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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hiller, having a thermal storage system, can contribute to load-leveling and can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by using electricity at night. In this study, the control experiments and simulations are conducted using both conventional
and advanced methods for the building cooling system. Advanced approaches, such as the “region control method”,
divide the control region into five zon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ilding load, and determines the cooling capacities
of the chiller and thermal storage. On the other hand, the “dynamic programming method” obtains the optimal cooling
capacities of the chiller and thermal storage by selecting the minimum-cost path by carrying out repetitive calculations.
The “thermal storage priority method” shows an inferior chiller performance owing to the low-part load operation,
whereas the chiller priority method leads to a high electric cost owing to the low utilization of thermal storage and
electricity at night. It has been proven that the advanced control methods have advantages over the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electricity consumption, as well as cost-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during the winter
season, the electric cost when using the dynamic programming method was 6.5% and 8.9% lower than that of the
chiller priority and the thermal storage priority methods, respectively.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cost of electricity
utilizing the region control method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dynamic programming method.

Key words Chiller with thermal storage(축열식 칠러), Chiller priority control(칠러 우선 제어), Thermal storage 
priority control(축열조 우선 제어), Region control(구간제어), Dynamic programming(동적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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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열전달 면적 [m2]
 ⋯  ：식(10)의 계수 

 ：정압비열 [kJ/kg․K]
 ：전력 요금 [₩]
 ：칠러의 성능계수
 ：검사 체적의 수력 직경 [m]
D ：심야 전력 요율 [₩/kWh]
 ⋯  ：식(11)의 계수 

 ⋯  ：식(12)의 계수 

 ⋯  ：식(15)의 계수 

 ：부분부하 운전시 소비전력 보정 계수

 ：열전달계수 [kW/m2K]
 ：축열재의 잠열 엔탈피 [kJ/kg]
 ：시간 단계
 ：물의 열전도도 [kW/m․K]
 ：검사 체적의 수력 수직 길이 [m]
 ：질량유량 [kg/s]
 ：상변화 하는 축열재의 고체 질량 [kg]
 ：최종 시간 단계

N ：주간 전력 요율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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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sselt 수, 순수 전도 열전달에 대한 

대류 열전달의 비
 ：부분부하율

Pr ：Prandtl 수, 열확산계수에 대한 운동량

확산계수의 비
 ：냉방능력 [kW]
 ：전력 요금 [₩]
 ：Reynolds 수,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잠열 축열재 전체 질량에 대한 고체상 

잠열 축열재의 질량비
 ：온도 [℃]
 ：시간
 ：총괄 열전달계수 [kW/m2

․K]
 ：부피 [m3]
 ：소비전력 [kW]
 ：소비전력 [kWh]
 ：총 축열량 대비 잔여 축열량의 비

그리스 문자  

 ：밀도 [kg/m3]

상첨자
* ：최적 경로

하첨자
 ：응축기
 ：칠러
 ：검사 체적
  ：주간
 ：증발기
 ：칠러 전부하
 ：입구
 ：시간단계
 ：현열과정
 ：부하
  ：심야
 ：최댓값
 ：정규화
 ：출구
 ：최적 운전
 ：상변화 물질(PCM)
 ：정격 기준
  ：물
 ：잠열과정
 ：고상질량비
 ：축열조
 ：축열조 설계 기준 용량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냉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냉방으로 인한 전력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력 피크시 냉방부하는 전체 부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1) 냉방에 필요한 

전력은 여름철 고온 현상과 냉방 사용량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칠러를 가동하여 

냉열(잠열 혹은 현열)을 저장하였다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주간 냉방 시간에 저장한 냉열을 사용하는 축열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축열시스템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주간 시간대에 야간 전력을 사용

하는 효과를 내어 전력 수급을 안정화 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열원

기기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축열시스템의 기존 제어 방식은 주간 냉방부하를 처리하는 열원의 우선 순서에 따라 칠러 우선 방식과 축열조 

우선 방식이 있다. 두 방식은 부분 축열 방식에서 저렴한 심야 전력 사용을 통해 기존 비축열 시스템 대비 

경제적이지만, 열원기기의 최적 제어 운전기법 개선을 통한 경제적인 운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Kintner-Meyer et al.(2)

와 Spethmann(3)
은 에너지 요금 체계를 고려하여 칠러 우선 방식과 빙축열 우선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Braun(4)
은 빙축열시스템에 대해 기존의 두 가지 제어 방식과 최적 운전 방식을 에너지 요금 

체계를 고려하려 분석하였다. Lee et al.(5)
는 칠러와 축열조의 설계 부하와 제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Henze et al.(6)
와 Braun(7)

은 빙축열시스템의 에너지 비용 최소화 관점으로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Jung et al.(8)

은 이론적 접근을 통해 빙축열시스템에서 냉방부하 크기에 따른 구간별 축열조와 칠러의 이용률을 

정하여 칠러의 운전 효율과 축열조 사용율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Chen et al.,(9) Henze et al.(10)
와 

Braun(11)
은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여 비용 함수 최소화함으로써 최적 제어 경로를 결정하는 운전 전략을 개발

하였다. 또한, Lee et al.(12, 13)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여 운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제어방식과 냉동기 우선방식을 

비교하여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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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ystem.

  

Fig. 2  The picture of the experimental system.

Table 1  Specification of Thermal storage tank

Parameter Size
[mm]

Volume
[L]

Number 
of 

packing 
PCM

Latent 
heat

capacity
[kJ]

Total 
heat

capacity
[kJ]

Specification
1,400(w)
×500(L)

×1,500(H)
1,050 324 73,000 98,000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빙축열시스템에 대한 최적 제어에 대하여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냉방 잠열 

축열재(Phase Change Material)가 적재된 축열조와 칠러로 구성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냉방 시의 전력소모량과 

전력 요금을 최적화하기 위한 축열조와 칠러의 제어 기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잠열 축열재의 특성이 

반영된 열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축열조에서 열성능모델을 개발하였다. 칠러의 성능 분석을 통해 출수온도, 
외기온도, 부분부하운전조건에서 소비전력을 예측할 수 있는 칠러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제어 실험과 

개발된 축열조와 칠러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하절기에 기존 제어방식과 구간제어법(Region control method), 
동적계획법에 제어방식에 따른 칠러의 소비 전력량과 비용을 비교 분석 하였다.

2. 축열식 칠러시스템 실험

축열식 칠러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1과 같고, Fig. 2에 시스템 사진을 나타내었다. 시스템은 축열조, 칠러, 
냉방부하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열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칠러 하류방식을 적용하였다.(14) 시스템의 

주요지점에 RTD(pt100 Ω) 온도 센서(±0.1℃ 정밀도)와 질량 유량계(±0.15% 정밀도)를 설치하였으며, 칠러의 

소비전력은 전력계(±1.0% 정밀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각각의 위치는 Fig. 1에 나타냈다. 측정된 데이터는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이를 이용해 피드백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냉방부하장치는 실제 부하를 모사하기 위해 항온수조와 인버터로 유량 조절이 가능한 펌프를 설치하여 

냉방부하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축열조와 칠러에 설치되어 있는 삼방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여 축열조와 

칠러로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하였고, 축열조와 칠러에서 출수 온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칠러는 

공랭식이며, 세부 사양은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다.(15) 시스템의 측정 및 제어프로그램은 Labview(16)
를 사용

하여 작성하였다. 축열조 내부에 적재된 잠열 축열재의 물질은 유기질이며, 상변화 온도는 4℃, 잠열 열량은 

252.3 kJ/kg이다. 잠열 축열재은 두께 0.1 mm의 폴리머 재질의 필름으로 사각판 형상으로 팩킹되어 있다. 팩 

하나의 무게는 1 kg이고 크기는 250×310×17.3 mm이다.(17)

본 연구의 축열식 칠러시스템의 축열조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축열조 내부에 잠열 축열재 팩을 수직으로 

세워서 높이 방향으로 6층, 깊이 방향으로 8층, 폭 방향으로 28층으로 적층하여 총 324개의 잠열 축열재가 설치

되었다. 잠열 축열재의 현열 및 잠열량 그리고 물의 현열량을 고려해 축열조 용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가상 부하의 설계일 평균 냉방부하의 40%를 축열조가 담당하도록 부분축열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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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실험에서 이용되는 하절기 냉방부하는 서울지역 사무용 건물을 표준 모델
(18)

을 기반으로 TRNSYS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기상자료는 한국 태양에너지학회에서 ISO TRY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대한민국 표준기상 

데이터를 이용했다.(19)

하절기 냉방기간 중 설계부하 대비 100%, 80%, 60% 부하에 가까운 특정일 3일을 선정하여 대표 가상부하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3가지 부하패턴에 따라 실험 장치의 가상부하량을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냉방 운전시 시스템 순환유량은 10 LPM으로 고정하였고, 부하 변동에 따른 용량제어를 위해 축열조 입구

온도, 즉 부하 환수 온도를 12℃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각 열원의 용량 조절은 3방 밸브를 이용해 칠러와 

축열조로 흐르는 유량을 제어 하였다. 축열조 냉방능력(  )과 칠러 냉방능력(  )은 시스템 순환 질량유량과 
각 열원에서 2차 유체의 온도차를 이용해 구하였다.

                                          (1)

                                          (2)

                                     
 (3)

소비전력의 경우에는 야간 축열 소비전력과 주간 냉방 소비전력으로 나뉜다. 야간 소비전력은 축열조를 

축열하는 과정에서의 전력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주간 소비 전력량은 주간 냉방 실험의 칠러의 전력 데이터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전력 요금은 소비 전력량에 주간 전력 요율(D)와 심야 전력 요율(N)(20)

을 곱해 계산하였고, 
기본요금은 부하 및 제어방식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4)

3. 축열식 칠러의 제어 성능 시뮬레이션 모델

3.1 축열조 해석 모델 

본 연구의 축열조 모델은 앞서 설명한 시스템의 실제 축열조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축열조 해석 모델은 

잠열 축열재의 단상 상태의 현열전달과정, 상변화 온도에서의 잠열전달과정으로 구분된다. 잠열 축열재의 

현열 열전달 과정의 경우, 잠열 축열재팩과 순환수 사이의 열전달관계식은 식(5), 식(6)과 같으며, 온도변화에 

따른 잠열 축열재팩과 물에 대한 에너지 평형식으로 지배방정식을 나타내었다.

                      


     (5)

                      


            (6)

여기서 는 잠열 축열재팩과 순환수 사이의 현열 총괄 열전달계수를 나타내며, 잠열 축열재팩과 순환수 

사이의 외부 대류 열전달계수와 잠열 축열재팩 내부 전도열 전달계수로부터 정의되고, 필름의 전도열저항은 

무시하였다. 현열 열전달과정에서 잠열 축열재의 물성치는 냉방용 잠열 축열재의 성상에 따라 특성 값을 

사용하였다.(21)

식(7), 식(8)은 잠열전달과정 관계식을 나타내며, 잠열 구간에서 변화하는 잠열 축열재의 고상 질량비를 반영한 
에너지 평형식과 잠열 축열재팩과 순환수 사이의 에너지 평형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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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t transfer coefficients of PCM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processes
Coefficient     

Charging 51.0 0.500 -154 235 -121
Discharging 5.00 141 -300 370 -143

(a) Accumulated storage capacity

  

(b) Outlet temperature of storage tank
Fig. 3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s to experiment results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process of thermal storage.

                      


           (7)

                      


           (8)

여기서 는 잠열 축열재가 잠열 과정일 때, 잠열 축열재팩과 순환수 사이의 외부 대류 열전달계수와 상변화

하는 내부 열전달계수를 반영한 총괄 열전달계수이다. 잠열 축열재팩과 순환수 사이의 외부 대류 열전달계수는 
적재된 잠열 축열재 팩들 사이의 채널 유동 모델에서 층류 조건을 가정하여 식(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9)

잠열전달과정에서 내부 열전달계수는 잠열 축열재의 고상질량비(SPF, solid packing factor)에 따라 축열과 

방열 시 다른 값을 가지며,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값을 식(10)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15) 고상질량비(SPF)는 
잠열 축열재 팩내의 잠열 축열재 전체 질량에 대해 고체상의 잠열 축열재의 질량비로 정의된다. 팩 내부의 

잠열 축열재가 모두 액체일 때는 0, 모두 고체일 때는 1의 값을 가진다. 

                    (10)

개발된 축열조 모델을 MATLAB 프로그램
(22)

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잠열 축열조에서 수행한 

축열 및 방열 성능 실험 결과 중, 축열조의 누적 축열 또는 방열량과 출수 온도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는 10분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은 약 10시간 동안 진행

되었다. 축열 과정에서 축열조의 초기 내부 온도는 12℃이며, 공급되는 물 온도는 1℃이며, 축열조의 출수 

온도가 1℃에 도달하면 축열이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방열과정에서 공급되는 물의 온도는 12℃이며, 
축열조의 출수 온도가 12℃가 되면 방열과정이 종료된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축열량과 축열조의 출수

온도를 잘 예측할 수 있으며, 방열량은 Table 1에서 추산한 값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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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칠러 해석 모델

칠러 제조사의 성능맵을 이용하여, 칠러의 출수온도 와 외기 온도를 변수로 갖는 2차 다항식으로 

칠러의 압축기 전부하 냉방능력과 소비전력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식(11), 식(12)의 계수들은 Table 
3에 나타냈다.(15) 정격조건은 외기온도 5℃, 출수온도 7℃이다.

                         


       

   
 (11)

                         


       

   
 (12)

칠러는 건물 부하변동에 대응하여 운전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부하조건에서 운전된다. 칠러의 부분부하율

(PLR)은 실제 칠러 운전 시 발생하는 냉방 능력과 압축기 전부하에서의 냉방능력비로 정의되며, 식(13)과 같이 

표현된다. 부분부하 운전시 칠러의 소비전력은 식(13)과 같이 압축기 전부하 소비전력과 부분부하 보정계수

()로 예측할 수 있다. 

              (13)

       (14)

부분부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부하 보정계수는 증가하며 부분부하율이 1.0에 도달하면, 압축기 전부하

에서의 소비전력과 같게 된다. 칠러의 부분부하 운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부하 보정계수를 식(15)에 

나타냈으며, 계수들은 Table 3에 나타냈다. 부분부하 보정계수는 Fig. 4와 같이 실험데이터를 곡선 맞춤하여 

구하였다.
개발된 칠러 모델을 이용하여 칠러의 소비전력을 예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칠러의 출수온도와 외기

온도 조건에서 전부하 냉방능력과 전부하 소비전력을 식(11), 식(12)로부터 구한다. 냉방부하에 대응하여 부분

부하 운전하는 칠러의 냉방능력으로부터 식(13)과 같이 부분부하율을 계산하고, 식(15)의 부분부하 보정계수를 

산출한다. 주어진 작동조건과 실제 냉방능력에서 칠러의 예측 소비전력은 식(14)를 이용해 부분부하 보정계수와 
전부하 소비전력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5에는 실험에서 측정한 칠러의 소비전력과 칠러 모델을 통해 

예측된 소비전력을 비교하였다. 칠러 모델이 오차 범위 ±10% 내로 실험값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5)

Table 3  Coefficients of chiller model

Coefficient      

Chiller capacity [-] -1.88 -0.0679 0.0189 0.000674 -0.000537 0.000292

Coefficient      

Power consumption [-] -0.123 -0.0689 0.068 -0.000938 0.00153 -0.00021

Coefficient   

  [-] 0.1496 0.7984 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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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ction factor for part loa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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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predicted power consumption to 

experiment.

3.3 제어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된 축열조와 칠러 모델을 이용하여 칠러-축열시스템의 제어 모드를 구성하여, 하절기(6~9월) 동안 부하 

변동과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제어방식 별 성능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심야 시간의 축열 운전은 심야 

전력 요금이 적용되는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냉방 운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하였다. 
냉방 운전 시, 부하 변동에 따른 용량 제어는 2장의 실험 방식과 동일하며, 주어진 냉방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칠러와 축열조의 냉방능력은 각각의 제어 방식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당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어방식은 

기존 제어 방식(축열조 우선 방식, 칠러 우선 방식)과 구간 제어 방식, 동적계획법을 이용한 제어 방식이다.
축열조 우선 방식의 경우, 냉방부하 증가에 따라 축열조가 먼저 부하를 처리하고, 초과된 냉방부하를 칠러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칠러 우선 방식은 축열조 우선 방식과 반대로 냉방부하를 칠러가 먼저 처리하고, 초과된 

나머지 냉방부하를 축열조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구간 제어 방식은 기존 두 가지 제어 방식의 장점을 조합한 제어 방식이다. 냉방부하 크기에 따라 5개의 

제어구간으로 나누고, 축열조와 칠러의 냉방능력을 결정하여 운전한다. 각 구간별 운전범위를 구간 1~5로 구분

하여 Fig. 6에 나타냈다. 각 구간의 경계 기준은 축열조 설계 기준 방열율(), 칠러 최적 능력( ), 칠러 

전부하 능력()이다. 기준 방열율은 축열조의 축열량을 총 방열 시간(10h)을 통해 일정하게 방열될 때의 

시간당 방열량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냉방 설계 부하의 40%이며, 칠러 전부하 능력은 냉방 설계부하의 60% 
정도이다. 칠러 최적능력은 축열조 이용률과 칠러의 부분부하율 변동에 따른 운전비용이 최소가 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절기동안 구간 제어법에 의해 전력비용이 최소로 발생하는 칠러 최적능력에서의 부분부하율을 
일평균 부하로 Fig. 7에 나타내었다. 부하의 크기에 따라 칠러의 부분부하율이 70~90%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칠러의 최적능력에서 부분부하율을 76%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냉방부하가 기준 방열율 이하일 때까지 축열조가 단독으로 부하를 담당하고, 구간 2에서는 냉방부하가 칠러 

최적능력 이하에서 칠러가 단독으로 운전한다. 구간 3에서는 칠러가 최적능력으로 유지되고, 축열조가 나머지 

부하를 처리한다. 구간 4에서 축열조는 기준 방열율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하를 칠러가 처리한다. 마지막 

구간의 경우, 부하 크기 상승에 따라 칠러는 전부하능력을 유지하고, 축열조의 방열율을 상승시켜 부하를 처리

한다.
최적제어기법 중 하나로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여 전력 요금이 최소가 되는 칠러와 축열조의 운전 스케줄을 

수립하였다. 동적계획법은 미리 냉방부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반복계산을 통해 조합되는 경로 중에서 최소비용 

경로를 선택하며, 매 시간단계마다 최적의 칠러와 축열조 냉방능력을 계산한다. 
총 냉방 시간을 n단계로 나누고, n단계부터 임의의 j단계까지의 최소 비용 경로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n단계에서 j단계까지의 최소 전력비용은 n에서 j+1단계에서의 최소 전력 요금과 j단계에서의 전력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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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region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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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t load ratio at optimal cooling capacity with respect
daily average cooling load ratio for region control.

합의 최소값으로 결정된다. 임의의 j단계에서의 전력 요금은 칠러와 축열조의 각각의 냉방능력에 대한 전력 

요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반복 계산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열원의 냉방능력에 대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경로를 구한다. 최적 경로에서 각 단계에서의 냉방능력을 조합하면 최적 운전 계획이 된다. 

             
           

        (16)

                        ≤  ≤       (17)

동적계획법을 통해 최소 비용이 되는 냉방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 주어진 냉방부하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축열조와 칠러의 냉방능력의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8)

                               ≤   ≤     (19)

                               ≤   ≤      (20)

                               ≤   ≤  (21)

냉방부하는 칠러와 축열조 냉방능력의 합과 같고, 축열조와 칠러의 냉방능력은 각각 최대 방열율과 전부하 

냉방능력이하이다. 또한 총 축열량 대비 잔여축열량의 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0일 때 축열조의 축열량이 
없는 상태이고, 1일 때는 최대 축열량으로 축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11)

4. 축열식 칠러의 제어 성능 해석

4.1 부하에 따른 제어 성능 분석

설계 냉방부하 대비 100%, 80%, 60%일 때 축열조 우선 방식, 칠러 우선 방식, 구간 제어 방식에 따른 칠러와 

축열조 냉방능력 실험결과를 설계일의 평균 냉방부하 용량으로 나누어 Fig. 8에 나타냈다. 칠러와 축열조 

냉방능력을 합하면 부하와 일치한다. 세 가지 운전 방식 모두 운전 후반부에 축열조의 냉방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냉방부하 대비 칠러의 냉방능력이 증가한다. 이는 잠열 축열조의 축열량이 작아지면서 순간 방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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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ooling capacity of thermal storage and chiller for various load conditions. 

100% 부하조건에서 축열조 우선 방식의 경우 초기의 높은 축열조 냉방능력으로 인해, 운전 후반부에는 

축열조의 냉방능력이 감소하며, 축열조의 축열량을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열조의 평균 

냉방능력은 0.38로 세 방식 중에 가장 크다. 칠러 우선 방식에서 칠러의 냉방능력은 부하 변동에 따라 변화가 

적으며, 운전 중반부에 부하가 증가하여 축열조의 냉방능력이 커진다. 축열조의 평균 냉방능력은 0.31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인다. 구간 제어 방식의 축열조 평균 냉방능력은 0.36으로 기존 제어 방식의 중간에서 운전된다. 
제어 방식들의 총 냉방부하가 동일하기 때문에, 칠러의 평균 냉방능력은 축열조 평균 냉방능력의 역순이다. 
설계일 평균냉방부하 대비 100%에서 구간 제어 방식은 구간 5와 구간 4에서 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 냉방부하 조건에서 칠러 우선 방식은 100% 냉방부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칠러 냉방능력은 비슷

하지만, 축열조 방열능력이 0.22로 감소한다. 축열조 우선 방식의 경우, 칠러의 냉방능력은 0.58로 감소되며, 
축열조의 평균 냉방능력은 0.36으로 높게 유지된다. 구간 제어 방식은 부하가 작은 운전초반부에는 부하 

변동에 따라 축열조의 냉방능력이 변한다. 운전 후반부에는 부하 증가에 따라 축열조 냉방능력은 유지되고, 
칠러의 냉방능력이 변동한다. 구간 제어 방식은 기존 방식 중에서 칠러 우선 방식에 더 가깝게 운전된다. 이는 

냉방부하가 구간3과 구간4에서 변동되고, 이에 따라 칠러의 냉방능력이 칠러의 최적 운전 냉방능력과 전부하 

냉방능력 사이에서 운전되어 칠러 우선방식과 유사하게 운전되기 때문이다. 
설계일 평균 냉방부하 대비 60%의 결과에서 축열조 우선방식의 축열조 냉방능력은 부하 감소에도 불구

하고 높지만, 100% 냉방부하와 비교했을 때, 칠러의 평균 냉방능력은 0.27까지 낮아진다. 칠러 우선 방식은 

부하가 큰 운전 중반을 제외하고 축열조가 부하를 처리하지 않으며, 칠러가 평균 0.61로 단독으로 운전된다. 
구간 제어 방식은 운전 중반부까지는 칠러가 최적운전율로 운전되고, 후반부에 부하 감소에 따라 축열조의 

냉방능력이 늘어나 단독 운전한다. 이에 따라 부하를 분담하는 경향이 축열조 우선 방식에 더 가깝게 나타

난다.
Fig. 9와 Fig. 10은 제어방식에 따른 일 소비 전력량 및 전력 요금을 각각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것이다. 냉방부하 100%에서의 축열조 우선 방식 결과를 기준으로 소비 전력량과 전력 요금을 나누어 나타내었다. 
주간 소비 전력량은 주간 냉방시 칠러의 소비 전력량이고, 야간 소비 전력량은 낮 동안 사용된 축열조의 방열량

만큼 재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칠러의 소비 전력량이다. 
냉방부하 100%의 경우, 제어 방식 모두 축열조와 칠러의 냉방능력이 설계 능력에 근접해 소비 전력량의 차이가 

적다. 부하가 작아지면 제어방식별로 차별성을 가진다. 냉방부하 60%의 경우 칠러 우선 방식의 소비전력은 

다른 제어 방식 보다 가장 낮다. 이는 주간 냉방 운전시 칠러가 고 부분부하율로 운전되어 주간 소비 전력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이며, 또한 칠러의 단독 운전으로 야간 소비 전력량이 소모되지 않는다. 
축열조 우선 방식의 경우, 냉방 운전시 칠러의 냉방능력이 낮아 부분부하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다른 제어 

방식보다 소비 전력량이 크다. Fig. 8에서와 같이 부하 크기에 따라서 축열조 우선 방식의 축열조 냉방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하가 감소한다는 것은 외기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하 감소로 인한 칠러의 

야간 소비 전력량은 작아지게 된다. 부하감소로 칠러의 냉방능력이 감소하므로, 주간 소비 전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낮은 부분부하 운전율로 전체 소비전력은 다른 제어방식에 비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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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erimental power consumption and electric cost for various control methods according to loa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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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ulated power consumption and electric cost for various control methods according to load size.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은 야간 축열량이 축열조 우선방식보다는 작지만, 칠러 우선방식 보다는 

크다. 칠러의 야간 운전시 전부하 운전과 외기온도 저하 효과로 주간운전에 비해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부하 80% 조건에서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은 칠러 우선방식에 비해 효율이 좋은 야간 운전율이 

증가하여 전체 소비 전력량은 소폭 감소하게 된다. 부하 60% 조건에서는 주간운전시 부분부하율이 낮아, 
칠러 우선방식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았다.  

전력 요금 측면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심야 전력이 주간 전력보다 요금이 더 저렴하므로, 전체 

소비전력에서 심야 소비 전력량의 비중이 클수록 전력요금은 낮아지게 된다. 설계 냉방부하 100% 조건의 

경우,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의 전력 요금이 가장 낮지만, 제어 방식 모두 심야 전력과 주간 전력 

소비량이 비슷하여 6% 이내로 차이가 적다. 
냉방부하 80%의 경우, 축열조 우선방식은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만, 야간 소비 전력량의 비중이 커 

오히려 칠러 우선 방식에 비해 더 작은 전력요금을 보였다. 칠러 우선방식의 소비 전력량은 낮은 수준이지만, 
칠러의 주간 운전율이 높아 전력 요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은 주간 운전 

효율과 심야 전력 사용율이 높아, 전력 요금이 가장 낮다. 동적계획법 방식이 가장 낮은 전력요금을 

보였으며, 축열조 우선 방식 보다 10%, 칠러 우선 방식보다 11%, 구간제어 방식보다 약 4.8% 낮았다. 
부하 60%의 경우, 축열조 우선 방식은 값싼 심야 전력 비중이 높지만, 칠러의 주간 소비 전력량이 크기 

때문에 전력 요금이 가장 높다. 칠러 우선 방식은 값싼 심야 전력을 사용 하지 않았지만, 주간 전력 또한 

낮아, 전력 요금이 축열조 우선 방식보다는 낮았다.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은 축열조 우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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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power consumption and electric cost for various control methods during summer season.

보다 주간 운전 효율이 높고, 칠러 우선 방식보다 심야 전력 사용량이 높다. 전력 요금측면에서 동적계획법 

방식은 축열조 우선 방식 보다 13.7%, 칠러 우선 방식보다 8%, 구간제어 방식보다 0.1% 낮았다. 부하의 크기와 
제어 방식별로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험결과를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다양한 부하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칠러 우선 방식, 축열조 우선 방식, 구간제어 방식 그리고 동적계획법 방식에 대해 하절기(6~9월) 동안의 

제어 성능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11에는 하절기 동안의 월별 평균 소비 전력량과 전력 요금을 8월의 

축열조 우선 방식의 값을 나누어 나타내었다. 고부하를 보이는 8월에는 기존 제어 방식 보다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의 총 소비 전력량이 가장 낮다. 중부하에 해당하는 7월에서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의 

소비 전력량은 칠러 우선 방식과 비슷하지만, 전력 요금 측면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다.
축열조 우선 방식의 경우, 낮은 부분부하율로 인해 소비 전력량이 다른 방식 대비 높게 나타나지만, 심야 

전력의 비중이 높아, 전력 요금은 칠러 우선 방식과 비슷하였다. 저 부하인 6월과 9월에서도 구간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의 소비 전력은 칠러 우선 방식 보다 큰 전력 소비량을 보이지만, 전력 요금은 가장 낮았다.  
하절기 전체에 걸쳐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칠러의 최적 부분부하율을 이용하는 구간제어 방식과 최소비용 

경로를 탐색하는 동적계획법 방식에 의해 축열조 이용률과 칠러의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동적계획법 방식이 

칠러 우선 방식 대비 6.5%, 축열조 우선 방식 대비 8.9%, 구간제어 방식 대비 0.6% 비용이 절감되었다. 두 제어 

방식이 전력 요금 측면에서 저렴한 야간 전력 요율로 인하여 기존 제어 방식 보다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실제 칠러-축열시스템에서 동적계획법 방식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시 미리 냉방부하 패턴을 예측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동적계획법 방식과 유사하게 경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구간제어 방식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잠열 축열조와 칠러로 구성된 냉방시스템에서 축열조 우선 방식, 칠러 우선 방식, 구간제어 

방식, 동적계획법 방식에 대해 제어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칠러의 주간과 야간 운전시 냉방능력, 
소비전력을 분석하고 전력요율에 따른 전력 요금을 분석하였다.  
축열조 우선 방식은 칠러의 주간 운전 효율이 낮아 소비전력이 증가하여 높은 전력 요금을 나타내었고, 

칠러 우선 방식은 낮은 축열조 이용률로 인해 주간 칠러 운전율이 높아 높은 전력 요금을 나타내었다. 
구간제어 방식은 칠러의 최적 부분부하율을 이용한 운전 특성으로 인해 전력 요금이 절감되었고, 동적계획법 

방식도 최소 비용 경로를 탐색하는 운전 특성으로 인해 전력 요금이 절감되었다. 두 최적 제어 방식 모두 

칠러 우선 방식보다는 축열조 이용률이 높고, 축열조 우선 방식보다는 칠러의 운전 효율이 높아 더 경제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절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 요금을 분석한 결과, 동적계획법 방식이 칠러 우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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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6.5%, 축열조 우선 방식 대비 8.9%, 구간제어 방식 대비 0.6% 비용이 절감되었다. 최적 제어방식인 구간

제어 방식과 동적계획법 방식이 유사한 전력 요금 결과를 나타내었고, 기존 제어 방식과 비교해서 최적 제어 

방식이 전력 요금 측면에서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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