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Vol. 13, No. 3, pp. 1~8 (2017)

1

https://doi.org/10.17664/ksgee.2017.13.3.001

EnergyPlus 해석용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냉·난방 능력 

및 소비전력 예측식 산출 기법

김민지·권혁주·이광호*†

한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Capacity and Power Input Performance Curves Creation 

of Water-cooled VRF Heat Pump for EnergyPlus

Min-Ji Kim, Hyuk-Joo Kwon, and Kwang Ho Lee*†

Graduate School, Hanbat National University, Deajeon 34158, South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Deajeon 34158, South Korea

Abstract

Variable refrigerant flow (VRF) systems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in many countries due to a

variety of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system. Especially, the water-cooled VRF heat pump, including

geothermal heat pump, is a system that accurately controls the flow rate of refrigerant for the improved

efficiency under part load operation. This paper describe the process of generating the cooling and

heating energy performance curve coefficients and performance expressions for modeling water cooled

VRF system using EnergyPlus. Through this study, the process for generating performance curves can

be implemented into EnergyPlus or other comparable building energy analysis tools for the long-term

evaluation of heat pump under dyna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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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APFTCooling : 냉방능력비

TWB,avg :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

TC : 냉각수 입수온도

EIRFTCooling : 냉방 소비전력비

EIRFPLRCooling : 부분부하별 냉방소비전력비

CAPFTHeating : 난방능력비 

TDB,avg  :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

Th  : 온수 입수온도

EIRFTHeating : 난방 소비전력비

EIRFPLRHeating : 부분부하별 난방소비전력비 

1.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CO2 저감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각국에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

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파리협정)를 마

련하는 등 다양한 협약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CO2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 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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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소비량 중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만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 조사보고서[1]

에 따르면, 일반 건물 내의 에너지 소비량 중 냉·난

방에 의한 소비량이 약 50%로 공조시스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건

물에서의 공조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 증가와 동

시에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시스템이 연

구 중에 있다. 최근에는 각 실의 특성과 부하에 따

라 냉매의 유량을 개별·분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VRF (Variable Refrigerant Flow) 히트펌프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CO2 저감과 에너지 절감 등에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국내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다[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써 Lee et al.[3]은 VRF 히

트펌프 사이클 설계를 바탕으로 극 한랭지 난방 성

능 평가를 하였으며, Kim et al.[4]은 온도, 습도, 기

류를 이용한 VRF 시스템의 쾌적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다. 또한 Moon and Kim[5]은 쾌적 제어

알고리즘을 통한 VRF 시스템의 냉방기 제어 실험

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VRF 히트펌프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상당 수 진행 중이지만 대부

분의 연구들이 특정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VRF 시

스템의 성능 및 쾌적 제어 알고리즘과 실내 온열환

경 평가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6]. 또한 대부분

의 연구들이 공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에 집중

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시스템인 수랭식 VRF 히트

펌프와 관련된 연구부족과 실제 건물 및 시뮬레이

션 상에서 다양한 작동조건 하에서 정량적인 에너

지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수랭식 VRF 히트펌프

를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할 때 실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인 냉각수 입수온도, 실내 건·습구 온

도, 냉·난방능력 및 소비전력, 부분부하 운전 조건

등 여러 변수들의 의해 변화하는 시스템의 효율을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수

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정량적인 에너지 성

능을 예측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변수들이 고려된 국

내 S사의 실측 냉·난방능력 및 소비전력 데이터

(Technical Data Book, 이하 TDB)를 토대로 수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식을 EnergyPlus

를 통해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를 통해 향후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연구개발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VRF Heat Pump & Simulation 

Software

2.1 VRF Heat Pump

Fig. 1과 같이 VRF 히트펌프는 단일 또는 다중의

수열원 유닛에 다수의 실내기를 냉매배관으로 연결

하여 유량을 제어하는 고효율 시스템이다. 각 실내

기를 통해 부하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부하에 따라 실외기의 용량을 가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VRF 히트펌프 중 수랭식 VRF

히트펌프는 외기 온도 및 빌딩 외풍 등 실외조건에

영향을 받던 공랭식에 비해 일정온도의 냉각수를

사용하므로 운전효율이 좋다. 특히 물 냉매 열 교환

이므로 공랭식과 동일한 용량의 압축기 조합을 사

용하더라도 냉매 이동량이 증가하여 높은 냉난방

능력을 얻을 수 있다[7]. 

또한 아래의 성능곡선 3가지는 VRF 히트펌프 시

스템에서 정량적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곡선으로 온도와 부분부하율 변화에 따

른 냉·난방능력 및 소비전력 변화를 예측 가능한 성

능곡선이다. 본 연구에서 EnergyPlus를 통해 냉·난

방 능력 및 소비전력을 구하는 성능곡선으로 다음 3

가지 성능곡선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6].

−냉각수·온수 입수온도 및 실내 건·습구 온도 변

화에 따른 전력비 변화 성능곡선

−냉각수·온수 입수온도 및 실내 건·습구 온도 변

화에 따른 냉·난방 능력비 변화 성능곡선

Fig. 1. VRF Heat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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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부하율 변화에 따른 냉·난방소비 전력비 변

화 성능곡선

2.2 Simulation Software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에너지성에서 개발된 건물 냉

난방 부하 해석 및 열환경에 대해 수학적으로 검증

이 가능한 EnergyPlus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EnergyPlus는 미국 냉동공조학회 ASHRAE에서

권장하는 열평형 방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에서의 열전도 및 복사, 그리고 대류 열전달에

대한 동적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Version 7.0 이상부터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시스템에어컨의 VRF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수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을 정확히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성능곡선을 시뮬레이션 상에 적용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7].

3. Cooling Mode

3.1 Cooling Capacity

수랭식 VRF 히트펌프에서의 냉방능력은 히트프

로 들어가는 냉각수의 입수온도 및 실내기로 유입

되는 공기의 습구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이에 Fig. 2는 국내 S사의 수랭식 VRF TDB 데이

터를 토대로 냉방 시 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정격

조건 대비 냉각수 입수온도 및 실내기 유입 습구온

도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능력비(Capacity Function

of Temperature, 이하 CAPFTCooling)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2에서 Boundary Curve 구간을 중심으로

냉각수 입수온도에 따라 Low Temperature Curve,

High Temperature Curve로 나뉘게 된다. 이는 냉각

수 입수온도가 낮은 Low Temperature Curve 구간에

서의 냉방능력비(CAPFTCooling)는 실내기 유입 습구

온도만의 영향을 받는 반면, High Temperature

Curve 구간의 경우 냉각수 입수온도와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 두 변수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방능력

비(CAPFTCooling)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온도

구간에 따른 각각의 성능곡선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 High Temperature Curve

CAPFTCooling = a + b(TWB,avg) + c(TWB,avg)
2

+ d(TC) + e(TC)2 + f (TWB,avg)(TC) (1)

Fig. 2에서 Boundary Curve 기준으로 냉각수 입수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인 High Temperature Curve의

경우 냉방능력비(CAPFTCooling)는 식 (1)과 같이 연

립 2차방정식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식 (1)의 Tc는

수랭식 VRF 히트펌프로 들어가는 냉각수 입수온도

를 뜻하며, TWB,avg는 실내기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

구온도를 뜻한다. 

High Temperature Curve에서의 냉방능력비

(CAPFTCooling)는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 (TWB,avg) 뿐

만 아니라, 냉각수 입수온도 (TC)에 의한 영향을 모

두 받으므로 두 변수를 같이 고려하여 산출해야 한

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기준

이 되는 정격 냉방능력(CAPFTcooling = 1.0)은 TDB

데이터 기준으로 냉각수 입수온도(TC)는 30oC, 실내

기 유입 습구온도(TWB,avg)는 19oC 일 때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냉각수 입수온도와 실내기 유입 습

구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능력비(CAPFTCooling)

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후 각 온도에 대응하는 냉

방능력비(CAPFTCooling)를 식 (1)에 대입하여 각각의

계수 a, b, c, d, e, f을 도출할 수 있다.

− Boundary Curve

TC = a + b(TI,WB) + c(TI,WB)2 + d(TI,WB)3 (2)

Fig. 2에서 Boundary Curve 구간은 냉각수 입수온

도(TC)의 변화에 따라 냉방능력의 패턴이 Low

Temperature Curve와 High Temperature Curve로 나

누어지는 경계 지점을 나타낸다. 식 (2)은 실내기 유

입 습구온도(TI,WB)에 대한 냉각수 입수온도의 연립

3차 방정식으로 정의되며,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

Fig. 2. Cooling capacity ratio curve of VRF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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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WB)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조건의 냉각수 입수온

도(TC)를 식 (2)에 대입하여 각각의 계수 a, b, c, d

를 도출 할 수 있다. 

− Low Temperature Curve

CAPFTCooling = a + b(TWB,avg) + c(TWB,avg)
2 (3)

Fig. 2와 같이 Boundary Curve 구간을 기준으로

냉각수입수온도가 낮은 구간인 Low Temperature

Curve의 냉방능력비(CAPFTCooling)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 (TWB,avg)에 의해서

만 달라진다. 이에 Low Temperature Curve는 High

Temperature Curve의 식 (1)과 동일하나 냉방능력이

냉각수 입수온도(TC)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기 유

입 습구온도 (TWB,avg)에 의해서만 변동되기 때문에

계수 d, e, f의 값은 0으로 결정되며, 이에 식 (3)와

같이 정의된다. 또한 High Temperature Curve와 동

일한 정격조건으로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TWB,avg)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능력비(CAPFTCooling)를 산출하

고 이후 식 (3)에 대입하여 각각의 계수 a, b, c를 도

출할 수 있다.

3.2 Cooling Energy Input : Temperature

수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냉방 소비전력

역시, 냉각수 입수온도(TC) 및 실내기 유입 습구온

도(TWB,avg)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Fig. 3은 국내 S사의 수랭식 VRF TDB 데이터를 토

대로 냉방 시 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정격조건 대

비 냉각수 입수온도와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에 따

라 변화하는 소비전력(Energy Input Ratio Function

of Temperature, 이하 EIRFTcooling)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냉방능력과는 달리 냉방 소비전력비의 경우

Low Temp Curve와 High Temp Curve를 구분 지을

수 있는 Boundary Curve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냉방 소비전력 성능곡선은 모든 냉각수 입수

온도(TC) 구간에 대하여 하나의 성능곡선만 산출하

여도 정확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8].

EIRFTCooling = a + b(TWB,avg) + c(TWB,avg)
2

+ d(TC) + e(TC)2 + f (TWB,avg)(TC) (4)

냉방 소비전력비(EIRFTCooling)는 식 (4)와 같이 냉

각수 입수온도(TC) 및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TWB,avg)

에 따라 변화하는 연립 2차방정식에 의해 정의된다.

또한 냉방 소비전력비(EIRFTCooling)를 도출하기 위

해선 정격조건 상의 소비전력 (PI)이 선정되어야한

다. 이 역시 TDB 데이터를 토대로 정격조건은 냉각

수 입수온도(TC)는 30oC,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

(TWB,avg)는 19oC일 때를 말하며, 정격 소비전력(PI)

를 기준으로 냉각수 입수온도(TC)와 실내기 유입 습

구온도(TWB,avg)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 소비전력비

(EIRFTCooling)을 산출할 수 있다. 이후 냉각수 입수

온도(TC)와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TWB,avg)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 소비전력비(EIRFTCooling)를 식 (4)에

대입하여 계수 a, b, c, d, e, f를 도출 할 수 있다[9].

3.3 Cooling Energy Input : Part-Load Ratio

수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냉방 소비전력

에 대한 성능곡선은 Fig. 4와 같이 냉각수 입수온도

(TC)와 실내기 유입 습구온도(TWB,avg) 뿐만 아니라

부분부하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부분

부하율은 히트펌프로 들어오는 냉각수 입수 온도

(Tc)와 실내기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구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능력에 대해 실내기에서 제거해야 할

냉방부하 비를 말한다. 이러한 부분부하율에 따른

냉방 소비전력 비(Energy Input Ratio Function of

Part Load Ratio, 이하 EIRFPLRCooling)는 정격조건 하

의 소비전력(PI)에 대한 부분부하율 변화에 따라 변

화하는 소비전력의 비를 의미한다. 또한 부분부하율

에 따른 냉방 소비전력은 국내 S사의 수랭식 VRF

TDB 데이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부분부하율에

따라 변화하는 냉방 소비전력비(EIRFPLRCooling)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9].

Fig. 3. Cooling energy input ratio curve of VRF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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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FPLRCooling = a + b(PLR) + c(PLR)2 + d(PLR)3

(5)

부분부하율에 따른 냉방 소비전력 성능곡선의 경

우 식 (5)로 나타내며, VRF 시스템의 부분부하율이

100% 이하일 때로 정의된다. 또한 Table 1과 같이

TDB 데이터를 통해 부분부하율에 따른 냉방능력을

확인하고 부분부하율이 100%이 조건하의 냉방 소

비전력에 대한 각 부분부하율에 따른 소비전력 비

를 산출하였다.

이후 부분부하율에 따라 변화하는 EIRFPLRcooling

을 식 (5)에 대입하여 각각의 계수 a, b, c, d를 도출

할 수 있다. 참고로, Fig. 4 작성을 위한 대표 수랭

식 VRF 모델의 PLR 및 EIRFPLRcooling의 중간 계산

과정을 위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Heating Mode

4.1 Heating Capacity

난방모드의 경우 수랭식 VRF 히트펌프에서의 난

방능력비(Capacity Function of Temperature, 이하

CAPFTHeating)는 히트펌프로 들어오는 온수 입수온

도(Th) 및 실내기로 유입되는 공기의 건구온도

(TDB,avg)에 따라 변화한다. Fig. 5에서는 국내 S사의

수랭식 VRF TDB 데이터를 토대로VRF 히트펌프의

난방 시 온수 입수온도(Th) 및 실내기유입 건구온도

(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능력비(CAPFTHeating)

를 나타낸 것이다. 난방능력비(CAPFTHeating)는 냉방

능력비(CAPFTCooling)와 동일하게 Boundary 구간을

기준으로 온수 입수온도(Th)에 따른 Low Temperature

Curve, High Temperature Curve 로 나눠진다. 하지만

냉방모드와 반대로, 난방모드의 High Temperature

Curve 구간의 경우 온수 입수온도(Th)에 의한 난방

능력비의 변화가 없고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TDB,avg)

에 의한 영향만 받으며 반대로 Low Temperature

Curve의 경우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기 유입 건

구온도(TDB,avg)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따라서 수랭

식 VRF히트펌프 시스템의 난방능력비(CAPFTHeating)

역시 3가지 온도구간에 대한 성능곡선을 도출하여

야 한다.

− Low Temperature Curve

CAPFTHeating = a + b(TDB,avg) + c(TDB,avg)
2

+ d(Th) + e(Th)
2 + f (TDB,avg)(Th) (6)

Fig. 5에서 Boundary Curve를 기준으로 냉각수입

수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인 Low Temperature Curve

의 난방능력비(CAPFTHeating)는 식 (6)과 같이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TDB,avg)에 따

라 변화하는 연립 2차방정식으로 정의된다. 냉방모

드일 때와는 반대로 난방모드의 Low Temperature

Curve에서는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기 유입 건구

온도(TDB,avg) 모두 고려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Fig. 4. Part load ratio performance coefficient of

temperature curve.

Table 1. Performance coefficients for cooling energy input

function of part load ratio

Cooling EIRFPLR

Cooling Power 

(kW)

Normailzed 

EIRFPLR
PLR PLR2 PLR3

1.83 0.438 0.5 0.25 0.125

2.37 0.567 0.6 0.36 0.216

2.92 0.699 0.7 0.49 0.343

3.53 0.844 0.796 0.633 0.503

3.94 0.943 0.896 0.802 0.718

4.18 1 1 1 1

Fig. 5. Heating capacity ratio curve of VRF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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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국내 S사의 수랭식 VRF TDB 데이터에 의

하면 Low Temperature Curve 구간의 기준이 되는

정격 난방능력비(CAPFTHeating = 1.0)는 온수 입수온

도(Th) 20oC, 실내 건구온도(TDB,avg) 27oC 일 때를 말

한다. 이를 기준으로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기 유

입 건구온도(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능력비

(CAPFTHeating)를 산출할 수 있으며, 각 온도에 따른

난방능력비(CAPFTHeating)를 식 (6)에 대입하여 각

계수의 a, b, c, d, e를 도출할 수 있다.

− Boundary Curve

Th = a + b(TDB,avg) + c(TDB,avg)
2 + d(TDB,avg)

3 (7)

Fig. 5에서 온수 입수온도의 변화에 따른 난방능

력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을 Boundary

Curve 구간으로 나타내며, 이는 3차방정식으로 정

의된다. 냉방모드와 마찬가지로, Boundary Curve 구

간은 Low Temperature Curve와 High Temperature

Curve로 나누어지는 경계조건이 되는 지점으로 실

내기 유입 건구온도(TDB,avg)에 대한 온수 입수온도

(Th)의 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실내기 유입 건구온

도(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조건의 온수 입수

온도(Th)를 식 (7)에 대입하여 각각의 계수 a, b, c, d

를 도출한다.

− High Temperature Curve

CAPFTHeating = a + b(TDB,avg) + c(TDB,avg)
2 (8)

Fig. 5와 같이 Boundary Curve 기준으로 온수 입

수온도가 높은 구간인 High Temperature Curve의 난

방능력비(CAPFTHeating)는 식 (8)와 같이 실내기 유

입 건구온도(TDB,avg)에 의해서만 변동된다. 이는,

Low Temperature Curve와 High Temperature Curve

는 식 (6)로서 동일하게 정의되지만, High Temperature

Curve는 온수 입수온도(Th)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

내기 유입 건구온도(TDB,avg)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계수 d, e, f의 값은 0이 된다. 이에 따라 High

Temperature Curve의 성능곡선 식은 식 (8)와 같이

정의된다. 또한, 앞서 서술된 Low Temperature Curve

와 동일한 정격조건으로 실내 건구온도(TDB,avg)

에 따라변화하는 난방능력비(CAPFTHeating)를 산출

한 후 식 (8)에 대입하여 계수 a, b, c를 도출할 수

있다.

4.2 Heating Energy Input Curve : Temperature

Fig. 6은 국내 S사의 TDB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

방모드의 온수 입수온도 및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

에 따라 변화하는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난방소

비전력비(Energy input Ratio Function of Temperature,

이하 EIRFTHeating)를 나타낸 것이다. 난방 소비전력

(EIRFTHeating)은 냉방 소비전력(EIRFTCooling)과 동일

하게, Boundary Curve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든 온

수 입수온도(Th) 구간에 대하여 하나의 성능곡선으

로만 산출하여도 정확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IRFTHeating = a + b(TDB,avg) + c(TDB,avg)
2 +

d(Th) + (Th)
2 + f (TDB,avg)(Th) (9)

난방 소비전력비(EIRFTHeating)은 식 (9)와 같이 온

수 입수온도(Th)의 전 구간 및 실내기 유입 건구온

도(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연립 2차 방정식에 의해

정의된다. 난방 소비전력비(EIRFTHeating)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격조건 상의 소비전력(PI)을 선정하여

야 한다. 냉방모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국내 S사의 수랭식 VRF TDB 데이터에 의하면,

난방 소비전력(EIRFTHeating)의 정격조건은 온수 입

수온도(Th) 20oC,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TDB,avg)는

27oC 일 때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격 소비전력

(PI)을 기준으로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소비전력비

를 산출 할 수 있다. 이후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

기 유입 건구온도(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 소

비전력비(EIRFTHeating)를 식 (9)에 대입하여 계수 a,

b, c, d, e, f를 도출할 수 있다.

Fig. 6. Heating energy input ratio curve of VRF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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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Heating Energy Input Curve : Part-Load

Ratio Curve 

수랭식 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경우 난방 소비

전력에 대한 성능곡선은 온수 입수온도와 실내기

유입 건구온도 뿐만 아니라 부분부하율의 영향을

받는다. 난방모드의 부분부하율의 경우 히트펌프로

들어오는 온수 입수온도(Th)와 실내기로 유입되는

공기의 건구온도(TDB,avg)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능력

에 대해 실내기에서 제거해야 할 방부하비를 뜻한

다. 이에 따라 위의 Fig. 7과 같이 부분부하율에 따

른 난방소비전력 비(Energy Input Ratio Function of

Part Load Ratio, 이하 EIRFPLRHeating)는 정격조건 하

의 소비전력(PI)에 대한 부분부하율 변화에 따라 변

화하는 소비전력의 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S사의 TDB 데이터는 부분부하율이 100% 이

하 이므로 부분부하율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 소비

전력비(EIRFPLRHeating)는 다음과 같은 식 (10)로 정

의된다.

EIRFPLRHeating = a + b(PLR) + c(PLR)2 + d(PLR)3

(10)

또한 Table 2와 같이 TDB 데이터를 통한 부분부

하율에 따른 난방능력을 확인 후 부분부하율이

100%인 조건하의 난방 소비전력에 대한 각 부분부

하율에 따른 소비전력 비를 산출하였다. 소비전력

비를 산출 후 부분부하율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소

비전력 비(EIRFPLRHeating)을 식 (10)에 대입하여 각

각의 계수 a, b, c, d를 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성능곡선에서 산출된 각각의 계수

는 EnergyPlus의 수랭식 VRF 모델에 해당하는

Curve 값에 입력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건물에 적

용 시에 다양한 조건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냉

·난방능력 및 에너지소비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에너지소비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지열히

트펌프를 포함한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냉난방능

력 및 소비전력과 부분부하율에 따른 소비전력에

관한 성능식을 추출하는 기법을 소개하였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수랭식 VRF 히트펌프의 다양한 성

능정보를 시뮬레이션 상에 정확하게 구현하여 신뢰

성 있는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되었으며 향후 수랭식 VRF 히프펌프 연구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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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ting energy input ratio function of part-load

data set 

Heating EIRFPLR

Heating 

Power (kW)

Normalized 

EIRFPLR
PLR PLR2 PLR3

1.89 0.436 0.5 0.25 0.125

2.46 0.568 0.596 0.36 0.212

3.02 0.697 0.7 0.484 0.337

3.63 0.838 0.796 0.634 0.504

4.07 0.94 0.896 0.803 0.72

4.33 1 1 1 1

Fig. 7. Part-load Performance coefficient of temperatur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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