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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 type absorption chiller are studied numerically to use 

a waste hot water effectively. In the case of the full load, th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of 

LiBr solution are increase about 11℃, 1.3 % respectively at the single effect generator by hot 

water. As a result,  the heat of the high temperature generator are decrease, so the energy can 

be saved. As the partial load decreased the consumption ratio of fuels are decreased and the 

reduction ratio of fuels are increased.  The variation of COP with the inlet temperature of hot 

water is higher than that of the flow rate of hot water. The effect of mean temperature 

difference with solution and hot water of the generator are higher that of flow rate of hot 

water, it can effect on COP which is sensitive to heat of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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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Abs : 흡수기

Con : 응축기

COP : 성능계수

Eva : 증발기

Gen : 1 효용 재생기

HSX : 고온 열교환기

HTG : 고온 재생기

LMTD : 수평균 온도차 

LSX : 온 열교환기

LTG : 온 재생기

m :  질량 유량 [kg/s]

PLR :  부분부하비율(Partial Load Ratio)

U :  총  열 달계수 [kW/㎡․℃]

Q :  열량 [kW]

 

하 첨 자

cons  : 소비

save  : 감

hot      : 폐열 온수 

in       :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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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uble/ Single Effect Hybrid type 

Absorption Chiller

1. 서 론

분산발  시스템은 기존의 력생산이 형 

발 소에서 이루어져 개별 수용가로 공 되어지

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가 지역 혹은 건물에서 발

을 하여 해당구역에서 력을 공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발 시스템의 장 은 형발

소에서 수용가로 공 될 때 방생되는 송  손실

을 일 수 있으며, 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 냉방으로 

력피크가 발생될 때 형발 소의 력 비율을 

하게 유지 할 수 있어 고가의 형 발 소 

추가 건설을 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는 물론 세계 으로 력생산 시스템의 추세가 

분산발 시스템으로 바 어 가고 있다.

재 분산발 시스템의 개발  용에 한 

연구1),2)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폐열을 

극 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이 미진한 편이다. 재 

신재생에 지 시스템에서 폐열을 이용하는 것으

로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연구3),4)와 발  시스템

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탕이나 난방용으로만 사

용하는 연구5)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방용 열원으

로 사용하는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에 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냉각수를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한 일

효용 흡수식 냉동기와 보조열원으로서 직화식 가

스열원을 사용하는 이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결

합된 1 /2  효용 하이 리드 타입 흡수식 냉동

기에 한 성능 특성을 수치  방법으로 수행하

고자 한다.

 

2. 본 론

2.1 1 /2 효용 하이 리드타입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는 열로 구동이 되며 증발기에서 

5℃의 냉수를 만들어 건물의 냉방에 사용된다.  

일반 으로 일  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일반 으

로 80∼90℃의 / 온수로 구동이 되며 냉동기

의 성능계수는 략 0.7 정도 이다. 여기서 성

계수란 냉동기 입열량 비 증발기의 냉동열량의 

비이다. 한 이  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나 

경유등을 버 에서 연소시켜 발생된 열을 가열하

여 냉동기를 구동하게 된다. 략 인 이 효용 

흡수식 냉동기 시스템의 성능계수는 1.0정도로 일

 효용보다 그 효율이 높다. 

일 /이 효용 하이 리드 타입 흡수식 시스템

은 두 시스템의 장 을 활용한 것으로 80∼90℃

의 / 온수가 공 될 경우에는 1 효용 시스템

으로 운 하며, 1  효용 열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스공 에 의한 직화식 COP1.0 의 2  효용으

로 운 하게 된다. 즉 각각의 배열원의 종류에 따

라 냉동기 효율에 유리한 운 방식이 바 게 된

다. 그리고 만약 두가지 열원이 동시에 공 된다

면 1  효용과 2  효용 시스템이 동시에 같이 

작동하여 폐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배

가스 열원이 거나 두 열원이 모두 없을 경우에

는 버 로 구동되는 직화식 2  효용 흡수식 시

스템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냉동기 시스템은 운

이 가능한 천후 시스템이 된다.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  효용 하이

리드 타입의 열 흐름은 다음과 같다. 흡수기

(Absorber)에서 나온 열은 온열교환기(LSX)를 

거쳐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1  효용 재생기

(Generator)로 들어간다. 1  효용 재생기를 통과

한 흡수 용액은 폐열 온수에 의해 재생이 되어  

농도와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후에는 고온열교

환기(HSX)를 통해 고온재생기(HTG)에 유입 된

다. 직화식 가스 열원으로 인해 온도와 간농도 

상태로 증가된 흡수액은 고온열교환기를 지나 

온재생기(LTG)로 들어가 고온재생에서 발생한 



- 274 -

Eva Abs

Con Lg

p

Hg

LSX HSX

Con Gen

1

2

3

5

6

29

31

9

10

13

14

15

16
17

1819

21 22

23

24

25

26

34

12

27

28

7

4

33

32

p

35

30

11

20 8

Eva Abs

Con Lg

p

Hg

LSX HSX

Con Gen

1

2

3

5

6

29

31

9

10

13

14

15

16
17

1819

21 22

23

24

25

26

34

12

27

28

7

4

33

32

p

35

30

11

20 8

Fig. 2 Double/ Single Effect Hybrid type 

Absorption Cycle

고온의 냉매증기로 인해 온도와 농도가 증가한다. 

이후 온열교환기를 통해 온도가 감소한 후 흡

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2.2 사이클 모사

 

2.2.1 용 사이클 용량  조건

Fig. 1의 일 /이 효용 하이 리드타입 흡수식 

냉동기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Fig.2 와 같이 

사이클 내 요소별 치에 번호를 부여하여 모델

링 하 다.

2.2.2 해석 로그램  변수

본 연구에서 용된 모사 로그램은 공학용 

로그램인 EES(Engineering Equation Solver)를 

사용하 으며, 계산 시 용된 보다 세부 인 조

건  용량은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부하 기 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의 목  변수인 체 사이클

에 한 성능 계수(COP)와 연료 소비율(Fuelcons), 

연료 감율(Fuelsave)은 다음식과 같이 나타나며 

세부 인 계산의 범 는 Table 2에 나타나있다.

  


           (1)

Heat duty 
[kW,USRT] 281.1kW, 80RT

m[kg/s] :

Cooling water 22.28

Chilled water 13.40

Weak solution 1.28

T[℃] :

Air and Fuel 25

Cooling water inlet 32

Chilled water 
Inlet/outlet 7 / 12

U․A[kW/℃] :

Absorber 43.81

Evaporator 47.24

Condenser (single) 77.71

Condenser (double) 64.76

HTG 0.80

LTG 18.67

Generator(single) 12.85

HSX 5.00

LSX 4.30

Partial Load Ratio 1.00

Combustion

Excess air ratio(%) 20

Fuel LNG

CH4:0.89, C2H6:0.07, C3H8:0.03, C4H10:0.01

Table 1 Thermal design values of

 absorption chiller.

No Parameter Value

1 Partial Load Ratio 0.5 - 1.0

2
Hot water 

temperature (℃) 80.0 - 95.0

3 Hot water 
flow rate ratio (%)

50.0 - 200.0

Table 2 Parameters for Simulation.

  


          (2)

               (3)

부분부하비율(Partial Load Ratio)에 따른 성능 

변화 계산 시에는 냉각수의 입구온도 변화를 KS

시험법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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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uring Diagram of Double-Effect of 

absorption cycle vs. hybrid type of absorp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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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기존 시스템에 1  효용과 2  효용을 하이

리드타입으로 결합하 을 경우 그 효과  기

타 향을 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이

며, 이에 따른 결과  고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3.1 사이클의 비교

Fig. 3.은 기존의 2 효용 흡수식 사이클과 1  

2  하이 리드타입 흡수식 사이클의 듀링

(During) 선도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본그림

에서 실선은 2  효용 흡수식 사이클을 나타내고 

선은 1 /2  효용 하이 리드 타입 흡수식 사

이클을 나타낸다. 하이 리드 타입은 1  효용 재

생기에서 폐열 온수에 의해 가열되어 흡수액의 

농도와 온도가 각각 11℃, 1.3 % 정도가 증가한

다. 이로 인하여 고온재생기 측에서 가열량이 감

소하여 에 지를 감할 수 있게 된다. 

2  효용 흡수식 냉동기에서 압력은 크게 압, 

압, 고압의 3부분으로 나  수 있다. 하지만 1

/2  효용 하이 리드 타입에서는 상이한 압력

이 형성하는 1  효용 재생기가 추가됨에 따라 4

개의 압력 역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듯

이 1  효용 재생기의 압력은 2  효용 재생기 

압력보다 약간 낮은 압력을 유지한다. 1  효용 

재생기가 추가됨에 따라 고온 재생기에서의 가열

량이 어 고온 재생기와 온재생기의 압력도 

기존 2  효용 사이클보다 낮은 압력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고온재생기 출구의 용액의 농도도 기

존 사이클 농도보다 0.5% 정도 약간 증가한다. 

3.2 냉방 부하 향

본 사이클은 폐열 온수가 주요 가열원이 되고 

고온재생기 가열원은 보조 열원의 개념이 된다. 

이에 따라 부분부하비율이 증가할수록 체 가열

원  2  효용으로 구동되는 비율이 증가 하게 

된다. 이에 따라 Fig. 4.에서 보듯이 부분 부하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화식 가스 열원을 사용하

는 양이 증가되어 연료 소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연료 감율은 감소하게 된다. 한편, 50% 부하 

이하에서는 폐열온수에 의해서만 구동되는 1  

효용 무연료 운 이 가능하게 되어 연료 약은 

100%가 된다. Fig. 5는 부분 부하에 따른 사이클 

성 계수(COP)변화를 하이 리드타입과 기존 이

효용 타입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부분 부

하비율이 감소 갈수록 COP의 감소가 하이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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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이 이 효용 타입보다 크게 변한다. 이는 부

분 부하 비율이 감소할수록 COP가 높은 2  효

용에서 COP가 작은 1  효용으로 그 비 이 바

기 때문이다.  

3.3 폐열 온수 온도 향

Fig. 6 은 폐열 온수 온도에 따른 연료 소비율

과 연료 감율 변화를 각각의 부분부하에서 비

교한 것이다. 온수입구온도가 높아질수록 연료 

감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가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1  효용 재생기에서 냉매 재생량이 증

가하여 2  효용 재생기의 연료소모율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부분부하비율이 감소할수록 연료 

감율이 증가하게 되어 부분 부하 비율이 0.5 일때 

온수온도가 88℃ 이상일 경우 1  효용으로만 구

동 되어 연료 감비율은 100%가 되고 그 반

로 연료 소비율은 0%가 된다. 

Fig. 7 은 폐열온수 온도에 의한 COP의 변화

율을 부분부하율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온수 입

구 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계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식(1)의 COP의 정의에 의해 폐

열 온수 입구온도가 낮아지면 일 효용 재생기 

열량(QGen) 값이 감소하면 그 반 로 2 효용 고

온재생기 가열량이 증가 하게 된다. 이로서 효율

이 높은 2  효용시스템의 비 이 커지게 되므로 

체 시스템의 COP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것

은 부분 부하율이 변하여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

다.

3.3 폐열 온수 유량  향

 Fig. 8 은 폐열 온수 유량에 따른 연료 소비

율과 연료 감율 변화를 각각의 부분부하에서 

비교한 것이다. 온수 유량이 증가할수록 연료 

감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Fig.6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가열원의 유량이 증가 할수

록 1  효용 재생기에서 냉매 재생량이 증가하여 

2  효용 재생기의 연료소모율이 감소하기 때문

이다. 부분 부하율이 증가 할수록 연료 감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이  효용의 비 이 커지기 때문에 연료 감율

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Fig. 9는 폐열 온수 유량의 변화에 따른 COP

의 변화를 각각의 부분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나

타내고 있다. 이는 Fig. 7의 결과와 비슷하게 설

명되어진다. 즉, 폐열 온수 입구유량이 감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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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일 효용 재생기열량(QGen)이 감소되고 그 

반 로 2 효용 고온재생기 가열량이 증가 하게 

된다. 이로서 효율이 높은 2  효용시스템의 비

이 커지게 되므로 체 시스템의 COP는 증가하

게 된다. 일반 으로 1  효용보다 2  효용의 

COP가 높기 때문에 일 효용재생기 가열량 변화

에 의한 향이 이 효용재생기 가열량 변화에 

의한 향 보다 작게 나타난다.

Fig. 9와 Fig. 7을 비교해보면 유량의 변화에 

따른 COP의 변화가 온도의 변화에 따른 COP의 

변화에 비해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열 교

환량에 향을 주는 1  효용 재생기의 온수와 

흡수액과의 수평균 온도차(LMTD)의 변화량이 

온수 유량의 변화량보다 크므로 재생기의 입열량

의 변화에 민감한 COP에 큰 향을 주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산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냉각수를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한 일

효용 흡수식 냉동기와 보조열원으로서 직화식 가

스열원을 사용하는 이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결

합된 1 /2  효용 하이 리드 타입 흡수식 냉동

기에 한 성능 특성을 수치  방법으로 수행하

다.

1. 정격 부하시 하이 리드 타입 흡수식 냉동기는 

1  효용 재생기에서 폐열 온수에 의해 흡수액의 

농도와 온도가 각각 11℃, 1.3 % 정도가 증가한

다. 이로 인하여 고온재생기 측에서 가열량이 감

소하여 에 지를 감할 수 있게 된다. 

2. 부분 부하율이 감소할수록 1  효용의 의존량

이 증가하여 폐열 온수로 구동 되는 비율이 늘어 

연료 소비율은 감소하고 연료 감율은 증가하게 

된다.

3. 온수입구온도가 높아질수록 연료 감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가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1

 효용 재생기에서 냉매 재생량이 증가하여 2  

효용 재생기의 연료소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4. 온수 입구 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계수가 증가

된다. 이는 온수 입구 온도가 낮아질수록 효율이 

낮은 1  효용의 비 이 낮아지고 효율이 높은 2

 효용시스템의 비 이 커지게 되므로 체 시

스템의 COP는 증가하게 된다. 

5. 온수 유량이 증가할수록 연료 감 비율이 증

가하게 된다. 부분 부하율이 증가 할수록 연료 

감율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이  효용의 비 이 커지기 때문에 연료 감율

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6. 폐열 온수 온도의 변화에 따른 COP의 변화가 

유량의 변화에 따른 변화보다 크다. 이는 열교환

량에 향을 주는 1 효용 재생기의 온수와 흡수

액과의 수평균 온도차(LMTD)의 변화량이 온

수 유량의 변화량보다 크므로 재생기의 입열량의 

변화에 민감한 COP에 큰 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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