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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work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olution 

cooled absorber(SCA), refrigerant drain heat exchanger(RSX), exhaust gas/solution heat 

exchanger(ESX) and high efficiency solution heat exchanger on  COP for a double-effect 

series-flow absorption chiller. A simulation program has been prepared for the cycle analysis of 

absorption chillers. As a result,  Solution heat exchangers(LSX, HSX) are a most effective element 

for the COP than the others. In spite of the poor contribution to COP, SCA make a rule to reduce 

the crystallization phenomena of LiBr solution at solution heat exchanger. And the optimum solution 

split ratio are varied with the relative size of RSX and 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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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A : 면 (m
2
)

ABS : 흡수기

CON : 응축기

COP : 성 계수

ESX : 배가스/용액 열교환기

EVA : 증발기

HG : 고온재생기

HSX : 고온 용액 열교환기

LG : 온재생기

LSX : 온 용액 열교환기

 m : 질량유량 (kg/s) 
RSX : 냉매 드레인 열교환기

SCA : 용액냉각흡수기

SR : 용액 분배 비율

U :총 열 달계수(kW/m2K)

X : 농도(%)

하첨자

cr: 결정(結晶) 

fuel: 연료

s : 용액 

out: 출구

0: 기 값    

1. 서 론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로 물 는 암모니아와 

같은 자연냉매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에 한 염

려가 없는 환경친화형 시스템이다. 한  동력 

신 열을 에 지원으로 사용하여 발 소 는 

소각장 등지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구동원으로 사

용할 수 있고, 여름철에 상 으로 가격이 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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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double effect series flow 

absorp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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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gh efficiency double effect series flow 

absorption cycle. (RSX+ESX+SCA, Split typ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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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efficiency double effect series flow 

absorption cycle. (RSX+ESX+SCA, Split type II)

한 가스를 사용하므로 기에 지의 소모를 여 

에 지를 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재 

형의 공조용으로는 물/리튬 로마이드 시스템이 

리 사용되고 있다. 

 직화식 흡수식 냉온수기 사이클의 성  계수

(COP)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련 된 연구
(1, 2,3,)

는 그간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 기기

에 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직화식 흡수식 냉동 사이클의 

고효율화 요소인 용액냉각흡수기(SCA), 냉매 드

인열교환기(RSX), 배가스/용액 열교환기(ESX), 

고효율 용액 열교환기를 조합하여 기존의 흡수식 

냉동기에 부착 하 을 경우 각 고효율 요소의 

향  작동 특성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아울러 본 연구를 기반으로  2  효용 직렬 

흐름 사이클의 최  고효율 작동조건을 설계를 

하도록 한다.  

 

2. 본  론

흡수식 냉온수기 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방

안으로 내부 무효 에 지를 회수하기 하여 용

액냉각흡수기(SCA), 냉매드 인열교환기(RSX), 

배가스/용액 열교환기 (ESX), 고효율 용액 열교

환기를 용하면 성 계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복합 으

로 용한 사이클 계산을 하고자 한다. 

2.1  사이클 모델링 

Fig. 1은 기존 방식인 직화식 2  효용 흡수

식 냉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냉동성 계수(COP)

는 일반 으로 약 1.0 정도를 발휘한다. Fig. 2 

와 3은 기존방식에 용액냉각흡수기(SCA), 냉매드

인열교환기(RSX), 배가스/용액열교환기 (ESX), 

고효율 용액 열교환기를 용 하 을 경우의 시

스템 개략도를 나타낸다. 냉매 드 인열 교환기

(RSX)의 냉각용 희용액을 흡수펌  후단에서 분

지하는 방법에 따라 Split type I과 II로 구분 하

다.

본 연구에서 용된 흡수식 냉동기 시스템 

모사는 공학용 로그램인 EES (Engineering 

Equation Solver)를 사용하여 80RT  직화식 2

 효용 직렬 흐름 H2O/LiBr 냉온수기를 모델 

하 다. 계산 시 용된 보다 세부 인 조건  

용량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2.2  계산 변수  

 계산 시 변수로서 흡수기 출구에서의 희용액 

유량이 냉매드 인 열교환기(RSA)와 고온재생기

로 분류되는 비율이 있다. 이것을 유량 분배 비

율(Split Ratio)이라고 하며 그 정의는 식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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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duty 
[kW,USRT] 281.1kW, 80RT

m[kg/s] : Conventional High 
efficiency

Cooling water 22 22

Chilled water 13 13

Weak solution 1.28 0.89

T[℃] :

Air and Fuel 25 25

Cooling water inlet 32.0 32.0
Chilled water 
Inlet/outlet 12.0/7.0 12.0/7.0

U․A[kW/℃] :

Absorber 43.8 52.6

Evaporator 47.2 61.4

Condenser 64.8 64.8

LG 18.7 18.7

HTG 0.7 0.6

HSX 5.0 8.3
LSX 4.3 7.7
SCA - 2.3
RSX - 1.8
ESX - 0.1
Split Ratio - 0.15
Combustion
Excess air ratio(%) 20 20
Fuel LNG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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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Thermal design values of

 double-effect absorption chiller.

No Parameter Value

1 
Ratio of 
UA

(UA/UAo)

SCA 0.01-4.0

RSX 0.01-3.0

ESX 0.01-3.0

LSX,HSX 0.05-2.0

Absorber 0.7-1.3

Evaporator 0.7-1.5

2 Split Ratio (SR) 0.1-0.3

3
 Weak solution
 flow rate 
ratio(m/mo)

0.7-1.3

4 Split type Type I, II

Table 2. Parameters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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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UA ratio of each component Vs. COP.

다. 본 계산에서는 유량 분배 비율(Split Ratio)을 

0.1∼0.3으로 하 다.  

SR=
m RSX

m ABS, out

(1)

그리고 용액냉각흡수기(SCA), 냉매드 인 열교환

기(RSX), 배가스/용액 열교환기 (ESX), 고효율 

용액 열교환기, 흡수기, 증발기등의 UA 비  희

용액 유량 비율, 냉매 드 인 열교환기용 희용액

의 분배 방법(split type)등이 있다. 세부 인 계

산 범 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계산 시 

용된 기  모델은 Fig.2 와 같은 Split type I의 

경우이다. 계산의 목  변수로서 직화식 흡수식 

냉동기의 성능 계수(COP)는 다음 식과 같이 나

타낸다.

COP=
Q Eva

Q fuel

(2)

3 결과  고찰 

기존 시스템에 고효율화 요소를 동시에 첨가

하 을 경우 그 효과  기타 향을 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이며, 이에 따른 결과 

 고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 계산결

과로서 Table 1의 기존시스템 COP는 1.063이다. 

3.1  요소별 UA비에 따른 변화  

 

Table 2의 각 요소의 UA비 변화에 따른 

COP의 변화를 계산해 보면 각 요소별 COP의 증

가 기여도  최  UA를 알 수 있다. 그림 4는 

UA비의 변경에 따른 COP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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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A ratio of SCA Vs. solution 

crystallization temperature difference (ΔTcr).  

로서 COP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고온

열교환기(HSX)와 온열 교환기(LSX)이며 그 

다음으로는 냉매드 인 열교환기(RSX), 배가스 

용액 열교환기(ESX), 용액 냉각 흡수기(SCA) 순

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냉매드 인 열교환기

(RSX), 배가스 용액 열교환기(ESX) , 용액 냉각 

흡수기(SCA)의 재 UA 값은 이미 COP 증가 

기여에 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 열교환기 효용도(Effectiveness)가 0.88인 고온

/ 온 용액 열교환기는 UA값 확 시 보다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Fig. 5는 용액 냉각흡수기로 유입되는 농용액

의 온도와 그 농도에서 결정(結晶)온도와의 변화

를 UA비율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즉 수식(3)을 

나타낸다.

ΔTcr=Ts-Tcr  (3)

 

UA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온도차가 

 증가하는데 이는 온열교환기로 유입되는 

희용액의 온도가 증가하여 이와 열교환하는 농액

의 온도도 증가하여 발생되는 상이다. 즉 고효

율화의 일환으로 흡수액 순환량이 감소하여 농용

액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온 용액 열교환기에

서 용액 결정 상을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용액 냉각흡수기가 COP 향상 기여도가 낮

더라도 다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Fig. 6은 흡수기와 증발기의 UA변화율에 따

른 COP의 변화와 농용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온재생기와 응축기는 UA변화는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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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A ratio of absorber & evaporator  Vs. 

COP & Strong concentration of H2O/LiBr.

큰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해석에서는 제외하

다. 그림에서 보면 흡수기보다 증발기의 변화가 

COP 변화에 큰 향을 을 알 수 있다. 이는 

증발기가 흡수기보다 냉동 용량 향상에 직 인 

인자이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증발기와 흡수기

의 UA가 증가하면 농용액의 농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증발량이 증가하거나 흡수능력이 

증가하면 희용액의 농도가 감소하여 농용액의 농

도도 묽어지기 때문이다.

  

3.2  용액 분배비(SR)에 따른 변화 

식 (1)에서 정의 했듯이 용액 분배비(SR)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희용액 유량  온열교

환기(LSX)보다 냉매드 인 열교환기(RSX)로 가

는 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부 열

회수에 온의 희용액이 유량이 어디에 집 되어

야 더 효과 인가하는 것이 건인 것이다. Fig. 

7에서 보듯이 용액 분배비(SR)가 증가함에 따라 

COP가 기엔 증가하다가 정 을 보인 후 감소

하는 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정  지 에서 열

회수량이 극 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작은 용

액 분배비에서는 냉매드 인열교환기 열교환량 

증가량이 온 열교환기 열량 감소량보다 크므로

체 열교환량이 커지다가 정 을 지나면 냉매드

인 열교환기에서는 효용도상 열 회수량 증가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온용액열교환기(LSX)에서

는 용액순환량 감소로 열교환량이 감소하므로 

체 열회수량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은 냉매드 인 열교환기의 UA값이 작을수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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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 Strong Concentration of solution.

 

은 용액 분배비 역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Fig. 8은 용액 분배비(SR)가 증가에 따라 

COP가 변하는 것을 온 열교환기의 UA 값 변

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온

용액열교환기의 UA값이 증가함에 따라 COP의 

정 은 작은 용액분배비로 이동됨을 알볼 수 있

다. 이는 Fig.7의 상과 같은 이유로 작은 용액

분배비 역에서 온 용액 열교환기로가는 희용

액 유량이 많으므로 이와 열교환하는 온열교환

기 크기가 클수록 작은 용액 분배비(SR)로 정

이 이동하게 된다. 즉 냉매드 인 열교환기와 

온열교환기의 상 인 크기에 따라 COP 최  

용액 분배비(SR)는 변하게 된다.

3.3  용액순환량에 따른 변화 

Fig. 9은 희용액 순환량에 따른 COP의 와 농

용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희용액의 순환량

이 감소하면 흡수식 냉동기의 재생기에서 열 

부하 감소로 그림에서 보듯이 냉동기의 COP는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농용액의 상승에 의한 결

정 상으로 희용액 순환량 감소에는 제약을 받는

다. 이에 따라 용액 순환량 감소에 따른 농도 증

가 상을 완화시키기 해서는 증발기와 흡수기

의 UA값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즉 증발

기  흡수기용 고효율 열교환기 용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 했듯이 이 경우에 

용액 냉각 흡수기의 용은 온 열교환기에서 

농용액의 결정 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3.4  희용액 분배 방식에 따른 변화

Fig. 2와 3에서 보듯이 냉매드 인열교환기

로 유입되는 흡수기출구 희용액을 어느 치에서 

분지시키는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용액 냉각기 출구의 희용액에서 분지하는 방식과 

희용액 출구에서 온의 용액을 분지하는 방식 

에 따라 각각 분지타입(Split type) I, II로 명하

다.  Fig. 10에서 보듯이 용액 분배비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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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Heat of RSX & SCA for split type(SR=3)

걸쳐 분지 타입I이 II보다 COP가 우수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분지타입 I 경우에는 용액 분배비가 

증가하여도 용액냉각흡수기 열량은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분지 타입 II의 경우에서는  용액 냉각

흡수기 열량이 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냉

매드 인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희액의 온도가 

온이기에 얻는 열량의 이득 보다 용액 냉각 흡수

기에서 희용액 유량 감소로 발생되는 열량 손실

이 크기 때문이다. Fig 11에서도 보듯이 용액냉

각흡수기에서 두 타입의 열량차가 냉매드 인 열

교환기에서 보다 다소 큼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흡수식 냉동 사이클의 고효율

화 요소인 용액냉각흡수기(SCA), 냉매 드 인 열

교환기(RSX), 배가스/용액 열교환기(ESX), 고효

율 용액 열교환기를 조합하여 기존의 흡수식 냉

동기에 부착 하 을 경우 각 고효율 요소의 향 

 작동 특성을 악하 다.

 

1. COP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추가 요소는 

고온열교환기(HSX)와 온열 교환기(LSX)이며 

그 다음으로는 냉매드 인 열교환기(RSX), 배가

스 용액 열교환기(ESX), 용액 냉각 흡수기(SCA) 

순임을 알 수 있다. 

2.  용액 냉각 흡수기(SCA)는 COP 향상 기여도

가 낮더라도 온 용액 열교환기에서 용액 결정 

상을 일 수 있는데 역할을 한다.

3. 용액 분배비(SR)가 증가함에 따라 COP가 

기엔 증가하다가 정 을 보인 후 감소하며, 이러

한 정 은 냉매드 인 열교환기의 UA값이 작을

수록 작은 용액 분배비 역으로 이동된다. 

4. 냉매드 인 열교환기와 온열교환기의 상

인 크기에 따라 COP 최  용액 분배비(SR)

는 변하게 된다.

5. 용액 분배비 역에 걸쳐 분지타입 I이 II 

보다 COP가 우수하다. 그 이유는 분지 타입 II의 

경우 냉매드 인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희액의 온

도가 온이기에 얻는 열량의 이득 보다 용액 냉

각흡수기에서 희용액 유량 감소로 발생되는 열량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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