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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빌딩의 미래와 LG BECON
제로에너지 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제로에너지 빌딩의 구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 및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지계획, 건물배치,
형태계획, 창 면적계획 등의 검토와 빌딩 부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단열계획, 창호단열, 일사조절, 채광계획, 자연환기, 축열
등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빌딩 부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HVAC 시스템, 자동제어, 관리 기술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빌딩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발전 및
저장 기술이 적용되어야 제로에너지빌딩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LG BECON은 빌딩 주요 설비를 자동제어하고 신재생 발전 및
저장설비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LG전자의 빌딩 통합 제어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의 구현을 위한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빌딩 자동제어 솔루션인 BECON manager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빌딩 설비관리
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합니다. 편리한 사용자 맞춤형 운영환경
을 통해 신속한 현황파악, 분석 및 문제해결을 보장하여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ECON energy는 에너지 사용현황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하
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관리 방향을 제
시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에너지 미래 사용량과 쾌적도를
예측하여 재실자의 불편함을 고려한 현실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
현하며, 별도의 엔지니어링 없이 관리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설비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BECON microgrid는
다양한 분산전원 발전량, ESS 저장현황, 전력공급 현황 및 부하
관리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관리 솔루션으로,

예측 모델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에 특화된
최적 제어 로직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건물 냉난방, 조명, 신재생 및 저장 설비 등 에너지 관련 설비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LG전자는 설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
으로 더욱 정밀하게 설비를 제어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완성하였습니다.
나아가 LG그룹은 LG하우시스의 건축물 내외장재, LG전자의
고효율 HVAC 제품과 에너지사업센터의 PV, ESS, 스마트 라이팅,
그리고 최적화 제어 및 에너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EMS, 그리고
서브원을 통한 빌딩 운영관리까지 빌딩 Life Cycle 전 과정에 걸친
제로에너지빌딩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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