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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ynamic model has been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operability of a single and 

double-effect solar energy assisted parallel type absorption chiller. In the study, main components 

and fluid transport mechanism were modeled. And solar radiation and the solar collector also were 

also modeled along with its control design. The model was run for the single mode with solar 

energy supply only and the solar/gas driving double effect mode. From the simulation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 configuration of the chiller is not capable of regulating solution flow 

rates according to variable solar energy input. And the issues of the excessive circulation flowrate 

and the mismatch between available solar power and cooling load discourages the use of the single 

mode, but the dual use of gas and solar power is recommendable in view of controllability and 

enhanced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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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세계 으로 재생에 지에 한 심이 높고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새로운 산업 동력원으로 

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태양열은 주로 난방과 

온수 공 용으로 보 되어 왔으나 여름철에는 용

도가 어 상 으로 태양열 이용율이 낮은 형

편이다. 태양열의 효용도를 높이기 하여 흡수

식 냉온수기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

만 낮은 성 계수 (COP)와 고가의 시설비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갖춘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

았다. 실용화를 한 제품형태는 태양열과 가스

열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 효용 하이 리드 흡수

식 시스템이다(1). 부분 인 연구방법은 정상상태

에서의 열평형 해석(1,2)과 태양열을 이용한 단일

효용 시스템 성능측정(3)이 부분이다. 

문제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운 하는 경우 하드

웨어 인 구속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어상의 문제 들이 충분히 고찰될 수 없다는 

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시제품 제

작에 앞서 설계된 하이 리드 시스템을 가상 운

하여 문제 을 악할 수 있는 가상의 시뮬

이터 개념이 유용하다. Fu 등(4)은 Modelica라는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하여 동특성 모델을 개발하

고 정상상태에서 부하변동을 주어 실험 데이터와 

상 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시뮬 이터 개념까지

는 확장하지 못하 고 용 상도 가스만을 이용

한 이 효용 흡수식 시스템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직렬식 이 효용 냉온수기 시뮬 이터를 개발

한 경험(5)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병렬식 

일이  겸용 하이 리드 흡수식 시스템의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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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chematic of a hybrid parallel type absorption chiller

이터를 개발하 다. 시뮬 이터는 일사량, 태양 

집열기  제어방식도 포함한다. 

2. 동특성 모델링

2.1 시스템 구성

Fig. 1은 태양열 집열기를 제외한 병렬식 하이

리드 LiBr-H2O 흡수식 냉온수기의 구조를 나

타낸다. 

기존 병렬식 흡수식에 태양열 온수를 이용하기 

한 solar generator (STG)와 solar condenser 

(SC)가 추가되고 냉방부하에 따라 일  이  겸

용 운 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유량 제어 밸

들이 추가 되었다. Fig. 2는 태양열 집열기와 그 

제어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제어 장치는 원가

감에 의한 실용화를 해서 ON/OFF 방식의2

개의 솔 노이드 밸 와 선풍기 속도 제어와 동

일한 3단 탭 방식을 용하 다. 제어기는 온수

출구온도를 읽어 설정값 80℃를 유지하도록 PI 

제어를 수행하며 PI 출력값의 범 에 따라 정지

부터 3단까지의 속도 탭 릴 이를 선택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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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Solar 
collector

0    1    2    3

Recirculation 
valve

Hot water 
supply valve

Solar 
generator

Relays

Fig.2 Solar collector and its control

 계 되었다. 온수공 밸 와 재순환 밸 는 서로 

반  방향으로 인터록 (interlock)이 되어 있어 

집열기 출구온수는 밸  동작에 따라 Solar 

generator나 재순환 펌   한 곳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다.

 냉온수기 모델은 크게 4개의 역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로 발생기, 응축기, 흡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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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는 쉘-튜  방식의 열교환기로 모델링 된

다. 이 모델은 쉘 측의 작동유체를 상변화를 포

함하는 열평형 방정식으로 표 하는 단일 열용량 

시스템(lumped system)을 용하 다. 두 번째는 

용액열교환기(Fig. 1의 HSX, LSX, Drain HX)로

서 두 개의 향류 간의 열교환으로 유동방향 온

도변화가 존재하는 단상의 열교환 시스템으로 

모델링 된다. 세 번째는 액막형 열교환기인 태양

열 발생기(STG)의 모델링이다. 마지막으로 유체 

이송 메카니즘이 있으며, 병렬식의 경우 그 과정

이 복잡하기 때문에 펌 의 유량 특성과 연계하

여 모델링하 다.

보일러에서의 열 발생은 일반 인 연소방정식

을 용하여 반응물과 배기 생성물의 엔탈피 차

이로부터 발열량을 계산하고 일반 인 보일러 효

율만큼의 열량은 고온재생기에 공 되고 나머지 

열량은 배기가스 온도 결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2.2 주요 구성요소 모델링

쉘-튜  방식의 열교환기  향류 열 열교

환기 그리고 액막형 열교환기는 각각 연구자의 

련 연구문헌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5-6)
 본 연구

에서는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모델들은 과도 

응답특성 모사를 하여 열용량을 고려한 질량 

 에 지 보존 방정식으로 구성하 다. 해는 물

성치 계산루틴과 연계하여 이분법(bisection 

method)과 같은 수치해석 방법을 용하여 구하

다. 일사량  태양 집열기 열 달 모델은 

Duffe et al의 서
(7)
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이를 토 로 로그램을 작성하 다.

2.3 시뮬 이션 조건

 형 인 여름 날씨를 모사하기 하여 7월 

31일 오후 12시부터 작동하는 조건으로 모사하

다. 냉방부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팬코일 유닛의 

작동 댓수를 조 하는 형식으로 제어하 다. 최

의 1시간은 태양열만으로 구동되는 일 효용 

운 이다. 이 경우 가스열원이 없으므로 가스 열

을 활용하는 HTG  LTG로의 용액순환은 열손

실만 증가시킨다. 따라서 Fig. 1의 VH가 닫  

HTG로의 용액 공 을 차단하고, 반 방향으로 

인터록된 V1과 V2의 V2를 닫아 LTG로의 용액

순환을 차단하고 Solution spray pump로 직  

흐르게 한다.

태양 집열기 면 은 40 이고 형 (plate 

type)을 용하 다. 집열기는 정남향이고 지면에 

하여 45 〫기울어져 있고 맑은 날씨를 기 으로 

일사량을 계산하 고, 기온도는 30℃〫로 설정하

다.

LiBr-H2O 용액과 냉매인 물의 열역학  물성

치 계산은 각각 Kaita와 NIST의 REFPROP 

libraries의 결과를 이용하 다. 로그램 언어는 

객체지향 구조인 Microsoft사의 Visual C++를 사

용하 고 GUI 구성  행렬 연산 등을 하여 

National Instruments사의 Visual Studio를 활용

하 다. 지배 방정식 계산을 한 연산 시간간격

은 2 로 설정하 으며 체 연산시간은 시뮬

이션 운 시간의 약 1/8정도로 짧았으므로, 실제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한 가상 실시간 시뮬 이

터 구 이 가능하다.

최  한 시간의 일 효용 운  후 나머지 한 

시간은 태양열과 가스열을 병용한 이 효용 운

으로 운 모드를 변경하 는데, 첫 번째 경우는 

동일한 댓수의 팬코일 유닛 (20% 부하)에 하

여 운  모드만 변경하여 시스템이 겪는 교란의 

특성을 제어 에서 악하고자 하 고, 두 번

째 경우는 팬코일 유닛 작동 댓수를 5배 (최  

부하) 증가시켜 태양열이 성 계수 향상에 미치

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Fig. 3은 7월 31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태

양 집열기에 직  입사되는 일사강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2시간 동안 일사강도는 약 10%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 동특성 모델 시뮬 이션 결과  고찰

3.1 운 모드 변경이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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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Solar power incident on the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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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운 모드에 따른 냉방능력 특성을 보

여 다. 결과에 의하면 기 1시간 동안 약 1.3 

RT 수 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Fig. 5와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열 공 열원에 비해 용

액순환비가 무 커서 흡수액 농도가 계속 희석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액순환비가 큰 이유는 

Fig. 1의 펌  용량과 밸  유량계수 등이 이

효용 운 에 최 화되어 있고 구조와 원가 문제

로 일 효용에 맞게 유량조 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Fig. 7은 냉수 입구  출구온도의 거동을 나

타낸다. 일  모드는 과도한 용액순환비로 인해 

냉방능력이 감소한 결과 냉수출구온도는 제어설

정 온도인 7℃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한

다. 반면에 한 시간 후 태양열 겸용 이 모드로 

환한 경우에는 가스열 공 으로 인하여 냉수온

도가 격히 하강하고 운  종료 10분 에는 설

정온도인 7℃로 잘 제어하고 있다. Fig. 8은 가스

공 량을 나타낸다. 이 모드로 변환시 13℃에 

가까운 냉수출구온도를 7℃로 낮추기 하여 가

스량이 최 로 공 되었다가 오차에 반비례하여 

가스량이 감소하면서 정상상태 냉방부하인 2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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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pplied gas flow rate 

로 수렴 운 되고 있다.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하면, 모드 변환 운 에 

하여 시스템은 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태양

열 단독운 은 여러 가지측면에서 비효율 이고 

가스열원을 병용하여 운 하는 것이 가스 소비량

을 이고 제어성능을 향상시키는 시 지 효과를 

가져 온다고 단된다.

3.2 부하 변화운

하이 리드 시스템의 제어 안정성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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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격한 부하변동에 한 제어 응답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 1시간 동안은 앞 의 경우처럼 건물의 

팬코일 유닛 수의 20%만 가동하고 1시간 이후에

는 팬코일 유닛을 100% 스텝으로 가동하 다. 운

은 최  한 시간은 태양열 일 모드, 그 이후

는 태양열 겸용 이 모드 운 으로 설정하 다.

Fig. 9는 이 때의 냉방능력과 성 계수 (COP) 

추이를 보여 다. 2시간 후의 COP는 약 1.45, 냉

방능력은 9 RT 다. COP는 태양집열기 면 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 되는 태양열 온수량이 많을

수록 증가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 시뮬 이션에 

용된 냉수온기는 10 RT를 기 으로 설계된 것

인데 아직 태양집열기 면 이 최 화되지 않았

다. Fig. 10은 냉수 입출구 온도의 거동을 보여주

고 있다. 한 시간후 냉수온도가 격히 상승하는 

것은 냉방부하의 스텝 입력에 비해 시스템이 웜

업되는데 시간이 걸려 증가하는 냉방부하에 응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웜업이 종료되면서 냉

수 출구온도가 설정온도인 7℃ 보다 높은 8℃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집열기 면 을 늘리거나 

냉온수기 용량 자체를 증 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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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oling capacity and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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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illed water temperatures 

 의미한다.

Fig. 11은 팬 코일 수 100% 가동에 응하기 

한 가스공 량 변화를 나타낸다. 최 용량의 가

스 공 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웜업과 팬코일 부

하의 진 인 증가로 인해 시스템이 정상상태를 

찾아가는데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됨을 냉수출구온

도 거동으로부터 알 수 있다. Fig. 12는 용액 농

도 거동을 나타낸다. 일  운   희석되던 희

용액 농도는 57.3%까지 증가하고, HTG 농용액

은 63.6%까지 증가하여 6.3%의 농도차를 보여주

고 있다. Fig. 13은 용액의 온도거동을 나타낸다.

Fig. 14는 태양 집열기에서의 온수 온도와 유

량 거동을 나타낸다. 집열기 출구 온수 온도는 

80℃이하에서는 집열기에서만 재순환되고 그 이

상에서는 오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Solar 

generator로의 순환량이 증가하는 제어구조이다. 

재의 제어기 설계와 펌   집열기 용량에서

는 일  운 의 경우 약 90℃ 근처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태양열 겸용 운 모드에서는 출구온

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가스열로 인하여 

Solar generator로 유입되는 용액의 온도가 상승

한 결과 집열기로 돌아가는 온수 온도도 87℃이

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순환유량도 0.15kg/s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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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upplied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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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olu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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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Water temperatures and mass 

flow rate through the solar collector 

가 되도록 설계되어 유량이 증가되지 않기 때

문이다. 최  순환 유량을 증 시키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으나 재 시스템은 펌  속도가 3단 

제어이므로 낮은 태양열 부하에서는 유량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 유량 제어범 을 넓히기 해서

는 3단 제어가 아니라 인버터를 용하거나 연속 

가변되는 바이패스 밸 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제품의 원가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결 론

일이  겸용 하이 리드 시스템 동특성 모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병렬식 이 효용 하이 리드 시스템은 일  운

시 흡수액 순환유량이 태양열 공 능력에 비해 

과도해져 성능이 하된다. 이는 병렬식 구조 특

성상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다. 한 일사조건과 

냉방부하를 일치시키기 어려우므로 COP 향상과 

제어성능 향상을 해 태양열 겸용의 이 효용 

모드로 상시 운 하는 것이 재생에 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인 방법으로 악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에 지 리공단의 신재생에 지 에

지자원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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