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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constant water bath performances of conventional water-cooled refrigerator and

electric heater with an air-cooled VRF chiller and electric heater equipped with optimal control

algorithm. In heating mode, the air cooled VRF chiller and electric heater combination reduced the set

temperature arrival time by an average of 42 minutes, and energy was also reduced by 18%. In cooling

mode, the two systems took 70 minutes to reach the set temperature and showed no difference. Energy

was reduced by 33.5% with the new system. For constant temperature maintaining experiment, after

reaching the set temperature of 15°C, 20°C and 22°C, temperature deviations were all in the range of

–0.2°C to +0.1°C. Energy was reduced by an average of 84.9%. Through this study, possibility of

precise temperature control by an air cooled VRF chiller system was confirmed.

Key words: Constant temperature water bath(항온수조), Electronic expansion valve(전자식 팽창밸브),

Temperature precision control(온도 정밀 제어), Variable refrigerant flow(변유량 냉매)

기호 설명

Cp : 정압비열 [kJ/kgK]

I : 전류 [A]

: 질량유량 [kg/s]

: 전기히터 가열용량 [W]

: 냉동기 냉각용량 [W]

 : 실험실 부하 [W]

T1, T2 : 냉동기 입·출구온도 [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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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건물 공조용으로 개발된 VRF(Variable refri-

gerant flow)시스템에 대하여 Choi[1]와 Kim[2]은 그

동안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기술 개선과 다양한 편

의 기능을 확보하여 중소형 상가, 오피스텔에서 대

형빌딩까지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학술대회에

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Kim[3]은 VRF 시스템을 적용한 열펌프 기술은

에너지 절약기기로 적용이 확대 되면서 고효율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

하고 반도체, 제약 등 클린룸 기반의 공정이나, 데이

터센터, 실험용 항온조 및 항온항습 설비에 적용이

거의 없으며, 기타 응용분야로의 확대가 미비한 실

정이다. 그 이유는 공랭식 VRF 시스템이 냉각탑을

기반으로 하는 수랭식 냉동기보다 외기온도환경 변

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정밀도가 낮다. Lee[4]

는 데이터 센터에서 정밀 온도제어를 위한 냉각설

비로 수랭식 냉동기를 최적의 솔루션으로 설계하였

다. 또한 Cha[5~7]는 반도체 공정용 칠러 80% 이상

이 수랭식이면서 히터 단독제어방식(heater indepen-

dent control system)이고, 냉수 저장조 내부에 설치

된 히터를 이용하여 온도제어하기 때문에 히터소비

전력이 매우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인 수온 제어용 항온설비의 경우 냉각은 수

랭식 냉동기가 사용되고, 가열은 증기 또는 제어성

이 뛰어난 전기히터가 사용된다. 항온설비는 설정온

도에 따라 냉각과 가열이 선택적으로 운전되고, 설

정온도 도달 후 냉각부하만이 발생되는 것이 보편

적이다. 이러한 경우 냉동기를 가변 또는 단속 운전

하여 정밀한 온도제어를 하지만, 제어온도가 허용

온도편차를 벗어나는 경우 냉동기 단독 운전만으로

온도제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실제로

냉동기를 과도하게 운용하여 기저부하를 유지한 후

제어성이 뛰어난 증기 또는 전기히터에 의해 최종

온도를 제어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제어온도 범위

중 가장 낮은 온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제

어온도를 높게 설정 할수록 냉각부하와 히터부하가

증가되어 에너지 손실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목표

온도 도달 시간이 지연되는 불합리한 특성을 갖

는다. 

본 연구는 산업용 정밀 수온제어에 있어 기존 수

랭식 냉동기와 전기히터가 조합된 시스템을 공랭식

VRF로 대체시 설정온도 도달시간, 온도정밀도, 에

너지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정밀한 온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공정이나 응응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개요

실험장치 구성은 Fig. 1과 같이 기존 수랭식 냉동

기와 전기히터로 구성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에서

수랭식 냉동기를 VRF로 대체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수랭식 냉동 시스템의 경우 Table 1과 같이

1.5 ton의 항온수조, 10 HP 냉동기, 45.2 kW 전기히

터, 냉동기와 수조를 순환하는 순환펌프(#1), 실험수

를 실험실까지 가압하는 압력펌프(#2)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히터 용량은 가열시 1.5 ton의 물을 60분 내

에 4oC에서 30oC까지 승온 가능하도록 하였고, 냉동

기 용량은 동일한 양의 물을 60분 내에 ΔT = 10oC까

지 냉각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여유율을 고려

Fig. 1. Diagram of a refrigerator and VRF system.

Table 1. Refrigerator and VRF system

Objective Refrigerator VRF

Cooling
Scroll Refrigerator

(10 HP)

VRF (22 HP)

Heat exchanger (29 kW)

Heating Electric heater (11.3 kW×4EA)

Water bath Square tank (1.5 ton)

Circulation

Circulation

Pump #1 (1 kW)

Pump #2 (7.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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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냉동기의 경우 상시 냉각부하를 처리하고, 전기

히터는 PID 제어에 의해 설정온도에 따라 제어출력

기능을 하는 SSR(solid state relay)의 on/off 횟수를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랭식 VRF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기존 수랭식 냉동기를 공랭식 VRF로 대체

하고, 직팽식 열교환기에 의해 설정온도에 따라

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에서 냉매유량을 제

어하는 시스템이다. 

항온수조, 히터, 펌프용량은 기존 수랭식 냉동 시

스템과 동일하며, 열교환기 용량은 29 kW, VRF 용

량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열교환기 용량의 약 2

배 능력에 상당하는 22 HP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VRF 시스템에 의한 냉수 온도제어는 ±0.5oC 수준까

지 개발되었으나, 저부하시 자체 보호로직에 의해

동결방지 인터록이 작동하여 시스템이 정지되어

+0.5oC~+2.3oC까지 편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

상은 목표온도 도달시간 지연과 에너지사용량 증가

로 나타기 때문에 문제 요인에 대한 제어요소와 제

어핵심변수를 발굴하고 반복 실험을 통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온수조에 수처리된 실험수 1.5 ton을 공급한 후

15~30oC 온도 범위에서 가열하거나 냉각하여 설정

온도까지 정밀하게 제어하여 실험실에 공급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실험실 부하는 15oC 조건에서 약 7.3

kW(2 RT) 정도이다.

Fig. 2는 기존 시스템에 의한 수온 제어과정을 나

타낸 것으로 온도의 현재값(PV: present value)이 설

정값(SP: set point)보다 낮으면 가열장치에 의해 승

온되고, 반대로 PV가 SP보다 높으면 가열장치는 정

지되어 냉각상태가 된다. PV가 SP에 근접하면 편차

범위 내에서 온도가 유지되도록 가열장치 출력이

제어된다. 

2.2 해석 방법

Fig. 1 정상상태 수조에 대하여 에너지보존의 법

칙을 적용하면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는 히터(heater) 가열용량, 는 실

험실 부하, 은 냉동기(refrigerator) 냉각용량이며,

각각은 식 (2), (3), (4)와 같다.

 (2)

(3)

(4)

식 (1)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 ,  중

2개 이상의 값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 정밀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

험실 부하 값을 예측하였다.

은 편차 0.75% 이내의 전력분석계를 사용하였

고, 은 편차 0.32% 이내 초음파유량계와 편차범

위 0.0~0.1℃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열교환기를 순

환하는 물의 질량유량( )과 온도차(ΔT) 데이터를

식 (4)에 적용하였다. 히터전력이 30 kW인 경우 오

차범위는 ±0.23 kW이며,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유량

1.583 kg/s는 ±0.005 kg/s의 오차범위를 갖는다. 모든

측정장비는 검교정된 것을 사용하였고, 냉동기와

VRF의 압축기(compressor) 전력 또한 동일한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동절기에 진행되어

냉동능력이나 성능이 하절기 또는 정격치 보다 높

게 측정 될 수 있다. 

3. 실험결과 고찰

수랭식 냉동기와 전기히터로 구성된 기존 시스템

과 기존 시스템에서 수랭식 냉동기을 공랭식 VRF

로 대체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하여 제

어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동일한 설정 온도 조건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수 온도 범위는 15~30℃

이며, 최초 30℃에서 최종 15℃까지 ΔT=5℃ 간격으

로 온도 설정값을 낮춰가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Q
·
h + Q

·
t − Q· r = 0

Q
·
h Q

·
t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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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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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and load characteristics of conven-

tional water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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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수 온도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22℃를 추가하

였다. 실험 초기온도는 30℃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

밀 온도제어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전기히터는

총 4대 중 3대만 작동하도록 하였다.

3.1 수랭식 냉동기에 의한 수온정밀제어 

Fig. 3는 실험온도 30℃, 25℃, 22℃, 20℃, 15℃ 조

건에서 실험한 것으로 각각의 온도 설정값에 따라

냉동기와 히터의 동작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냉동기

동력은 설정온도에 따라 6.3 kW에서 최대 7.0 kW

로 운전되고, 전기히터는 가열시 최대 약 30 kW 전

력이 공급되었다. 냉각시 히터전력은 차단되지만 설

정온도에 가까워지면 히터 동작횟수가 증가된다.

온도 유지시(constant) 히터는 10~20 kW 범위에서

불규칙하게 반응하였으며, 25℃에서 15℃구간은 설

정온도가 낮을수록 히터전력이 감소하였으나 25℃

와 30℃의 경우 유사하였다. 

냉동기는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냉각과

가열부하가 중첩되는 불합리한 특성을 갖는다. 

Fig. 4은 이러한 불합리한 특성을 온도 유지조건

15℃ 영역에서 별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Table 2는 이 때 부하와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것으

로 실험수가 수조에서 실험실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흡수된 에너지 와 히터에 의해 가열

된 에너지 , 냉동기에 의해 제거된 에너지 과

같다. 유동과정에서 냉각부하만 발생하는 경우 식

(5)과 같이 가열 없이 냉동기만으로 부하를 제거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5)

Q
·
t

Q
·
h Q

·
r

Q
·
r = Q

·
t, Q

·
r = Q

·
h + Q

·
t, Q

·
h = 0( )

Fig. 3. Temperature and electric heater power characteristics of refrigerator and electric heater system for various set

temperature conditions.

Table 2. Load and device power for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 (15℃)

Case

Load [kW] Device power [kW]

Electric 

heater
Refrigerator Sum

Refrigerator Electric heater Test room

Constant temperature of 15℃ 20.8 13.5 7.3 13.5 4.3 17.8

Q
·
r Q

·
h Q

·
t

Fig. 4. Load characteristics of conventional refrigerator

and electric he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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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랭식 VRF시스템에 의한 수온 정밀제어

단순히 VRF와 직팽식 열교환기 그리고 냉각 제

어기(cooling controller)만 구성할 경우 온도 유지과

정에서 용량제어가 가능한 VRF와 전기히터가 별도

로 제어되어 온도헌팅이 발생 된다. 특히 VRF와 조

합된 열교환기는 냉매의 잠열을 이용하고, VRF의

경우 냉매유량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냉매압력을

독립제어하기 때문에 전기히터와 같이 빠른 대응이

어려워 정밀한 온도제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특

성을 고려하여VRF와 히터가 가열, 냉각, 온도유지

라는 3가지 부하특성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가열구간의 경우 VRF는 대기상태, 히터는

최대부하 상태를 유지하여 짧은 시간 내에 설정온

도에 도달해야 하고, 현재값(PV)이 설정값(SP)에 근

접 할 때 VRF는 서서히 동작되어야 한다. 이 때

VRF에 의한 냉각과정에서 히터의 가열부하와 중첩

되지 않도록 온도편차에 따른 VRF 용량과 EEV 동

작 제어 특성실험을 통하여 찾아 로직에 적용해야

한다. 

냉각구간의 경우 히터는 대기상태에서 VRF는

짧은 시간 내에 설정온도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값

(PV)과 설정값(SP)의 온도차(DT)가 증가 할수록

VRF는 최대부하 운전하여 냉매 증발압력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다가, DT값이 작아질수록 증발압력을

점차 높여 히터의 가열부하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끝으로 온도 유지구간의 경우 열교환기를 통과하

는 물의 온도가 설정값(SP)에 근접하되 높아져서는

안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만

족 될 경우 전기히터의 가열부하를 감소시켜 정밀

한 온도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도유지 과정

에서 냉각과 가열 에너지의 중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Fig. 5. algorithm of VRF.

Fig. 6. Diagram of the VRF and electric heater system.

Table 3. Control algorithm of VRF and electric heater system

DT

(PV–SP)
Heater VRF

Heating  DT < −0.3℃

PID

(0~100%)

Minimum 

load
Off

Cooling DT ≥ 0.5℃ Full load 100%

Constant 0℃ < DT < 0.5℃ P control 30~86% ⎭
⎪
⎪
⎪
⎬
⎪
⎪
⎪
⎫

DT(PV–SP)
VRF load

[%]

Evaporation 

temperature[℃]

DT≥0.5℃ 100 3.1

DT=0.4℃ 86 4.1

DT=0.3℃ 72 5.9

DT=0.2℃ 58 7.2

DT=0.1℃ 44 9.8

−0.2℃≤DT≤0.0℃ 30 11.0

DT<−0.3℃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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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와 Table 3은 가열, 냉각, 온도유지 각각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실험을 통하여

개발하여 Fig. 6과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

과 Fig. 7은 Fig. 3과 달리 가열시 VRF는 대기상태

를 유지하고, 냉각하는 경우 DT값이 작아질수록

VRF 운전 소비동력 또한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설정온도 유지구간에서 VRF 운전

소비동력은 실제 냉각부하만 제거하기 위하여 최소

동력만 소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시스템 비교

 각각의 시스템을 30℃, 25℃, 22℃, 20℃, 15℃

온도 조건에서 가열 및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과 온

도유지시 온도편차, 이 때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비

교하면 Table 4, 5와 같다.

3.3.1 가열

가열은 15℃부터 최대 30℃까지 총 4개 온도구간

에서 실험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시간이 단축 되었

으며, 특히 15℃→30℃ 구간에서 최대 62분 단축되

는 결과를 얻었다.

에너지는 전 구간에서 절감되었으며, 온도범위가

작은 구간 일수록 절감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기존 수랭식 냉동기와 전기히터가 조합된 시

스템의 경우 상시 냉동기가 가동되어 히터부하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7. Temperature and electric heater power characteristics of VRF and electric heater system for various set temperature

conditions.

Table 4. Comparison of time and power consumption for change of set temperature

Tempera-

ture

change[℃]

① Refrigerator ② VRF Difference(②-①)

Time

[min]

Electric power[kW] Time

[min]

Electric power[kW] Time

[min]

Electric power 

[kW]Cooling Heating Sum Cooling Heating Sum

Heating

25→30 42 7.0 29.1 36.1 15 0.2 28.7 28.9 -27 -7.3 

22→30 62 6.5 29.9 36.4 25 0.2 29.3 29.5 -37 -6.9 

20→30 74 6.5 30.1 36.6 31 0.2 29.9 30.0 -43 -6.5 

15→30 108 6.3 29.8 36.1 46 0.2 30.7 30.8 -62 -5.3 

Cooling

30→25 44 7.0 4.8 11.9 81 2.6 0.2 2.8 37 -9.1 

30→22 55 6.5 0.1 6.6 72 3.5 0.2 3.7 17 -2.9 

30→20 71 6.5 0.1 6.5 65 4.5 0.2 4.7 -6 -1.8 

30→15 110 6.3 0.0 6.3 61 7.1 0.1 7.2 -4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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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냉각

기존 수랭식 냉동기의 경우 냉각온도 범위가 증가

할수록 냉각시간이 증가하는 반면에 VRF 시스템의

경우 시간이 단축되었다. 특히 30℃→15℃로 냉각

하는 경우 기존 110분에서 61분 소요되어 49분 단

축 되었다. 하지만 30℃→25℃영역에서 37분 증가

되었는데, 온도구간이 짧을수록 도달시간이 증가하

는 것은 VRF가 초기부하율을 작게 인식하면서 부

하대응 속도가 늦어지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소비전력은 30℃→15℃구간에서 0.9 kW 미미한

증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절감되었다. 특히 30℃→

25℃구간에서 기존 11.9 kW 전력이 2.8 kW로 감소

되어 약 76% 절감되었다.

3.3.3 온도유지 

온도유지 구간은 일정한 부하가 장시간 지속되는

구간으로, 온도편차 범위내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

고,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다.

먼저 온도편차의 경우 15℃, 20℃, 22℃에서 기존

수랭식 냉동기는 –0.1℃~+0.1℃의 편차가 발생하였

고, VRF 시스템은 −0.2℃~+0.1℃으로 대동소이 했

다. 하지만 설정온도 30℃의 경우 VRF 시스템이

−0.1℃~+0.3℃으로 기존시스템 −0.4℃~+0.5℃보다

온도편차가 적어 정밀제어에 유리했다. 

에너지절감 부분은 전체 온도영역에서 63.6~92.1%

절감 되었으며,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영역에서

에너지절감이 우수했다. 하지만 30℃ 영역에서 가

장 적은 63.6% 절감된 것은 높은 온도영역 일수록

부하가 적어져 VRF의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지만,

VRF 냉수 제어온도 범위 26℃를 초과하는 경우 부

하가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 기동과 정지 현상이 반

복되어 온도편차가 커지면서 가열과 냉각이 중첩되

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분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항온수조의 정밀한 온도제어에 있어서

기존 수랭식 냉동기와 전기히터가 조합된 시스템과

공랭식 VRF와 전기히터를 조합한 후 최적 알고리

즘을 개발하여 적용한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열구간에서 공랭식 VRF 시스템이 설정온도

도달시간을 기존 71분에서 29분으로 평균 42분 단

축시켰으며, 소비전력 또한 18% 절감되었다.

(2) 냉각구간에서 각각의 시스템 모두 평균 70분

이 소요되어 차이가 없었다. 소비전력은 공랭식

VRF 시스템이 33.5% 절감되었다.

(3) 온도유지구간의 경우 15℃, 20℃, 22℃ 영역에

서 각각의 시스템 모두 –0.2℃~+0.1℃ 범위였다. 설

정온도 30℃ 영역에서 공랭식 VRF 시스템이 온도

편차가 작았다, 전체 온도 구간에서 소비전력은 평

균 84.9% 절감되었다.

공랭식 VRF 시스템은 정밀한 온도제어가 불필요

한 건물 냉난방이나 또는 급탕시스템으로 응용 되

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정밀 온도제어 가능성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공랭식 VRF 단독시스템만으로 정밀 온도제

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부분부하 대

응성이 뛰어난 VRF 장점을 살려 서로 다른 부하존

이나 수조에 있어 다중 정밀온도제어 개발이 필요

하다. 

Table 5. Comparison of temperature deviation and power consumption for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

Set

temperature

[℃]

① Refrigerator ② VRF Difference (②-①)

Temperature

deviation

[℃]

Electric power[kW] Temperature

deviation

[℃]

Electric power[kW]
Electric power

[kW]Cooling Heating Sum Cooling Heating Sum

30 −0.4~+0.5 6.6 16.5 23.1 −0.1~+0.3 2.2 6.2 8.4 −14.7 63.6%(↓)

25 0.0~+0.3 7.0 16.3 23.4 −0.1~+0.1 1.2 0.7 1.8 −21.5 92.1%(↓)

22 −0.1~+0.1 6.5 15.0 21.5 −0.2~+0.1 1.4 0.9 2.3 −19.2 89.3%(↓)

20 −0.1~+0.1 6.5 14.3 20.7 −0.2~+0.1 1.6 1.4 3.0 −17.7 85.4%(↓)

15 −0.1~+0.1 6.3 13.3 19.5 −0.2~+0.1 2.3 3.1 5.4 −14.2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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