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포스 iSOLUTIONS
사례

그런포스 지능형 분배 시스템:

지능형 분배 시스템으로
운영 비용 절감
GRUNDFOS

iSOLUTIONS

A SMART SOLUTION
FOR YOU

쉽고 빠른
시운전

델타 T

28%

증가

54%
에너지 절감

Ngee Ann Polytechnic Block 22 복합 건물
그런포스 iSOLUTIONS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54% 절감한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싱가포르에 위치한 Ngee Ann Polytechnic(NP)의 Block 22는
구내 식당, 스포츠 홀, 라운지 및 사무 공간이 있는 복합 용도
건물입니다. 2014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타사 BMS의 일정한
부하 프로필로 실행되며, 총 냉각 면적은 대략 6,000 ㎡ 입니다.
싱가포르 건축공사청은 Block 22를 그린 마크 플래티넘 건물로
인증했습니다.

일정한 부하 프로필을 적용하면 건물 일부에 너무 적은 양의 냉
수가 공급되어, 부분 부하 시 1차 펌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없습
니다. 이로 인해 오버 펌핑이 발생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밸브는 기본적으로 압력을 조절해 유량을 제어합니
다. Block 22의 기존 고정 차압 제어 방식은 불필요한 압력을 공
급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Block 22의 HVAC 시스템은 건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60%
를 차지했습니다. 그린 마크 플래티넘 등급을 유지하고 더 높은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하기 위해, NP 경영진과
EWTCOI(Environmental & Water Technology Centre of
Innovation)는 냉수 배관을 기반으로 한 기존 HVAC 시스템 설계
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건물 전체에 쾌적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포스는 EWTCOI와 협력하여 건물 전체에 지능형 펌프를 설
치해 필요한 냉각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유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 전력을 최소 50% 절감하고, 시스템 성능을 최적
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능형 분배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 6주 동안, 냉각 용량과 펌프
에너지 소비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측정했습니다. 당시 지능형
분배 솔루션의 기준점을 결정할 때 데이터를 정규화할 수 있는
날씨 정보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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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22에 지능형 분배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	펌프 소비 동력 감소 (9.4 KW ➝ 4.3 KW)
• 델타 T 28% 증가
• 총 펌프 에너지 54% 절약
• 그린 마크 플래티넘 등급 조건 상회
지능형 분배 시스템

결과

그런포스 지능형 분배 시스템은 MAGNA3 순환 펌프 15대와
TPE3 1차 펌프 4대로 구성되며, 여기에 그런포스만의 전문 솔
루션이 더해집니다. 설치 과정 중 시운전 절차가 매우 효율적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펌프 초기 설정은 그런포스 GO 앱을
통해, 유량 한계 설정은 각 펌프의 BMS에서 직접 조정했습니
다. 이는 기존의 밸런싱 밸브, 제어 밸브 또는 PICV(압력 독립
제어 밸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능형 분배 시스템에서는 각 회로에 연결된 펌프가 에어 덕트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펌프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부하에서든지 밸런스를 자동으
로 조정하여 최적의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밸런스 및 제어 밸브가 있는 Block 22의 기준 시스템은
델타 T 5.3°C를 기록했습니다. 그런포스 지능형 분배 시스템은
델타 T 를 28% 향상시켰으며, 밸브를 사용하지 않아 펌프 소비
동력이 4.3 kW 로 감소, 총 펌프 에너지를 54% 절감했습니다 .

"Block 22 의 목표는
최적의 실내 환경 조성과
그린 마크 플래티넘 등급 유지입니다 .
그런포스의 지능형 분배 시스템을 적용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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