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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cooling system and cut-off of 

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changing the design method of the cooling tower system applied in 

Korea.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ooling energy consumption saved by 

changing the Korea Standard design temperature of cooling tower system through EnergyPlus 

simulation.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when the condenser water temperature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cooling tower design standard is 5K to 7K, the annual cooling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by 27,084 kWh, approximately 7.6%. Also, additionally, when the condenser water leaving 

temperature form the existing cooling tower design standard is 32°C to 23.9°C according to ASHRAE 

90.1, the annual cooling energy consumption was reduced by 59.419 kWh, and approximately 16.7%.

주요어 : 냉방시스템, 냉각탑제어, 저온냉각수, 냉방에너지절감

Keywords: Cooling system, Cooling tower control, Low temperature condenser water, Cooling 
energy cut-off

서 론

연구배경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배출량을 BAU (Business As Usual)대비 

37% 감축목표에 맞게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건물부문의 탄

소배출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2.7%에 달하고 있다(ME, 2018). 국내 대형건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전력화 현상이 지속되어 전력의 비중은 2004년 43%에서 2016년 56%로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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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는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동력 수요 증가, 쾌적한 건물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 및 

조명 서비스 증대, 정보화 추진에 따른 통신 및 전산설비의 증설, 전열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

로 인해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중 HVAC시

스템은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1.7%가 냉방에너지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MOTIE, 2018). 따라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형건물의 HVAC시스템 중 많

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냉방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KS B 6364:2014]에 따라 냉각탑의 표준설계온도를 입구온도 37°C, 출

구온도 32°C, 입구공기 습구 온도 27°C로 규정하고 있다(KS B 6364, 2014).이는 정격조건

일 때의 냉방능력을 동일한 조건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상기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Takahashi, 2012a).

일반적인 냉각탑시스템의 운전은 냉각수 출입구 온도를 상기의 표준 설계 조건으로 고정

하고 냉각탑 팬의 on/off 제어만을 통하여 운전하고 있지만, 현재 냉각탑의 표준 설계 조건 값

들의 온도 차이 즉, 냉각수 입·출구온도 차이를 증가시킬 경우 유량변화로 인한 배관 사이즈 

축소 및 펌프의 반송동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 동향 및 목적

국내외 냉각탑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Ahn. (2017)의 연구는 

냉각수계통의 시스템 최적화를 위하여 환경변수인 여름철 외기의 건구온도 및 습구온도 변

화에 따라 제어변수를 냉각수 펌프유량 및 냉각탑의 팬 풍량 그리고 냉각수 설정온도로 선정

하여 전체 냉방시스템 및 요소 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 냉각수 설정온도가 높을수록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냉각탑 팬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되며, 이로 인해 전체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파악하였

지만, 에너지 절감량의 정량적 산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Kwak et al. (2011)은 시뮬

레이션을 통해 기존 설계 냉각수 출구 온도인 32°C에서 1°C씩 변경하여 냉방기간인 6~9월

까지의 냉방에너지 절감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월별 각기 다른 냉각수 입구온도 제어

를 통해 기존 설계 냉각수 입구온도 대비 1.4%의 에너지 절감량을 파악하였다. Lee et al. 

(2018)의 연구는 냉방기간의 26일간 실측데이터를 통하여 일반 및 알고리즘 운전별 에너지

사용량과 운전비용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운전의 경우, 냉각수온도는 대부분 32°C에 분

포되어 있으나 운전제어 알고리즘변경을 통해 유량제어 시 약 24~32°C의 저온 냉각수를 이

용하였고, 기존 제어방법에 비해 냉각탑시스템 및 VRF 실외기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24%, 

5.9% 절감, 실외기 및 시스템 COP는 각각 7.3%, 12.7% 향상되어 운전비용이 11%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설비설계사무실에서는 냉각탑 방식을 사용하는 수랭식 냉동기 설계 시, 냉

각수 출구온도 32°C로 고정하여 냉각탑 팬의 on/off제어를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와 같이, 운

전제어 변경을 통해 냉각수 출구온도를 변경함으로써 냉방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향상

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냉방기간에 주안점을 두고 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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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를 포함한 연간운전의 관점에서 열원기기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냉동기 교체가 아닌 냉각수 펌프 및 냉각탑 팬의 구성, 제어, 운용방

법 변경만으로 펌프의 반송동력 절감 및 열원기기 효율을 향상시켜 냉열원 시스템 전체의 연

간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냉각탑 시스템의 연간냉방에너지 절감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

내의 특정 건물사양으로 계산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ANSI/ASHRAE/IES Standard 90.1기반의 대형 업무용 건물 표준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는 

국내의 대형 업무용 건물 중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면적은 46,320 ㎡이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EnergyPlus v.8.0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열원 및 장치용량 계산결과에 따라 

건물 HVAC시스템의 사양을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산업표준(KS, Korea Industrial 

Standards)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각탑의 표준설계온도 변경에 따른 냉방시스템의 운전성능

을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proces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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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건물 개요 및 설계요소

연구대상 건물 개요

대상 건물의 기상데이터는 서울 표준기상데이터를 적용하였으며(PHIKO, 2017), ASHRAE 

90.1의 대형 사무실 Prototype을 이용하여 건물 규모와 조닝을 진행하였다. 지하 1층, 지상 12

층, 기준층 연면적은 3,504 ㎡, 창면적비는 40%이며, Figure 2와 같이 내주부와 방위별 외주부, 

그리고 1개의 서버실(IT closet)로 조닝되어 있다(ASHRAE Standard 90.1, 2013).

Figure 2. Zoning of the typical floor

Table 1은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대상건물의 개요, 외피의 단열성능 및 냉·난방 설정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건물은 ASHRAE 90.1 대형 업무용 표준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관류

율 값을 이용하여 외벽 0.591 W/㎡·K, 지붕 0.180 W/㎡·K, 창 2.101 W/㎡·K, 문 2.371 W/

㎡·K, 일사 열 취득계수(SHGC; Solar Heat Gain coefficient)는 0.397로 하였다.

Table 1. Simulation modeling outlines

Categories Details

 Building Outlines Site location Seoul, South Korea

Use Office

Floors B1F -12 F

Operation hour 09h - 18h

Building area 3,504 ㎡

Gross floor area 46,320 ㎡

Window-to-Wall Ratio 40%

Thermal Performance

(W/m2·K)

Outer wall 0.591

Roof 0.180

Door 2.101

Window (SHGC) 2.371 (0.397)

Room Temperature 

Set Point (°C)

Cooling 26

Heatin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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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기량 및 최소외기도입량은 ASHRAE 62.1기준에 따라 각각 9 ㎥/h·person, 1.52 

㎥/h·㎡이며(ASHRAE Standard 62.1, 2007), 건물 운전시간은 일반 업무용건물의 근무시간

을 반영한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 냉방 및 난방의 설정온도는 각각 26°C, 20°C, 냉방 및 난

방의 Setback온도는 각각 30°C, 15°C, AHU 토출온도는 12.8°C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따라 업무용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흡수식 냉동

기를 채택하여야 하나(MOTIE, 2017), 대상건물은 ASHRAE 90.1기반의 대형 업무용 표준

건물에 따라 터보냉동기로 구성하였다. 

Table 2. Cooling system specifications

Centrifugal chiller EA

Capacity 1,286 kW

2

COP 6.28

Chilled water Inlet/outlet temperature (°C) 12 / 7

Water flow (LPM) 5,034

Condenser water Inlet/outlet temperature (°C) 32 /37

Water flow (LPM) 8,490

Cross flow cooling tower EA

Capacity 1,362 kW

2

Number of cells 2

Condenser water Inlet/outlet temperature (°C) 37 / 32

Water flow (LPM) 8,490

Fan Fan power (kW) 18.5

Air flow (CMM) 2,959

Condenser water pump (constant speed) EA

Head (kPa) 149

2
Water flow (LPM) 8,490

Power (kW) 30

Motor efficiency 0.9

본 연구는 냉각탑 시스템의 효율증가 및 에너지절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상건물의 난방

시스템은 제외하였다. 또한, 대형건물의 냉각탑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냉각탑, 냉각

수 펌프, 냉각수 배관, 냉동기의 응축기로 구성하였으며, Table 2 및 Figure 3은 연구 대상건

물의 냉각탑 시스템 사양 및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냉동기 및 냉각탑은 KS규격에서 명시되어 있는 표준설계온도(냉동기 입/출구온도: 

12°C/7°C, 냉각탑 입/출구온도: 37°C/32°C, 입구공기 습구온도 27°C)를 적용하였다(KS B 

6270, 2015; KS B 6364, 2014). 터보냉동기의 용량은 1,286 kW, COP는 6.28이며, 냉동기 2

대 및 1차측 정유량 냉수순환펌프 2대로 냉동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직교류식 냉각탑

의 용량은 1,362 kW이며, 냉각수 설정온도 32°C로 고정하여 냉각탑 팬의 on/off제어를 실시

하는 냉각탑 팬 1단 제어. 정유량 냉각수 순환펌프 2대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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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VAC system schematic of the target building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냉각수 온도차에 따른 냉방 에너지사용량 분석

일반적으로 냉각탑은 외기 습구온도보다 최대 2~3K 높은 온도까지 물을 냉각시킬 수 있

다. 냉각탑의 쿨링레인지(Cooling range)와 쿨링어프로치(Cooling approcah)의 개념은 

Figure 4와 같으며, 냉각수 온도 조건 및 입구공기의 습구온도를 통해 냉각수의 유량 L (kg/h) 

및 냉각탑의 팬 풍량 G (kg/h)이 결정된다(식 (1), (2)).

냉각탑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의 온도차인 쿨링레인지는 열부하와 순환 유량으로 결정되

며 냉각탑의 크기나 냉각능력과는 별개이다. 또한, 냉각탑의 출구온도와 입구공기 습구온도

의 차이인 쿨링 어프로치는 냉각탑 능력의 함수이며, 열전달에 의한 온도는 냉각탑의 냉각능

력과 유입공기의 습구공기를 통해 결정된다(ASHRAE Handbook, 2016). 

Taylor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냉각수의 온도차 즉, 쿨링레인지는 클수록 동일한 부하열

량에 대하여 적은 유량을 필요하게 되어 운전비용 측면에서는 냉각수 펌프의 동력 및 냉각탑 

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초기투자 측면에서는 배관사이즈, 냉각수 펌프 및 냉각탑

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ASHRAE Green Guide에서는 냉각수 온도차를 7~10K

로 권장하고 있다(ASHRAE Green Guide, 2010).

다음의 Table 3은 연중 최대 냉방부하가 발생하는 8월 7~13일 냉방기간 및 중간기 기간 중 평

균온도를 나타내는 5월 1~7일을 대표주간으로 선정하고 냉각탑 출구온도 32°C를 기준으로 온

도차를 5K부터 1K씩 상승시켜 냉각탑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한 것이다. 

Figure 4. Cooling range an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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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인 경우, 냉각수 온도차가 5K부터 10K까지 커질수록 냉동기의 에너지사용량은 

5.1%가 증가하며, 냉각탑 팬 및 냉각수 펌프의 에너지사용량은 각각 33.4%, 50.0%가 감소된

다. 한편, 중간기인 경우 냉동기의 에너지사용량은 7.3%가 증가되며 냉각탑 팬 및 냉각수 펌

프의 에너지사용량은 각각 36.7%, 50.1%가 감소된다. 이를 통해 냉각탑 팬 및 냉각수 펌프의 

반송동력 절감만이 냉각탑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절감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대적

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해 냉방시스템 전체의 에너

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탑 시스템의 냉방기 및 중간기 대표주간 에너지 사용량을 합하여 나타낸 결과, 냉각탑 

시스템의 에너지사용량이 최대일 때는 냉각수 온도차 5K일 때 25,976 kWh이며, 최소일 때

는 냉각수 온도차 7 K일 때, 25,209 kWh로 3.0%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냉방기 및 중간기 1주일 동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연간으

로 확대하였을 경우 더 많은 에너지 및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초기투자 측면에서 배관

사이즈, 냉각수 펌프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축기의 열교환기 코일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열량이 커지므로 냉동기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Energy consumption by cooling tower components [unit: kWh]

Cooling season

∆T Chiller Cooling tower fan Condenser water pump Total Cut-off rate (%)

5 15,060 1,444 1,345 17,849 -

6 15,056 1,290 1,123 17,470 2.1 

7 15,112 1,173 961 17,246 3.4 

8 15,341 1,076 841 17,257 3.3 

9 15,602 1,007 747 17,356 2.8 

10 15,828 961 673 17,462 2.2 

Intermediate season

5 6,802 450 875 8,127 -

6 6,868 394 729 7,991 1.4 

7 6,982 356 625 7,963 1.6 

8 7,082 352 547 7,981 1.5 

9 7,199 312 486 7,997 1.3 

10 7,300 285 437 8,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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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냉방기 및 중간기 대표 주간 동안의 에너지절감이 큰 냉각수 온

도차 7K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며,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냉각수 설정온도 변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분석

일반적으로 냉각탑 방식을 사용하는 수랭식 냉동기 설계 시, 냉각수 설정온도 32°C로 고정

하여 냉각탑 팬의 on/off제어를 실시하는 냉각탑 팬 1단 제어, 정유량 냉각수 펌프로 시스템

이 구성되어 있다. 냉각수는 외기 습구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냉방부하가 큰 여름철인 경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냉각탑 사양대로 32°C의 냉각수를 얻을 수 있지만, 중간기인 봄·가을인 

경우 32°C보다 낮은 저온의 냉각수 제조가 가능해지게 된다(Takahashi, 2012b). 이러한 냉각

수 설정온도 변경 시 Figure 5의 냉동사이클과 같이 저온 냉각수로 인해 냉매압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어 냉동기의 성능계수인 COP의 효율이 향상된다. 

Figure 5. Refrigeration cycle 

따라서 기존의 설계조건인 냉각수 설정온도 32°C보다 저온냉각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부

하에 대응하는 냉각탑 팬 2단 제어, 냉각수 펌프를 변유량으로 변경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대상건물이 위치한 서울인 경우, 냉방기간(6~9월)의 월 평균 외기습구온도는 11.2°C ~ 

18.2°C이며, 중간기기간(3~5월, 10~11월)의 월 평균 외기습구온도는 2.3°C ~ 12.6°C이다. 

이에 해당지역은 기존의 설계조건인 32°C보다 낮은 저온 냉각수 제조가 가능하므로 냉각탑

의 냉각수 설정온도는 ASHRAE 90.1규정에 따라 23.9°C로 변경하여 냉방시스템의 운전성

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 산출 및 분석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냉방기 대표주간인 8월 7일 ~8월 13일 기간 및 부분 부하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간기 대표주간인 5월 1~7일간의 냉각탑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에너지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냉각탑 시스템의 에너지사용량은 냉각수 설정온도 32°C일 때, 냉방기 및 중간기 일 때 

각각 17,246 kWh, 7,963 kWh로 나타났으며, 냉각수 설정온도를 23.9°C로 변경 시 냉방기 및 

중간기는 각각 800 kWh, 1,362 kWh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었다. 이는 기존설계방안 대비 

4.6%, 17.1%의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동기의 COP는 냉동기의 생산열

량을 전력사용으로 나눈 값으로 대상건물의 정격 COP는 6.28이며, 냉각수 설정온도 32°C 및 

23.9°C일 때 냉방기인 경우, COP는 각각 5.5, 5.9으로 정격 값 대비 12%, 6%로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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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인 경우, COP는 각각 3.3, 4.1으로 정격 값 대비 47%,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nergy consumption by condenser water set temperature [unit: kWh]

Categories
Cooling season Intermediate season

32°C 23.9°C 32°C 23.9°C

Chiller 15,112 14,031 6,982 5,640 

Cooling tower fan 1,173 1,448 356 334

Condenser water pump 961 966 625 626

Total 17,246 16,446 7,963 6,601

Cut-off rate (%) - 5 - 17

Chiller COP 5.5 5.9 3.3 4.1

냉각수 설정온도를 32°C에서 23.9°C로 변경하였을 경우, 냉방기간 동안에 냉동기의 에너

지사용량은 저온냉각수의 영향으로 인해 7.2%가 절감되었으나 냉각탑 팬의 에너지사용량은 

23.4%가 상승하였다. 이는 저온냉각수를 생산하기 위해 냉각탑 팬의 풍량 증대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생산된 저온냉각수의 영향으로 냉동기에서 생산되는 냉수가 적어져 

냉동기의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냉각수는 외기 습구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중간기인 경우 냉방기에 비해 더 낮은 저온 

냉각수 제조가 가능해져 냉방기의 5%에 비해 17%로 더 많은 냉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냉동기의 에너지 절감은 냉방기의 7.2%보다 절감 폭이 큰 19.2%로 나타났다.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냉방시스템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를 CaseⅠ으로 가정하고, 냉방에너지의 

절감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CaseⅠ에 냉방시스템 중 냉각탑시스템의 설계기준을 순차적으

로 하나씩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검토 Case를 구성하였다. Table 5는 각각의 Case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CaseⅢ은 일반적인 냉방시스템의 설계기준을 반영한 CaseⅠ에 Case

Ⅱ부터 CaseⅢ까지의 모든 설계기준 변경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Table 5. Case classification

Categories Details

CaseⅠ Primary chilled water constant pump

Cooling tower fan on/off control

Condenser chilled water constant pump

Chilled water leaving temperature 7°C. ∆T:5K

Cooling tower leaving temperature 32°C, ∆T:5K

CaseⅡ Cooling tower leaving temperature 32°C, ∆T:7K

CaseⅢ Cooling tower two speed control, 

Condenser chilled water variable pump

Cooling tower leaving temperature 2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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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aseⅠ은 일반적인 수랭식냉방시스템 설계방식인 1차 측 정유량 냉수 펌프, 냉각탑 

출구온도 32°C로 고정하여, 냉각탑 팬의 on/off 제어를 실시하는 냉각탑 팬 1단 제어, 정유량 

냉각수 펌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탑은 KS규격에서 명시되어 있는 표준설계온

도(냉각탑 입/출구온도: 37°C/32°C)를 적용한 것이다. CaseⅡ는 냉각탑 시스템의 기존 설계 

및 제어방안 변경을 통해 냉방시스템의 열원 및 펌프의 반송 동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냉각

탑 표준설계온도에서 냉각탑 출구온도 32°C, 온도차 7K로 변경하였으며, CaseⅢ은 냉각수는 

외기 습구온도의 영향을 고려한 저온냉각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부하에 대응하는 냉각탑 팬 2

단 제어, 냉각수펌프를 변유량으로 변경하였으며, 냉각탑의 냉각수 설정온도를 ASHRAE 

90.1규정에 따라 23.9°C로 선정하였다. Figure 6은 앞서 설명한 각 Case별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냉각탑시스템의 설계기준을 반영한 CaseⅠ에 비해, CaseⅡ는 27,084 kWh, 약 

7.6%의 냉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각수 펌프 48.4%, 냉각탑 팬 21.4% 

순으로 절감되었으나 오히려 냉동기의 에너지사용량은 1.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냉각수 펌프 및 냉각탑 팬의 에너지사용량이 크게 절감된 것은 동일한 부하처리 시 열량

은 유량 및 온도차에 비례하기 때문에, 쿨링 레인지의 증가로 인해 유량이 줄어들어 냉각탑 

팬의 처리 부하 및 펌프의 반송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ase Ⅲ은 CaseⅡ에 비해 32,335 kWh, 약 9.9%의 냉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냉각수 펌프 14.9%, 냉동기12.0%가 절감되었으나 오히려 냉각탑 팬은 34.0%의 에

너지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냉각수 온도인 32°C에 비해 23.9°C의 

저온냉각수 생산으로 인해 냉각탑 풍량 증대 및 냉각수 유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 Annual cooling tower system energy consumption

일반적인 냉각탑시스템 설계기준을 준수한 CaseⅠ과 변경된 모든 설계기준을 반영한 

Case Ⅲ을 비교하였을 경우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59,419 kWh, 약 16.7%가 절감되었다. 또

한, 냉방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저온냉각수로 인해, 냉각탑 팬의 에너지사용량은 5.3%가 증가

하였으나 냉동기는 11.0%, 반송동력계인 냉각수 펌프는 56.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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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KS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냉각탑의 표준설계온도 변경을 통해 열원기

기 효율향상 및 냉방에너지 절감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nergyPlus시뮬레이션

을 통해 냉각탑 시스템의 표준설계온도 변경을 통해 절감되어지는 에너지사용량에 대해 정

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기존의 냉각탑 설계조건에서 냉각수온도차 5K에서 7K로 변경하였을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27,084 kWh, 약 7.6%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적으로 기존의 냉각수 설정온도에서 ASHRAE 90.1 규정에 따라 23.9°C로 변경하였을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59,419 kWh, 약 16.7%까지 절감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형 사무실 건물의 냉수순환펌프의 구성 및 냉동기를 포함한 전체 냉방

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냉방에너지 절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형 업무용 건물의 신축 및 그린리모델링에 적용 시 냉방시스템의 초기투자비용 및 운전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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