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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provide analysis model that can be used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for cooling tower by using fresh air. Numerical analysis of Air-cooled heat exchanger for 
single-phase flow with variations of outdoor air temperature has been performed. A complete set of 
correlations of the heat transfer in both refrigerant and air sides was employed for predicting the heat 
transfer rate. The numerical results derived from the correlations were verifi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he energy consumption for a hybrid cooling tower has been compared for variation of a 
outdoor air temper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brid cooling tower in low outdoor temperature 
offer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The thermal analysis aids significantly in the 
solution of the design problem of hybrid cooling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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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 면적(m2)
D : 직경(m)
ft : 핀 두께(m)
h : 열전달계수(W/m2·K)
j : 콜번인자

k : 열전도도(W/m·K)
L : 길이(m)
NTU : 전달단위의 수

Nu : Nusselt number
pf : 핀 간격(m)

Pr : 프란틀수

r : 반경(m)
rf : 등가반경비(m)
R : 열저항

Rc : 접촉전열저항

Rp : 오염전열저항

Rw : 관의 열전도 전열저항

Re : 레이놀즈수

U : 총열전달계수

그리스 문자

δ : 두께(m)
σ : 표면거칠기

η : 효율

λ : 핀의 열전도도(W/m·K)

하첨자



a : 공기측

D : 직경(m)
i : 내측

f : 핀

o : 외측

r : 냉매측

t : 튜브

w : 벽면

1. 서 론

1992년 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후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문제가 국가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

었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일련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회수·처리의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자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수준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제약이 따르므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방법

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기술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냉방에너지의 수요는 꾸준한 증가 추세 있으

며(1) 통신시설을 비롯한 산업용 공조 및 설비 냉

각의 경우 연중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여름철

은 물론 겨울철에도 냉동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냉동기의 응축부하를 냉각탑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설비의 복잡성

은 물론 연중 운전비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중 냉각 작용을 하여야 하는 산업체에서 사

용되는 냉동기는 필요 냉수 공급 온도가 약 20℃ 

전 후이다. 그러므로 중간기 및 동절기에는 냉동

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찬 외기를 이용하여 20℃ 

전후의 냉수를 공급할 수 있다. 본 기술을 적용

할 경우 이 기간 동안은 냉동기의 가동률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2) 하지만, 외기이용 하이브리드 냉각탑의 부

하에 따른 운전특성 및 시스템설계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은 국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0.5RT급 냉방장치를 이용해 

외기의 온도에 따른 냉방성능을 알아보고 외기를 

Fig. 1 Logic flow of fin-and-tube heat exchanger

이용한 냉방장치의 시스템설계를 위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설계이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기이용 열교환기의 수치해석을 통해 외기 온도

별 냉방시스템의 가동효율을 계산하고 이를 기상

청데이터의 주요도시별 평년기온을 바탕으로 외

기를 이용한 냉방장치의 에너지소비량을 시뮬레

이션 하였다. 

2. 수치적 방법

공랭식 핀-튜브형 단상 열교환기 해석모델은 

냉방시스템의 사양에 따른 열교환기 선정에 필요

하며 외기온에 따른 냉방장치의 성능을 결정하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접근에 있어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핀-튜
브형 단상 열교환기의 공기측 전열해석과 관내측 

열전달계수 구하고 외기온의 변화에 따라 열교환 

되어지는 냉각수의 열량변화를 예측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방법의 순서도

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정되어야 한다.
• 공기와 냉매측 유동은 정상상태이다.
• 냉각수의 물성치는 시간불변이다.
• 튜브방향을 따라서 섹션과 섹션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은 무시된다.
• 1열과 2열의 속도프로파일은 같다.
• 밴드부위의 열전달은 없다.



Fig. 2 Definition of dimensions for fin efficiency

 2.1 공기측 전열해석

2.1.1 공기측 열전달계수

 공기측 물성계산은 ASHRAE 핸드북(2001)과 

일본냉동협회 냉동공조기술서를 참고하여 계산하

였다. 공기측의 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Wang 등(3)에 의한 평판핀의 콜번인자의 관계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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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각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여기에서 louver 핀에 대한 전열향상계수는 

1.65를 wavy 핀에 대한 전열향상계수는 1.45를 적

용하였다.

2.1.2 핀 효율

핀의 성능은 열전달계수와 핀효율로 표현되어

진다. 특히, 핀효율의 계산은 열전달계수와 분리

되어 계산되어짐으로써 오차를 수반한다. 원형핀

에 대한 해석은 수정된 Bessel 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를 통해 원형핀효율의 단순화된 

수식이 시도되었다.(4,5) Hong and Webb(5)은 Schmi- 
dt(4) 근사식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식을 유도하

였다. 위식은 rf/r≤6과 m(rf-r)≤2.5조건 내에서 정

확한 근사를 보여준다. 핀의 효율은 식 (2)에 나

타내었으며 등가 반경비, rf는 식 (3)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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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관내측 열전달계수

단상영역의 완전발달 난류 및 천이흐름에 대하

여 Gnielinski(6) 관계식은 매끈한 도관에서뿐만 아

니라 거친도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단, 0.6 < Pr < 2000, ReD > 2300)
(4)

 







 



(5)

(단, 100< D/σ<106)

σ는 거칠기로 관내부 표면의 작은 돌출부와 

융기의 평균높이로 한다.
적절한 경계조건을 통하여 관내의 완전발달 층

류층에서의 열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다.



 

 


 

  (6)

등온표면과 균일 열유속 표면의 조건에서 위 

식은 원형관 뿐만 아니라 직사각, 삼각, 타원형의 



도관에서도 풀이된다. 주어진 단면의 도관에서 

완전발달 속도와 열경계층에 대한 누셀수는 일정

하고 도관에서 축방향위치, 레이놀즈수, 프란틀수

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Shah와 London(7)을 

참고하여 관내 완전발달 층류에 대한 누셀수는 

다음과 같다.

   (단, Re<2300) (7)

 2.3 총열전달계수

국소 해석구간에서 총괄열전달계수는 식 (8)과 

같이 표현되며 총괄전열저항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다. 총괄전열저항은 공기측의 전열저항(Ra), 냉
매측의 관내 전열저항(Rr), 관의 열전도 전열저항

(Rw), 접촉전열저항(Rc), 오염전열저항(Rp)의 합으

로 이루어진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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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NTU를 구하기 위한 식을 식 (9)에 나

타내었다. 

      
  

(9)

여기서, 각각의 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2.4 계산결과 및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방법의 타당성을 

열교환기 size 310x300mm(12단, 3열)

tube

diameter Φ10.1mm
thickness 0.35mm

trans. 21.0mm
longi. 25.0mm

fin
pitch 2.2mm

thickness 0.13mm
냉수입구온도 25℃
공기유입속도 2.0m/s

Table 1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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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ter outlet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air in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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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ter outlet temperature with section no.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은 형상 및 조건을 

갖는 핀-튜브형 열교환기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

를 비교하였으며 Fig. 3과 같다. 실험과 해석의 

결과를 비교하면 평균 1.7%의 오차가 발생한다. 
본 수치해석은 직관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할

시켜 계산하였으며 각 구간에 대한 온도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5  A schematic diagram for testing

Fig. 6 Heat exchangers

3. 실험장치 및 방법

외기이용 하이브리드 냉각장치의 도식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의 냉각장

치에 외기온과 열교환하여 냉각수를 일정온도까

지 낮출 수 있는 열교환기가 부착되어져 있으며 

Fig. 6과 같다. 계측장비는 소비전력측정기, 데이

터로거, 팽창밸브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냉각

수 및 냉매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 

등이 있다. 본 실험에서 냉각장치는 냉매 및 팽

창밸브의 개폐도를 변화시키는 반복적 실험을 통

해 최적화 되었다. 데이터의 취득은 외부조건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10분 이상 지속된 값을 취하

였다. 실험은 압축기를 비롯한 냉각장치 전체가 

작동되는 것과 25℃이하에서 냉각수펌프만 작동

하여 냉각수를 열교환하는 것으로 나뉜다. 실험

조건으로 유입 냉각수온도는 25℃로 고정되며 외

기온은 최대 35℃에서부터 5℃간격으로 낮아진

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0.5RT급의 Hybrid 냉각탑실험을 

통해 외기온에 따른 냉각장치의 소비전력과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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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ergy Consumption and water oulet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air inlet temperature

수의 열교환 성능을 알아보고 기존의 연중 24시
간 가동되는 냉동기의 소비전력량과 외기이용 냉

동기의 소비전력량을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기온은 기상청데이터(1971~2000)의 평년기온을 

참고하였다.

3.1 실험결과

냉각장치와 냉각수 열교환기의 실험결과를 각

각 Fig. 7 (a)와 (b)에 나타내었다. Fig. 7 (a)의 냉

각수 유입/유출 온도는 25℃와 20℃이며 냉각수 

유량은 1500g/min이다. 냉각장치의 실험결과에서 

동일한 냉각량을 기준으로 외기온이 낮을수록 소

비전력은 작아지며 외기온에 따른 냉각수 온도는 

선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3.2 성능예측 해석모델

24시간 작동되는 기존의 냉각장치와 외기를 도

입한 하이브리드 냉각장치의 성능 및 소비전력을 

전국 평년기온(8)을 바탕으로 모델링하였다. 기존 

냉각장치의 소비전력량은 실험에서 계측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외기이용 하이브리드 냉각장치의 

소비전력량은 유출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기준(2
0℃)으로 외기에 의해 냉각되어지고 부족한 냉각

량을 냉각장치를 가동시킴으로써 소비되는 에너

지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기온도 20℃에

서 열교환기를 통과한 냉각수가 22.5℃까지 냉각

되어진다면, 22.5℃의 냉각수는 냉각장치를 통해  

다시 20℃까지 냉각되어지며 이때의 소비전력량

이다. 만약, 유입되어지는 25℃의 냉각수가 20℃
까지 외기에 의해 냉각되어진다면 소비전력은 순

환펌프와 팬이 가동될 때 사용되는 것이다. Fig. 
8은 평년기온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월별 해석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외기를 이용하는 하이브

리드 냉각장치가 항상 압축기를 가동해 냉각시키



Fig. 8 Monthly energy consumption for seoul

Fig. 9 Logic flow of hybrid chiller using
outdoor air

는 기존장치와 비교하여 평균 약 40%만의 에너

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냉각장치의 작동알

고리즘은 Fig. 9와 같다. 일정한 외기온 이하에서 

냉각수는 외기에 의해 냉각되어지고 냉각수의 온

도가 설정온도보다 높다면 여분의 온도는 냉각장

치를 통해 냉각되어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랭식 단상 핀-튜브 열교환기

의 수치해석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외기이용 하이

브리드 냉각장치의 실험결과를 이용한 성능해석 

예측모델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고 이를 

24시간 연중 가동되는 기존의 냉각장치와 비교하

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냉각장치의 작동알고리즘

을 통해 설계이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수치적 방법은 실험값과 대체로 잘 일

치하였으며 성능예측 모델을 통해서 평년기온을 

기준으로 한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외기를 이용

한 것이 기존의 것보다 약 40%의 에너지를 소모

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자원기술

개발사업인 고효율 범용 하이브리드 냉각탑 설계

프로그램 및 운전제어 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

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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