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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iller efficiency is an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central chilled
water system. A low-condenser water temperature is required for the low cooling tower leaving
water temperature, which affects the chiller efficiency.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oduce low-condenser water temperature, but an additional review is needed on a method to
lower the approach temperature. This study developed a control algorithm for cooling tower
low-approach temperature. The approach temperature changes within the same load, ambient
conditions according to the liquid-to-gas ratio (LGR), which is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cooling tower system. It found that the lower the LGR, the lower the approach temperature
could be secured. As the approach temperature is lowered,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chiller and cooling water pump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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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대형 상업용 건물에서는 중앙 냉방 시스템이 적용되며, 냉방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Morrison, 2015; Huang et al., 2017). 따라서 냉동기 효율 향상은 냉방시스템의 효율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냉동기의 효율을 나타내는 Coefficient of performance(이하, CO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냉동기 출구온도, 응축기 입구온도(이하, 냉각탑 출구온도), 부분부하율, 대수제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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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조건, 건물 부하, 시스템 구성 등 다양한 매개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Tirmizi et al.,
2012; Liu et al., 2017; Wang et al., 2018; Ho and Yu, 2020). 그 중에서도 냉각탑의 냉각수
출구 온도를 낮출수록 냉각탑 팬의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냉동기의 냉매 압력 저하
를 통한 COP 향상으로 에너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Wang et al., 2018).
이에 저온 냉각수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제어방식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Kang et al.
(2021)은 인공 신경망 기반의 중앙 냉방 시스템 실시간 예측 제어 및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제어 변수로 냉각탑 출구온도(25-32℃) 및 냉동기의 냉수 출구온도(6-12℃)범위를 선
정하였으며, 전체 냉방시스템의 평균 에너지 절감은 7.4%, 평균 COP는 9.4%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의 외기습구온도가 23℃보다 높을 경우, 어프로치온도로 +3.6 K
를 제시하였다. Ha et al. (2019)은 기존 냉방시스템의 정격조건 대비 ASHRAE 90.1냉각수 설
정 온도 23.9℃ 변경에 따른 냉방시스템 요소별 에너지 절감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저
온 냉각수 생산으로 인해 냉각탑 팬 풍량은 증가하는 반면 냉동기 에너지 감소로 연간 냉방에너
지 사용량이 약 16.7%가 절감되었다. Lee et al. (2018)은 냉각수 유량제어를 통한 저온 냉각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인 운전은 대부분 냉각수 온도 32℃에 분포되지만, 유량제어 알고리
즘이 적용된 운전의 경우, 24℃ 정도의 낮은 온도의 냉각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알고리즘 운전의 저온 냉각수 효과로 인해 냉각탑 및 VRF 실외기의 에너지 절감은
각각 24%, 5.9% 절감되었으며, 실외기 및 시스템 COP는 각각 7.3%, 12.7%가 향상되었다.
상기의 연구들에서는 저온 냉각수 생산을 위해 제어 변수로 냉각수 유량 및 설정 온도에 주
안점을 두고 있으나, 냉각탑 팬 풍량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추가적
으로 더 낮은 저온 냉각수 생산을 위해 냉각탑 팬 풍량에 대한 냉각수 유량 비율을 나타내는
Liquid to gas ratio(이하, LGR) 관점에서의 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LGR은 냉각탑 설계관점에서 검토되는 값이지만, 운전 제어 관점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동일한 사양의 시스템 내에서 LGR이 낮아지면 냉각탑 내의 공기 유량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냉각수와 냉각 공기간의 접촉면적 및 냉각수의 충진재 내 잔류 시간 증가로
이어져, 충진재 특성 값을 향상시키게 된다(Kim et al., 2001). 이는 냉각탑의 냉각 능력 향상
으로 이어져, 냉각탑 출구 온도와 주변 공기 습구 온도의 차이인 어프로치 온도를 낮출 수 있
다. 어프로치 온도의 감소는 저온 냉각수 생산으로 이어져, 냉각탑의 입‧출구 온도차인 레인
지 온도가 증가되고, 이를 통해 냉각수 유량 감소 및 냉동기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낮은 LGR 냉각탑 운전을 통한 어프로치 온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냉각탑부터 헤더에 이르는 수랭식 1차측 냉방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효율향상을
검토하는 전체 연구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LGR 관점에서의 어프로치 온도 감소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동일한 냉방부하 및 외기조건에서 어프로치 온도감소를
위해서는 LGR 값을 낮게 가져가야 하지만, EnergyPlus 툴에서는 냉방부하와 상관없이 유량
이 일정하게 운전되는 모델링 오류가 발생하여(Unmet Hours, 2019; 2020), 변속 팬의 경우
에만 LGR 값이 변화된다. 이로 인해 냉각수 유량 대비, 냉각탑 팬 풍량 감소 현상이 발생하여
어프로치온도 감소가 한계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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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프로치 온도 산출에 필요한 변수들을 일목요연하
게 재정리하고, 신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EnergyPlus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 범위 및 방법
어프로치 온도는 냉각탑의 냉각 처리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이 값이 작아
질수록 냉각탑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Peterson,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스템
사양 내에서 LGR 관점에서의 운전 방식에 따른 어프로치온도 감소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중앙 냉방시스템은 수랭식 냉동기, 변속 냉각탑 및 변유량 냉각수 펌프로 구성하였다. 또한,
LGR관점에서의 제어에 필요한 냉각탑의 입구 및 출구온도, 주변공기의 습구온도, 냉각수 유
량 및 냉각탑 팬 풍량 값들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어프로치 온도 감소를 위한 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EnergyPlus v. 9.5에 적용
하여 어프로치 온도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고찰
냉각탑 모델링
냉각탑의 목적은 공기와 닿는 물의 표면적을 충진재에 극대화시켜, 증발 냉각을 최대한 활
용하는 것이다(Peterson, 2016). 냉각탑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EnergyPlus에 적용된 Merkel 모델을 활용하였다(DOE, 2021). 해당 모델은 냉각
탑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대향류형 열교환기의 ε–NTU relationships를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공기와 수증기는 이상 기체로 작용함; (2) 물 증발 효과
는 고려되지 않음; (3) 팬 가열은 고려되지 않음; (4) 접촉 경계면에서 공기는 포화상태로 가정
함; (5) 루이스 수는 1로 가정함; (6) 정상상태 운전을 가정함.
 total)
냉각탑으로 들어오는 주변 공기 습구 온도와 냉각수 간의 정상상태의 총 열전달량(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또한, 공기 및 냉각수 측의 에너지 평형방정식은
식 (2) 및 (3)과 같다. 해당 식에서 습 공기의 엔탈피는 전적으로 습구온도의 함수이며, 습공기
는 평균 비열(   , 식 (4))을 이용하여 동등한 이상기체로써 가정하였다. 또한, 액체 측면의
전도가 기체 측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젖은 표면온도는 냉각수온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Ue는 식 (5)와 같으며, 이는 평균 총괄 열전달계수로, 충진재 내의 총괄 열전달계수는 동
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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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여기서, U는 냉각탑 총괄열전달계수(W/m2 ‧ ℃), A는 열 전달 표면적(m2), Tw는 냉각수 온도
  는 냉각수의 유량(kg/s), Cpw는 냉각수의 비열(kJ/kg ‧
(℃), Twb는 공기의 습구온도(℃), 
  는 냉각탑 팬의 풍량(kg/s),  는 출구 공기의 엔탈피(hout, wb)와 입구 공기의 엔탈피
℃), 

(hin, wb) 차이(J/kg),  는 출구 공기의 습구온도(Tout, wb)와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hin, wb) 차
이(K), cp는 습 공기의 비열(J/kg ‧ ℃),    는 냉각탑 입구온도(℃),    는 냉각탑 출구
온도(℃)를 나타낸다.
냉각탑의 효율은 다음의 식 (6)이 의미하는 단순 열교환기의 효율(εHX, simple)과 유사하게
 , 식 (7))이 공기의 열용량률( 
 , 식 (8))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은 냉각수의 열용량률( 




다 적을 때이다. 식 (1), (2)와 (3)을 합쳐 전체 열 전달 표면적에 대해 적분한 결과를 식 (6)과
결합하면 냉각탑 효율(εCT)에 대한 식은 다음의 식 (9)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NTU
(Number of Transfer Units)는 식 (10)과 같으며, 이는 충진재의 특성 값으로 열전달성능을
나타내는 무차원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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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는 냉각수의 열용량률(kW/℃), 
 는 공기의
여기서, εHX, simple는 열교환기의 효율(–), 



열용량률(kW/℃), εCT는 냉각탑의 효율(–)을 나타낸다.

수랭식 냉동기 모델링

EnergyPlus engineering reference (DOE, 2021)에 따르면, 수랭식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

(
  , 식 (11)) 은 냉방 용량 변화 곡선(fCAP, 식 (12)), 에너지소비량 변화 곡선(fEIR, 식 (13)),

부분 부하율 변화 곡선(fPLR, 식 (14))에 따라 변화된다. QRef 및 COPref는 냉동기 정격 용량 및
정격 COP를 나타내며, 해당 곡선들은 냉동기 출구 온도(Tout, chw), 냉각탑 출구온도(Tout, 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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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부하율(PLR)에 따라 변화된다. 이는 냉동기 사양에 따라 상이한 값이다. 예를 들어,
EnergyPlus Dataset에서 제공되는 실제 제품의 카탈로그 데이터(Carrier 19XR_1,407 kW)
인 경우, 냉동기 및 냉각탑 출구 온도 범위는 각각 4.44-10℃ 및 12.78-32.22℃이며, 부분 부
하율은 0.2-1.04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스템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냉동
기 선정 시 검토되어야 한다.



     ‧  ‧    ‧     ‧    
 

(11)

          ‧       ‧       ‧       ‧    
   ‧    ‧   

(12)

          ‧       ‧        ‧       ‧    
   ‧   ‧   

(13)

         ‧     ‧ 

(14)

여기서, Tout, chw는 냉동기 출구온도(℃), Tout, cw는 냉각탑 출구온도(℃), PLR은 부분 부하율을
나타낸다.

냉각탑 제어알고리즘 개발
대상 건물 및 HVAC 시스템
본 연구의 대상 건물은 ASHRAE 90.1 기반의 대규모 사무실 건물이며, 기준층 규모는
73.2 m(가로) × 48.8 m(세로)이며, 지상 12층, 창면적비 40%로 모델링 하였다. 대상 지역은
서울로 선정하였으며, 건물의 외피 성능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외벽 0.24 W/
㎡·K, 지붕 0.15 W/㎡·K, 창 및 문 1.5 W/㎡·K, 일사 열 취득 계수(SHGC; Solar Heat gain
Coefficient)는 0.516로 하였다(MOLIT, 2018).
내부 발열조건은 조명 부하 8.5 W/㎡, 기기 부하 8.07 W/㎡, 재실 밀도 18.58 ㎡/person, 최소
외기 도입량은 ASHRAE 62.1 (ASHRAE, 2019b)에 따라 9 ㎥/h·person을 적용하였다. 또한,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central chilled water system

Centrifugal chiller
(2EA)

Cooling tower
(2EA)
Condenser water pump
(2EA)

Cooling capacity
COP
Chilled water flow rate
Condenser water flow rate
Chilled water temperature range
Condenser water temperature range
Hear rejection
Air flow rate
Electric power(control type)
Leaving water set temperature
Electric power
(control type/ motor efficiency)

1,407 kW (400 RT)
6.04
61 kg/s
76 kg/s
4.44-10℃
12.78-32.22℃
1,759 kW (400 CRT)
62 kg/s (LGR 1.2)
7.5 kW (Variable)
14℃
16 kW (Variab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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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운전시간은 일반 업무용건물의 근무시간을 반영한 주 5일, 07-20 h, 냉방 설정 온도 및
Setback온도는 각각 26℃, 30℃, AHU 토출온도는 12.8℃로 고정하였다. Table 1은 대상 건
물에 적용한 HVAC 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어프로치온도 감소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
냉각탑의 성능은 어프로치온도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냉각탑의 입구 및 출구온도, 주변
공기의 습구온도, 냉각수 유량 및 냉각탑 팬 풍량에 따라 변화된다. 처음 4가지 변수는 냉방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제공되지만, 공기 유량은 냉각탑 제조사에 의해 결정된다(Peterson,
2016). 따라서 운전자가 경험 규칙(Rules of thumb)에 의존하지 않고 매시간마다 낮은 어프
로치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선 5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스템 사양 내에서 동적으로 변화되는 5가지 변수들을 고려
하여 낮은 어프로치 온도를 계산하는 냉각탑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Figure 1과 같
다. 해당 알고리즘은 식 (19)에서 언급하는 독립변수인 외기습구온도, LGR, 레인지 온도의
순차적 계산을 포함한다. 또한, 동일한 외기 조건 및 부하 조건인 경우, 어프로치온도는 LGR
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므로 제어단계마다 낮은 LGR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LGR
을 낮출수록 냉각탑의 효율 향상을 통해, 어프로치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냉
각수 유량 감소 및 냉동기 COP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알고리즘 제어에 필요한 입력데이터는 외기 건구온도 및 상대습도, 냉각수 설정 온도, 냉각
수 유량, 냉각탑 팬 풍량, 냉각탑 처리 열량, 냉각수 펌프 가동 여부이다. 해당 입력데이터를
활용하여 어프로치 온도 계산에 필요한 제어 변수들을 재 산출하였다.

Figure 1. cooling tower control algorithm for Low-approac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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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냉각수 설정 온도는 기존 연구들(Lee et al., 2018; Ha et al., 2019; Kang et al., 2021)
에서 ASHRAE 90.1 (ASHRAE, 2019a) 기준의 약 24℃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기
후 존 4A)인 경우, 평균 외기 습구온도는 냉방기 및 중간기 각각 11.2-18.2℃, 2.3-12.6℃로 나
타났다(Ha et al., 2020). 이에 추가적인 냉방 시스템 효율 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냉각
수 설정온도를 냉동기의 하한온도까지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냉각수 설정 온도는
냉동기(Carrier 19XR_1,407 kW)모델의 사양을 참조하여, 14℃로 설정하였다. 이는 해당 모
델의 하한 온도 값인 12.78℃에 여유율 약 10%를 추가한 값이며, 냉방사이클의 안정적인 유
지를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한 값이다.
다음으로 외기습구온도의 경우 습구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건
물에서는 해당 데이터 취득이 어렵다. 이에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측정하는 건구온도(Tdb) 및
상대습도(ω)의 값을 다음의 식 (15)에 대입하여 습구온도(Tin, wb)를 계산하였다(Stull, 2011).
      ‧          
       
‧    

(15)

여기서, Tdb는 건구온도(℃), ω는 상대습도(%), Tin, wb는 습구온도(℃)를 나타낸다.
  )은 다
냉방시스템의 가동 상태는 냉각수펌프의 on/off를 통해 판단하며, 냉각수 유량( 

음의 식 (16)을 통해, 재 산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EnergyPlus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에서는 건물의 냉방 부하 및 변속 냉각수 펌프의 작동과 관계없이 냉동기가 운전될 때마다
연중 내내 냉각수 펌프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냉각탑 팬의 변속제어만 구현되는 문제점

이 있다(Unmet Hours, 2019;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탑의 처리 열량( 
   ) 비율

에 따라 냉각수 유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였다.


 
   ‧   




 

(16)


  는 냉각수 유량(kg/s), 
   는 정격 조건의 냉각수 유량(kg/s), 
여기서, 
   는 냉각탑의

처리 열량(kcal/h), 
는 정격조건의 냉각탑 처리 열량(kcal/h)을 나타낸다.
 

EnergyPlus engineering reference (DOE, 2021)에 따르면 어프로치 온도 감소를 위해 본
연구에 적용된 변속 냉각탑 모델인 경우 우선적으로 냉각탑 팬을 최대 속도로 운전 시켜 냉각탑
출구온도를 결정하고, 냉각탑 출구온도가 설정 온도에 비해 높은 경우, 냉각탑 팬이 계속하여
최대 속도로 유지된다. LGR은 식 (1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LG 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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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 온도(TRange)는 다음의 식 (18)으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Cpw는 물의 비열 값인
4.185 kJ/kg‧℃에 해당된다. TRange는 앞선 식 (16)에서 계산된 유량이 줄어들수록 커지게 되므
로, 이는 냉방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8)

본 연구에 적용된 변속 냉각탑의 YorkCalc 모델 어프로치온도는 다음의 식 (19)를 통해 산출
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냉각탑모델의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Table 2와 같다(DOE,
2021). 해당 식의 종속변수인 어프로치온도는 식 (15), (17), (18)에서 계산된 외기 습구온도, 레
인지온도 및 LGR을 대입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해당 독립 변수들 값에 따라 변화되는 값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이에 동일한 외기 습구온도 및 부하조건에서 낮은 어프로치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LGR을 줄여야 한다. LGR을 줄이기 위해서는 냉각수 유량을 줄이거나 냉각탑 팬 풍량을 증가
시켜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냉각수 유량은 부하의 영향을 받으므로 건물의 운영자
가 임의로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냉각탑 설정 온도보다 냉각탑 출구온도가 높은 경우,
운전자는 냉각탑 팬 최대 속도 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동일 조건에서 낮은 LGR달성이 가
능하다. LGR에 따른 어프로치 온도변화는 정량적으로 검토 가능하며, 다음의 Figure 2와 같다.
Table 2. Cooling tower model coefficients

β1
β2
β3
β4
β5
-0.359741205
-0.055053608
0.0023850432
0.173926877
-0.0248473764
β6
β7
β8
β9
β10
0.00048430224 -0.005589849456 0.0005770079712 -1.342427256E-05 2.84765801111111
β12
β13
β14
β15
β11
-0.121765149
0.0014599242
1.680428651
-0.0166920786
-0.0007190532
β16
β17
β18
β19
β20
-0.025485194448 4.87491696E-05 2.719234152E-05 -0.06537662555556
-0.002278167
β21
β22
β23
β24
β25
0.0002500254
-0.0910565458
0.00318176316
3.8621772E-05
-0.0034285382352
β27
β26
8.56589904E-06 -1.516821552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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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pproach temperature according to variable LGR

냉각수 유량 증가 및 냉각탑 팬 풍량이 감소되면 LGR이 높아져 어프로치 온도가 오히려
증가되기 때문에 제외하여 나타냈으며, LGR 1.2 값은 냉각탑시스템의 정격 운전시의 값이
다. LGR이 낮은 상태에서 운전할수록 동일한 조건내에서도 더 낮은 어프로치온도가 확보 가
능하다. 이에 냉각탑 시스템 운전시 시스템 사양 내에서, 가능한 LGR을 낮추는 것이 냉동기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고 사료된다.
식 (20)의 냉각탑 출구온도(Tin,cw)는 식 (15)의 습구온도 및 (19)의 어프로치온도를 이용하여
재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계산된 값은 냉각탑 설정 온도 및 외기 습구온도 보다 높은 값이다.
           

(20)

여기서, Tin,cw는 냉각탑 출구온도(℃)를 나타낸다.

제어알고리즘 분석결과
다음의 Figure 3은 동일한 부하일 때의 제어 알고리즘 적용 유무에 따른 냉각수 유량 및 냉
각탑 팬 풍량을 나타낸 것이며, Figure 4는 외기습구온도에 따른 냉각탑 입 출구온도를 나타
낸 것이다. 해당 그림에서 일반적인 운전 방식은 냉각수 펌프 유량이 일정한 상태이며, 알고
리즘이 적용된 경우는 부하에 따라 유량이 조절되며, 운전 범위 내에서 낮은 LGR을 유지하
기 위하여, 냉각탑 팬 풍량이 최대로 운전되는 방식이다. 제어알고리즘은 동적 시뮬레이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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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oling tower air and water flow rate according to control algorithm application (May. 10)

Figure 4. Range and approach temperature according to control algorithm application (May. 10)

로그램인 EnergyPlus v. 9.5에 Python EMS Script를 적용하였다. 어프로치 온도는 냉방기
및 중간기 동안 파악할 수 있으나, 냉방기에 비해 중간기의 어프로치온도 감소효과가 극명하므
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간기(4-5, 10,11월)의 평균부하조건인 5월 10일로 선정하여 나타냈다.
동일한 부하 조건 내에서 냉각탑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경우는 냉각탑 팬 풍량 및 유량
변경이 가능하다. 낮은 LGR으로 냉각탑을 운전하기 위해, 냉각탑 팬 운전을 최대 풍량으로
유지하였으며, 부하 변동에 따라 냉각수 유량이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냉각수
유량이 감소되면 레인지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어프로치온도를 더 낮출 수 있다.
14시 기준으로 알고리즘 적용 전인 일반적인 제어 방식은 레인지 온도 3.5 K, 어프로치 온도
5.2 K, 알고리즘이 적용 후는 레인지 온도 5.6 K, 어프로치 온도 3.2 K로 나타났다.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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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었을 때 레인지 온도는 2.1 K 증가되었으며, 어프로치온도는 2 K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냉각수 유량 감소 및 어프로치온도 감소로 인한 냉각수 펌프 동력 감소 및 냉동
기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논문은 어프로치 온도를 감소시켜 냉각수 온도 저감에 따른 중앙 냉방시스템 효율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프로치 온도 감소를 위한 냉
각탑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Lee et al., 2018)에서는 냉각수 유량 감소를 통
해 낮은 냉각수 온도를 생산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낮은 저온 냉각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냉
각탑 팬 풍량을 함께 고려한 LGR관점에서의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외기 조건 및 부하 조건내에서도, LGR에 따라 어프로치 온도가 변화되며, LGR을
낮출수록 낮은 어프로치온도를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LGR은 냉각탑 시스템 사
양 내에서 냉각수 유량 감소 및 냉각탑 팬 풍량 증가로 달성할 수 있다. 설정 온도보다 냉각수
온도가 높을 경우, 냉각수 펌프 유량은 부하에 따라 변화되는 값이므로 낮은 어프로치 온도
달성을 위해서는 냉각탑 팬 풍량 증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추가적인 고효율 장치 없이 냉각탑 제어 알고리즘 변경만으로도 시스템 효율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한 부하조건에서 어프로치 온도를 낮출수록, 레인지 온도가 커지게 되어 냉각수 유량
이 줄어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기존에 개발된 알고리즘 대비 냉각탑 팬
풍량이 증가되므로 낮은 어프로치 온도로 인한 냉동기 및 냉각수펌프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된 냉각탑 제어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매시간 마다 변화되는 건물부하 및 외기 조건을 반영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 냉방시스템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향후의
연구 성과물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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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7R1A2B20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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