서 냉방축열조에 에 지를 채우기 때문에 냉방축열조에 에 지가

난방축열조에 비해 많은 상태로 종료되지만,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

하므로 난방비동시부하를 먼 제거하게 된다.이 때,난방축열조의 에 지

가 냉방축열조에 비해 조 밖에 없으므로 나 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많

이 제거한 상황,즉,동시부하의 종료시 에 가까워져서야 히트펌 가 작동

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러므로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 처리하는 난

방비동시부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되며,이에 따라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이에 해

당 밸런싱은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A와 동일하며,CaseD 한 이 밸런싱이

Fig.4.15의 b)_c1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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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에서는 이번 작동기간의 체 냉난방비동시부하

에서 작동 기간 에 밸런싱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냉방비동시부

하를 히트펌 가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 다가 장된 에 지로 해당 작동기간에서 난방부하를

제거한다면,이 밸런싱이 발생한다고 단할 수 있다.

CaseD의 경우에 이번 작동기간의 체 냉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

싱 된 냉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동시냉난방 히트펌 를 작동하

여 실시간 처리할 수 있고,처리하면서 채워진 난방축열조 에 지를 다

음 작동기간의 난방부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즉,해당 작동기간의 냉

방부하와 다음 작동기간의 난방부하 간에 밸런싱되는 부분이 Fig.4.15

의 b)_c2와 같이 나타난다.

Fig. 4.15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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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aseE

CaseE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도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

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D와 동일하다.하지만 CaseD와는 다르게

CaseE의 경우에 날은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므로 냉방부하를 제거

하면서 난방축열조에 에 지를 채우기 때문에 난방축열조에 에 지가 냉

방축열조에 비해 많은 상태로 종료되며,오늘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므로

난방비동시부하를 먼 제거해야 한다.그러므로 난방축열조의 에 지를

냉방축열조에 비해 빠르게 소모할 수 있고,냉방부하를 조 제거한 상황,

즉,동시부하가 시작되고 직후에 히트펌 가 작동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만

약 냉방축열조에 에 지가 없는 상태로 날이 종료되었다면 동시부하가

발생하기 에도 히트펌 가 작동하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이 때,난방

비동시부하량 일부를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냉

방축열조에 에 지를 장하게 되는데, 장한 에 지를 냉방비동시부하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그러므로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는 부

분이 Fig.4.16의 a)_c,h와 같이 나타난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B와 동일하며,CaseE 한 이 밸런싱이

Fig.4.16의 b)_h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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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D와 동일하며,CaseE 한 이 밸런싱이

Fig.4.16의 b)_c와 같이 나타난다.

Fig. 4.16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E Case) 

(6)CaseF

CaseF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D,E와 동일하다.하지만 CaseD,E와는 다르

게 CaseF의 경우에 날은 동시부하가 발생하므로,앞의 Case처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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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에 동시부하가 나타나는 시 이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기간이 마치고 나서 양측 축열조 모두에 에 지를 장한다.

그러므로 냉방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모두 어느 정도의 에 지를 장한

채로 다음날,즉,오늘이 되고,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므로 난방비

동시부하를 먼 제거하게 된다.이 때,난방축열조의 에 지와 냉방축열조

가 에 지를 장하고 있으므로 나 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많이 제거한

상황,즉,동시부하의 종료시 에 가까워져서야 히트펌 가 작동하는 양상

을 나타낸다.그러므로 히트펌 를 작동하여 실시간 처리하는 난방비동시

부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되며,이에 따라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

런싱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이에 해당 밸런싱

은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단,CaseF의 경우 CaseC와 동일하게 오늘이 되었을 때 냉방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가지고 있는 에 지만큼은 Fig.4.17의 a)_c,h와 같이 부하제

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 부분은 엄 히 말하면 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은 아니지만,이 작동기간에서 해당 작동기간이 되는 동안 일어나

는 밸런싱이므로 이 범주에 포함하 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C와 같은 이유로 CaseF 한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어와 밸런

싱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하 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D와 동일하며,CaseF 한 이 밸런싱이

Fig.4.17의 b)_c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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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F Case) 

(7)CaseG

CaseG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작동기간( 날)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오늘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이 길다면 비동시부하가 시간에 따라

산재해 있을 것이며,이들 간에도 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다.하지만 이 부

분은 실제 운 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서 CaseC,F에서는 이 작동기간 기간에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밸

런싱이 되지 않아서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어오는 부분의 양을 미미하다고

가정하 는데,이는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작동기간 내 밸런싱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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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그러므로 실제 운 을 하지 않고는 그 양

상을 알 수는 없지만,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밸런싱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A,D와 동일하며,CaseG 한 이 밸런싱

이 Fig.4.18의 b)_c와 같이 나타난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오늘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이 길다면 비동시부하가 시간에 따

라 산재해 있을 것이며,이들 간에도 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밸

런싱이 되지 못하여 다음날로 넘어가서 밸런싱되는 부분 한 있을 것

으로 단된다.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운 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그러므로 그 부분의 양을 미미하다고 가정하여 다음 작동기간

으로 넘어가 밸런싱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하 다.

Fig. 4.18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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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aseH

CaseH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운 을 하지 않고는 그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CaseG와 같이 해

당 작동기간 내에서 밸런싱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실제 메커니즘 은 CaseB,E와 동일하며,CaseH 한 이 밸런싱

이 Fig.4.19의 b)_h와 같이 나타난다.

Fig. 4.19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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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G와 같은 이유로 CaseH 한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어와 밸런

싱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하 다.

(9)CaseI

CaseI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작동기간( 날)도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실제 운 을 하지 않고는 그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CaseG,H와 같이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밸런싱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단,CaseI

의 경우 CaseC,F와 동일하게 오늘이 되었을 때 냉방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가지고 있는 에 지만큼은 Fig.4.20의 a)_c,h와 같이 부하제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 부분은 엄 히 말하면 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은 아니지만,

이 작동기간에서 해당 작동기간이 되는 동안 일어나는 밸런싱이므로 이 범

주에 포함하 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C,F와 같은 이유로 CaseF 한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어와 밸런

싱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하 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G,H와 같은 이유로 CaseI 한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어와 밸런

싱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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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Load removal aspect by SHCwT (for I Case) 

상기에 분석한 A~I의 부하발생 양상에서 이루어지는 밸런싱의 종류,즉,부

하제거 규칙을 Table4.6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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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
a

(today’s balancing)

b-1

(balancing between 

the day before – today)

b-2

(balancing between 

today – tomorrow)

A
Cooling O O X

Heating O X O

B
Cooling X X X

Heating X O O

C
Cooling O X X

Heating O X O

D
Cooling X O O

Heating X X X

E
Cooling O X O

Heating O O X

F
Cooling O X O

Heating O X X

G
Cooling △ O X

Heating △ X X

H
Cooling △ X X

Heating △ O X

I
Cooling △ X X

Heating △ X X

Table 4.6 Additional load removal principle of SHCwT for various load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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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소결

본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을 찰 이를 유형

화하고,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난방부하와 냉방부하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즉,동시부하 만큼은 제거

하는지,그리고 동시부하보다 더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부하의 어느 부

분이 될 것인지에 한 부하제거 규칙을 수립하 다.본 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부하를 제거할 수 있을지는 상

세한 시스템 모델이나 에 지 흐름에 의한 부하제거 메커니즘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하지만 시스템을 용하는 것이 타당할 지를 개략 으로 단

하는 계획 단계에서는 시간과 비용 상의 문제로 용하기가 어렵다.만일

시스템 모델이나 부하제거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부하의 양과 시스템

조건만으로 동시부하 만큼은 제거하는지,그리고 부하를 얼마나 더 제거

할 수 있는지에 한 부하제거 규칙을 알 수 있다면,시스템의 용 타당

성 단에 용이할 것으로 단된다.

(2)부하제거 규칙은 결국 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부하를 제거하는 양상을 도출하여 유형화 하

다.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은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실시간 밸런싱,해

당 작동기간 내에서 비동시부하 간 밸런싱,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

간 사이에서의 비동시부하간 밸런싱 해당 작동기간과 다음 작동기간

사이에서 비동시부하간 밸런싱으로 구분할 수 있다.단,부하제거 양상의

유형은 부하의 선후 계의 유무와 순서에 따라 발 되는 것과 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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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동시부하 만큼의 부하는 제거할 수 있는지

의 규칙은 부하제거 양상 에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실시간 밸런싱과

연 이 있다.단,실제 운 을 하지 않고는 해당 밸런싱이 얼마만큼 발생

하는지는 알 수 없다.만약 운 방안을 충분히 개선하여 동시부하가 발생

할 때 히트펌 를 작동할 수 있다면,해당 밸런싱이 발생하여 동시부하 발

생 에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 가능하다고 단

된다.

(4)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동시부하보다 더 제거할 수 있는 부하에

한 규칙은 부하제거 양상 에서 비동시부하 간 밸런싱과 연 이 있으

며,이들은 부하의 선후 계에 따라 달라진다.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밸런

싱은 이 작동기간과 부하의 선후 계의 순서가 같을 때 발생하며,부하

의 선후 계가 없을 때는 일부 가능하다.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간

간의 밸런싱은 이 작동기간에 나 에 발생하는 부하와 해당 작동기간에

발생하는 반 쪽 부하 간에 발생한다.해당 작동기간과 다음 작동기간 간

의 밸런싱은 해당 작동기간에 나 에 발생하는 부하와 다음 작동기간에

발생하는 반 쪽 부하 간에 발생한다.

부하제거 규칙으로는 발생하는 부하의 다양한 조합에서 동시부하와 비동시

부하 에서 어느 부분이 밸런싱으로 제거될 수 있는지를 단할 수 있다.하

지만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하량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계획단계에서 시스템 타당성을 단할 수 있다.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부하제거 규칙에 기반을 두고 제거할 수 있는 부하를 정량 으로 도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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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하제거 규칙을 용한

부하제거량 도출 방법

5.1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범

5.2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개략값

5.3소결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상 건물에 용될 수 있는지에 한 타당성

을 건축주 는 설계자가 개략 으로 단하기 해서는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단,앞서 언 하 듯이 부하

제거량을 복잡한 시뮬 이션이나 실제 운 을 수행하지 않고도 추론할 수 있

어야 한다.이에 본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제거하는 부하량을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기반을 두고 도출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제거하는 부하량으로서 먼 제거 가능한 부하량의 범 를 구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이를 해 시스템을 운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본 인 부하량을 최소량으로,

최 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을 최 량을 도출하여 그 사이의 범 를 결론으

로 도출하 다.이에 더하여 제거 가능한 개략 인 부하량을 구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이를 해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라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를 정성 으로 도출하고,이에 시스템의 용량 운 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을 합리 으로 가정하여 용함으로써 부하제거량을 정량 으로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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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시스템의 부하제거량 범

앞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양상은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실시간 밸런싱,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비동시부하 간 밸런싱,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간

사이에서의 비동시부하간 밸런싱 해당 작동기간과 다음 작동기간 사이에

서 비동시부하간 밸런싱과 같이 밸런싱의 형태로 기술하 다.하지만 실제 운

을 할 때,즉,부하제거 메커니즘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은 부하간의

밸런싱으로 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 기에 축열조에 장된 에 지

로 제거한 부하와 히트펌 를 작동하여 확보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하지만 축열조에 장된 에 지와 동시냉난방

이 작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부하는 운 이 없이는 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생할 수 있는 운 의 양상을 추론하여 어느 정도의 부하는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고,어느 정도의 부하를 최 로 더 제거할 수 있는지에 해

악하여 부하제거량의 가능 범 를 도출하 다.이를 1)해당시 기의 축

열조 장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와 2)해당시 에 히트펌

를 작동하여 확보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합에 의해 도출

하고자 한다.

5.1.1 기의 축열조 장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

해당시 기에 축열조에 장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를 알

기 해서는 축열조에 어느 만큼의 에 지가 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상기에 언 하 듯이 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실제 운 을 하지 않

고는 악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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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축열조에 에 지가 없으면 축열조에

장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이 0일 것이고,축열조에 에 지가

가득 차 있으면 축열조의 용량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기 축

열조 장에 지에 의해 제거 될 수 있는 냉방부하에 해 표 하면 식(5.1),

난방부하에 해 표 하면 식(5.2)로 표 할 수 있다.

≤≤ (5.1)

≤ ≤ (5.2)

앞서 4장의 4.1.1 Fig.4.4의 시에서는 기에 축열조에 장된 에 지는

없는 상태로 해당 작동기간이 시작되었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축열조에

장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을 0으로 단할 수 있다.

5.1.2히트펌 작동으로 확보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

앞서 4장의 4.1.1 Fig.4.4의 시에서는 C1,H1,H2,S부분이 히트펌 를

작동하여 확보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이다.각각의 부하제거

양상을 표 하면 다음과 같다.

H2는 Fig.4.4에서 나 에 발생하는 부하의 비동시부하를 제거하는 값이다.

이 때,발생하는 부하(H2)는 발생하지 않는 부하를 담당하는 반 편 축열조

(냉방수축열조)에 에 지를 축열조 용량을 채울 때 까지 히트펌 를 작동시키

면서 제거할 수 있다.이를 고려하면 히트펌 를 작동하여 확보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는 식(5.3)과 식(5.4)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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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 (5.4)

만약 발생하는 부하의 비동시부하량이 축열조 용량 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

동시부하량까지 제거하고,부하를 제거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에 지는 축열조

에 채운다.그 다면 냉방 는 난방 축열조에 에 지가 채워지는데,축열조

에 채워진 에 지는 다음날 부하제거에 사용 될 수 있다. 하면 결국 부하

는 담당하는 축열조 용량 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

한 C1,H1의 경우에는 앞서 히트펌 를 작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처리

한 부하와 축열조에 장된 에 지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부하를 합한 부하제

거량은 결국 축열조 용량과 같다는 것을 도출하 으므로,해당 부하를 담당하

는 축열조 용량과 같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이를 고려하면 식(5.3)과 식

(5.4)는 식(5.5)과 식(5.6)로 수정할 수 있다.

 ≤ ≤ (5.5)

 ≤ ≤ (5.6)

S는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축열조를 채우지 않으면서 난방 난방부하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값으로,최 동시부하량 만큼의 부하량을 처리할 수 있

다.하지만 S의 양을 알기 해서는 밸런싱을 시작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하며,이를 알기 해서는 축열조에 장된 에 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시

뮬 이션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 141 -

이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S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이 0일 것이고,S가 최 량 만큼 나타난다면 동시부하량 만큼은 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고려하면 식(5.5)과 식(5.6)는 식(5.7)과 식(5.8)로 수정할

수 있다.

 ≤ ≤ (5.7)

≤ ≤ (5.8)

5.1.3시스템의 부하제거량 최종 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제거량의 최종 범 는

축열조에 장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과 히트펌 를 작동하

여 확보한 에 지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합으로 표 할 수 있다.

즉,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의 범 는 식(5.1)

과 식(5.7)을 합한 식(5.9)로,난방부하의 범 는 식(5.2)과 식(5.8)를 합한 식

(5.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 (5.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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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스템의 부하제거량 개략값

본 에서는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기반을 두고 타당한 가정을 용

하여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을 도출하 다.

부하제거 규칙은 동시부하만큼은 제거할 수 있는지,그리고 동시부하보다

더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비동시부하 어디가 될 것인지를 부하간의

밸런싱 개념으로 도출하 다.이와 같은 규칙을 개략값으로 정량화하기 해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이 동시부하량 만큼은 되는지,그리고 추가

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는 비동시부하량 에 어느 만큼인지를 시스템의 용량

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는 간략한 수식을 제안하 다.

5.2.1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개략값

앞서 4장의 4.2 에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의 모든 동시부하를 동시냉난방

을 작동시키면서 실시간 밸런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히트펌 용

량 이하의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 가능하다고 가정하 다.이에 축열식 동시

냉난방 시스템으로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난방부하는 각각

식(5.11) 식(5.12)와 같다.

  (5.1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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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개략값

앞서 4장에서 언 하 듯이 부하의 선후 계에 따라 발생하는 밸런싱의 종

류가 달라질 것이므로,도출된 CaseA~I에 하여 앞서 3장에서 도출한 부하

제거 규칙(Table4.6)에 의거하여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하

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는 부분

b)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이 되지는 못하지만,이 이나 이후 작

동기간과 밸런싱되는 부분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이 작동기간 에 밸런싱 못한 부하 에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

어와 밸런싱이 되는 부분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해당 작동기간 에 밸런싱하지 못한 부하 에 다음 작동기간으

로 넘어가 밸런싱이 되는 부분

(1)CaseA

CaseA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 한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

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



- 144 -

는 부분이 나타난다.이를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정량화 하면,히트펌

용량 이하의 냉방비동시부하량과 난방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으

로 단된다.즉,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난방부하는 각각 식(5.13) 식(5.14)와 같다.

  (5.13)

  (5.14)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이 작동기간의 난방부하와 해

당 작동기간의 냉방부하 간에 밸런싱되는 부분이 나타난다.이를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정량화 하면,이 작동기간의 체 난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싱 된 난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에 히트펌 용량 이

하의 난방비동시부하량과 냉방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으로

단된다.즉,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는 식(5.15)와 같다.

        (5.15)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의 난방부하와 다

음 작동기간의 냉방부하 간에 밸런싱되는 부분이 나타난다.이를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정량화 하면,해당 작동기간의 체 난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싱 된 난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에 히트펌 용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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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난방비동시부하량과 냉방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으로

단된다.즉,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방부하는 식(5.16)와 같다.

     (5.16)

(2)CaseB

CaseB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

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

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이 작동기간의 냉방부하와 해

당 작동기간의 난방부하 간에 밸런싱되는 부분이 나타난다.이를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정량화 하면,이 작동기간의 체 냉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싱 된 냉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에 히트펌 용량 이

하의 냉방비동시부하량과 난방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으로

단된다.즉,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방부하는 식(5.17)와 같다.



- 146 -

         (5.17)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A와 동일하며,CaseB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

방부하는 CaseA에서 정의한 식(5.16)와 같다.

(3)CaseC

CaseC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

는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되지만,오늘이 되었을 때 냉방

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가지고 있는 에 지만큼은 부하제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단,얼마만큼의 에 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실제 운 을 하지

않고는 단할 수 없다.만약 날에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가 항상 동시에

발생하고,그 양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오늘이 되었을 냉방축열조와 난

방축열조는 모두 거의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냉방 난방축열조의 용량 정도는 더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즉,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난방부하는

각각 식(5.18) 식(5.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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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5.19)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밸런싱의 양이 미미한 것으

로 단된다.이에 해당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A,B와 동일하며,CaseC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방부하는 CaseA에서 정의한 식(5.16)와 같다.

(4)CaseD

CaseD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

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

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A와 동일하며,CaseD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

방부하는 CaseA에서 정의한 식(5.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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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의 냉방부하와 다

음 작동기간의 난방부하 간에 밸런싱되는 부분이 나타난다.이를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정량화 하면,해당 작동기간의 체 냉방비동시부하

에서 밸런싱 된 냉방부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에 히트펌 용량 이

하의 냉방비동시부하량과 난방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으로

단된다.즉,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는 식(5.20)과 같다.

     (5.20)

(5)CaseE

CaseE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도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

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작동기간 에 바로 밸런싱되

는 부분이 나타난다.이를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정량화 하면,히트펌

용량 이하의 난방비동시부하량과 냉방축열조 용량 에서 작은 값만큼으

로 단된다.

즉,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난방부하

는 각각 식(5.21) 식(5.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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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5.22)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B와 동일하며,CaseE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

방부하는 CaseB에서 정의한 식(5.17)와 같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D와 동일하며,CaseE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

방부하는 CaseD에서 정의한 식(5.20)와 같다.

(6)CaseF

CaseF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고,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CaseC와 동일하며,CaseF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방

부하는 CaseC에서 정의한 식(5.18) 식(5.19)와 같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C와 동일하며,CaseF 한 해당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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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D,E와 동일하며,CaseF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난방부하는 CaseD에서 정의한 식(5.20)와 같다.

(7)CaseG

CaseG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작동기간( 날)은 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앞서 CaseC,F에서는 이 작동기간 기간에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밸

런싱이 되지 않아서 해당 작동기간으로 넘어오는 부분의 양을 미미하다고

가정하 는데,이는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작동기간 내 밸런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그러므로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히트펌

용량 이하의 비동시부하량과 축열조 용량 에 가장 작은 값 정도는 바로

밸런싱될 것으로 가정하 다.

즉,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난방부하

는 각각 식(5.23) 식(5.24)와 같다.

  (5.23)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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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A와 동일하며,CaseD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

방부하는 CaseA에서 정의한 식(5.15)와 같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따르면 해당 밸런싱의 양이 미미한 것으

로 단된다.이에 해당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8)CaseH

CaseH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작동기간( 날)은 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

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CaseG와 동일하며,CaseH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

부하 난방부하는 CaseG에서 정의한 식(5.23) 식(5.24)과 같다.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B,E와 동일하며,CaseH 한 해당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는 CaseB에서 정의한 식(5.17)와 같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G와 동일하며,CaseH 한 해당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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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aseI

CaseI는 해당 작동기간(오늘)은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작동기간( 날)도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다.이

경우에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 a),b-1) b-2)의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

식은 다음과 같다.

a)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

냉방 난방축열조의 용량 정도는 더 제거할 것으로 가정하는 Case

G,H와 비동시부하량과 축열조 용량 에 가장 작은 값 정도는 바로 밸런싱

될 것으로 가정하는 CaseC를 합한 만큼의 밸런싱이 일어날 것으로 단

된다.즉,해당 작동기간 내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난방

부하는 각각 식(5.25) 식(5.26)와 같다.

  (5.25)

  (5.26)

b-1)이 작동기간 – 해당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C,F와 동일하며,CaseI 한 해당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b-2)해당 작동기간 – 다음 작동기간 간 밸런싱

CaseG,H와 동일하며,CaseI 한 해당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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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 용량이 해당 부하의 비동시부하량보다 크다면,축

열조만으로 모든 비동시부하량을 제거할 수 있다.즉,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은 비동시부하량을 넘을 수 없으며,이를 고려하여 추가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를 최종 으로 정리하면 식(5.27),식(5.28)과 같다.

  (5.27)

  (5.28)

재까지 도출한 추가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개략값을 도출하기

한 수식을 다음의 Table5.1~5.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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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 Today’s balancing (  )

Balancing between 

the day before – today (   )

or today – tomorrow (   )

Additional load removal 

     

A

Cooling  














Heating  


B

Cooling - - -

Heating -

















C
Cooling  - 

Heating    

Table 5.1 Additional load removal of SHCwT (for A,B,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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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 Today’s balancing (  )

Balancing between 

the day before – today (   )

or today – tomorrow (   )

Additional load removal 

     

D
Cooling -


















Heating - - -

E

Cooling  














Heating  














F
Cooling   

Heating  - 

Table 5.2 Additional load removal of SHCwT (for D,E,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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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 Today’s balancing (  )

Balancing between 

the day before – today (   )

or today – tomorrow (   )

Additional load removal 

     

G
Cooling  














Heating  - 

H

Cooling  - 

Heating  














I

Cooling + - 

Heating + - 

Table 5.3 Additional load removal of SHCwT (for G,H,I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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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시스템의 부하제거량 체 개략값

앞서 5.2.1 에서 도출한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개략값을 구하

는 수식과 5.2.2 에서 도출한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의 개략값을 구하는

수식을 합하여 이번 시 에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

하의 체 개략값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을 도출하 다.

  (5.29)

  (5.30)

CaseA~I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1)CaseA

 






    





(5.31)

 






 





(5.32)

(2)CaseB

  (5.33)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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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aseC

  (5.35)

 
(5.36)

(4)CaseD

 





   
 





(5.37)

  (5.38)

(5)CaseE

 
(5.39)

    
(5.40)

(6)CaseF

 

(5.41)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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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aseG

 






    





(5.43)

  (5.44)

(8)CaseH

  (5.45)

 






    





(5.46)

(9)CaseI

 

(5.47)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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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소결

본 장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제거량을

부하제거 규칙에 기반을 두고 도출하 다.시스템 계획단계에서 정 한 시뮬

이션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부하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우므로,일단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

는 최소의 부하량과 운 이 이상 으로 이루어졌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최 의

부하량을 도출하여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범 를 도출하 다.다음으로 범

보다 좀 더 특정하게 부하제거량을 도출하기 하여 부하제거 규칙에 합리

인 가정을 용하여 부하제거 개략값을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하 다.

본 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제거하는 부하량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시스

템 모델이나 부하제거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하지만,계획 단계에서 이 양

을 간략하게 추론하는데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문제가 발생한다.이러

한 경우에는 앞서 간략하게 도출한 부하제거 규칙에 시스템 용량을 용

하여 개략 인 부하제거량을 도출할 수 있다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

의 용 타당성 단에 용이할 것으로 단된다.

(2)부하제거 범 는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과 운 이 이상 으로

이루어졌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의 사이로 정의할 수 있다.기본 으

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량은 각 부하를 담당하는 해당 축열조의 용량 만

큼이다.운 이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부하를 담당하는 축

열조 용량,동시부하량,그리고 반 편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 용량을 합

한 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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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하제거량의 개략값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은 부하제거 규칙에 시스템

용량을 용하고 합리 인 가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먼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로 동시부하가 일어날 때 히트펌 용량 이하의 부하

량 만큼을 가정하 다.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 하 듯이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히트펌 를 작동하여 동시냉난방을 수행한다는 가

정 하에 수립되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운 이 충분히 개

선된다면 실제와의 오차를 일 수 있다.

(4)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는 먼 발생하는 비동시부하 에서 히트펌

용량 이하의 부하량과 반 편 부하의 축열조 용량 작은 값임을 도

출하 다.만약 부분의 기간에서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냉

방부하가 난방부하보다 큰 기간에서는 냉방비동시부하,그 반 의 경우에

는 난방비동시부하가 발생하는데,이 두 가지 비동시부하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 때 두 비동시부하간의 밸런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는 실제 운 을 하지 않고 알기는 어려우나,본 연구에서는 축열조 용량보

다 작은 비동시부하량 정도는 해당 작동시 에서 밸런싱되고,다른 작동

시 과의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상기 제안한 부하제거량 범 와 개략값 도출 수식으로 상세 시뮬 이션을

하지 않고도 부하제거량의 범 와 개략 인 값을 단할 수 있다.하지만 도

출한 범 가 실제 부하제거량을 포함하는지,그리고 도출한 개략값이 실제 부

하제거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계획단계에서 시스템 용 타당

성을 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이에 다음 장에서는 도출한 부하제거량 범

와 개략값을 실제 부하제거량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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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부하제거량 도출 방법의 검증 활용

6.1복합 인 부하발생 양상에서의 검증

6.2실제 건물부하에 한 검증

6.3부하제거량 도출 방법의 활용

6.4소결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부하제거량의 범 개략값 도출 방법에 하여

검증을 진행하고,이를 시스템 계획단계에서 활용하는 시를 기술하 다.

검증은 앞서 수립한 개략 메커니즘에 따라 부하제거량을 도출하고,이 값

이 도출한 부하제거량의 범 에 포함되는지,그리고 부하제거량 개략값 도출

수식에 의한 부하제거량과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단하는 과정

으로 진행하 다.먼 복합 인 부하 발생양상에서의 검증은 4장에서 정의한

다양한 부하발생 양상이 모두 발생하는 임의의 부하 로 일을 가정하여 검

증하 다.시스템 용량은 동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의 동시부하,가장 은

기간의 동시부하,가장 많은 기간과 가장 은 기간의 동시부하의 간값을

기 으로 하여 3가지 이스에 해 검증하 다. 한 동시냉난방부하가 발생

하는 임의의 건물을 모델링하여 발생하는 부하를 시뮬 이션을 통해 도출하

여 검증하 다.

활용 부분에서는 실제 건립된 건물의 에 지소비량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

로부터 부하를 유추한 후,얼마만큼의 부하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를 개략 으로 평가하는 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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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복합 인 부하발생 양상에서의 검증

6.1.1부하 시스템 용량 설정

앞서 4장에서는 매 작동기간에서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가 모두 발생할 때,

각 작동기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난방부하와 냉방부하의 양상을 정의하 다.

1)냉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난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

2)난방부하가 먼 발생하고 냉방부하가 나 에 발생하는 경우

3)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한 정의된 작동기간 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부하의 양상을 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간 간의 조합으로 정의하여 앞서 Table4.5와 같이 총 9가지(A~I)

의 부하발생 양상으로 정의하 다.

이번 에서는 A부터 I까지의 부하발생 양상이 모두 발생하는 임의의 부하

로 일에 하여 부하제거량 도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이를

해 먼 매 작동기간의 부하를 A부터 I까지의 모든 부하양상이 발생하도록

구성하 다.구성한 부하 로 일은 Table6.1에, 로 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부하 련 스칼라량은 Table6.2에 기술하 다.

다음으로 시스템 용량은 최소한 상이 되는 동시부하 만큼은 처리할 수 있

도록 히트펌 는 상 동시부하의 피크량,축열조는 상 동시부하량을 모두

장할 수 있을 만큼으로 설정하 다.이 때 상이 되는 동시부하는 각 작동

기간 에서 (1)동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의 동시부하,(2)가장 은 기간

의 동시부하,(3)가장 많은 기간과 가장 은 기간의 동시부하의 간값을 기

으로 하여 검증하 다.시스템 용량의 이스들은 Table6.3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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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Load 1) 1) 2) 2) 3) 3) 1) 3) 2) 1) 1) 2) 2) 3) 3) 1) 3) 2) 1) 1) 2)

Case A D E H I C G F B A D E H I C G F B A D

<Load profile>

Table 6.1 Generated load profile containing A~I load combin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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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Heating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Simultaneous load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572,308

Simultaneous load 

smaller than 

heat pump capacity

14,290 14,290 14,290 14,290 50,445 50,445 14,290 50,445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0,445 50,445 14,290 50,445 14,290 14,290 14,290 14,290 517,025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Heating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Non-Simultaneous load 

smaller than 

heat pump capacity

Cooling 41,958 41,958 41,958 41,958 5,804 - 41,958 5,804 41,958 41,958 41,958 41,958 41,958 - 5,804 41,958 - 41,958 41,958 41,958 41,958 646,781

Heating 41,958 41,958 41,958 41,958 - 5,804 41,958 - 41,958 41,958 41,958 41,958 41,958 5,804 - 41,958 5,804 41,958 41,958 41,958 41,958 646,781

Table 6.2 Scalar information of generated load (Unit: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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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eat pump 

capacity

( )

CHWT capacity

( )

HWT capacity

(  )

Storage tank energy 

criteria for operation

1 159 kJ/min 59,659 kJ 59,659 kJ (80,80)

2 87 kJ/min 14,290 kJ 14,290 kJ (70,70)

3 123 kJ/min 36,975 kJ 36,975 kJ (80,80)

Table 6.3 Evaluation cases for generated load

히트펌 운 은 히트펌 가 정시간의 연속운 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

로 수행하 다.앞서 4.2 에서 다루었듯이 히트펌 의 정연속운 시간을

45분으로 가정하여,45분 동안 운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에 지만큼을 냉방

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더 장할 수 있을 때 운 을 수행하 다.각 시스템

용량에 따른 축열조에 지 기 한 Table6.3에 기술하 다.

6.1.2검증 결과 분석

(1)동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을 기 으로 용량설계 (Case1)

먼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

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461,858kJ과 1,445,908kJ로 나타났다(Table6.4).

도출된 부하제거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하제거량 범 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부하제거량 개략값과 얼마만큼의 차이를 나는지와 차이가 나는 이유

가 무엇인지를 단해 보아야 한다.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의 범 와 난방부

하의 범 는 각각 5장에서 도출한 식(5.9),식(5.10)에 따라 구할 수 있다.이

식에서 축열조 용량은 매 작동기간마다 용되어야 하는데, 상으로 하는 부

하는 21일 동안 발생한 부하이므로 축열조 용량에 21배를 해 주어야 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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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냉방축열조 용량,난방축열조 용량 동시냉난방부하는 아래와 같다.

  ×    (6.1)

  ×   (6.2)

  (6.3)

의 결과를 식(5.9)와 식(5.10)에 입하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6.4)

≤≤ (6.5)

메커니즘에 따라 도출한 부하제거량은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461,858kJ과 1,445,908kJ이므로,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된다.

부하제거량 개략값 수식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371,934kJ과 1,306,679kJ으로 나타났다(Table6.4).메커니즘에 기반한 시

뮬 이션과는 89,925kJ 139,229kJ만큼 더 작게 도출되었다.이러한 차이

는 첫 번째로 첫 날에 제거되는 부하가 기본 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한

동시부하 외에도 비동시부하 일부분이 더 제거될 수 있지만,개략값을 구

하는 수식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하

지만 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이 어들 것이다.두 번째로 이 작동기

간과 해당 작동기간 간에 밸런싱이 없을 것으로 가정한 부분(냉방의 경우 B,

난방의 경우 D)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발생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 작동기간과 해당 작동기간 간에 밸런싱 에 축열조 용량이 커서 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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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거되는 부하제거량이 다소 과다하게 가정된 부분(냉방의 경우 C,난방

의 경우 F)과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이 모두 제거된다는 가정에 의

해서도 과다하게 산출되는 부분에 의해 다소 상쇄될 수 있으나,정확한 양을

알기 해서는 시뮬 이션에 의해 실제 운 을 해 보아야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는 시뮬 이션에 의한 상세

분석 보다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더라도 시스템으로 제거될 수 있는 부하량을

간단하고 빠르게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해당 이스의 경우에는 부하에 비

해 축열조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하량 제거 범 는 다소 유용도가 떨어지지

만,부하제거량 개략값 도출 방법으로는 본 해당 이스에서도 실제 부하제거

량에 10% 이내로 비교 가깝게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2)동시부하가 가장 은 기간을 기 으로 용량설계 (Case2)

먼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

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807,186kJ과 792,961kJ로 나타났다(Table6.5).여기

에서도 역시 도출된 부하제거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하제거량 범 내에

포함되는지,그리고 부하제거량 개략값과 얼마만큼의 차이를 나는지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해 보았다.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범

는 상기에 도출한 식(5.9)와 식(5.10)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냉방축열조 용

량,난방축열조 용량 동시냉난방부하는 아래와 같다.

  ×    (6.6)

  ×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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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Heating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Simultaneous load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572,308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Heating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Simulation result

Cooling 63,594 79,541 79,545 79,545 79,545 59,659 47,079 79,545 79,545 46,011 79,541 79,545 79,545 59,659 79,545 46,023 59,659 79,545 46,105 79,541 79,545 1,461,858

Heating 79,545 79,545 47,640 79,541 59,659 79,545 79,545 59,659 65,336 79,545 79,545 47,640 79,541 79,545 59,659 79,545 79,545 24,603 79,545 79,545 47,640 1,445,908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A D E H I C G F B A D E H I C G F B A D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572,308

Additional 65,254 65,254 65,254 - - 59,659 7,878 65,254 - 65,254 65,254 65,254 - 19,886 59,659 - 65,254 - 65,254 65,254 799,626

Total 14,290 79,545 79,545 79,545 59,659 59,659 73,949 67,536 79,545 14,290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3,949 59,659 79,545 14,290 79,545 79,545 1,371,934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572,308

Additional 65,254 - 65,254 - 19,886 65,254 - 59,659 65,254 65,254 - 65,254 7,878 - 65,254 - 59,659 65,254 65,254 - 734,372

Total 14,290 79,545 14,290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3,949 79,545 79,545 14,290 79,545 67,536 59,659 79,545 59,659 73,949 79,545 79,545 14,290 1,306,679

Difference

Cooling 49,304 -4 - - 19,886 - -26,871 12,008 - 31,720 -4 - - - - -27,926 - - 31,815 -4 - 89,925

Heating 65,254 - 33,349 -4 - - - - -8,613 - - 33,349 -4 12,008 - - 19,886 -49,347 - - 33,349 139,229

Table 6.4 Load removal from simulation and suggested method of generated load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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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따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와 난방부하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6.9)

≤≤ (6.10)

메커니즘에 의해 도출한 부하제거량은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807,186kJ과 792,961kJ이므로,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 내에 포함되는 것으

로 단된다.

부하제거량 개략값 수식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825,783kJ과 854,363kJ으로 나타났다(Table6.5).메커니즘에 기반한 시뮬

이션과는 18,597kJ 61,402kJ만큼 더 크게 도출되었다.냉방부하 제거량

은 2% 정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난방부하에서는 여 히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이러한 차이는 앞의 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작동기간과 해당 작동기간 간에 밸런싱으로 제거되는 부하량을 과다하게

가정한 부분(B)에 의해 다소 과다하게 평가된 것과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

시부하량이 모두 제거된다는 가정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이 한 정확한

양을 알기 해서는 실제로 시뮬 이션에 의해 실제로 운 을 해 보아야 한

다.

체 발생부하 비 축열조 용량이 Case1에 비해 비교 으므로 가능한

부하제거량의 범 도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부하

량 만큼을 축열조 용량으로 한다면 가장 작은 동시부하를 상으로 한다고 하

더라도 최소량과 최 량 사이에는 3배 차이가 난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하

제거량 개략값 도출 방법으로는 Case1과 마찬가지로 실제 부하제거량에

10% 이내로 비교 가깝게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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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Heating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Simultaneous load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572,308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Heating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Simulation result

Cooling 24,785 39,031 39,032 39,031 43,555 55,308 29,117 59,607 41,169 10,582 39,031 39,032 39,031 43,209 59,654 22,681 55,607 39,079 10,582 39,031 39,032 807,186

Heating 39,010 39,031 10,582 39,031 55,607 59,654 41,169 43,209 29,117 39,032 39,031 10,582 39,031 59,607 55,308 39,079 43,555 22,681 39,032 39,031 10,582 792,961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A D E H I C G F B A D E H I C G F B A D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14,290 14,290 14,290 14,290 44,745 44,745 14,290 44,745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44,745 44,745 14,290 44,745 14,290 14,290 14,290 14,290 482,823

Additional 28,580 28,580 28,580 - - 14,290 14,290 28,580 - 28,580 28,580 28,580 - 14,290 14,290 - 28,580 - 28,580 28,580 342,960

Total 14,290 42,870 42,870 42,870 44,745 44,745 28,580 59,035 42,870 14,290 42,870 42,870 42,870 44,745 59,035 28,580 44,745 42,870 14,290 42,870 42,870 825,783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14,290 14,290 14,290 14,290 44,745 44,745 14,290 44,745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44,745 44,745 14,290 44,745 14,290 14,290 14,290 14,290 482,823

Additional 28,580 - 28,580 - 14,290 28,580 - 14,290 57,160 28,580 - 28,580 14,290 - 28,580 - 14,290 57,160 28,580 - 371,540

Total 14,290 42,870 14,290 42,870 44,745 59,035 42,870 44,745 28,580 71,450 42,870 14,290 42,870 59,035 44,745 42,870 44,745 28,580 71,450 42,870 14,290 854,363

Difference

Cooling 10,494 -3,839 -3,838 -3,839 -1,190 10,563 536 572 -1,701 -3,709 -3,839 -3,838 -3,839 -1,536 619 -5,899 10,862 -3,791 -3,709 -3,839 -3,838 -18,597

Heating 24,720 -3,839 -3,709 -3,839 10,862 619 -1,701 -1,536 536 -32,418 -3,839 -3,709 -3,839 572 10,563 -3,791 -1,190 -5,899 -32,418 -3,839 -3,709 -61,402

Table 6.5 Load removal from simulation and suggested method of generated load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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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과 가장 은 기간의 간값을 기 으로 용

량설계 (Case3)

먼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

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289,521kJ과 1,253,796kJ로 나타났다(Table6.6).

여기서도 역시 도출된 부하제거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하제거량 범 내

에 포함되는지,그리고 부하제거량 개략값과 얼마만큼의 차이를 나는지와 차

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해 보았다.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범

는 상기에 도출한 식(5.9)와 식(5.10)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냉방축열조 용

량,난방축열조 용량 동시냉난방부하는 아래와 같다.

  ×    (6.11)

  ×   (6.12)

  (6.13)

의 결과에 따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와 난방부하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6.14)

≤≤ (6.15)

메커니즘에 의해 도출한 부하제거량은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289,521kJ과 1,253,796kJ이므로,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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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제거량 개략값 수식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308,125kJ과 1,242,871kJ으로 나타났다(Table6.6).메커니즘에 기반한 시

뮬 이션과는 18,604kJ만큼 크게,10,925kJ만큼 더 작게 도출되었다.냉방

부하와 난방부하 제거량 모두 2% 정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유

는 이 작동기간과 해당 작동기간 간에 밸런싱이 없을 것으로 가정한 부분

(냉방의 경우 B,C,H난방의 경우 D,F,G)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발생한 부

분과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이 모두 제거된다는 가정 이 작동

기간과 해당 작동기간 간에 밸런싱으로 제거되는 부하량을 과다하게 가정한

부분(냉방의 경우 G,I,난방의 경우 H,I)에서 밸런싱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체 발생부하 비 축열조 용량이 Case2에 비해 비교 크기 때문에 가능

한 부하제거량의 범 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뮬

이션으로 도출한 실제 부하제거량에 2% 이내로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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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Heating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59,659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79,545 1,610,782

Simultaneous load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9,659 59,659 14,290 59,659 14,290 14,290 14,290 14,290 572,308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Heating 65,254 65,254 65,254 65,254 -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65,254 65,254 19,886 - 65,254 19,886 65,254 65,254 65,254 65,254 1,038,475

Simulation result

Cooling 43,820 79,545 79,545 79,545 53,299 59,604 34,413 79,545 79,545 8,124 79,545 79,545 79,545 52,711 79,545 15,188 59,659 79,545 8,166 79,545 79,545 1,289,521

Heating 79,545 79,545 8,095 79,545 59,659 79,545 79,545 52,729 34,957 79,545 79,545 8,095 79,545 79,545 59,659 79,545 53,445 14,525 79,545 79,545 8,095 1,253,796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A D E H I C G F B A D E H I C G F B A D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14,290 14,290 14,290 14,290 54,584 54,584 14,290 54,584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4,584 54,584 14,290 54,584 14,290 14,290 14,290 14,290 541,859

Additional 65,254 65,254 65,254 - - 36,975 19,886 65,254 - 65,254 65,254 65,254 - 19,886 36,975 - 65,254 - 65,254 65,254 766,266

Total 14,290 79,545 79,545 79,545 54,584 54,584 51,265 74,470 79,545 14,290 79,545 79,545 79,545 54,584 74,470 51,265 54,584 79,545 14,290 79,545 79,545 1,308,125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14,290 14,290 14,290 14,290 54,584 54,584 14,290 54,584 14,290 14,290 14,290 14,290 14,290 54,584 54,584 14,290 54,584 14,290 14,290 14,290 14,290 541,859

Additional 65,254 - 65,254 - 19,886 65,254 - 36,975 65,254 65,254 - 65,254 19,886 - 65,254 - 36,975 65,254 65,254 - 701,012

Total 14,290 79,545 14,290 79,545 54,584 74,470 79,545 54,584 51,265 79,545 79,545 14,290 79,545 74,470 54,584 79,545 54,584 51,265 79,545 79,545 14,290 1,242,871

Difference

Cooling 29,529 - - - -1,285 5,020 -16,852 5,075 - -6,167 - - - -1,872 5,075 -36,077 5,075 - -6,125 - - -18,604

Heating 65,254 - -6,196 - 5,075 5,075 - -1,855 -16,308 - - -6,196 - 5,075 5,075 - -1,139 -36,740 - - -6,196 10,925

Table 6.6 Load removal from simulation and suggested method of generated load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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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실제 건물부하에 한 검증

6.2.1부하 시스템 용량 설정

상 건물은 앞서 상 건물의 부하 시뮬 이션 조건은 앞서 3장의 Table

3.6에서 정의한 건물과 동일하다. 상 건물은 동계(1월 21일 ~2월 10일)에

페리미터에 난방부하가 발생하고,내부의 냉방부하가 발생하므로,동시냉난방

의 용이 가능하다.오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냉난방을 가동한다고 가정하

여 상 건물의 부하 로 일을 앞서 4장의 시스템 모델에서 정의한 존모델

을 이용하여 Table6.7과 같이 도출하 다.일사의 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정오 시간이 가까워지면 난방부하가 어들어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그 이후에는 다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이에 부분

의 작동기간에서 냉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부하의 양상은 모두

I의 양상을 나타낸다. 로 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하 련 스칼라량은

Table6.8에 기술하 다.

다음으로 시스템 용량은 앞 과 같은 방식으로 각 작동기간 에서 (1)동

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의 동시부하,(2)가장 은 기간의 동시부하,(3)가

장 많은 기간과 가장 은 기간의 동시부하의 간값을 기 으로 한 시스템

용량에 하여 검증하 다.시스템 용량의 이스들은 Table6.9에 기술하

다.

히트펌 운 은 앞서 검증과 마찬가지로 45분 동안 운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에 지만큼을 냉방축열조와 난방축열조가 더 장할 수 있을 때 운 을

수행하 다.각 시스템 용량에 따른 축열조에 지 기 한 Table6.9에 기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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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Load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ase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Load profile>

Table 6.7 Load profile of a simulated targe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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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58,538 101,977 80,401 90,075 117,474 66,282 80,845 98,469 44,402 81,072 82,792 104,869 95,466 46,710 76,085 49,059 62,667 116,490 101,659 86,456 105,442 1,747,229

Heating 79,544 58,597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72,634 57,501 60,250 59,646 46,810 1,339,315

Simultaneous load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Simultaneous load 

smaller than 

heat pump capacity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2,966 73,480 51,233 63,661 94,938 23,661 53,635 74,266 450 35,343 41,199 78,496 70,483 7,888 46,386 11,884 17,472 92,209 75,780 52,835 83,882 1,052,147

Heating 23,972 30,100 50,369 44,165 24,951 26,702 31,539 31,895 48,046 11,343 14,585 13,440 22,697 46,603 30,395 47,126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644,234

Non-Simultaneous load 

smaller than 

heat pump capacity

Cooling 2,963 30,770 19,638 25,964 39,753 16,232 30,040 33,950 450 23,141 25,568 42,021 37,939 6,965 27,869 8,926 12,576 34,715 30,820 26,043 40,283 516,628

Heating 17,144 18,374 28,853 25,300 15,350 17,983 19,738 19,495 32,359 7,921 10,316 9,026 14,449 28,748 19,509 30,270 19,166 18,755 20,812 16,935 15,598 406,101

Table 6.8 Scalar information of simulated target building load (Unit: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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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eat pump CHWT HWT
Storage tank energy 

criteria for operation

1 108 kJ/min 55,572 kJ 55,572 kJ (85,85)

2 91 kJ/min 21,560 kJ 21,560 kJ (75,75)

3 100 kJ/min 38,566 kJ 38,566 kJ (85,85)

Table 6.9 Evaluation cases of simulated target building

6.2.2검증 결과 분석

(1)동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을 기 으로 용량설계 (Case1)

먼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

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379,956kJ과 1,338,077kJ로 나타났다(Table6.10).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의 범 와 난방부

하의 범 는 각각 5장에서 도출한 식(5.9),식(5.10)에 따라 구할 수 있으며,각

식에 용되는 냉방축열조 용량,난방축열조 용량 동시냉난방부하는 아래

와 같다.

  ×    (6.16)

  ×   (6.17)

  (6.18)

의 결과를 식(5.9)와 식(5.10)에 입하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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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으로 도출한 부하제거량은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379,956kJ과 1,338,077kJ이므로,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된다.

부하제거량 개략값 수식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675,292kJ과 1,315,342kJ으로 나타났다(Table6.10).메커니즘에 기반한 시

뮬 이션보다 295,336kJ크게,22,735kJ만큼 더 작게 도출되었다.난방부하

는 2% 내외로 오차가 발생하지만,냉방부하는 30%에 가까운 오차가 발생한

다.냉방부하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이 모

두 제거된다는 가정의 향도 있지만,부하제거 유형 I에서 한 축열조 용량만

큼은 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과 계도 있는 것으로 단된다.상

기 가정에서는 이 작동기간에서의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발생량 차이가

은 경우를 가정하여,두 축열조 모두를 소진되는 시 이 비슷하고,이 때 동

시냉난방을 작동시킨다면 다음 작동기간에서는 양 축열조 모두 가득 차 있음

을 가정했다.하지만 이 작동기간에서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부하

하나가 월등히 크다면,다음 작동기간이 시작할 때의 해당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에 남은 에 지가 어서 실제로는 축열조 용량만큼을 제거할 수 없다.

이 부분 역시 정확한 양을 알기 해서는 시뮬 이션에 의해 실제로 운 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스템으로 제거될 수 있는 부하량을 간단하고 빠르

게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30% 정도의 오차는 상당한 것으로 단

된다.이는 축열조의 용량이 크게 발 되는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로

단된다.즉,축열조의 용량이 크게 산정될수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하

제거 규칙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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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58,538 101,977 80,401 90,075 117,474 66,282 80,845 98,469 44,402 81,072 82,792 104,869 95,466 46,710 76,085 49,059 62,667 116,490 101,659 86,456 105,442 1,747,229

Heating 79,544 58,597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72,634 57,501 60,250 59,646 46,810 1,339,315

Simultaneous load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2,966 73,480 51,233 63,661 94,938 23,661 53,635 74,266 450 35,343 41,199 78,496 70,483 7,888 46,386 11,884 17,472 92,209 75,780 52,835 83,882 1,052,147

Heating 23,972 30,100 50,369 44,165 24,951 26,702 31,539 31,895 48,046 11,343 14,585 13,440 22,697 46,603 30,395 47,126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644,234

Simulation result

Cooling 58,538 101,977 80,401 82,914 55,846 62,202 62,050 57,503 44,402 81,072 80,050 42,790 44,611 46,710 76,085 49,059 62,667 107,222 72,986 62,067 48,806 1,379,956

Heating 79,544 58,597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72,634 56,262 60,250 59,646 46,810 1,338,077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Additional 73,480 51,233 63,661 70,922 23,661 53,635 74,266 450 35,343 41,199 64,598 70,021 7,888 46,386 11,884 17,472 74,327 75,780 52,835 71,170 980,212

Total 55,572 101,977 80,401 90,075 93,458 66,282 80,845 98,469 44,402 81,072 82,792 90,971 95,004 46,710 76,085 49,059 62,667 98,607 101,659 86,456 92,730 1,675,292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Additional 30,100 50,369 44,165 24,951 26,702 31,539 31,895 48,046 11,343 14,585 13,440 22,697 46,603 30,395 47,126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620,262

Total 55,572 58,597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72,634 57,500 60,250 59,646 46,810 1,315,342

Difference

Cooling 2,966 - - -7,161 -37,612 -4,080 -18,795 -40,966 - - -2,742 -48,182 -50,393 - - - - 8,615 -28,672 -24,389 -43,924 -295,336

Heating 23,972 - - - - - - - - - - - - - - - - -1,238 - - - 22,735

Table 6.10 Load removal from simulation and suggested method of simulated target building load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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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시부하가 가장 은 기간을 기 으로 용량설계 (Case2)

먼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

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189,418kJ과 1,179,300kJ로 나타났다(Table6.11).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범

는 상기에 도출한 식(5.9)와 식(5.10)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냉방축열조 용

량,난방축열조 용량 동시냉난방부하는 아래와 같다.

  ×    (6.21)

  ×   (6.22)

  (6.23)

의 결과에 따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와 난방부하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6.24)

≤≤ (6.25)

메커니즘으로 도출한 부하제거량은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189,418kJ과 1,179,300kJ이므로,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된다.

부하제거량 개략값 수식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259,459kJ과 1,226,614kJ으로 나타났다(Table6.11).메커니즘에 기반한 시

뮬 이션과는 70,041kJ 47,315kJ만큼 더 크게 도출되었다.냉방부하와

난방부하 제거량 모두 2% 정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부하제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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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I는 앞서 분석하 듯이 축열조 용량의 향이 크지만,해당 이스에서는

작동시간 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동시부하량을 기 으로 축열조 용량

을 결정하여,그 향이 작았기 때문으로 단된다.이 경우에는 시뮬 이션

으로 도출한 실제 부하제거량과 상당히 가깝게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3)동시부하가 가장 많은 기간과 가장 은 기간의 간값을 기 으로 용

량설계 (Case3)

먼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

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324,731kJ과 1,297,965kJ로 나타났다(Table6.12).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범

는 상기에 도출한 식(5.9)와 식(5.10)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냉방축열조 용

량,난방축열조 용량 동시냉난방부하는 아래와 같다.

  ×    (6.26)

  ×   (6.27)

  (6.28)

의 결과에 따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냉방부하

와 난방부하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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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58,538 101,977 80,401 90,075 117,474 66,282 80,845 98,469 44,402 81,072 82,792 104,869 95,466 46,710 76,085 49,059 62,667 116,490 101,659 86,456 105,442 1,747,229

Heating 79,544 58,597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72,634 57,501 60,250 59,646 46,810 1,339,315

Simultaneous load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2,966 73,480 51,233 63,661 94,938 23,661 53,635 74,266 450 35,343 41,199 78,496 70,483 7,888 46,386 11,884 17,472 92,209 75,780 52,835 83,882 1,052,147

Heating 23,972 30,100 50,369 44,165 24,951 26,702 31,539 31,895 48,046 11,343 14,585 13,440 22,697 46,603 30,395 47,126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644,234

Simulation result

Cooling 58,538 60,642 59,267 62,168 52,678 66,282 58,477 57,271 44,402 77,490 53,376 42,971 44,653 46,710 67,428 49,059 62,667 56,421 58,693 61,813 48,412 1,189,418

Heating 77,889 33,736 69,480 52,218 47,488 69,323 58,749 56,098 76,052 43,158 56,177 39,813 47,680 77,961 35,965 77,411 54,329 40,506 58,812 59,646 46,810 1,179,300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55,235 28,128 28,633 26,238 22,321 42,589 27,129 24,106 43,952 45,545 41,433 26,332 24,850 38,666 29,659 37,151 45,187 23,661 25,798 33,608 21,395 691,617

Additional 35,514 35,407 40,638 33,252 23,661 36,419 36,435 450 25,967 27,133 27,323 32,069 7,888 35,921 11,884 17,472 36,169 37,617 33,208 33,415 567,842

Total 55,235 63,642 64,040 66,876 55,574 66,250 63,547 60,542 44,402 71,512 68,566 53,654 56,919 46,554 65,580 49,035 62,658 59,830 63,416 66,816 54,810 1,259,459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55,235 28,128 28,633 26,238 22,321 42,589 27,129 24,106 43,952 45,545 41,433 26,332 24,850 38,666 29,659 37,151 45,187 23,661 25,798 33,608 21,395 691,617

Additional 30,100 35,407 40,638 24,951 26,702 31,539 31,895 21,622 11,343 14,585 13,440 22,697 25,898 30,395 27,478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534,997

Total 55,235 58,228 64,040 66,876 47,272 69,291 58,667 56,001 65,574 56,889 56,018 39,771 47,547 64,564 60,054 64,629 72,626 56,882 60,170 59,634 46,646 1,226,614

Difference

Cooling 3,302 -3,000 -4,773 -4,708 -2,896 32 -5,070 -3,271 - 5,977 -15,190 -10,683 -12,266 156 1,849 24 8 -3,408 -4,723 -5,003 -6,398 -70,041

Heating 22,654 -24,492 5,440 -14,658 215 32 81 97 10,478 -13,730 159 42 133 13,397 -24,089 12,781 -18,296 -16,376 -1,358 13 165 -47,315

Table 6.11 Load removal from simulation and suggested method of simulated target building load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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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으로 도출한 부하제거량은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324,731kJ과 1,297,965kJ이므로,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된다.

부하제거량 개략값 수식에 따라 도출한 냉방부하량과 난방부하량은 각각

1,523,286kJ과 1,303,076kJ으로 나타났다(Table6.12).메커니즘에 기반한 시

뮬 이션보다 각각 198,555kJ,5,111kJ만큼 더 크게 도출되었다.냉방부하

제거량에서의 상당한 오차는 앞서 Case1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Case1에 비해 오차가 어든 것은 축열조 용량이 어들었기 때문에

그 향이 조 덜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단해 보았을 때,축열조 용량 만큼은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된 부하제거 양상이 나타냈을 때 밸런싱에서는 축열조 용량이 클

수록 그 오차가 커질 수 있음을 단할 수 있다.하지만 축열조 용량 만큼 제

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제외한다면,그 오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그러므로

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하발생 양상 C,F,I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건물에

해서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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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58,538 101,977 80,401 90,075 117,474 66,282 80,845 98,469 44,402 81,072 82,792 104,869 95,466 46,710 76,085 49,059 62,667 116,490 101,659 86,456 105,442 1,747,229

Heating 79,544 58,597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72,634 57,501 60,250 59,646 46,810 1,339,315

Simultaneous load 55,572 28,497 29,168 26,414 22,537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3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280 25,878 33,621 21,560 695,081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2,966 73,480 51,233 63,661 94,938 23,661 53,635 74,266 450 35,343 41,199 78,496 70,483 7,888 46,386 11,884 17,472 92,209 75,780 52,835 83,882 1,052,147

Heating 23,972 30,100 50,369 44,165 24,951 26,702 31,539 31,895 48,046 11,343 14,585 13,440 22,697 46,603 30,395 47,126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644,234

Simulation result

Cooling 58,538 88,644 80,401 72,072 55,607 62,775 62,153 57,186 44,402 81,072 80,493 41,987 44,717 46,710 76,085 49,059 62,667 88,389 61,956 61,428 48,390 1,324,731

Heating 79,544 48,894 79,537 70,579 47,488 69,323 58,749 56,098 91,998 57,072 56,177 39,813 47,680 85,425 60,093 84,301 59,374 39,114 60,250 59,646 46,810 1,297,965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55,572 28,442 29,136 26,409 22,533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2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142 25,876 33,621 21,559 694,843

Additional 54,846 51,233 61,257 52,189 23,661 53,635 55,899 450 35,343 41,199 46,112 51,218 7,888 46,386 11,884 17,472 55,311 57,178 52,835 52,447 828,443

Total 55,572 83,287 80,369 87,666 74,722 66,282 80,845 80,102 44,402 81,072 82,791 72,485 76,201 46,710 76,085 49,059 62,667 79,453 83,054 86,456 74,006 1,523,286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55,572 28,442 29,136 26,409 22,533 42,621 27,210 24,203 43,952 45,729 41,592 26,373 24,983 38,822 29,698 37,175 45,195 24,142 25,876 33,621 21,559 694,843

Additional 30,100 50,369 44,165 24,951 26,702 31,539 31,895 39,016 11,343 14,585 13,440 22,697 44,422 30,395 46,309 27,439 33,220 34,372 26,026 25,250 608,233

Total 55,572 58,542 79,505 70,574 47,484 69,323 58,749 56,098 82,968 57,072 56,177 39,813 47,680 83,244 60,093 83,484 72,634 57,362 60,247 59,646 46,809 1,303,076

Difference

Cooling 2,966 5,357 32 -15,595 -19,115 -3,507 -18,691 -22,916 - - -2,298 -30,498 -31,484 - - - - 8,936 -21,097 -25,028 -25,616 -198,555

Heating 23,972 -9,648 32 5 3 - - - 9,030 - 1 - - 2,181 - 817 -13,260 -18,248 3 - 1 -5,111

Table 6.12 Load removal from simulation and suggested method of simulated target building load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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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부하제거량 도출 방법의 활용

이번 에서는 기존 건물을 리트로핏 할 때 냉난방시스템을 축열식 동시냉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계획단계에서 간략하게 평가하는

경우에 제안한 부하제거량 도출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해 기술하 다.이를

해 먼 상으로 한 건물의 정보와 건물의 에 지 리 시스템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정보를 악하고, 악된 에 지 정보로부터 개략 인 부하를 유

추하여 어느 정도 용량의 시스템을 설치하면 얼마만큼의 부하를 축열식 동시

냉난방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 해 평가하 다.

상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에 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업시설로 구성

된 형 복합건물이다.이 건물에서는 하계에 건물 체 으로 냉방이 발생할

때,상업시설에서는 탕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해당 건물로부터 입수한

에 지 정보는 2015년 7월 보일러 냉동기의 일일 사용 에 지량이다.

입수한 에 지 정보와 기기의 효율을 이용하면 역으로 발생한 부하를 유추할

수 있다.만일 분이나 시간 단 로 사용 에 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앞

서 도출한 개략 메커니즘으로 도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에 지 미

터링이 분이나 시간 단 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은 거의 없으므로,리트로핏

이 필요한 건물의 부분의 경우 하루 정도의 에 지량을 가지고 시스템의

합성을 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건물은 냉열원으로는 기 터보냉동기(Electricmotordrivenchiller)

1,550USRT1 ,650USRT1 스 터빈 냉동기(Steam turbinedriven

chiller)1,800USRT를 보유하고 있으며,온열원으로써 17ton/hr수 식 보일

러 2 와 노통연 식 보일러 3.5ton/hr1 등 총 3 를 보유하고 있다.이

기 터보 냉동기 2 ,수 식 보일러 2 노통연 식 보일러 1 에 한

일일 기 가스사용량을 Table6.13과 같이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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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Chiller electricity consumption (GJ) Boiler gas consumption (GJ)

650 RT 1,550 RT 17 TON 3.5 TON 

1 3,324 2,829 5,666 1,271 

2 3,780 3,232 5,330 1,297 

3 2,682 1,255 6,122 1,244 

4 1,807 7,063 1,240 1,333 

5 3,772 2,164 0 853 

6 2,763 2,279 4,468 1,277 

7 3,667 919 6,449 1,259 

8 3,417 2,798 6,627 1,339 

9 3,628 1,040 6,439 1,345 

10 3,137 5,492 5,869 1,322 

11 3,862 4,088 1,571 1,137 

12 5,721 0 0 1,158 

13 4,876 3,846 5,052 1,116 

14 4,202 6,062 6,126 1,324 

15 4,212 5,404 6,115 1,245 

16 5,485 2,559 6,714 1,331 

17 3,470 1,244 6,155 1,243 

18 5,258 1,157 1,205 1,349 

19 4,520 0 0 804 

20 3,789 6,329 5,899 1,438 

21 3,052 8,235 5,847 1,245 

22 1,263 10,953 5,985 1,281 

23 4,421 6,265 6,440 1,214 

24 2,494 6,118 6,813 1,326 

25 2,360 7,004 1,229 1,096 

26 4,074 3,247 0 1,244 

27 3,763 4,876 6,633 1,243 

28 2,759 5,830 7,718 1,429 

29 3,321 4,736 6,786 1,293 

30 3,776 9,408 6,239 1,302 

31 1,717 9,587 7,734 1,286 

Table 6.13 Electricity and gas consumption of chillers and boilers in re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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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스사용량으로부터 소모된 에 지를 구할 수 있다.그리고 기

터보 냉동기와 가스보일러의 효율을 가정하면,열원으로 제거한 부하를 개략

으로 구할 수 있다.이와 같은 가정으로 각 열원이 담당한 부하를 나타내면

다음의 Table6.14과 같다.

Day
Cooling load (GJ) Domestic hot water load (GJ)

650 RT 1,550 RT 17 TON 3.5 TON 
1 23,933 20,369 248,919 55,838
2 27,216 23,270 234,158 56,980
3 19,310 9,036 268,952 54,651
4 13,010 50,854 54,476 58,561
5 27,158 15,581 - 37,474
6 19,894 16,409 196,288 56,101
7 26,402 6,617 283,317 55,310
8 24,602 20,146 291,137 58,825
9 26,122 7,488 282,878 59,089
10 22,586 39,542 257,837 58,078
11 27,806 29,434 69,017 49,951
12 41,191 - - 50,873
13 35,107 27,691 221,944 49,028
14 30,254 43,646 269,127 58,166
15 30,326 38,909 268,644 54,695
16 39,492 18,425 294,959 58,473
17 24,984 8,957 270,401 54,607
18 37,858 8,330 52,938 59,264
19 32,544 - - 35,321
20 27,281 45,569 259,155 63,174
21 21,974 59,292 256,870 54,695
22 9,094 78,862 262,933 56,277
23 31,831 45,108 282,922 53,333
24 17,957 44,050 299,309 58,254
25 16,992 50,429 53,992 48,149
26 29,333 23,378 - 54,651
27 27,094 35,107 291,401 54,607
28 19,865 41,976 339,067 62,779
29 23,911 34,099 298,123 56,804
30 27,187 67,738 274,092 57,199
31 12,362 69,026 339,770 56,497

  - Electric motor driven chiller COP: 2       - Gas boiler efficiency: 1

Table 6.14 Cooling load and domestic hot water load removed by chillers and boilers 

in re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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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냉동기가 담당하는 냉방부하와 3.5TON가스보일러가 담당하는

탕부하의 양이 비슷한 것으로 단되므로,이들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

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운 스 이 명확하다면 이 부분을

더 정확히 하여 개략 으로나마 부하 로 일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해

당 건물의 경우에는 냉방부하와 탕부하의 정확한 부하 로 일을 알 수 없

으므로 시간 당 부하 발생량이 모든 시간에서 같다고 가정하 다.그 다면

동시부하는 냉방부하와 탕부하 에서 작은 양 만큼으로 단할 수 있으며,

비동시부하는 냉방부하와 탕부하 에 큰 부하에만 존재하되 해당 부하에

서 동시부하량 만큼을 뺀 것으로 단하 다.

시스템의 용량 에서 축열조 용량은 임의로 동시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 날의 동시부하량의 반(31,587kJ)으로 설정하고,히트펌 용량은 동시부

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를 기 으로 하여 피크의 반(22GJ/min)으로 설

정하 다.이 값들은 계획단계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언 한 상 부하에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하제거량 도출식에

따라 계산된 개략 인 제거부하량을 Table6.15에 나타내었다.상기의 시스템

을 활용하면 약 70% 정도의 부하를 본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즉,제안한 시스템을 용하면 건물의 냉난방 에 지 감을 기

할 수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세한 에 지 미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의 리트로핏 시에,건

축주 는 설계자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계획단계에서 상기의 결

론을 도출 수 있다면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용에 해 개략 인 확신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해당 건물을 모델링하고 더 상세한 시뮬 이션을 수

행하여 더 자세하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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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otal

Total load
Cooling 44,302 50,486 28,346 63,864 42,739 36,302 33,019 44,748 33,610 62,129 57,240 41,191 62,798 73,901 69,235 57,917 33,941 46,188 32,544 72,850 81,266 1,068,617

DHW 55,838 56,980 54,651 58,561 37,474 56,101 55,310 58,825 59,089 58,078 49,951 50,873 49,028 58,166 54,695 58,473 54,607 59,264 35,321 63,174 54,695 1,139,157

Simultaneous load 44,302 50,486 28,346 58,561 37,474 36,302 33,019 44,748 33,610 58,078 49,951 41,191 49,028 58,166 54,695 57,917 33,941 46,188 32,544 63,174 54,695 966,418

Simultaneous load 

smaller than 

heat pump capacity

31,587 31,587 28,346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660,089

Non-simultaneous 

load

Cooling - - - 5,303 5,265 - - - - 4,051 7,289 - 13,770 15,735 14,540 - - - - 9,675 26,571 102,199

DHW 11,536 6,493 26,305 - - 19,799 22,291 14,077 25,479 - - 9,682 - - - 557 20,667 13,076 2,777 - - 172,739

Non-Simultaneous 

load 

smaller than 

heat pump 

capacity

Cooling - - - 5,303 5,265 - - - - 4,051 7,289 - 11,055 11,055 11,055 - - - - 9,675 11,055 75,805

DHW 11,055 6,493 11,055 - - 11,055 11,055 11,055 11,055 - - 9,682 - - - 557 11,055 11,055 2,777 - - 107,953

Suggested method result

Load occurrence aspect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Cooling load 

removal

Guaranteed 31,587 31,587 28,346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660,089

Additional - - 5,303 5,265 - - - - 4,051 7,289 - 13,770 15,735 14,540 - - - - 9,675 26,571 102,199

Total 31,587 31,587 28,346 36,890 36,852 31,587 31,587 31,587 31,587 35,638 38,876 31,587 45,357 47,322 46,127 31,587 31,587 31,587 31,587 41,262 58,158 762,288

Heating

load removal

Guaranteed 31,587 31,587 28,346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31,587 660,089

Additional 6,493 26,305 - - 19,799 22,291 14,077 25,479 - - 9,682 - - - 557 20,667 13,076 2,777 - - 161,203

Total 31,587 38,081 54,651 31,587 31,587 51,386 53,878 45,664 57,066 31,587 31,587 41,269 31,587 31,587 31,587 32,144 52,254 44,663 34,364 31,587 31,587 821,292

Table 6.15 Load removal from suggested method of real build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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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소결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한 부하제거량의 범 부하제거량의 개략값

도출 방법을 4장에서 제안한 부하제거 메커니즘과 비교하여 먼 다양한 부

하양상이 복합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 검증하고,다음으로 건물에서 실

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하에 해서 검증을 수행하 다.그리고 이를 실제 건

물의 에 지 데이터를 토 로 하여 해당 건물을 리트로핏 한다고 가정하 을

때 축열식 동시냉난방이 용될 수 있는지를 단하는 시스템 계획단계에서

활용하는 시를 기술하 다.본 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부하제거 메커니즘에 의해 시뮬 이션으로 도출한 부하량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하제거량의 범 내에 모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 다.단,부하

제거량의 범 는 결국 축열조 용량에 의해 결정되므로,축열조 용량을 크

게 가정할수록 제거할 수 있는 최 부하량의 크기 한 커지기 때문에

결과 으로는 범 가 넓어져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2)부하제거 메커니즘에 의해 시뮬 이션으로 도출한 부하량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하제거량의 개략값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이러한 차이는

부하제거 규칙에서 밸런싱에 의한 부하제거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부하발

생 양상에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발생하여 부하제거 일어난

경우에는 부하제거량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한 히트펌 용량 이하

의 동시부하량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 가정한 부분과 축열조 용량 만큼이

기본 으로 제거될 것으로 가정한 부하발생 양상에서 축열조 용량이 비교

큰 경우에 밸런싱으로 제거되는 부하제거량이 과 평가 되어서도 오차

가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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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하제거량이 과소평가 되는 부하발생 양상과 과 평가 되는 부하발생 양

상이 번갈아 발생한다면 서로 상쇄될 수 있어서 비교 정확하게 부하제

거량을 측할 수 있다.하지만 하나의 부하발생 양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는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경우에는 부하제거 메커

니즘으로 실제 운 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4)제안된 부하제거량 개략값 도출 방법으로는 일 단 정도의 부하량이나

에 지량만 알 수 있어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개략 인 부하제거

량을 도출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정 시뮬 이션에 비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을 용할 수 있을지에 한 가능성을 단하는 계획단계에

서 때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즉,건축주 는 설계자가 축열식 동시냉

난방 시스템의 용에 해 개략 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더 상세

한 시뮬 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정 하게 검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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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난방부하와 냉방부하의 어느

부분을 밸런싱하여 동시냉난방을 하는지에 하여 다양한 부하발생 양상에

하여 분석하고 이를 조합한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 다.이를 해 먼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여러 연구에 사례를 분석하고,부하제거 규칙을 분석하

는 것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본격 으로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기 해 먼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정의하고,시스템의 부하제거 메커니즘에 따

라 시스템이 실제로 제거하는 부하제거 양상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다.그리고 이러한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들이 냉방 난방부하가 발

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규칙화하여 부하제거

규칙을 도출하 다. 한 시스템의 용가능성을 계획단계에서 정량 으로

단하기 해,도출된 부하제거 규칙에 시스템의 용량을 용하여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제거량을 도출하는 부하제거 규칙의 용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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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논의 의의]

(1)부하제거 규칙 분석의 필요성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동시냉난방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

야간에 계없이 작동한다면,환수된 냉방수와 난방수를 장할 필요 없

이 바로 밸런싱할 수 있으므로 축열조의 용량을 상당히 일 수 있으면서

도 동시냉난방량보다 많은 부하제거를 기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시스템

에 의한 부하제거 양상은 부하의 발생양상과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복잡

하게 나타나므로,동 시뮬 이션에 따른 실제 부하제거 메커니즘으로

단해야 한다.하지만 시스템의 용성을 단하는 계획 단계에서는 복

잡한 시뮬 이션보다는 다양한 부하발생 양상에 하여 시스템이 제거하

는 부하 양상의 규칙,즉,부하제거 규칙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2)복사냉난방 시스템을 용한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 제안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기존 연구에서는 히트펌 와 축열조를 시

스템으로 한정지어 연구가 진행되었다.여기에 터미 시스템을 더 고려

하여 복사냉난방을 용한다면, 류냉난방에 비해 온의 난방수와 고온

의 냉방수로도 냉난방이 가능하다.이 경우에는 운송 기간 에 열손실량

을 일 수 있고,low-lifting히트펌 를 용할 수 있어서 효율도 더 좋

아진다. 한 필요 냉방수온도와 필요 난방수온도가 지열 폐수열에 가

까워지므로,냉난방 에 지가 부족할 때 별도의 보조열원이나 보조기기

없이 동시냉난방을 한 물-물 히트펌 만으로 지열 는 폐수열을 열원

으로 활용하여 에 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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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된 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 확인을 한 부하제거 메커니즘 도출

부하제거 메커니즘은 존,터미 , 장 열원 시스템 각각의 메커니즘

으로 구성한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으로 구 할 수 있다. 한

에 지의 생산, 장,사용에 의한 에 지 이동만을 고려한 개략 메커니

즘으로도 구 할 수 있다.개략 메커니즘은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으로 도출한 부하제거량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부하를 제거하는 양

상은 같으며 비교 더 간략하고 직 이다.본 연구는 다양한 부하 상

황과 시스템 용량에서 부하제거 양상을 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개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제안된 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 유형 분석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은 동시부하가 발생

할 때 실시간 밸런싱,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비동시부하 간 밸런싱,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간 사이에서의 비동시부하간 밸런싱,해당 작동기

간과 다음 작동기간 사이에서 비동시부하간 밸런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부하제거 양상의 유형은 부하의 선후 계의 유무와 순서에 따라

발 되는 것과 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5)부하제거 규칙 1:동시부하 만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부하제거 규칙 에서 동시부하 만큼의 부하는 제거할 수 있는지에

한 규칙은 상기 도출한 부하제거 양상 에서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실시

간 밸런싱과 연 이 있다.하지만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 없이는

해당 밸런싱의 발생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단,운 방안이 개선되어

동시부하가 발생할 때 히트펌 를 작동할 수 있다면,해당 밸런싱으로는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 만큼은 제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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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하제거 규칙 2:동시부하보다 더 제거할 수 있는 부하

부하제거 규칙 에서 동시부하보다 더 제거할 수 있는 부하에 한 규

칙은 해당 작동기간 내에서 비동시부하 간 밸런싱,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간 사이에서의 비동시부하간 밸런싱 해당 작동기간과 다음 작동

기간 사이에서 비동시부하간 밸런싱과 연 이 있다.해당 작동기간 내에

서 밸런싱은 이 작동기간과 부하의 선후 계의 순서가 같을 때 발생하

며,부하의 선후 계가 없을 때는 일부 가능하다.해당 작동기간과 이

작동기간 간의 밸런싱은 이 작동기간에 나 에 발생하는 부하와 해당

작동기간에 발생하는 반 쪽 부하 간에 발생한다.해당 작동기간과 다음

작동기간 간의 밸런싱은 해당 작동기간에 나 에 발생하는 부하와 다음

작동기간에 발생하는 반 쪽 부하 간에 발생한다.

(7)부하제거 규칙 활용:부하제거량 범 개략값 도출 방안

시스템으로 가능한 부하제거 범 는 최소 각 부하를 담당하는 해당 축

열조의 용량 이상이며,해당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 용량,동시부하량,

반 편 부하를 담당하는 축열조 용량의 합보다 이하이다.부하제거량

의 개략값은 부하제거 규칙에 시스템 용량을 용하여 도출하 다.기본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는 동시부하가 일어날 때 히트펌 용량 이하

의 부하량이며,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는 먼 발생하는 비동시부하

에서 히트펌 용량 이하량과 반 편 부하의 축열조 용량 작은 값으

로 나타난다.단, 부분의 기간에서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

동시부하가 산재해 있을 것이며,이들 간에 밸런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는 악할 수 없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열조 용량보다 작은 비동시부

하량 정도는 해당 작동시 에서 밸런싱되고,다른 작동시 과의 밸런싱은

없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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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하제거량 개략값 도출 방안 검증 한계 분석

실제 부하제거량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하제거량의 범 내에 포함되

었으나,부하제거량의 개략값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이러한 차이

는 부하제거 규칙에서 밸런싱이 없다고 단한 부하제거 규칙이 용될

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하제거량이 과소평

가 되어 나타났다. 한 히트펌 용량 이하의 동시부하량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 가정한 부분,그리고 축열조 용량 만큼이 기본 으로 제거될 것으

로 단한 부하제거 규칙이 용될 때 축열조 용량이 비교 큰 경우에

부하제거량이 과 평가되어 나타났다.이러한 상이 번갈아 발생한다면

서로 상쇄되어 비교 정확하게 부하제거량을 측할 수 있다.하지만 하

나의 부하발생 양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아지므로,더 정확

한 분석을 해 시스템 모델로 시뮬 이션에 의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

다.

(9)부하제거 규칙 분석 활용 연구의 의의

제안된 부하제거량 개략값 도출 방법으로는 일 단 부하량 데이터만

있어도 축열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용하 을 때의 개략 인 부하제거

량을 도출할 수 있다.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에 비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시스템의 용성을 단하는 시스템 계획단계에서 유용할 것으

로 단된다.즉,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건축주 는 설계자가 축열

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용할지에 해 개략 으로 검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이후 상세 시뮬 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정 하게 검토할 수 있

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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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과 추후 연구 과제]

(1)본 연구에서 부하제거 규칙과 부하제거량 개략값을 분석할 때,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그 양을 작을 것으로 단되면 밸런싱이 없다는 가

정,그리고 상당량이 발생할 것으로 단되면 축열조 용량만큼 밸런싱된

다는 가정 등을 용하 다.이는 비록 실제 운 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

는 부분이라 상기의 가정을 용하 으나,검증 과정에서 주요한 오차요

인으로 단되었다.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하기 해서는 다수의 시뮬

이션 는 실험을 통해 통계 으로 얼마만큼이 밸런싱되는지를 정량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부하제거 규칙은 부하제거 양상을 정성 으로 규칙화한 것이므로 시스템

모델에 의한 시뮬 이션이나 개략 메커니즘에 계없이 같은 형태로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부하제거 규칙을 용한 부하제거량의 개략

값은 정량 인 값이므로 시스템 모델과 개략 메커니즘 에 어떤 것으

로 도출하 는지에 한 향을 받을 것으로 단된다.비록 개략 인 값

이지만,정확성을 좀 더 높이기 해서는 개략 메커니즘을 시스템 모델

에 의한 시뮬 이션에 하게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 부하제거

량 개략값을 구하는 방법도 높아진 정확성을 반 할 필요가 있다.

(3)본 연구에서는 기계의 효율 등의 기계 요소는 이상 이라 가정하고 부

하 시스템 용량만을 고려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 다.하지만 실제

설비를 건물에 용할 때는 건물의 부하발생 규모에 따라 이용 기기가 다

르며,그에 따라 기계 요소 한 상이하다.그러므로 건물의 규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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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 가능한 기기를 단하고,그 기기가 동시냉난방이 가능한지,가능

하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능한지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시스템을 실제로 용하기 해서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로세스와 운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며,이에 기존 문헌들도 주로 계통을 개발하고 이

를 설계하고 운 하는 연구에 해 수행되어 왔다.본 연구는 축열식 동

시냉난방 시스템이 밸런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가 어느 부분인지,그

리고 개략 인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하는 기본 연구 다.그러므로

실제로 시스템을 용하기 해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로세스와

운 에 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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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복사 패 의 총합 열 항값 도출 로세스

<Process>

1. :천장패 의 meantemperature와 meanfluidtemperature사이의 열

달 계수 (DIN4715에 의한 실험)

a) 항을 실제로 입하여 구하는 방법

 


(A.1)

b)specificnorm power(_)로부터 구하는 방법

  exp
_  (A.2)

여기서 _는 DIN4715-1실험에 의한 specificnorm power.

c)유체평균과 표면평균 온도사이의 온도차(_)를 알 수 있을 때,

_로부터 구하는 방법

 _

_
(A.3)

환기가 되지 않는 천장패 의 coolingpower가 95W/m²이하인 경우,

정확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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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malresistancefluidtopipe(제안된 계산법에 의한 계산)

가 20도, 도가 1000kg/m3인 유체로부터 pipeshell까지의 는

난류(≥)의 경우 식(A.4)로,층류의 경우 식(A.5)로 계산할 수 있

다78).

 





  (A.4)

 

 
 



(A.5)

3.+ :Thermalresistancepipe+Thermalresistanceinx-direction

(1과 2를 이용하여 계산)

과 는 천장패 에 따라 특징 으로 나타나며,실의 조건이나 천장

패 에서의 massflowrate과 련이 없는 독립 인 수이다.이 둘을 합

한 식은 식(A.1)을 변형한 다음 식(A.6)과 같다.

 


 (A.6)

4. :천장패 의 열 항 (DIN4715에 의한 실험)

specificnorm power()로부터 아래의 식(A.7)로 계산할 수 있다.

 






(A.7)

78)KoschenzM.,LehmannB.,HandbuchthermoaktiveBauteilsystemeTABS(work

inprogress),EMPA AbteilungEnergiesysteme/Haustechnik,CH-8600Dübendor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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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총합 열 달 항

(1과 4를 용하여 계산)

실험 조건에서 천장패 으로부터 실까지의 총합 열 달 항()는

아래의 식(A.8)로 계산할 수 있다.

 


(A.8)

더 자세하게는 상부와 하부 구조에 한 열 달 계수가 추가될 수 있

다.(6까지 구한 후,역산)

상부와 하부 구조에 한 열 달 계수가 추가되어 면과 후면의 온도

가 변화될 수 있으며,이는 천장패 의 coolingpower도 변화할 수 있다.

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총합 열 달 항()은 아래의 식(A.9)로

표 된다.

 








(A.9)

6. :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류 열 달계수 (5를 용하여 계산)

실험 조건에서 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류 열 달계수()는 아래

의 식(A.10)으로 계산할 수 있다.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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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러 조건에서 천장패 로부터 실까지의 류 열 달계수

(6을 용하여 계산)

평평한 천장패 에서 norm condition일 때 류 열 달 계수

 _
_ (A.11)

의 값은 _에 맞추기 하여 식(3.18)과 같이 _라는 factor

에 의해 실험 결과에 맞도록 조정된다.1보다 큰 _가 나타나는 경

우는 소 convectivechilledceiling이라 불리는 fin들에 의한 향일 가

능성이 있다.

_ _


(A.12)

simulation동안 류열 달계수는 아래의 식(A.13),식(A.14)에 의해

계산된다.

_ __
_

(A.13)

_ __
_

(A.14)

모델은 천장패 의 면과 후면이 같은 평균온도()라는 가정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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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장패 과 천장 사이의 열 항

-직 이 일어나는 경우 (내부 식으로 계산)

천장패 과 천장 사이에 직 이 일어나는 경우 열 항()은 다

음의 식(A.15)로 계산할 수 있다.

 





(A.15)

-Gap이 있는 경우 열 항 ( 용하여 계산)

천장패 과 천장 사이에 Fig.A.1과 같이 Gap이 있는 경우 열 항()

은 다음의 식(A.16)로 계산할 수 있다.

 


(A.16)

Fig. A.1 Resistance network of air gap between ceiling 

panel and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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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eatflux의 방향(아래, )에 따라 아래의 식(A.17) 식(A.18)

로 계산된다.

  



(A.17)

  



(A.18)

9. :총 항

상기 구한 항을 이용하여 총 항은 식(A.19)로 표 될 수 있다.79)

 






exp























 



























(A.19)

79)Klein,S.A.,etal."TRNSYSmanual"UniversityofWisconsin(2012).Volume5,

MultizoneBuildingmodelingwithType56andTRNBuild,p.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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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s>

Symbol Meaning Unit

 mean fluid temperature °C

 fluid inlet temperature °C

 total resistance hm2K/kJ

 mean surface temperature of chilled ceiling °C

 operative outside temperature °C

 operative room temperature °C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and  kJ/hm²K

 thermal resistance fluid to pipe hm²K/kJ

 thermal resistance pipe hm²K/kJ

 thermal resistance in x-direction hm²K/kJ


thermal resistance of chilled ceiling panel at test 

conditions
hm²K/kJ


thermal resistance combined heat transfer to the 

room 
hm²K/kJ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from the panel to 

the room at test conditions 
kJ/hm²K

 chilled ceiling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kJ/hm²K


thermal resistance upper wall at test conditions well 

insulated 
hm2K/kJ

_ specific norm power By DIN 4715-1 kJ/hm²

_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chilled ceiling 

and ceiling 
K

 Reynold's number -

 distance between pipes m

 pipe wall thickness m

 thermal conductivity between fluid and pipe shell W/mK 

 specific heat J/kgK

 specific mass flow rate kg/hm²

 pipe outside diameter m

 pipe lengt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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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Meaning Unit

 specific norm power(=_) kJ/hm²

 Stefan–Boltzmann constant kJ/hm²K4

 room temperature K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lower side construction kJ/hm²K

_ constant for chilled ceiling kJ/m²K

_ exponent for chilled ceiling -

_ ratio of  and   
  -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upper side construction kJ/hm2K

 thermal resistance gap m2K/W

 constant for heat flux up kJ/hm²K

 exponent for heat flux up -

 constant for heat flux down kJ/hm²K

 exponent for heat flux down -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chilled ceiling 

and constructio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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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TRNSYS의 축열조 상세 메커니즘

Fig. B.1 Diagram of TRNSYS Type 4 (simple storage tanks)

Mechanism Equation

1) Inlet/outlet

 

where, =1 if : 0 otherwise 

        =1 if : 0 otherwise 

2) Heat exchanger -

3) Auxiliary 

4) Massflow

    i f   

  i f   

where,   
  

 

  
   





5) Conduction -

6) Convection -

7) Hea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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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s>

Symbol Meaning Unit

 temperature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nk °C


temperature of the fluid entering the storage tank 

from the heat source
°C

 temperature of the ith tank segment °C


temperature of the fluid replacing that extracted to 

supply the load
°C


number of the tank segment to which the fluid from 

the heat source enters 1≤≤N
-


number of the tank segment to which the replacing 

that extracted to supply the load enters 1≤≤N
-


loss coefficient between the tank and its 

environment(per unit area)
kJ/hm²K


rate of energy input the heating element to the ith 

segment
kJ/h

 specific heat of the tank fluid kJ/kgK

 fluid mass flow rate to tank from the heat source kg/s

 control function defined by =1 if : 0 otherwise -

 control function defined by =1 if : 0 otherwise -

 control function defined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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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 Diagram of TRNSYS Type 60 (detailed storage tanks)

Mechanism Equation

1) Inlet/outlet      

2) Heat exchanger



where,  
ln
″
 ′

 ′ ″

   Parallel:  ′    / 
′′    

   Counter:  ′    / 
′′   

3) Auxiliary 
 



4) Massflow
    or

   

5) Conduction  →

 
   →

 
  

6) Convection -

7) Heat los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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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s>

Symbol Meaning Unit

 cross-sectional area of node i m²

 surface area of node i m²

 constant(multiplier) in Nusselt number correlation -

 tank fluid specific heat kJ/kgK

 inside diameters of heat exchanger tubes m

 outside diameters of heat exchanger tubes m


outside convection coefficient for internal heat 

exchanger
kJ/hm²K


node index. i=1 is the top node, i=N is the bottom 

node
-

 tank fluid thermal conductivity kJ/hmK 

 mass of node i kg

 mass flowrate entering at inlet 1 kg/s

 mass flowrate leaving at outlet 1 kg/s

 mass flowrate entering at inlet 2 kg/s

 mass flowrate leaving at outlet 2 kg/s

 bulk fluid flowrate down the tank kg/s

 bulk fluid flowrate up the tank kg/s

 exponent in Nusselt number correlation -

 number of nodes -


Nusselt number for external flow around a tube of 

diameter D
-

 Rayleigh number -

 time s

 temperature at inlet 1 °C

 temperature at outlet 1 °C

 temperature at inlet 2 °C

 temperature at outlet 2 °C

 temperature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nk °C

 temperature of the ith tank segment °C



- 223 -

Symbol Meaning Unit

 setpoint temperature for a thermostat °C


temperature of the node containing the Nth  

thermostat
°C

 heat exchanger overall UA value kJ/hK

 total loss coefficient for node i kJ/hm²K

 loss coefficient(per unit area) of the tank kJ/hm²K

 de-stratification conductivity (


) kJ/hmK 

 temperature dead band for a thermostat °C

 additional loss coefficient for node i kJ/hm²K

→
center-to-center distance between node i and the 

node below it (i+1)
m

→
center-to-center distance between node i and the 

node above it (i-1)
m

 heater control sig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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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nciples for Load Removal of the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System with Thermal Storage Tanks

Dae Uk Sh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ning and Building Servi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multaneousheatingandcoolingsystem hasbeenappliedtoreducethe

peakloadbyproducingandstoringcoolingandheatingenergieswith

usingmidnightelectricpowerwhichisrelativelycheep.However,high

initialcostisrequiredbecauseitshouldproduceandstoreasignificant

amountofenergyduringthenightperiod,soitrequiredrelativelylarge

capacitiesoftheheatpumpsandthethermalstoragetanks.Forthe

buildingthathastheheatingandcoolingloadsoccurredatthesametime

duringtheday,itismoreadvantageoustooperatetheheatpumpwhenit

isbeneficialtooperateregardlessofthedayandnightthantouseonly

midnightelectricpower.Inthiscase,however,loadremovalaspectby

simultaneousheatingandcoolingsystem withthermalstoragetanksis

morecomplexthanmidnightstoragecase,soitisdifficulttodeterminethe

amountoftheloadremoval.Thereforethisstudyanalyzesthe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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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eloadremovaldependingonthesystem sizeandtheoccurrenceof

theloadwhenoperatingasimultaneousheatingandcoolingsystem with

thermalstoragetanksregardlessofthedayandnight,andsuggestthe

applicationmethodoftheprinciples.

Inordertoachievetheobjectofthestudy,1)detailedcomponentsof

simultaneousheatingandcoolingsystem withthermalstoragetankswas

deduced,and2)theloadremovalmechanism toidentifytheactualload

removalaspectsofthesystem wassuggested.Andthen3)theload

removalprincipleswerederivedbyanalyzingthepatternofremovedload

bythesystem forvariousloadoccurrenceaspectwiththesuggestedload

removalmechanism.Finally,4)amethodforderivingaschematicvalueof

theloadremovalwasproposedbyutilizingthederivedqualitativeload

removalprinciples.Themethod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load

removalmechanism,andanexampleforutilizingthemethodinthesystem

planningstageisdescribed.Theresultsofthispaperareasfollows:

1)Thesimultaneousheatingandcoolingsystem withthermalstorage

tanksconsistsofaheatpump and thermalstoragetanks.When

applyingtheradiantheatingandcoolingsystem tothissystem,itis

possibletoperform heatingwithlowertemperaturewaterandperform

cooling with highertemperatewaterthan convection heating and

cooling.Therefore,itis advantageous forheatloss,heatpump

efficiency,anditispossibletouseheatpumpforutilizinggeothermal

heatandwastewaterheatastheheat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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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oad removalmechanism ofthesimultaneousheating and cooling

system withthermalstoragetankscanbeimplementedbydetailed

simulation with system modeland by the simplified mechanism

considering the energy movementonly.The suggested simplified

mechanism hasloweraccuracythandetailedsimulation,however,the

loadremovalaspectsissametothedetailedsimulation.Inadditionitis

moresimpleandintuitivethandetailedsimulation.

3)Thetypeofloadremovalaspectofsimultaneousheatingandcooling

system withthermalstoragetankscanbedividedintoreal-timeload

balancingwhensimultaneousloadoccursandloadbalancingbetween

non-simultaneousload.Loadremovalprincipleswerederived;firstly,it

ispossibletoremovesimultaneousloadlowerthanheatpumpcapacity

iftheheatpump can operatewhen thesimultaneousload occurs.

Secondly,itispossibletoremovemoreloadbybalancingbetween

non-simultaneous load within operating period(today’s balancing),

betweenthepreviousandthepresentperiod(thedaybefore– today),

andbetweenthepresentandthefollowingperiod(today– tomorrow).

4)Accordingtotheprinciples,itispossibletoremovesimultaneousload

lowerthanheatpumpcapacitybasically.Inaddition,itispossibleto

removetheamountofsmallervaluebetweenthenon-simultaneousload

lowerthanheatpumpcapacityoccurredpreviouslyandthecapacityof

thecounterpartthermalstoragetank.Theschematicvalue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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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uggestedmethodhaslesserrorwhentheloadoccurrenceaspect

aremorediverse.Whenparticularloadoccurrenceaspectisrepeated

therecanbesignificanterror,soitisneededadditionalanalysisby

simulation.

Keywords:Simultaneousheating andcooling system,Heatpumpwith

thermalstorage tanks,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load,Loadremoval

StudentNumber:2010-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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