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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유선전화의 보급과 아울러 1990년대의 이동통신의 급

속한 보급으로 이동통신가입자수가 1000만 시대를 넘어

서는 시대에서 통신기지국의 확대보급은 필연적인 결과

일 것이다. 

이러한 통신전화국사의 확대와 아울러 통신장비실에서 

사용되는 전력량도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다. 통

신장비 및 전송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통신장비실을 보유

한 건축물에서는 냉방부하가 일반 사무소 건물에 비해 

수배이상 발생하며 하절기뿐 아니라 동절기에도 오히려 

냉방부하가 발생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거의 년 

중 냉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냉방에너지 

소비량 역시 일반 건물에 비해 수배이상 증가하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된다. 기계교환기를 사용했던 과거에는 기기

발열량이 단위면적당 100 W 정도 으나 현재의 전자식

교환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기 발열량은 유효면적 1㎡

당 약 300∼600W/㎡에 이르고 있으며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용 통신교환기종으로 향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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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00∼1,000W/㎡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2). 최근 A사 년간 전력사용량 용도별 분석자료3)를 살

펴보면 통신장비실의 냉방에 소비된 전력량은 전체 소비

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물 에너지 소비인자 중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형 특성을 갖고 있는 통신장비실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조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통신사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인 5ESS-2000 통신장비실을 선정하여 현장측정 후, DOE 

시뮬레이션 및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분

석을 통해 현 상태의 열환경 및 에너지소비량을 정  진

단하 으며, 외기도입형 냉방기를 적용하여 열환경 및 에

너지성능개선의 효과를 검증하 다.

2. 5ESS-2000 통신장비실의 현황 및 운 실태조사

2.1 현장조사방법

2) Nakao, M., Hayama, and H., Uekusa, T., 1988, An efficient 

cooling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ooms, 

Proceedings of 10th international tele. energy conference 

(INTELEC), pp. 344-349

3) A사, 2003년도 전력사용합리화 및 집중운용보전분석,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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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hermal environment of present state and energy consumption and to 

verify the improvement of energy performance applying free cooling in 5ESS-2000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oom. 

Analysis program is used the DOE-2.1E and commercial CFD code, Star-CD.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 that free cooling could reduce 42.1% of cooling energy, increase 48.5% of heating 

energy because introduced outdoor air must heating and humidification.

Therefore free cooling could reduce yearly 34,609.9 kWh of heating and cooling energy and this is reaching to 21.6% 

of total energy.

키워드 : 열환경, 에너지성능, 외기냉방, 5ESS-2000 통신장비실

Keywords : Thermal environment, Energy performance, Free cooling, 5ESS-2000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oom



5ESS-2000 통신장비실의 열환경특성과 에너지성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승복 ․ 조춘식

Journal of the KIEAE Vol. 4, No. 4  2004. 1220

5ESS-2000 통신장비실의 열환경 및 에너지 소비량 조

사를 위하여 G전화국내 5ESS-2000기종의 통신장비실을  

선정하여 온도 및 기류속도, 소비전력, 표면온도를 측정

하 다. 측정대상실의 수평면의 온도는 측정점 별로 바닥

에서 1m와 2m 높이에서 각각 측정하 으며, 열전대

(thermocouple)를 통하여 데이터로거(datalogger)로 자동 

측정하 다. 또한, 항온항습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

기 위하여 항온항습기별로 급기온도, 리턴온도, 기류속도, 

전압, 전류, 역률 등을 각각 측정하 다.

2.2 5ESS-2000 기종의 통신장비실

5ESS-2000 기종의 통신장비실은 G전화국내 교환전송

실로, 실면적 210.2 ㎡이며, 외주부와 직접 면한 벽면은 

없었고, 벽체의 3면은 비공조실과 인접하고 있었다. 냉방

설비로는: 항온항습기 4대, 패키지에어컨 1대가 연중무휴 

24시간 연속 사용되고 있었다.

2.3 열환경실태조사

(1) 측정지접 및 측정항목

대상실의 열환경 및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하 다.

① 외기온도 : 1개소(실제외기온도 측정)

② 실내온도 :온도측정점 A, B, C, D, E, F, G 지점별 

상하(1m 지점, 2m 지점) 2개소씩

③ 항온항습기(CTH-1, 2, 3, 4)

 : 토출온도, 리턴온도, 기류속도, 전압, 전류

④ 팩키지에어콘(PAC-1)

 :토출온도, 리턴온도, 기류속도, 전압, 전류

⑤ 표면온도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촬

온도측정을 실시한 지점은 그림 1같으며, 측정은 2001

년 8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2일간 실시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기간을 선정하여 분석과정에 활용하 다.

(2) 항온항습기 특성

측정 대상실인 G전화국내 5ESS-2000 기종 통신 장비

실에는 항온항습기 4대와 팩키지 에어콘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용량 및 특징은 표 1과 같다. 팩키지 에

어콘(PAC-1)은 실내로 바로 토출되며, 항온항습기는 원

형 노즐 또는 덕트에 연결하여 원형 디퓨져를 통하여 급

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항온항습기별 냉방용량 및 특징

구분 CTH-1 PAC-1 CTH-2 CTH-3 CTH-4

종류 항온항습기 팩키지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냉방용량
30,240

kcal/h

12,500

kcal/h

30,240

kcal/h

30,240

kcal/h

30,240

kcal/h

토출온도 14.7℃ 10.4℃ 16.5℃ 19.2℃ 19.9℃

토출

상대습도
50% 75% 65% 55% 55%

토출

기류속도
18m/s 7m/s 11m/s 12m/s 12m/s

토출면적 0.125㎡ 0.11㎡ 0.212㎡ 0.241㎡ 0.212㎡

리턴온도 25.7℃ 24.4℃ 26.1℃ 26.7℃ 28.4℃

계산풍량 8,100CMH 2,770CMH 8,400CMH
10,400CM

H
9,200CMH

계산용량
25,700

kcal/h

11,200

kcal/h

23,200

kcal/h

22,500

kcal/h

22,500

kcal/h

냉동톤 8.5RT 3.7RT 7.67RT 7.44RT 7.44RT

합계 34.75RT

(3) 실내부하 특성

G 전화국의 통신장비실은 작업자의 출입이 잦지 않고, 

벽체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으며, 또한 조명은 대부

분 꺼져 있는 상태이며, 직원 출입시 작업 라인별로 

ON/OFF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내 냉방 부하 

증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는 G전화국에 설치된 교환기의 시간별 소비전력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소비전력은 G전화국에서 제공한 

2001년 8월 20일 0시부터 2001년 8월 26일 24시까지의 

전압 및 전류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전력 패턴을 살펴보면, 오후 1시∼5시 사이에 최대값

을, 새벽 5시∼7시에 최소값을 나타내며, 요일별 차이는 

거의 없이 매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교환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최소 67,288W, 최대 

71,812W이며, 이를 100% 발열로 가정하여 발열량으로 환

산하면 61,758 kcal/h, 냉동톤으로 환산하면 약 20 RT 정

도로 산정되었다.

또한, 통신장비실의 주변이 비공조실로 이루어져 벽체

에 의한 열관류로 인한 냉방부하가 약 3㎾ 정도 차지하

고 있었다. 측정대상실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의 실제 용량

을 계산하면 34.75 RT 으며, 이는 실내발열 부하를 처리

하기에 적정한 용량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 측정대상실의 온도측정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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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별 교환기 소비전력

(4) 실내 향 인자 분석

그림 3은 측정대상실에 대한 실내온도 변화에 향을 

주는 인자를 찾기 위하여 외기온도, 실내온도, 항온항습

기 토출온도 및 교환기 소비전력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

이다. 여기서, 실내온도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인자

는 외기온도와 교환기 소비전력으로 나타났으며, 낮시간 

동안 측정대상실과 접한 비공조실로 인한 부하 증가와, 

교환기 소비전력의 증가로 인해 실내 온도 변화에 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실내 온도 변화에 

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교환기 소비 전력에 따른 

실내 발열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실내 부하 증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 외기온도, 교환기전력, 실내온도, 항온항습기 토출온도비교

(5) 측정 데이터 분석

그림 4는 8월 23일 0시부터 9월 8일 24시까지의 시간

에 따른 각 항온항습기별 토출온도와 외기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항온항습기의 토출온도는 낮시간에 상승하고 밤시간에 

하강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분석하 듯

이 외기온도의 향보다는 실내의 교환기 전력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발열부하에 큰 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온항습기의 토출온도가 내부 발열 부하

에 따라 변화하고, 실내온도도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항온항습기의 용량이 실내 부하를 처리

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 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공조기 

배치 및 디퓨져 배치로 인한 내부발열 부하 처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항온항습기별 토출온도

그림 5는 8월 23일 0시부터 9월 8일 24시까지의 A, B, 

C POINT의 상하 평균온도와 CTH-1, PAC-1의 토출온

도 및 외기온도를 30분 간격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CTH-1의 토출온도는 측정 기간동안 평균 17.77℃, 최소 

16.1℃, 최대 21.3℃를 나타냈으며, 일정하고 고른 패턴을 

보 다. PAC-1의 토출온도는 측정 기간동안 평균 12.6

6℃, 최소 7.21℃, 최대 28.6℃를 측정되었다.

PAC-1의 외기부하 및 교환기의 소비전력이 적어지는 

야간 시간동안에는 ON/OFF 제어가 빈번하게 나타나 토

출온도가 실온에 가깝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야간 시간동안에는 나머지 항온항습기에 의해 충분히 

부하가 처리되기 때문에 PAC-1의 가동이 간헐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PAC-1의 토출온도는 다른 항온항습기에 비해 

토출온도가 5℃이상 낮은 1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내온도 불균형 및 교환기 표면결로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실내온도 측정지점 중 원형디퓨져로 급기공기가 토출

되는 A, B 점은 각각 평균온도 24.2℃와 23.5℃를 나타내

어 양호한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항온항습기와 멀

리 떨어진 C 점의 평균온도는 28.5℃로 다소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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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TH-1, PAC-1 주변지점의 온도분포

각 측정지점별 평균온도 및 항온항습기의 평균 토출온

도를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각 측정지점별 평균온도 및 항온항습기의 평균 토출온도

항온항습기(CTH-1, 2, 3, 4)의 토출온도는 16℃∼19.

6℃의 분포를 보 으며, 팩키지 에어콘(PAC-1)의 토출온

도는 항온항습기와는 달리 11℃ 전후로 낮은 온도를 보

다. CTH-1에 연결된 덕트로부터 급기 공기가 토출되

는 A, B 점은 토출공기의 집중 및 팩키지 에어콘의 찬공

기의 향으로 평균온도가 24℃ 전후로 과냉각되는 현상

을 나타났으나 토출온도가 가장 높은 CTH-4 주변인 G 

포인트의 평균온도는 28.6℃로 다른 측정점 보다 높게 나

타나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열환경이 형성되어 있었다.

2.4 에너지소비량 측정

G전화국내 5ESS-2000실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와 팩키

지 에어콘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하여 각 기기별로 

전압, 전류, 역률을 측정하여 전력량을 산출하고, 앞에서 

구한 실제 냉방용량 값을 이용하여 냉동기 성능을 계산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7과 같다.

표 2. 팩키지 에어콘별 에너지 소비량 및 냉동기성능

구분
전압

(V)

전류

(A)
역률

전력

(W)

냉방용량

(kcal/h)

냉동기 

성능

CTH-1 380 18.5 0.92 11,202.21 25,700 2.667663

PAC-1 380 8.2 0.85 4,587.51 11,200 2.838851

CTH-2 380 21 0.78 10,780.98 23,200 2.502254

CTH-3 380 21 0.9 12,439.59 22,500 2.103188

CTH-4 380 22 0.9 13,031.95 22,500 2.007588

그림 7. 항온항습기별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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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안 시뮬레이션

3.1 에너지소비량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2장에서 실측된 값들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5ESS-2000기종의 통신장비실의 LDL(Load Description 

Language)를 작성하 다. 이중 인체, 조명의 발열량 및 

스케쥴은 실 사용특성으로 고려하여 무시하 다.

특히, 5ESS-2000 통신장비실 부하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기기 스케쥴은 통신장비실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 

패턴을 기준으로 작성하 으며, 발열량은 측정된 에너지 

소비량과 DOE 2.1 입력 공조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하여 그 값을 구하 다.

(1)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① 스케줄입력

통신실은 실사용의 특성상 재실자가 없으며 조명기기

는 설치되어 있으나 기기의 점검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재실, 조명스케줄은 무시하

다.

기기스케줄의 경우, 통신장비가 24시간 사용되는 것으

로 입력하 으며, 특히, 0-9시, 23-24시까지 약 10-15%의 

변동폭을 보 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력하 다.

② 발열량의 입력

일반적으로 통신장비실의 발열량은 유효면적 1㎡당 약 

300∼600 W/㎡에 이르고 ISDN(Integr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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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Network)용 교환기로 향상될 경우 600∼1000 W/

㎡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의 통신장

비실 발열량은 정확한 값의 측정이 어려우며 통신실별 

기기의 설치 유효 면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ESS-2000기종의 통신장비실 

발열량 예측을 위해서 실제 사용에 따른 측정된 에너지 

사용량과 발열량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공조기기의 에너

지 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그 발열량을 구

하 다.

5ESS-2000 통신장비실의 발열량을 530W/㎡∼600W/

㎡으로 변화시키면서 실측한 항온항습기의 평균 기기효

율에 가장 근접한 값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5ESS-2000 

통신장비실의 발열량은 560W/㎡으로 입력되었다.

그림 8. 5ESS-2000 통신장비실의 발열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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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소비량 분석

위에서 결정한 통신실의 발열량에 의해 계산된 항온항

습기 및 팩키지에어콘별 전력사용량은 표3과 같다.

실제 전력사용량은 표3에서처럼 장비별로 약간씩 차이

가 있지만 장비의 용량이 같으므로 시뮬레이션의 특성 

상 에너지 사용량이 같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3. 항온항습기의 월간 전력사용량

구 분 CTH-1 PAC-1 CTH-2 CTH-3 CTH-4

종 류 항온항습기 팩키지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냉방용량
30,240

kcal/h

12,500

kcal/h

30,240

kcal/h

30,240

kcal/h

30,240

kcal/h

계산용량
25,700

kcal/h

11,200

kcal/h

23,200

kcal/h

22,500

kcal/h

22,500

kcal/h

냉동톤 8.5RT 3.7RT 7.67RT 7.44RT 7.44RT

부분부하율 85% 89.6% 76.7% 74.4% 74.4%

전력사용량 7850.8㎾/월 3169.1㎾/월 7850.8㎾/월 7850.8㎾/월 7850.8㎾/월

3.2 열환경 특성파악을 위한 시뮬레이션

(1) 모델의 구성 및 경계조건

5ESS-2000실의 모델링은 그림 9, 그림 10과 같으며, 

모델의 크기는 15m × 15m × 4.2m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내부의 항온항습기, 교환기기등은 Solid cell을 이용하여 

표현하 다. 또한, 항온항습기의 Inlet 노즐에서 덕트로 

연결되는 디퓨져에 대해서는 별도의 Inlet 조건을 부여하

다.

본 해석은 2001년 8월 24일의 12:00의 외기조건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때의 외기온도는 33.1℃이며 인접한 비공

조실을 통해 들어오는 냉방부하는 7.6 W/㎡로 계산하여 

입력하 다. 그러나 실의 특성상 벽체를 통해 들어오는 

부하는 교환기기의 발열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에 결과에

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5ESS-2000기기에서 사용되

는 교환기기의 사용전력량은 약 70 ㎾이며 사용전력량이 

전체가 발열을 한다고 가정하 다.

또한 측정되지 않은 그 이외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약 

10% 정도의 발열량을 추가하 다.

본 해석에서는 교환기의 문이 모두 닫힌 상태로 가정

하 다. 또한, 실내 기류가 교환기내로 흘러들어가는 과

정은 배제하고 표면근처에서의 온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석에 임하 다.

정상상태의 난류유동으로 난류 모델은 k-ε High 

Reynolds model이 사용되었으며, 대류항의 처리방법으로

는 속도 및 난류에너지, 난류에너지 소산을 식에서 상류

차분도식(Upwind scheme)을 사용하 다. 수렴판정조건으

로는 전체공간에 비해 질량유입 및 운동량의 유입이 작

어 일반적로 사용되는 Residual 0.1% 대신에 1%를 사용

하고 속도, 압력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시점을 수렴되었

다고 판정하 다.

그림 9. 5ESS-2000실 모델의 외부 구성

그림 10. 5ESS-2000실 모델의 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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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결과

그림 12는 CFD를 통해 얻어진 온도값과 측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포인트, 그리고 CFD 결과

치로 출력된 온도 및 기류의 단면 위치를 표현하 다.

그림 11. 5ESS-2000실의 관찰단면 및 비교 포인트

① 높이 1m와 2m에서의 온도분포 비교

CFD를 통해 얻어진 결과(표4, 5 참조)는 측정치와 비

교하여 볼 때 약간의 차이 발생하 으나 이는 교환기문

의 개폐에 따른 차이로 추정되며, 1m의 B 지점 및 2m의 

F 지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 큰 온도 차이를 보여 CFD상

에서는 기류의 유속이 일정속도 이상일 때 더욱 정확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각 측정점의 1m 높이에서의 온도 비교

측정점 측정온도(℃) CFD해석온도 편차(℃)

A POINT 25.6 25.1 + 0.5

B POINT 23.9 26.3 - 2.4

C POINT 28.3 28.7 - 0.4

D POINT 28.4 28.0 + 0.4

E POINT 26.2 26.3 - 0.1

F POINT 28.1 28.7 - 0.6

G POINT 28.9 29.9 - 1.0

표 5. 각 측정점의 2m 높이에서의 온도 비교

측정점 측정온도(℃) CFD 해석온도 편차(℃)

A POINT 23.2 23.0 + 0.2

B POINT 24.1 24.3 - 0.2

C POINT 29.7 29.6 + 0.1

D POINT 26.3 27.0 - 0.7

E POINT 26.7 26.5 + 0.2

F POINT 26.8 28.9 - 2.1

G POINT 29.6 29.0 + 0.6

② 1-1∼3-3 단면에서의 온도분포

그림 13은 단면위치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적으로 온도성층화가 보이나 천장보다는 부하가 집중되

어 있는 교환기 사이에서 높은 온도를 보 다. 덕트로 연

결되고 동시에 토출기류가 직접 도달하는 2-2 단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온도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 5ESS-2000실의 단면에 따른 온도분포

1-1 단면의 온도분포

2-2 단면의 온도분포

3-3 단면의 온도분포

③ 4-4∼6-6 단면에서의 온도분포

그림 13. 5ESS-2000실의 단면에 따른 온도분포

[그림 4.2.36] 4-4 단면의 온도분포

[그림 4.2.37] 5-5 단면의 온도분포

[그림 4.2.38] 6-6 단면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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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단면위치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교환

기사이의 온도분포는 토출기류 도달여부에 따라 극명하

게 달라지며 기류가 적절히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는 

30℃의 이상의 온도를 보 다.

④ 2-2 와 5-5의 단면에서의 유속 분포

그림 14. 5ESS-2000실의 단면에서의 유속분포

(a) 2-2 단면의 유속분포

(b) 6-6 단면의 유속분포

그림 14 (a)은 3-3단면에서의 유속분포이다. 하향방향

으로 토출된 기류는 교환기 사이를 지나면서 온도가 상

승하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덕트로 

연결된 지점의 토출기류에 의해 다시 온도가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6 (b)의 6-6단면에서는 부력에 

의해 상승되는 기류는 크게 관찰되지 않으며 상하의 움

직임보다는 수평방향의 유동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4. 에너지 성능 개선안(외기냉방 적용) 시뮬레이션

4.1 외기도입형 냉방시스템(하부도출 공조방식) 개요

본 연구에 적용된 외기도입형 냉방시스템(하부도출 공

조방식)의 개념은 그림15와 같으며, 중간기나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의 경우에도 실내온습도보다 낮은 외기온

도가 발생할 때, 외기를 통신장비기기발열부하를 제거하

기 위한 냉방열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a) 기존안                          (b) 개선안

그림 15. 하부토출 공조방식의 개요

구체적인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방

법은 하절기의 경우, 야간/저온발생 시간대의 외기냉방 

(주:냉방기운전, 부:외기냉방), 중간기의 경우, 환기와 외

기의 엔탈피 비교를 통한 외기냉방(냉방기,외기냉방 혼

용), 동절기의 경우 환기와 외기의 엔탈피 비교를 통한 

외기냉방(주:외기냉방,부:냉방기)으로 제어하 다.

4.2 입력조건

5ESS-2000 통신장비실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으로 제

시한 외기도입형 공조방식을 DOE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

하여 시스템의 구성은 항온항습기방식으로 정하 으며, 

세부입력조건은 3장에서 수행한 에너지소비량 시뮬레이

션 조건과 동일하게 입력하 다.

4.3 결과분석

① 냉방 에너지 비교 분석

냉방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는 표 6, 그림16과 같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자연에너지인 외기를 도입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

났으며, 특히, 중간기인 4,5월과 10월에는 가장 큰 절감량

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간기에 급기온습도 조건인 14도에 

근접하면서 습도제어 즉, 가습부하가 적은 외기조건인 상

태이므로 팬의 동력부하에 의해서만 냉방을 하기 때문이

며, 4월이나 5월에는 50%이상을 10월에는 70%이상의 냉

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존안과 개선안의 냉방 에너지 소비량 분석 결과

구 분 기존안(kWh) 개선안(kWh) 절감량(kWh)

JAN 10,480.4 6,101.5 4,378.9

FEB 9,466.2 5,440.9 4,025.3

MA1R 10,480.6 6,082.1 4,398.5

APR 10,156.2 4,384.1 5,772.1

MAY 10,634.2 4,692.6 5,941.6

JUN 10,067.5 7,585.0 2,482.5

JUL 10,620.1 7,939.3 2,680.8

AUG 10,902.7 8,179.3 2,723.4

SEP 10,080.7 7,380.7 2,700.0

OCT 10,504 3,122.5 7,381.5

NOV 10,146.6 4,973.9 5,172.7

DEC 10,480.5 5,921.7 4,558.8

계 124,019.7 71,803.6 52,216.1

그림 16. 기존안과 개선안의 월별 냉방에너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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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방 에너지 비교 분석

난방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는 표 7, 그림17과 같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난방에너지의 경우, 외기도입형 

공조방식은 오히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외기의 도입에 따라 외부공기를 토출공기 상

태점까지 가열 및 가습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표 7. 기존안과 개선안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 분석 결과

구 분 현재안(kWh) 개선안(kWh) 증가량(kWh)

JAN 2,684.9 5,688.3 3,003.4

FEB 2,681.8 5,416.5 2,734.7

MA1R 4,930.2 7,468.7 2,538.5

APR 8,195.7 10,080.8 1,885.1

MAY 3,565.4 5,264.6 1,699.2

JUN 31.3 45.3 14.0

JUL 23.1 45.6 22.5

AUG 24 42.9 18.9

SEP 471 50.3 -420.7

OCT 6,564.9 7,753.7 1,188.8

NOV 4,344.9 6,492.2 2,147.3

DEC 2,760.1 5,534.6 2,774.5

계 36,277.3 53,883.5 17,606.2

그림 17. 기존안과 개선안의 월별 난방에너지 비교

③ 총 에너지 소비량 분석 결과

냉난방 총 에너지 소비량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외기

도입형 공조방식이 년간 34,609.9 kWh의 에너지를 절감

하 으며 이는 총 에너지의 21.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외기도입형 공조방식을 한 개선안이 기존안에 

비하여 냉방에너지의 경우 약 42.1% 정도의 에너지 절감

량을 보이며, 난방(가습)에너지의 경우에는 48.5%의 에너

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간 약 21.6% 정

도의 에너지 절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기존안과 개선안의 총에너지 소비량 비교

구  분 기존안 개선안 증감량

냉방에너지소비량(kWh) 124,019.7 71,803.6 52,216.1

난방에너지소비량(kWh) 36,277.3 53,883.5 -17,606.2

총에너지소비량(kWh) 160,297.0 125,687.1 34,609.9

절 감 비 율 100% 78.4% -21.6%

5. 결 론

5ESS-2000 통신장비실의 열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개

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측치와 비

교를 통해 표준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이를 통해 

기존안과 개선안(외기냉방)의 에너지 성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냉방에너지 분석결과, 자연에너지인 외기를 도입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

났으며, 특히, 중간기인 4,5월에는 55%, 10월에는 70% 이

상의 냉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에너지 분석결과, 외기도입형 공조방식은 오히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기의 

도입에 따라 외부공기를 토출공기 상태점까지 가열 및 

가습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냉난방 총 에너지 소비량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외기

도입형 공조방식이 연간 34,609.9 kWh의 에너지를 절감

하 으며 이는 총 에너지의 21.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외기도입형 공조방식을 한 개선안이 기존안에 

비하여 냉방에너지의 경우 약 42.1% 정도의 에너지 절감

량을 보이며, 난방(가습)에너지의 경우에는 48.5%의 에너

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간 약 21.6% 정

도의 에너지 절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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