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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냉각탑은 냉동공조, 발전소, 제철소, 정유소 등 많은 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거주지역과 산업 지역의 경계가 불분

명해지면서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공조용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백연과 

소음이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겨울철 특히 가시

화되는 백연은 주민들에게 공해로 인식되기 때문에 냉각탑 업계에서는 

백연의 시각적 현상을 최소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겨울철 영하권 

온도에서 백연저감 성능이 있다고 알려진 냉각탑은 건구온도 –2℃이하

부터 백연은 여전히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능이 향상된 새로

운 백연저감 방식이 필요하다.

공장 제작형 냉각탑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렬 히팅 방식의 

백연저감 시스템에 응축 시스템을 추가하여 백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부 공기를 냉각탑 중앙까지 흡입시키고 믹싱 

효율이 좋은 V자형 에어 믹서와 열성능 향상을 위해 외부 공기 인입 차

단이 가능한 슬라이딩 댐퍼를 개발하였다. 또한 공기 중 응축된 물방울

들을 여과하여 냉각수로 환원시킬 수 있는 일리미네이터를 개선하여 적

용하였다. 위 개발한 대퍼와 개선한 일리미네이터를 직렬 히팅 방식의 

백연저감 냉각탑에 적용하고 열 성능과 백연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기존에 백연저감이 어려웠던 외기온도 –5℃에서도 백연저

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게와 부피의 큰 증가 없이 백연저감 성능 증가

시켜 이는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되는 공조용 냉각탑에 적용 가능한 시스

템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백연, 저감, 냉각탑, 가열, 응축, 에어 믹서

학  번 : 2018-2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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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냉각탑 기동에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소음, 누수, 동파, 백연, 

성능 미달, 팬 파손, 스케일, 유지 보수 등이 있다. 2010년대에 백연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변 수용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대한 극

심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백연은 배출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외부의 찬 

공기와 만나 일부가 액체상태의 물로 상 변화하여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이지만, 높게 설치되는 냉각탑의 특성상 공해요소로 인식되어 있다. 

이에 주변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백연에 대한 극 심한 

민원으로 시설 가동 중지 이르기도 하며, 백연 피해에 대한 기업 보상금

을 목적으로 백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자처하는 거주민들도 있다. 

이로 인해 백연저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서 발간한 냉각탑 시장 분석(Cooling towers market 

analysis)2014-2025에 따르면 백연저감 기술개발로 냉각탑 산업의 성

장을 예견하고 있어, 향후 백연저감 기술이 적용된 냉각탑에 대한 수요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많은 소비자가 단순 

냉각탑 대신 백연저감 기술이 내장된 냉각탑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냉각탑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백연저감 기술에 대한 국

내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백연저감 장치가 장착된 냉각탑은 비

용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 겨울철 영하권 

온도에서 기술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개선된 백연

저감 냉각탑을 요구하지만 국내 냉각탑 업체들은 이에 부응하는 해결책

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백연저감 기술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성능의 

백연저감 냉각탑에 대해서 연구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연

저감 냉각탑을 실제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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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개요

선행연구에서는 백연에 관련 연구를 조사하고 백연저감에 대한 전반적

인 노력과 냉각탑에 관련하여 백연저감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설명

하였다.

새로운 백연저감에 대한 검토에서는 먼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

습기의 냉동사이클 방식을 냉각탑에 적용하여 백연을 저감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하였다. 그 후, 냉동사이클을 사용하지 않고 찬 외기 공기를 

사용한 응축 방법과 직렬 히팅 코일을 사용하여 백연을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차 실증 실험에서는 조사 및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냉각탑에 실제 

적용법과 테스트 방법을 조사하여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백연

저감 성능 및 열 성능의 개선점을 마련하고 결과를 통해 정량적 향상성 

및 차별성을 논의하였다.

2차 실증 실험에서는 1차 실증 실험에서의 개선점을 적용하여 더 나

은 백연저감 냉각탑을 제작하였다. 1차 실증 실험보다 2차 실증 실험에

서는 본 연구에서 기안한 4가지 방법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테스트 방법과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연구 과정 중 제약사항, 추가 개선방안, 

한계점 등을 제안하고 앞으로의 백연저감 분야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

으로 향상된 백연저감 냉각탑의 기술개발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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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냉각탑 백연의 일반적 고찰

1. 냉각탑 백연의 정의

백연은 냉각탑 내부의 수증기가 외부의 찬 공기를 만나 공기 상태가 

이슬점에 도달하여 공기 속 수분이 가시화되는 현상이다. 냉각탑은 주로 

잠열을 이용하여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냉각탑에서 토출되는 공

기의 습도는 포화상태에 근접해 있다. 이러한 상태의 많은 양의 공기가 

낮은 온도의 대기를 만나 구름 기둥을 형성하고, 이때 공기 상대 습도는 

100%에 이르게 된다. [그림2-1]과 같은 현상을 백연이라 일컫는다.

[그림 2-1] 냉각탑의 백연현상

겨울철 백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생산이나 설비에 직접

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단순 외기로 배출되는 폐열이기 때문에 심각성으

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업지역과 거주지역이 불분명해지면

서 시설 운영자와 주변 주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단순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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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를 넘어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 확산 가능성, 허위 화재신

고, 일조량 및 조망권 방해, 주변 부동산 가치 영향, 도로 결빙 등 수 많

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업계의 냉각탑부분에서는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2. 냉각탑에 사용되는 기존 백연저감 방식

냉각탑의 역사가 오래되었던 것만큼 다양한 백연저감 방식이 존재한

다. 냉각탑은 직교류와 대향류 분류되는데, 냉각수와 공기의 이동 방향

에 따라 백연저감을 위해 냉각탑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또한, 공장 생

산 방식인 공조용인지 현장 건설 방식인 산업용에 따라 각 백연 방식의 

적용 가능 여부도 다르다. 현재 상용화된 백연저감 방식은 직렬 가열 방

식, 병렬 가열 방식, 컨덴싱 방식,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1 직렬 히팅 방식

직렬 히팅 방식의 냉각탑은 공조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충진재를 

통과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히팅 코일을 통과해 

가열되는 방식으로 공기가 가열되면 상대 습도가 감소하는 원리를 이용

하였다([그림2-2]). 상대 습도가 낮아진 토출 공기는 대기의 찬 공기와 

만났을 때 응축되어 가시화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냉각탑 내부 공기는 

냉각탑 입구 냉각수를 이용한 코일을 통해 가열한다. 

직렬 히팅 방식의 냉각탑은 다른 백연저감 방식에 비해 추가적인 제어

가 비교적 적다. 백연이 많이 발생하고 냉각 부하가 크지 않을 때, 일부 

냉각수를 바이패스 배관과 밸브를 통해 우회시키기도 하지만 냉각수 전

체 유량은 항상 히팅 코일을 통과 후 냉각탑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겨울철 냉각 능력이 크게 필요 없을 경우, 전체 냉각수를 우회시켜 히팅

코일의 열교환만으로 냉각시켜 백연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

히팅 코일은 금속 플레이트 코일이나 금속 핀-코일을 사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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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간이 지날수록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히팅 코일로 인한 압력 손실로 인해 일반 냉각탑보다 구동

부나 냉각탑의 크기의 증가가 요구된다.

[그림 2-2] 토출 공기 직접 가열 방식

2.2 병렬 히팅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반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병렬 히팅 방식의 냉각탑은 외부 공기 

흡입구와 외부 공기를 가열해줄 히팅 코일이 냉각탑의 상단에 수직 방향

으로 설치된다. 직렬 히팅 방식과 동일하게 병렬 히팅 코일의 열원은 냉

각되기 전의 냉각수를 사용한다. [그림2-3]과 같이 냉각탑 충진재를 통

과한 고온 다습한 공기는 히팅 코일을 통해 가열된 외부 공기와 만나 상

대 습도가 낮아진다. 상대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대기의 찬 공기와 만났

을 때, 백연 생성 확률이 낮아진다. 

병렬 히팅 방식은 타 백연저감 방식에 비해 압력손실이 낮다. 외부 공

기량 조절을 위한 댐퍼가 설치되기 때문에 여름철 댐퍼를 닫아 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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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외부 공기 흡입량과 히팅 코일량을 

조절하여 냉각량이나 백연저감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히팅 코일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동파될 개연성이 있어 관

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형 히팅 코일의 경우 유지 보수에 한계가 

있어 코일이 동파 된다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공기 흡입부에 

댐퍼가 설치되기 때문에 주요 관리 사항이 추가되며, 히팅코일이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되어야 하기에, 높은 길이의 냉각탑이 요구된다. 

[그림 2-3] 가열 공기 혼합 방식

2.3 컨덴싱 방식

컨덴싱 방식은 오직 산업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구조적인 차

이 외에 국외에서는 Clear-Sky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방식은 병렬 히

팅 방식과 유사하게 충진재 윗단에 외부 공기 흡입구와 플라스틱 열교환

기가 설치된다. 냉각탑 내부로 들어온 외부 공기는 플라스틱 열교환으로 

들어가며 냉각탑 내의 습한 공기와 간접 열교환을 한다([그림2-4]). 플

라스틱 열교환기 내에서 외부의 찬 공기는 냉각탑 내부의 습공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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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고, 냉각탑 내부의 습공기는 외부의 찬 공기에 의해 냉각되어 응

축된다. 이때 생성된 물방울은 중력에 의해 떨어져 냉각수로 다시 환원

된다. 열교환기를 통과한 두 공기는 최종적으로 혼합되어 전체적인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상대 습도가 낮아진 혼합 공기는 외부 공기와 접촉하

였을 때 백연이 보일 확률이 낮다. 

컨덴싱 방식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열교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열교환기 금액이 다른 열교환기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증발된 응축수 일부분이 냉각수로 회수되기 때문에 냉각탑 보충수

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는 물보다 질량이 매우 낮고, 열교환기 

재질 또한 열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교환 효율이 낮아 백

연저감을 위해서는 모터 사이즈 및 냉각탑 크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림 2-4] 컨덴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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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플라즈마 방식

플라즈마 방식은 산업용 냉각탑에만 쓰이는 방식으로, 응집부에 고전

압의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수분입자 자체 극성 배열을 구성하게 하고 다

른 극 간 전기적 이끌림 현상을 통해 수분을 포집시켜 중력에 의해 하단

부로 낙하하게 하는 원리를 사용한다. 충진재를 통과한 고온 다습한 공

기는 플라즈마 방전 판이 가지고 있던 수분을 포집하여 수분 함유량을 

감소시킨다. 냉각탑 내부 공기가 수분 함유량이 낮아진 공기로 되어 배

출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백연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포집된 수분은 

중력에 의해 떨어져 냉각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자원 절약이 추가

적으로 가능하다. 국내외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하여 백연저감 냉각탑을 

제작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열교환기를 사용한 백연저감 방식을 

개선하여 백연저감 성능을 발휘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냉각탑 내부의 

빠른 공기 유속으로, 집진판의 수분 포집율일 낮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

된다([그림2-5]). 플라즈마 방식은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냉

각탑 화재 위험이 높고 백연저감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 설치비용

과 백연저감 비용적 단점이 있다.

[그림 2-5] 플라즈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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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백연 관련 선행연구

냉각탑 백연의 생성원리와 백연이 냉각탑에서 토출된 후, 그 확산기작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izek and Nozicka(1768)는 냉각

탑의 백연은 냉각탑 출구 공기 속도에 의존하지 않고, 냉각탑의 사이즈, 

엔탈피, 그리고 특이습도와 깊이에 관련되어 발생됨을 명시하고 있다. 

Wigely and Slawson(1975)은 백연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

을 도출하였는데, Guo et al.(2013)은 긴 백연이 낮은 온도와 습한 기

후에서 나타나고 백연 길이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냉각탑 크

기 기반의 이론적 계산과 실제 백연 높이 비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

다. Carhart et al.(1982)은 자연 통풍 냉각탑에서 백연 상승의 예측에 

사용되는 16개 모델의 이론 및 성능을 평가했다. 기존 백연 확산 연구

가 1차원 적분형있었던 것에 반해, Schatzamann et al.(1984)은 3차원 

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 백연의 확산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으

며 5개의 실제 냉각탑의 데이터를 통해 백연 확산 모델을 비교해 모델

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Feng et al.(2010)은 독일의 S/P 모드를 

사용해 백연의 높이는 대기 안정도, 바람 속도, 출구 공기 온도, 출구 공

기 습도, 물 함유량, 공기 토출량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arhart et al.(1991)은 이전의 연구보다 정확한 1차원 모

델을 개발해 49개의 필드데이터와 47개의 연구 데이터들을 통해 예측 

모델을 비교분석 하였다.

냉각탑의 백연 발생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Kramer et al.(1976)

은 냉각탑 백연이 갖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냉

각탑 백연은 자연적인 구름의 변형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일부 지역의 차

단을 제시하였다. Orville et al.(1981)은 냉각탑 백연으로부터 변형된 

1차원 구름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Qiao et al.(2011)은 내륙 핵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탑 백연의 영향을 풍동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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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Lee et al.(2014)은 냉각탑 한 열에서 장애물 

때문에 발생하는 냉각탑 성능을 저하시키는 백연의 재순환과 

Hlawiczka(2016)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구성요소

와 냉각탑의 백연으로 만나 생성되는 화합물의 산도를 분석해 화력발전

소 근처 증가된 산 침착도를 입증하였다. Pereira et al.(2017)은 레지

오넬라 증후군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이 함유된 에어로졸에 대해서 연

구하였으며,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 백연으로 발생하는 물방울에 포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Foster et al.(1974)은 냉각탑 백연으로부터 떨

어지는 물방울 측정 모델을 통해 Ratcliffe-on-Soar 발전소에서 4 

m/s의 바람이 불 때 바람부는 방향으로 2.5 km ���어진 곳에서는 도로

를 적실 정도의 강수량을 보였고, 4 km까지 떨어진 곳에서는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300 nm의 물방울을 확인하였다. Lucas et al.(2010)은 

비산에 대한 대기 조건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냉각탑에서 나오

는 물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건강 영향 가능성을 도출하

였다.

2. 백연저감 방안 관련 선행연구

백연저감 방식에 관한 연구로 Xu et al.(2008)은 실제 적용을 위해 

홍콩의 대규모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서 백연저감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냉각수 온도와 팬 조절 방법의 제어 로직을 백연저감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Sarker et al.(2008)은 하이브리

드 밀폐형 냉각탑의 성능 특성에 대해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최적의 하

이브리드 밀폐형 백연저감 냉각탑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들을 

제공하였다. Veldhuizen et al.(1971)은 여러 백연저감 방법과 각 방법

들의 제작, 설치, 추가 비용에 관련을 조사하고 비교를 통해 냉동사이클

과 건식 냉각탑을 사용한 백연저감이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밝혔다. 따라

서 냉동 사이클의 적용은 실용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건식 냉각탑 역시 

경제적인 취약점이 있으나 가장 완벽한 백연 제어를 주장하였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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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버려지는 고온수로 백연을 저감하는 방식은 냉각탑의 위치가 

중요하고 외부 건공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공기 섞임을 중요시하였다. 

Lindahl(2009)은 건·습식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냉각탑이 30년 동

안 백연저감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효과적인지만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3. 백연저감 냉각탑 성능 테스트 관련 선행연구

백연저감 장치를 장착한 후 냉각탑 성능에 대한 연구는 현장 제한적이

다. 실증 테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유체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로 Takata et al.(2016)은 유체시뮬레이션을 통한 백연예측과 실제 

테스트를 통해 에러율 15-20%을 도출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백연저감 

냉각탑에서 건식부와 습식부의 공기의 혼합율이 백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팬의 공기 혼합 장치로써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냈다고 밝

혔다. 이와 같이 백연저감 냉각탑의 현장 성능 테스트에 대한 연구 사례

가 제한적인 사유로는 경제적 및 인적자원이 소모적이고, 냉각탑 제조업

체나 냉각탑이 설치된 시설의 협조 및 테스트를 위한 지속적인 열부하 

유지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백연저감 냉각탑에 관한 연구는 코일로 가열하는 하이브리드형 

냉각탑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공장 생산 방식의 공

조용 백연저감 냉각탑에 대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다. 콘크리트 구조체로 

건설되는 산업용 냉각탑의 경우 주거 구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백연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만,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주변에 들어가는 공장 생산 

방식의 냉각탑은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백연저감의 필요성이 중요시

된다. 하이브리드형 백연저감 방식은 산업용 냉각탑에 용이하게 적용이 

가능하나, 공장 생산형 공조용 냉각탑에는 구조상 백연저감을 위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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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용 백연저감 냉각탑보다는 일상생활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조용 백연저감 냉각탑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새로운 백연저감 시스템을 냉각탑에 현장에 적용하여 백연 성능에 대

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냉각탑 제조업체

와 함께 새로운 백연저감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직접 냉각탑에 적용

하여 생산 기술 연구원과 함께 공식 실증 테스트를 거쳐 백연과 열 성능

을 증명함에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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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프로젝트 진행 내용

제 1 절 기준 냉각탑 설계

1. 250CRT 직렬 히팅 백연저감 냉각탑 설계

새로운 백연저감 냉각탑의 검토에 앞서 비교 기준이 될 냉각탑 설계를 

진행하였다. 냉각탑 사이즈는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직렬 히팅 방식의 

250CRT 냉각탑으로 설계하였으며, 이를 KC-250P로 지정하였다. 국

외에서는 보통 냉동 장치에 RT(Refrigeration Ton)을 사용하고 있지

만, 특별하게 국내 냉각탑에서는 CRT(Cooling-tower Refrigeration 

Ton)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 RT와 1 CRT는 각 3,026 kcal/h와 

3,900 kcal/h에 해당한다. 즉, 250CRT 냉각탑은 습구온도 27℃일 때 

37℃의 195 m3/h의 물량을 32℃도까지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탑을 의

미한다. 냉각탑 설계는 미국 CTI(Cooling Techonology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냉각탑 설계는 설계 수공기비(L/G) 선정이 필요하다. 수공기비는 물량

(L)을 공기량(G)으로 나눈 수치로 제조사별 설정치가 다르다. 사용하고

자 하는 온도에 대한 Demand curve(NTU curve)에 따라 기울기가 급

격해지는 구간을 제외시켜 설계 수공기비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열전달 단위인 NTU는 KaV/L([수식2])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필요

로 하는 충진재(Fill)량을 가리킨다. 예로 NTU가 낮으면 필요 충진재량

이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냉각탑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

서 수공기비에 따라 NTU가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공조용 백연저

감 냉각탑에 대한 것으로 수공기비를 2.260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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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에서 제안하는 Tchebycheff의 4지점 적분법(Detlev, 2004)을 이

용하여 NTU를 계산하였다([표3-1]). Tchebycheff 4지점 적분법은 

Chebyshev의 4지점 적분법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적분법은 [수식3]에 

의해 정의된다. Tchebycheff 냉각수의 바이패스와 여유를 고려하여 3

7℃의 물을 32℃까지 아닌, 31.85℃로 냉각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NTU를 [수식4]를 사용하여 1.4521를 도출하였다.




 




  


            [수식 1] 




 






  


            [수식 2] 

Tw
(℃)

Hw
(kcal/kg)

Ha 
(kcal/kg)

Hw-Ha
(kcal/kg)

1/(Hw-Ha)
(kg/kcal)

31.85 26.33 20.45 　 　

32.36 27.04 21.62 5.42 0.1844

33.91 29.27 25.11 4.16 0.2402

34.94 30.86 27.44 3.42 0.2928

36.48 33.38 30.93 2.44 0.4094

37 34.26 32.1 　 　

Sum 1.1268

[표 3-1] Tchebycheff의 4분 적분법.

   


×            [수식 4]






≈

 
         [수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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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냉각탑 특성곡선 위에 설계 포인트는 [그림3-1]과 같이 도출하

였다.

[그림 3-1] 냉각탑 설계 특성 곡선

다음은 구동부 설계를 위한 풍량과 압력손실 값을 도출하였다. 필요 

풍량은 수공기비를 통하여 계산하였으며, 3%의 바이패스(Bypass) 물량

을 고려하여 물량을 189.2 m3/h로 고정 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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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은 23.1 kg/s였다. 현재 백연저감을 위해 공조용 냉각탑에서는 압

력손실을 고려해 최대 코일의 양을 8 Row 코일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직렬 히팅 방식으로 백연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8 Row의 코

일을 사용하기로 선정하였고, 코일을 고려한 냉각탑 각 부분별 압력손실 

값은 K제조사 데이터를 참고하였으며, 이는 [표3-2]와 같다.

전체 압력 손실 값을 사용하여 필요 동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 동

력 다음 [수식5]와 같다.

  × Pr   [수식 5]

필요 동력은 7.87 kW이지만 각 부분별 압력 손실에서 약간의 여유율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되는 7.5 kW와 11 kW모터 중에서 7.5 kW

의 모터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냉각탑의 기본 사

양, 열 성능 그래프, 백연 성능 그래프, 공기 선도는 각 [표3-3], [그림

3-2], [그림3-3]과 같이 도출하였다. 열 성능과 백연 성능 그래프는 

각각 외기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 냉각탑의 출구 수온과 충진재 통과 공

기 상태를 나타낸다. 열 성능 곡선 제작 방법은 CTI에서 제공되는 

Section Pressure Drop (mmWg)

Louvers 0.838

Rain zone 0.419

Fill section 9.754

Eliminator 1.076

8 row coil 13.000

Fan inlet 0.130

Recovery 0.029

Fan velocity pressure drop 1.299

Total Pressure 26.417

[표 3-2] KC-250P 내부 압력 손실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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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105 코드(CTI, 2011a)를 참고하였다. ATC-105(CTI, 2011a) 

코드는 CTI에서 제공하는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을 제공하는 문헌으로서 

국제적 표준 검사 시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ATC-150(CTI, 

2011b)은 겨울철(Winter mode) 냉각탑의 백연 성능을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시험법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특히, 백연 성능 곡선을 통해 특정 외기 공기 상태에서 냉각탑에서 토

출되는 공기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는 백연 발생 예측을 위해 중요한데, 

충진재 통과 공기가 가열 코일을 통과 후 코일의 전열량을 산출([수식

6])해 공기상태 변화 확인이 필요하다.

           [수식 6]

여기서, 전열량 (Q, kal/h)은, A는 전열 면적, U는 총괄전열계수, F는 

온도차 보정계수, T는 대수평균 온도차를 나타내며, 각 외기 상태에 따

른 냉각탑 토출 공기 상태를 데이터화 하여 백연 성능 곡선([그림 

3-3])을 도출할 수 있다. 

공기 선도 상에서 특정 외기와 토출 공기 상태의 점들을 이었을 때 포

화선과 겹치면 실제 백연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포화

선과 겹치지 않으면 백연이 발생할 확률이 적음을 의미한다. KC-250P 

냉각탑은 건구 온도 –2℃, 습도 50% 일 때, 외기 상태와 토출 공기 상

태점을 이은 선이 포화선과 겹치므로 백연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그림

3-4]). 따라서 KC-250P는 외기 온도 –1℃, 습도 50%정도이내에서 

백연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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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250P General Specification

Structure Steel

Type
Induced Draft, Counter flow, 

Plume abatement

Circulating Water Flow(m3/hr) 195

Hot(inlet) Water Temperature(℃) 37

Cold (outlet) Water 

Temperature(℃)
32

Wet Bulb Temperature(℃) 27

Drift Loss. % of Circulating 

Flow(%)
Less than 0.002

Fan Air Flow(m3/min) 1660

Fan Motor Power(HP) 10 (7.5 kW)

Size(mm)
3000(L) × 3000(W) × 

5950(H)

[표 3-3] KC-250P 일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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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존 냉각탑 열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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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존 냉각탑 백연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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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백연 발생 추정 공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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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냉동사이클 백연저감 방식의 냉각탑 검토

1. 냉동사이클 백연저감 냉각탑 검토 목적

8 Row 직렬 코일이 설치된 냉각탑을 통해 공조용 냉각탑의 문제점으

로 시스템들의 낮은 백연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온은 –5℃

에서 –10℃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백연저감 방식보다 백연저감 성

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백연은 공기 중의 포화 수증기가 

가시화 된 현상이므로 공기 중 대량의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

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공기 중 수증기를 제습하는 방법으로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제습 방식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제습은 별도의 냉매

를 사용하여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3-5]와 같이 습한 공기는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고, 이때 응

축된 물방울은 중력에 의해 떨어지고 공기는 응축기에서 가열되어 건조

한 공기가 배출된다. 이는 완벽한 백연저감 방식이 가능해 냉동사이클을 

적용한 백연저감 방식으로 백연저감 성능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하였

다. 

        

       [그림 3-5] 제습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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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과 기존의 백연저감 방식차이로는 응축 

프로세스의 유무이다. [표3-4]는 기존 가열 방식의 백연저감 냉각탑과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을 각 공기의 상태 별로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기존 백연저감 방식은 가열 프로세스만 포함하고 있어 백연을 저

감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반면,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 방식은 응축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백연저감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열 열량이 적다.

기존 가열 방식의 백연저감 냉각탑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

Point1 -10℃ 외기 상태

Point2 충진재 통과 공기 상태

Point4 가열 공기 통과 공기 상태

Point1 -10℃ 외기 상태

Point2 충진재 통과 공기 상태

Point3 냉각 코일 통과 공기 상태

Point4 가열 코일 통과 공기 상태

POINT 2의 공기를 POINT 4의 상

태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약 7℃의 

가열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열 코

일 필요 면적 크다.

공기선도 상에서 백연저감을 위해 

POINT 3을 POINT 4의 상태로 가

열 할 때, 약 2℃의 가열만 필요하다. 

이 때 필요 열교환 면적은 줄어든다.

[표 3-4] 기존과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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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Veldhuizen et al.(2012)의 선행연구와 같이 기존 백연저감 

냉각탑 시스템에 비해 제작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

용성을 위해 기존 백연저감 냉각탑의 겨울철 백연저감 능력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냉각탑 사이즈, 전력 소비량, 유지보수 관리 사항, 제작비, 

설치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비용 대비 백연이 국내 모든 겨

울철 조건에서 백연이 저감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냉동 사이클을 이용

한 백연저감 냉각탑의 필요성 저하될 수 있다. 겨울철 백연저감이 가능

한 온도는 기존 냉각탑들과는 다르게 건구 온도 –10℃, 상대 습도 60%

의 악조건까지 백연저감이 가능한 냉각탑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필요 냉각탑 사이즈, 압축기 사이즈, 소요 비용, 필요 전력량

을 산출하였다.

         

2. 냉동사이클 백연저감 냉각탑 설계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여 백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백연저감 필요 성능

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기 온도가 건구온도 –10℃, 상대 습

도 60%일 때, 일반 냉각탑에서 토출되는 공기 상태 계산이 필요한데, 

미국 CTI의 ATC-105 코드(CTI, 2011a)를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비록 겨울철이라도 필요 냉각 부하가 설계치와 같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

에서 도출한 K사의 냉각탑의 성능 곡선을 활용하여 외기 온도가 건구온

도 10℃, 상대 습도 60%일, 냉각탑 출구 수온을 예측하였다. 

[수식7]을 이용해 열평형 방정식을 통하여 충진재 통과 온도를 산출

하였다.

    ×         [수식 7]

여기서, Xo 는 출구공기 절대습도, Xi 는 입구공기 절대습도, Ho 는 출구공기 

엔탈피, Hi 는 입구공기 엔탈피, HWT 는 냉각탑 입구 온도, CWT 는 냉각탑 

출구 온도, L/G 는 수공기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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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결과, [표3-5]와 같이 냉각탑 토출 공기가를 도출하였다.

수공기

비

외기온도 냉각수 온도 토출 공기 온도

DBT

(℃)

WBT

(℃)

RH

(%)

HWT

(℃)

CWT

(℃)

DBT

(℃)

WBT

(℃)

RH

(%)

2 -10 -11.3 60 14.5 10.5 9.9 9.9 100

[표 3-5] -10℃, 60%에서 냉각탑의 토출 공기 예측. 

공기 선도를 사용하여 건구 온도 9.87℃, 상대 습도 100%의 토출 공

기를 생산방법에 따라 백연저감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백연저감을 위

한 조건 확인 방법은 [그림3-6]과 같이 공기 선도 상에 외기 공기와 

백연저감 장치를 통과한 공기를 표시하는 두 점을 찍고 선으로 이었을 

때 상대 습도 100%를 나타내는 포화선과 만나는 여부를 확인한다. 만

약 두 선이 서로 교차할 경우, 백연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만나지 않을 

경우 백연이 저감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 결과, 건

구 온도 13℃, 상대 습도 71.9%(습구 온도 10.3℃)인 조건에서 -1

0℃, 상대습도 60%의 공기와 접촉했을 때 백연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Point 1: 외기 공기 상태
Point 2: 냉각탑 토출 공기 상태
Point 3: 증발기 통과 공기 상태
Point 4: 응축기 통과 공기 상태/ 
최종 토출 공기

[그림 3-6] 냉동사이클 백연저감 냉각탑의 공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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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저감이 되기 위해서는 Point 1-4의 선이 포화선과 접점하지 않아

야 하므로 냉동 사이클을 이용하여 냉각탑 토출공기의 공기상태 Point 

2를 최종적으로 토출 되는 공기 상태 Point 4까지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각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 팽창밸브를 아래 [표3-6], 

[표3-7], [표3-8], [표3-9]와 같이 선정하였다.

입구 공기 출구 공기 냉매
열교

환

DBT

(℃)

WBT

(℃)

RH

(%)

DBT

(℃)

WBT 

(℃)

RH 

(%)

냉매 

온도

(℃)

증발

압력

(kPa)

열량

(kW)

증발

코일
9.9 9.9 100 8 8 100 -3 711 116

응축

코일
8 8 100 13 10.3 68.9 28 1,781 135

[표 3-6] 증발 및 응축 코일 필요 사항.

방식 냉매

필요 

냉각 

용량 

(kW)

증발 

온도 

(℃)

과열도 

(℃)

응축 

온도 

(℃)

과냉각 

(℃)

스크롤 R410 116 -3 2 28 0

[표 3-7] 압축기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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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밸브 인자 사항

방식 전자식 팽창 

냉매 R410

배관의 유량(kg/h) 2355

증발 노점 온도(℃) -3

증발압력(bar) 7.234

과열도(℃) 2

토출 온도(℃) 52.2

필요 냉각 용량(kW) 116.1

난방 용량(kW) 138.7

응축 비등점 온도(℃) 28

응축 압력(bar) 17.87

[표 3-8] 팽창밸브 필요 사항.

팬 모터 동력 인자 사항

기존 냉각탑 모터 동력(kW) 5.5

기존 냉각탑 압력 손실(mmWG) 17.5

백연저감 장치 추가 압력 손실(mmWG) 10.9

전체 압력 손실(mmWG) 28.4

필요 모터 전력(kW) 7.92

팬 효율(%) 80

구동 효율(%) 90

[표 3-9] 팬 모터 동력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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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 냉각탑 검토 결과

국내 겨울철 날씨의 백연저감 상향 목표치를 선정하였지만, 증발기, 응

축기, 압축기, 팽창밸브 필요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냉동사이클을 이

용한 백연저감 냉각탑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백연저감 방식은 약 34 kW의 동력이 필요하므로 일반 

냉각탑 필요 동력의 6배 전력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도출한 필요 사항

을 통한 냉동사이클 백연저감 장치의 제작비용을 산출해 보았을 때, 순

수 자재비용이 일반 냉각탑의 제작비용과 비슷하나 설치비용을 추가한다

면 일반 냉각탑에 더해 약 20,000,000원의 추가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표3-10]). 백연저감 장치의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
소모 

전력(kW)
금액 (원)

압축기 부분 25.59 3,200,000

증발기 부분 - 3,100,000

팽차밸브 및 배관 자재 - 3,000,000

응축기 부분 - 3,000,000

제어부 0.03 4,500,000

모터 사이즈 증가분 7.92 1,000,000

합계 33.54 17,800,000

[표 3-10] 냉동사이클 백연저감 냉각탑의 예상 자재비용.

추가적으로 제어부와 압축기 설치를 위해서는 일반 냉각탑의 50% 증

가된 냉각탑 부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옥상 위에 설치되는 냉각탑 설치

비용의 증가와 안전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발

기와 응축기로 인해 압력 손실의 증가와 여름철 열 성능을 유지하기 위

한 2배 이상의 팬 모터 크기 증가인 단점이 있다. 예로 작은 크기의 냉

각탑임에도 백연저감을 위한 필요 전력이 30 kW 이상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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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외부공기 응축과 코일 가열 냉각탑 검토

1. 백연저감 방식의 검토 및 목표 설정

백연저감 시스템 목적은 전력 소비를 최소화한 백연저감이다. 기존 백

연저감은 냉각탑 내부 공기를 응축 후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압축기와 증발기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사용해 간접적 

응축 열교환 및 외부 공기를 냉각탑 내부 공기와의 직접적 혼합 방법을 

고려해 냉각탑 내부의 습한 공기의 응축을 위한 외부의 차가운 공기 이

용 방법을 검토 하였다.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내부 공기를 응축하는 방식은 내부 공기를 응축

을 위한 많은 양의 유량과 넓은 열교환 면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속 

열교환기는 질량적, 비용적 한계가 있어 냉각탑 내의 공기-공기 열교환

은 적합성이 낮다. 또한 컨덴싱 방식과 같이 플라스틱 열교환기를 사용

할 경우 팬 동력 상승, 외부 공기 삽입을 위한 블로어의 추가적 설치 및 

넓은 열교환기 면적이 필요하므로, 이 간접적 가열방식 또한 냉각탑 내

부 공기 응축에 적합성이 낮다.

반면, 외부 공기를 직접 혼합시켜 내부 공기를 응축시키는 방식은 열

교환기를 통한 간접적 응축보다 그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냉각탑 

기존 설치 팬의 흡입력으로 외부 공기 삽입을 위한 추가 블로어 설치가 

불필요 하다. 단지 충진재 구간 위에 구멍을 놓는 것만으로도 외부 차가

운 공기가 냉각탑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외부 공

기를 통한 직접 응축과 냉각수를 이용하는 히팅 코일을 조합하여 백연저

감 냉각탑에 대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인자로는 냉각탑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혼합을 유도하는 것으

로 외부 공기 삽입을 위해 구멍이 있음에도 외부 공기는 내부 공기의 방

해로 냉각탑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냉각탑 가장자리로 그대로 흘러 

그대로 토출되고 내부공기와 외부공기가 잘 섞이지 못하여 응축효과가 

적었다. 따라서 외부공기가 냉각탑 안쪽까지 들어오게 해준 후, 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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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기를 효과적으로 섞어줄 수 있는 에어 믹서(Air mixer) 개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효율적 백연저감을 확보하기 위해 에어믹서뿐 아니라 기존 

냉각탑의 비산(Drift)을 줄이기 위해 충진재 후단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

는 일리미네이터(Eliminator)를 백연저감 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

다. 백연의 주요 요인인 냉각탑 내 공기와 공존하고 있는 물방울을 여과

하는 것으로, 이는 응축 후 공기 내 수분량을 최소화 한다면 백연저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일리미네이터는 이미 충진

재에서 발생하는 비산과 다량의 미세 물방울의 양으로 인해 백연저감에

는 한계가 있어 물방울의 여과 성능이 향상된 일리미네이터 개발을 수행

하였다. 

따라서 외부 공기 인임을 위한 에어믹서 개발과 응축된 물방울 여과를 

위한 일리미네이터 개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외부 공기 인입을 위한 에어 믹서 개발

에어 믹서의 개발을 위해 공기 섞임 형상을 디자인하고 유체 시뮬레이

션을 통해 인입 효과를 예측하였다. 에어 믹서 형상은 와류 생성 여부와 

와류의 정도이다. 와류는 냉각탑 내부의 압력 손실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냉각탑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와류의 정도와 압력 손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데, 밖 공기가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고 

큰 와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밑이 노출된 덕트 형상과 와류는 적지만 

압력 손실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V자 형태의 에어 믹서를 고려

하였다. 

밑이 노출된 덕트 형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밑이 노출여

부임에도 옆 부분이 노출되어 있거나 공기 유도 통로의 변화에 따라 섞

임이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밑이 노출된 덕트 형상을 기준으로 총 

6가지의 형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혼합의 우수성은 냉각

탑 토출부 평면에 동일 간격의 100개의 포인트를 찍어 온도를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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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를 구함으로써 공기 섞임의 우수성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표3-11]과 같다.

형상 이름 사각 구멍 
사각

낮은 
사각

구멍 
낮은 
사각

사각 
트렌치

트렌치

형상 
디자인

공기 섞임 
시뮬레이

션

온도 
표준편차 5.46 7.25 5.43 5.97 5.69 5.36

[표 3-11] 밑이 노출된 덕트의 형상별 시뮬레이션.

온도의 표준편차가 낮다는 것은 공기가 잘 섞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트렌치 형상이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보여 트렌치 형상을 사용했을 

때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의 효율적 혼합을 예상할 수 있다. V자 형상

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표3-12]와 같이 V자 형상의 온도 표준편차

가 더 낮기 때문에 V자 형상의 공기 혼합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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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형상 V자 형상

시뮬레이션 형상

시뮬레이션 결과

온도 표준편차 4.74 4.50

[표 3-12] V자형과 트렌치형 에어 믹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하지만 온도 표준편차가 서로 크지 않기 때문에 두 형상에 대해서 연

무기와 풍속계를 사용하여 두 형상에 따른 공기 이동에 대해 실험을 진

행 하였다. 직교류 냉각탑에서 연무 테스트를 직교류 냉각탑 외부에 연

무기 5대를 같은 높이에 설치하고([그림3-7]), 높이를 옮겨가며 안쪽에

서 공기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그림 3-7] 연무 테스트를 위한 연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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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자 형상 트렌치 형상

외부공기 

흡입부

충진재 

상단 공기

충진재 

하단 공기

외부공기 

흡입부 

평균 유속

(m/s)

2.86 2.21

[표 3-13] V자형과 트렌치형 에어 믹서의 연무 테스트.

V자 형상이 트렌치 형상보다 외부 공기의 유입이 크고, 공기 유이한 

혼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트렌치 형상에서는 하단 충진재를 통과한 공

기가 외부 공기와 혼합되지 못하고 그대로 토출되는 반면, V자 형상에

서는 충진재의 하단 공기와 외부 공기가 혼합돼 도출되었다([표3-13]). 

또한 V자 형상의 길이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위한 테스트 

결과 V자 형상의 길이만큼 외부 공기가 끌려 들어오며 압력 손실이 비

교적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향류 냉각탑에 설치하고 양쪽에 같은 크기의 흡입구를 만들어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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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에어 믹서를 설치하고 연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그림3-8]). 연기

가 냉각탑 중앙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8] 대향류 V자형 에어 믹서 연무 테스트

3. 응축수 회수를 위한 일리미네이터 개선

냉각탑에서 충진재를 통과한 습한 공기는 일리미네이터를 통과하여 냉

각탑 주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비산을 줄인다. 하지만 외기 공기가 충진

재 통과 공기를 응축시킨다면, 일반 충진재 통과 물방울의 양보다 공기 

중에서 형성되는 물방울의 양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 일리미네이터보

다 여과 성능이 높은 새로운 일리미네이터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형상에 대해 K사와 협업하여 응축수 회수에 향상된 일리미네

이터를 개발하였다. 

아크릴 에어 덕트를 설치하고 송풍기, 미스트 분사 노즐 테스트를 위

한 일리미네이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였다. 미스트 분사 노즐은 실제 냉

각탑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산과 유사한 크기의 입자를 생성하는 노즐로 

선정하였고, 테스트는 3분간 진행해 송풍기 앞에 미스트 분사 노즐을 설

치하고 분사되는 유량을 측정하였다([그림3-9]). 일리미네이터에서 여

과되어 떨어지는 유량 역시 측정하였다([그림3-9]).



- 35 -

이 테스트는 절대 평가보다는 개선 전후 일리미네이터 사이에서의 상

대평가로 입자 여과량의 개선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압력 손실값 및 풍속

측정은 하지 않았다. 

[그림 3-9] 일리미네이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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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총 5회차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3-14], [표3-15]와 같다.

일리미네이터 개선 전

회차
분사 유량 여과량 비여과량 총합 여과율

LPM 3 분간 유량 
(g)

g g g %

1 1.14 3,413 1,298 1,883 3,181 38%

2 1.13 3,391 1,346 1,858 3,204 40%

3 1.13 3,381 1,394 1,760 3,154 41%

4 1.13 3,392 1,372 1,841 3,213 40%

5 1.13 3,381 1,277 1,823 3,100 38%

[표 3-14] 기존 일리미네이터 여과율 테스트.

일리미네이터 개선 후

회차
분사 유량 여과량 비여과량 총합 여과율

LPM 3 분간 유량 
(g) g g g %

1 1.12 3,374 1,884 1,297 3,181 56%

2 1.13 3,391 1,994 1,267 3,261 59%

3 1.12 3,354 1,823 1,561 3,384 54%

4 1.13 3,378 1,865 1,387 3,252 55%

5 1.12 3,362 1,889 1,333 3,222 56%

[표 3-15] 개선된 일리미네이터 여과율 테스트.

개선 전 일리미네이터와 비교 하였을 때 개선 후 일리미네이터에서 기

존보다 20% 정도 여과 성능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리미네

이터 여과율의 증가는 압력 손실의 증가로 이루어져 냉각탑 성능 저하를 

우려하였지만 추후 팬 각도를 높임으로 풍량을 증가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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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1차 실증 실험

1. 1차 냉각탑 제작 

본 연구에서 제작한 KC-250P 냉각탑에 추가로 개발한 에어믹서와 

일리미네이터를 설치하였다. 에어믹서의 추가로 압력손실이 증가와 압력

손실 값을 유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Section Pressure Drop(mmWg)

Louvers 0.838

Rain zone 0.419

Fill section 9.75

Improved Eliminator 1.60

Air mixer 4.23

8 row coil 13.0

Fan inlet 0.130

Recovery 0.029

Fan velocity pressure drop 1.299

Total Pressure 31.3

[표 4-1] 1차 테스트 냉각탑 압력 손실값.

압력손실이 증가하면서 필요 모터 동력은 9.32 kW을 산출해 11 kW

의 모터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각 기본 사양, 열 성능 곡선, 백연 성능 

곡선은 [표4-2], [그림4-1], [그림4-2]과 같다. 또한 건구 온도 –5℃, 

습도 50% 일 때 공기선도를 도출하였다. 열 성능 곡선은 KC-2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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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과 같으며, 백연 성능 곡선을 통하여 토출 공기를 산출했을 때, 건

구 온도 –5℃, 습도 50%에서도 충분히 백연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되었다([그림4-3]). 에어믹서와 일리미네이터를 추가한 KC-250P는 

이전 KC-250P 대비 높은 백연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1차 실증 냉각탑 기본 사양.

General Specification

Structure Steel

Type
Induced Draft, Counter flow, 

Plume abatement

Circulating Water Flow(m3/hr) 195

Hot(inlet) water Temperature(℃) 37

Cold (outlet) water Temperature(℃) 32

Wet Bulb Temperature(℃) 27

Drift Loss % of circulating Flow(%) Less than 0.002

Fan Air flow(m3/min) 1660

Fan Motor power(HP) 15 (11 kW)

Heating Coil 4 ROW

Damper control motor(watt) 40

Size(mm)
3000(L) × 3000(W) × 

66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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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차 실증 냉각탑 열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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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차 실증 냉각탑 백연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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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외기 건구 온도 –5℃, 습도 50% 1차 실증 냉각탑 공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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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차 실증 냉각탑 외형도

공기 흡입구의 사이즈는 250 mm × 300 mm로 하였고 V자 에어믹

서는 한 변이 300 mm인 정삼각형 형태의 에어 믹서를 설치하였다([그

림4-4]). 흡입구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고 필요시 흡입구의 일부 면

적을 테이프로 막아가며 공기량을 조절하여 흡입구 면적 변화에 따른 백

연저감 성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에어 믹서와 일리미네이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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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그림4-5]와 같이 설치하였으며, 이 때 냉각탑 전체 높이는 700 

mm가 증가하였다. 내부와 외부 공기의 혼합을 관찰하기 위해 위해서 

냉각탑 내부 에어 믹서 근처에 LED 조명과 아크릴판을 설치하였다([그

림4-6]).

[그림 4-5] V자형 에어 믹서 설치 사진

[그림 4-6] 1차 실증 냉각탑 제작 완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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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실험 방법

냉각탑 테스트는 미국 CTI의 백연 성능 측정 방법인 ATC-150(CTI, 

2011b)와 열성능 측정 방법인 ATC-105(CTI, 2011a) 코드를 근거하

여 측정기를 설치하였다. 백연 성능 계산을 위해 냉각탑 토출부의 상대 

습도와 사진 데이터를 통해 백연저감 정도를 확인하고 1차 테스트 데이

터를 기반으로 2차 테스트의 백연 성능 곡선을 도출하였다. 냉각탑 토출 

공기의 상대 습도가 낮고 외부의 찬 공기와 접촉했을 때 백연 양을 줄이

기 위해 충진재로서 일부 냉각수를 우회시켜 냉각탑 하부 수조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한 모든 측정기는 6개월 이내에 검·교정 검사를 받은 

측정기들로 사용하였다. [그림4-7]과 같이 저항측온기(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RTD), 풍속계(Anemometer), 건습구습도계

(Psychrometer), 전력측정기(Power meter), 자기식 유량계(Magnetic 

flow meter)를 사용하여 [그림4-8]과 같이 설치하고 [표4-3]에 측정

항목인 온도, 풍속, 전력량, 유량 등을 측정하였다. 

[그림 4-7] 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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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위치 측정기 측정 항목
측정 

포인트 수
단위

냉각수 공급관 RTD 냉각수 공급 온도 1 ℃

히팅 코일 물측 

토출관
RTD

히팅 코일 물측 

토출 온도
1 ℃

냉각수 토출관 RTD 냉각수 토출 온도 1 ℃

외부 공기
Psychrometer

&RTD
외기 건구 1 ℃

외부 공기
Psychrometer

&RTD
외기 습구 1 ℃

냉각수 공급관
Magnetic 

flow meter
냉각수 유량 1 m3/h

충진재 공기 

흡입면
Anemometer 흡입 풍속 18 m/s

외부 공기 흡입면 Anemometer 흡입 풍속 8 m/s

공기 토출부 Anemometer 공기 토출 풍속 4 m/s 

공기 토출부 
Psychrometer

& RTD
건구 온도 4 ℃

공기 토출부 
Psychrometer

& RTD
습구 온도 4 ℃

팬 전원부 Power meter Power 1 kW

[표 4-3] 성능 측정기 및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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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센서 측정 위치

측정 시간은 냉각탑의 온도가 안정화가 된 다음 1시간 동안 측정하였

으며, 오차 범위는 [표4-4]와 같다.

[표 4-4] 측정 시간 및 정확도.

네 가지 방법에 대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렬 히팅 방식의 백연저감과 외부 공기를 사용한 응축을 추가하였을 때 

백연저감의 효과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시험 냉각탑은 4 Row 코일이 2

측정 항목
Minimum/hr SI Unit

DAS Unit Acc Rec

입구 습구 온도 60 ℃ 0.1 0.05

입구 건구 온도 60 ℃ 0.1 0.05

Up-wind 공기 습구 온도 60 ℃ 0.1 0.05

Up-wind 공기 건구 온도 60 ℃ 0.1 0.05

배출 공기 습구 온도 60 ℃ 0.1 0.05

배출 공기 습구 온도 60 ℃ 0.1 0.05

CWT(wet) 60 ℃ 0.1 0.05

HWT(dry) 60 ℃ 0.1 0.05

순환수유량 3 L/s 3% 0.5%

팬 출력 1/test kW 3% 0.5%

배출 공기 속도 60 kPa 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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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밸브 조절에 따라 4 Row 히팅과 8 Row 히

팅이 컨트롤이 가능해 4 Row 직렬 히팅, 8 Row 직렬 히팅, 외부 공기 

응축과 4 Row 직렬 히팅, 외부 공기 응축과 8 Row 직렬히팅인 경우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얇은 PVC 판넬을 사용해 외부 공기 흡입구를 개방 

및 차단하였다([그림4-9], [그림4-10]).

[그림 4-9] 외부 공기 흡입구 

개방

[그림 4-10] 외부 공기 흡입구 

폐쇠

각 4 Row 직렬 히팅, 8 Row 직렬 히팅, 외부 공기 응축과 4 Row 

직렬 히팅, 외부 공기 응축과 8 Row 직렬 히팅 방법에 대해 열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열 성능은 테스트로 얻어진 수공기비 대비 냉각탑 

설계 수공기비의 백분율([수식8])로 표시되는데, CTI의 

ATC-105(CTI, 2011a)의 성능 곡선법을 사용하여 열 성능이 100% 

이상일 때 예상한 백연성능(100%) 대비 그 이상의 성능을 의미한다.

  ×         [수식 8]

CTI의 ATC-105(CTI, 2011a) 열성능 측정 방법은 히팅 코일 전후 

온도차 테스트 수행하는 것인데, 히팅 코일은 내부 응축된 공기를 가열

한 뒤 토출시키므로 백연저감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해 열 교환량

이 높을수록 백연저감 성능이 개선되었다. 열교환은 히팅 코일 접촉 공

기와 냉각수의 온도차가 높을수록 열교환이 이루어지며, 응축부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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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히팅 코일에 접하는 공기 온도가 낮아져 열교환량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외부 공기 흡입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댐퍼를 열고 닫

았을 때의 열교환 성능 차이를 확인 하였고 측정은 각 1시간 간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3. 1차 실험 결과

직렬 코일의 백연저감과 중앙부의 외부 공기 투입으로 인한 백연저감 

효과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밸브 조작해 4 Row 히팅, 8 Row 히팅, 

외부 공기 응축과 4 Row 히팅, 외부 공기 응축과 8 Row 히팅의 백연

저감 성능을 측정하였다. 건구공기 2.5℃, 습구 온도 –1.0℃일 때의 각 

4 Row 히팅([그림4-11]), 8 Row 히팅([그림4-12]), 외부 공기 응축

과 4 Row 히팅([그림4-13]), 외부 공기 응축과 8 Row 히팅([그림

4-14])의 백연저감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1] 4 Row 코일 히팅 [그림 4-12] 8 Row 코일 히팅

[그림 4-13] 4 Row 코일&외부 공기 

응축

[그림 4-14] 8 Row 코일&외부 

공기 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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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히팅 방식의 코일보다 외부 공기 투입을 통한 응축이 백연저감 

성능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렬 히팅 방식은 백연이 높게 형성되

는 날씨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기 응축으로 백연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공기 응축을 직렬 히팅과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 백연이 

냉각탑 팬에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측정기를 통한 측정결과는 [표4-5]와 같다.

[표 4-5] 1차 실증 성능 측정값.

항목 단위 4 Row 
흡입구 개방

4 Row 
흡입구 폐쇄

8 Row 
흡입구 개방

8 Row 
흡입구 폐쇄

입구수온 ℃ 35 30.82 34.18 31.8

출구수온 ℃ 28.3 24.14 27.68 25.1

외기 
건구온도 ℃ 2.5 2.43 2.51 2.5

외기 
습구온도 ℃ -1.2 -1.25 -0.6 -0.7

외기 
상대습도 % 46.59 46.52 54.9 53.93

토출 평균 
건구온도 ℃ 19.69 18.49 20.09 21.37

토출 평균 
습구온도 ℃ 18.69 18.36 19.03 21.28

토출 평균 
상대습도 % 91.12 98.79 90.67 99.22

충진재 평균 
입구 풍속 m/s 756.7 1021.1 701.0 961.7

외부 공기 
흡입구

m/s 243.6 0 203.9 0

소비 전력 kW 9.04 9.13 9.11 9.16

열성능 % 64 80 5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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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w와 8 Row 직렬 히팅 방식의 냉각탑은 상대습도가 100%에 근

접한 반면, 4 Row와 8 Row 직렬 히팅 방식과 외부 공기 응축 방식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상대 습도가 100%가 아닌 90%에 가까운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테스트 진행 당시 외부 공기 응축 방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입구 수온이 직렬 히팅 방식만 사용했을 때의 입구 수

온보다 높은 온도로 안정화가 되었다. 냉각탑 입구 수온이 높을수록 백

연이 발생하기 더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출 공기 상대 습도가 

90%의 근접함은 냉각탑의 백연저감 성능이 직렬 히팅만 사용했을 때보

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Row의 코일은 4 Row 코일의 2배 이상의 크기임에도 백연저감 성

능 차이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8 Row 코일의 압력 손실이 크고 백

연저감 능력은 4 Row 코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4 Row 코일만 사용하

는 것이 경제적, 성능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직렬 히팅 코일만 가동하였을 때 약 20%의 열 성능 하락하였고, 외기 

공기 응축을 추가적으로 가동하였을 때 약 40%의 열 성능 하락하였다. 

직렬 히팅만 가동하였을 때 약 20%의 성능 부족은 V자형 에어 믹서와 

새로운 일리미네이터의 압력 손실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테

스트 결과, 열 성능 감소를 최소화하여 여름철에도 백연저감 성능 확보

할 수 있도록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외부 공기 흡입구를 통해 개선된 일리미네이터 하단부에는 응축된 물

방울이 다시 냉각수로 환원되어 보충수 절약 효과는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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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외부 공기 응축
[그림 4-16] 응축 물방울 냉각수 

환원

4. 1차 개선점 도출

1차 실증 테스트 결과 기반 추가적 백연저감 가능성 및 열 성능을 파

악하기 위해서 흡입구와 에어 믹서 면적의 사이즈와 배치 간격을 최적화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과 같은 250 mm × 250 mm 사이즈에 대

한 시뮬레이션과 사이즈를 감소한 200 mm × 200 mm으로 더욱 흡입

면의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표4-6])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4-6]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흡입구 사이즈.

1차 실증 냉각탑
흡입구 사이즈

200 mm×200 mm 250 mm×2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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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0 mm 흡입구 사이즈 시뮬레이션 결과.

[표 4-8] 250 mm 흡입구 사이즈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4-7]과 같이 동일하게 4개의 입구면을 가질 때 중앙부에 외부 

공기가 집중되는 반면 입구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혼합율이 증가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200 mm × 

200 mm 사이즈의 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분포가 균등해지지만 추후 

흡입구 사이즈 (200 mm×200 mm)

입구면 4개 입구면 5개 입구면 6개 입구면 7개

그래픽

흡입구 사이즈 (250 mm×250 mm)

입구면 4개 입구면 5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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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최대 6개까

지 흡입구 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구면을 200 mm × 200 mm 총 

6개로 설치하여 제작하였다.

열성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에어 믹서와 일리미네이터로 인한 압력 

손실이다. 4 Row의 코일을 사용할 경우 압력 손실은 낮지만, 측정된 풍

량 데이터 결과 냉각탑 설계 기준치 적합하지 않아 슬라이딩 댐퍼 설치, 

V자형 에어 믹서 변형, 팬의 각도 변경을 통해 열성능 감소를 보안하였

다. 

외부 공기 흡입구에 슬라이딩 댐퍼의 설치는 여름철에 백연 발생이 극

히 드물어 외부 공기를 통한 응축 열 성능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에어 댐

퍼를 설치하여 외부 공기 흡입구의 공기 흡입을 차단하였다. 또한 V자

형 에어 믹서는 다른 형태의 에어 믹서에 비해 압력 손실이 적지만, 여

전히 열 성능을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여름철 구동 시 V자형 

에어 믹서가 I자로 접히게 된다면, 압력 손실이 줄일 수 있을 있을 것으

로 예측하였다. 이어서 팬 각도를 높이는 것으로 11 kW 모터 사양에 

약 9 kW의 동력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팬 각도를 증가시켜 

풍량을 최대화 하였다. 

위 보안사항은 에어 댐퍼와 V자형 에어 믹서 접힘 구동의 연동 방법

이 필요로 하는데, 냉각탑의 외부설치인 특이성과, 운영자의 유지⋅보수

의 용이성, 최근 모터를 사용한 자동제어의 추구함을 고려해 에어 댐퍼

의 개폐율에 따라 V자형 에어 믹서가 함께 연동되는 방안을 도출하였

다. 블레이드 타입의 댐퍼를 대체한 슬라이딩 타입의 댐퍼와 랭키지 바

(Linkage bar)를 통해 V자형 댐퍼와 스라이딩 댐퍼를 서로 연동시키기

는 방안으로 개방된 면적에 따라 공기의 흡입량이 비례 변화하여 공기 

흡입량의 예측 및 제어가 가능하였다.

에어 댐퍼의 이동 방향은 상하 운동과 좌우 운동을 하였을 때 유지보

수의 용이성을 검토하였다. 상하 운동([그림4-17])을 하였을 때는 모터

가 냉각탑의 윗부분 또는 밑부분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

면에서 구동부의 접근성이 높았지만 중력에 의해 모터의 필요 토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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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점이 있었다. 댐퍼가 좌우 운동([그림4-18])을 하였을 때는 구동 

모터가 외부 공기 흡입부 주변에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모터의 요구되는 토크가 작아졌다.

[그림 4-17] 상하 슬라이딩 댐퍼 [그림 4-18] 좌우 슬라이딩 댐퍼

  

접근성의 감소 반면 필요 모터 토크가 낮고 V형 에어믹서와 연동이 

비교적 쉬운 좌우 운동을 하는 슬라이딩 댐퍼 설치하도록 선정하였고, 

수명과 운전 방식이 용이하면서 설치 면적이 좁은 볼 스크류를 이용한 

슬라이딩 댐퍼의 개폐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림4-19]와 같이 하였

다. 외부에 설치되는 냉각탑을 고려해 볼 스크류 주변에 커버를 씌어 줌

으로써 이물질이 볼 스크류에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100% 개방 50% 개방 0% 개방

[그림 4-19] V자형 에어믹서와 슬라이딩 댐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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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차 실증 실험

1. 2차 냉각탑 제작

1차 실증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2차 냉각탑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 V자형 에어 믹서와 흡입구에 슬라이딩 댐퍼가 서로 

연동하여 같이 움직이게끔 설계([그림4-21])하고 댐퍼 조절 모터는 양

쪽 흡입구에 하나씩 설치([그림4-22])하였으며, 댐퍼와 모터는 볼 스크

류를 통해 연동하였다. 200 mm X 200 mm 사이즈의 외부 공기 흡입

구를 양쪽 면에 각각 6개씩 제작하고, 에어 믹서의 크기와 간격은 흡입

구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하였다. 히팅 코일은 8 Row 대신 4 Row를 설

치하였다([그림4-20]). 

[그림 4-20] 2차 실증 냉각탑 제작 완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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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2차 실증 냉각탑 사양.

1차 실증 테스트와 2차 예비 테스트 데이터([표4-9])를 바탕으로 성

능 테스트를 위한 열 성능 곡선과 백연 성능 곡선을 도출하였다. 성능은 

실제 측정값 대비 냉각탑 설계값의 백분율을 나타내며, 냉각탑 성능평가 

지침서인 CTI ATC-150(CTI, 2011b)과 ATC-105(CTI, 2011a) 코

드를 참고하였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량이 100%일 때 열 성능

([그림4-23])과 백연 성능 곡선([그림4-24])을 제작하였으며, 공기 

General Specification

Structure Steel

Type
Induced Draft, Counter flow, 

Plume abatement

Circulating Water Flow(m3/hr) 195

Hot(inlet) water Temperature(℃) 37

Cold (outlet) water Temperature(℃) 32

Wet Bulb Temperature(℃) 27

Drift Loss. % of circulating Flow(%) Less than 0.002

Fan Air flow(m3/min) 1660

Fan Motor power(HP) 15 (11 kW)

Heating Coil 4ROW

Damper control motor(watt) 40

Size(mm)
3000(L) × 3000(W) × 

6300(H)

[그림 4-21] V자형 에어 믹서 [그림 4-22] 슬라이딩 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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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를 통하여 외기 건구 온도 –5℃, 습도 50%에서도 백연이 저감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23] 유량 100% 열 성능 곡선

[그림 4-24] 100% Range, 100% 유량 백연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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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외기 건구 온도 –5℃, 습도 50% 2차 실증 냉각탑 공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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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실험 방법

냉각탑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백연 성능, 열 성능, 히팅 코일 전후단 

온도차, 백연 비주얼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코일을 통과한 물 100%가 

충진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밸브는 닫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열 성능과 백연 성능 테스트는 1차 실증 테스트와 동일한 측정기와 

위치에서 측정을 하였다. 백연 성능 테스트는 12월 중 2일간 측정 시간 

1시간씩 총 5번을 진행하였다. 5번의 테스트 모두 외부 공기 흡입구로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슬라이딩 댐퍼를 열어 측정하였다. 열 성

능 테스트는 10월 2일간 측정 시간을 1시간씩 총 5번을 진행하였다. 이

때, 테스트는 슬라이딩 댐퍼를 닫고 진행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국내 성능 테스트 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 입회하에 CTI 성능평

가 방법에 따라 백연과 열 성능 곡선을 바탕으로 냉각탑 성능 평가를 진

행하기로 하였다. CTI의 ATC-150(CTI, 2011b) 코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측정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Level 1 테스트에서는 설계

에 대하여 현재 가동 중인 냉각탑의 백연저감 성능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토출 공기 특성 곡선(Exhaust air characteristics curves) 방

법을 이용한다. 보증 상대 습도(Equivalent guarantee relative 

humidity)와 측정 상대 습도(Measured relative humidity of the exit 

air)의 비로 도출한 백연저감 성능 측정치(Tower plume indicator, 

TPI)로 평가하는데, 이 때 TPI는 100% 이상일 때 백연 성능을 만족한

다고 할 수 있다. CTI의 ATC-150(CTI, 2011b) Level 1 백연 성능 

평가 방법은 아래 수식과 같다. 

 ≥  ×          [수식 9]

이 후, 백연 육안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0℃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백

연 성능 테스트는 영하의 온도에서 신뢰성 있는 냉각탑 성능 측정은 어

렵기 때문에 육안으로 백연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같은 외기 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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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대습도, 입구온도에서 슬라이딩 댐퍼를 열고 닫았을 때의  백연 

생성 차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테스트는 건구 온도 –5℃ 이하 온도 

조건에서 백연저감 성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겨울철 건구 온도

가 –5℃ 이하로 내려갔을 때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입구 수온과 외기 상

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백연저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슬라이딩 댐퍼를 닫았을 때 백연을 기록한 후, 즉시 댐퍼를 개방 1분 후 

기록하기로 하였다.

3. 2차 실험 결과

12월에 진행한 백연 성능 테스트 결과는 다음 [표4-10], [표4-11]

과 같다. 

측정항목 단위 설계
조건

측정값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냉각수 
입구온도 ℃ 20.0 23.6 23.7 23.7 23.7 23.2

냉각수 
출구온도 ℃ 15.0 18.2 18.4 18.4 18.4 18.2

입구 건구온도 ℃ -5.0 2.5 4.5 3.5 2.7 4.7

인구 습구온도 ℃ -7.25 -0.4 0.9 0.0 -0.1 0.5

입구 상대습도 % 50.0 55.0 49.0 49.0 57.0 42.0

순환수량 m3/h 195 193 193 193 194 197

팬 소비동력 kW 11.0 10.3 10.7 11.3 11.6 10.1

토출공기 
건국온도 ℃ - 17.9 18.1 17.7 17.7 18.5

토출공기 
습구온도

℃ - 16.7 16.8 16.4 16.5 16.8

토출공기 
상대습도 % - 88.7 87.7 87.7 88.7 84.3

[표 4-10] 2차 실증 백연 성능 테스트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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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항목 단위 Test 1 Test 2 Test 3 Test 4 Test 5

Level 1 % 103.7 103.0 103.4 104.2 105.4

[표 4-11] 2차 실증 백연저감 성능.

그 결과, 5번의 테스트 모두 백연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모두 설계치 

대비 100% 이상의 백연저감 성능을 보여 백연성능 곡선을 도출을 위해 

수행한 계산 결과와 실제 테스트의 오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실제 외기 건구 온도 –5℃, 습도 50%에서도 백연저감 확률이 높다는 것

을 나타내었다.

10월에 진행한 열 성능 테스트 결과는 [표4-12], [표4-13]과 같다.

측정항목 단위 설계조건
측정값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냉각수 

입구온도
℃ 37.0 28.8 28.8 28.8 28.8 28.8

냉각수 

출구온도
℃ 32.0 23.5 23.6 23.6 23.6 23.5

건구온도 ℃ 32.0 19.0 19.7 19.4 19.5 19.2

습구온도 ℃ 27.0 13.2 13.6 13.6 13.2 13.0

순환유량 m3/h 195 196 196 197 197 196

팬 

소비동력
kW 11.0 10.7 10.6 10.6 10.7 10.7

[표 4-12] 2차 실증 열 성능 테스트 측정값.

항목 단위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평균

열성능 % 107.2 107.6 108.0 107.4 106.4 107.3

[표 4-13] 2차 실증 열성능.



- 62 -

1차 실증 테스트에서 열 성능이 80%로 계산되었지만, 개선 후 

107.2% 성능을 도출하였다. 이는 냉각탑이 설계치 인 195 m3/h의 3

7℃의 냉각수를 외기 습구 온도가 27℃ 일 때, 32℃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8 Row 코일인 냉각탑을 4 Row 코일로 변경 

후 댐퍼가 닫힘에 따라 V자형 에어믹서도 접히게 되면서 냉각탑 내부의 

전체적인 압력 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차 실

증 테스트 후 팬 각도를 높여 정격 모터 동력에 근접시켜, 열 성능 증가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히팅 코일 테스트 결과는 [표4-14], [표4-15]와 같다.

측정항목 단위 설계조건
측정값

Damper Open Damper Close

냉각수 입구온도 ℃ 37.0 23.2 23.2

냉각수 출구온도 ℃ 32.0 17.8 17.5

입구 건구온도 ℃ -5.0 2.4 3.9

입구 습구온도 ℃ -7.25 -0.8 -0.1

순환수량 m3/h 195 192 194

팬 소비동력 kW 11.0 10.2 11.4

코일후단 ℃ - 22.8 23.1

토출 공기 

건구온도
℃ - 15.8 16.2

토출 공기 

습구온도
℃ - 14.6 15.6

[표 4-14] 2차 실증 히팅 코일 테스트 측정값.

항목 단위
Test 1

(DAMPER OPEN)

Test 2

(DAMPER CLOSE)

코일(△T) ℃ 0.34 0.11

[표 4-15] 2차 실증 히팅 코일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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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수온은 냉각탑 테스트 설비의 입구 수온 컨트롤러로 조정이 가능

하지만 외기 상태는 지속적인 변동으로 동일한 외기 상태에서 측정은 한

계가 있다. 겨울철에 높은 온도로 냉각탑에 냉각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

문에 겨울철 냉각수로 세팅되는 23℃의 입구 수온으로 설비해 테스트를 

수행하였다([표4-16]). 그 결과, 비슷한 외기 온도에서 입구 수온이 동

일한 조건에서 슬라이딩 댐퍼를 열었을 때 닫았을 때보다 열교환량이 3

배 이상 증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차가운 외부 공기의 인입으

로 냉각수와 내부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높은 열교환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연 비주얼 테스트는 외기 건구온도가 –6.7℃, 습구온도가 –8.5℃일 

때 측정하였고, 0.3℃의 오차 범위의 디지털 습구계를 사용해 테스트한 

결과, -5℃ 이하 백연이 생성조건에서 백연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연저감 냉각탑이 외기 건구 온도 –2℃ 이하에서도 백연저감에 한계를 

보이지만, 건구온도 –6.7℃에서도 백연저감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백연저

감 성능 대비 우수성을 확인하였다([표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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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폐쇠 댐퍼 개방

백연 

모습

냉각수 
입구온도 15.4℃ 15.5℃

냉각수 
출구온도 9.9℃ 9.9℃

건구온도 -6.7℃ -6.7℃

습구온도 -8.5℃ -8.5℃

순환수량 195 m3/h 195 m3/h

[표 4-16] 2차 실증 비주얼 테스트 결과

테스트에 사용한 냉각탑은 직렬 히팅 방식보다 백연저감 성능이 높지

만, 병령 히팅, 컨덴싱, 플라즈마 방식 대비 낮았고, 기존 공조용 냉각탑 

한계인 외기 온도 –5℃ 이하에서 백연저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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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성과

국내 공조용 냉각탑에 백연저감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는 공조용 백연저감 장치 개발을 통한 저감능 향상에 대해 

연구하고 실증 냉각탑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기존 직렬 히팅을 

통해 찬 외부 공기로 습한 내부 공기를 응축시킨 후 가열함으로 백연저

감 능력을 향상시켰다. 외부 공기가 충분히 냉각탑 내부로 유도하고 단

시간에 혼합될 수 있도록 V자형 에어 믹서를 개발하였다. 또한 V자형 

에어 믹서와 슬라이딩 댐퍼를 연동해 물방울 여과율이 높은 일리미네이

터를 개발하여 직렬 히팅 코일 백연저감 냉각탑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였

다.

기존 공조용 냉각탑에 백연저감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직렬 히팅 코일 

방식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백연저감 방식과 유의한 성능차이를 확인하

였다. 예로 건구 온도 –5℃, 습도 50%일 때, 두 방식의 백연발생 예측 

결과는 [그림5-1], [그림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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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8 Row 직렬 코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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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백연저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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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백연저감 방식은 4 Row 코일만을 사용할 때 –5℃에 근접한 

온도에서 백연저감이 가능하지만, 같은 온도 조건에서 직렬 코일 방식은 

8 Row의 코일을 사용에도 불구하고 백연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냉각탑 토출 공기를 응축 후 가열하는 방식이 가열만을 이

용한 백연저감 방법 대비 성능의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외부 공기를 통

한 내부 공기 응축을 추가하였을 때는 기존 직렬 히팅 코일 양의 50% 

수준에서도 백연저감이 가능하였다. 줄어든 코일의 양과 접히는 V자형 

댐퍼를 통해 열 성능은 107%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기존 백연저감 냉

각탑의 한계인 외기 건구 온도 –5℃, 상대습도 50%에서 백연저감이 가

능함을 이론적 백연 성능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온도 –6.7℃, 상대

습도 56%에서 백연 비쥬얼 테스트 역시 백연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충진재로 들어가는 물량을 줄이고 바이패스 배관을 일부 개방할 

때 백연저감 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직렬 히팅 방식 대비 

냉각탑의 높이가 증가하지만, 병렬 코일 히팅과 컨덴싱 방식 대비 무게

가 적고 높이가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작과 설치비용면에서 백연저

감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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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완 사항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백연저감 성능을 개선하였다. 백연저감 

성능의 최적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는 한정적인 사이즈

의 제작용 냉각탑을 사용한 백연저감 테스트를 진행해 다양한 사이즈의 

냉각탑을 통한 백연저감 성능 향상을 추가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다. 

또한, V자형 댐퍼를 사용하였을 때 공기가 충분히 냉각탑 중앙부까지 

들어가 공기 혼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냉각탑 사이즈에 따른 V자 댐퍼

와 흡입구의 최적의 크기 변형 방안 도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선

된 일리미네이터의 물방울 여과 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본 

연구 대비 백연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냉각탑에는 구조상 직렬 히팅 코일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렬 히팅 방식의 코일을 사용하고 있다. 병렬 히팅 코일은 외부 공기를 

가열하여 내부 공기와 혼합시켜 백연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

은 응축부를 추가시킨다면 냉각탑 열 성능과 백연저감 성능의 차이에 대

한 내용도 추후 연구 사항으로 판단된다.

외부 공기를 사용한 백연저감 시스템에서는 열 성능과 백연저감 성능

은 반비례한다. 본 연구는 백연저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외부 

공기 흡입을 필요로 하지만 열 성능은 감소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적

의 외부 공기 흡입량을 위한 댐퍼 조절이 필요하다. 댐퍼 개폐율의 조작

은 중요한 요인으로써 댐퍼 개폐율 자동조절 시스템 연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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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owers started with the condensers of steam engines 

since the 19th century and are now widely used in industries 

such as refrigeration, air conditioning, power plants, steel mills, 

and refineries. As the population density increases and the 

boundaries between residential and industrial areas become 

unclear, white smoke, the plume, from the cooling towers are 

hurting neighboring residents.

The plume in winter is the health and local financial challenges 

for the cooling tower industry since the visibility of smoke 

increases residents anxiety over the possible pollution and local 

real estate value reduction. In addition, lack of cooling towers 

with sufficient plume reduction performance that falls to the 

subzero temperatures in winter signifies the challenge. Since the 

plume is often produced when the dry bulb temperature below –

2℃, improvement of a cooling tower performance in white smoke 

reduction is critical to meet customers needs. Therefore, this 

study was developed and modified the form of an existing plume 

abatement method to develope the plume reduction method of a 

cooling tower.

In order to reduce the plume effectively, the plume ab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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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was maximized by applying heating of air after the 

condensation as similar to a household air dehumidifiers. This 

study examined the refrigeration cycle and the plume abatement 

system of a cooling tower when the refrigerant and compressor 

of the dehumidifier were used. The maintenanc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of the cooling tower consequently failed to meet 

financial feasibility and reasonable size increment. Since heating 

coil types of plume abatement system a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increasing the performance of a plume abatement,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d conducted a performance 

test of heating air after the condensation with different types of 

the former heating coils.

The V-shaped air mixer determined that high efficiency of 

inducing inhalation of outside air to the center of the cooling 

tower within a short section. Also, the developed sliding damper 

in this study was able to prevent an inflow of the outside air 

that maximizes the thermal performance during the summer. This 

study developed an eliminator to filter the condensed water 

droplets from the air and send back the water droplets into the 

cooling tower as a coolant. The V-shaped air mixer, sliding 

damper, and the eliminator were applied to the plume abatement 

cooling tower and a performance test was conducted with the 

dehumidifier heating method. As a result, the cooling tower 

demonstrated a high plume abatement performance even at –5℃ 

which was the main drawback of the former existing 

conventional plume abatement cooling tower system.

Keywords : Plume, abatement, cooling tower, heating, condensing, air mixer

Student Number : 2018-2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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