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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냉방설비의 용량 선정 방법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pacity Selection Method of Small scale Building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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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validity of dynamic simulation for domestic A/C capacity selection with the aim of developing
evaluation tools for A/C capacity selection and rational energy management. Through dynamic simulation, the cooling energy
consumption and operation status of the facility were identified, and the method of selecting facility capacity of KS C 9306
and ASHRAE 9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C capacity was selected according to KS C 9306 and simulated
using Energyplus and DesignBuilder. Dynamic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f A/C capacity i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calibration thermal load considerations,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analyses show that cooling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by 5.5 to 12.1%, respectively, and cooling load is not handled due to lack of system capac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determining the adequacy of A/C capacity were analyzed equally in the KS C 9306 and ASHRAE 90.1 UMLH
criteria. The usefulness of dynamic simulation has been identified, and the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requires a
review of the type and size of the building required for dynamic simulation, system diversity and profile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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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축물의 냉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에어컨디셔너는 소규모 건축물을 비롯하여 중규모 건축물까지 폭 넓게 적용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A/C 용량의 선정은 KS C 9306:2017-에어컨디셔너 (이하 KS C 9306)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하 조건과 설치 환경, 건물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직관을 바
탕으로 간단한 수계산(simplified calculation method)에 의존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 단계의 부하 상태는 외
란의 변화, 사용자 행태와 건물의 운영 특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냉방설비의 용량이 선정되어야
한다.(1) 또한, 실내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부하, 에너지 소비의 현황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쾌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예측이 요구되며, 설비의
용량과 효율은 예측의 주요 인자이다. 즉,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하
조건을 고려한 A/C 용량의 선정과 검토 수단이 필요하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기에 유효한 검
토 방법으로, 소요시간 및 비용의 한계를 보완하는 평가 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에어컨디셔너(이하 A/C)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하나
의 방안으로, 동적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KS C 9306 및 ASHRAE 90.1 기준에 따른
설비 용량 선정 방법을 비교 분석한다. 주거 및 비주거 용도의 단일 존을 대상으로 KS C 9306에 따라 A/C의
용량을 차등 선정하고 동적 시뮬레이션(EnergyPlus 및 DesignBuilder)을 수행하여 A/C 용량에 따른 시스템 운
전상태와 ASHRAE 90.1의 Unmet load hours(이하 UMLH)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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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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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방설비 용량 선정 방법
KS C 9306은 A/C 용량 선정에 관한 국내 표준으로 A/C의 용량 선정은 단위 바닥면적당 냉방 부하인 기준
열부하( )와 보정 열부하(∆ )의 합으로 산출되며, 식(1)과 같다. 보정 열부하는 건물의 방위, 실내 발열, 외기도
입량 등의 부하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A/C의 용량 선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      ×    

(1)

ASHRAE 90.1은 건물 에너지에 관한 표준으로 평가 요소마다 최소 성능에 따라 설계하는 규범적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규범적 방법에서는 ASHRAE /ACCA Standard 183 에 따라
산정된 최대 부하를 바탕으로 설비 시스템의 용량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능적 방법에서는 연간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물의 부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간인 UMLH가 300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건물 인증제도인 LEED의 건물에너지 최소 성능 평가에서는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설비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UMLH의 제출이 요구된다.

「

」

3. 시뮬레이션 분석
3.1 시뮬레이션 개요
분석 모델은 주거 및 비주거 용도로 구분하여 단일 존으로 구성하였다. 방위별 외피의 열손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외피의 구성은 KS C 9306의 작성 조건과 같이 열관류율 0.70 W/(m2 K)의 외벽과 열관류율 3.68
W/(m2 K), 차폐계수 0.65인 창호를 적용하였고 창면적비는 남향 기준으로 70%를 반영하였다.(3) 냉방 설정온도는
ASHRAE 90.1 스케줄을 기준으로 26 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부하 조건은 KS C 9306을 참고하였다(Table 1).
A/C의 냉방 성적계수는 모든 분석안에서 3.81(4)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송풍량은 해당 용량에 대한 제조사
의 제품 표기 값을 사용하였다. 코일 및 팬의 성능 곡선은 Energyplus에서 제공하는 AHRI(American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정규화 특성치와 기본 값을 적용하였다.
분석 Case는 A/C 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Case 1은 KS C 9306의 기준 열부하( )만을 반영하여 부족한 용량으로
하였으며, Case 2는 KS C 9306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보정 열부하를 고려하여 총 열부하(  )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선정하였다.

․

․

℃

Table 1 Simulation input conditions
Building Type
Floor Area [m2]
Zone Volume [m3]
2

Residential
(Multi-residential)

Non-Residential
(Office)

42.3

81.8

101.52

196.32

(3)

Occupancy Density [P/m ]

0.13
2

Lighting Power Density [W/m ]

10

25

16.96

32.69

1.0

1.0

0.4

0.4

Case 1

5,200 W

9,000 W

Case 2

6,500 W

16,000 W

2

Equipment Power Density [W/m ]
Air Infiltration [ACH50]
2

Fresh Air [CFM/m ]
A/C Capacity
(KS C 9306)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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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 비교 분석
냉방에너지 소비가 최대가 되는 8월 10일(14:00)의 부분부하율은 주거 분석안에서 Case 1, Case 2 각각 97.5%,
83.1%이며 비주거 분석안은 100%, 93.9%로 나타났다. 최대 부하율만으로 설비 용량의 적정 여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비주거 Case 1의 경우에는 피크 이외의 시간에서도 부하율이 100%로 나타나 A/C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Fig. 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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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ial
CASE 1

Residential
CASE 2

100%

100%

80%

80%

Part Load Ratio

Part Load Ratio

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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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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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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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ir-conditioner compressor part load ratio in August; (a) Residentail Case (b) Non-Residential Case

시스템 최대 부하는 Case 1 대비 Case 2에서 주거 분석안 1.1%, 비주거 분석안 27.9% 증가하였다. 비주거
분석안에서 시스템 부하가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비주거 Case 1의 A/C 용량 부족에 의한 것으로
냉방 부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주거 분석안은 Case 1에서 시스템 부하가 최대일
때 부분부하율이 97.5%이며, A/C 용량이 증가할 때(Case 1 Case 2) 시스템 최대 부하의 변화가 1.1%로 미미하여
A/C 용량의 적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A/C 흡입 및 토출 온도를 확인하여 판단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에 기반하여 평가되는 UMLH를 분석하여 A/C 용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15

Residential Case 2

NonResidential Case 2

Residential Case 1

NonResidential Case 1

Cooling coil Cooling Rate [kW]

Cooling coil Cooling Rate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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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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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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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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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cooling-coil cooling rate with electricity energy in August; (a) Residentail Case (b) Non-Residenti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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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H 기준으로 A/C 용량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Case 1에서 UMLH는 주거 330.08 hrs, 비주거 545.58 hrs로
300시간을 초과하여 A/C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e 2는 주거 217.92 hrs, 비주거 115.92 hrs로 A/C
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A/C 용량의 적정 여부 판단 결과는 동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UMLH
기준에서 KS C 9306과 동일하게 분석되어 국내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A/C 용량 적정성 검토에 대한 동적 시뮬레
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간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낮은 A/C 용량으로 분석된 Case 1에서 주거 및
비주거 분석안 각각 5.5%, 12.1% 낮게 나타났으며, 시스템 운전상태를 참고하면 설비 용량의 부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저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Fig. 1, Fig. 2). 설비 용량의 부족은 실내환경 관리 부실과 에너지 소비량
저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용량의 판정을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oling energy consumption and unmet cooling load hours simulation results
Building Type

4. 결

Residential
(Multi-residential)

Non-Residential
(Office)

Simulation Case

Case 1

Case 2

Case 1

Case 2

Annual Cooling Energy [kWh/m2]

38.81

40.94

40.34

45.21

Unmet Cooling Load hours [hrs]

330.08

217.92

545.58

115.92

론

본 연구는 실내 환경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비의 적정 용량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국내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A/C 용량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동적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KS C 9306을 기준으로 보정 열부하를 고려하지 않아 A/C 용량이 부족하게 선
정된 Case 1에서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주거 및 비주거 분석안 각각 5.5%, 12.1% 낮게 나타났다. 시스템 운전
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A/C 용량 부족을 원인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량의 저평가와 부하 대응 한계
를 확인하였으며, 단위 면적당 냉방 부하에 따른 KS C 9306 기준과 실내 온도에 기반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으
로 평가되는 ASHRAE 90.1 UMLH 분석에서 A/C 용량의 적정 여부 판정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국내 기
준에 따라 선정되는 A/C 용량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평가 방법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시스템 다양성에 대한 검토와 KS C 9306의 정적인 부하 조건과
다르게 동적 시뮬레이션에서 요구되는 프로파일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 시뮬레이션의 확률적 변수 결정과 소요 시간 및 비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응답성을 갖는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건물에너지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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