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OTEL 기계설비 시설진단

머리말

 본 진단용역은 1999년 준공된 호텔시설로서 고속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을 연계하는 

복합건축물 로서 전체 연면적 약86,500평 중 숙박시설 약15,500평으로 운영되고 있

다. 19년 사용된 모든 시설의 노후로 인한 매년 시설보수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서비

스의 불만족을 초래 하며 장비 등 시설의 효율이 저하되고 에너지소비가 많게 되어 

매년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금번 시설진단용역을 통하여 호텔 전체의 기계설비 시설의 노후도 와 열화현상을 

진단하여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시스템 개선 을 제안하여 에너

지 사용량을 줄이고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계설비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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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시설현황

 

1. 건축개요
 (1) 건물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2) 대지면적 : 17,892.69 평

 (3) 건축면적 :  7,713.53 평

 (4) 연 면 적 : 86,522.18 평

 (5) 건축용도 : 판매, 운수, 숙박시설

 (6)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33층

 (7) 시설면적 

   - 판매시설 : 37,285 평

   - 숙박시설 : 15,554 평

   - 업무시설 :   223 평

   - 운수시설 :  7,576 평

  

2. 시설현황

명칭 형식 수량 용량 용도 사용열원 설치위치

냉동기
증기흡수식 2 650usRT 냉방용 증기 B5F 기계실

터보 냉동기 2 600usRT 냉방용 전기 B5F 기계실

보일러 증기 보일러 3 7TON 난방및급탕 가스 B5F 기계실

펌 프

냉각수순환펌프 3 11,270LPM 증기흡수식용

냉각수순환펌프 3 7800LPM 터보냉동기용

냉수순환펌프 3 7,875LPM 1차순환용

냉수순환펌프 4 269LPM 2차순환용

온수순환펌프 4 318LPM 1차순환용

온수순환펌프 4 6,000LPM 2차순환용

열교환기

냉수열교환기 1 1,310Mcal/h 중층부객실 냉수 6F 기계실

냉수열교환기 1 1,480Mcal/h 고층부객실 냉수 6F 기계실

온수열교환기 1 490Mcal/h 중층부객실 증기 6F 기계실

온수열교환기 1 570Mcal/h 고층부객실 증기 6F 기계실

급탕가열기

SHELL & TUBE 1 1,380Mcal/h  급탕용 증기 B5F 기계실

SHELL & TUBE 6 770Mcal/h 급탕용 증기 6F 기계실

SHELL & TUBE 3 420Mcal/h 급탕용 증기 B5F 기계실

냉,난방장비

공기조화기 30 공연장 외 공조실

외기조화기 4 객실환기용 공조실

공기조화기 8 스포츠시설용 공조실

FCU 598 객실 냉.난방 호텔객실



시설진단 개요  4) 자동제어 설비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인 자동제어 전문업

체의 운전일지 분석 및 모든 시스템 점검 

   ① DDC 상태점검

   ② 중앙감시반 시스템 점검

   ③ 검출기 및 조작기 , 수위조절기 점검

 5) 배관 열화현상 측정

   ① 비파괴 검사 방법 중 유체가 체워저 있고 사용 

중인 배관에서의 방법으로 초음파 측정 방법을 사용 

   ② 측정위치에서 120도 간격으로 3포인트 측정

   ③ 배관별 공칭 두께와 측정 두께의 비교 분석

 6) 실내 수영장 설비

   ① 수영장 기계실의 모든 장비에 대한 전문 업체

의 성능 및 노후도 점검

   ② 점검 및 보수일지 분석 

 7) 실내 공기질 측정

   ① 전문측정업체의 공기질 측정 장비에의한 측정

   ② 측정항목 : 온도, 습도, 기압, 미세먼지, 이산화

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휘발성유기화합물 

   ③ 주요지점 (7개) 선정하여 000시간 측정

1. 목적
 1999년 준공된 숙박시설로서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계통의 노후도 및 성능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금번 리뉴얼 공사 시 기계설비의 교체 및 보수, 시

스템 개선 등 공사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2. 용역범위

 1) 열원설비 : 터보냉동기, 증기흡수식냉동기, 증기

보일러, 순환펌프, 냉각탑, 급탕가열기

 2) 공조설비 : 공기조화기, 팬코일유니트

 3) 기타설비 : 자동제어설비, 수영장설비, 배관비파

괴검사, 실내공기질측정

 4) 시설운영 문제점 : 객실 환기 및 공조시스템 검

토, 엘리베이터 연돌효과 개선, 주방냄새의 실내유

입

3. 진단방법 및 내용

 1) 현황분석 

   ① 주변 인프라 공급현황 조사

   ② 인프라(상수도, 도시가스) 건물 인입 위치 

      및 용량 분석

   ③ 오수, 우수, 폐수의 처리방식 및 배출 

      위치 분석

   ④ 기계설비 시스템 및 계통 분석 

   ⑤ 준공도면 도면 검토 및 현장 확인

   ⑥ 시설보수 또는 리뉴얼 내용 분석 

   ⑦ 준공이후 민원접수사례

 2) 열원설비 진단

   (터보냉동기, 증기흡수식냉동기, 증기보일러, 

   순환펌프, 냉각탑, 급탕가열기) 

   ① 장비별 전문업체의 효율측정 

   ② 최근 3년 장비운전일지 분석

   ③ 장비별 노후도 및 열화상태 점검

 3) 공조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유니트)

   ①공조기 전문업체의 육안검사 및 노후도 점검

   ② T.A.B 팀에 의한 공조기 풍량 측정

   ③ 공조기 효율 분석

   ④ 객실 팬코일유니트 육안검사 및 소음측정

   ⑤ 객실 냉.난방 및 환기 상태 점검

시설진단 결과 및 기대효과

 1. 열원설비
   – 호텔 냉방용으로 증기 흡수식냉동기(650RT*2)와 

터보냉동기(600RT*2) 운용.

   - 냉동기 직렬조합 구조(흡수식 + 터보)



 1) 냉동기 

  ① 증기 흡수식 냉동기 사양 구   분 흡수식냉동기 (2대)

사용냉매 증류수

설치년도 1999

제조사 LG 전선

출수온도조건 (℃) 8.84

용량 (USRT) 650

입력에너지 (kg)_증기 2,860

정격성능 (COP) 1.20

냉수
입 ∙출수온도 (℃) 13.0→8.84

유량 (㎥/h) 427.5

냉각수
입 ∙출수온도 (℃) 32.0→37.4

유량 (㎥/h) 676.2

   ② 터보냉동기 사양 구분 터보 (2대 )

사용냉매 HFC-123

설치년도 1999

제조사 LG 전선

출수온도조건 (℃) 5

용량 (USRT) 600

입력동력 (kW) 470

에너지효율 (kW/USRT) 0.78

정격성능 (COP) 4.49

냉수
입 ∙출수온도 (℃) 8.84→5.0

유량 (㎥/h) 427.5

냉각수
입 ∙출수온도 (℃) 32.0→37.0

유량 (㎥/h) 468



   ③ 냉방부하 패턴 및 운전동력

  

   ④ 흡수식냉동기 성능분석

     - 투입된 에너지와 발휘된 냉동 능력의 비를 성적계수(COP)로 표현하여 냉동기 성능을 산출

  ⑤ 흡수식냉동기 성능 측정결과



  ⑥ 터보 냉동기 성능분석

     - 투입된 전기에너지와 발휘된 냉동 능력의 비를 성적계수(COP)로 표현하여 냉동기 성능을 산출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냉수유량 측정)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냉각수유량 측정) 

   ⑦ 터보 냉동기 성능 측정결과

   ⑧ 냉동기 분석 의견

      - 흡수식냉동기 평균 성능 58%저하된 상태(측정성능 : 0.51, 정격성능 : 1.20) 

      - 흡수식냉동기 냉동능력은 정격대비 52%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

         (하절기 부하 증가시 장비운전 대수 증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증가) 

      - 터보냉동기 평균 성능 약 27%저하(측정성능 : 3.28, 정격성능 : 4.49) 

      - 터보냉동기 냉동능력은 정격대비 80% 수준으로 분석됨(능력저하 : 20%) 

      - 터보냉동기 냉수 유량은 양호하지만, 냉각수의 경우 정격대비 약 76%(55Hz) 수준으로 

         유량확보 필요(60Hz 조정시 : 418m3/h)



 2) 순환펌프 계통

  ① 펌프 현황 및 시스템

     냉수 1차펌프(흡수식 전단)  및 냉수 2차펌프(부하측)와 냉각수 펌프(흡수식용, 터보용) 펌프가 

     설치되어 있음. 진단당시 터보냉동기 1대가 가동됨에 따라 냉수 1차펌프 1대와 터보냉각수펌프 

     1대가 가동됨.

    

  ② 펌프 측정결과   

    

  ③ 분석 의견

    ▷ 냉수펌프

         - 냉수펌프 효율이 저하 되어 펌프 동력 증가 (효율저하 13%)

         - 펌프 및 모터 노후로 인한 효율저하가 원인으로 판단됨. 

    ▷ 냉각수펌프

         - 냉각수펌프 효율이 저하 되어 펌프 동력 증가 및 유량확보가 어려운 상태(효율저하 32%)

         - 수배관 및 펌프계통(임펠러 및 케이스)의 스케일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됨

 3) 냉방설비의 개선방안 분석

   

   ▷ 냉동기 : 냉방 대응능력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 및 피크절감 가능

   ▷ 펌프(냉수,냉각수): 냉수 및 냉각수 유량확보에 따른 냉방대응 개선과 에너지절감 가능 .



 4) 보일러 

▷ 점검내용 :

  - 보일러 연소비 및 효율 측정

  - 급수펌프 급수량 체크 및 암페어 측정 점검

  - 송풍기 모터 진동 및 소음 점검

  - 보일러 수처리 시설 점검

  - 보일러 판넬 상태 점검

  - 보일러 사용 연한에 따른 연관 / 동판 두께 산정

구분 형식 용량 진단내용 의 견

B-01 노통연관식 7TON  1. NOX(질소산화물 ) 174ppm 측정 (환경기준 40ppm 이하 ) 

 2. 보일러 효율 : 70% 부하시 80% 이하 . 

 3. 사용연한 : 연관 18 년 , 동체 14 년 (부식 진행으로 산출 )

교체

B-02 노통연관식 7TON 교체

B-03 노통연관식 7TON 양호 (2016.01 교체 ) 보수 .유지

 5) 냉각탑

▷ 점검내용 :

  - 외부 CASING 열화상태

  - FILL PART 상태

  - 산수장치 (산수기 및 산수관)

  - 방진장치

  - FAN PART (MOTER, FAN, REDUCER)

  - 하부 수조 PART 부식 및 누수여부

［하부수조 부식］ ［엘레미네이터 이물질］ ［밸브 부식 및 누수］



구분 형식 용도 용량 수량 검토내용 의 견

CT-01 대향류형 흡수식냉동기 1,200CRT 2  엘레미네이터 , 하부수조 ,

팬 , 모타 , 밸브류 부식 및 파손

교체

CT-03 대향류형 주방용 300CRT 2 교체

CT-02 대향류형 터보냉동기 750CRT 2 양호 (2016.01 교체 ) 유지

5) 급탕가열기    

명칭 형식 수량 점검 내용 의 견

순간급탕가열기 SHELL & TUBE 10
 증기누수 , 열교환기 핀 구멍발생 ,  제어

밸브 및 센서류 파손 , 동관 부식으로 구

멍 , 보온재파손 , 부품 단종

형식변경 교체

2. 공조 및 환기설비

1) 공기조화기 및 외조기

(1) 반송부문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장비

FAN 풍량
덕트 단면적에 의한 동압측정 및 계산 마노메타(Manometer), 피토튜브(Pitot Tube)

풍량 : Q (㎥/h) = A (m²) × V (m/s)  풍속 : V (m/s) = 4.04 √Pv

정압,동압

풍속

덕트 및 부분별 측정구의 압력측정 마노메타(Manometer), 피토튜브(Pitot Tube)

FAN, FILTER, COIL등의 입, 출구 전, 후단 압력의 차 (mmAq, Pa)

전류,전압
모터운전시 휴대용전류계에 의한 측정 휴대용 전류계(CLAMP ON HITESTER)

전류(A) : R, S, T 각 상 기동전류 전압(V) : R, S, T 각 상 전압 



  (2) 공조장비 측정조건

공조장비 측정조건 비  고

AHU

코일 및 필터의 오염 및 파손상태 확인

필터의 오염상태로 차압조정 25 ~ 30 mmAq

설계조건으로 M.V.D 조정 및 F.V.D, F.D, V.D 개방 운영상태의 개도율 OPEN

상용전압, 모터결선 및 EOCR 조정 전압, 전류 및 결선확인

벨트, 베어링 및 그리스 주유확인

AHU 누기 및 점검문 확인

FAN

FVD, FD 및 VD 개방 OPEN

상용전압, 모터결선 및 EOCR 조정 전압, 전류 및 결선확인

벨트, 베어링 및 그리스 주유확인

  (3) 물반송 부문 측정방법

    ① 유량측정 

       - 각 해당 펌프의 유량 측정은 각 배관 계통에 설치된 2-Way Valve를 100% 열고 BY-PASS 밸브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펌프 토출측 및 흡입측 주 배관에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

         한다.

       - 유량 측정 및 조정은 환수배관에서 초음파 유량계로 측정한 후 설치된 밸브를 이용하여 조정.

    ② 양정측정

       - 각 해당 펌프 토출측의 배관에 설치된 압력계와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

    ③ 전압 및 전류측정

      - 각 해당 펌프의 전압 및 전류 측정은 판넬에 설치된 N.F.B 2차측에서 전류계를 이용하여 3상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공기조화기 점검표］ ［공조기 T.A.B측정］

［공조기 T.A.B측정］ ［공조기 T.A.B측정］



  2) 팬코일유니트

  (1) 현황 및 진단

형식 수량 용도

천정매입형 598 객실 냉.난방

진단 내용
심각한 소음 , 저소음 장비로 교체

객실 환기용 급기구 위치 개선 필요

  (2) 기존 

  ▷ 문제점 :  객실 전체에 공조가 미치지 못함 , FCU의 운전소음이 심함 , FCU효율 저하

  ▷ 원  인 :  환기용 급기구와 팬코일 흡입구 배치가 공조상 효과적이지 못함.

  (3) 개선안

  ▷ 개선안 : 환기용 급기구를 커튼박스 안으로 이동배치

              FCU 흡입구를 FCU가까지 배치하고 덕트로 연결

              FCU 교체시 저소음형으로 채택



 3. 엘리베이터 드래프트 개선안

  (1) 현황 및 진단

  ▷ 문제점 :  동절기 ELEV샤프트 내 굴뚝효과에 의하여 저층 ELEV홀 문에서 소리가 발생.

  ▷ 원  인 :  지붕층 ELEV기계실 및 ELEV 기밀성능이 떨어져 상승기류 발생이 용이

  (2) 개선안

  ▷ 개선안 : ELEV 기계실 로프용 바닥 개구부 기밀 시공

             ELEV 기계실의 출입문 및 칸막이 기밀성 향상

             ELEV 기계실 내부 가압              



맺음말

 약19년 사용 중인 호텔로서 숙박시설의 변해가는 트랜드, 높아지는 고객의 눈높이에 맟추어 새롭게 변신하

고 개선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리뉴얼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부 인테리어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 시설전체를 정밀진단하고 검토하여 시설의 보수 및 교체시기를 정확

히 판단하여 가장 경제적 리뉴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20년, 30년을 에너지 절약적 이면서 

안정적 시설운영이 되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며 국가 인프라 공급 및 신규 건축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에서의 친환경 자재사용, 설비 시스템 개선, 고효율 장비 및 기기사용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도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축물 리뉴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설비인들 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 연락처 : 02-2025-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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