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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cooling towers are operated at the nominal value by fixing the condenser water 

temperature to 32°C. However, it is expected that based on outdoor air, condenser water can be 

produced at temperatures lower than the nominal value excluding daytime hours in the summer 

season. On the other hand, from the viewpoint of a refrigeration cycle, the chiller COP increases 

if the inlet temperature of the condenser is lower. Accordingly, in this study, total amount of 

time when low-temperature condenser water could be produced, thereby imparting an 

improvement on the chiller, and assess the condenser water temperature during that time are 

examined. For calculation, EnergpyPlus v.9.3 was used and the typical meteorological data for 

Busan, Seoul, Chuncheon, and Daegwallyeong, representing a total of 4 climate zones were 

applied. In addition, in order to produce low-temperature condenser water, a two-speed control 

cooling fan and a variable flow-rate pump were adapted. From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24 to 

27°C condenser water for 77% the cooling system operating time in Busan, and 94% of the 

cooling system operating time in Seoul was produced, and 21 to 24°C condenser water for 55% 

of the cooling system operating time in Chuncheon and, 82% of the cooling season operating 

time in Daegwallyeong was produced. Additionally, during the intermediate season, 24 to 27°C 

condenser water for 99% of the cooling system operation time in Busan and Seoul was 

produced, and 21 to 24°C condenser water for 99% and 98% of the cooling system operation 

time in Chuncheon and Daegwallyeong was produced respectively. 

주요어 : 냉각탑, 저온냉각수, 냉각탑 출구온도, 냉각탑제어, 기후 존

Keywords: Cooling tower, Low-temperature condenser water, Cooling tower leaving water 
temperature, Cooling tower control, Climat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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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수랭식 냉방열원 시스템의 구성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70~80%를 차지하

는 냉동기와 각각 10% 전후의 사용량 비율을 차지하는 냉각탑 팬, 냉수 펌프, 냉각수 펌프로 

이루어진다. 이 수치와는 다소 상이한 사용량 비율에 있어서도,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은 타 

구성 기기에 비해 수 배 이상 크므로(Morrison, 2014; Huang et al., 2017) 냉동기의 효율 향상

이 전체 냉방 에너지 절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한편, 국내에서는 [KS B6364: 2014]에 따라 냉각탑의 표준설계온도를 입구온도 37°C, 출

구온도 32°C, 입구공기 습구온도 27°C로 규정하고 있으며, 냉각수 출구온도를 설계값으로 

고정하고 냉각탑 팬의 on/off 제어만으로 운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KS B 6364, 2014; 

Huang et al., 2017; Ha et al., 2019). 그러나 열역학관점에서 증발압축기반의 냉동기 효율은 

외기 환경에 따른 열 방출 온도(Heat rejection temperature) 즉, 냉각수 온도에 따라 변화한

다. 냉수 온도 및 건물 부하 등, 다른 운전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냉각수 온도가 내려갈수록 

냉동기의 응축기 입구온도 또한 낮아져 냉동기의 COP가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Kwak et al., 2011; Goldstein et al., 2017). 

이에, 기존의 냉각탑 출구 온도 32°C보다 낮은 온도의 냉각수(이하, 저온 냉각수)를 제조하

고 활용하여 냉동기 및 냉방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유도하는 관련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

어왔다. Huang et al. (2018)은 건물의 냉방부하와 외기 습구온도의 관계를 통해 최적의 냉각

수 설정 온도를 선정하고, 냉방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Facius (2011)는 수랭

식 냉방시스템 요소 중 냉각탑 팬 제어방법을 Single speed, on/off 제어에서 Variable speed

로 변경하여 동일한 부하처리 시 다양한 온도의 냉각수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냉각수 온

도가 1°C 저하할 때 전체 냉방에너지는 3~5%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ee et al. (2018)는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냉방 기간 26일간의 실

측데이터를 통하여 일반 및 저온 냉각수 운전에 따른 냉방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하였다. 일

반운전 시, 냉각수 온도는 대부분 32°C에 분포하나 운전제어 알고리즘 변경을 통한 유량제

어로 약 24-32°C의 냉각수를 생산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비해 냉각탑 

시스템과 열원의 에너지사용량은 각각 24%, 5.9% 절감되었고, 열원 및 시스템 COP는 각

각 7.3%, 12.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Ha et al. (2020)는 EnergyPlus 계산 모

델에서 냉각탑 팬 및 냉각수 펌프 구성을 변경한 후, 제어를 통해 냉각수 출구 온도 하한값

을 ASHRAE 90.1에 맞추어 23.9°C로 변경하였다. 저온의 냉각수 생산을 위해 냉각탑 팬의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였으나, 냉동기의 효율이 상승하여 전체 냉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결

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저온 냉각수의 제조 방법, 활용,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해 다루었지만, 동시에 특정 지역 및 한정된 운전 기간에 한해 검토가 이루어진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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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SHRAE 90.1 (2019)에서는 모든 냉동기의 냉각수 하한값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후 

존에 따라 상이한 냉각수 설정 온도를 18.3-26.7°C 범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내의 기후 조건에서는 하계의 낮 시간대를 제외하면 외기 습구온도 조건

에 따라 저온 냉각수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

와 같이 저온 냉각수 이용이 냉방 시스템의 효율 향상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면, 실제로 각 

지역의 외기 조건을 고려하여 연중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몇 °C 수준의 냉각수가 생산 가능

한지에 대한 정량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내를 기준으로 ASHA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후존의 연간 외기 

습구온도 범위를 파악하고, 저온냉각수 생산이 가능한 연간 시간의 총량과 그 때의 냉각수 온

도 현황과 분포를 검토하려 한다.

연구 범위 및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냉각수의 온도 범위와 해당 온도별 연간 제조 시간 파악이 본 논문 작

성의 목적이므로 냉각탑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저온냉각수에 의한 냉동기의 에너지 

절감량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냉각탑은 외기 습구온도의 영향에 더 민감한 

개방형 타입을 대상으로 하고, 냉각수 온도의 계산을 위한 모델링에서 건물의 유형은 대형

사무실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기후 특성에 따른 냉각수 온도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 ASHRAE Fundamental (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 존에 따라 국내의 지역을 4개로 구

분하였다.

냉각수 온도 산출을 위해 EnergyPlus v.9.3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분된 

국내 기후 존 4개의 주요 지역인 부산, 서울, 춘천, 대관령의 표준기상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HIKO, 2017). 또한 정격 조건인 냉각탑 출구 온도 32°C 대비 저온 냉각수를 생산하기 위하

여 냉각탑시스템은 냉각탑 팬 2단 제어, 변유량 냉각수 순환 펌프로 선정하였다.

이론적 배경

냉각탑 설계요소

냉각탑은 응축기에서 발생한 응축잠열을 냉각수에 흡수시켜 고온이 된 냉각수에 증발냉각

원리를 이용하여 외기와 직접 접촉시켜 방열하는 장치이다. 냉각탑의 입구 및 출구 온도의 온

도 차인 쿨링 레인지(Cooling Range)는 열 부하와 순환유량으로 결정되며, 이는 냉각탑의 크

기나 냉각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냉각탑의 출구 온도와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의 온

도 차이인 쿨링 어프로치(Cooling Approach)는 냉각탑의 성능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열 방

출 온도는 냉각탑의 냉각 능력과 외기의 습구온도를 통해 결정된다(ASHRAE, 2016).

상기의 개념은 Figure 1과 같이 나타나며, 냉각수의 유량 L (kg/h) 및 냉각탑의 팬 풍량 G 

(kg/h)에 대한 식은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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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oling range an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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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냉각수유량 

 냉각탑팬풍량 

  냉각수입구온도 ℃

  냉각수출구온도 ℃

′  외기입구공기습구온도 ℃

′  냉각수출구공기습구온도 ℃ 

  냉각열량 

   ′ ′와같은포화공기의엔탈피 

일반적인 냉각탑의 출구 온도 32°C에 비해 저온 냉각수를 사용하면 Figure 2의 냉방 사이

클과 같이 응축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압축기의 소비동력이 감소하고 냉동기 및 VRF (Variable 

Refrigerant Flow, 냉매변유량 방식) 실외기의 COP가 상승하게 된다.

Figure 2. Refrigera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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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및 수랭식 VRF 성능 곡선

냉동기 및 수랭식 VRF의 성능은 냉동기의 냉수 출구 온도, 냉각탑의 냉각수 출구 온도, 부

분부하율에 따라 변화하며, EnergyPlus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냉방 용량 변화 곡선, 에

너지 소비량 변화 곡선, 부분부하율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 곡선을 제시하고 있다(DOE, 

2020). 그 중에서 냉동기 및 VRF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 곡선은 COP에 반비례하며 식 (3), (4)

와 같다. 식에서 종속변수인 에너지소비량은 독립변수인 냉동기의 냉수 출구 온도 및 VRF의 

실내기 습구온도와 냉동기 및 VRF의 응축기로 들어오는 냉각수 입구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ChillerEIRFTemp

       
    

     (3)

여기서, ChillerEIRFTemp: 압축기 소비전력 / 냉방 능력(냉동기 정격조건: 1) 

  : 냉동기의 냉수 출구온도(°C)

 : 냉동기의 응축기 입구온도(°C)

EIRFTHP,Clg

     
    

    (4)

여기서, EIRFTHP,Clg : 압축기 소비전력 / 냉방 능력(VRF 정격조건: 1)

  : 실내기의 습구온도(°C)

 : VRF의 응축기 입구온도(°C)

시뮬레이션 개요

기후 존에 따른 지역구별

건물 HVAC&R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및 소비량은 지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나며, ASHRAE Fundamental (2017)에서는 1990-2014년의 기상데이터를 기준으로 세계

의 기후 존을 Table 1과 같이 냉방 및 난방 도일 10°C, 18°C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는 51개 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일한 지역에 군사지역, 공항 및 활주로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한 35개 지역을 Figure 3과 같이 기후 존 3A 4개, 4A 26개, 5A 4개, 6A 1개로 구분

하여 나타내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후 존에 따른 주요 지역인 부산(3A), 서울

(4A), 춘천(5A), 대관령(6A)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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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al climate zone definitions

Climate Zone SI Units

0
Extremely hot-Humid (0A),

Extremely hot-Dry (0B)
6,000 ≺ CDD10°C

1
Very hot-Humid (1A), 

Very hot-Dry (1B)
5,000 ≺ CDD10°C ≤ 6,000

2
Hot-Humid (2A), 

Hot-Dry (2B)
3,500 ≺ CDD10°C ≤ 5,000

3

Warm-Humid (3A),

Warm-Dry (3B),

Warm-Marine (3C)

CDD10°C ≺ 3,500

and HDD18°C ≤ 2,000

4

Mixed-Humid (4A),

Mixed-Dry (4B),

Mixed-Marine (4C)

CDD10°C ≺ 3,500

and 2,000 ≺ HDD18°C ≤ 3,000

5

Cool-Humid (5A), 

Cool-Dry (5B),

Cool-Marine (5C)

CDD10°C ≤ 3,500

and 3,000 ≺ HDD18°C ≤ 4,000

6
Cold-Humid (6A), 

Cold-Dry (6B)
4,000 ≺ HDD18°C ≤ 5,000

7 Very cold 5,000 ≺ HDD18°C ≤ 7,000

8 subarctic/arctic 7,000 ≺ HDD18°C

Figure 3. Climate zone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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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는 해당 지역의 연간 외기 건구온도(점선), 습구온도(실선), 외기온도 분포 및 평균

값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박스플롯 데이터는 25-75%의 범위, (-)는 중앙 값, (x)는 평균값

을 의미한다.

냉각수 온도는 외기 습구온도보다 2-3K 높은 온도까지 물을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대상지

역의 습구온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지역 중 연간 평균 습구온도는 부산(3A)지역

이 11.1°C로 가장 높고 대관령(6A)지역이 5.4°C로 가장 낮으며, 연간 습구온도의 25-75%에 

해당하는 값은 각각 4.5-18.5°C와 -2.6-14.5°C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조

건으로 인해 국내 수랭식 냉방시스템의 기존 설계 조건인 냉각수 설정 온도 32°C보다 낮은 

저온 냉각수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연간으로 상당한 운전시간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4. Distribution (Box-plot) and mean value (cross) of annual outdoor dry and wet-bulb 

temperature 

냉각수 설정온도 선정 및 냉각탑 시스템 모델링

앞서 서술하였듯이, 저온냉각수 제조 시 냉동기 및 VRF의 효율이 증가하지만, 냉동기의 

각 제조사들은 냉방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수의 하한 온도 값을 설정하

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마다 제시하는 냉각수의 하한 온도 값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에, Table 2와 같이 ASHARE 90.1 (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 존 별 열 방

출 온도(Heat rejection leaving water temperature)를 적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후 존은 

Figure 3과 같으므로 부산(3A), 서울(4A)는 냉각수 온도 23.9°C, 춘천(5A), 대관령(6A)는 냉

각수 온도 21.1°C로 임의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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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oling tower leaving water temperature

Climate Zone Leaving water temperature

5B, 5C, 6B, 8 18.3°C (65℉)

0B, 1B, 2B, 3B, 3C, 4C, 5A, 6A, 7 21.1°C (70℉)

3A, 4A 23.9°C (75℉)

0A, 1A, 2A 26.7°C (80℉)

Figure 5는 대상 건물의 냉각탑시스템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저온 냉각수를 제조하기 

위해 냉각탑은 가변 축류 팬 개방형 냉각탑, 각각의 냉각탑은 1대의 냉동기와 1대의 냉각수 

및 냉수 순환 펌프로 연결하였으며(ASHRAE 90.1, 2019), 냉각탑 팬 2단 제어, 변유량 냉각

수 순환 펌프로 선정하였다. 또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의 냉각수 제조 온도를 파악하기 위해 

건물의 운전 시간은 24시간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5. Cooling tower system schematic of the target building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냉각수 온도 분석

Figure 6(left)는 국내의 기후 존의 대표 지역인 부산, 서울, 춘천, 대관령의 냉방기(6-9월) 

및 중간기(4-5, 10-11월)의 냉각수 제조온도와 외기습구온도의 관계를, Figure 6(right)는 해

당 지역의 계절별 냉각수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Figure 6의 냉각수 온도는 열원 

시스템의 운전 가동 시간에 해당하는 값만 표기된 것이다. 

국내 기후 존은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현재의 32°C보다 낮은 저온냉각수를 생산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기인 경우 외기 습구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냉방기에 비해 낮은 냉각수

온도에 플로팅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조밀하게 분포되었다. 일부 발생하는 극단치(Outlier)값

은 건물의 냉방시스템의 운전이 중단된 이후 재가동된 시점이며, 중간기에는 냉방기에 비해 

냉방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더 많은 플로팅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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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san

(b) Seoul

(c) Chuncheon

(d) Daegwallyeong

Figure 6. Relation between condenser water and outdoor wet-bulb temperature (left) and 

Distribution of condenser water temperatu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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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대관령의 냉각수 온도 분포 범위가 부산 및 춘천에 비해 좁은 것은 Figure 6에서 나

타나듯이 냉각수 설정 온도 23.9°C 및 21.1°C에 더 조밀하게 플로팅이 분포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대관령의 경우, 기후조건으로 인해 적은 냉방시간을 운전하여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수가 작게 나타났다.

냉방기의 평균 냉각수 온도는 부산 26.1°C, 서울 25.5°C, 춘천 24.3°C, 대관령 23.1°C, 중

간기에는 부산 24.9°C, 서울 24.7°C, 춘천 22.1°C, 대관령 21.9°C로 각각 나타났다. 대상지역 

중 연간 평균 습구온도가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전체 냉각수 온도 중 25-75%의 범위에 냉방

기는 25-27.2°C, 중간기는 23.9-25.5°C를, 연간 평균 습구온도가 가장 낮은 대관령은 냉방기 

22.1-24.1°C, 중간기 21.1-22.6°C의 온도 분포를 보였다.

각 지역별로 냉방기에는 외기의 습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중간기의 냉각수 온도는 외기 습구온도 5-20°C 범위에서 서울 및 부산은 24°C, 

춘천 및 대관령은 21°C에 밀집되어 분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기후 존에서 데이터 센터

와 같이 연간 일정한 냉방부하가 있는 건물인 경우, 중간기에 지속적으로 냉각탑 팬이 가동되

면 현재 설정한 냉각수 온도에 비해 더 낮은 냉각수 온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수 온도별 제조 시간 분석

Figure 7은 냉각탑의 냉각수 출구 온도별 냉방기 및 중간기의 제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냉각수 온도 25°C는 24.5-25.4°C를 의미한다. 일례로 부산의 경우, 냉방기와 중간

기를 합산하여 25°C (24.5-25.4°C)의 냉각수를 약 1200시간 동안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냉각수 온도 31°C 이상은 운전 시간이 적어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기후 존이 6A에서 

3A로 갈수록 전체 냉방 시간은 감소하며,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냉각수 온도는 21-27°C에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Annual operation hour of condenser wat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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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에서 냉각수온도를 23.9°C로 설정한 부산 및 서울은 운전시간 중 77% 및 94%가 냉

각수 온도 24-27°C, 냉각수 설정온도를 21.1°C로 설정한 춘천 및 대관령은 운전시간 중 55% 

및 82%가 냉각수 온도 21-24°C에 운전되고 있다. 또한, 중간기인 경우, 냉각수온도를 

23.9°C로 설정한 부산 및 서울은 운전시간 중 99% 및 99%가 냉각수 온도 24-27°C, 냉각수 

설정온도를 21.1°C로 설정한 춘천 및 대관령은 운전시간 중 99%, 98%가 냉각수 온도 

21-24°C에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각수온도 28-30°C온도 범위에서 냉방기

는 부산 23%, 서울 6%, 춘천 3%로, 중간기는 1% 미만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국내의 기후 존에서 냉방기 전체 기간 동안 최소 55% 이상, 중간기에는 98% 이상의 시간 

동안 32°C보다 낮은 저온냉각수 제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

냉방 열원시스템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기의 효율 향상을 위해 저온 냉

각수의 제조와 활용은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냉각수 온도는 외기 습구온도에 영향을 받

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간 습구온도의 범위를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ASHRAE 90.1에서 제

시한 각 기후존의 대표 도시와 지역을 부산(3A), 서울(4A), 춘천(5A), 대관령(6A)으로 선정

하였다. 외기 습구온도의 연간 분포에서, 중앙값을 포함한 50% 범위의 온도는 약 –2~18°C

로 나타나 저온냉각수 제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EnergyPlus로 대형사무실 건물을 모델

링하여 냉각수의 연간 제조 온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냉방기 전체 운전의 약 55~94%, 중

간기에는 약 98~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냉각탑 정격조건인 출구온도 32°C 대비, 약 5-11 

K 낮은 온도의 냉각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를 이용하면 저온 냉각수에 

의한 냉동기의 연간 운전 효율 향상의 검토가 가능하리라 본다.

한편, 저온 냉각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냉각탑의 팬 및 냉각수 펌프의 운전 시간이 증가하

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냉동기 및 냉각탑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 파악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저온냉각수 제조를 위한 냉각탑 팬 및 냉각수 펌프의 구성 변경, 신규 제어 

등의 방안과 경제성 평가 또한 추가로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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