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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ecision support tool was developed to provide the simplified analysis software of energy performance and
construction cost for mechanical building service engineers as the decision support material in the early design phases. The
main functions were as follows: (1) calculation of peak cooling and heating loads that were applied the physical value of
architectural elements based on local building energy codes, (2) configuration of complex HVAC systems that satisfy the
legal standards of the site and economic advantage, (3) calculation of building annual energy consumption, (4) calculation
of the mechanical construction cost applied the design conditions of (2) above, and (5) analysis on energy-saving effect
by the retrofit decision.
Key words Mechanical Building Services(건축기계설비), Retrofit(리트로핏), Energy-Saving Effectiveness(에너지
절감효과), Construction Cost(공사비), Decision Support Tool(의사결정지원툴)
†Corresponding author, E-mail: taeyun.aum@himec.co.kr

1. 서론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축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에서, 지난 2018년에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고, 이 시행(2020. 4)도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이다. 기계설비
산업계는 기계설비법의 시행 효과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일반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시장이 개척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동종 업계의 구체적 전략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실제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감수해야 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대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도 기계설비 엔지니어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필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기계설비법의 시행이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
대리인에게 긍정적 인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기계설비 엔지니어의
대응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기계설비 엔지니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장과 리모델링 사업 기획 현장에서 간편하게 정량적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툴 개발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수준과 그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자료를 단시간의 수고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툴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의사결정 지원 툴의 구조 및 기능
의사결정 지원 툴은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과 같이, 입력정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기본정보 입력사항과 기계설비 엔지니어가 추가 보정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주요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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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ser interface design : input(left) and output(right)

Fig. 2 Flow chart of the decision suppor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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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 studies for the calculation verification

Fig. 3 The comparison results of annual energy consumption and mechanical construction cost

흐름은 Figure 2과 같다. 즉, 에너지절감율 또는 기계설비 공사비 목표 수준에 적합한 신재생 기반 열원 및 공조시
스템을 자동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절감 수준 및 공사비 규모를 단시간 연산처리하여, 그 결과보고서
를 간결하게 제공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 성능 기
준을 확인할 수 있고,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도 그 개선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정량적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Figure. 1).
핵심기능을 요약하면, 초급 엔지니어의 사용도 고려한 입력조건 단순화 기능,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열
원 및 공조시스템 조합 도출기능, 건물에너지요구량 산출기능, 건물에너지 Baseline 설정기능, 설비공사비의
분석기능, 건물에너지소비량 및 비용 산출기능, 리모델링에 대한 에너지절감량 및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연산 기능 등이
있다.

3. 의사결정 지원 툴의 연산결과 비교 검토

ⓒ SAREK

7

대한설비공학회 2019 동계학술발표대회

3.1 분석 대상건물 선정
지원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연면적 2,500-30,000㎡ 범위에서 5개 대상건물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설계사에서 직접 설계에 참여한 프
로젝트로, 설계도서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업무시설에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기계설비 장치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Table 1은 분석 대상의 CASE 별 건물형상 및 설비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3.2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공사비(예가) 산출 기능 검토
본 지원 툴의 에너지소비량 산출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Design Builder와 Energy Plus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ECO2의 계산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설계요소의 상세한 입력조건은 모두 동일
하게 적용되었다. Figure 3은 난방, 냉방, 조명, 환기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합산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의사결정
지원 툴(RABSE)의 에너지소비량 계산 결과는 Energy Plus 시뮬레이션과 -17%∼21% 수준의 오차가 확인되었다.
ECO2 계산결과와는 -12%∼8% 수준의 오차가 확인되었다.
기계설비 공사비 예가 산출기능은 대상건물의 기계설비 설계도서의 내역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계설비 공
사비 예가 산출기능은, -13%∼25% 수준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엔지니어의 대응방안의 하나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수준과
그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를 현장에서 단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툴(α버전)의 개발
기능 소개를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의 기술 개발 결과를 요약하면, 설비엔지니어 지원 툴의 에너지소비량 산출기능과 기계설비 공사비 예가 산
출기능의 신뢰수준이 20% 전후로 정확도가 높지는 않으나, 설계 및 리모델링 기획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입력사항
만으로, 1분 이내의 단시간 분석이 가능한 점, 건설시장에서 설계단계의 공사비 예가와 실제 실행 공사비의 오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필자
는 이 의사결정 지원 툴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기계설비 엔지니어의 현장 대응 노력 경감에 기여하고, 건물주
및 건물관리대리인의 의사결정에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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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high-density data centers increase, interest and demand in related industries for developing design technologies
for energy-saving cooling systems has increased. In this situation, providing a data center air conditioning design support
program to improve cooling energy performance can be a practical hel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be used to plan the data center cooling system during the design phase and to quantitatively assess cooling energy
in the plan. The developed program allows energy to be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cooling
system dependent on partial load operation and changes in weather data throughout the year.
Key words Data Center(데이터센터), Cooling System(냉방 시스템), Design Support Tool(시스템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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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사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천문학적인 양으로 생성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처리, 저장, 전송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ITE(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이며, ITE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데이터
센터는 적절한 온·습도 조건이 유지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고밀도 랙의 증가로 에너지 효율성이 데이터센터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ITE로부터의 발열을 제거하여 온습도 환경을 적정 범위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냉방 시스템은 ITE를
제외하고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냉방 시스템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관련 산업 분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의 개발, 에너지 손실 최소화, 외기 활용 최대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조건에
최적화된 장비선정과 예측되는 운영조건에서의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설계단계에
서 데이터센터 냉방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획안의 냉방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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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발방향
ITE 장비는 데이터센터 완공 초기 한꺼번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추가되는 경우
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냉방시스템은 계획된 최대부하를 담당할 수 있으면서도 초기의 부
분 부하 운영 상태에서 효율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365일 24시간 냉방 부하가 발생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겨울철 및 중간기에 외기를
적극적으로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 적용 시 에너지 성능을 평가
할 수 있고, 연중 변화하는 외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다른 건물과 차별화되는 데이터센터 부하특성 및 운영특성을 반영하여 냉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획안의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툴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3.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장비를 사이징 하는 계획부와 계획안의 에너지 성능을 검토하는 검토부로
구성하였다

3.1 냉방 시스템 계획부
냉방 시스템 계획부는 Fig 1과 같이 ①최대 냉방부하 계산 ②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공조조닝 및 열원 시스
템 구성(1) ③시스템 주요 장비의 용량 ④이송 시스템의 풍량/유량 ⑤정압/양정 ⑥장비의 동력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장비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설계성능지표(Design MLC)(2)계산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1
차 성능을 평가한다.

Fig. 1 Calculation Flow Chart of the Cooling System Design Part: Example of Chilled Water System with
Water-cooled C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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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냉방 시스템 에너지 성능 검토부
ITE의 발열부하는 부분부하 운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열 프로파일을 스케줄로 입력하고, 부하 변동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변화를 반영하여 에너지가 계산이 되도록 하였다. 건구온도, 습구온도, 절대습도, 엔탈피 등 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상데이터를 불러와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 적용 효과와 외기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의 성능을 반영하여 연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장비별 에너지 사용량은 부분부하 운전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함수(Fan/Pump Ratio,
EIRFPLR, TWR FAN FPLR), 외기조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함수(CAPFT, EIRFT, FWB), 그리고 시스템
계획부에서 출력한 장비별 동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다.(3),(4) 이밖에, 외기상태에 따라 외기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Free Cooling, Free Cooling+Mechanical Cooling, Mechanical Cooling 운전에 따른 외기냉방 또는 외기
냉수냉방 시스템 적용효과를 에너지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Calculation Flow Chart of the Cooling System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Part: Example of Chilled
Water System with Water-cooled Chiller

ⓒ SA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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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ITE 부하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 부하운전과 연중 기상 데이터 변화에 따라 영향 받는 냉방 시스템 에너지
성능이 고려된 설계가 초기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공조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시스템 계획부와 계획안의 에너지 성능 검토부로 구성하였다. 각 파트는 독립적으로도 구동이 가
능하고, 계획부와 성능 검토부를 연동하여 계획안에 대해서 바로 에너지 성능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출력 데이터는 각 파트에서 냉방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출력함으로써, 설계 실무자와 데이터센터 관련 종사자가 냉방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전력 시스템 계획 및 전력 손실 계산이 가능한 모
듈을 추가하여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후기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과제번호 : 201820106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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