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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열원 활용을 위한 암모니아-물 재생 랭킨사이클의 엑서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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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ankine cycle using ammonia-water mixture as a working fluid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since
it may be a very useful device to extract power from low-temperature heat source. In this work, the thermodynamic
performance of regenerative ammonia-water Rankine cycle is thoroughly investigated based on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and exergy analysis, when the energy source is low-temperature heat source in the form of
sensible energy. In analyzing the power cycle, several key system parameters such as ammonia mass concentration
in the mixture and turbine inlet pressure are studied to examine their effects on the system performance including
exergy destructions or anergies of system components, efficiencies based on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ammonia concentration increases, exergy exhaust increases but exergy
destruction at the heat exchanger increases. The second-law efficiency has an optimum value with respect to the
ammoni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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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isobaric specific heat, kJ/kgK
 : anergy, kJ/kg
 : anergy ratio
 : specific exergy, kJ/kg
 : exergy input, kJ/kg
 : specific Gibbs free energy, kJ/kmol
 : specific enthalpy, kJ/kg

 : mass flow rate, kg/s
 : turbine inlet pressure, bar
 : heat addition, kW
 : universal gas constant
 : specific entropy, kJ/kgK
 : temperature, K
 : source temperature, K
 : cooling water temperature, K
 : net work production, kW
 : mole fraction of ammonia
 : pinch point, K
 : therm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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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ergy efficiency
 : isentropic pump efficiency
 : isentropic turbine efficiency
 : chemical potential

Subscripts

0 : dead state
a : ammonia
CD : condenser
ES : exhausted source
HE : heat exchanger
RG : regenerator
TP : turbine and pump
w : water

1. 서  론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석

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열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열역학 제1법칙과 함께 시스템

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복잡한 열역학적 계를 최적화

하는 데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엑서지(exergy)
는 특정한 외부 조건에서 주어진 상태에 있는 어떤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유용일을 의미하며, 최
근에는 열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해석뿐만 아

니라 엑서지 해석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8).

현열 형태의 저온 열원을 활용하여 동력을 생산하

는 경우 열원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기를 사용하는 랭킨사이클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은 경제성을 잃게 된다. 암모니아

와 물의 혼합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는, 작동유체가 일정한 압력 하에서 온도가 변화하면

서 상변화가 진행되므로 열교환기 내에서 고온과 저

온 유체 사이의 온도 불균형과 엑서지 파괴를 줄여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저온 열원을 활용하

는 열동력 시스템에 유리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13).

Ibrahim과 Klein14)
은 Maloney 및 Robertson과 Kalina

가 제안한 암모니아-물 동력사이클을 비교 분석하였으

며 Ibrahim15)
은 암모니아-물 랭킨사이클에서 구성 요

소에 따른 열역학적 성능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또 열

교환기의 용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Zamfirescu
와 Dincer16)

는 보일러 대신에 용적식 팽창기를 이용

하여 포화액을 기화시키는 암모니아-물 랭킨사이클

에 대해 연구하였다. Roy 등17)
은 암모니아-물 랭킨 

사이클의 열교환기가 다관통식 열교환기인 경우에 

대하여 유체 흐름을 고려한 사이클 해석을 하였으며, 
Wagner 등18)

은 스크롤 팽창기를 이용한 암모니아-물 

랭킨사이클의 성능특성을 해석하였다. Kim 등19)
은 

농도나 터빈입구 압력의 변화가 재생기가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의 암모니아-물 랭킨사이클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농도 변화에 따른 

열교환기의 온도 특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Kim 
등

20)
은 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고 

저온 열원을 이용하여 동력과 냉동을 병합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암모니아-물 재생 랭킨사이클에 

대한 체계적인 엑서지 해석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의 열원을 활용하여 동력을 생산하는 

암모니아-물 재생 랭킨사이클의 엑서지 특성에 대하

여 조사한다. 시스템의 주요한 설계 변수인 암모니아-
물 혼합물의 암모니아 농도와 터빈입구 압력의 변화

가 각 구성 요소에서 엑서지 파괴(exergy destruction 
또는 anerg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한 열효율(thermal efficiency)과 

제2법칙에 의한 엑서지 효율(exergy efficiency)에 대

해서도 분석한다. 특히 암모니아 농도의 변화에 따라 

엑서지 파괴가 가장 큰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변하는 

사실을 보인다.

2. 시스템 해석

본 연구에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열 형

태의 저온 폐열이 공급될 때 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동력을 생산하는 재생 랭킨사

이클에 대하여 엑서지 해석을 한다. 시스템에서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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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ystem

Fig. 2 Temperature-enthalpy diagram
상태의 작동유체는 펌프에 의해 상태 1에서 상태 2
로 가압된다. 이어서 작동유체는 재생기에 의해 상태 

3으로 예열되어 열교환기로 들어간다. 열교환기에서 

상태 4까지 가열된 작동유체는 터빈에서 상태 5으로 

팽창하며 재생기를 거쳐 6의 상태로 응축기에 들어

가 냉각수와 열교환을 거쳐 상태 1까지 응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열원은 온도 TH의 표준공기이며 작동유체는 열교

환기에 의해 TH-ΔTH까지 가열된다.
2) 열싱크는 입구온도 TL의 냉각수이며 응축기에서 

작동유체는 외부 냉각수에 의해 TL+ΔTL의 포화

액으로 냉각된다.
3) 열교환기에서의 열교환 외에 시스템의 열손실은 

무시한다.
4) 펌프와 터빈 이외에서의 압력변화는 무시하며, 펌

프와 터빈의 거동은 일정한 등엔트로피 효율 

와 로 나타낼 수 있다.

5) 재생기와 열교환기 내에서 고온과 저온 유체의 최

소 온도차는 지정한 최소온도차 ΔTpp에 도달한다.
 
본 연구에서 암모니아-물 혼합물의 열역학적 상태

량들의 계산은 Xu와 Goswami21)
의 과잉깁스에너지 

생성함수 방법을 주로 따른다. 
암모니아와 물의 몰수 및 총 몰수를 각각 Na, Nw 

및 N이라 하면 기상과 액상에서 혼합물의 깁스 자유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n 

 (1)

기액 평형상태에서는 액상과 기상에서 압력과 온도

가 같다는 조건 외에 각 성분의 화학 퍼텐셜(chemical 
potential)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 즉 다음의 연립방정

식을 만족해야 한다.









 







  (2)









 







  (3)

기액 평형조건으로 Xu와 Goswami21)
는 압력과 액

체 몰분율에 대한 방정식 풀이를 피하기 위해 평형

상태에서 압력과 액체의 암모니아 질량분율에 대한 

명시적인 실험식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식 (2)와 

(3)의 연립방정식으로부터 평형조건들을 직접 구하

였다
20). Fig. 2는 압력이 30bar로 주어졌을 때 암모니

아-물 혼합물의 암모니아 농도 변화에 따른 온도-엔
탈피 선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압력이 주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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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ergy ratios of exhausted source and heat exchanger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슬점의 온도와 엔트

로피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열원유체 단위질량당 열원으로부터 시스템으로의 

유입열량 Qin과 순생산일 Wne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5)  

물질의 단위질량당 엑서지 e와 열원유체의 엑서지 

유입 Ei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6)  

 
 ln (7)

여기에서 cps는 열원유체의 정압비열이다. 그러면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의한 열효율 ηth와 엑서

지 효율 ηe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9)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서 엑서지 손실 또는 파

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11)

 
      (12)

 
 

    (13)

 
      (14)

여기에서 하첨자 ES, HE, RG, CD 및 TP는 각각 열

원유체, 열교환기, 재생기, 응축기 및 터빈-펌프에서

의 엑서지 손실 또는 파괴이며, 이들과 순생산일의 

합은 엑서지 유입량과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15)

엑서지 파괴율 혹은 아너지비(anergy ratio) dES, dHE, 
dRG, dCD, dTP는 엑서지 유입량에 대한 각 요소에서 

아너지의 비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16)

  

3.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 열원 유체는 표준 공기이며 사용한 

시스템의 주요 변수들은 TH = 180℃, TL = 15℃, ΔTH 
= 20℃, ΔTL = 10℃, ΔTpp = 5℃, T0 = 288.15K, 
=0.85, =0.90이다. 

Fig. 3은 열원 유체의 배출과 열교환기에서의 아

너지비를 보여준다. 주어진 터빈입구 압력에서 운전

이 가능한 암모니아 농도는 하한이 존재하고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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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ergy ratios of condenser and turbine-pump

한값은 터빈입구 압력 증가에 따라 높아진다. 이것은 

암모니아-물 혼합물이 터빈 입구에서 순수 증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진 압력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낮

아지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물이 포화증

기가 되는 이슬점(dew point)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어진 농도에서 압력 증가에 따라서도 이슬점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열원 유체 배출에 의한 아너지는 

주어진 압력에서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

하는데, 이는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면 열교환기 입

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열원 

유체의 배출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작동유체로 하는 시스템은 

순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현상에 대한 

원인이 더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압력이 18bar일 때 

암모니아 농도가 73% 근방에서 아너지-농도 곡선 기

울기의 경향이 변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열교환기 내에서 고온과 저온 유체의 

최소 온도차가 핀치 포인트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해

석하는데, 암모니아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핀치 포인

트 점이 저온 유체의 출구 쪽에 형성되지만 암모니

아 농도가 증가하다가 73% 이상이 되면 핀치 포인트

가 저온 유체의 기포점에서 형성되며 재생기 내의 

열전달 패턴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재생기 출구에서 

고온 유체, 즉 열교환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는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 시 거의 일정하다가 암모니아 

농도가 73%를 넘게 되면 암모니아 농도에 따라 감소

하게 되며, 열원 유체 배출에 의한 아너지도 73%를 

기점으로 경향이 바뀌게 된다. 
열교환기에서 아너지는 주어진 압력에서 암모니

아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암모니아 농

도가 높아질수록 순수 물질에 가까워지면서 기포점

에서 이슬점까지 온도 변화가 작아지면서 열교환기 

내에서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의 온도차가 커지고 

열교환기에서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커지기 때

문이다. 한편 주어진 암모니아 농도에서 열원 유체의 

배출에 의한 아너지는 터빈입구 압력에 따라 증가하

는데, 이는 압력의 상승에 따라 작동유체의 상변화 

온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열원 유체의 배출 온도

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어진 암모니아 농도

에서 열교환기의 아너지는 터빈입구 압력에 따라 감

소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작동유체가 

열교환기에 들어가 증발하면서 고온 유체와 온도차

가 증가하다가 이슬점에서 최대 온도차가 된 다음 

비열이 작은 과열증기 상태에서는 고온 유체와 온도

차가 감소하게 된다. 주어진 암모니아 농도에서 압력

이 낮은 경우 혼합물의 이슬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열교환기 내의 과열증기 부분이 커서 전체적으로 고

온 유체와 저온 유체의 온도차가 커진다. 그러나 압

력이 높아지면 이슬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교환기 

내에서 상변화 하는 부분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의 온도차가 작아지고 전체적

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열교환기 

내의 비가역성이 감소한다.
Fig. 4는 응축기와 터빈-펌프에서의 아너지비를 보

여준다. 응축기의 아너지는 냉각수의 배출에 의한 손

실량과 응축기 열교환 과정에서 파괴량의 합으로서, 
암모니아 농도와 터빈입구 압력이 모두 매우 낮은 

영역을 제외하고는 주어진 터빈입구 압력에서 대체

로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

여 최대값을 가지며, 암모니아 농도가 약 88%를 기

준으로 하여 농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터빈입구 압력

에 따라 증가하며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소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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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ergy ratio of regenerator

Fig. 6 Thermal and exergy efficiencies

Fig. 7 Compositions of anergies at PH = 18 bar

Fig. 8 Compositions of anergies at PH = 27 bar

만 감소한다. 또한 터빈 및 펌프에서 아너지는 암모

니아 농도에 대해 최대값을 가지며 터빈입구 압력에 

따라 증가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그 변화폭은 미미

하다. 이러한 특성은 시스템의 순생산일과 비슷하며 

다른 요소에 비해 터빈 및 펌프에서 아너지의 비율

은 작은 편이다.
Fig. 5는 재생기의 아너지비를 보여준다. 재생기에

서 아너지는 터빈입구 압력이 18bar일 때 암모니아 

농도가 약 85%에서 최대값을 보이며 압력이 증가함

에 따라 최대값을 보이는 암모니아 농도는 조금씩 

낮아진다. 또한 압력이 높을수록 아너지는 낮아지나 

운전이 가능한 암모니아 농도의 하한선은 높아진다. 
Fig. 6은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의한 열효

율 및 엑서지 효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열효율과 엑

서지 효율은 식 (8)과 식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각 시스템 유입열 및 유입엑서지에 대한 순생산일의 

비로 정의된다. 열원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시스템 

유입열량은 주어진 터빈입구 압력에서 암모니아 농

도에 따라 증가하며 시스템 유입엑서지는 일정하고 

순생산일은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 최대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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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열효율과 엑서지 효율 모두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 최대값을 갖지만 엑서지 효율의 경우 최대가 되

는 암모니아 농도는 약 85%로 열효율에 비해 더 높

다. 또한 엑서지 효율은 열효율에 비해 그 값이 크다. 
Fig. 7은 터빈입구 압력이 18bar인 경우에 식 (16)

으로 나타나는 각 요소의 아너지비가 암모니아의 농

도에 따라 변화하는 모양을 보여준다. 각 구성 요소

에서 아너지의 비중은 암모니아 농도에 따라 민감하

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농도가 66%일 때 아너지는 

열원 유체 배출, 응축기, 재생기 순으로 크고, 농도가 

85%일 때는 재생기, 열교환기, 열원 유체 배출 순이

며, 농도가 98%로 커지면 열교환기에 의한 아너지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Fig. 8에서는 터빈입구 압력이 27bar일 때 아너지

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운전 가능한 암모니아 농도 

영역에서 아너지는 대체로 열교환기, 열원 유체 배

출, 응축기 순으로 크며,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면 

재생기에 의한 엑서지 파괴 비중이 현저히 작아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열 형태의 온도 180℃의 저온 열원

을 사용하는 암모니아-물 재생 랭킨사이클에 대한 엑

서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터빈입구 압력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열원 유체 배출에 의한 아너지는 약간 

감소하나 열교환기에서의 아너지는 급격하게 증

가한다.
2) 시스템 구성 요소의 아너지는 암모니아 농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열원 유체 배출에 의한 아너지

가 지배적이지만 암모니아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

는 열교환기에서의 아너지가 지배적이다.
3) 재생기에서의 아너지, 시스템의 열효율 그리고 엑

서지 효율은 최대값이 존재한다.
4) 배출되는 열원 유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없는 현

열 형태의 열원의 경우에는 열역학 제2법칙을 기

반으로 하는 엑서지 해석이 중요하며, 시스템의 

열적 특성은 암모니아 농도 및 터빈입구 압력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5) 본 연구는 암모니아-물 재생 랭킨사이클에서 운

전 압력에 따라 엑서지 효율이 최대가 되는 최적 

암모니아 농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용 발전 시

스템 설계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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