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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  동, 김  상  호, 류  진  상†, 이  재  , 서  종  철, 장  훈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월드에 지

Development of Single effect/Double lift Absorption Chiller & Heater for a 

District Heating Net work

Ki-Dong Koo, Sang-Ho Kim, Jin-Sang Ryu†, Jae Young Lee, Jong Cheol Seo, Hoon Jang

Korea District Heating Corp., †World Energy Co. Ltd

ABSTRACT: This is to report the result of Development of Single effect/Double lift absorption 

chiller & heater which is used in the district heating net work. The heating cycle was newly 

developed to make the secondary hot water from evaporator and the cycle change-over function 

was added for the heating to the cooling mode and the cooling to the heating mode. Finally, it was 

assured through the site trial operation that the outlet temperature of primary hot water can be 

produced lower than 68℃ when the outlet temperature of secondary hot water i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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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계 에 따른 에 지 불균형을 해소할 목 으로, 

한 경제 이고 안 한 기기로 개발된 온수2단

흡수냉동기가 75 ~ 1000RT의 범 까지 상품화되

었지만, 냉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난방을 

해 기존 방식의 형열교환기가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연결 배 을 흡수냉동기에서 형 열교환기로  

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온수2단흡수냉동기는 궁극 으로 상업용건물의 

냉방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냉방을 고려하여 개

발된 기기이므로, 냉난방겸용기기로 확  개발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난방 용 형열교환기(컴팩트유니

트)의 투자비용을 감하고, 단순한 조작만으로도 

쉽게 냉난방 환을 할 수 있는 기기로 발 시켜 공

동주택에까지 그 사용범 를 넓이고자 하는 것이다.

2. 개발목표

재 사용 인 온수2단흡수냉동기에 가스흡수

냉난방기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난방사

이클을 용하여 1차측 온수입출구온도 115 ~ 70℃

일 때, 2차측 온수 입출구온도 55 ~ 60℃가 가능하

고, 이러한 냉난방의 환이 제어 넬의 스 치조작

으로 가능한 온수2단흡수냉난방기를 개발하고, 이

러한 개발결과를 실제로 운  인 온수2단흡수

냉동기에 용하여 상업 으로 용이 가능함을 확

인하는 것으로 하 다. 

3. 난방사이클과 냉난방 환방법의 연구

1차측 온수의 열로 재생기에서 흡수액을 비등시

켜, 발생된 냉매증기가 증발기로 가서 열을 달해

야 하는 조건에서 2차측 온수 출구온도가 60℃일 

때, 1차측 온수 회수온도를 7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1차측 온수 회수온도와 2차측 온수출구온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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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직화식흡수냉난방기 방식

흡수액

Fig. 3 온수2단냉난방기 난방 계통도

Fig. 2 온수2단냉난방기 방식

Fig. 4 온수량 제한 제어로직

Fig. 5 모니터의 냉난방 운  감시 화면

이의 온도차가 은 조건에서 열을 달하기 해, 

흡수액에 냉매증기가 흡수될 경우 온도가 상승하는 

흡수기의 원리를 활용한 사이클을 개발하 다. 아래

의 그림이 가스직화식 흡수냉온수기의 온수생산 방

식과 다른 재 개발된 온수2단냉난방기 방식을 

보여 다. 

         

한  냉난방운 모드의 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증발기로 흡수액 산포배 , 제1재생기와 증발

기사이의 냉매가스배 , 냉난방 환을 해 U 

Trap을 개발하 다. Fig.3은 개발된 난방사이클의 

계통도이다.

4. 제어로직의 연구

난방운 을 해, 한 냉방에서 난방으로, 난방

에서 냉방으로 변환을 해, 운 모드변환제어로직

을 연구 개발하 다. 난방운 시 1차측 온수의 입구

온도가 115℃이므로 1차측 온수의 유량을 온도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어하는 Program를 개

발하고, 난방에서 냉방으로 환시 흡수액으로 오염

된 냉매를 정제하는 Program 등을 개발하 다. 

공동주택의 리 수 ( 문 인 운 리자가 상

주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냉난

방기의 제어 넬의 모니터에서 스 치의 조작만으

로도 냉난방을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고, 제어 넬

의 모니터에서 냉난방의 운 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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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냉난방 환 벨로우즈밸

Fig. 7 벨로우즈밸 의 신뢰성 시험기

Fig. 8 냉난방개조 도면

Fig. 9 개조공사 완료사진

5. 냉난방 환밸 의 개발

냉난방겸용기기는 동 기에 냉방운 사이클을 난

방사이클로, 하 기엔 그 반 로 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환을 해 배 계통의 흐름을 변

화시킬 수 있는 환밸 가 필요하고 그 밸 를 자

동으로 개폐하여야 한다. 흡수액에 의한 부식 문제

로 인하여 흡수냉동기에서는 기 리가 가장 요

한 품질 조건임을 고려하여 밸  스템(Stem)에서 

허용 설량이 1*10-6atm.cc/sec (1일 허용 설량

이 0.1cc이하임)이하가 되도록 한 동구동용 고기

 벨로우즈밸  (Motorized Bellows Valve)를 

개발하 다. 아래의 그림은 벨로우즈를 밸  스템

(Stem)에 용한 밸 의 그림이다

벨로우즈밸  (Motorized Bellows Valve)의 내

구연한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Fig. 7과 같은 신

뢰성 시험장치를 가지고 3개월간 수명가속시험을 

수행하 다.

6. 시범 용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난방사이클, 난방배 계

통, 고기  벨로우즈 밸 , 난방운 과 냉난방 환 

제어로직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 설치된 

300RT  온수2단흡수냉동기에 시범 으로 용

하여 냉난방의 변환, 난방운 , 난방운   1차온

수의 회수온도 70℃이하의 실  등이 가능한지 확

인한다. 아래 그림과 사진은 2008년 겨울에 시범

용을 해 개조된 온수2단흡수냉동기 설계도면과 

개조공사가 완료된 후의 형상을 보여 다.

7. 난방운  결과

난방사이클의 연구 결과로 냉난방배  계통이 설

계되었고, 개발된 고기  벨로우즈 밸 를 사용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설치 300RT  (모델 

2AB300)을 개조하여 시험하 다. 2007년 시범운

을 한 결과 냉난방의 자동변환, 난방운  등의 연구

과제는 성공하 는데 난방운 의 요한 목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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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난방배 계통의 압력손실 해석

Fig. 11 난방운  측정 Data

차온수의 회수온도 70℃이하”를 실 하지 못하

다. 따라서 그에 한 원인 분석을 하고, 2008년에 

추가로 배 설계와 공사를 하여 2차로 시범운 을 

하 고 최종 으로 1차온수의 회수온도 67~68℃를 

실 하 다. 아래의 도표는 그 운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난방부하를 조 씩 증가시켜 100% 이상으

로 운 하는 경우에도 1차온수의 회수온도가 68℃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다.

8. 결론

1999년에 개발샘 (Prototype)로써 40usRT 을 

개발하고, 2006년에 75 ~ 820usRT 범 까지 온

수2단흡수냉동기를 상업화함으로써 온수2단흡

수냉동기에 의한 지역냉방의 기 를 만들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의 연구는  

직화식흡수냉난방기와 같은 형태로 온수2단흡

수냉동기의 증발기에서 냉방용 냉수와 난방용 온

수를 공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었다. 결과

으로는 별도의 난방장치(난방용 Compact Unit)

를 설치하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 고, 

기존의 직화식흡수냉난방기보다 한 단계 더 발

하여 제어 넬의 스 치조작만으로 냉난방 변환

을 가능하도록 하여 그 편리성을 증 시켰다. 

본 과제의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인 “1차

측 회수온도 70℃이하의 실 ”에 해서도, 2차측 

난방용 온수의 공 온도가 60℃일 때, 1차측 지역

난방용 온수의 회수온도를 68℃까지 달성하여 본 

과제의 목표치인 70℃이하로 낮추었다. 하지만, 

온수2단흡수냉난방기의 난방사이클 1차측 회수

온도인 70℃는 류 ․ 공조난방용 난방열교환기

의 1차측 설계회수온도인 55℃(복사난방용 은 5

0℃)에 비해 높으므로, 온수2단흡수식냉난방기

의 난방사이클을 지역난방에 용하기 해서는 

새로운 난방사이클의 개발 등 1차측 회수온도를 

낮추기 한 지속 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후기

본 연구는 2007~2009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

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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