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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고층 주거건물은 일반적으로 일반 저층건물보다 고기밀 설계된 외

피가 적용되어 침기량이 작고 자연환기가 제한되어 기계식 환경조절 시

스템에 의존도가 높다. 초고층 주거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냉각 제습 시

스템은 제습을 하면 제습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내온도를 과냉할 우려

가 있고 낮은 현열비에서는 제습이 되지 않아 습도로 인한 불쾌적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 제습을 위해 추가적인 제습장치를 사용하면 장치가

중복 사용되고 실내온도 조절을 위해 재열이 필요해 설비 점유 면적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는 자연환기가 제한되어 자연환기를 통한 제습이 불가능해 제습을 위한

기계식 환경조절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 제습 시스템과 다르게 제습

위주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낮은 현열비에서도 제습과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해 습도로 인한 불쾌적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데시

칸트 냉방장치를 환기 장치로 사용하면, 단일 설비로 제습, 냉방, 환기가

가능하여 설비의 점유면적을 감소할 수 있어 냉각 제습 시스템보다 초고

층 주거건물에서 사용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

건물은 건물 높이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냉방부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하

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코일의 위치와 외기도입 방법에

따라 제습 및 냉방 성능이 달라져,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나타나는 냉방 및 제습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초고층 주거건물에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 부하특성이 고려된 하이

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과 운전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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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방성능 및 온습도 쾌적

분포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해,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주거건물의 최대 냉방부하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내부발열이었으며, 일사에 의해 내부발열이 비교적 작은

낮 시간대에 고층부로 갈수록 최대 냉방부하가 크게 나타나고 연간 냉방

에너지 소비량과 일간 현열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초고층 주거건물

의 냉방부하 영향 인자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특성 비

교해 보았을 때 냉각 코일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치하고, 외기를 도입하

지 않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제습하고,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여 전열교환

환기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

사용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환기와 제습 및 냉방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기와 제

습 및 냉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2)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교번운전을 하지

않고 제습모드로 제습 및 냉방을 하면 실내 온습도는 쾌적범위에 포함되

었지만, 환기, 제습, 냉방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을 하면 환기를 하는 동안

실내 공기를 냉방과 제습을 할 수 없어 실내 온습도가 증가해 쾌적 범위

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은 유지한

채 환기모드로 전환되기 이전에 실내온도를 낮추는 운전 전략과 냉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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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이 환기보다 우선되는 교번운전 방법을 제안하였다.

3)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환기모드로 작동되기 이전에

실내온도를 낮추어 냉방을 하고 환기모드로 전환되는 교번운전을 하면

냉방을 하지 않고 교번운전을 한 경우보다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감소하였다. 냉방 및 제습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을 하면 환기

를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으로 운전하였을 경우보다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실내 온습도의 대부분이 쾌적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환기에 의한 불쾌적 비율은 환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보

다 크게 나타나지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가 나타나는 수치보다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실자의 쾌적

성에는 실내 온습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

댓값은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보다 작게 나타나므

로,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템을 적용하여 재

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 온습도 분포가 대부분 쾌적 범위에

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및 제습을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어 :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부하,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제습 및 냉방 환기 통합운전

학 번 : 2018-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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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흡습제(desiccant)를 사용하여 공기 중의 습

기를 제거하여 잠열을 처리하고 건조한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 냉방을 하

는 시스템이다.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현열과 잠열을 분리하여 처리하

기 때문에 현열 냉각을 하고 냉각에 의해 제습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냉방설비인 냉각 제습 시스템보다 제습에 유리하고, 제습 후 현열 냉방

만 필요하기에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시

칸트 냉방 시스템은 제습 과정에서 포화 상태가된 흡습제를 재생하기 위

한 재생 열원이 필요하고, 제습 이후 재생열에 의한 열교환과 재생 과정

에서 발생하는 흡착열에 의해 온도가 높아진 공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장치가 필요해 장치가 크고 복잡해진다.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잠

열 처리에 유리하지만 설비 점유면적이 크고 장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

거건물에 적합하지 않아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 제습 시스템의 냉각 코일과

응축기, 그리고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제습 로터를 결합한 방식으로,

냉각 제습 시스템의 냉각 코일을 사용해 냉방을 하고 냉각 코일의 응축

기 폐열을 재생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기존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보다 장

치를 소형화 할 수 있어 주거건물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하이브리드 데

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주로 잠열 부하를 처리하지만 냉각 코일을 사용하

여 냉방을 할 수 있고, 제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습 로터는 제습 공기

와 재생 공기의 현열과 잠열을 열교환 하는 열회수 환기장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습, 냉방, 환기를 단일 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제안되었다.1).

1) 백재현, 김용찬, & 이대영. (2017). 열회수 환기기능 겸용 고체식 데시컨트 제습

기의 성능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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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구성

초고층 주거건물은 일반적으로 일반 저층 주거건물보다 고기밀 설계

된 외피가 적용되어 틈새바람의 유입이 작고 자연환기가 제한되어 기계

식 환경조절 시스템에 의존도가 높다. 초고층 주거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냉각 제습 시스템은 제습을 하면 제습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내온도를

과냉할 우려가 있고 낮은 현열비에서는 제습이 되지 않아 습도로 인한

불쾌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습을 위해 추가적인 제습장치를 사용하

면 장치가 중복사용되고 실내온도 조절을 위해 재열이 필요해 설비 점유

면적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초고층 주거

건물에서는 자연환기가 제한되어 자연환기를 통한 제습이 불가능해 제습

을 위한 기계식 환경조절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 제습 시스템과 다르게 제습

위주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낮은 현열비에서도 제습과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해 습도로 인한 불쾌적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데시

칸트 냉방 시스템을 환기장치로 사용하면, 단일 설비로 제습, 냉방, 환기

가 가능하여 설비의 점유면적을 감소할 수 있어 냉각 제습 시스템보다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사용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초고층

주거건물은 일반 저층건물과 다르게 건물 높이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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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냉방부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코일

의 위치와 외기도입 방법에 따라 제습 및 냉방 성능이 달라져, 하이브리

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나타나는 환기와 냉방

및 제습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고층 주거건물

에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고층 주거

건물의 냉방 부하특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

성과 운전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쾌적성을 향상을 위해

냉방, 제습, 환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

스템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특성과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냉방

및 제습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

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온습도 및 환기 특성을 분석하고

실내 온습도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고

려하여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온습도

분포와 환기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서 높이에 따른 냉방부하 영향

인자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냉방 및 제습

특성에 대해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초고층 주

거건물을 선정하고 냉방 시스템 선정을 위해 냉방 부하특성을 분석하였

다. 냉방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적 부하분석이 가능한 상용 시뮬

레이션 툴인 EnergyPlu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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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

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연구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난방 부하 영향 인자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장치의 특성 고찰

초고층 주거건물에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물에

서 높이의 변화에 의한 외부환경 변화와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냉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선정을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

칸트 냉방시스템의 구성과 외기도입 방식에 따른 냉방 및 제습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초고층 주거건물 선정 및 냉방 부하특성 분석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선정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높이에 따른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변화를 고려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을 선정하고, 높이에 따른 냉방 부하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세대에서 냉방 시스템 적용

을 위한 부하의 구성요소와 현열비를 분석하였다. 부하 분석에는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렘인 Energyplus를 활용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

방 부하특성과 제 2장에서 검토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과 외기도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 가능

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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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적용 및

개선방안 도출

초고층 주거건물에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

해 제 3장에서 선정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냉방 및 제습

성능을 분석하고,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

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

스템을 사용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 및 공기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의해 연구진행은 [그림 1.2]와 같이 연구

흐름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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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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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 부하 영향인자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특성

본 장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변

화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예비적 고찰로서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분석을 위해 건물의 고층화로 인한 초고

층 주거건물에서 외부환경 변화 요소와, 고기밀 외피 적용으로 인한 냉

방부하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합한 하이

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선정을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장

치의 구성과 외기도입 방식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1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부하 영향 인자

2.1.1 외부환경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소 가운데

높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로는 외기온도, 풍속, 일사 등을 들 수

있다.

외기온도는 외피를 통한 관류와 침기에 의한 열 출입에 영향을 미치

며, 지표면으로부터 높아질수록 하강한다. 풍속은 외벽표면의 대류 열전

달 계수와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며, 지표면에서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Cao2)의 연구문헌에서는 높이에 따른 외기온도와 풍속의 변화를 고려하

여 고층건물에서 높이와 향에 따른 냉난방 부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고층부로 갈수록 냉방부하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고층부로 갈

수록 외기온도는 감소하고 풍속은 증가해 열손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

으로 예상된다.

2) Cao, J., Liu, J., & Man, X. (2017). A united WRF/TRNSYS method for

estimating the heating/cooling load for the thousand-meter scale megatall

building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114, 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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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고층 주거건물은 일반 저층건물에 비해 천공에

대한 형태계수가 크며, 일반적으로 유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에

유입되거나 벽체나 창호에 흡수되는 일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로 고층건물이 건축되는 도심지의 건물이 밀집되는 배

치 특성을 고려하면,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는 고층화로 인해 주변에

차폐요소가 없어 동일한 초고층 주거건물의 저층부보다 직달일사의 영향

이 크게 나타나며 인접건물의 옥상에서 반사되는 반사일사의 영향이 크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llis3)의 연구 문헌에서는 외기온도와 풍속,

일사의 영향을 고려하여 초고층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였

고, 그 결과 초고층건물의 저층부는 주변 차폐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분석에서는 외부환경 요

소 가운데 일사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에 영

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소 가운데 외기온도와 풍속변화, 그리고 일사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2.1.2 고층화로 인한 기밀도 변화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는 강한 풍속으로 인하여 침기량이 동일한

초고층 주거건물의 저층부나 일반 저층건물보다 크게 나타나며, 침기량

증가로 인해 냉방부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고층 주거건물의

경우, 고층부의 강한 풍속에 의한 침기를 막기 위해 일반 저층 주거건물

보다 고기밀화된 외피가 설계 및 시공되며, 고기밀 외피의 적용과 외부

의 강한 풍속으로 인해 틈새바람의 유입과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므로, 고

층건물의 고층부에서는 침기가 냉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 건물 내

의 저층부 및 일반 저층주거건물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창헌4)의 연구 문헌에서는 기밀 성능을 강화하면 난방부하를 저감할 수

3) Ellis, P. G., & Torcellini, P. A. (2005). Simulating tall buildings using

EnergyPlus (No. NREL/CP-550-38133).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

Golden, CO (US).

4) 정창헌, 김태연, & 이승복. (2010).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를 통한 난방부하 저감

가능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7), 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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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석현5)의 연구 문헌에서는 고층건물에서 기밀성 강

화에 의한 냉난방 부하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

층부는 일반 저층 주거건물과 기밀도가 다르고 외부환경도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냉방부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는 높이에 따라 외부

환경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영향도가

달라져 냉방부하의 크기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저층 주거건물에 비해 외피가 기밀하게 시공된 초고층 주거건물은

다른 일반 저층 주거건물과 냉방부하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환경 요소 가운데 외기온도 및 풍속의

변화와 일사의 영향을 고려하였고 고기밀 설계된 외피를 고려하여 초고

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림 2.1]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부하 영향 요소

5) 김석현, 조영흠, 조재훈 (2012). 고층건물에서 외피의 기밀성에 따른 냉난방 부하

저감 효과.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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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특성

2.2.1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구성 및 특성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흡습제인 제습 로터를 사용하여 잠열을 처리

하고, 현열 교환기나 증발 냉각기를 사용하여 현열을 처리하므로, 냉방

성능이 부족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제습 및 냉방 용량이 부족할 우려

가 있다6).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부족한 냉방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

림 2.2]와 같이 냉각 제습 시스템의 냉각 코일(증발기)이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제습 로터와 함께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안되었다.7)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응축기의 폐열을 재생공기를 예열하

는데 사용할 수 있어 현열 교환기나 증발 냉각기를 사용하여 냉방을 하

는 기존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보다 재생 열원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

[그림 2.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구성

6) Henning, H. M. (2007). Solar assisted air conditioning of buildings–an

overview.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7(10), 1734-1749.

7) Yong, L., Sumathy, K., Dai, Y. J., Zhong, J. H., & Wang, R. Z. (2005).

Experimental study on a hybrid desiccant dehumidific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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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백8)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응축기 폐열을 사용해 재생열원의 재생

열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히트펌프 용량이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냉방출력이 증가하고, 재생열량이

감소하는 반면 전력소비는 증가하는 것을 연구하였고 증발 냉각기를 사

용하는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보다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최

근에는 저온 재생이 가능한 흡습제가 개발되어9)10) 재생 열원 없이 응축

기 폐열만으로 제습로터의 재생이 가능해 주거건물에 사용 가능한 크기

로 소형화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제안되었다.11)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에서 냉각 코일은 제습로터 전단이

나 후단에 위치할 수 있다. Chen12)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제습 시스템

의 냉각 코일과 응축기의 위치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냉각 코일

이 제습 로터 후단에 위치한 경우, 냉각 코일은 제습과정에서 온도가 높

아진 공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히트펌프의 효율은 높지만, 제습 로터에

의해서만 제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습 성능이 냉각 코일이 제습로터

전단에 위치한 경우보다 낮다. 냉각 코일이 제습로터 전단에 위치한 경

우, 냉각 코일에서 냉각 및 제습이 이루어진 이후 제습로터에서 제습이

이루어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제습량이 많지만, 처리할 수 있는 현열

이 작기 때문에 현열비가 작은 공간에 적합하다.

8) 황원백, 김용찬, 이대영 (2012). 하이브리드 제습냉방시스템의 성능평가 연구. 설

비공학논문집, 24(2), 121-128.

9) Chen, C. H., Hsu, C. Y., Chen, C. C., Chiang, Y. C., & Chen, S. L. (2016).

Silica gel/polymer composite desiccant wheel combined with heat pump for

air-conditioning systems. Energy, 94, 87-99.

10) Kang, H., & Lee, D. Y. (2017). Experimental investigation and introduction of

a similarity parameter for characterizing the heat and mass transfer in

polymer desiccant wheels. Energy, 120, 705-717.

11) 이현종, 김진철, 이대영 (2019). 휴미컨(HUMI-CON),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고효율 제습냉방 환기시스템. 설비저널, 48(3), 16-26

12) Chen,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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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코일 위치 장점 단점

제습로터 후단에 위치 히트펌프 효율 높음 제습 성능 낮음

제습로터 전단에 위치 제습 성능 높음 현열부하 처리량 작음

<표 2.1> 냉각 코일 위치에 따른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장단점

[그림 2.3] 냉각 코일이 제습로터 후단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그림 2.4] 냉각 코일이 제습로터 전단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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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외기도입 방식에 따른 특성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외기도입 방식에 따라 Conventional mode와

recirculation mode로 구분된다. Bourdoukan은13) 위 두 가지 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하였다. conventional mode는 100% 외기를 도입하고 실내

공기를 사용하여 제습 로터를 재생하는 구성이다. 외기를 제습하여 실내

에 공급하기 때문에 냉방 및 제습 성능이 외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Recirculation mode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도입하여 실

내 공기를 냉각 및 제습하여 공급하고 재생을 위해 외기를 사용하는 구

성이다. 외기가 실내에 거의 유입되지 않아 냉방 및 제습 성능이 외기조

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림 2.5] Conventional mode 구성

[그림 2.6] Recirculation mode 구성

13) Bourdoukan, P., Wurtz, E., & Joubert, P. (2010). Comparison between the

conventional and recirculation modes in desiccant cooling cycles and

deriving critical efficiencies of components. Energy, 35(2), 105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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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거건물은 고기밀 설계된 외피가 적용되어 침기의 영향이 작

고, 자연환기로 제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습기의 영

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습 성능이 비교적 높은

냉각 코일이 전단에 위치한 구성이 제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

다가 초고층 주거건물은 높이에 따라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냉방 및 제습

장치가 주로 사용되는 여름에는 외기의 습도가 높아, 냉방 및 제습 성능

이 외기의 영향이 작은 Recirculation mode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에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앞서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영향 인자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소는 높

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 가운데 초고층 주거건물에

서 높이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환경 요소는 외기온도, 풍속, 일사로

판단된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물은 고기밀 설계된 외피의 적용으

로 인해 침기의 영향이 달라져 일반 저층 주거건물과 냉방부하 특

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 코일을 사용하여 냉방을

하고 응축기를 사용하여 제습 로터를 재생하므로, 증발 냉각기 및

현열 교환기를 사용하고 재생 열원이 필요한 기존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보다 냉방 성능이 좋고 소형화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데시

칸트 냉방 시스템은 냉각 코일의 위치에 따라 제습 및 냉방 성능

이 달라진다. 냉각 코일이 제습로터 후단에 위치하면 히트펌프의

효율은 좋지만 제습 성능은 낮아진다. 반대로 냉각코일이 제습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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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에 위치하면 제습 성능은 냉각코일이 제습로터 후단에 위치한

시스템보다 높지만, 처리할 수 있는 현열이 작아 냉방 성능이 작

다.

3)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외기도입 방식에 따라 Conventional mode

와 Recirculation mode로 구분된다. Conventional mode는 100% 외

기를 도입하고 실내 공기를 재생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Recirculation mode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내공기를 순환시켜 제습 및 냉방을 하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작게 받는다.

4)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영향 인자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특성 분석한 결과 냉각 코일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치하고, 외기를 도입하지 않는 Recirculation mode로 구성된 하

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되기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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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부하 특성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선정

본 장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변

화를 고려할 수 있는 초고층 주거건물을 선정하여 냉방 시스템 적용을

위한 냉방부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방부하의 크기 및 구성요소,

그리고 발생 기간을 분석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

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3.1 초고층 주거건물 선정 및 조건

높이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물은 건축

법 시행령에 명시된 초고층건물 기준14)을 고려하여 74층(222m)의 건물

을 선정하였다. 높이에 따른 냉방 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초

고층 주거건물 내에서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의 대표세대를 선정하였다.

고층부의 대표세대는 최상층에 인접한 70층으로 선정하였고, 중층부의

대표세대는 전체 높이의 2/3 부근이며, 초고층건물의 기준인 50층을 선

정하였으며, 저층부의 대표세대는 전체 높이의 1/3 이내이며, 지상과 인

접한 10층을 선정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외피는 고층부의 강한 풍속에 대응하는 외피 적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밀하고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반영하

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물 외피의 기밀도는 ASHRAE Handbook

Fundmentals(2017)15)에 기재된 유효 개구부 면적 “good”인 1.4㎠/㎡로

하였다.

14) 국토교통부. (2019). 건축법 시행령

15) ASHRAE. (2017). ASHRAE Handbook 2017 - Fundamental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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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내용

층수(높이) 74층(222m)

높이에 따른 대표세대

고층부: 70층

중층부: 50층

저층부: 10층

자연 환기 불가능

기밀도

(유효 개구부 면적)
1.4 ㎠/㎡

<표 3.1> 초고층 주거건물 선정 조건

[그림 3.1] 초고층 주거건물 배치

외부환경 특성으로 높이에 따른 외기온도와 풍속의 변화를 반영하였

으며, 일사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건물이 밀집된 도심지 특성을 고려

하여 초고층 주거건물 주변에 인접건물을 배치하였다. 분석대상 세대의

도면은 P사에서 실제 시공한 공동주택의 도면 [그림 3.2]를 사용하였고

분석대상 공간으로 거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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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분석대상 주거건물 평면

대상세대의 구성 및 경계조건 가운데 내부발열에서 재실인원은 총 4

명으로 가정하였고, 직장 및 학업을 고려하여 주간에는 거실 재실 인원

을 1명으로 가정하였다. 기기발열은 습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거실

에서 기기 및 요리에 의한 발열을 고려하였다. 대상세대의 냉방부하는

EnergyPlus의 IdealLoadAirSystem을 이용한 부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시뮬레이션 및 분석기간은 연간 냉방부하의 크기 및 냉방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고 냉방부하가 발생하는 기간을 분석하기 위해 1년으로

하였으며 냉방 설정온도는 26℃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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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용
향 남향

면적 / 층고 140㎡/3m

외기조건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

내부발열

인체

현열: 70W/인

잠열: 45W/인

조명 6.19W/㎡

기기

전자기기 현열: 160W

작업

(요리)

현열: 11.25W

잠열: 3.75W

설정 실온 26℃

시뮬레이션 기간 1월∼12월(12개월)

<표 3.2> 분석 대상 세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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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부하 특성

건물의 고층화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높은 기밀도의 초고층

주거건물의 각 세대의 냉방부하를 EnergyPlus를 이용한 부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산출한 결과 <표 3.3>과 같이 나타났으며 월간 냉방에너

지 소비량은 [그림 3.3]와 같이 나타났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저층부보다 냉방부하가 크고,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기간이 길

게 나타났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겨울철(2월,12월)에

도 냉방 에너지 소비량이 나타났지만, 겨울철에는 실내온도가 높더라도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간 냉방에너지 계산 시

반영하지 않았다.

구분
최대 냉방부하

[W/㎡]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

[kWh/㎡]

고층부 25 60

중층부 25 63

저층부 21 45

<표 3.3> 초고층 주거건물 높이에 따른 냉방부하

[그림 3.3] 초고층 주거건물 월별 냉방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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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산출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를 통해,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높

이에 따른 최대 냉방부하와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의 구성요소들을 분

석하였으며, 냉방 시스템 선정을 위해 최대 냉방부하가 발생하는 기간과

외기온도가 비교적 높은기간, 그리고 외기 습도가 비교적 높은 기간의

현열비를 분석하였다.

3.2.1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부하 구성요소

냉방부하의 구성요소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해 일사, 침기, 벽체에 의한 부하와 내부발열로 구분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최대 냉방부하 구성요소는 [그림 3.4]과 같이 나타났

다. 최대 냉방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내부발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건물의 특성상, 거주인원의 재실스케즐에 따라 내부

발열이 집중되는 반면, 일사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저녁 시간대

(19시경)에 순간 냉방부하의 최댓값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일한 조건

의 내부발열에 의한 냉방부하를 배제하면, 초고층 주거건물에서는 벽체

에 의한 열획득이 냉방부하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고층부 및 중층부

는 저층부보다 벽체에 의한 열획득과 침기에 의한 열획득이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고층부로 갈수록 외기온도는 감소하지만

풍속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벽체와 침기에 의한 열획득이 크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건물의 재실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

환경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내부발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의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9시~17시)를 대상으로 내부발열이 작은 시간의 최대 냉방부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발열이 작은 낮 시간대의 냉방부하 구성요소

는 [그림 3.5]과 같이 나타났으며, 외부요인의 영향이 큰 낮 시간대의 최

대 냉방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사로 나타났다. 고층건

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저층부보다 일사에 의한 열획득이 크게 나타나

낮 시간대 순간 냉방부하의 최댓값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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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초고층 주거건물 최대 냉방부하 구성요소

[그림 3.5] 낮 시간대 내부발열이 작은 초고층 주거건물 최대 냉방부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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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거건물의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의 구성요소는 [그림 3.6]

과 같이 나타났다.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냉방부하와 마찬가지

로 내부발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분석

대상 공간의 내부발열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냉방에너

지 소비량의 차이는 일사에 의한 열획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초

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저층부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사 열획득으로 인해 전체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저층부보

다 크게 나타났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저층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외기온도로 인해 냉방에너지 소비량의 저감 효과를 얻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외부환

경 요소 가운데 일사에 의해 저층부보다 냉방부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초고층 주거건물 연간 냉바에너지 소비량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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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초고층 주거건물 냉방 현열비

초고층 주거건물은 높이에 따라 일사와 침기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므로, 현열 및 잠열부하의 크기와 현열비가 다르게 나타났다. 냉방 시스

템 선정을 위한 현열비 분석 결과.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난 기간의 현열

부하와 잠열부하, 그리고 현열비 변화는 [그림 3.7]와 같이 나타났으며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난 순간의 현열비는 저층부에서 0.75, 중층부 및 고

층부에서는 0.7로 나타났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의 현열

및 잠열부하는 모두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현열비는 저층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낮 시간대에는 일사의 크기가 작고 밤

시간대에는 일사의 영향이 없어, 고층부로 갈수록 강한 외부 풍속에 의

해 침기에 의한 부하의 차이에 의해 현열비가 작게 나타났다.

[그림 3.7] 최대 냉방부하 발생 기간 현열 및 잠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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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온도가 비교적 높은 기간의 현열비 변화는 [그림 3.8]과 같이 나

타났다. 일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낮 시간대에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의 현열부하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나 현열비도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사의 영향이 없는 밤 시간대에는 고층부 및 중층부

와 저층부의 현열부하의 차이가 줄어들어, 현열비는 고층부 및 중층부가

저층부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림 3.8] 외기온도 높은 기간 현열 및 잠열 부하

여름철 외기 상대습도가 비교적 높은 기간의 현열비 변화는 [그림

3.9]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기간동안 낮 시간대에는 앞서 분석한 다른

기간보다 일사의 영향이 작아,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모두 초고층 주거

건물 고층부 및 중층부의 현열부하가 저층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잠

열부하는 고층부로 갈수록 침기량의 증가로 인해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현열비는 고층부로 갈수록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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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외기 상대습도 높은 기간 현열 및 잠열부하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낮 시간대에는 일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초고

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의 현열부하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

으며, 현열비는 고층부 및 중층부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밤 시간

대에는 일사의 영향이 없고 침기의 영향만 나타나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

층부 및 중층부의 현열 및 잠열부하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현

열부하 크기의 차이는 줄어들어 현열비는 고층부 및 중층부가 저층부보

다 작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일사에 의해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의 현열비는 낮 시간대에는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밤 시간

대에는 일사의 영향이 없고 침기의 영향으로 현열비가 저층부보다 작게

나타나, 일간 현열비 변화는 고층부 및 중층부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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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선정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특성과 제 2장

에서 검토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 및 외기도입에 따

른 냉방 및 제습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하

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주거건물의 특성상, 거주인원의 재실스케즐에 따라 내부발열이 집중되

는 반면, 일사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저녁 시간대(19시경)에 순

간 냉방부하의 최댓값이 나타나므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잠열처리가 쉽

고 제습 성능이 비교적 높은 냉각 코일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치한 구성

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고층 주거건물은 높이에 따라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냉방 및 제습 장치가 주로 사용되는 여름에는 외기의

습도가 높아, 냉방 및 제습 성능이 외기의 영향이 작은 Recirculation mode

의 구성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Recirculation mode의 구성은

외기를 도입하지 않아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방법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제습 성능은 높이고 실내 공기질 개

선을 위해, 제습과 냉방은 Recirculation mode의 구성으로 하지만 환기

는 Conventional mode의 구성으로 전환이 가능한 교번운전을 하는 하이

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교번운전하는 하이

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과 실제 사진은 각각 [그림 3.10] 및

[그림 3.11]과 같다.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장치의 구성이 단

순하여 소형화가 가능해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되기 유리한 것으로 판

단된다. 환기가 필요한 조건에서는 [그림 3.10]에서 Ventilation mode로

운전하여 외기를 도입하여 제습로터를 회전형 전열교환기로 사용하여 환

기를 하고, 제습 및 냉방 조건에서는 Dehumidifier mode로 운전하여 냉

각코일과 제습로터를 사용하여 제습을 하고 제습이 완료되면 냉각 코일

을 사용하여 냉방을 한다. 하지만 제안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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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습 및 냉방시 구성이 다르게 운전되기 때문에 환기, 제습, 냉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와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와 제습

및 냉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세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림 3.10]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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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3.4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에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대상

초고층 주거건물과 세대를 선정하고 냉방부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초고층 주거건물은 높이에 따른 외부환경 변

화를 고려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초고층건물의 조건을 충족

하며 P사에서 건축한 공동주택 평면을 사용하였다.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가운데 외기온도와 풍속은 높이에 따라 변화하며, 일사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초고층 주거건물 주변에 인접건물들을 배치하였

다. 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의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고기밀 외피의 적

용을 위해 외피의 기밀성능은 ASHRAE Handbook Fundmentals(2017)

에 기재된 유효 개구부 면적 “good”인 1.4㎠/㎡로 하였다. 실내 설정온도

는 26℃로 설정하였고, 서울지역 기상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불확실한 실내 발열 조건들을 일반적인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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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의해 설계 현실상황과 냉방부

하 및 분석결과가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명시한다.

2) 분석대상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분석결과,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저층부보다 냉방부하의 크기가 크고 발생 기간이 길

게 나타났다. 최대 냉방부하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는 내부발열이었으며, 내부발열이 비교적 작은 낮 시간대의 최대 냉방부

하 구성요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일사였다. 연간 냉방에너

지 소비량은 일사에 의해 초고층 고층부 및 중층부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현열비는 최대 냉방부하가 발생한 시점에는 고층부로 갈수록

작게 나타났지만 일사의 영향으로 낮 시간대에는 고층부로 갈수록 현열

비가 크게 나타나며,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의 현열비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3)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영향 인자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특성 비교해 보았을 때 냉각 코일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

치하고, 외기를 도입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질 측면

에서 불쾌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제습하고,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여 전열교환 환기가 가능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

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 사용되기 유리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환기와 제습 및 냉방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기와 제습, 냉방이 동시

에 요구되는 상황에는 모든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

다. 이에 따라 교번운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

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쾌적성 개선을 위해 환기성능과 냉방 및 제습

성능을 분석하여 환기와 제습 및 냉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

습, 환기, 냉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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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냉방, 제습,

환기를 위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운전 방안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선정한 교번운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

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성과 실

내 공기질의 분석을 위해 실내 온습도 분포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하기에 앞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외기를 도입하지

않는 구성으로 운전하여 냉방 및 제습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후, 우선순

위에 따른 교번운전을 하여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실내 온습도 쾌적성과 공기질을 분석하였으며, 초

고층 주거건물에서 쾌적성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

템의 개선된 운전방법을 제안하였다.

4.1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및 공기질

4.1.1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구축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대상 건물은 제 3장에

서 선정된 초고층 주거건물이며, 하이브리드 데사칸트 냉방 시스템은 열

회수 환기가 가능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잠열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높이

에 따른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고층부 세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외기조건은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

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외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년 세계 평균값인

407ppm으로 하였다. 실내 온습도 쾌적 및 공기질을 분석하기 위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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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에 용이하고 동적 부하분석이 가능한 EnergyPlus를 사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EnergyPlus에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환

기 모드와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을 별도의 장치로 구현하였다. 환기

모드는 EnergyPlus의 ZoneHVAC:OutdoorAirUnit을 사용하여 전열교환

환기장치로 구현하였으며 환기요구 필요시 작동되도록 하였다. 환기 모

드에서 전열교환 효율은 냉방시 71.5%, 난방시 79.1%로 하였다. 제습 및

냉방 모드는 EnergyPlus의 Dehumidifier:Desiccant: System을 사용하여

제습 및 냉방요구 필요시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제습 및 냉

방하고, 외기를 제습로터의 재생에만 사용하는 Recirculation mode의 구

성으로 구현하였다. 제습 모드에서는 냉각 코일과 제습 로터를 사용하여

냉방과 제습이 되도록 하였으며, 냉방 모드에서는 제습로터는 작동되지

않고 냉각 코일만 사용하여 냉방이 되도록 하였다. 제습 및 냉방 모드에

서 제습 로터의 제습 성능은 식 1과 식 2의 회귀식가 <표 4.2>의 계수

를 이용하여 공조측과 재생측 입구공기 온습도에 따라 출구공기의 온습

도가 계산되도록 하였다.

구분 상세 내용

분석 대상 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 세대

외기조건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

외기 이산화탄소 농도 407ppm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교번운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환기 모드 : 환기 요구 필요시 사용

제습 모드 : 제습 및 냉방요구 필요시 사용

실내 쾌적성 분석
실내 공기질 :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온습도 쾌적 : 실내 온습도 분포

<표 4.1> 초고층 주거건물과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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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환기모드와 제습모드 구현

RTO = B1+B2×RWI +B3×RTI +B4×(RWI/RTI)+B5×PWI +B6×PTI

       +B7×(PWI/PTI)+B8×RFV                               식 (1)

RWO = C1+C2×RWI +C3×RTI +C4×(RWI/RTI)+C5×PWI +C6×PTI 

       +C7×(PWI/PTI)+C8×RFV                               식 (2)

여기서, 

           RTO = 재생측 출구 공기(EA)의 건구온도(C)
           RWO = 재생측 출구 공기(EA)의 절대습도 (kgWater/kgDryAir)

           RWI = 재생측 입구 공기(OA)의 절대습도 (kgWater/kgDryAir)
           RTI = 재생측 입구 공기(OA)의 건구온도 (C)

           PWI = 공조측 입구 공기(RA)의 절대습도 (kgWater/kgDryAir)
           PTI = 공조측 입구 공기(RA)의 건구온도 (C)

           RFV = 재생측(공조측) 면속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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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B1 15.33264068

B2 494.8287984

B3 0.42623601

B4 -12790.36274

B5 -218.3135002

B6 0.301385065

B7 -10595.44271

B8 0

C1 -0.006276995

C2 0.797423149

C3 0.000234892

C4 5.23621789

C5 0.089374874

C6 -0.000123383

C7 4.337644504

C8 0

<표 4.2> 데시칸트 로터 회귀식 계수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운전방법은 환기, 제습, 냉방을

우선순위에 따라 교번운전 하였으며, 환기는 이산화탄소 농도, 제습은 실

내 상대습도, 냉방은 실내온도를 기반으로 제어하였다. 교번운전의 우선

순위와 설정값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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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모드에서 환기를 위한 설정 이산화탄소 농도는 재실자가 불쾌감

을 느낄 수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중이용시설에 권

장되는 수치인 1000(±100)ppm 이하로 하였으며 [그림 4.1]에서 외기를

도입하여 환기가 가능한 구성으로 운전되도록 하였다. 제습 및 냉방 모

드에서 제습을 위한 설정 상대습도와 냉방을 위한 실내온도는 건축물 에

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해 각각 50%와 26℃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4.1]

에서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냉각 코일과 제습 로터를 사용하여 냉방과

제습이 이루어지는 구성으로 하였다. 제습 모드에서는 냉각 코일과 제습

로터를 사용하여 냉방과 제습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습 요구가 충족되면

냉방 모드로 전환되어 제습 로터는 작동되지 않고 냉각 코일만 사용하여

냉방이 되도록 하였다. 냉각 코일에서 취출되는 공기의 최소 온도는 재

실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내 설정온도와 10℃차이가 나는 16℃

로 하였으며, 풍량은 주거건물의 환기풍량인 0.5ACH를 만족시키고 냉각

코일이 최대 현열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350㎥/h를 적용하였다.

4.1.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

의 실내 온습도 분포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본 절에서는 교번운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

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 과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였

다. 실내 온습도 쾌적을 평가하는 지표는 ASHRAE Handbook

Fundmentals(2017)에서 제안된 Comfort chart에서 쾌적 범위에 포함되

는 구간을 분석하였다. 제시된 Comfort chart에서 쾌적 범위는 작용온도

가 최소 24℃에서 최대 28℃까지이며 절대습도는 최대 0.012 kg/kg DA

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방 시스템이 작동되는 동안 쾌적 범위에서 벗어

나는 구간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실내 공기질을 평가하는 지표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이며, 재실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1000ppm을 기준

으로 제어편차를 고려하여 분석기간에서 1100ppm을 초과하는 비율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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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ASHRAE Comfort chart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분석기간은 냉방 및 제습이 필요한 여

름철(6월~9월)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설비의 가동초기 불쾌적 구간을 제

외한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간동

안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연속운전 하였다.

교번운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그림 4.2]와 같

은 우선순위에 따라 운전하기에 앞서,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에서 제

습 및 냉방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환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으로만 운전하여 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의 실내 온습

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제습 및 냉방 모드 구성의 하

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

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림 4.4]와 <표 4.3>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시점의 기간동안 실내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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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그림 4.5]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

스템이 작동되는 동안 공조공기의 온습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최대 냉

방부하가 나타나는 기간에서 제습과 냉방이 필요한 시점(A)의 실내온도

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에서 냉각 코일에 의해 냉방 및 제

습되어 취출되는 공기, 제습로터에 의해 제습된 공기의 온습도를 분석하

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4.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4.4]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제습모드 적용시 온습도 분포

구분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ppm]
4862 808 2749

<표 4.3>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제습모드 적용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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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기간의 실내 온습도 변화

(제습모드 운전)

교번운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으로만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에 적용한 결과 실내 온습

도 모두 설정온습도 이하로 나타났으며, ASHREA Confortchart의 온습

도 쾌적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환기를 하지 않아 분석기간동안 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값은 2749ppm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4862ppm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에서 최대 냉방부하가 발생한 기간동

안 실내 온도와 상대습도는 설정값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제습이 필요하

지 않은 시점에서는 실내온도가 26℃로 유지되며 제습이 필요한 시점에

서는 실내온도가 약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실자가 없

는 낮 시간대에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지만, 재실자가 많은

오전과 밤 시간대에선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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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에서 제습과 냉방이 필요한 시점(A)에서는 실내공기가 냉

각 코일에 의해 제습 및 냉방되며, 제습 로터에 의해 공조공기의 온도가

상승하지만 추가적인 제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사용하

여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을 적용하면 실내공기의 온습도 모두 설정

값 이하로 나타나며 온습도 쾌적범위에 포함되지만 실내 이산화탄소 농

도는 평균 2000ppm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제습 및 냉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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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우

선순위에 따른 교번운전하여 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의 실내 온습도 분

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교번운전으로 작동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분포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림 4.7]과 <표 4.4>와 같이 나타났으며,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의 비율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가 설정값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간의 비율은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4.7]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교번운전시 실내 온습도 분포

구분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ppm]
1141 774 988

<표 4.4>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교번운전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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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과냉 과열

불쾌적 

구간 비율
- 4.1% - 0.1% 4.2% 3.3%

<표 4.5>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교번운전시 불쾌적 구간 비율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교번운전으로 운전한 결과 실내

온도가 높아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4.1%였으며, 온습도 모두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 불쾌적이 나타나는 비율은 0.1%로 나타나 분석기

간동안 실내 온습도가 쾌적구간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4.2%가 나타났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제어 편차를 고려하여 1100ppm보다 크게 나타

나는 구간이 전체 분석기간의 3.3%로 나타났다. 교번운전 제어방법에서

환기가 제습 및 냉방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실내공기의 온습도 불쾌

적 비율이 환기에 의한 불쾌적 비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불쾌적 구간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

나는 시점의 기간동안 실내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4.8]과 같이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환기 모드로 작동되는 동안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지만, 냉방 및 제습이 되지 않아 실내 온습도가 상승하였

으며 실내온도가 28℃에 도달해 쾌적 범위에서 벗어가는 구간이 나타났

다. 분석결과 교번운전으로 작동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은 환기가 제습 및 냉방보다 우선순위로 작동되므로, 환기 모드로 작동

되는 동안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환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습과 냉방을 하지 않아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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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기간의 실내 온습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교번 운전)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

거건물에 적용하여 환기를 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으로 운

전하면 실내 온습도를 설정 온습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환기 모드와 제습 및 냉방 모드를 교번운전 하면 환기

모드에서 환기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안 실내 온습도가 증가하지만 제습과

냉방을 하지 않아 실내 온습도가 쾌적 구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내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쾌적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외기도입 장치를 사용하여 제습과 냉방을 하는 동시에 환

기를 하거나, 환기 모드에서 실내 온습도에 따라 제습 모드로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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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새로운 운전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기도입 장치를 추가하면 설

비의 점유면적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장비가 크고 복잡해져 초고층 주

거건물에 사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번운

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장치 구성에서 실내 온습도

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운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쾌적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운전 방안

본 절에서는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장치

구성을 유지하며,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실내 온습도 쾌적성과 공기질 향

상을 위한 운전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실내 공기질 개선 위해 환기 모드로 작동되는 동안 제습

및 냉방을 할 수 없어 실내 온습도가 쾌적 구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

타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환기 모드로 전환되기 이전에 실내온도를 낮

추는 운전방법과 냉방 및 제습이 환기보다 우선되는 교번운전 방법을 제

안하였다.

4.2.1 실내 설정온도를 낮춰 교번운전

본 절에서는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환기

모드로 작동되는 동안 실내 온습도 상승으로 인한 불쾌적을 방지하기 위

해 환기 모드로 작동되기 이전, 제습 및 냉방모드로 작동되는 동안 쾌적

범위 내에서 실내 설정온도를 낮춰 냉방을 하고 환기모드로 전환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으로 운전되는 동안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

이 되면 냉방 설정온도를 25℃로 낮추어 환기 모드가 작동되기 이전에

실내온도가 낮아지도록 하였으며, 환기 모드가 작동된 이후 제습 및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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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드로 전환 되면 냉방 설정온도는 26℃가 되도록 하였다.

환기 모드 전환 이전 실내 설정온도를 낮추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운전한 결과,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

산화탄소 농도는 [그림 4.9]와 <표 4.6>과 같이 나타났으며, 온습도 쾌적

범위에서 벗어난 구간의 비율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설정값보다 높

게 나타나는 구간의 비율은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4.9] 실내 온도를 낮춰 교번운전시 온습도 분포

구분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ppm]
1144 753 984

<표 4.6> 실내 온도를 낮춰 교번운전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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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과냉 과열

불쾌적 

구간 비율
- 1.5% - - 1.5% 3.1%

<표 4.7> 실내 온도를 낮춰 교번운전시 불쾌적 구간 비율

환기모드로 전환되기 이전 실내 설정온도를 낮추어 하이브리드 데시

칸트 냉방 시스템을 운전한 결과,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

는 구간은 실내 온도가 높아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에서만 나타났

다. 분석기간동안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1.5%

였으며, 실내온도를 낮추지 않고 교번운전하여 나타난 불쾌적 구간의 비

율인 4.2%보다 2.7% 감소하였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설정값인

1100ppm보다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 전체 분석기간의 3.1%로 나타났으

며 실내온도를 낮추지 않고 교번운전하여 나타난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

났다.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시점의 기간동안 실내 온습도와 이산화탄

소 농도 변화는 [그림 4.10]과 같이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환기 모드로 작동되기 이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이 되면 실내 설정온도가 25℃가 되어 실내온도가 낮아졌으며, 환기

모드로 전환되어 실내 온도가 상승하지만 실내온도를 낮추지 않고 교번

운전하는 경우보다 낮은 온도인 26℃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내 재실

자가 많아 환기 주기가 짧은 기간(7시~9시)에는 설정온도까지 충분히 냉

방이 되지 않고 환기 모드로 전환되어 실내온도가 28℃까지 상승하는 구

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각 코일의 용량을

크게하여 설정 냉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짧게하면 쾌적구간에서 온도

가 벗어나는 구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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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기간의 실내 온습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실내 온도를 낮춰 교번운전)

환기모드로 작동되기 이전에 실내온도를 낮추어 교번운전을 하면 실내

온도를 낮추지 않고 교번운전하였을 경우보다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

서 벗어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환기 모드로 전환되는 주기가 짧아

지면 제습 및 냉방 모드에서 설정온도까지 냉방이 되지 않고 환기 모드로

전환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는

냉방 용량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냉각 코일의 용량을 크게 하여 냉

방 설정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여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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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제습 및 냉방 우선순위 교번운전

제안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그림 4.2]

에 나타난 환기, 제습, 냉방의 순서로 우선순위에 따른 교번운전을 하였

지만, 본 절에서는 실내 온습도 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습과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를 [그림

4.11]과 같이 제습, 냉방, 환기로 바꾸어 제습 및 냉방 모드에서 제습 및

냉방 요구를 충족시킨 후 환기 모드로 전환되어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실내 설정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환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26℃, 50%, 1000ppm(±100)으로 하였으며,

환기 모드에서 실내온도가 27℃이상이 되면 제습모드로 전환되도록 하였

다.

[그림 4.11] 교번운전 우선순위 변화

제습 및 냉방을 우선순위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교번

운전한 결과,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림 4.12]와 <표 4.8>과 같이 나타났으며,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위에

서 벗어난 구간의 비율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설정값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간의 비율은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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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제습 및 냉방 우선순위 교번운전시 실내 온습도 분포

구분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ppm]
1313 751 1009

<표 4.8> 제습 및 냉방 우선순위 교번운전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과냉 과열

불쾌적 

구간 비율
- 0.4% - - 0.4% 6.5%

<표 4.9> 제습 및 냉방 우선순위 교번운전시 불쾌적 구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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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 및 냉방을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한 결과 실내 온습도가 쾌적 범

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은 실내 온도가 높아 쾌적구간에서 벗어나는 구간

에서만 나타났으며,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0.4% 나타나 환기를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하였을 경우 나타난 불쾌적 구간의 비율인 4.2%보

다 크게 감소하였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설정값인 1100ppm보다 크

게 나타나는 구간이 전체 분석기간의 6.5%로 나타났으며 환기를 우선순

위로 교번운전하였을 경우 나타난 비율인 3.3%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

만 분석기간 동안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1313ppm으로 나타

났으며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가 나타나는 2000ppm보다 작게 나타났다.

환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과 다르게 제습 및 냉방이 환기보다 우

선순위로 운전되었으므로 실내 온습도의 불쾌적 구간의 비율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았지만 환기에 의한 불쾌적 비율은 환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교

번운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시점의 기간동안 실내 온습도 변화는 [그

림 4.13]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기간동안 실내 최대온도는 27℃, 최대 상

대습도는 50%로 나타났으며, 실내 온습도는 모두 쾌적 범위에 포함되었

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제습 및 냉방 모드로 작

동되는 동안 실내 온도가 설정온도인 26℃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환기모

드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100ppm이상에서

증가하는 구간(7시~7시 30분)이 나타났다. 또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

방 시스템이 환기 모드로 작동되는 동안 실내 온도가 27℃를 초과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설정 농도보다 큰 시점에서도 제습 및 냉방 모

드로 전환되므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100ppm이상이 유지되는 구간

(7시 40분~9시 50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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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최대 냉방부하가 나타나는 기간의 실내 온습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제습 및 냉방 우선순위 교번운전)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제습 및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

위로 교번운전하면 환기를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으로 운전하였을 경우보

다 실내 온습도에 의한 불쾌적 구간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만, 환기에

의한 불쾌적 비율은 약간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2000ppm보다 낮은 수

치이며, 재실자의 쾌적에는 실내 온습도가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므로,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재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 설정온도를 전환하는 운전보다 실내 온습도를 쾌적 범위에서 유지

할 수 있는 제습 및 냉방을 우선순위로하는 교번운전이 유리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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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모드로 작동되기 이전 실내온도를 낮추어 냉방을 하여 교번운전

을 하면, 실내온도를 낮추지 않고 교번운전한 경우보다 환기에 의한 불

쾌적 비율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2.7% 감소

하였다. 하지만 환기주기가 짧아지면 제습 및 냉방 모드에서 설정온도까

지 냉방이 되지 않고 환기 모드로 전환 되어 실내온도가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제습 및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을 하면, 환기를 우선순

위로 교번운전하는 경우보다 실내 온습도 불쾌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

만, 냉방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환기를 하지 않아 환기에 의한 불쾌

적 구간의 비율은 환기를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한 경부보다 약간 크게 나

타났다.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적용시 실내 이산화

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보다

작게 나타나고 재실자의 쾌적에는 실내 온습도가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재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 온습도를 쾌적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제습 및 냉방을

우선순위하는 교번운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적용 방안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

거건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되

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잠열

처리가 쉽고 제습성능이 비교적 높은 냉각 코일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

치하며, 냉방 및 제습 장치가 주로 사용되는 여름에는 외기의 습도가 높

아, 냉방 및 제습 성능이 외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Recirculation mode의

구성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Recirculation mode의 구성은 외

기를 도입하지 않아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방법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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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점유면적이 작고 외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기와 제습을 교번운

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되

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교번운전을 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 모드의 구성으로 운전을 하면 실내 온습도를 쾌적범

위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교번운전을 하면 환기를 하는 동안

실내 온습도가 증가하여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나므로, 제

습,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하면 실내 온습도와 공기질을

쾌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4.4 소결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선정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성과 공기

질을 분석하였다. 분석하기에 앞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환기를 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후,

우선순위에 따른 교번운전을 하여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주거건물 고층부 세대의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도

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

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환기를 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을 하면 실내 이

산화탄소 농도 높게 나타나지만, 실내 온습도는 설정 온습도 이하로 유

지하여 쾌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

모드와 제습 및 냉방 모드를 교번운전하면 환기를 하는 동안 제습 및 냉

방을 할 수 없어 실내 온습도가 증가하여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

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비의 점유면적 증가와 장비의 복잡화를 막기

위해,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을 유지하고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쾌적성 향상을 위해 실내 온습도를 쾌적범위에서

유지하기 위한 운전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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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의

실내 온습도 쾌적성과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 3장에서 선정한 환기

와 제습 및 냉방을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

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

하였다.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환기, 제습, 냉방을 우선순위

에 따라 교번운전을 하였다. 환기를 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을 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값이 2000ppm이상 나타났으며, 실내 온습도는 모

두 설정값(실내온도 26℃, 상대습도 50%)이하로 유지되었다. 환기, 제습,

냉방을 교번운전하면 환기를 하는 동안 실내공기를 냉방과 제습을 할 수

없어 실내 온습도가 증가해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실

내공기의 환기, 제습, 냉방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브리

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장치 구성을 변화하거나 새로운 운전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 추가로 인한 설비의 점유면적 증가와 장

치 복잡화의 우려가 있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은 유

지하며, 환기 모드로 전환되기 이전 실내온도를 낮추는 운전방법과 냉방

및 제습이 환기보다 우선되는 교번운전 방법을 제안하였다.

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환기 모드로 작동되는 동안

실내 온습도 상승으로 인한 불쾌적을 방지하기 위해 제습 및 냉방 모드

의 구성으로 운전되는 동안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이 되

면 냉방 설정온도를 25℃로 낮추어 환기 모드가 작동되기 이전에 실내온

도가 낮아지도록 하였으며, 환기 모드가 작동된 이후 제습 및 냉방모드

로 전환 되면 실내 설정온도는 다시 26℃가 되도록 하였다. 환기모드로

작동되기 이전에 실내온도를 낮추어 냉방을 하고 교번운전을 하면, 냉방

을 하지 않고 교번운전을 한 경우보다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감소

하였다. 하지만 실내 재실자가 많아 환기주기가 짧아지면 제습 및 냉방 모

드에서 설정온도까지 충분히 냉방이 되지 않고 환기 모드로 전환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쾌적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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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 온습도 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교번운전 우선순위를 변화하여 제습과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

위로 하여 교번운전을 하였다. 이를 위해 환기, 제습, 냉방의 우선순위를

제습, 냉방, 환기로 바꾸어 제습 및 냉방 요구를 충족시킨 후 환기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제습 및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하면 환

기를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한 경우보다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실내 온습도의 대부분이 쾌적범위에 포함되었다. 환기에 의한

불쾌적 비율은 환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1313ppm으로 나타났으며 컨디션 변화

가 나타나는 2000ppm보다 작게 나타나 실내 쾌적성에 영향이 적을 것으

로 판단된다. 재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재실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치 내에서 쾌적범위에서 벗어

나는 비율이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실내 온습도를 쾌적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및 제습을 우선순위하는 교번운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다.

4)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은 설비의 점유 면적이 작고, 제습과 냉방 성능이 높으며 환기가 가

능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제습, 냉방, 환기 우선순위로 교번운전하여 실내 온습도 및 이

산화탄소 농도을 쾌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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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기계설비의 의존도가 높고 높이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냉방부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 냉방, 제습, 환기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주거건물과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기에

앞서, 건물에서 높이에 따른 냉방부하 영향 인자와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냉방 및 제습 특성에 대해 기존 문헌을 고찰

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초고층 주거건물을 선정하고 하이브리드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 냉방부하 특성을 분석하였다. 초고층 주거

건물의 냉방부하 특성을 분석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적용 가능한 하

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하이브리드 데시칸

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

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설비의 점유면적 저감을 위해 선정된 하이브

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은 유지한 채 실내 온습도 쾌적과 공

기질 개선을 위한 운전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분석결과, 초고층 주거건물의 고층부

및 중층부는 저층부보다 냉방부하의 크기가 크고 발생 기간이 길게 나타

났다. 최대 냉방부하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내부

발열이었으며, 내부발열이 비교적 작은 낮 시간대의 최대 냉방부하 구성

요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일사였다.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

량은 일사에 의해 초고층 고층부 및 중층부가 저층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현열비는 최대 냉방부하가 발생한 시점에는 고층부로 갈수록 작게 나타

났지만 일사의 영향으로 낮 시간대에는 고층부로 갈수록 현열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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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낮 시간대와 밤시간대의 현열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초고

층 주거건물의 냉방부하 영향 인자 및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의 특성 비교해 보았을 때 냉각 코일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치하고, 외

기를 도입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제습하고,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여 전열교환

환기가 가능한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초고층

주거건물에 사용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번운전하는 하

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은 환기와 제습 및 냉방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기와 제습 및 냉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를 충족시

키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초고층 주거

건물에 적용하여 실내 온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여 문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2)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초고층 주거건물의

쾌적성 개선을 위해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환기, 제습, 냉방을 우선순위에 따라 교번운전 하였다. 교번

운전을 하지 않고 제습 및 냉방을 하면 실내 온습도는 모두 설정값(실내

온도 26℃, 상대습도 50%)이하로 유지되어 실내 온습도는 쾌적범위에 포

함되었지만, 교번운전을 하면 환기를 하는 동안 실내 공기가 제습과 냉방

이 되지 않아 실내 온습도가 증가해 쾌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 추가로 인한 설비의 점유면적 증가와 장치

복잡화의 우려가 있어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은 유지한 채 환기 모드로 전환되기 이전에 실내온도를 낮추는 운전

방법과 제습 및 냉방이 환기보다 우선되는 교번운전을 제안하여 실내 온

습도 분포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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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이 환기 모드로 작

동되기 이전에 실내 설정온도를 낮추어 냉방을 하면 설정온도를 낮추지

않고 교번운전을 한 경우보다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실내 재실자가 많아 환기주기가 짧아지면 제습 및 냉방 모드에서

설정온도까지 충분히 냉방이 되지 않고 환기 모드로 전환이 되므로 실내온

도가 쾌적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나타났다. 실내 온습도 쾌적성을 개선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의 교번운전 우선순위를 변

화하여 제습 및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교번운전을 하였다.

제습 및 냉방을 환기보다 우선순위로 교번운전을 하면 환기를 우선순위

로 교번운전으로 운전하였을 경우보다 온도에 의한 불쾌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실내 온습도 대부분이 쾌적범위에 포함되었다. 환기에 의한 불

쾌적 비율은 환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가 나타나는

2000ppm보다 작게 나타났다.

4)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 적용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댓값은 재실자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보다 작게 나타나

고 재실자의 쾌적성은 실내 온습도가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

용하여 재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 온습도 분포가 대부분 쾌

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및 제습을 우선순위로 하는 교번운전

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특성상 설비의 점유면적 감소를

위해 교번운전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칸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였기 때문

에 환기, 제습, 냉방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치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외기도입 장치를 사용하여 제습

및 냉방을 하는 동안 일정 환기량 유지하면 환기, 제습, 냉방 요구를 동시

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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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are generally more dependent on

mechanical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than general low-rise

residential buildings due to the application of highly air-tight facades,

which only permit low air infiltration and limit natural ventilation..

Cooling based dehumidification systems, mostly used in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are feared to overcool the indoor temperature to

meet dehumidification and the humidity is not dehumidified at low

sensible heat ratio, which may cause uncomfortable humidity

conditions. The use of additional dehumidifiers can increase the

occupancy area of the mechanical facilities and increase energy

consumption because of redundant devices and the need for 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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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trol room temperature. In particular, due to limited natural

ventilation, mechanical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for

dehumi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Unlike cooling based dehumidification systems,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ir conditioning with

dehumidification, allowing for dehumidification and room temperature

control even at low sensible heat ratio. In addition, i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is used as a ventilation device,

dehumidification, cooling, and ventilation can be performed in a single

mechanical facility, thereby reducing the occupied area of the facility.

However, the factors affecting the cooling load differ du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because of the high rise in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cooling load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coolin coil and the method of outside air intake, which may

prevent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from meeting the cooling

and dehumidification demands of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to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considering the cooling load

characteristics of the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oling load of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were analyzed and a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as selected. In addition, the selected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as applied to analyze the cooling performance and thermal

humidity comfort range to identify improvements needed and propose

methods for applying the hybrid desiccant to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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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maximum cooling load in the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 is the internal heat gain. Due to solar

radiation, the maximum cooling load is increased and the annual

cooling energy consumption and the difference in daily sensible heat

ratio are larger with high rise in the daytime when internal heat gain

is relatively low.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oling load

influencing factors in the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ith the cooling coil located in front of the

desiccant rotor and without outside air intake are advantageous.

Accordingly, if dehumidification is required,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capable of circulating and dehumidifying indoor air

without introducing outside air and exchanging heat when ventilation

is required may be advantageous for use in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As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hich operates

alternately, is different in the ventilation, dehumidification and cooling

components, it may not meet the demand if ventilation,

dehumidification and cooling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The

proposed desiccant cooling system was applied to the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 to analyze the range of indoo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to identify

problems and formulate improvements.

2) In the hybrid desiccant system in dehumidifier and cooling

modes without alternating drive,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re maintained in the comfort range, but if alternating drive

with ventilation, dehumidification, and cooling priority, the indoor air

cannot be cooled and dehumidified during ventilation, resulting in an

increase in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nd 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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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out of the comfort range. This study proposed an operational

strategy for lowering the indoor temperature before switching to the

ventilation mode while maintaining the composition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to improve the indoor comfort i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Furthermore, the method of alternating operation

in which cooling and dehumidification take precedence over ventilation

is proposed

3) Before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as operated in the

ventilation mode, the alternating operation of cooling the room

temperature and switching to the ventilation mode reduced the

uncomfortable rate due to the temperature more than alternating

operation without cooling. Alternating cooling and dehumidification

before ventilating significantly reduced the uncomfortable rate due to

temperature compared to original alternating drive with ventilation,

dehumidification, and cooling priority with most of the room

temperature and humidity included in the comfort range. However,

although the uncomfortable rate of ventilation is larger than the

original alternating drive, the maximum indoor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figure of the change in

conditions of the occupancy. In this study, since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comfort of

occupancy and the maximum indoor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was

smaller than the value affecting occupancy, to improve the comfort,

it is considered that the alternating operation that prioritizes cooling

and dehumidification which can maintain the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most comfortable range would be

advantageous in super-tall resident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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