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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perational conditions of cooling water system on energy consumption for central cooling

system are researched by using TRNSYS program. Cooling tower water pump flow rate, cooling tower

fan flow rate, and condenser water temperature with various dry-bulb and wet-bulb temperatures are

varied and their effects on total and component power consumption are studied. If the fan maximum

flow rates of cooling tower is decreased, cooling tower fan and total power consumptions are increased.

If the cooling tower water pump maximum flow rates is decreased, chiller and total power consumptions

are increased. If condenser water set-point temperature is increased, chiller power consumption is

increased and cooling tower fan power consumption is decreas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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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일반적으로 건물 에너지시스템인 중앙냉방시스

템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제

어변수들로는 냉수 및 냉각수 유량, 냉각탑 팬 및 공

조기 팬의 공기유량,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각수 온

도, 공조기 팬의 정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어

변수들의 최적 설정치들에 대한 조합을 구하는 것

은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해 볼 때

쉬운 문제는 아니다[1]. 

Ahn[1] 등은 중앙냉방시스템에 대해 외기온도와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각수온도들의 상관관계를 고

려하여 최적제어기법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Hwang[2] 등은 중앙냉방시스템에 대해 디

맨드 응답제어 및 외기보상제어 등을 동시에 적용

함으로써 에너지 및 전력사용요금 절감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Kim[3]은 냉수 출구온도제어에 따른 수냉식 냉동

기의 성능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냉수 출구 온

도, 열교환기 용량, 냉수 및 냉각수의 유량, 냉동기

의 정격 용량을 변화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냉수

출구온도의 설정값을 증가시키면 성능계수비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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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만 부분부하율이 감소하여 전체 성능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냉수 출구온도의 설정값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Rho[4]는 외기 습구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냉각탑

의 팬 소비동력과 냉동기 소비동력 전체가 최소화

가 되도록 냉각수 출구온도의 설정온도를 제어하여

냉각수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중앙냉방시스템의 운전을 위한

제어변수로서 응축기의 냉각수온도 및 증발기의 냉

수온도, 공조기의 급기온도, 그리고 실내공기온도들

의 설정온도의 크기들을 최적화하여 운전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러나 제어변수로서 냉각수의 펌프유량, 냉각탑 팬의

풍량, 냉수의 펌프유량, 그리고 급기팬의 풍량과 같

이 동력에너지를 소비하는 펌프와 팬의 유량과 풍

량의 크기와 외기의 건구온도 및 습구온도의 환경

변수, 그리고 온도 제어변수과의 상호관계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며 중앙냉방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각수 계통의 시스템 최적

화를 위하여 외기의 건구온도 및 습구온도 변화에

따른 냉각수 펌프유량 및 냉각탑 팬풍량 그리고 냉

각수 설정온도의 크기가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건물 에너지 해석용 TRNSY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중앙냉방시스템 

Fig. 1은 일반적인 중앙냉방 시스템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앙냉방 시스템은 실내에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및 청정도를 그 사용목적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설비, 실내

냉방부하에 대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에 냉수를 공급하는 냉동기(chiller), 그

리고 응축기용의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해 대기와

접촉시켜 물을 냉각시키는 냉각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존으로부터 환기되어 나오는 공

기 중에서 외부로 토출되는 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와 혼합되어지며,

에어필터를 지난 혼합공기는 냉각코일을 통과하면

서 냉각·제습 혹은 가습되고, 급기 팬에 의해 다시

실내로 공급된다. 냉각코일을 지나는 공기를 냉각시

키기 위해 냉수가 순환하여 공기와 열교환하는 냉

각코일이 있으며, 또한 냉동기를 순환하는 냉매는

냉동기내의 냉동사이클에 따라 팽창, 증발, 압축, 응

축된다. 이때 응축기내 높은 온도의 냉매 열은 냉각

수로 전달되어 냉매는 초기압력으로 팽창되고 열은

냉각탑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력소비는 냉동기(압축기)동

력, 급기팬 동력, 냉수 순환펌프 동력, 냉각탑 팬, 냉

각수 순환펌프 등에서 이루어지고, 각각의 구성요소

들의 동력소비량을 총합한 것이 전체시스템의 총

에너지소비량이 된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본 연구를 위한 중앙냉방시스템의 에너지해석용

프로그램의 작성은 TRNSYS 프로그램 패키지를 사

Fig. 1. Schematic of a central cooling system.

Fig. 2. TRNSYS program for central cooling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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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냉동기와 냉각탑 및 냉

수코일 등의 시스템 구성요소들이 모듈(Module)화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작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요

소들의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모듈화

하여 전체 중앙냉방시스템의 해석용 프로그램을 구

성하였다.

Fig. 2는 중앙냉방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구성된 TRNSYS 프로그램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해석 모델링을 위한 대상

건물의 실내부하 및 시스템 주요 구성요소기기의

사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환경조건으로는 일

반적인 여름철의 건구온도 범위를 26~32oC, 습구온

도의 범위는 14~23℃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건과 더불어 제어변수로서의 급

기온도(Supply air temperature)는 12℃로 냉수온도

(Chilled water temperature)는 8℃로 각각 설정하여

주었는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급기 및 냉수의

설정온도의 크기와 본 연구의 환경변수 및 제어변

수들의 다양한 크기변화를 위한 연구를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그리고 냉각수 설정온도(Condenser

water temperature)의 경우는 24~32℃로 변화시켜 주

었다. 또한 위의 운전조건에 대해 냉각수 순환펌프

의 최대 유량과 냉각탑 팬 최대 풍량을 변화

(40~100%)시켜 운전된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중

앙냉방시스템의 전체 및 각 기기들의 에너지 소모

량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Table 2는 이러한 운

전조건들을 나타낸 표이다.

4. 결과 및 고찰

먼저 Fig. 3은 급기설정온도(Tsa-set)를 12℃, 냉수

설정온도(Tch-set)를 8℃, 냉각수설정온도(Tco-set)

를 32℃, 그리고 실내공기설정온도(Tzo-set)를 25℃

Table 1. Parameters for simulation model 

Model Specifications

Building

load

(Type660)

Overall heat-transfer coefficient 

= 86,450(kJ/h·K)

Heat capacity = 24,000(kJ/K)

Initial room temp. = 25℃
Specific heat for air = 1.0(kJ/kg·K)

Volume = 76,680.8(m3)

Chiller

(Type53)

Overall motor efficiency = 0.95

Max cooling capacity = 9,284,700(kJ/hr)

Power = 353(kW)

Cooling coil 

(Type52a)

No. of heat exchangers rows = 4

No. of parallel tubes = 52

Thermal conductivity of tube 

= 1443.6(kJ/hr·m·K)

Thermal conductivity of fin 

= 852.9(kJ/hr·m·K)

Fan(Type690)
Max flow rate = 72,580(kg/hr)

Rated power = 21.3(kW)

Chilled water 

pump

(Type695)

Max flow rate = 86,000(kg/hr)

Specific heat of fluid = 4.19(kJ/kg·K)

Rated power = 16.9(kW)

Cooling tower 

pump(Type656)

Max flow rate = 343,380(kg/hr)

Rated power = 23.4(kW)

Cooling tower 

(Type51b) 

Total no. of tower cells = 2

Max air flowrate for each cell

= 24,000(m3/hr)

Rated power for each fan = 11.19(kW)

Initial temp. of sump = 29.4℃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simulation

Parameters Conditions

Dry-bulb temperature 26~32℃

Web-bulb temperature 14~23℃

Supply air temperature 12℃

Chilled water temperature 8℃

Condenser water temperature 24~32℃

Condenser water pump flow rate 40~100%

Cooling tower fan flow rate 40~100%

Fig. 3. Temperature changes with set-points for syste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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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때의 온

도변화특성에 대한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무실의 냉방시간인 08시부터 17시까지 냉방이 이

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급

기온도와 냉수온도, 냉각수온도가 냉방시간동안 설

정온도를 추종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고, 실내 온도(zone temperature) 또한 설정온도인 25

℃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는 건구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탑 팬의 최대

풍량을 40~100%로 조절하였을 경우의 에너지 소비

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냉각탑 팬 최대풍량이

감소할수록 냉동기와 냉각수 펌프, 그리고 냉수펌프

의 에너지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냉각탑 팬

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냉

각탑 팬의 최대풍량을 100%에서 60%까지 감소시

킬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점차 증가하지만 그 차

이가 크지 않고, 40%의 냉각탑 팬 풍량을 공급할 경

우 건구온도 30℃ 이상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

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각 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건구온도가 30℃ 이상이 될 때 증가폭이 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건구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 펌프 최대

유량을 변화시켰을 때 전체 에너지와 각 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냉각수 펌프 최대유량이 줄어들수록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냉각탑 팬,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급기 팬과 냉수 펌프는

유량 변화에도 일정한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 냉각

수 펌프유량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냉각수 펌프는 항상 운전되도록 하여 건

구온도 및 펌프 유량의 변화에도 에너지 소비량은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6과 Fig. 7은 건구온도를 고정(29℃)시키고 습

구온도의 변화(14~23℃)에 따라 냉각탑 팬 최대풍

량과 냉각수 펌프 최대유량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경우에 대해 전체 및 각 요소기기들의 에너지 사용

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Fig. 6은 습구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탑 팬의

최대풍량 크기를 달리하였을 경우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냉각

탑 팬의 에너지 소비량은 습구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팬 풍량이 줄어들수록 상대

Fig. 4. Total and component energy consumption with

dry-bulb temperature and cooling tower fan flow rate

changes.

Fig. 5. Total and component energy consumption with

dry-bulb temperature and cooling tower pump flow rate

changes.

Fig. 6. Total and component energy consumption with

wet-bulb temperature and cooling tower fan flow rat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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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냉수펌프

의 에너지 소비량은 습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나 냉각탑 팬 풍량의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냉동기와 급기팬의 에너지

소비량은 습구온도 및 냉각탑 팬의 풍량 변화에 영

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습구온도와 냉각수 펌프의 최대유량을

변화하였을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그림이

다. 냉각수 펌프의 최대유량이 작을수록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냉

각탑 팬의 경우는 습구온도가 18℃ 이하에서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습구온도가 18℃ 이상에서

는 냉각수 펌프유량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더 적게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냉각수 설정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에 대해 냉각탑 팬 최대풍량과 냉각수 펌프 최대

유량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먼저 Fig. 8은 냉각수 설정온도와 냉각탑 팬 최대

풍량을 변화시켰을 때의 총 에너지 소모량과 각각

의 요소기기들의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냉각수 설정온도가 증가할수록 냉동기의 에너지 소

비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반면에 냉각탑 팬의 경우는 에너지가 점차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낮은 냉각

수 설정온도에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가

적으나 28℃ 이상의 온도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또한 냉각탑 팬 최대풍량이 작아질

수록 냉동기 및 냉각탑 팬 그리고 전체 에너지 소비

량은 커짐을 알 수 있으며 냉각수 온도가 증가할수

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급

기 팬과 냉수펌프의 에너지 소비량은 냉각수의 온

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냉각수 설정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 펌

프의 최대유량을 변화시켰을 때의 에너지 소비 특

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냉각

수 설정온도가 클수록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냉각탑 팬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

함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냉동기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냉각수 펌프의 최대유량을 적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경우 전체 및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Fig. 7. Total and component energy consumption with

wet-bulb temperature and cooling tower pump flow rate

changes.

Fig. 8. Total and component energy consumption with

condenser water temperature and cooling tower fan

flowrate changes.

Fig. 9. Total and component energy consumption with

condenser water temperature and cooling tower pump

flow rat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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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각탑 팬의 에너지 소비량은 냉각수 펌프 최대

유량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급

기 팬과 냉수 펌프의 에너지 소비량은 냉각수 설정

온도와 냉각수 펌프유량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어 두 가지 조건에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앙냉방시스템의 냉각수계통에

서 환경변수와 제어변수들의 크기가 에너지 소비량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환경변수로는

외기의 건구 및 습구온도를 고려하였고, 제어변수로

는 냉각수 펌프유량 및 냉각탑 팬풍량 그리고 냉각

수 설정온도들을 선정하여 전체 및 요소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외기조건 변화로서 건구 및 습구온도가 높아

질수록 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며, 특히 건구온도가 높아질 경우는 냉동기와 급

기팬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고, 습

구온도가 높아질 경우는 냉각탑 팬의 에너지 소비

량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 냉각탑 팬의 최대풍량을 작게 할수록 냉각탑

팬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며, 냉각수 펌프

의 최대유량을 작게 할 경우는 냉동기의 에너지 소

비량 증가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였다.

(3) 냉각수 설정온도가 높을수록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냉각탑 팬의 에너지 소비

량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냉

동기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냉

각탑 팬의 최대 풍량과 냉각수 펌프의 최대 유량을

작게 할수록 냉각탑 팬과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

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급기 팬과 냉수 펌프의 에너

지 소비량은 냉각수 설정온도와 냉각수 펌프유량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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