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학교 교실의 에너지 저감 및

쾌적 향상을 위한 패시브 요소와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평가

Applicability of Passive Elements and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for Reducing Cooling Energy and

Improving Indoor Comfort in School Classroom

2021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김 도 희





- i -

국문초록

학교 건물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쾌적성은 학생들

의 학습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 내 쾌적한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학교 교실마다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한정적인 학교 운영 예산, 건축 성능의 저하, 기존 설

비의 노후 등으로 인해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사용량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학교 교실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 교실의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

소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의 대안 시

스템으로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교실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패시브 요소를 도출하였고,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및 냉방 에너지소비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학교 교실에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스템 운전

특성 및 실내 쾌적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준설계도 시시에 설계 및 준공된 학교 건물은 건물 노후화 및 부하

저감에 대한 요구로 개구부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외기에 면하는

벽체를 우선으로 하여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 기존 학교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실 리모델링 시

외기측창과 더불어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가 필요하며, 외기에 면한 벽체 외에도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

능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의 낮은 온도의 외기를 이용한 나

이트퍼지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환경 조사를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에는 단열성능 개선, 기밀성

능 개선, 외부차양 설치 및 나이트퍼지 적용이 있다. 기준안 대비 각각의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저감률은 5.5%, 5.6%, 37.9%, 2.2%이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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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저감률은 –5.5%, 1.5%, 24.0%, 3.5%로 나타났다. 외부차양 설치

시 에너지소비량 저감률이 가장 컸으며, 단열성능 개선 시에는 오히려

기준안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였다. 냉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단열

성능 개선 Case를 제외하고 기밀성능 개선, 외부차양 설치, 나이트퍼지

를 적용한 결과 최대 냉방부하는 기준안 대비 39.6% 저감되었으며, 냉방

기간 에너지소비량은 25.7%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실 모사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

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운전 시 습도 조절에 유리하며 대부분의

시스템 운전 시간에서 실내 쾌적을 유지하나, 제습 시 온도 상승 문제,

현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인해 온도 쾌적을 유지하는데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에너지소

비량은 6.0 kWh로 기존 냉방기 대비 13.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에서 위치에 따른 온열감

차이와 습도감이 개선되었으나 온도 불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냉방기 대비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 이상

으로 평가되어 학교 교실에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적용 시 사용자의 온습

도 쾌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평가 결

과 냉방기 가동 시 설정 온도와 설정 습도에 잘 도달하였으나 MRT 상

승으로 인해 전체 중 29.6%가 쾌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쾌적 유지를 위해 MRT를 낮추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습모드보

다 냉방모드를 우선으로 운전 시 시스템 가동 초기의 온도 상승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후 교번운전 중에도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 유지를 위해서는 냉방모드를 우선하여 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해 효율이

높은 COP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학교 교실에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최대 냉방부하가 감소하여 실

내 온도 불쾌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처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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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성에 따라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서 실내 습도 불쾌적이

크게 발생하였다. 반면 패시브 요소에 개선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전체 기간에서 온습도 쾌적을 만족하였으며 냉방

기간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저감된 것

으로 나타나 패시브 요소 적용 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습

도 조절이 용이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 시 학교 교실의 기밀성능 개

선, 외부차양 설치, 나이트퍼지 적용 시 냉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으며 과

도하게 설계된 시스템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이

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으로 실내 온습도 유지는 가능하나 쾌적 향

상을 위해서는 외부차양 설치 등의 MRT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학교 교실에 패시브 요소와 개선된 하이

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 시 냉방에너지 저감 및 온습도 쾌적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학교 교실, 패시브 요소,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냉방에너지, 온습도 쾌적

학 번 : 2019-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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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교 건물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쾌적성은 학생들

의 학습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 내 쾌적한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학교 교실마다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한정적인 학교 운영 예산, 건축 성능의 저하, 기존 설

비의 노후 등으로 인해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사용량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학교 교실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에 따

르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대상 학교 교실은 39만 실에 달하며, 향후 5년

간 이 중 43.3%인 16.9만 실의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

할 계획이다.1) 따라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시기에 맞추어 건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 시스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 교실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실에서 여름철 냉방

기기 가동 시 실내 온도 및 습도에 대해 쾌적하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65.4%, 54%에 불과하였다.2) 학교 건물은 재실 인원이 많아 난방부하에

비해 냉방부하가 크며,3) 여름철 고온다습한 한국의 외기조건으로 인해

습도에 의한 불쾌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실온이 높을수록 실내

습도가 쾌적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여름철 교실 내 습도 조

1) 교육부. (2019). 교육부 03.27(수)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 본격추진
2) 이현제, 송한솔, 류성룡, 정창호, 여명석, 김형진, & 임혁. (2019). 설문조사에 기

반한 학교 교실 계절별 냉난방 실태분석.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228-229.

3) 안철린, 김동규, 금종수, 박종운, 박희욱, & 정용현. (2005). 학교건물 냉난방설비
시스템의 실태조사. 수산해양교육연구, 17(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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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특히 더 중요하다.4)

그러나 교실에 설치된 히트펌프 냉방 시스템은 냉방운전 시 냉각코일

의 현열비에 따라 제습량이 결정되며, 공기가 노점온도 이하의 냉각코일

에 접촉하여 제습되는 냉각식 제습 방식이다. 이러한 제습 방식은 필요

한 제습량만큼 제습하기 위해서 공기의 온도가 과냉될 우려가 있고, 현

열부하에 비해 잠열부하가 높을 경우 충분히 제습되지 않아 습도 불쾌적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잠열부하가 높은 학교 교실 특성을 고

려한 냉방설비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실리카겔, 제올라이트 등 기존 상업용 제습제에 비해 저온의 응

축기 폐열을 재생열원으로 사용 가능한 고체 제습제가 개발되었으며, 이

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은 제습 로터, 응축기, 냉각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습 로터를 통해 공기 중 습기를 제거하고 냉각코일을 사용해 냉방한다.

현열과 잠열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냉각식 제습 방식에 비해

습도 조절에 유리하며, 제습 로터를 전열교환기로 사용하여 열회수형 환

기장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단일 설비로 제습, 냉방, 환기가 가능하

기 때문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기계환기설비 설치 요구에 대응 가능

한 설비 시스템으로서 학교 교실에 대한 적용성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전기

[kWh]

가스 및 유류

[m3]

탄류

[톤]

신재생에너지

[kW]

집단에너지

[Gcal]
2010년 2,967,688,175 100,309,830 7 0 963,408
2011년 3,729,687,642 115,891,954 175 0 1,193,807
2012년 3,597,802,443 104,473,881 2 0 1,474,430
2013년 3,696,457,929 1,942,161,198 2 0 1,584,939
2014년 3,861,058,845 2,663,628,499 16,064 34,317,082 0
2015년 3,399,674,223 1,912,730,969 10,907 17,954,295 0
2016년 3,483,455,373 261,324,105 3,526 32,645,711 0
2017년 3,638,554,088 227,049,753 4,100 48,351,448 0
2018년 3,794,621,179 226,875,045 300 72,044,976 0
2019년 4,014,084,325 181,944,956 802 97,672,031 0

<표 1.1> 연도별 학교 에너지사용량5)

4) 김동규, 금종수, 최광환, 박희욱, 김종열, & 주익성. (1998). 여름철 냉방시 상대습
도가 쾌적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과 고령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비공학논문
집, 10(4), 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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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1.1>은 연도별 학교 에너지사용량으로 이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2000년대 이후 학교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중 특히 전기에너지의 사

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5) 한정적인 학교 예산으로 인해 에너

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내 쾌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학

교 건물에서 에너지사용량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 건물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적 방법 및 패

시브 시스템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패시브 요소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 교실의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

소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의 대안 시

스템으로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교실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패시브 요소 도출 후 패시

브 요소별 냉방부하 및 냉방 에너지소비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학

교 교실에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스템 운전 특

성 및 실내 쾌적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할 시기가 된 기존 학교 건

물을 대상으로 냉방에너지 저감 및 실내 온습도 쾌적 향상을 위해 패시

브 요소 및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학교 교실에 대한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실내 환경 특성 및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에 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냉방부

하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 적용성 평가를 위해 분석 대상인 학교 건물

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기초 환경 측정을 하였으며 학교 교실에

적합한 패시브 요소를 도출하였다. 상용 시뮬레이션 툴인 EnergyPlus를

5) 교육부. (2010-2019).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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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도출한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및 냉방에너지소비량 저감을

분석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후 온습도 쾌적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

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평가를 위해 재실 모사 실험과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특정한 외기조건에서 실시한 단

기측정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전체기간에 대한 하이브

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

션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출

하였으며 기존 학교 교실에 패시브 요소와 개선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방에너지 및 온습도 쾌적 분석을 통해 적용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연구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실내 환경 특성 및 하이브리드 데시컨

트 냉방 시스템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학교 건물의 건축적 특징 분석을 위해 학교 건물의 배치 및 입·평면

구성과 단열 및 기밀성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학교 교실에서 냉방

운전 시 실내 온습도 쾌적과 여름철 습도가 쾌적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고찰을 통해 학교 교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더하여 기존 학교 교실에 설치된 냉방기의 대안 시스템으로

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 기존 학교 교실의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 적용성 평가

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기존 학교 건물을 대상

으로 기초환경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침기율 및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학

교 교실에 적용가능한 패시브 요소를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인 EnergyPlus를 활용하여 현장 실측을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별 냉

방부하 및 에너지소비량을 분석하여 학교 교실에 적합한 패시브 요소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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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학교 교실의 온습도 쾌적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평가

학교 교실의 온습도 쾌적 향상을 위한 대안 시스템으로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재실 모사 실험 및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냉방기, 개선 EHP,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온습도 쾌적, 에너지소비량 및 사용자 만족도를 비교 분

석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냉방기간 동안의 HDCS의 적용

성을 평가하였으며 온습도 쾌적 향상 및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한

HDCS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뒤, 기존 학교 교실에 패시브 요소

와 개선 HDCS 적용 시 온습도 쾌적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의해 연구진행은 [그림 1.1]과 같이 연구

흐름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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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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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학교 건물 특성과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에 대한 예비적 고찰

본 장에서는 학교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실내 환경 특성 및 하이브리

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

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학교 건물의 건축적 특징 분석을 위해 학교 건물의 배치 및 입·평면

구성과 단열 및 기밀성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학교 교실에서 냉방

운전 시 실내 온습도 쾌적과 여름철 습도가 쾌적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고찰을 통해 학교 교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더하여 기존 학교 교실에 설치된 냉방기의 대안 시스템으로

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구성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1 학교 건물의 배치 및 입·평면 구성

<표 2.1>의 40년 이상 경과 학교시설 현황 추계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이며,6)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신축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향후 노후

건물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설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한 상황이다.7)

<표 2.2>의 시기별 주요 교육공간 조성제도를 살펴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학교시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건

물을 짓던 시기인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의 건물로서 학교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등의 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난다.8) 표준설계도가 적용된 학교

들은 대부분 一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남향을 주향으로 한다. 남향

6) 교육부. (2020). [교육부 07.17(금) 보도자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

7) 교육부. (2019). [교육부 03.27(수)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 본격
추진.

8)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교육공간플랜 심포지움(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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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다른 향보다 일사가 유입되는 시간이 길어 실내 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겨울철 난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도
40년 이상 경과

건물 수(동) 면적 (m2)

2020년 7,980 1,633

2025년 11,294 2,430

2030년 14,286 3,021

2040년 18,608 3,907

2045년 23,582 4,962

2050년 29,707 6,658

<표 2.1> 40년 이상 경과 학교시설6)

[그림 2.1] 연도별 40년 이상 경과건물 수6)

연도 내용

1962년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제정

- 시설은 북쪽 점유하여 남향 배치

- 현관 양측으로 3-4개 교실 배치

- 10 m내외 폭의 一자 형 건물, 편복도

1967년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정

1982년 3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정 (현재 시행 중)

1989년 표준건축비 적용

1992년 1월 표준설계도 의무조항 폐지 (관행으로 잔존)

1997년 12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규정 제정

<표 2.2> 시기별 주요 교육공간 조성제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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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 ㄱ초등학교 (b) 경남 ㄴ중학교

[그림 2.2] 학교 교실 냉방 시뮬레이션 결과10)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 건물의 경우 채광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둥

과 보와 같은 골조부분과 창하부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개구부로 구성

되어 있어 남측의 창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름철 냉방부하가 증가할 우려

가 있다.9) [그림 2.1]은 여름철 학교 건물의 냉방부하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이다.10) 여름철 학교 건물에서 일사가 냉방 부하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차양 설치 등의 일사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학교 교실의 단열 및 기밀성능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11)에 따르면 현재 학교 건물의 벽체 단열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참조하도록 되어있으며, 1987년

중부지방 기준 교실 외벽 열관류율 값은 최대 0.582 W/m2·K12)인데 반

해 현재 열관류율 기준은 0.249 W/m2·K13)로 강화되어 기존 학교 건물

9) 이정우. (2013). 1975년 서울시 중학교 표준설계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
회 논문지, 14(5), 2497-2504

10) 조성우, 최정민, & 이경희. (2007). 학교교실의 실내열환경과 에너지 소비 예측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2), 181-188.

11) 교육부. (2016).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교육부 교육시설과.
12) 국토교통부. (1987).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역에 따른 건물 부위별 열관류

율표 [제19조제1호관련].
13) 국토교통부. (20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

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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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열 성능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부위에는 기밀

성 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14) 이때 기밀성 창이란 한국산업규격

(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

량 5 m3/h·m2 미만)인 것을 말한다.15) 그러나 이는 창호에 대한 기준이

며, 건물 전체의 기밀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건물 전체의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은 한국건축친환경설

비학회에서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이 유일하며, 이에 따르면

냉·난방을 실시하고 재실자(또는 목적물)가 이용하는 공간(건물 외피 또

는 경계벽으로 둘러싸여진 공간)은 5.0 ACH50 이하의 기밀성능을 가져

야 한다.16) 더하여 표준설계도 적용 시기에는 기밀성 창에 대한 기준마

저 없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의 기밀성능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문헌의 학교 교실의 침기율을 측정 결과는 <표 2.3>과 같다. 기

존 문헌에 따르면 학교 교실의 침기율은 Tracer Gas Test 시 0.28 –

0.95 회/h, Blower Door Test 시 1 Pa에서는 0.1 – 5.23 ACH, 50 Pa에

서는 8.9 – 28.9 ACH로 나타났다. 각 학교 건물 특성에 따라 침기율 범

위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학교 건물의 기밀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공조공간인 교실과 비공조공간인 복도 사이의 벽체 및 창호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임에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

항 가호 3)과 제7조 제4항 가호의 규정17)18)에 따라 단열 및 기밀조치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해당 부위의 열적 성능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4) 국토교통부. (20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항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15) 국토교통부. (20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항자호.
16)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3).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
17) 국토교통부. (20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8) 국토교통부. (20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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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uthor Title

측정방법

측정결과
Blower Door

Test

Tracer Gas

Test

2004 안철린 등
학교건물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 0.83-0.95 회/h

2005 김상희 등
신축교실의 친환경도료 사용유무에 따른

실내공기질 평가
● 0.28-0.59 회/h

2007 나수연 등
제주지역 초등 학교시설의 실내 환경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

0.97-4.63

ACH@1Pa

2007 정민희 등 초등학교 교실의 실내환경 실내조사 연구 ●
0.97-5.23

ACH@1Pa

2008 Park et. al.

Estimation of appropriate capacity of

ventilation system based on the air infiltration

rate in Korean classrooms

●
8.9-28.9

ACH@50Pa

2009 정민희 등 환경친화적 학교 교육시설의 표준모델개발 연구 ●
0.1-5.2

ACH@1Pa

<표 2.3> 학교 교실 침기율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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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 교실에서 냉방운전 시 실내 온습도 쾌적

[그림 2.2]의 2000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 추이19)를 살펴보면 초·중·고

등학교 모두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 20여 명 이상의 학생들

이 교실에 밀집하여 학습활동을 하는 상태이다. 공간 내 재실 인원이 많

을수록 인체에서 발열되는 부하가 커지고, 이는 교실 공간에서 전체 내

부 발열이 커지게 만드는 주요인이 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실내 재실

인원 밀집에 따른 인체발열 부하가 여름철 학교 건물에서 냉방부하 증가

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20) 이에 따른 잠열부하도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인체에 의한 높은 잠열부하와 고온다습한 한국의 여름철 외기

특성에 의해 학교 교실에서 습도 불쾌적이 쉽게 유발될 수 있다.

[그림 2.3] 그림 32000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 추이19)

19) 교육부. (2000-2020). 교육통계연보.
20) 조성우, 최정민, & 이경희. (2007). 학교교실의 실내열환경과 에너지 소비 예측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2), 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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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학교 교실에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름철 온습도 불쾌

적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냉·난방 실태

와 쾌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기존 연구21)에 따르면 여름철 냉

방기 가동 시 쾌적하다고 답한 학생과 교사의 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

였으며, 특히 습도는 학생 54%, 교사 60%만이 쾌적하다고 답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실온이 상승할수록 실내 습도가 쾌적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학교 교실에서 습도 조절이 쾌적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규 외 5인22)의 연구

에서는 청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냉방시 쾌적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연구 결과 실온이 비교적 낮은 24℃일 때보다 고온인 30℃일 때

습도가 쾌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onocore et al.23)의

연구에서는 브라질의 학교 교실에서 온습도 쾌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작용온도가 낮을 때에는 상대습도에 관계없이

TSV(Thermal sensation)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나 작용온도가 높아

질 경우 상대습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TSV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작용온도가 비교적 높은 30℃에서도 습도가 낮은 경우 TSV가 0에 가

깝게 나타나 습도 조절로 쾌적한 환경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겸용 패키

지 시스템은 현열부하 처리를 주목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습량이 비

교적 적어 충분한 제습이 어렵다. 따라서 여름철 교실 내 쾌적한 온습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21) 이현제, 송한솔, 류성룡, 정창호, 여명석, 김형진, & 임혁. (2019). 설문조사에 기
반한 학교 교실 계절별 냉난방 실태분석.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22) 김동규, 금종수, 최광환, 박희욱, 김종열, & 주익성. (1998). 여름철 냉방시 상대
습도가 쾌적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과 고령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비공학논
문집, 10(4), 381-388.

23) Buonocore, C., De Vecchi, R., Scalco, V., & Lamberts, R. (2018). Influence of
relative air humidity and movement on human thermal perception in
classrooms in a hot and humid climate. Building and Environment, 146,
98-106.



- 14 -

2.4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이하 HDCS)은 고체 제습제로 만든

제습 로터에 응축기와 냉각 코일이 결합된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

냉방 시스템의 대안 시스템으로서 적용하고자 하는 HDCS는 냉각 코일

이 제습 로터 전단에 위치해있다. 냉각 코일에서 냉각 및 제습이 이루어

진 후 제습 로터에서 제습이 이루어져 시스템 전체에서 제거되는 제습량

은 많지만 처리할 수 있는 현열량은 적어 현열비가 작은 공간에 적합하

다. 또한 제습로터를 전열교환기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설비로 제

습, 냉방, 환기가 가능하다.

HDCS는 제습모드, 냉방모드, 환기모드가 교번운전하며, 각각의 운전

모드에 따른 계통도는 [그림 2.4]와 같다.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보다 높

은 경우 제습모드로 운전되며, 실내 습도는 설정 습도보다 낮고 실내 온

도는 설정 습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냉방모드로 운전한다. 실내 온습도가

설정 온습도에 부합한 뒤에는 CO2 농도에 따라 환기모드로 운전한다. 설

정 온습도에 따른 운전모드는 [그림 2.3]과 같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환

기 운전보다 제습 및 냉방 운전을 우선으로 제어하는 것이 실내 온습도

를 쾌적 범위에서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24)

[그림 2.4] 설정온습도에따른하이브리드데시컨트냉방시스템운전모드

24) 김형태. (2020).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냉방, 제습, 환기를 위한 하이브리드 데시
칸트 냉방 시스템 적용 방안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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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습모드

(b) 냉방모드

(c) 환기모드

[그림 2.5]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운전모드별 계통도



- 16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후 조건에서 HDCS가 적용 가능하며

HDCS 도입 시 운전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준 외 2인

의 연구25)에서는 국내 아파트에 HDCS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절기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주거환경에서

HDCS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안준 외 2인의 연구26)에서는

HDCS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HDCS 도입 시 시스템

에어컨에 비해 연간 최대 41%까지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 학교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실내 환경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학교 건물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대부분 학교시설 표준설계도에 의해 준공되어 학교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등의 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준설계도가 적

용된 학교들은 대부분 一자형의 남향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남측

의 창면적이 크기 때문에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차양 설치 등 일사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시기의 경우 현재에 비해 열관류율 기준이

낮고 기밀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학교 건

물의 단열 및 기밀 성능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교실과 복

도 사이의 벽체 및 창호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임에도 단열 및

기밀조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해당 부위의 열적 성능이 취약할 것으

로 예상된다.

25) 안준, 김재율, & 강병하. (2014). 지역난방에 연계된 하이브리드 제습냉방시스템
의 주거환경에서의 성능 분석.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 권, 38(7), 571-579.

26) 안준, 김재율, & 강병하. (2014). 지역난방에 연계된 하이브리드 제습냉방시스템
의 경제성 분석.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 권, 38(9), 7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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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교실은 재실 인원이 많아 인체에 의한 높은 잠열부하로 인해

습도 불쾌적이 쉽게 유발될 수 있으며, 여름철 학교 교실에서 온습

도 불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온이 상승할수록 실내

습도가 쾌적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학교 교

실에서 습도 조절이 쾌적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겸용 패키지 시스템은 충분한 제습이 어려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은 고체 제습제로 만든 제습 로

터에 응축기와 냉각 코일이 결합된 방식으로 단일 설비로 제습, 냉

방, 환기가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환기 운전보다 제습 및

냉방 운전을 우선으로 제어하는 것이 실내 온습도를 쾌적 범위에서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환경에 HDCS를 적

용하여 국내 기후 조건에서 HDCS의 적용 가능성을 보였으며, 시

스템 에어컨에 비해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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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 학교 교실의 패시브 요소 적용성 평가

본 장에서는 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기존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환경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침기율 및 온습도 측정

을 통해 학교 교실에 적용가능한 패시브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

장 실측을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를 평가하고자 냉방부하 및 에너지소

비량을 분석하였다.

3.1 기존 학교 교실의 기초환경 조사

3.1.1 현장 측정 대상 건물 및 측정 방법

학교 시설 표준설계도 적용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서울시 소재 중학

교 2곳을 선정하여 현장 실측을 진행하였으며, 현장 측정 대상 건물 개

요는 <표 3.1>과 같다. 준공 이후 건물 노후화 및 부하 저감에 대한 요

구로 개구부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건물 개구부 현황은 <표 3.2>와

같다. A학교는 교실 외기측창만 교체하였으며, B학교는 교실 외기측창,

복도측창, 출입문을 모두 교체하였다. A학교의 경우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 및 창호에 대한 단열 및 기밀성능 기준이 미비하여 리모델링 시 복

도측창 및 출입문이 우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A학교 B학교

건물 연혁

- 1988년 준공

- 2008년 냉·난방기 교체

- 2010년 창호 교체

- 1972년 준공

- 2013년 냉·난방기 교체

- 2016년 창호 교체

실 체적 222.8 m3 (9 m×7.5 m×3.3 m) 216.8 m3 (9 m×7.3 m×3.3 m)

건물 평면

및

측정 대상 교실

<표 3.1> 현장 측정 대상 건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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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기측창 복도측창 출입문

A

학

교

PVC&AL 슬라이딩이중창 목재 슬라이딩 단창 목재 슬라이딩 문

B

학

교

PVC 프로젝트 단창 PVC 슬라이딩 단창 ABS 슬라이딩 문

<표 3.2> 현장 측정 대상 건물 개구부 현황

복도측창 및 출입문의 리모델링 여부가 교실 기밀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A학교와 B학교의 침기율을 측정하였다. 추적가스 농

도감쇄법으로 냉방기 운전 시 교실 전체 침기율을 측정하였으며, 블로어

도어를 이용한 가압법으로 외기측창, 복도측창 및 출입문의 기밀처리 여

부에 따른 침기율을 측정하였다.

내부발열 요소를 제외한 외피를 통한 냉방부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냉방기, 조명 및 발열기기를 끈 상태에서 교실, 복도, 외기의 온습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현창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과 위치는 <표 3.3>과 같

으며, 현장 측정 장비 개요는 <표 3.4>와 같다.

측정 항목 측정 방법 측정 위치

침기율
블로어도어를 이용한 가압법

추적가스 농도감쇄법
교실

온도 및 습도 1분 간격 측정 교실, 복도, 외기

<표 3.3> 현장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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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Multipoint Sampler and Doser type

INNOVA 1303

&

Photoacoustic Multi Gas Monitor

INNOVA 1412i-T5

Retrotec 3000SR

&

Digital Manometer DM2

MCH-383SD

장비 사진

측정 요소
Ÿ 추적 가스 농도

Ÿ 실시간 침기율

Ÿ 실내외 압력차

Ÿ 팬 풍량

Ÿ 온도

Ÿ 상대습도

Ÿ CO2 농도

측정 범위

Ÿ 가스방출량(도징) : 최소 0.5 ㎖/s,
최대 15.0 ㎖/s

Ÿ 가스흡입량(샘플링) : 20 kPa, 15 ㎖/s
Ÿ 샘플전송속도 : 2 ㎖/s

Ÿ 압력 : -1250 Pa ~ +1250 Pa
Ÿ (분해능 0.01 Pa)
Ÿ 풍량 : 5 ~ 6300 CFM

Ÿ 온도 : 0 ~ 50℃
Ÿ 상대습도 : 10 ~ 95 RH%
Ÿ CO2 농도 : 0 ~ 4000 ppm

측정 오차 Ÿ 가스방출량(도징) : ±2%
Ÿ 압력 : 1% 또는 0.15 Pa
Ÿ 풍량 : ±3%

Ÿ 온도 : ±0.8℃
Ÿ 상대습도
- 70 RH% 이상 ± : 3% data + 1 RH%
- 70 RH% 미만 : ± 3 RH%

Ÿ CO2 농도
- 1000 ppm 이하 : ±40 ppm
- 1000 ppm 초과 3000 ppm 이하 :
±5% data

- 3000 ppm 초과 : ±250 ppm

<표 3.4> 현장 측정 장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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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가스 농도감쇄법을 이용한 침기율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냉방

기 설정온도는 26℃로 하였으며, 초기에 일정량의 추적가스를 주입하여

실내공기를 혼합한 후 초기농도와 말기농도를 측정하여 공기교환율을 구

하였다. 추적가스는 일반 대기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SF6를 사용하였

으며, 가스 주입 위치 및 샘플링 위치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SF6 가스 주입 위치 및 샘플링 위치

교실 중앙에서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다섯 곳에서 가스 농도를 샘플링

하여 가스가 실내에 균일하게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측정된 농도값을 이용하였으며,

교실 중앙에서 샘플링된 농도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기교환율은 아

래 식 (3.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n 


 (3.1)

여기서,

 : 시간당 환기횟수 [회/h]

 : 측정시작 시점

 : 측정종료 시점

 :  시간에서의 추적가스 농도 [ppm]

 :  시간에서의 추적가스 농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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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어도어를 이용한 가압법을 통한 침기율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팬을 통해 교실을 가압하여 실내외 압력차를 주었으며, 각 압력차에서의

공기교환량을 측정하였다. 공기교환량과 압력차는 식 (3.2)와 같은 상관

관계를 갖는다.

  ∆ (3.2)

여기서,

 : 공기교환량 [m3/h]

 : flow coefficient [m3/(s·Pan)]

∆ : 실내외 압력차 [Pa]

 : pressure exponent

외기측창과 복도측창 및 출입문을 통한 침기율 영향을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기밀처리를 하지 않은 Case, 외기측창을 기밀처리한 Case, 외기

측창 및 복도측창을 기밀처리한 Case로 나누어 침기율을 측정하였다. 블

로어도어 팬 설치 및 기밀처리 사진은 <표 3.5>와 같으며, 기밀처리 여

부에 따른 블로어도어 측정 Case는 다음 <표 3.6>과 같다.

A학교 B학교

팬 설치

외측창 기밀처리

내측창 기밀처리

<표 3.5> 블로어도어 팬 설치 및 기밀처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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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밀처리 여부 기밀처리 위치

외측창 내측창 팬 기밀처리

Case 1 × ×

Case 2 ○ ×

Case 3 ○ ○

<표 3.6> 기밀처리 여부에 따른 블로어도어 측정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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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외기, 교실, 복도 온습도 측정 위치

(a) 교실 (b) 복도 (c) 외기

[그림 3.3] 교실, 복도, 외기 온습도계 설치 사진

외기, 교실, 복도의 온습도 측정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냉방기와 조명기기 및 발열기기는 모두 끄고

블라인드는 전체를 올린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수업시간 이후에 교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닫아두기 때문에 온습도 측정 중에도 창문과 출입

문을 닫고 실측하였다. [그림 3.2]은 온습도계 측정 위치이며, [그림 3.3]

은 온습도계 설치 사진이다.

3.1.2 현장 측정 결과

추적가스 농도감쇄법으로 측정한 A학교와 B학교의 침기율은 [그림

3.4] 및 [그림 3.5]와 같다. 외기측창만 리모델링한 A학교의 평균 침기율

은 0.32 ACH인데 비해 복도측창과 출입문까지 모두 교체한 B학교의 평

균 침기율은 0.14 ACH로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리모델링 시 우선 교

체 대상에서 제외된 교실과 복도 사이의 창호의 기밀성능을 개선할 경우



- 25 -

침기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교실 리모델링 시 외

기측창뿐만 아니라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 A학교

(b) B학교

[그림 3.4] 추적가스 농도감쇄법 침기율 측정 결과

[그림 3.5] A학교 및 B학교 평균 침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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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어도어를 이용한 가압법을 통해 측정한 A학교와 B학교의 침기율

은 [그림 3.6]과 [그림 3.7]과 같다. 실내외 압력차가 50 Pa일 때 기밀처

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침기율은 A학교와 B학교가 각각 10.7 ACH, 6.3

ACH로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밀성능 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교실에서 기밀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기밀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외기측창을 기밀처리 했을 시 A학

교의 경우 약 6.6%, B학교의 경우 1.0%의 침기율 감소를 보였고, 외기측

창과 복도측창을 기밀처리 했을 시 A학교와 B학교에서 각각 44.2%,

21.4%의 침기율 감소를 보였다. A학교와 B학교 모두 외기측창의 리모델

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기측창을 통한 침기율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복도측창을 리모델링하지 않은 A학교에 비해 창호 교체를 진

행한 B학교의 경우 복도측창을 통한 침기율이 44.2%에서 21.4%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실 기밀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 리모델링

시 외기측창뿐만 아니라 복도측창의 기밀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외기측창과 복도측창을 모두 기밀처리 한 경우에도 A학교의 침기율은

6.0 ACH로 기밀성능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B학교의 침기율은 4.9

ACH로 기밀성능 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실 출입문

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닫이 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을

통한 침기율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출입문의 기밀성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기밀처리 여부에 따른 침기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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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C [m3/h·Pan] 275.5 215.0 149.5

n 0.552 0.597 0.558
r [%] 99.9 99.7 99.6

(a) A학교

Case 1 Case 2 Case 3
C [m3/h·Pan] 129.1 126.4 107.6

n 0.601 0.604 0.586
r [%] 99.9 99.9 99.9

(b) B학교

[그림 3.7] 블로어도어를 이용한 가압법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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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학교

(b) B학교

[그림 3.8] 온습도 측정결과

A학교와 B학교의 온습도 측정 결과는 [그림 3.8]과 같다. A학교와 B

학교의 교실 온도 변동 패턴이 외기에 비해 복도와 유사하게 나타나 교

실과 복도 간의 높은 열전도율로 인해 두 실의 온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실의 외기측에 면한 벽체에 비해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도 공간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 비공조공간이며, 1층의 현관문이나 계단실 창문 등 개폐가 통

제되지 않은 요소로 인해 교실보다 외기 온습도의 영향을 많이 더 받는

공간이다. 그러나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능이 낮을 경우 교실

을 냉방하더라도 실내 온습도 쾌적이 달라지고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기에 면한 벽체 외에도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능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A학교와 B학교 모두 주야에 관계없이 교실과 복도의 온도 변동폭이

좁게 나타났으며, 특히 야간에 외기온도는 낮은데 비해 교실과 복도 온

도는 주간과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실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창면적비가 크기 때문에 낮동안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가 많고 콘크리트

벽체를 통한 축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업시간 이후

교실의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닫혀있어 실내에 축열된 열이 야간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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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스템 가동 시작 시기에 냉

방에너지 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의 낮은 온도의 외

기를 이용한 나이트퍼지 적용 등의 냉방부하 저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기존 학교 교실의 패시브 요소 적용성 평가

3.2.1 시뮬레이션 개요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학교 건물의 도면과 현

장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요는 <표 3.7>

과 같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EnergyPlus 9.0.1을 사용하였다. 학교

수업시간을 반영하여 재실 인원 스케줄을 입력하였으며, 2020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인 25.2명을 참고하여 최대 재실 인원은 25명으로 적용하

였다. 현열 및 잠열 인체 발열부하는 ASHRAE Handbook Fundamentals(2017)

에 기재된 Seated, very light work 활동 시 부하를 입력하였다. 실제 학

교 교실의 조명 및 기기 발열부하를 조사하여 입력하였으며, 단열 성능

은 도면을 참고하였다. 기밀 성능은 전체 침기율에서 외기측창과 복도측

창 및 출입문을 통한 침기율 비율을 고려하여 입력값을 산정하였다.

(a) 시뮬레이션 모델 (b) 대상 건물 기준층 평면 및 모델 수립 범위

[그림 3.9] 시뮬레이션 모델 및 대상 건물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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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향 남향

면적 / 층고 67.5 m2 / 3.3 m
층수 4층

내부 발열
인체27)

현열 :70 W/명

잠열 :45 W/명

조명 6.0 W/m2

기기 4.6 W/m2

단열 성능

교실 외벽 0.545 W/m2·K
교실 외기측창 3.115 W/m2·K
교실-복도벽 1.191 W/m2·K
교실-복도창 5.894 W/m2·K

기밀 성능
교실-외기 침기율 0.03 ACH
교실-복도 침기율 0.32 ACH

<표 3.7> 시뮬레이션 모델 개요

냉방 시스템은 기존 학교 교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식

히트펌프를 적용하였으며, 시스템 개요는 <표 3.8>과 같다. 풍량 및 용

량과 냉각코일 COP는 실제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참고하여

각각 2040 CMH, 14.5 kW, 3.2를 입력하였다. 시스템 가동은 수업시간과

동일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냉방기간인 6월 1일부터 9월 30

일까지 시뮬레이션 하였다.

구 분 내 용
시뮬레이션 기간 6월 1일 ~ 9월 30일
외기 조건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
시스템 종류 전기식 히트펌프

시스템 가동 스케줄 오전 8시 ~ 오후 8시
시스템 풍량 및 용량 2040 CMH / 14.5 kW
시스템 냉각코일 COP 3.2

<표 3.8> 시스템 개요

27) ASHRAE. (2017). ASHRAE Handbook 2017 Fundamentals(SI).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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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환경 조사를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에는 단열성능 개선, 기밀성

능 개선, 외부 차양 설치 및 나이트퍼지 적용이 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28)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물에

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은 0.240 W/m2·K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외벽은 0.340 W/m2·K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1.500 W/m2·K 이

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은 1.900 W/m2·K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열성능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표 3.9>와 같다.

기밀성능 개선안은 <표 3.10>과 같다. 기준안에서 교실과 외기 사이

침기율과 교실과 복도 사이 침기율은 기초환경 조사의 침기율 측정 결과

를 토대로 산정하였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실 침기율 중 교실과

복도 사이 침기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실과

외기 사이 침기율과 같은 0.03 ACH로 입력하여 교실과 복도 사이 침기

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준안 개선안

교실 외벽 0.545 W/m2·K 0.240 W/m2·K

교실 외기측창 3.115 W/m2·K 1.500 W/m2·K

교실-복도벽 1.191 W/m2·K 0.340 W/m2·K

교실-복도창 5.894 W/m2·K 1.900 W/m2·K

복도 외벽 0.324 W/m2·K 0.240 W/m2·K

복도 외기측창 3.115 W/m2·K 1.500 W/m2·K

<표 3.9> 단열성능 개선안

기준안 개선안

교실-외기 침기율 0.03 ACH 0.03 ACH

교실-복도 침기율 0.32 ACH 0.03 ACH

<표 3.10> 기밀성능 개선안

28) 국토교통부. (20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
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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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슬랫

폭 85 mm

간격 80 mm

두께 0.45 mm

각도 0°

직달일사 반사율 0.7

산란일사 반사율 07

유리-블라인드사이의 거리 100 mm

스케줄 오전 7시 ~ 오후 7시

<표 3.11> 외부차양 상세설정

교실 일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기측창에 외부 차양을 설치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외부 차양의 상세설정은 <표 3.11>과 같다.

외부차양 슬랫과 반사율 정보는 E사의 제품 사양을 참고하였다. 스케줄

은 일출과 일몰을 고려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외부차양을 적용

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스템 가동 시작 시기의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야간의 낮은 온도의

외기를 이용한 나이트퍼지 적용하였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에서 교육연구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36 m3/인·h 이상29)으로 25명 기준

으로 산정한 필요 환기량은 900 CMH이다. 이를 참고하여 풍량 900 CMH

의 환기장치를 모델링하였으며, 나이트퍼지 적용 시 열교환없이 외기가 실

내에 도입되는 bypass 모드로 운전하였다. 운전 스케줄은 기존 문헌30)을

참고하여 시스템 운전 시작 전 2시간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3.2.2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및 에너지소비량

기준안 대비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저감률을 분석하기 위해

EnergyPlus의 IdealLoadAirSystem을 이용하여 부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으며, 냉방 설정온도는 26℃, 설정습도는 50%로 하였다. 최대냉방부

하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산출 결과는 [그림 3.10]과 같다. 기준안의 최대 냉방부하는 70.4 W/m2

29) 국토교통부. (202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6] 기계환기설
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
련).

30) 김수연, 원정관, 김재형, & 송두삼. (2016). 전열교환형 환기시스템을 이용한 학
교건물의 나이트 퍼지 적용 효과 분석. 설비공학논문집, 28(11), 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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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단열성능 개선 시 66.5 W/m2, 기밀성능 개선 시 66.4 W/m2, 외부

차양 설치 시 43.7 W/m2, 나이트퍼지 적용시 68.8 W/m2로 기준안 대비

저감률은 각각 5.5%, 5.6%, 37.9%, 2.2%로 나타났다.

외부차양 설치 시 창호를 통한 현열 열획득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Case 중 냉방부하 저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열성능 및 기

밀성능 개선 시 창호를 통한 현열 열획득은 감소하나 벽체를 통한 현열

열손실도 동시에 줄어들어 전체 냉방부하 저감률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

다. 나이트퍼지는 시스템 운전 초기의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최대냉방부하 시점에서 냉방부하 저감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패시브 요소별 최대냉방부하

[그림 3.11] 패시브 요소별 냉방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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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 교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EHP를 모델링하여 냉방

기 운전 시 패시브 요소별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림 3.11]과 같다. 전체 냉방기간 에너지소비량은 기준안 1300.9 kWh, 단

열성능 개선 시 1372.0 kWh, 기밀성능 개선 시 1281.6 kWh, 외부차양

설치 시 988.2 kWh, 나이트퍼지 적용 시 1255.0 kWh로 산출되었으며,

기준안 대비 각각의 패시브 요소별 에너지소비량 저감률은 –5.5%,

1.5%, 24.0%, 3.5%로 나타났다.

각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저감률은 외부차양 설치, 기밀성능 개선,

단열성능 개선, 나이트퍼지 적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냉방기간 에너

지소비량 저감률은 외부차양 설치, 나이트퍼지 적용, 기밀성능 개선, 단

열성능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차양 설치 시 냉방부하 및 에너지소

비량 저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외부차양 설치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단열성능 개선 시에는 오히려 기준안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학교 건물 리모델링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는 최대냉방부하가 나타난 9월 14일 포함하여 9월 13일부

터 15일까지 3일 동안의 패시브 요소별 교실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림 3.13]은 같은 기간에 MRT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3.14]는 에

너지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단열성능 개선 시 야간의 교실 온도가

기준안에 비해 약 1℃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에 MRT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열성능 개선 시 낮은 벽체 및 창호 열관류율을 적용하

여 야간에 벽체 및 창호를 통한 열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로 인해 시스템 가동 초기 및 후반에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여 전

체 에너지사용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일동안의 교실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이트퍼지 적용 시 시스템 가

동 시작 시간인 8시에 기준안 대비 교실 온도를 최대 4.5℃ 낮출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MRT는 전체 기간에서 기준안보다 낮게 나타

났다. 따라서 나이트퍼지 적용시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저감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기준안의 시스템 가동 초기 에너지소비량은 최대 0.07

kWh로 시스템 가동 초기를 제외한 시간의 에너지소비량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트퍼지 적용 시에는 0.025 kWh로 감

소하였다. 따라서 나이트퍼지 적용 시 시스템 가동 초기의 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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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감할 수 있어 과도하게 설계된 시스템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2] 패시브 요소별 최대냉방부하일 교실 온도

[그림 3.13] 패시브 요소별 최대냉방부하일 MRT

[그림 3.14] 패시브 요소별 최대냉방부하일 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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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전체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최대냉방부하 결과이며, [그

림 3.16]은 전체 패시브 요소 적용 시 냉방에너지소비량 결과이다. 냉방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단열성능 개선 Case를 제외한 패시브 요소를 적용

한 결과 최대 냉방부하는 기준안 대비 39.6% 저감되었으며, 냉방기간 에

너지소비량은 25.7%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5] 전체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최대냉방부하

[그림 3.16] 전체 패시브 요소 적용 시 냉방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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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본 장에서는 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기존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환경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침기율 및 온습도 측정

을 통해 학교 교실에 적용가능한 패시브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

장 실측을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를 평가하고자 냉방부하 및 에너지소

비량을 분석하였다.

본 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설계도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학교 건물은 건물 노후화 및 부

하 저감에 대한 요구로 개구부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외기에

면하는 벽체를 우선으로 하여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는 교체 대상

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 침기율 측정 결과 외기측창만 리모델링한

경우에 비하여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까지 개선한 경우 전

체 침기율이 2배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

성능을 개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학교 교실에 사용하는 미닫이

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할 경우 출입문을 통한 침기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 공간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 비공조공간이며, 1층의

현관문이나 계단실 창문 등 개폐가 통제되지 않은 요소로 인해 교

실보다 외기 온습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공간이다. 그러나 교실

과 복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실을 냉

방하더라도 실내 온습도 쾌적에 불리하고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교실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창면적비가 크기 때문

에 낮동안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가 많고 콘크리트 벽체를 통한 축

열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수업시간 이후 교실의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닫혀있어 실내에 축열된 열이 야간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시스템 가동 시작 시기에 냉방에너지 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기존 학교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실 리모델

링 시 외기측창과 더불어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을 보완하

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외기에 면한 벽체 외에도 교실과 복도 사

이 벽체의 단열성능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의 낮은 온

도의 외기를 이용한 나이트퍼지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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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학교 건물의 도면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냉방 시스

템은 기존 학교 교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식 히트펌프

를 적용하였다. 기초환경 조사를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에는 단

열성능 개선, 기밀성능 개선, 외부 차양 설치 및 나이트퍼지 적용이

있다. 각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저감률은 외부차양 설치, 기밀성

능 개선, 단열성능 개선, 나이트퍼지 적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냉방기간 에너지소비량 저감률은 외부차양 설치, 나이트퍼지 적용,

기밀성능 개선, 단열성능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차양 설치 시

냉방부하 및 에너지소비량 저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외부차양 설치를 가장 먼저 고려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열성능 개선 시에는 오

히려 기준안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학교 건물

리모델링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이트퍼지 적용 시 시스템

가동 초기 에너지소비량을 저감할 수 있어 과도하게 설계된 시스템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에너지소비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냉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단열성능 개선

Case를 제외하고 기밀성능 개선, 외부차양 설치, 나이트퍼지를 적

용한 결과 최대 냉방부하는 기준안 대비 39.6% 저감되었으며, 냉방

기간 에너지소비량은 25.7%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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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존 학교 교실의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평가

본 장에서는 학교 교실의 온습도 쾌적 향상을 위한 대안 시스템으로

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기존에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및 기존 시스템의 개

선 시스템과 HDCS를 비교·분석하였다. 재실 모사 실험을 통해 세 가지

시스템의 온습도 쾌적과 시스템 운전 특성 및 에너지소비량을 분석하였

으며, 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냉방기 사용

시 온열감 및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냉방기간 동안의 HDCS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온습도 쾌적 향상 및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한 HDCS의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학교 교실에 패시브 요소와 개선 HDCS

적용 시 온습도 쾌적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4.1 현장 적용을 통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

템 적용성 평가

4.1.1 재실 모사 실험 개요

학교 교실에서 HDCS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재실 모사 실험을

통해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와 HDCS의 냉방운전 시 실내 온습도 쾌

적과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 일수

가 매우 적었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냉방기를 켜는 것이 권장되었

기 때문에 수업 중 일반적인 교실의 온습도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

워 재실 모사 실험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개요와 설치 사진은 다음 <표 4.1>

과 [그림 4.1]과 같다. 표준 설계도 적용 시기에 준공된 학교의 일반교실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냉방기는 풍량 2040 CMH, 용량

14.5 kW인 스탠드형 전기식 히트펌프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학교 교

실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방 시스

템을 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냉방기를 개선한 L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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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HP를 HDCS의 비교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개선 EHP의 풍량 및

용량은 1800CMH 및 11kW로 기존 냉방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COP는

3.2에서 4.3으로 크게 개선된 모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냉방

기의 대안 시스템으로서 선정한 HDCS는 제품화되어 시중에 유통 및 판

매되고 있는 H사의 제품이며, 냉방보다 제습을 중점적인 목적으로 운전

되고 있었다. 따라서 낮은 COP와 작은 용량의 냉각코일을 제습 로터와

결합하였고, 냉방 부하가 아닌 환기량을 기준으로 시스템 용량을 산정하

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학급 당 필요환기량을 충족하는

350CMH 2대를 설치하였으며, 시스템의 용량과 COP는 각각 1.8kW와

2.94이다. 시스템 설정 온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방온도인 26℃로 설정하였으며, HDCS의 설정습도는 ASHRAE

Standard에서 제안한 Comfort chart에서 쾌적 범위 안에 포함되는 50%

로 설정하였다.

구 분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종류 스탠드형 전기식
히트 펌프

천장형 전기식
히트펌프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풍량 및 용량 2040 CMH / 14.5 kW
(1대)

1800 CMH / 11 kW
(1대 )

350 CMH / 1.8 kW
(2대 )

냉방 COP 3.2 4.3 2.94

설정 온도 26℃ 26℃ 25℃

설정 습도 - - 50%

<표 4.1>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개요

(a) 기존 냉방기 (b) 개선 EHP (c) HDCS

[그림 4.1]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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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재실 모사 실험 개요이다. 실험은 학교 수업 시간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점심시간을 고려하여 11시30

분에서 12시까지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하였다. 재실 모

사 실험 대상 교실은 기존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남향의 일반 교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층의 같은 위치 교실에 HDCS를 설치하였고 바로

옆 교실에는 개선 EHP를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구 분 내 용

실험 일시 9월 6일 9:00 – 17:00 (11:30 – 12:00 환기)

재실 모사 실험

대상 교실

인체 부하 모사량
현열 : 1,800 W (약 25.7명)

잠열 : 1,161.8 W (약 25.8명)

<표 4.2> 재실 모사 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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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부하 모사량은 2020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5.2명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ASHRAE Handbook Fundamental(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Seated, very light work의 활동량을 가진 인체 현열 및 잠열 부하

를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온풍기와 가습기를 교실 앞·뒤에 설치하여 인

체 현열 부하 및 잠열 부하를 모사하였다.

실험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은 <표 4.3>과 같으며, [그림 4.3]은 온습

도계, 가습기, 온풍기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진이다. 온습도와 에너지소비

량은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온습도계는 교실 중앙에 설치하였고 교실

전체 온습도가 균일하도록 가습기 및 온풍기는 교실 앞·뒤에 설치하였다.

측정 항목 측정 기기 측정 방법 측정 위치

온도 및 습도 MCH-383SD 1분 간격 측정 교실 중앙

에너지소비량
PQA-2100

LG/HGQ-MBVW10
1분 간격 측정 냉방기

<표 4.3> 실험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

(a) 온습도계, 가습기, 온풍기 설치 위치 (b) 온습도계, 가습기, 온풍기 설치 사진

[그림 4.2] 온습도계, 가습기, 온풍기 설치 위치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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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내 온습도 분포 및 쾌적과 시스템 운전 특성

실내 온습도 쾌적을 평가하기 위해 ASHRAE Standard에서 제안한

Comfort chart에서 쾌적 범위에 포함되는 구간을 분석하였다.31) [그림

4.3]은 온습도 쾌적범위 차트로, 여기서 쾌적 범위는 작용온도가 최소 2

4℃에서 최대 28℃까지이고, 절대습도는 최대 0.012 kg/kgDA이다. 실험

일시에 운량이 많은 흐린 날씨였고, 조명을 끄고 교실 내 블라인드를 3

분의 2 정도 내린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작용온

도와 같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환기 중인 시간과 시스템 가동 초기

한 시간을 제외하고 시스템 운전 후 한시간 뒤인 오전 10시부터 분석하

였으며, 교실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 동안의 시스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4.3] 온습도 쾌적범위 차트31)

31) ANSI/ASHRAE. (2010). Standard 55-2010 The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an Occupancy,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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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 모사 실험 중 외기 온습도 분포는 [그림 4.4]와 같다. 외기 온도

는 최소 22.4℃에서 최대 24.9℃이고, 상대습도는 최소 56.8%에서 최대

71.8%로, 외기 온도가 여름철 평균보다 낮은 날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림 4.5]는 기존 냉방기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이며, <표 4.4>는

기존 냉방기 가동 시 쾌적 및 불쾌적 분포이다. 기존 냉방기 운전 시 교

실 온도는 시스템 설정온도인 26℃와 비슷하게 평균 26.1℃로 측정되어

온도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온습도 쾌적의 경우 <표

4.4>와 같이 쾌적 범위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2.2%에 불과하였으며, 특

히 습도 불쾌적이 97.8%로 나타나 기존 냉방기 사용 시 습도 조절에 불

리하여 습도 불쾌적이 발생할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은 개선 EHP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이며, <표 4.5>는

개선 EHP 가동 시 쾌적 및 불쾌적 분포이다. 개선 EHP 운전 시 교실

온도는 시스템 설정온도인 26℃보다 다소 낮은 평균 25.5℃로 측정되어

기존 냉방기와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습도

쾌적의 경우 <표 4.5>과 같이 쾌적 범위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13.1%로

나타났으며, 실내 상대습도가 평균 68.2%로 기존 냉방기 대비 평균 약

10% 이상 감소하여 온습도 쾌적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습

도 불쾌적이 86.9%로 여전히 습도 불쾌적이 발생할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냉방기를 효율이 높은 냉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더라도 습

도 불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할 대안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4.9℃ 71.8%

최소 22.4℃ 56.8%

평균 23.9℃ 63.0%

[그림 4.4] 재실 모사 실험 중 외기 온습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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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6.6℃ 87.1%

최소 25.0℃ 54.0%

평균 26.1℃ 80.9%

[그림 4.5] 기존 냉방기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0% 97.8% 0% 97.8%

쾌적 - - - - 2.2%

<표 4.4> 기존 냉방기 쾌적 및 불쾌적

구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6.3℃ 80.3%

최소 24.2℃ 52.7%

평균 25.5℃ 68.2%

[그림 4.6] 개선 EHP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0% 86.9% 0% 86.9%

쾌적 - - - - 13.1%

<표 4.5> 개선 EHP 쾌적 및 불쾌적



- 46 -

구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7.0℃ 55.1%

최소 25.6℃ 47.1%

평균 26.1℃ 51.9%

[그림 4.7] HDCS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1.8% 0.2% 0% 2.0%

쾌적 - - - - 98.0%

<표 4.6> HDCS 쾌적 및 불쾌적

[그림 4.7]은 HDCS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이며, <표 4.6>는

HDCS 가동 시 쾌적 및 불쾌적 분포이다.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와

달리 HDCS 운전 시 교실 온도는 시스템 설정습도인 50%와 비슷하게 평

균 51.9%로 측정되어 습도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습도 쾌적

의 경우 <표 4.6>과 같이 쾌적 범위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98%로 대부

분의 시스템 운전 시간에서 실내 쾌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실내 온도가 최대 27.0℃까지 상승하였고 과열로 인한 온도 불쾌적이

1.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도 불쾌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냉방기의 가동에 따른 교실 온습도 변화는 [그림 4.8]과 같다. 기

존 냉방기는 설정온도에 따라 on, off되면서 현열과 잠열이 설계된 비율

대로 동시에 처리되었다. 냉방기 가동 후 15분 이내에 설정온도에 도달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발생 현열을 단시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이 on되었을 때는 잠열이 일부 제거되지만

off의 경우에는 발생 잠열 처리량이 적어 실내 잠열 제어에 불리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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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기존 냉방기 가동에 따른 교실 온습도 변화

[그림 4.9] 개선 EHP 가동에 따른 교실 온습도 변화

[그림 4.10] HDCS 가동에 따른 교실 온습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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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HP의 가동에 따른 교실 온습도 변화는 [그림 4.9]과 같다. 개선

EHP는 냉방 온도 제어에 따라 잠열 제거량이 기존 냉방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냉방기와 같은 원리로 현열과 잠열을 설계된 비

율만큼 제거하기 때문에 잠열 제거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HDCS의 가동에 따른 교실 온습도 변화는 [그림 4.10]과 같다. HDCS

는 설정습도 우선제어로 운전 초기에는 제습모드로 운전한 뒤 설정습도

에 도달한 후에는 냉방모드로 전환되어 운전되었다. 제습모드 운전중에

는 실내온도가 약 0.4도 상승하였고 기존 냉방기에 비해 발생 현열을 처

리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제습모드와 냉방모드가 반복되는

구간에서 지속적인 현열 및 잠열 발생에도 실내 온습도 편차가 작게 나

타나 기존 냉방기에 비해 실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습 시 온도 상승 문제, 현열 처리 시간이 오래 걸

리는 문제로 인해 온도 쾌적을 유지하는데는 불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1.3 에너지소비량

재실 모사 실험 중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에너지소비량은

각각 6.9 kWh, 2.8 kWh, 6.0 kWh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1]과 같다. 개선 EHP의 경우 기존 냉방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

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냉방기 대비 약 59.7%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DCS는 기존 냉방기 대비 약 13.7%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EHP에 비해서는 에너지소비량 절감률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개선 EHP의 COP가 4.3인데 반해 HDCS의 COP는

2.94로 비교적 낮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HDCS의 COP를 향상시킨다면

에너지소비량을 더욱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냉방

기의 경우 표기 COP는 HDCS의 COP보다 높은 3.2이지만 노후화로 인

한 COP 저하로 인해 실험 중 HDCS의 에너지소비량이 적게 측정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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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재실 모사 실험 중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에너지소비량

4.2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4.2.1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개요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냉방기 사용에

따른 온열감 및 습도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그룹

개요는 <표 4.7>과 같다. 학생A 그룹은 일반교실에서 기존 냉방기만 가

동했을 때와 HDCS만 가동했을 때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

생B 그룹은 일반교실에서는 기존 냉방기를 사용하고 이동수업으로 인해

과학교실에서는 개선 EHP를 사용한 그룹이다. 학생C 그룹은 일반교실

에서 개선 EHP만 사용하고 있는 그룹으로, 과거에 기존 냉방기를 사용

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섦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사 그룹은

일반교실에서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를 사용한 사용자와 과학교

실에서 개선 EHP를 사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A, 학생B, 학생C 그룹의 총 설문대상자 53명 중 66%인 35명이 응답

하였고, 교사 그룹의 총 설문대상자 6명 중 83.3%인 5명이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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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그룹 사용 교실 사용 시스템
응답자 /

설문대상
응답비율

학생A 일반교실
기존 냉방기

HDCS
13 명 / 20 명

66.0%
학생B

일반교실 기존 냉방기
14 명 / 16 명

과학교실 개선 EHP

학생C 일반교실 개선 EHP 8 명 / 17 명

교사
일반교실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5 명 / 6 명 83.3%

과학교실 개선 EHP

<표 4.7>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그룹 개요

4.2.2 냉방기 가동 시 온열감 및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2]는 여름철 교실 실내환경의 불쾌적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 결과 높은 습도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기록하였으며,

높은 온도가 다음으로 많은 응답수를 기록하여 교실 내 온습도 불쾌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름철 냉방기 가

동으로 인한 실내의 낮은 온도 또한 실내환경 불쾌적 요소로 지적되었다.

[그림 4.12] 여름철 교실 실내환경의 불쾌적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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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그림 4.14], [그림 4.15]는 각각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가동 시 온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 가동 시에는 쾌적하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대부분인 반면 HDCS

운전 시에는 쾌적하다보다 덥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는 원하는 설정온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반해 HDCS는 사용자가 직접 온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설정온도를 바꾸지 않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25℃로 가동하였기 때문

에 기존 냉방기와 비교했을 때 덥다고 느낀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기존 냉방기에 비해 HDCS의 냉방용량이 2배 이상 작고, 제

습모드 운전 시 재생열로 인해 실내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는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온도 불쾌적 경험

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 수보다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더 많은 반

면 HDCS는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 수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같

은 것으로 조사되어 HDCS의 온열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냉방기 설정온도 (b) 해당 설정 온도에 대한 온열감

(c)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온도 불쾌적 경험

[그림 4.13] 기존 냉방기 가동 시 온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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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냉방기 설정온도 (b) 해당 설정 온도에 대한 온열감

(c)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온도 불쾌적 경험

[그림 4.14] 개선 EHP 가동 시 온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 냉방기 가동 시 온열감 (b)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온도 불쾌적 경험

[그림 4.15] HDCS 가동 시 온열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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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그림 4.17], [그림 4.18]은 각각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가동 시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다. 냉방기 가동 시 교실 위치에 따라 실내 온도 차이가 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기존 냉방기의 경우 25명, 개선 EHP의 경우 11명, HDCS의

경우 1명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의 경우 직접 기류를 맞는 자리와 그렇지 않

은 자리의 온열감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 냉방기의 경우 스탠드형 냉방

기가 교실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냉방기와 가까운 교실 뒤편에서 춥다고

답한 비율이 많았고 냉방기와 먼 교실 앞쪽 자리에서 덥다고 답한 비율

이 많았다. 개선 EHP 또한 천장에서 4way로 기류를 발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실내의 불균일한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HDCS의

경우 천장에 SA 및 RA 디퓨저를 고르게 분산시켜 배치한 결과 대체로

위치에 따른 온열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 여부

(b) 교실 위치별 춥다고 답한 응답자 수 (c) 교실 위치별 덥다고 답한 응답자 수

[그림 4.16] 기존 냉방기 가동 시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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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 여부

(b) 교실 위치별 춥다고 답한 응답자 수 (c) 교실 위치별 덥다고 답한 응답자 수

[그림 4.17] 개선 EHP 가동 시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

(a)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 여부

(b) 교실 위치별 춥다고 답한 응답자 수 (c) 교실 위치별 덥다고 답한 응답자 수

[그림 4.18] HDCS 가동 시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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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그림 4.20], [그림 4.21]은 각각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가동 시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존 냉방기의 경우

제습모드가 존재하지 않고 재실 모사 실험 결과와 같이 잠열을 제거하는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때 습도 불쾌적을

경험한 사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용자들은 실내 습

도를 낮추기 위해 낮은 온도로 장시간 가동하고자 하였으나, 낮은 온도로

인한 추위 또는 가동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전이 불가하여 실내 습

도를 조절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반면 개선 EHP와 HDCS 가동 시 습도

감은 모두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어 습도감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재실 모사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개선 EHP의

경우 HDCS에 비해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동 수업 여부에 따라 설문 그룹을 나누었기 때문에 기존 냉방기

와 개선 EHP 및 HDCS는 비교 가능했으나 개선 EHP와 HDCS를 경험

한 그룹이 없어 이에 따른 습도감 만족도 비교는 한계가 있다.

(a) 냉방기 가동 시 습도감 (b)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습도 불쾌적 경험

(c) 냉방기 가동 시 습도 불쾌적 시간대

[그림 4.19] 기존 냉방기 가동 시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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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냉방기 가동 시 습도감 (b)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습도 불쾌적 경험

(c) 냉방기 가동 시 습도 불쾌적 시간대

[그림 4.20] 개선 EHP 가동 시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 냉방기 가동 시 습도감 (b) 냉방기 가동 시 학생의 습도 불쾌적 경험

(c) 냉방기 가동 시 습도 불쾌적 시간대

[그림 4.21] HDCS 가동 시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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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그림 4.23], [그림 4.24]는 각각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가동 시 토출기류 세기 및 온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존

냉방기 가동 시에는 차갑고 강한 기류가 발생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대부

분인 반면 개선 EHP와 HDCS 가동 시에는 적당하는 답변이 대부분으로

기류에 의한 쾌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냉방기는 스탠드형으로

교실 뒤편에서 강한 기류가 한 방향으로 토출되나, 개선 EHP의 경우

4-way 천장형이며 HDCS의 경우 교실 천장에 RA와 SA를 골고루 배치

하여 기존 냉방기에 비해 기류가 교실 전체에 균일하게 토출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특히 개선 EHP에 비해 HDCS의 토출 기류가 더 약하고

온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출 기류에 의한 쾌적면에서는 HDCS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a) 토출기류 세기 (b) 토출기류 온도

[그림 4.22] 기존 냉방기 가동 시 토출기류

(a) 토출기류 세기 (b) 토출기류 온도

[그림 4.23] 개선 EHP 가동 시 토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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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출기류 세기 (b) 토출기류 온도

[그림 4.24] HDCS 가동 시 토출기류

[그림 4.25]는 기존 냉방기 대비 개선 EHP와 HDCS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존 냉방기 대비 개선 EHP와 HDCS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개선 EHP와 HDCS 설치 시 기존

냉방기에 비해 실내 쾌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온열감 측면에서는 HDCS보다 개선 EHP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류에 의한 쾌적면에서는 HDCS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기존 냉방기의 대안 시스템으로서 HDCS 적용 시 온열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선 EHP와 HDCS의 습도감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기존 냉방기 대비 개선 EHP 만족도 (b) 기존 냉방기 대비 HDCS 만족도

[그림 4.25] 기존 냉방기 대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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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을 통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

스템 적용성 평가

4.3.1 시뮬레이션 개요

재실 모사 실험은 특정 외기 조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냉방

기간을 대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냉방

기간 동안의 HDCS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HDCS와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를 비교하여 HDCS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개요는 <표 4.9>와 같다. 기존 냉방기

와 개선 EHP의 시스템 풍량, 냉방 용량, COP는 재실 모사 실험에 사용

된 냉방기를 참고하였다. 제 3장의 부하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대냉방부

하는 4755.8 W로 산출되어 HDCS의 시스템 용량은 최대냉방부하를 처

리할 수 있는 7.2 kW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냉방 기간인 6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외기 조건은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 분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시뮬레이션 기간 6월 1일 ~ 9월 30일

외기 조건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

시스템 가동 스케줄 오전 8시 ~ 오후 8시

시스템 풍량 2040 CMH 1800 CMH 1400 CMH

시스템 냉방 용량 14.5 kW 11 kW 7.2 kW

시스템 냉각코일 COP 3.2 4.3 2.94

<표 4.8> 시스템별 시뮬레이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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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로터 재생측 및 공조측 입·출구 공기 위치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대상 건물은 제 3장에

서 구축한 시뮬레이션 건축 모델이며, 제습모드와 냉방모드가 교번운전

하는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보다 높을 경우 제습모드로 운전되며,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에 맞

춰지고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을 경우 냉방모드로 운전된다. 제

습모드 운전 시에는 냉각코일과 제습로터가 가동되어 냉방과 제습이 동

시에 이루어지며, 냉방모드 운전 시에는 제습로터가 멈추고 냉각코일만

사용하여 냉방이 이루어진다.

[그림 4.26]은 로터 재생측 및 공조측 입·출구 공기 위치이다. 공조측

은 실내 공기가 냉각 코일을 지나면서 제습 및 냉각되고 제습로터를 거

치면서 추가로 제습된 후 다시 실내로 공조되는 과정을 말한다. 재생측

은 응축기를 지나면서 온도가 높아진 외기가 제습로터를 재생시키고 배

기되는 과정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제습모드 운전 시 제습로터의 로터성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도출하여 재생측 입구 공기의 온습도와 공조측 입구

공기의 온습도에 따라 재생측 출구 공기의 온습도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재생측 출구 공기의 건구온도와 절대습도를 구하는 방법은 식 (4.1)

과 식 (4.2)와 같으며, 회기식을 통해 도출한 로터성능 데이터 계수는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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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1)

    ×  ×  ×   × ×  ×   × (4.2)

여기서,

 : 재생측 출구 공기의 건구온도 [℃]

 : 재생측 출구 공기의 절대습도 [kg/kgDA]

 : 재생측 입구 공기의 건구온도 [℃]

 : 재생측 입구 공기의 절대습도 [kg/kgDA]

 : 공조측 입구 공기의 건구온도 [℃]

 : 공조측 입구 공기의 절대습도 [kg/kgDA]

 : 재생측(공조측) 면속도 [m/s]

구 분 내 용

B1 10.7386418

B2 113.2739202

B3 0.657095516

B4 11192.46187

B5 176.8742936

B6 0.002073463

B7 -20705.66343

B8 0

C1 -0.003761581

C2 0.982029943

C3 0.0000840517

C4 -6.070837532

C5 -0.070309008

C6 0.0000461691

C7 8.853728737

C8 0

<표 4.9> 로터성능 데이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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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온습도 분포 및 쾌적과 시스템 운전 특성

기존 냉방기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는 [그림 4.27]과 같으며, 쾌적

및 불쾌적 분포는 <표 4.10>과 같다. 실내 온습도 분포를 보면 최대 냉

방부하에 비해 충분히 큰 용량의 냉방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내 온도

는 설정 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습도는 최대 62.5%로 나타

나 전체 기간 중 3.6%의 습도 불쾌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RAE Comfort chart는 작용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용온도

분포를 보면 과열 부분의 불쾌적이 72.2%가 나타나 실내 온도가 설정 온

도를 만족하더라도 온도 불쾌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8.6℃ 26.0℃ 62.5%
최소 26.0℃ 26.0℃ 36.0%
평균 27.3℃ 26.0℃ 48.5%

[그림 4.27] 기존 냉방기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시뮬레이션)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72.2% 3.6% 0.1% 76.0%
쾌적 - - - - 24.0%

<표 4.10> 기존 냉방기 쾌적 및 불쾌적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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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8.6℃ 26.0℃ 63.5%

최소 26.0℃ 26.0℃ 38.3%

평균 27.3℃ 26.0℃ 50.5%

[그림 4.28] 개선 EHP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시뮬레이션)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72.2% 8.7% 1.3% 82.2%

쾌적 - - - - 17.8%

<표 4.11> 개선 EHP 쾌적 및 불쾌적 (시뮬레이션)

[그림 4.28]은 개선 EHP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이며, 쾌적 및 불쾌

적 분포는 <표 4.11>과 같다. 개선 EHP의 경우에도 기존 냉방기와 같

이 실내 온도는 설정 온도를 만족하나 8.7%의 습도 불쾌적 및 72.2%의

온도 불쾌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처리되는 기존

의 시스템은 냉방기간 동안 실내 습도 불쾌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해결할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HDCS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는 [그림 4.29]과 같으며, 쾌적 및 불

쾌적 분포는 <표 4.12>와 같다. 실내 온습도 분포를 보면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와 달리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에 잘 도달하여 습도 불쾌

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내 온도 또한 평균 2℃ 정도 높게 나타났으

나 설정 온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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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P에서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처리되어 습도 불쾌적이 발생하는 문제

를 HDCS로 시스템 교체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내 온

도를 유지하면서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와 같이 HDCS에서 29.6%의 온도

불쾌적이 나타났다. [그림 4.30]의 최대 냉방부하일 작용온도, 교실 온도,

MRT 분포를 보면 시스템 가동 시 교실 온도는 설정 온도에 맞춰서 낮

아지는데 반해 MRT는 크게 상승하여 작용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낮시간 동안 일사 유입, 벽체 축열 등으로 인해 MRT

가 상승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내 쾌적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MRT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9.7℃ 27.0℃ 55.1%

최소 25.4℃ 25.6℃ 47.1%

평균 26.8℃ 26.1℃ 51.9%

[그림 4.29] HDCS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시뮬레이션)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29.6% 0% 0% 29.6%

쾌적 - - - - 70.4%

<표 4.12> HDCS 쾌적 및 불쾌적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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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HDCS 가동 시 최대 냉방부하일 작용온도, 교실 온도, MRT 분포

[그림 4.29]는 최대 잠열부하일에 HDCS 운전 시 외기 및 실내 온습

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스템 운전 초기에는 설정 습도를 맞추

기 위해 제습모드로 운전하면서 실내 온도가 30℃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에 도달한 뒤에는 냉방모드로 운전

되어 실내 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습모드와

냉방모드가 교번 운전하더라도 26℃ 이상으로 온도가 크게 상승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최대 잠열부하일 교실 및 외기 온습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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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모드와 냉방모드 운전 시 각각의 node에서 온습도 분포는 [그림

4.30]와 같다. 냉각 코일을 지난 공기는 약 18℃로 낮아지지만 제습로터

에서 제습 시 재생열로 인해 취출공기 온도가 약 30℃까지 높아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내 습도가 높아 제습모드로 시스템이 운전될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제습모드가 오래 지속될 경

우 실내 온도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나 [그림 4.31]에서 월별 운전시

간을 보면 냉방모드에 비해 제습모드로 운전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 제

습로터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짧은 운전 시간으로도 원하는 설정 습도까

지 제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스템 운전 초기의 실내 온

도 상승 문제를 해결한다면 HDCS 전체 운전 시간 동안 실내 온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냉방모드를

우선으로 운전하여 교실 온도를 설정 온도에 맞춘 다음 제습모드로 운전

하는 방식이 쾌적 유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a) 냉방모드

(b) 제습모드

[그림 4.32] 운전모드별 node 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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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운전모드별 월별 운전시간

4.3.3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개선 방안

HDCS의 실내 온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습모드보다 냉방모

드를 우선으로 운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설정 온습도 및 제어방식

은 [그림 4.32]과 같다.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을 경우 냉방모드

로 운전하며, 설정 온도에 도달한 이후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보다 높을

경우 제습모드로 운전하였다.

[그림 4.34] 냉방모드 우선 운전 시 설정온습도에 따른 운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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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해 HDCS의 COP를 효율이 높은 냉방기의

COP만큼 개선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HDCS의 COP인 2.94에서

개선 EHP의 COP인 4.3으로 개선하였다.

[그림 4.33]의 개선 HDCS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를 보면 제습모

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으로 운전 시 작용온도는 평균 26.8℃로 제습모

드 우선 운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내 온도 분포의 경우 평균

25.2℃로 제습모드 우선 운전 시에는 평균 26.1℃인 것에 비해 약 0.9℃

낮게 나타났으며, 실내 온도가 설정 습도에 더 가깝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내 온도 유지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습도의

경우 평균 46.8%로 제습모드 우선 운전 시에 평균 51.9%인 것과 비교하

여 약 5.1% 더 낮게 나타나 습도 유지에도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4.11>의 쾌적 및 불쾌적 분포를 살펴보면 온도 불쾌적이

28.9%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HDCS이 29.6%인 것과 비교하여 쾌

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냉방기 운전만으로는 실내 쾌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내 쾌적 유지를 위해서는 설비뿐만 아니라 패

시브 요소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9.7℃ 27.1℃ 52.0%

최소 25.4℃ 23.8℃ 36.6%

평균 26.8℃ 25.2℃ 46.8%

[그림 4.35] 개선 HDCS 가동 시 교실 온습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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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28.9% 0% 0% 28.9%

쾌적 - - - - 71.1%

<표 4.13> 개선 HDCS 쾌적 및 불쾌적

[그림 4.34]은 제습모드 우선 운전 시 최대 잠열부하 발생 일의 교실

및 외기 온습도 분포이다. 시스템 가동 초기에 냉방모드로 운전하면서

설정 온도를 맞춘 뒤 설정 습도를 맞추기 위해 냉방모드와 제습모드가

교번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냉방모드 우선 운전 시 시스템 가동 초

기에 제습모드로 운전하면서 실내 온도가 30℃까지 상승했던 문제가 해

결되었으며 이후 교번운전 중에도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내 온습도 쾌적 유지를 위해서는 제습모

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하여 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5]는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와 COP를 개선한

HDCS의 에너지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 냉방기간의 에너지소

비량은 개선 EHP가 가장 적었고 기존 HDC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냉각코일의 COP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기존 HDCS의 COP 개선

시 냉각코일의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30.4%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이 높은 COP를 적용한 HDCS의

경우 기존 냉방기 대비 에너지소비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6] 개선 HDCS의 최대 잠열부하일 교실 및 외기 온습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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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시스템별 냉방시스템 운전 시 냉방기간 전체에너지소비량

4.4 기존 학교 교실의 패시브 요소와 하이브리드 데시

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평가

4.4.1 시뮬레이션 개요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 적용 시 온도 불쾌적이 크게 발생했으며,

개선 HDCS 적용 시 시스템 가동 초기의 실내 온도 상승 문제는 개선되

었으나 쾌적 개선은 미미하였다. 실내 쾌적은 작용온도와 관련이 있고

작용온도는 MRT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기뿐만 아니라 패시브 요

소의 적용을 통해 쾌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

교 교실의 실내 쾌적 및 에너지소비량 개선을 위해 기존 냉방기, 개선

EHP, 개선 HDCS에 제 3장에서 도출한 패시브 요소를 적용하여 HDCS

와 패시브 요소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표 4.12>는 시뮬레이션 개요이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는 재실

모사 실험 시 적용한 시스템과 동일하게 시스템 풍량, 냉방 용량, 냉각

코일 COP를 적용하였다. 제 3장에서 패시브 요소 적용 시 도출된 최대

냉방부하는 3724.7 W로 산출되어 개선 HDCS의 시스템 풍량 및 냉방

용량은 최대 냉방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1050 CMH, 5.4 kW로 모델링

하였다. 온습도 쾌적 향상 및 에너지사용량 저감을 위한 HDCS 개선 방

안에서 도출한 결과와 같이 제습모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 운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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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코일 COP는 4.3으로 적용하였다.

패시브 요소는 제 3장에서 도출한 결과와 같이 냉방에너지를 증가시

키는 단열성능 개선 Case는 제외하고 기밀성능 개선, 외부차양 설치, 나

이트퍼지를 적용하였다.

구 분 기존 냉방기 개선 EHP 개선 HDCS

시뮬레이션 기간 6월 1일 ~ 9월 30일

외기 조건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

시스템 가동 스케줄 오전 8시 ~ 오후 8시

시스템 풍량 2040 CMH 1800 CMH 1050 CMH

시스템 냉방 용량 14.5 kW 11 kW 5.4 kW

시스템 냉각코일 COP 3.2 4.3 4.3

<표 4.14>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시스템별 시뮬레이션 개요

4.4.2 온습도 분포 및 쾌적

패시브 요소 및 기존 냉방기 적용 시 온습도 분포 및 쾌적은 [그림

4.36]과 같으며, 쾌적 및 불쾌적 분포는 <표 4.13>과 같다. 패시브 요소

를 적용하지 않은 [그림 4.26] 및 <표 4.9>와 비교했을 때 작용온도가

평균 27.3℃에서 26.3℃로 약 1℃ 감소하였으며, 온도 불쾌적도 72.2%에

서 3.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시스템 교체없이 기존 냉방기에 패시브

요소 적용만으로도 실내 온도 쾌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패시브 요소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습도 불쾌적이 3.6%에 불

과한 것에 반해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습도 불쾌적이 45.8%로 크게 상승

하였으며, 상대습도도 평균 48.5%에서 55.1%로 증가하였다.

패시브 요소 및 개선 EHP 적용 시 온습도 분포 및 쾌적은 [그림

4.37]과 같으며, 쾌적 및 불쾌적 분포는 <표 4.14>와 같다. 패시브 요소

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작용온도가 평균 27.3℃에서 26.

3℃로 약 1℃ 감소하였으며, 온도 불쾌적 또한 72.2%에서 3.0%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대습도의 경우 평균 50.5%에서 57.1%로 증가하였

으며 습도 불쾌적 또한 8.7%에서 45.8%로 증가하였다. 패시브 요소 및 개

선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 시 온습도 분포 및 쾌적은 [그림

4.36]과 같으며, 쾌적 및 불쾌적 분포는 <표 4.13>과 같다. 실내 온도는 평균 25.

1℃, 상대습도는 평균 48.5%로 나타나 패시브 요소 적용 전 실내 온도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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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및 상대습도 평균인 46.8%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작

용온도의 경우 패시브 요소 적용 전에는 평균 26.8℃인 것에 반해 패시브 요소

적용 후에는 25.7℃로 약 1.1℃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간에서 온습도 쾌적을 만족

하였다.

기존 냉방기, 개선 EHP, 개선 HDCS에서 패시브 요소 적용 전에 비

해 패시브 요소 적용 후 실내 온도 쾌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외부

차양 설치로 인한 MRT 감소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쾌적 향

상을 위해서는 외부차양 설치 등의 MRT 저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 적용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7.0℃ 26.0℃ 66.8%

최소 25.2℃ 26.0℃ 45.3%

평균 26.3℃ 26.0℃ 55.1%

[그림 4.38] 패시브 요소 및 기존 냉방기 적용 시 교실 온습도 분포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3.0% 45.8% 0% 48.9%

쾌적 - - - - 51.1%

<표 4.15> 패시브 요소 및 기존 냉방기 적용 시 쾌적 및 불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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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7.0℃ 26.0℃ 67.7%
최소 25.2℃ 26.0℃ 47.4%
평균 26.3℃ 26.0℃ 57.1%

[그림 4.39] 패시브 요소 및 개선 EHP 적용 시 교실 온습도 분포

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0.7% 63.0% 0% 63.7%
쾌적 - - - - 36.3%

<표 4.16> 패시브 요소 및 개선 EHP 적용 시 쾌적 및 불쾌적

(a) 온도 및 습도 (b) 작용온도 및 습도

구분 작용온도 온도 상대습도

최대 26.8℃ 25.8℃ 58.0%

최소 24.1℃ 24.3℃ 42.7%

평균 25.7℃ 25.1℃ 48.5%

[그림 4.40] 패시브 요소 및 개선 HDCS 적용 시 교실 온습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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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습도 온습도

합계
과냉 과열

불쾌적 0% 0% 0% 0% 0%

쾌적 - - - - 100%

<표 4.17> 패시브 요소 및 개선 HDCS 적용 시 쾌적 및 불쾌적

[그림 3.15]에서 최대냉방부하 일시에서 기준안의 잠열부하는 16.5

W/m2이며, 전체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잠열부하는 16.6 W/m2로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나. 그러나 현열부하는 기준안의 경우 54 W/m2,

패시브 요소 적용 시 25.9 W/m2으로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현열과 잠열

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의 경우 현열부하가 감소

하면서 잠열부하 처리량도 감소하여 패시브 요소 적용 전에 비해 패시브

요소 적용 후 실내 습도가 상승하였고 습도 불쾌적이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개선 HDCS의 경우 현열부하와 관계없이 설정 습도에 따

라 잠열부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뿐 아니라 실내 습도에서

도 쾌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시브 요소는 현열부

하 저감에는 효과적이나 잠열부하 저감은 미미하여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습도 조절에 유리한 시스템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실내 쾌적 유지에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4.3 에너지소비량

[그림 4.39]는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시스템별 냉방에너지 소비량 그래

프이다.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냉방기, 개선 EHP, 개선 HDCS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각각 950.7 kWh, 720.0 kWh, 622.6 kWh이다. 패시브 요

소 적용 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이트퍼지 적용으로 인해 팬 소비량은 증

가하였으나 현열부하 감소로 인해 냉각코일 소비량이 감소하여 전체 에

너지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HDCS의 경우 냉방 및 제습에 더하여 제습 로터를 전열교환기로 사

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설비이기 때문에 나이트퍼지 적용을 위한 비용이

나 설비가 추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HDCS 적용 시 나이트퍼지 적용을

통한 에너지소비량 저감 효과가 기존 설비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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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나이트퍼지 적용 시 시스템 초기 에너지소비량은 저감되나

팬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한 나이터퍼지 최적 운전 시간을 구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1]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시스템별 냉방기간 전체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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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패시브 요소와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 적용성

기존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한 재실 모사 실험 결과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 운전 시 온도 조절에는 유리하나 습도 조절에 불리하여 습도

불쾌적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냉방기를 효율이 높은 냉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더라도 습도 불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할

대안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HDCS 운전 시 습도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시스템 운전 시간에서 실내 쾌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DCS 운전 시 실내 온도가 최대 2

7℃까지 상승하였고 과열로 인한 온도 불쾌적이 나타나 제습 시 재생열

에 의한 온도 상승 문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는 설정온도에 따라 on, off 되면서 현열과

잠열이 설계된 비율대로 동시에 처리되어 시스템이 on 되었을 때는 잠

열이 일부 제거되지만 off의 경우에는 발생 잠열 처리량이 적어 실내 잠

열 제어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HDCS는 제습모드와 냉방모드

가 반복되는 구간에서 지속적인 현열 및 잠열 발생에도 실내 온습도 편

차가 작게 나타나 기존 냉방기에 비해 실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설정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 온도 쾌적 유지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

다.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냉방기 사용에

따른 온열감 및 습도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름철 교실

실내환경의 불쾌적 요소에 대해 습도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기록하였으

며, 높은 온도가 다음으로 많은 응답수를 기록하여 교실 내 온습도 불쾌

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HDCS의 RA 및 SA 디퓨져가 고르게 분포하여 위치

에 따른 온열감 차이가 개선되었으며, 습도감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용자

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에 비해 HDCS의

토출기류 온도와 세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HDCS 적용 시 기류에

의한 쾌적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HDCS 운전 시 덥다고 답

한 응답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온도 불쾌적 문제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HDCS 운전 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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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다 취출 온도를 더 낮춰서 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nergyPlu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냉방기간에 대한

HDCS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는 설정 습도

에는 잘 도달하나 습도 불쾌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DCS의 경우 설정 온도 및 습도에 잘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용량의 HDCS 적용 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실내 온습도

유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

에서 모두 실내 불쾌적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용

온도가 높게 나타나 과열 부분의 온도 불쾌적이 발생하였다. 이는 낮시

간 동안 일사 유입, 벽체 축열 등으로 인해 MRT가 상승한 것이 반영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실내 쾌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RT를 낮추

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HDCS 운전 초기에는 설정 습도를 맞추기 위해 제습모드로 운전하면

서 실내 온도가 30℃까지 상승하며, 이후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에 도달

한 뒤에는 제습모드와 냉방모드가 교번 운전하더라도 실내 온습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제습모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으로 운전 시 시스템

가동 초기의 온도 상승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후 교번 운전 중에도 실

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 유지를 위해서

는 제습모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하여 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냉방 시스템 운전 시 전체 냉방기간에 대해서 에너지소비량은 HDCS,

기존 냉방기, 개선 EHP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냉각

코일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전체 에

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해서는 냉각 코일 에너지소비량을 저감시키는 방안

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현재 개발된 HDCS는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낮은 COP의 냉각 코일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HDCS의 냉각 코일을 최근에 개발되어 효율이

높은 개선 EHP의 냉각 코일 COP만큼 향상시킬 경우 개선 EHP의 에너

지소비량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 COP를 개선한

HDCS를 적용할 경우 기존 냉방기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을 저감할 수 있

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효율이 높은 EHP와 비교해서

도 에너지소비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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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요소에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를 적용한 결과 온도

불쾌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에서 습도

불쾌적이 크게 발생하였다. 패시브 요소 적용 시 전체 현열 부하가 감소

하면서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의 운전 시간이 줄어들었고 시스템 on,

off에 따라 잠열을 처리하는 시스템 특성 상 필요한 잠열량만큼 제습하

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HDCS 적용 시 전체 기간에서 온습

도 쾌적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HDCS을 통해 패시브 요소 적용으로

인한 온습도 불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패시

브 적용 시 시스템별 전체 냉방기간 에너지소비량도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에 비해 HDCS가 적게 나타나 실내 쾌적과 에너지소비량 향상을 위

한 대안 시스템으로 HDCS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개발된 HDCS는 냉방 및 제습 시스템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향

후 난방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와 제습 로

터를 결합한 시스템의 경우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습 로터를

재생하는 열원으로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저

감이 가능하므로 신재생 에너지와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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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학교 교실의 에너지사용량 저감 방안 마련 및 여름철

교실 내 쾌적한 온습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패시

브 요소와 기존 냉방기의 대안 시스템으로서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표준설계도가 적용된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기존 학교 건물을 대상

으로 기초환경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침기율 및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학

교 교실에 적용가능한 패시브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냉방부하 및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을 통해 패시브 요소별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학

교 교실의 온습도 쾌적 향상을 위한 대안 시스템으로서 하이브리드 데시

컨트 냉방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재실 모사 실험을 통해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온습도 쾌적과 시스템 운전 특성 및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였으며, 세 가지 냉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 및 교사

를 대상으로 냉방기 사용 시 온열감 및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냉방기간 동안의 HDCS의 온습도

쾌적 및 에너지소비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온습도 쾌적 향상 및 에

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한 HDCS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학교 교

실에 패시브 요소와 개선된 HDCS를 적용하여 온습도 쾌적 및 에너지소

비량을 분석을 통해 패시브 요소와 HDCS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설계도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학교 건물은 건물 노후화 및

부하 저감에 대한 요구로 개구부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외기

에 면하는 벽체를 우선으로 하여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는 교체 대

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 침기율 측정 결과 외기측창만 리모델

링한 경우에 비하여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까지 개선한 경

우 전체 침기율이 2배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을 개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학교 교실에 사용하는 미

닫이 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할 경우 출입문을 통한 침기율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복도 공간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 비공조공간이며, 1

층의 현관문이나 계단실 창문 등 개폐가 통제되지 않은 요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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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실보다 외기 온습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공간이다. 그러나

교실과 복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실을

냉방하더라도 실내 온습도 쾌적에 불리하고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교실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창면적비가 크기 때

문에 낮동안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가 많고 콘크리트 벽체를 통한

축열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수업시간 이후 교실의 창문과 출입문

은 모두 닫혀있어 실내에 축열된 열이 야간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

해 시스템 가동 시작 시기에 냉방에너지 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학교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실 리

모델링 시 외기측창과 더불어 복도측창과 출입문의 기밀성능을 보

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외기에 면한 벽체 외에도 교실과 복

도 사이 벽체의 단열성능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의 낮

은 온도의 외기를 이용한 나이트퍼지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2)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시기에 설계 및 준공된 학교 건물의 도면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냉방 시스

템은 기존 학교 교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식 히트펌프

를 적용하였다. 기초환경 조사를 통해 도출한 패시브 요소에는 단

열성능 개선, 기밀성능 개선, 외부 차양 설치 및 나이트퍼지 적용이

있다. 기준안 대비 각각의 패시브 요소별 냉방부하 저감률은 5.5%,

5.6%, 37.9%, 2.2%이며, 에너지소비량 저감률은 –5.5%, 1.5%,

24.0%, 3.5%로 나타났다. 외부차양 설치 시 에너지소비량 저감률이

가장 컸으며, 단열성능 개선 시에는 오히려 기준안 대비 에너지소

비량이 증가하였다. 냉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단열성능 개선 Case

를 제외하고 기밀성능 개선, 외부차양 설치, 나이트퍼지를 적용한

결과 최대 냉방부하는 기준안 대비 39.6% 저감되었으며, 냉방기간

에너지소비량은 25.7%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기존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재실 모사 실험을 통해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냉방 운전 시 실내 온습도과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였다. 기존 냉방기 운전 시 온도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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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습도 조절에 불리하여 습도 불쾌적이 발생하였다. 개선 EHP

운전 시 기존 냉방기와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판

단되며, 실내 상대습도가 기존 냉방기 대비 평균 약 10% 이상 감

소하여 온습도 쾌적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습도 불쾌적이

높게 나타나 기존 냉방기를 효율이 높은 냉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더

라도 습도 불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할 대

안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HDCS 운전 시 습도 조절

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시스템 운전 시간에서 실내

쾌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내 온도가 최대 27.0℃

까지 상승하였고 과열로 인한 온도 불쾌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나 온도 불쾌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

는 설정온도에 따라 on, off되면서 현열과 잠열이 설계된 비율대로

동시에 처리되어 시스템이 on되었을 때는 잠열이 일부 제거되지만

off의 경우에는 발생 잠열 처리량이 적어 실내 잠열 제어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HDCS는 제습모드와 냉방모드가 반복되는 구간

에서 지속적인 현열 및 잠열 발생에도 실내 온습도 편차가 작게 나

타나 기존 냉방기에 비해 실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습 시 온도 상승 문제, 현열 처리 시간

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인해 온도 쾌적을 유지하는데는 불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냉방기 대비 개선

EHP는 59.7%, HDCS는 13.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 HDCS 적용 시 에너지소비량 저감이

가능하고 실내 쾌적이 향상되었으나 온도 불쾌적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4) 기존 냉방기, 개선 EHP, HDCS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냉방기 사용

에 따른 온열감 및 습도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여

름철 교실 실내환경의 불쾌적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높은 습

도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기록하였으며, 높은 온도가 다음으로 많

은 응답수를 기록하여 교실 내 온습도 불쾌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 가동 시 온열감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 가동 시에는 쾌적하다고 답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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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 수가 대부분인 반면 HDCS 운전 시에는 덥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습도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

선 EHP와 HDCS 가동 시 습도감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만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냉방기 및 개선 EHP에 비해

HDCS에서 위치에 따른 온열감 차이와 습도감은 개선되었으나 온

도 불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방기 가

동 시 교실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

존 냉방기와 개선 EHP의 경우 직접 기류를 맞는 자리와 그렇지 않

은 자리의 온열감 차이가 나타났으며, HDCS의 경우 천장에 SA 및

RA 디퓨저를 고르게 분산시켜 배치한 결과 대체로 위치에 따른 온

열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냉방기와 개선 EHP에 비해

HDCS의 토출기류 온도와 세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HDCS 적

용 시 기류에 의한 쾌적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냉방기

대비 개선 EHP와 HDCS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어 학교 교실에 HDCS 적용 시 사

용자의 온습도 쾌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EnergyPlu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냉방기간에 대한

HDCS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HDCS 가동 시 설정 온도와 설정

습도에 잘 도달하였으나 29.6%가 쾌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낮시간 동안 일사 유입, 벽체 축열 등으로 인해 MRT가

상승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실내 쾌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RT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운전 초기에는 설정 습도를 맞추기 위해 제습모드로 운전하면서 실

내 온도가 30℃까지 상승하며, 이후 실내 습도가 설정 습도에 도달

한 뒤에는 제습모드와 냉방모드가 교번 운전하더라도 실내 온습도

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제습모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으로 운전

시 시스템 가동 초기의 온도 상승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후 교번

운전 중에도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내 온습도

쾌적 유지를 위해서는 제습모드보다 냉방모드를 우선하여 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HDCS의 COP 개선 시 냉각코일의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30.4% 저감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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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HDCS의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COP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패시브 요소에 HDCS를 적용한 결과 전체 기간에서 온습도 쾌적을

만족하였으며, 에너지소비량은 기존 HDCS 대비 50.3% 감소하였다.

패시브 요소 적용으로 적은 용량으로도 실내 쾌적 유지가 가능하였

으며 시스템 가동 초기의 에너지소비량이 저감되어 과도하게 설계

된 설비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DCS의 경우 냉

각코일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에 HDCS의 다른 요소보다 냉각코일의 COP를 개선시키는 것이

에너지소비량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패시브 요소 중

외부차양 설치 시 MRT를 낮춰 실내 쾌적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HDCS에 적용 시 가장 효과적인 패시브 요소는 외부차양

설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HDCS의 경우 냉방 및 제습에 더하여 제

습 로터를 전열교환기로 사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설비이기 때문에

나이트퍼지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설비가 추가되지 않는

다. 따라서 HDCS 적용 시 실내 쾌적 향상뿐만 아니라 나이트퍼지

적용을 통한 에너지소비량 저감 효과가 기존 설비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이트퍼지 적용 시 시스템 초기 에너지

소비량은 저감되나 팬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소비량

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한 나이트퍼지 최적

운전 시간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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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comfort environment in a school

building because students spend a lot of time in the school building,

and indoor comfort i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learning ability.

However, although a heating and cooling system is installed in most

classrooms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 of a comfort environment

is steadily raised due to limited school operation budget, deterioration

of building performance, and aging of existing facilities. In addition,

the social demand for energy use reduction is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energy use while

maintaining a pleasant indoor environment in school classroom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applicability of passive elements to

reduce cooling energy in existing school classrooms, and evalu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as an

alternative system to the existing heat pump cooling and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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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or this, the passive elements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chool classroom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the

cooling load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passive elements

were analyzed. After that, a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as

applied to the school classroom to analyze the system operation

characteristics and indoor comfort.

The school building was designed and completed at the time of the

standard drawing, and the opening was replaced due to the demand

for building deterioration and load reduction, but the wall between the

classroom and the corridor was excluded from replacement due to the

priority of the wall facing the outside ai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school building, when remodeling the

classroom, measures are required to supplement the airtightness of

the corridor side windows and entrances as well as the outside air

side window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night purge using low temperature outside air at night.

Passive elements derived through the basic environment

investigation include improvement of insul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airtightness, installation of exterior shades, and

application of night purge. Compared to the standard, the cooling load

reduction rates for each passive element were 5.5%, 5.6%, 37.9%, and

2.2%, and the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rates were -5.5%, 1.5%,

24.0%, and 3.5%. When the external shade was installed, the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rate was the greatest, and when the insula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the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compared to the standard. As a result of applying airtight

performance improvement, exterior shade installation, and night purge,

except for the case of improving insulation performance that increases

cooling energy, the maximum cooling load was reduced by 39.6%

compared to the standard, and energy consumption during the cooling

period was analyzed to be reduced by 25.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ccupancy simul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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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in existing school classrooms, it is advantageous to control

humidity when operating a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and

maintains indoor comfort during most of the system operation hours,

but it takes a long time for temperature rise and sensible heat

treatment during dehumidification. It was found to be unfavorable for

maintaining temperature comfort.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is 6.0 kWH, which is a 13.7%

reduc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air conditioner.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tudents and teachers,

compared to the existing air conditioner and improved EHP, the

difference in heat and humidity depending on the location in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were improved, but there is a

concern that there may be an unpleasant temperature problem. In

additi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compared to the existing air

conditioner is evaluated as'normal' or higher, and it is judged that

the application of hybrid desiccant to school classrooms can improve

the user's temperature and humidity comfort.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through simulation, the set temperature and set

humidity were well reached when the air conditioner was operated,

but 29.6% of the total was out of comfort due to the increase in

MRT.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lowering the

MRT to maintain indoor comfort. need. When the cooling mode is

prioritized over the dehumidification mode, the problem of temperature

rise at the beginning of the system operation has been solved, and it

will be advantageous to operate the cooling mode with priority to

maintain comfortable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by maintaining

a constant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even during alternating

operation. do.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high-efficiency COP

should be appli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When the passive element is applied to the existing school

classroom, the maximum cooling load can be reduced, redu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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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apacity by about 25%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mproved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to

the passive element,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comfort were

satisfi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and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during the cooling period decreased by 50.3%.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cooling load can be reduced when the

airtightness performance of the school classroom is improved, the

exterior shade is installed, and the night purge is applied, and the

capacity of the overdesigned system can be reduce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maintain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with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but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passive elements to reduce MRT such as installation of external

shades is required to improve comfort. It is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cooling energy and improve temperature and

humidity comfort.

Keywords : School classroom, Passive element, Hybrid desiccant

cooling system, Cooling energy, Indoor comfort

Student Number : 2019-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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