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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cooling towers in the air conditioning systems of buildings is 

increasing. In closed wet cooling towers, the heat transfer between the air and surface tubes 

can be composed of the sensible heat transfer and the latent heat transfer. The latent heat 

transfer is affected by the air and spray water. This study provides a designing methodology 

of heat exchanger for closed wet cooling tower. The correlation equation was derived to 

interpret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the analogy of the heat and mass transfer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results from this correlation equation showed fairly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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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냉각탑은 순환 냉각수와 공기와의 에 의

하여 기로 열을 방출하는 장치로서 물의 증발 

 열 달에 의하여 에 지가 달된다. 이러한 

냉각탑은 공기를 공 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

며, 냉각탑 하부에 홴을 설치하여 공기를 하단부

에 불어 넣어 상부로 토출시키는 방식의 냉각탑

을 압입송풍 냉각탑이라 말한다. 압입송풍형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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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탑은 순환수가 기와 직  하는 개방형

(Open type)과 열교환기를 통하여 간  하는 

폐형(Closed type)으로 구분된다.

폐형 냉각탑은 개방형과 비교하여 순환 냉

각수가 열교환기 코일 내부에서 흐르기 때문에 

외부와의 으로 인해 냉각수가 오염될 염려가 

없다. 한 냉각수의 비산으로 인한 보충이 고 

분무수의 증발 상을 이용함으로써 열효율이 높

으며, 오염  소음이 고 결빙의 험이 어 

빌딩이나 병원, 학교에서 4계  연속운 이 가능

하다. 

폐형 냉각탑용 열교환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요한 인자는 열교환기  외부의 증발에 

의한 열 달 상을 표 할 수 있는 물질 달계

수이며, 실험과 해석  방법을 통해 물질 달계



- 1120 -

수를 제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Prarker and 

Treybal
(1)
은 증발식 냉방기용 열교환기에 한 

해석모델을 제안한 기의 연구를 진행하 으며, 

열교환기의 외 열 달 상을 나타내기 하여 

표면과 분무수 사이의 열 달계수와 분무수와 

기 사이의 물질 달 계수를 제시하 다. 

Mizushina et al
(2)
은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진 세가

지 열교환기의 성능시험을 통해 물질 달계수를 

공기와 분무수의 Reynolds 수의 함수로 표 하

다. Niisu et al.
(3)
은 열교환기 다발에 한 성

능시험을 수행하여 의 직경과 공기의 질량속도

를 통해 물질 달계수를 표 하는 상 식을 제시

하 으며, 재 그들의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상

식은 폐형 냉각탑용 열교환기  증발식 냉

방기용 열교환기의 성능해석에 가장 리 이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크기와 배

열을 가진 열교환기를 사용한 폐형 냉각탑의 

성능시험을 수행 하 으며, 이로부터 냉각탑용 

열교환기의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즉, 

냉각탑용 열교환기  외부의 열 달을 열 달

과 잠열 달로 구분하 으며, 열 달과 물질 달

의 상사성과 함께 폐형 냉각탑 성능시험 결과

를 바탕으로 잠열 달을 측할 수 있도록 류 

물질 달계수의 상 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2. 성능시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폐형 냉각탑 성능시험

장치는 Fig. 1과 같으며, 냉각탑의 크기는 W750

D210 H1300이다. 열교환기는 구리로 제작되

었으며, 크기와 배열이 다른 2가지로 구성된다. 

열교환기 1은 외경이 9.52 mm이며, 22열 11행으

로 구성되고  사이의 간격은 17 mm이다. 열교

환기 2는 외경이 25.4 mm이며, 8열 5행으로 구

성되고  사이의 간격은 40 mm이며 두가지 열

교환기 모두 정렬배열(In-Line)으로 배치하 고 

열교환기의 길이는 490 mm 이다. 

냉각수와 공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기의 속도와 분무수 유량을 변화시켜 가며 성

능시험을 수행하 으며, 열교환기의 입구와 출구

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

다.

①constant temperature bath ②heater ③cooling water 
circulation pump ④cooling water flow meter
⑤heat exchanger ⑥spray nozzle ⑦spray water 
flow meter ⑧spray water circulation pump 

⑨fan ⑩date acquisition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3. 외부에서의 물질 달

폐형 냉각탑의 열교환기에서는  내부에서

는 냉각수의 열 달만 고려하면 되지만,  외부

에서는 공기와 분무수의 열 달과 물질 달을 동

시에 고려하여 열 달량을 구해야 된다. 그러나 

열 달과 물질 달에 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 

많기 때문에 일반 인 실험 상 식을 얻기가 매

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의 열 달을  표

면과 공기와의 온도차에 의한 열 열 달(  )과 

분무된 물이  표면에서 공기 으로 증발하면

서 발생하는 잠열 열 달(  )로 나 어서 식 (1)

과 같이 계산하는 것을 제안하 다.

     (1)

여기서 열 열 달(  )은 아래와 같은 식(2)

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여기서 수평균온도차는  

뜨거운 유체 온도( ) 신 열교환기  외부 표

면온도( )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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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열 열 달(  )은 분무수의 물질 달에 의한 

증발량(  )에 증발잠열( )을 곱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4)

   (5)

 
          

           
(6)

  

식(4)에서 증발량은 물질 달계수를 사용하여 

식 (5)와 같이 구하고, 수평균 도차( )는 

식(3)의 수평균온도차( )와 같은 개념으로 

식 (6)과 같이 계산하며, 물질질 달계수( )는 

식(7)의 열 달과 물질 달의 상사성(Analogy)을 

이용하여 구한다.

    

  
   (7)

여기서,  는 수평균 도차,    는 

열교환기 물 출구의  외부표면온도,  는 입구 

공기의 도,    는 열교환기 물 입구의  

외부 표면온도에서의 공기의 포화 도,  는 

출구 공기의 도를 나타내며,  는 Sherwood 

수,  는 Nusselt 수, 는 특성길이를 나타낸

다. 확산계수( ), 열 도계수( ), Schmidt 수

( ), Prandtl 수()는 물성치이며, 열 달계수

( )를 알면 물질 달계수( )을 구할 수 있다.

원  군에서 외 열 달계수는 Reynolds 수

의 범 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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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t exchanger 2 (D=25.4 mm)

Fig. 2 Mass transfer coefficient with various  

velocities and spray water flow rate. 

  

( ≤×)
(9)

식 (7)에 나타낸 상사성을 이용하여  외부에

서의 물질 달계수를 구하는 실험식을 다음과 같

이 가정할 수 있다.

    

( ≤)
(10)

    

( ≤×)
(11)

상사성(Analogy)을 이용하여 구한 물질 달계

수( )를 실험값과 비교한 그림을 Fig. 2에 나타

냈다.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열 달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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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Sherwood number 

between experiment and correlation.

서 물질 달도 증가하며, 상사성에 의하여 구한 

값이 실험값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분무수 유량이 증가하면서 차 그 차이가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사성에서는 이 분

무된 물에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해

석하지만 분무수 유량이 을 때에는 충분히 젖

은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사성으로 구한 값

이 실험값에 비해 큰 것이다.

냉각탑에서 물질 달량은 분무수 유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사성 해석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무수 유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상 식을 제안하 다.  

    

(Heat exchanger 1, D=9.52 mm)
(12)

    

(Heat exchanger 2, D=25.4 mm)
(13)

여기서  는 분무수의 Reynolds 수로 공기

의 Reynolds 수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하고, 상수 

와 지수는 의 배열, 분무특성 등에 따라 달라

지며 실험에 의해 결정한다. Fig. 3은 두 가지 열

교환기에 해서 의 상 식으로 구한 

Sherwood 수를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이며, 두 

가지 열교환기 모두 ±5% 범 에서 매우 잘 일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폐형 냉각탑용 열교환기의 외 열 달은 

열 달과 잠열 달로 구분할 수 있다. 열

달은 공기속도에 따른 열 달계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잠열 달계수는 공기의 속도  분무

수 유량에 따라 달라지고, 열 달과 물질 달의 

상사성  성능시험을 통해 상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게 얻어진 상 식으로 구한 물질 달

계수는 실험과 매우 잘 일치하 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 신인력양성사

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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