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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hisstudy,inordertoutilizetheseawaterasaheatsourceatGangneungcityneartheEastSeain

Korea,anannualheatingperformanceofascrew heatpumpwassimulated.Forasimulation,themaximum

heatingcapacityofheatpumpwasassumedat3.5MW.AnambienttemperatureatGangneungcitywas

calculatedfrom theTMY2weatherdata,whiletheseawatertemperaturewascalculatedfrom theregression

equationbasedonthemeasurementbytheNationalFisheriesResearchandDevelopmentInstituteofKorea.

Theheatingloadwasassumedlinearlydependentontheambienttemperature,whilethemaximum heating

loadwasassumedtoappearwhentheambienttemperatureisbelow -2.4℃,whichisthetemperatureofTAC

2.5% forheatingatGangneungcity.A heatpumpperformanceatfull-loadwascalculatedfrom theregression

equation,whichinvolvesrefrigerant'sevaporatingandcondensingtemperatures,basedonacommercialscrew

compressor performance map.A heating supply temperature which determines refrigerant's condensing

temperaturewasassumedlinearly dependenton theheating load.A performancedegradation duetothe

part-load operation ofheatpump wasalso considered.Simulation resultsshow thatan annualheating

coefficientofperformance(COPH)ofaseawater-sourcescrew heatpumpisapproximately2.8andthatitis

necessarytoimprovepart-loadperformancetoincreaseanannualperformanceoftheheat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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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CD :DegradationCoefficient

COP :CoefficientofPerformance

LF :LoadFactor

PLE :PartLoadEfficiency

PLR :PartLoadRatio

T :Temperature(℃)

1.서 론

에 지 환경 문제에 처하기 하여 우

리 정부에서는 신에 지 재생에 지 개

발·이용·보 진법을 마련하여 정책 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신에 지 재생에

지의 기술개발·이용·보 진과 련 산업

의 활성화를 해 다각 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와 련하여,최근에는 지열,태양열,

해양온도차 등 온성 재생에 지원이 부각

되면서 이들을 이용하여 기에 지를 얻거

나,냉난방 목 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해수 열에 지는 온도의 계 변동이

하천수에 비해 고 동결온도가 약 -2℃로서

하천수보다 낮으며,냉·난방 시 기와 5～1

0℃ 정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름

에는 기보다 5～10℃ 낮고 겨울에는 기

보다 5～8℃ 높음),히트펌 의 열원으로서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3면이 바

다인 우리나라의 경우,이용가능 해수 열에

지의 부존량은 유효해안선 1 km당 약

7,000Gcal/month인데,이는 해안선 1km당

약 5,000여 세 의 아 트를 난방할 수 있는

막 한 열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 때문에,북유럽의 스웨덴,노

르웨이 등에서는 1982년부터 해수 열원 기기

를 지역난방용으로 이용하고 있다.스웨덴의

경우 1.5～2℃의 해수를 이용,1MW 이상

의 히트펌 랜트가 다수 운 되고 있으

며,노르웨이에서는 4∼7℃의 해수를 열원으

로 약 15km
2
에 달하는 지역의 난방에 해수

열원 히트펌 를 사용하고 있다.가까운 일본

에서도 1993년부터 福岡의 SeasideMomochi

지구를 비롯한 大阪 南港 CosmoArea,高松

Sunport高松地區 등에서 지역냉난방용

으로 해수 열원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해양심층수는 온성,청정성,미네랄

성 부 양성 등을 가지고 있는 가용량이

거의 무한한 환경친화 자원으로,연 2℃

이하를 유지하므로 매우 우수한 냉방열원으

로 활용이 가능하다.이와 련하여,한국에

지기술연구원 고효율 청정에 지연구본부

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

는 공동으로 해양심층수를 열원으로 이용하

는 냉난방 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발할 규모 이상의

시스템 설계를 한 기 연구로서,해수 열

원을 이용한 스크류 히트펌 의 연간 난방운

성능을 모사 고찰하 다.

2.모델링 시뮬 이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해수열원 히트

펌 시스템의 개략도는 그림 1과 같다.시

스템은 크게 해수의 열을 히트펌 로 달하

기 한 해수 열교환기,그리고 압축기,응축

기,팽창밸 증발기로 구성되어 온수를

생산하는 히트펌 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우선 열

원이 되는 해수는 바다로부터  의 온

도로 해수 열교환기로 유입된다.유입된 해

수는 해수열교환기와 히트펌 의 증발기 사

이를 순환하는 라인의 온도를  로

부터 로 가열한 후  의 온도

로 다시 바다로 방출된다.해수 열교환기에서

로 가열된 라인은 히트펌 의 증

발기 내에서 냉매를 증발시키면서  

로 냉각된 다음,다시 해수 열교환기로 유입

되는 순환과정을 반복한다.한편,히트펌 의

증발기 내에서 라인으로부터 열을 받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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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해수열원히트펌 시스템의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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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해수온도의연간실측값과곡선 합결과의비교

발된 냉매는 압축기를 통해 고온 고압 상태

로 된 다음 응축기로 유입된다.응축기로 유

입된 냉매는 의 온도로 부하측으로부터

돌아온 리턴수를 의 온도로 가열시키면서

응축되고,다음 팽창밸 를 지나 다시 증발

기로 유입되는 순환과정을 반복한다.응축기

에서 가열되어 의 온도로 부하측으로 공

된 온수는 부하측에 난방열을 공 한 후

의 온도로 환수되며,다시 응축기로 유입

되는 순환과정을 반복한다.

이상과 같은 시스템에 하여,시뮬 이션

을 한 최 부하용량은 3.5MW로 하 으

며,외기온 데이터로서,강릉 지방의 TMY2

(TypicalMeterologicalYear)2자료를 이용

하 다.

히트펌 의 열원이 되는 해수(표층수)의 온

도는 해양수산 연구정보 포털(http://portal.

nfrdi.re.kr)에서 제공한 주문진 지역의 2010

년 연간 일별 실측 데이터 240개를 이용,시

간(1～8760)의 함수로 곡선 합한 식(1)로부

터 계산하 다.그림 2는 해수 온도의 실측

값과 곡선 합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곡선 합 상 식의 R2=0.9287이다.

 ∙
sin∙

(1)

3.5MW의 난방 최 부하는 강릉지역 겨울

철 TAC2.5% 온도인 -2.4℃
1)

이 이하의

외기온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한,난방부하는 30평 지역난방 아 트의

회귀분석 데이터를 이용,22.8℃ 이상의 외기

온 조건에서 0(zero)가 된다고 가정하 으며,

외기온 -2.4℃∼22.8℃ 조건에서는 난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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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온에 선형 으로 의존한다고 가정하

다.
2)
즉,외기온 -2.4℃∼22.8℃ 조건에서

의 난방 부하율(PLR;PartLoadRatio,0∼

1)은 식(2)와 같은 계식을 갖는다고 가정

하 다.

PLR∙ (2)

히트펌 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해수의 인

입온도( ) 방출온도( )의

차 해수의 열을 히트펌 의 증발기로 달

하는 해수 열교환기 내 해수와 라인 사이의

수평균 온도차는 각각 3℃로 가정하 는데,

이는 일본 후쿠오카 SeasideMomochi지구

해수열 이용 열공 랜트의 동계 해수 온도

차가 3.5℃
3)
,일본 오사카 남항 Cosmosquare

지역의 해수열 이용 열공 랜트의 동계

해수 온도차 해수 열교환기 내 수평균

온도차가 각각 2℃ 1.8℃
4)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의 로 스텐 해수열 이용 열공

랜트의 동계 해수 온도차가 2℃
5)
임을 참조

하여 정한 값이다.

온열을 생산하는 히트펌 유닛의 성능은

부하 성능과 부분부하 성능으로 나타낼 수 있

다.우선 히트펌 유닛의 부하 성능은 상용

HFC-134a스크류 압축기 (Bitzercompact

screwCSH8553-110Ywitheconomizer)의 성

능 데이터
6)
를 이용하여 냉매의 증발온도

( ,) 응축온도( ,)의 함

수로 식 (3)과 같이 나타내었다.

COP











(3)

   

   

   

   

   

히트펌 의 증발온도 응축온도는 일반

인 상용 공조용 열교환기 내 두 유체간의

최소 온도차가 5∼10℃임을 감안하여 결정하

다.히트펌 증발기 내 냉매의 증발온도

( )는 해수 열교환기와 증발기 사이를

순환하는 라인의 해수 열교환기 입구 온도

 보다 5℃ 낮게 형성된다고 가정하

다. 한,히트펌 응축기 내 냉매의 응축온

도()는 온수 공 (생산)온도 보다

5℃ 높게 형성된다고 가정하 다.이 때,실

제 지역난방 열공 시스템의 외기보상제어

운 특성을 고려하여,온수 공 (생산)온도

가 식 (4)와 같이 난방 부하율(PLR;Part

LoadRatio)에 따라 45℃(0%)∼60℃(100%)

로 선형 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 다.

 ∙PLR (4)

히트펌 유닛의 부분부하 성능은 0.25≦

PLR<1조건과 PLR<0.25조건에 따라 다르

게 표 된다.우선 0.25≦PLR<1조건에서는

Stoecker의 부분부하 성능곡선7)에 따르는 것

으로 가정하여,식 (5)와 같은 부하율(PLR;

PartLoadRatio)-부분부하효율(PLE;Part

LoadEfficiency) 계식을 만족시킨다고 생

각하 다.

PLEe∙PLR
∙PLR ∙PLR 

(5)

이 때의 난방성능계수는 부하 난방성능계

수(COP)에 부분부하효율(PLE)을 곱한 값으

로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COPpart load PLE∙COP (6)

한편,스크류 압축기를 용한 시스템의 최

소 운 부하율은 일반 으로 25%이며,이

이하의 부하율에서는 단속(on-off)운 을

하게 된다.즉,PLR<0.25조건에서는 25%의

부하율 조건에서의 부분부하효율(PLE)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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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시간변화에따른연간난방성능계수(COPH)변화

(7)과 같이 정의된 단속(on-off)운 에 의한

성능 하계수 CD
8)
를 고려하여 식 (8)과 같

이 난방성능계수를 표 할 수 있다.식 (7)에

서 LF는 25%의 부하율로 운 (on)되는 시간

과 정지(off)시간의 합에 한 운 (on)시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CD ∙LF (7)

COPPLR   PLEPLR CD∙COP (8)

이상과 같이,해수온도 외기온이 주어지

면 히트펌 유닛의 성능계수 COP를 계산할

수 있고,이 값에 1을 더하여 히트펌 유닛

의 난방성능계수 COPH를 결정한다.

3.결과 고찰

술한 바와 같은 강릉 지역의 연간 난방

부하특성은 다음과 같다.연 90% 이상의

부하율은 1,097시간,즉,12.5%의 시간에 해

당하는 기간 동안만 발생하며,나머지 87.5%

의 기간 동안에는 90% 이하의 부하율로 운

된다. 련하여,연평균 난방 부하율(PLR)

은 42.4% 다.

그림 3은 시간 변화에 따른 히트펌 유닛

의 연간 난방성능계수(COPH)변화이다.운

기간동안의 히트펌 난방성능계수는 2.38

∼3.84의 범 에서 변화하며,연평균 값은

2.79 다.계 별 특징을 살펴보면,동계에는

해수온도가 낮아 히트펌 의 증발온도가 낮

고 부하가 크므로 히트펌 의 응축온도가 높

아 성능계수가 낮다.반면,하계에는 해수온

도가 높아 증발온도가 높고 작은 부하로 인

해 응축온도가 낮으므로,성능계수 향상 요

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하계에는 낮은 부

하율(PLR)에 의해 부분부하효율(PLE)이

하하므로,매우 높은 온도의 해수를 열원으

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성능계수의 향상은

제한 이다. 련하여,운 기간동안의 히트

펌 부분부하효율(PLE)은 55.8∼100%의 범

에서 변화하며,연평균 값은 81.5% 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수 열원을 이용한 스크류

히트펌 의 연간 난방운 성능을 모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난방부하 특성 분석결과,연평균 난방 부

하율은 42.4% 다.1년 7,663시간,

즉,87.5%의 기간 동안에는 90% 이하의

부하율로 운 된다.

(2)운 기간동안의 히트펌 난방성능계수

는 2.38∼3.84의 범 에서 변화하며,연

평균 값은 2.79 다.하계의 높은 해수온

도는 성능계수 향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낮은 부하율(PLR)에 의해 부분

부하효율(PLE)이 하하므로,매우 높은

온도의 해수를 열원으로 이용함에도 불

구하고 성능계수의 향상은 제한 이다.

련하여 운 기간동안의 연평균 히트펌

부분부하효율은 81.5% 다.

(3)그러므로,연간 난방성능계수의 향상을

해서는 부분부하효율 향상을 한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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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해양심

층수의 에 지 이용기술 개발"성과 일부

이며,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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