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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nergy performance of a convergence high-efficiency 

HVAC module developed for application to residential buildings. The developed HVAC 

module is a system that combines a heat pump and an energy recovery ventilation system 

(ERV). The developed system is designed to recover energy using the ERV and heat-exchanged 

air passing through the heat exchanger of the heat pump.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demonstration-house test building located at the LHI Housing Performanc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General equipment (cooling, heating, ventilation) was installed based on 

the common area of the demonstration house and compared with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the same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relative to the outdoor temperature in winter.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general equipment, the convergence HVAC module 

consumed less power, while maintaining a comfortable indoor environment. It consumed 

approximately 33% less electricity compared to the general equipment.

Keywords: 공조 시스템(HVAC), 실증(Field test), 히트펌프(Heat pump), 난방(Heating), 에
너지 절감(Energy saving),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기호 및 약어 설명

SA : 급기

RA :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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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 외기

EA : 배기

 : 전열 교환 효율(%)

 : 외기 엔탈피[kcal/kg(DA)]

 : 급기 엔탈피[kcal/kg(DA)]

 : 환기 엔탈피[kcal/kg(DA)]

 : 실내측 열량계에서 결정한 전 난방 능력(W)

 : 에어컨의 실내측 공기 유량 측정값(m3/s)

 : 공기의 비열(J/kg ․ k)

 : 실내측 흡입 공기의 건구 온도(℃)

 : 실내측 토출 공기의 건구 온도(℃)

 : 공기 유량 측정 위치에서의 공기의 비체적(m3/kg)

 : 공기 유량 측정 위치에서의 공기의 절대 습도(kg/kg(DA))

 : 측정 장치에서의 열 누설(W)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25%를 차지하는 만큼 건물에너지 관련한 정책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물에 적용되는 기술 발전을 통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

다. 그중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적용된 공조시스템(HVAC)은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할 목적으로써 에너지를 소

비할 수밖에 없고 이 공조시스템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 50%로 상당 부분

을 차지한다1).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건물의 환기시스템은 필수 요소로 인식

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외기도입은 외부 영향에 따라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건물에

서 효율적인 제습 및 환기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2). 일반적으로 열회수형환기장치와 냉난방장치는 설치와 제

어가 개별로 되어 비효율적인 제어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유럽에서는 냉방, 난방, 

열회수환기가 복합된 공조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중소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 앞서 열회수

형환기장치(HRV)와 냉난방시스템을 통합하여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 연구를 통해 제안한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의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일

반 개별 시스템(히트펌프 + 열회수환기장치)과 실증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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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 시제품(히트펌프, 환기장치 별도)

과 개발 제품(히트펌프 + 환기장치 복합)의 성능을 파악하고, 두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증 주택에 적용하여 에너

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연구 방법은 선정된 실증 주택에서 실내외 온도, 습도, 일사량, 미세먼지 농도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히트펌프 시스템과 환기장치가 개별로 적용된 상태에서 우선 측정하고 충분한 데이터 확보 후 히

트펌프와 환기장치가 융복합 된 개발 제품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절기를 대상으로 기간은 11월부터 2월까

지 측정하였으며 실증 주택의 한계로 동시 비교가 불가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기간을 나누어 측정하였고 실외온

도가 유사한 기간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은 냉방, 난방, 환기, 공기 청정, 제습 기능이 구현된 통합형 냉난방 환기 패키지 시

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HVAC으로 표기하였다.

융복합 HVAC은 냉난방, 환기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제어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면서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개발되었다. 구성은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송풍팬으로 되어있으며 각 운영 모드 별로 각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하였다. 실증에서 

사용한 융복합 HVAC의 외기도입 난방 작동 메커니즘은 Fig. 1과 같다. 덕트를 통해 유입된 외기(OA)가 유닛 

내부의 전열교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환기(RA)되는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고 이후 응축기를 통

과하는 과정에서 히트펌프로부터 공급된 난방 에너지가 급기(SA)를 통해 실내로 전달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nvergence HVAC with air heat source heat pump and ventilation unit (heating operation)

2.2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 관련 기존 연구

Lee et al.3)의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청정한 공기환경을 유지하면서, 환기에 따른 냉난방 에너

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기 병용형 냉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범 설치하여 시운전 평가를 통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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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전공기 환기방식 냉방시스템에 비하여 개량된 환기 병용형 냉방시

스템이 시스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16%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Choi et al.4)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통합형 HVAC 유닛의 기본 모델을 제안한바 있으며 히트펌프 기

반 통합형 냉난방-환기 시스템 성능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전열교환기의 온도교환효율 및 HVAC 

패키지의 운전성능을 평가하였다.

국외 연구 사례로 Feist5) 등은 유럽의 패시브 하우스 기준의 환기 및 난방 시스템 기준을 제시하였고, Baxter 

등은 nZEH (Net Zero Energy Homes)에 적용하기 위한 냉난방, 환기를 통합한 IHP (Integrated Heat Pump) 

시스템을 제안해 환기와 공조시스템의 결합을 통한 에너지절감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같이 Heat pump와 환기장치가 결합된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성능을 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연구에

서는 시뮬레이션 및 실험적 평가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시험 방법을 통한 정량적 성능을 우선 평가

한 후 비교 제품을 선정하여 실증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2.3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 표준 성능 시험

실증하기에 앞서 융복합 HVAC은 환기와 난방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외기가 유입되는 조건에

서 난방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항목별(난방, 환기)로 제정되어있는 표준 시

험 방법을 통해 각 운영모드에서의 성능을 측정 하였다. 먼저 전열 교환 효율을 KS B 6879:2020 열회수형 환기 

장치의 9.6 열교환 효율과 에너지 계수 시험 방법6)에 따라 환기운영모드에서 다음 식(1)과 같이 측정하였다.

 


 


 

×  (1)

난방 능력은  KS C 9306:2017 에어컨디셔너의 A.3.2.4 히트펌프 난방 능력 산출 방법7)에 따라 난방운영모드

에서 다음 식(2)와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융복합HVAC의 실내측 및 실외측에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 ·

습도와 토출되는 공기의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그때의 공기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능력을 구하는 공기 엔탈비

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2)

국내 표준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KS B 6879:2020 열회수형 환기 장치 시

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전열교환효율은 76%로 산출되었고, KS C 9306:2017 에어컨디셔너 시험방법에 따라 측

정한 난방능력은 1,886 W, 난방 소비전력은 512 W, 난방 COP는 3.68로 산출되었다. 일반 제품의 경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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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제공한 성능 자료를 활용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a general products (heat pump + ERV) and Convergence HVAC module

구분 Heat pump + ERV Convergence HVAC module

Size

ERV 550 mm x 550 mm x 250 mm

700 mm x 700 mm x 900 mmIndoor unit 798 mm x 293 mm x 240 mm

Outdoor unit 800 mm x 630 mm x 300 mm

Ventilation capacity ERV 150 CMH 150 ~ 400 CMH

Heating capacity 5,600 W 1,886 W

Power consumption
ERV 100 W

512 W
heat pump 1.65 KW

Heat exchange rate

(ventilation operation )
70% 76%

COP (heating) 3.39 3.68

*For general products, the performance data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For convergence HVAC module, the performance data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standard test method.

*The performance of general product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test area.

2.4 실증 실험 개요

(1) 실증 건물 선정

본 연구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융복합 고효율 HVAC 모듈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

기 위해 실증 건물을 선정하였다. 주택 성능에 관한 실증 연구를 위해 지어진 대상 건물(Fig. 2)은 지상 5층 규모

의 벽식구조로 각 층별로 59 m2, 84 m2 2세대씩 총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닥난방, 위생기구, 싱크대 및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실내는 벽

지 및 바닥이 모두 마감되어 있다. 측정은 5층에 위치한 59 m2의 기본형(비확장 3bay)에서 수행되었고, 실증 주

택 내 덕트 설치로 인한 파손 문제 때문에 실증 공간은 방을 제외한 거실, 주방으로 제한하였다.

 

Fig. 2 Overview of the demonstra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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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개요

외기온도 대비 실내환경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에서 융복합 HVAC과 같은 용량의 일반 시제품(히트펌

프, 환기장치)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측정 항목은 각 취출구(SA, RA, OA, EA) 별 온습도, 실

내외 온습도, 일사량, 전력량, 미세먼지로 두 비교 군 동일한 위치에 센서 및 계측기를 설치하였다(Fig. 3). 실내 

온도는 측정 센서 기준으로 23℃로 설정하였으며, 별도의 실내 부하는 모사하지 않았다. 

온도 측정 센서는 -270 ~ 400℃의 측정 범위를 갖는 T-type 열전대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덕트 내 온습

도 측정은 –20 ~ 80℃, 습도 5 ~ 95% 범위를 갖는 덕트용 온습계, 외부 일사는 0 ~ 1,600W/m2의 측정 범위를 

갖는 웨더스테이션을 사용하고 데이터 수집은 NI (Natinal Instrument) 사의 DAQ를 사용하였다. 전력량은 별

도로 HIOKI 사의 전력량계를 제품 전원 공급부에 직접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Fig. 3 Overview of measurement

3. 실증 결과

3.1 외기 온도 비교

모든 데이터 수집은 1분 단위로 24시간 측정하였으며, 외기조건이 동일한 상태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

교 군의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므로 먼저 각각의 측정 기간 중 외기 조건이 유사한 기간을 선정하기 위해 외기온

도 및 일사량을 비교하였다.

1월부터 2월 동안 최저기온 –8 ~ -10℃, 최고기온 3 ~ 7℃를 나타내는 기간을 선정하였고 다음 Fig. 4와 같

다. 실증의 한계로 장기간 유사한 외기조건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측정 기간 중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비

교한 기간은 3일로 선정 기준은 최저기온, 최고기온, 평균온도 그리고 일사량 및 기타 기상조건(강설)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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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product (b) convergence HVAC

Fig. 4 Daily solar radiation and outdoor temperature

3.2 외기 조건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비교

Fig. 5는 비교 군의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기존 시제품이 설치된 측정 기간 

3일 동안 외기 최고온도는 6.4℃, 외기 최저온도 –9.5℃, 외기 평균온도 –약 2.6℃로 나타났고 실내온도는 평

균 22.6℃를 유지하였다. 융복합 HVAC이 설치된 측정 기간 3일 동안의 외기 최고온도는 5.2℃, 외기 최저온도 

–9.5℃, 외기 평균온도 –약 2.3℃로 나타났고 실내온도는 평균 23.1℃를 유지하였다. 소비전력의 경우 외기온

도 변화에 따라 증가,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소비전력은 기존 제품이 861 W, 융복합 HVAC이 

731 W으로 측정되었으며, 비교 군 모두 최저 외기 온도 구간(–8 ~ -10℃)에서 나타내었고 평균 소비전력은 

기존 제품이 527 W, 융복합 HVAC이 353 W으로 측정되었다. 비교군의 3일간 누적소비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제품이 38 kWh, 융복합 HVAC이 25.4 kWh로 약 33%의 소비전력량 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 군의 소

비전력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로는 융복합 HVAC이 전열교환기와 히트펌프가 패키지 되면서 급기온도가 송

풍팬이 줄어들어 송풍팬 소비전력의 감소와 개발 제품의 특성상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고효율의 가변형 압

(a) general product (b) convergence HVAC

Fig. 5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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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를 적용시키고 열교환된 외기가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일반 제품과 달리 히트펌프를 통해 외기가 가열되어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온도 손실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를 통해 제안한 융복합 HVAC 모듈의 표준 시험 방법으로 성능을 측정하고 실제 주

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일반 시제품(히트펌프, 환기장치 별도)과 개발 제품(히트펌프 + 환기장치 복합)의 에너

지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HVAC의 표준 시험 방법에 의해 측정된 성능은 환기모드에서 전열교환효율 76%, 난방모드에서 

COP 3.68로 일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나타냈다.

(2) 일반 시제품(히트펌프, 환기장치 별도)에 비하여 제안된 개발 제품(히트펌프+환기장치 복합)이 실증을 

통해 실내 온도 평균 23±0.5℃ 유지하는 조건에서 전력 소비량 약 33% 이상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3)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로는 융복합HVAC이 전열교환기와 히트펌프가 패키지 되면서 

중복되는 송풍팬의 개수가 줄어들어 팬 소비전력이 감소되었고, 열교환된 외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일반 

제품과 다르게 히트펌프를 통해 외기가 가열되어 실내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 손실이 적고 또

한 열교환 후 배기(RA)되는 공기가 다시 Evaporator를 통과하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져 히트펌프의 열교

환효율을 높여 보다 적은 전력 소비량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시제품(히트펌프, 환기장치 별도)과 개발 제품(히트펌프 + 환기장치 복합)의 동절기 난

방 성능을 실증 비교를 통해 비교하였다. 추후 하절기 냉방운영 환경에서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고 온습도 및 

전력 측정 조건을 각 구성별(팬, 압축기 등)로 더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할 경우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운전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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