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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

냉각탑물회수및재이용기술
Technologies for water recovery and reuse of cooling tower

특허기술명 분리막을이용한백연저감냉각탑, 그냉각탑을갖는열교환시스템및그작동방법

특허출원번호 KR 10-2016-0133382 (2016.10.14) / 10-1878562 (2018.07.09) 권리현황 등록

▶ 기술의우수성

• 환경친화적이며, 설치비및유지보수비가낮은에너지절감형시스템

• 냉각탑내다상유동 CFD 기술개발및제습/재생기술을통한 15% 물저감과실외 0oC 백연저감

동시달성

• 물회수복합분리막세계최고수준의수분투과도성능(0.48 kg/m2•h)을보유하여국내외경쟁력이

우수

• 기존대비냉각탑의수분손실량을 20% 이상감소시켜발전소운전비용절감및물부족문제, 백연

발생문제등해결

• 백연을획기적으로저감시켜냉각탑백연의시각적불안요인제거및민원해소

산업분야와건물등의열발생기기의안정적운전과공조시설의기본성능유지를위해필요한냉각장치에서
열을흡수하여최종적으로대기로방출시키는열교환설비기술로서, 냉각탑운전요구사항에맞춘수분분리

모듈을 설계하여 열교환 및 물회수가 이루어 지며, 회수된 수분은 복합분리막을 통해 수분만 선택적으로

투과할수있도록코팅하여제습및백연을저감할수있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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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최원길, 전재덕, 박종수

• 냉각탑에서발생하는백연은환경유해성은없으나주변지역의일조량감소, 지면에서의동결등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줄이려는 백연저감 냉각탑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냉각탑에서배출되는수분특성을고려하여건조타워를통해포집하고수분만선택적으로분리하여백연

발생을근본적으로방지하며회수된수분은냉각탑보충수등으로재활용이가능하도록제공가능

기술개요

개발배경및해결과제

기술의우수성및차별성

기술성

▶ 기술의차별성

• 물회수및재이용냉각탑설계에필요한다상유동 CFD 기술개발
• 바이오미메틱팬블레이드설계기법을적용하여기존대비 20~30% 고풍량팬/유로기술개발

• 물회수분리막표면에기능성물질을코팅하여수분만선택적으로투과가능
• 습도저감시온도변화가없기때문에기존제습장치에비해 56%의에너지절감가능

특허기술명 냉각탑냉각수회수설비

특허출원번호 KR 10-2018-0130335 (2018.10.30) / 10-2096279 (2020.03.27) 권리현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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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완성도 (TRL)
기술완성도 : TRL6 (Full Scale 시제품개발단계)

TRL4TRL1 TRL2 TRL3 TRL5 TRL6 TRL7 TRL8 TRL9

기술원리
발표

기술컨셉
설정

기술컨셉
증명

구현환경
적용실험

Full Scale
시제품개발

유사상용품
개발

상용품
완성

상용품
실시

활용분야및적용제품

활용분야

· 냉각탑

· 실내제습설비

적용제품

활용성

구현방법

·제습공조

제습/재생모듈기술의냉각탑내적용예그림 1 선택적수분투과원리를이용한물회수복합분리막그림 2 

냉각탑물회수설비그림 1 분리막제습시스템및가정용제습기그림 2 

본발명은,
• 고온의 냉각수에 외부공기를 공급하여 증발시키고, 가습된 공기와 외부공기를 간접 열교환시켜
응축된수분을저장및배출하는제습/재생모듈기술임

• 이 때, 유체의 습도를 낮추는 건조타워와 유체의 유입부와 배출부 사이에 유체가 통과되도록
설치된복합분리막에의해수분을선택적으로흡수•분리하여수집관을통해수분만배출가능

Lab Scale
시제품개발

TRL6

· 냉각탑물회수및백연저감장치

· 분리막제습시스템 · 가정용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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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특허현황

• 차세대냉각탑의냉각기술은프로세스의효율과밀접한관계에있으며성능저하가없는고성능

냉각탑, 백연저감기능냉각탑, 내부식성특화냉각탑등에너지와환경문제를동시에해결하면서

경제성을갖는지속적인연구와에너지효율향상중심의에너지정책수립및실천이필요함

• 냉각탑관련기술로는충진재의막힘없는형상구조개발, 재순환성능저하방지, 직렬/병렬

히팅코일방식, 히트펌프등의기술로고효율•온실가스감축등의중요성이부각되며특히, 
히트펌프시장이급성장하고있음

• 경인기계, 귀뚜라미범양냉방, 성지공조기술등에서백연이슈해결을위하여시장활성화에

주력하고있으며, 특히, 경인기계는세탁기과정을착안하여탈수후가열의신개념복합

백연저감장치 ‘GX 대향류형냉각탑’를개발한바있음. 또한, 냉각탑의전체적인시스템설비와

운전방식을충분히검토하여최적설계방식을제공하는것이시장활성화에가장효과적인

방법으로보임

출원국가 출원번호(출원일) / 등록번호 발명의명칭

한국 KR 10-2017-00139972 (2017.10.26) / 
10-1958702 (2019.03.11) 계면중합을이용한중공사막의코팅방법

한국 KR 10-2019-0046852 (2019.04.22) / 
10-2144742 (2020.08.10) 히트펌프를이용한냉각탑

시장전망

전세계 냉각탑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32억 8,090만 달러(약 3조 7천억원) 규모로 중공업
분야 물량이 확대되면서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화력발전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중 유럽의 냉각탑 시장은 2018년 16% 성장하여 1억 3천만 유로 규모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폴란드등유럽냉각탑시장의 2/3를차지하며대부분개방형냉각탑이

가장인기가높음

목표시장규모및전망

글로벌에너지관리시스템시장의시장규모그림

<자료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이노베이션 로드맵_산업효율>

기술이전문의처

임정서연구원

070-4333-8087

jslim@doohopat.co.kr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기술동향

기술이전프로세스

유망기술
탐색

기술이전
신청

계약상담 계약협상
및체결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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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산업화 , 전력 수요 상승으로 정유가스 ,
화학약품, 펄프제지를 포함한 다수의 중공업 성장에

냉각탑 시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세계 글로벌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은 2016년
172억 달러에서 2020년 319억 달러로 예측되며,
국내시장은 2020년약 1조원으로예측되고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