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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수요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화석연료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보존을 개선시키는 것은 필

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흡수식 열펌프기술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흡수식 열펌프는 에너지

를 주입하지 않고 폐열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흡수식 열펌프는 흡수기에서 흡수된 양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흡수기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흡수기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메탄올과 글리세린을 작동유체로 

하는 내벽에 나선형관을 설치하여 액상을 접선방향으로 공급하는 흡수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액상흐름에

서 난류를 일으켜 물질 및 열전달을 증가시킨다. 흡수기의 각 위치에서 온도와 농도를 측정하여 열전달계수와 물질전달계

수를 계산하였고 주입부분에서 열 및 물질전달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improvement of energy conservation is mandatory to decreas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and to minimize negative im-

pacts on the environment which originates from large cooling and heating demand. The absorption heat pump technology 

has a large potential for energy-saving in this respect. Absorption heat pump is a means to upgrade waste heat without the 

addition of extra thermal energy. The higher performance of absorber is of great importance for absorption heat pump cycle.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bsorber, the absorber of tangential feed of a liquid phase with spiral 

tube has been investigated using methanol-glycerine as a working fluid. The spiral tube and tangential feeding generate the 

turbulence into the liquid flow while increasing the mass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s. The simultaneous heat and mass trans-

fer were found to take place in a liquid turbulent film in the absorber with the spiral tube during the process of gas 

absorption. By calculating mass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s by measurement of the concentration and the temperature of 

each position in the absorber, the entrance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mass and heat transfer.

Keywords: absorption heat pump, absorber, spiral tube, methanol-glycerine, tangential feeding, simultaneous heat and mass 

trassfer

1. 서    론
1)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조치, 유가의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화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의 한 방안으로 흡수식 열펌

프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기존 냉동 싸이클에 이용되어 왔던 압축식 

열펌프와 구별되는 흡수식 열펌프의 내부에 순환되는 물질(working 

fluid)은 열매체, 흡수제(absorbent), 열매체와 흡수제의 혼합용액

(solu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매체의 혼합용액에의 흡수에 따른 

흡수열 및 열매체의 상변화에 따른 잠열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조업 

조건이 기-액 열역학적 상평형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적용시킨 열펌프 싸이클은 LiBr-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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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Whitlow[1]의 흡수 열펌프 연구 이후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으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흡수식 열펌프는 이용 온도

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종류는 고온의 에너지로부터 

저온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이용하는 흡수 열펌프(absorption heat 

pump)[2-5], 두 번째 종류는 저온의 에너지로부터 고온의 에너지를 방

출하여 이용하는 변형 흡수 열펌프(absorption heat transformer)[6-8]

와 재흡수열펌프(resorption heat pump)[9-13]이다. Figure 1에서 위의 

설명을 비교 나타내었다. 즉 분리기(고온, Th)와 기화기(저온, Tc)에 열

(Qh, Qc)을 가하여 중간온도(Ti)의 에너지(Qi)를 얻는 흡수 열펌프와 

분리기와 기화기에 중간온도(Ti)의 열(Qi)을 가하여 흡수기에서 고온

(Th)의 에너지(Qh)를 얻는 변형 흡수 열펌프를 말한다.

  흡수식 열펌프의 실용화를 위해서 높은 성능계수를 얻기 위한 공정 

개선과 내부에 순환시키는 이상적인 물질을 찾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4-18]. Whitlow가 LiBr-H2O로 연구를 시작한 이래 LiBr

의 용해도와 부식성 때문에 다른 salt물질(LiCl이나 CaCl2)로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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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fferent types of revaluation.

위한 연구를 하였으나 성능계수가 특별히 향상되지 않고 역시 용해도 

문제 때문에 조업조건이 제한됨을 보였다[19-22]. Cacciola 등[23]은 

NH3-H2O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salt 결정화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암

모니아의 유독성과 조업조건이 고압이 되는 단점을 나타내었다. R2 

(dichlorofluoromethane)과 DMETEG (dimethyl-ether-tetra-ethylenegly- 

col)를 이용한 싸이클[24,25]은 좋은 조업조건을 가졌으나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R21의 사용규제가 있다. Bennani 등[26]은 salt의 결정화 

문제가 없는 물-글리세린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물과 글리세

린의 비등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업조건에 따라 이중분리기를 

이용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물-글리세린 시스템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열매체로 물 대신에 비등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하면 조업 조건

이 개선될 것이다. 메탄올은 물에 비하여 증발열이 작지만 비등점이 

낮아서 분리기에서 글리세린과 상평형 분리를 할 때 이중분리기를 사

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업조건의 제약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메탄올-글리세린 시스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평형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흡수기, 분리기, 기화기, 응

축기의 4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흡수 열펌프 다이아그램을 Figure 2

에 도시하였다.

  응축기에서 나온 액체 열매체①은 감압 valve를 통하여 기화기에 

주입된다. 기화기에 주입된 액체 열매체②는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체 열매체가 된다. 기화기에서 발생된 기체 

열매체③은 분리기에서 발생된 열매체의 농도가 낮은 용액(poor sol-

ution)⑩에 흡수기에서 흡수되면서 열을 발생한다. 흡수기에서 나온 

열매체의 농도가 진한 용액(rich solution)④은 열교환기와 펌프를 통

하여 분리기에 주입된다. 외부에서 가한 열에 의해 분리기에서는 상

분리가 일어나서 기체 열매체⑦은 응축기로 주입되고 poor solution⑧

은 열교환기와 감압 valve를 통하여 흡수기에 주입된다. poor solution

과 rich solution은 각 기관에 주입되기 전에 열교환기를 통하면 poor 

solution은 냉각이 되어 흡수기에서 냉매제의 흡수 능력이 높아지고 

rich solution은 가열되기 때문에 분리기에 가해 줄 열량을 줄일 수 

있다.

  흡수 열펌프 싸이클은 위의 4기관 중에서 흡수기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7-30]. 흡수기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액상의 

물질전달과 열전달의 효과를 증대시키면 흡수를 최대화시켜 열효율 

값을 높일 수 있다. 흡수기 내에 충진제를 주입시켜 기-액상의 접촉면

Figure 2. Schema of absorption heat pump cycle.

적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충진제에 의한 열손실이 크고 압력강하가 발

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흡수기 벽면을 따라 액상을 흘려 보내는 습벽

탑(wetted wall tower) 방법[31-36]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벽면

을 따라 흐르는 액상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기체의 흡수효율이 떨

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나선형관(spiral tube)을 설치한 흡수기 

내에 액상을 오리피스를 통하여 접선방향으로 주입시켜 열 및 물질전

달 효율을 높이고 기-액상의 접촉면적을 증대시킴으로써 흡수기의 성

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이    론

  흡수열펌프의 흡수기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메탄올(기상)이 글리

세린(액상)에 흡수되면서 경계면을 통한 물질전달과 열전달이 동시에 

일어나고 흡수기 외부에 이중관을 통한 냉각수가 흘러 흡수기 내부와 

열교환이 이루어진다. 흡수기 내에서 기체와 액체는 병류방향(위에서 

아래쪽), 냉각수는 향류방향(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수지식을 세

우기 위하여 위 과정을 설명한 것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열 및 물질수

지식을 세웠다.

  - 정상상태

  - 기-액상의 경계면에서 열전달과 물질전달의 접촉면적은 동일

  - 기-액상의 경계면에서 열역학 상평형

  - 흡수기 벽면의 열전달 저항은 무시

  - 흡수기 내에서 압력강하는 무시

  - 액체용액은 증발하지 않음

물질수지식

  기상 : dG + Ngiaidz = 0                                 (1)

  액상 : dL - Nliaidz = 0                                  (2)

  전체 : dG + dL = 0                                      (3)

  용매 : dx = dL(1-x)/L                                   (4)

  경계면 : Nliai = klailn [(1-x)/(1-xi)]                         (5)

에너지수지식

  기상 : d(GHg) + NgiHgi + hg(Ti - Tg)〕aidz = 0                (6)

  액상 : -d(LHl) + NliHli + hl(Ti - Tl)〕aidz - hi(Tl - Tw)awdz = 0

(7)

  냉각수 : LrdHr + he(Tw - Tr)aw´dz = 0                     (8)

  경계면 : NgiHgi + hg(Ti - Tg) - NliHli - hl(Ti - Tl) =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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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fferential section of absorber.

Figure 4. Schema of calculation for transfer coefficients.

  액상과 냉각수 : hi(Tl - Tw)aw = he(Tw - Tr)aw´ = U(Tl - Tr)aw

(10)

  위 식들을 이용하여 기-액상의 경계면에서 온도와 농도를 구하여 6

개의 전달계수(klai, hgai, hlai, he, hi, U)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 계수들

을 구하는 계산과정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klai, hgai, hlai를 얻기 위

해서는 Ti를 구하기 위한 반복과정이 필요하다.

Figure 5. Experimental apparatus. 

3. 실    험

  흡수기에서 글리세린에 메탄올 증기의 흡수실험 장치는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나선형관이 설치된 흡수기 상부에서 글리세린 액체와 메

탄올 증기가 병류 방향(co-current)로 주입되는데 글리세린 액체는 접

선방향으로 뚫린 오리피스 구멍으로, 메탄올 증기는 관의 최상부에서 

주입된다. 외부와 단열된 이중관 내에는 냉각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

로 흘러 흡수기 내부와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흡수기 내부의 구조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흡수기 내부에는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

는 직경 1 mm sampling 관이 설치되었다. sampling 관의 옆 부분에 

갈고리 모양의 관이 있는데 이 부분의 위치가 흡수기 벽면에 부착된 

나선형 관 위에 정확히 일치할 경우 용액이 갈고리 관을 통하여 sam-

pling관 내부 아래로 흐른다. 이 용액을 채취하여 굴절계를 이용하여 

용액의 메탄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위치가 다른 2개의 ther-

mocouple이 설치되어 이 위치에서 액상과 기상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sampling 관은 흡수기 아래에 특수 제작된 압축고무 링으로 

부착되어 누수(leakage)도 없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흡수기 각 위

치에서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sampling 관의 구조는 Figure 

7에 나타내었다. 또한 흡수기 외부 벽면과 냉각수가 흐르는 이중관 안

에 높이에 따른 thermocouple들이 각각 심어져 있어 각 위치에 따른 

흡수기 벽면 온도와 냉각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흡수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흡수기 : 내경 37.5 mm, 외경 42.5 mm, 길이 100 cm

  - 흡수기 내에 설치된 나선형관 : 직경 4 mm,  파장 20 mm

  - 액상주입부에 설치된 오리피스 : 개수 2개, 직경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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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of absorber.

  - 이중관 : 내경 45 mm, 외경 48 mm, 길이 90 cm 

4. 결과 및 고찰

  Figure 8에서 흡수기 위치에 따른 액상에서 메탄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흡수기 주입부(상층부)에서 흡수가 급격히 일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입부에서 오리피스 영향으로 난류효과가 커지다가 

흡수기 하부로 내려갈수록 난류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흡수

기 중반부에서 기-액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액상이 나선형관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액체가 흡수기에 머무는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기체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흡수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9에서 각 온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역시 주입부에서 액상과 

기상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상의 온도분포

는 주입부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최대값이 존재하며 어느 지역부터는 

액상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액 경계면에서 기체의 흡수

에 의한 흡수열(잠열포함)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

상은 Treybal[37]이 언급한 현상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열 및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흡수기 내의 열전달계수와 물

질전달계수 값을 Figures 10∼12에 나타내었다. 액상의 주입유량이 증

가함에 따라 전달계수 값이 커지고 특히 주입부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리피스를 통한 흡수기 내부 벽면의 접선(tangential)

방향 주입으로 액상의 속도가 증가되어 난류현상을 일으키고 액상-기

상의 경계면의 접촉면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

하여 이  부분에서 유체 진행방향에 따라 전달계수 값의 감소율이 가

Figure 7. Schematic of sampling tube.

Figure 8. Absorption rate in the absorber. 

장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흡수기 외부에 흐르는 냉각수와 관련된 열전달계수(hi,he,U)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흡수기 내부벽면과 액상간의 열전달계수 hi

는 흡수기 외부벽면과 냉각수 간의 열전달계수 he에 비하여 주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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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emperature profile in the absorber.

Figure 10. Mass transfer coefficient in the absorber.

서 기울기 감소가 급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흡수기 내에 공급되는 

액상의 주입 방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입부분에서 hi, 

he, U의 기울기 변화가 hgai나 hlai보다 작은 것은 흡수기 내에서 일어

나는 현상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에서 흡수기의 주입부에서 전달현상이 가장 커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오리피스를 통한 접선방향으로 액상을 주입시켰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흡수기의 성능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오리피스 주

입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액상을 병렬로 주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    론

  나선형관이 설치된 흡수기 내부에 액상의 오리피스를 통한 접선방

향 주입을 통하여 열 및 물질전달계수 값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주입부에서 20 cm까지 기체의 흡수 능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Figure 11. Profile of hlai in the absorber.

Figure 12. Profile of hgai in the absorber.

있었다. 이것은 액상과 기상의 접촉 면적이 커지고 액상에서 난류현

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흡수력과 전달현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나선형관 설치와 오리피스를 통하여 액상을 접선방향으로 주입시

키는 것이 흡수기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나은 흡수기의 설계를 위하여 나선형관의 최적 사양(두께 

및 파장)을 얻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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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기 호

ai : specific interfacial surface area [m
2
/length of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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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rofile of hi, he, U in the absorber.

aw : internal surface area of absorber [m
2
/length of absorber]

aw´ : external surface area of absorber [m
2
/length of absorber]

G : flow rate of gas [kg/h]

H : enthalpy [kJ/kg]

hg :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gas and interface 

 [kw/m
2 
℃]

hl :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liquid and interface 

 [kw/m
2 
℃]

hi :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liquid and wall 

 [kw/m
2 
℃]

he :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wall and cooling water 

 [kw/m
2 
℃]

kl : mass transfer coefficient of gas between liquid phase and inter

 face [kmol/m
2 

sec]

L : flow rate of liquid [kg/h]

Lr : flow rate of cooling water [kg/h]

Ngi : mass flux of gas between gas phase and interface [kmol/m
2 

sec]

Nli : mass flux of gas between liquid phase and interface [kmol/m
2 

 sec]

T : temperature

U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liquid and cooling wa-

 ter [kw/m
2 
℃]

x : mole fraction of methanol in liquid phase

z : height of absorber

아래첨자

g : gas

l : liquid

i : interface

r : cooling water

w :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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