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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temperature of waste heat source is relatively low, it is difficult to maintain high level of 
efficiency in power generation when the waste heat recovery is employed in the system. In an effort to improve 
the thermal efficiency and power output, use of ammonia-water mixture as a working fluid in the power 
cycle becomes a viable option. In this work, the performance of ammonia-water mixture based Rankine cycle 
is thoroughly investigated in order to maximize the power generation from the low temperature waste heat. 
In analyzing the power cycle, several key system parameters such as mass fraction of ammonia in the mixture 
and turbine inlet pressure are studied to examine their effects on the system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cycle analysis find a substantial increase both in power output and thermal efficiency if the fraction of 
ammonia increases in the working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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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constant pressure specific heat, kJ/kgK
 : specific exergy, kJ/kg
 : specific Gibbs free energy, kJ/kg

 : specific enthalpy, kJ/kg
 : pressure, bar
q : quality of mixture
s : specific entropy, kJ/kgK
T : temperature, K
x : mole fraction of ammonia
ε : thermal efficiency
η : isentrop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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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s

a : ammonia
w : water
m : mixture
p : pump
t : turbine

1. 서    론

열동력 발 은 탄소 연료의 연소 생성물인 이산

화탄소를 기에 배출하는 환경오염의 주 발생원이

며,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의 온난화와 온실효과

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 문제

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한 기본 인 해결책은 화

석에 지를 체할 수 있도록 수소에 지나 풍력, 

태양에 지 등 그린에 지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

이다1,2). 아울러 에 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신에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에 지 소비량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이기 때문에 에 지 

기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

라 할 것이다3). 

이러한 문제들의  다른 책은 지 까지 활용

되지 않고 버려지는 에 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폐

열을 활용하여 동력을 생산하는 경우 폐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

기를 사용하는 랭킨사이클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암모니아와 물의 혼합물을 작업유체로 하는 

열동력 시스템은 동이나 동합 을 사용하지 않고 강

 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 이 있으나 많은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세계 으로 그리

고 다양한 분야로 응용범 를 넓 가고 있다4-9).

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장

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12).

- 암모니아의 비등 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수증기

를 발생시킬 정도로 온도가 높지 않은 폐열도 효

과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비등 이 낮은 유체를 사용하면 터빈 입구 압력

을 더 낮추고 작업유체의 순환 유량도 일 수 있

으므로 결국 운  경비가 감된다.

- 암모니아-물 혼합물과 순수 물은 분자량이 비슷

하기 때문에 통 인 증기터빈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 암모니아-물 혼합물은 열용량이 크고 비등 이 

낮은 등 열역학  성질이 우수하다.

- 암모니아-물 혼합물은 산업체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혼합물들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향이 

작다.

지 까지 주로 흡수냉동에 사용되어온 암모니아

-물 혼합물을 운용조건이 크게 다른 동력 사이클에 

사용하기 해서는 종래의 물성치 계산 역
13)
보다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의 계식이 필요하다. 암모

니아-물 혼합물의 열역학  물성치 계산 방식으로

는 3차 방정식 계열
14)
과 과잉깁스에 지를 생성함

수로 사용하는 계열
15)
이 주류를 이룬다. 자는 여

러 종류의 혼합물에 한 용성이 좋고 후자는 암

모니아-물 혼합물의 실험치와의 일치성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온의 폐열을 활용하기 하여 

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작업유체로 사용하는 랭킨

사이클의 특성에 하여 조사한다. 이 사이클에 

한 기존의 연구
5)
에서는 특정 압력조건과 암모니아 

질량분율에서 시스템의 특성을 조사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폐열원의 온도와 유량이 주어졌을 

때 암모니아 질량분율과 운  압력의 변화가 시스

템 효율과 생산동력 등 시스템의 성능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열원으로부터 최

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열교환기의 용량, 작업유

체의 유량, 냉각수의 질량유량 사이의 계에 해

서도 분석한다.

2. 암모니아-물 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암모니아-물 혼합물의 열역학  상

태량들의 계산은 실험값들과 계산결과가 잘 일치하

는 사실이 확인된 Xu와 Goswami
15)
의 과잉깁스에

지 생성함수 방법을 주로 따른다. 

순수 성분에 한 깁스자유에 지(gibbs free energy)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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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h0, s0, T0, P0는 각각 기  상태에서의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온도  압력이다. v와 Cp에 

한 경험식을 사용하면 액체와 증기 상에서 깁스

자유에 지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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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첨자 L과 g는 각각 액상과 기상을 나타

내고 하첨자 r은 환산상태량(reduced property)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Tr = T/TB, Pr = P/PB, Gr = 

G/RTB, hr = h/RTB, sr = s/R, vr = vPB/RTB와 같

이 정의된다. R은 일반기체상수 8.314 kJ/kmol․K이
고 환산상태량들의 기  온도와 압력은 각각 TB = 

100 K, PB = 10 bar이다. 그러면 비몰 엔탈피, 엔트

로피  체 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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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잉깁스에 지(excess gibbs energy)는 이상용

액의 상태량과의 차이를 계산하게 해주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   
 (7)

여기에서 x는 혼합물에서 암모니아의 몰분율이

며 F1, F2, F3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9) 

     
  (10)

식 (2)부터 (10)까지의 계수들은 Xu와 Goswami15)

의 논문에 주어져 있다. 

액체 혼합물의 엔탈피, 엔트로피  비체 은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1)


  

 
   (12)

     (13)


  

 
   (14)

여기에서 하첨자 a와 w는 각각 암모니아와 물을 

의미하며 하첨자 f는 포화액 조건을 의미한다.

기체 사이의 혼합물은 이상용액으로 간주하면 그 

엔탈피, 엔트로피  비체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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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w and bubble point temperatures at various pressures.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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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암모니아와 물의 몰수  총 몰수를 각각 Na, Nw 

 N이라 하면 기상과 액상에서 혼합물의 깁스자유

에 지는 다음과 같다.

    
    



  (18)

암모니아-물 혼합물에 해 암모니아와 물의 화

학퍼텐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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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액 평형상태에서는 액상과 기상에서 압력과 온

도가 같다는 조건과 더불어 각 성분의 화학퍼텐셜

이 같다는 조건, 즉 


  

                (21)


  

                (22)

을 만족해야 한다. 기액 평형조건으로 Xu와 Goswami15)

는 압력과 액체 몰분율에 한 방정식 풀이를 피하

기 해 평형상태에서 압력과 액체의 암모니아 질

량분율에 한 명시 인 실험식을 이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넓은 범 에서 정확한 계산이 가

능하도록 식 (21)과 (22)의 연립방정식으로부터 평

형조건들을 직  구하 다.

Fig. 1은 압력이 0.1, 1, 10, 40, 100 bar 등으로 주어

졌을 때 암모니아-물 혼합물의 암모니아 질량분율 

변화에 따른 이슬 (dew point)  기포 (bubble 

point) 온도의 변화를 보여 다. 이 결과들은 Xu와 

Goswami15)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3. 시스템 해석

본 연구에서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sensible heat) 형태의 온 폐열이 공 될 때 암모

니아-물 혼합물을 작업유체로 사용하는 랭킨사이

클에 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시스템 A에서 액체

상태의 작업유체는 펌 에 의해 상태 1에서 상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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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압된다. 이어서 작업유체는 가열기, 증발기  

과열기를 지나면서 공 열원(폐열)에 의해 가열되

어 가열기 출구 3에서 기포 , 증발기 출구 4에서 이

슬 , 그리고 과열기 출구 5에서 과열증기로 상태가 

변한다. 작업유체는 터빈에서 팽창하여 6의 상태로 

응축기에 들어가 냉각수와 열교환을 거쳐 응축된

다.  다른 랭킨사이클 시스템 B는 공 열원(폐열) 

신에 터빈의 배기 유체로 액체상태의 작업유체를 

가열하는 시스템이다. 

에 지 시스템에서 열교환기는 다양한 형식과 용

량 그리고 온도나 압력 조건에서 운 된다. 특히 열

교환기의 용량의 변화는 시스템의 거동에 큰 향

을 주는데 다양한 개별 인 시스템에서 공통 인 

원리를 찾기 해서 단순화한 모델을 사용하여 열

교환기를 시스템 해석에 반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에 지 시스템의 모델링에서 가장 보편 인 열교환

기 해석 방법은 열교환기 유용도(heat exchanger 

effectiveness)를 사용하거나, 더욱 단순화해서 온도 

효율(temperature efficiency) 는 최소온도차(pinch 

point temperature difference) ΔTpp를 사용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원이 열의 형태로 주어지

고, 공 되는 에 지로부터 최 의 동력을 생산하

도록 최 의 작업유체 유량으로 운 하는 것이 

요하므로 ΔTpp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해석할 랭킨사이클에서 고온부 열원

은 입구온도 THi로 유입되는 표  공기이며, 응축기 

냉각은 입구온도 TCi로 공 되는 냉각수에 의한다

고 가정한다. 시스템에서 열교환기 이외에서의 열

손실은 무시하며, 터빈과 펌  이외에서의 압력변

화도 무시한다.  펌 와 터빈의 등엔트로피 효율

은 각각 ηp와 ηt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작업유체의 터빈 입구온도는 열원입

구온도 THi보다 ΔTHi만큼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
정하여 해석한다. 시스템에서 고압(터빈 입구압력)

과 압(터빈 출구압력)을 각각 PH와 PL이라 하고 

작업유체의 암모니아 질량분율을 xb라 하면 시스템

의 각 요소에서 작업유체의 열역학  상태는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1) 응축기 출구

     ( 압에서 기포 ) (23)  

2) 펌  출구

        (24)

3) 가열기 출구

     (고압에서 기포 ) (25)

4) 증발기 출구

     (고압에서 이슬 ) (26)

5) 과열기 출구

      (27)

6) 터빈 출구

        (28)

마지막으로 터빈 내에 액 이 무 많으면 곤란

하므로 터빈출구 건도 q는 다음과 같이 일정 한도 

qt 이상이 되도록 제한한다.




≥   (29)

qt는 보통 90～95%로 설정한다.
Fig. 3에서는 열교환이 일어나는 요소에서 작업

유체와 고온 열원  온 열원의 온도변화를 보여

다.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온  온 열교

환기 모두 최소 온도차가 입구나 출구에서 일어나

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열원이 주어졌을 때 작업유

체의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열 달이 증가하면서 열

원 공기와 작업유체의 온도차가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열교환기(가열기, 증발기, 과열기) 체를 통

한 최소온도차가 ΔTpp에 도달할 때 터빈에 공 해

야 하는 질량유량이 최 가 된다. 이때 최소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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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열기의 출구 는 증발기의 입구에서 작업유체

의 온도 T3가 기포 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 열교환기

에서의 에 지 균형식을 사용하면 작업유체와 열원 

공기의 질량유량의 비 wm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30)

냉각수의 유량은 응축기에서 작업유체와 냉각수 

사이의 최소온도차가 ΔTpp일 때 최소가 된다. 이때 
온도차가 최소가 되는 지 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모니아-물 혼합물의 특성으로 인해 응축기

의 입구나 출구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응축기에서 냉각수의 입구온도가 

TCi로 주어져 있고 작업유체의 조건이 정해져 있을 

때, 최소 냉각수 유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작업유체의 온도가 임의의 온도 T일 때 작업유체의 

엔탈피를 hT라 하면, 응축기에서의 에 지 균형식

으로부터 냉각수의 응축기 출구온도 TCo  작업유

체 질량유량에 한 냉각수 최소 유량의 비 wcw,min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1)

  

 
 (32)

Fig. 3의 경우 응축기에서 최소온도차는 T = 304.1K, 

(hT-h1)/(h6-h1) = 0.221에서 발생하며, TCo = 315.1K, 

wcw,min = 4.17이다.  

4.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 시용한 시스템의 주요 변수들은 PH 

= 24 bar, PL = 9 bar, THi = 435K, ΔTHi = 20K, ΔTpp 
= 10K, ηp = 0.85, ηt = 0.90, qt = 0.95, TCi = 288.15K
이다. 

시스템 B에서 낮은 암모니아 질량분율(xb = 77%)

과 높은 질량분율(xb = 87%)의 경우에 한 시스템

의 상태 변화를 Fig. 4에서 온도-엔트로피 선도로서 

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s 선도에서 같

은 압력 하에 암모니아의 질량분율이 높아지면 기

포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슬선은 좌측으로 이동

하여 증발에 따른 엔트로피 는 엔탈피 차이가 감

소한다. 

질량분율이 77%인 경우 각 지 에서 상태량의 

변화는 Table 1에 보인 것과 같다. 이 경우에 열원

에 한 작업유체의 질량유량비는 wm =0.0626이다. 

응축기 출구 1은 압의 기포  상태다. 펌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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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odynamic properties for xb = 0.77

No q T
(K)

P
(bar)

v
(m3/kg)

h
(kJ/kg)

s
(kJ/kgK)

1 0.000 303.6 9.0 0.0015 -16.4 0.3862

2 0.000 303.9 24.0 0.0015 -13.6 0.3876

3 0.000 341.5 24.0 0.0017 167.2 0.9482

4 1.000 431.3 24.0 0.0825 1841.9 5.4322

5 1.000 435.0 24.0 0.0834 1851.1 5.4536

6 0.959 390.1 9.0 0.1953 1688.6 5.5008

7 0.877 383.0 9.0 0.1751 1507.7 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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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ss flow rate of ammonia-water mixture for various 
values of xb and PH.

2에서는 가압으로 인해 온도, 엔탈피, 엔트로피가 

입구에 비해 상승하나 그 차이가 미미하다. 가열기

에서는 액체 상태로 고압의 기포 까지 가열(시스

템 A에서는 열원에 의해, 시스템 B에서는 터빈 배

기유체에 의해)되어 출구 3으로 나올 때 40K 가깝

게 온도가 올라간다. 

Fig. 4에서 보는 것처럼 증발기에서는 순수물질

의 경우와 다르게 같은 압력 아래에서도 기포 에

서 이슬 까지 온도가 변화하며 증발이 일어나는데, 

엔트로피( 는 엔탈피)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유체

의 온도는 느리게, 빠르게, 그리고 다시 느리게 증가

하여 출구 4로 나온다. 증발기에서는 엔탈피나 엔트

로피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과열기에서는 열원

의 입구온도와 일정한 온도차가 될 때까지 작업유

체가 가열되어 출구 5에서 온도가 435K가 된다. 터

빈에서 압으로 팽창하고 나면 출구에서 온도가 

낮아지며 출구 건도 95.9%는 설정 한도 이상에서 

운 되고 있음을 보여 다. 가열기(recuperator)에

서는 펌 에서 나온 작업유체를 가열하는 과정에 

의하여 온도가 약 7K 내려간다.

작업유체의 암모니아 질량분율이 88%로 높아지

면 과열기 출구 5를 제외한 모든 지 에서 작업유체

의 온도가 낮아지고, 과열기에서의 가열 비 이 높

아지며, 터빈 출구 건도도 높아진다. 

Fig. 5에서는 작업유체의 암모니아 질량분율 xb

나 고압압력 PH가 변할 때 작업유체와 열원 공기의 

질량유량 비 wm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xb에 하여 거의 직선 으로 증가한다. 

반 로 PH가 클수록 wm은 감소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wm의 정의식 (30)으로부터 wm

은 고압에서의 기포  T3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증

발기와 과열기의 입출구 엔탈피차 Δh = h5-h3가 작
아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정된 압력에서 xb

를 증가시키면 T3도 낮아지고 Δh도 작아지기 때문
에 wm은 증가한다. 한편 고정된 xb에서 PH가 높아

지면 T3는 높아지고 Δh는 낮아지나 T3가 높아지는 
효과가 더 커서 wm은 감소하게 된다. 

Fig. 5에서 xb가 증가하면 정 운 범 를 벗어

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xb가 높아짐에 따

라 압에서의 기포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결국 

응축기 출구온도 T3와 냉각수 입구온도의 차이가 Δ
Tpp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 xb가 감소해도 

정 운 범 를 벗어나는데, 이는 xb가 낮아짐에 따

라 고압에서의 이슬 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결

국 증발기 출구 온도 T4와 열원 공기 입구온도의 차

이가 설정한 온도차 ΔTHi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PH가 높아지면 xb의 낮은 한도값이 더욱 높아

지는데, 이는 압력이 높으면서 암모니아 질량분율

이 낮아지면 터빈 출구에서 증기분율이 설정한 한

도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시스템에서 열원공기 단 질량당 가열기, 증발

기, 과열기, 응축기에서의 열 달을 각각 Qh, 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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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eat input per unit mass of source air for various values 
of xb and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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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et work per unit mass of source air for various values 
of xb and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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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rmal efficiency as a function of mass fraction of 
ammonia for various high pressures.

Qsh, Qc라 하고 터빈 생산일, 펌  소모일을 각각 

Wt, Wp라 하면 순일 Wnet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열 달 Qin과 열효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3)

       

     
 (34)

    (35)

Fig. 6에서는 몇 가지 PH에 하여 열원공기 단

질량당 시스템 유입 열 달 Qin이 작업유체의 질

량분율 xb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Qin은 xb가 높을수록,  PH

가 낮을수록 커진다. 시스템 B의 경우 열유입량은

     (36)

으로 주어지므로 Qin은 T3, 즉 고압에서의 기포 이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고정된 압력에서 xb를 

증가시키면 T3가 낮아지므로 Qin이 증가하고, 고정

된 xb에서 PH가 높아지면 T3가 높아져서 Qin은 감소

하게 된다. 시스템 B는 터빈의 배열로 작업유체를 

가열하지만 시스템 A는 열원 공기로 가열하므로 시

스템 A의 경우가 Qin이 더 크다.  

Fig. 7에서는 열원공기 단 질량당 시스템의 순

일 Wnet에 한 작업유체의 질량분율 xb와 고압압력 

PH 변화의 향을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Wnet은 시스템 A와 B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며, 

xb 는 PH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Wnet은 질량유

량비 wm과 터빈에서의 엔탈피 낙차 Δh = h5-h6의 곱
으로 구해지는 터빈일 Wt에서 펌 일 Wp를 뺀 값

이다. 고정된 압력에서 xb를 증가시키면 wm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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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eat rejection as a function of mass fraction of ammonia 
for various high pressures.

하는 정도에 비해 Δh가 소폭 낮아지기 때문에 Wnet
는 증가한다. 한편 고정된 xb에서 PH가 높아지면 반

로 wm은 소폭 작아지나 Δh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
에 Wnet가 역시 증가한다.

Fig. 8에서는 시스템의 열효율 εth에 한 xb와 PH
의 향을 보여 다. εth은 Wnet/Qin으로 정의되는데 
고정된 압력에서 xb를 증가시키면 Qin도 증가하고 

Wnet도 증가하나 Wnet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εth은 xb에 따라 증가한다. 고정된 xb에서 PH가 높아
지면 분모의 Qin는 감소하고 분자의 Wnet는 증가하

기 때문에 εth은 PH와 더불어 증가한다. 한편 시스템 
B의 경우가 시스템 A보다 열효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열동력 사

이클의 경우와 달리 열 형태의 열원에 의한 열동

력 사이클은 열효율보다는 주어진 열원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순일 Wnet을 최 로 높이는 것이 더 

요하다.

Fig. 9에서는 열원공기 단 질량당 시스템의 방

출열 달 Qout에 한 xb와 PH의 향을 보여 다. 

Qout은 xb가 증가할수록 PH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시스템 A와 B에서 Qout를 비교하면 B가 A보다 더 

작다. 이 결과는 Wnet가 같더라도 Qout이 작으면 냉

각수 유량을 이고 응축기의 크기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음을 말해 다. 

5. 결    론

열 형태의 온 공기 열원에서 최 의 동력을 

얻기 한 암모니아-물 랭킨사이클의 거동을 해석

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잉깁스에 지와 화학퍼텐셜을 이용하여 암모

니아-물 혼합물의 열역학  상태량들과 평형조

건들을 계산하 으며 기존 결과들과 잘 일치하

다.

2) 주어진 열원에서 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작

업유체의 최  유량과 응축기에서 최소 냉각수 

유량의 계를 규명하 다.

3) 주어진 터빈입구 압력에서 작업유체의 암모니아 

질량분율이 증가하면 열원공기 단 질량당 작업

유체의 유량과 순일과 열효율이 증가하며, 일정

한 암모니아 질량분율에서 터빈입구 압력이 증

가하면 열원공기 단 질량당 작업유체의 유량은 

감소하고 순일과 열효율은 증가한다.

4) 암모니아-물 랭킨사이클을 사용하면 455K의 열

원공기 1kg/s당 최  13kW의 동력생산이 가능

함을 확인하 다.

후      기

본 연구는 오공과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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