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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pump driven liquid desiccant (HPLD) system, which takes advantage of cooling capacity and heating capacity from evaporator and 
condenser respectively, have been develop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energy saving potential of a 
HPLD system compared to a conventional liquid desiccant (LD) system. R-134a was used for the refrigerant in the heat pump and aqueous 
solution of lithium chloride was used in the LD system. A simulation based on an empirical model of an absorber was conducted, and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he proposed HPLD system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LD system.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liquid desiccant system in the aspect of energy saving. Moreover, HPLD is 
expected to have a great advantage in terms of compactness from the replacement of the cooling and heating devices in the conventional LD 
system with a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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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DOE))에서 발표

된 보고서에 따르면 액체식 제습시스템(Liquid desiccant 

system, 이하 LD 시스템)이 차세대 공조 기술 중 하나로

서 대두되고 있다 (Makwana & Gohel, 2015). 수증기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강한 제습 물질을 사용하여 외기의 

잠열을 처리하는 LD 시스템은 크게 제습부와 재생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습부에서는 도입되는 공기의 습기를 고

농도의 제습 수용액을 통해 제거하고, 재생부에서는 제습

부 통과후의 묽은 수용액을 초기 고농도로 환원시키게 

된다. 이러한 제습 및 재생과정에는 냉각 및 가열 열원을 

필요로하게 되는데, 특히 재생과정에서는 40 - 80℃의 비

교적 저온의 열원을 필요로 한다 (Lowenstein, 200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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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성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열원 공급시스템이 LD 시스템과 결합되어 제안되

고 있다. 즉, LD 시스템의 운전에 필요한 부하를 처리하

기 위해 다양한 고효율 열원 공급시스템이 합쳐진 하이

브리드 LD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Katejanekarn & Kumar(2008)는 LD 시스템의 가열 및 

냉각 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태양광 시스템과 냉각탑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과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태양 일사량과, 환기율, 제습 수용

액 농도가 시스템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가

지 인자임을 입증하였다. Gommed & Grossman(2007)의 

연구에서는 LD 시스템의 열원으로 태양열 시스템과 냉각

탑을 채택하였다. 그는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

된 시스템이 높은 제습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Jain, Tripathi, & Das(2011)은 전기 히터와 냉각탑

을 사용한 LD 시스템을 대상으로 두가지 제습수용액(염

화칼슘과 염화리튬)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염화칼슘을 사용한 LD 시스템이 염화리튬을 사용한 LD 

시스템에 비해 더 나은 제습 성능을 보임을 결론 내렸다. 

Alizadeh(2008)는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와 증발냉각 시스

템을 사용한 LD 시스템에 대한 소규모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효과적

인 공조 방식임이 확인되었다. Lee & Jeong(2014)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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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적용된 제습증발냉각기반 전외기 공조시스템의 

PV/T 적용성을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통해 검토하였다. 소요 전력부하를 기준으로 PV/T

를 설계한 결과 에너지 자립율과 이산화탄소 저감량이 

기존 시스템 대비 각각 110-116%와 평균 0.23

( )로 나타났다. Jo & Jeong(2015)의 연구에서는 

Lee & Jeong(2014)의 연구와 더불어 제습증발냉각 기반 

전외기 공조시스템의 열원과 시스템 전체의 운전에 소요

되는 전력을 연료전지를 통해 공급하였을 경우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간 19.5 %의 1차 에너

지 소비량 절감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가장 습한 외기로 

인하여 LD 운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8월은 최대 27%

의 1차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외에 최근 들어 냉각 및 가열 열량을 동시에 공급

해 줄 수 있는, 증기 압축식 냉방 사이클 기반의 히트펌

프 시스템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LD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히트펌프 구동 기반 액체식 제습시스템(Heat pump 

driven liquid desiccant system, 이하 HPLD 시스템)에 관

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시스템 성능, 에너지 

소비, 요구되는 냉각 및 가열 부하와 히트펌프에서 발생

하는 냉각 및 가열 열량간의 용량 일치(capacity 

matching)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Yamaguchi et al. 

(2011)은 HPLD의 성능 평가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논하였다. 그 결과 히

트펌프 압축기의 효율과 LD 시스템의 열교환기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적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ergero & Chiari(2010)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VAV 시스템과 HPLD 시스템 성능 및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HPLD 시스템은 흡습성이 강

한 염화리튬(LiCl) 제습 수용액과 소수성의 멤브레인 막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구에서 제시된 HPLD 시

스템은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기존 VAV 시스템 대비 특

정조건하에 최대 50% 이상의 이점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Zhang, Liu, & Jiang(2012)은 히트펌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열열량 중 제습수용액의 재생에 쓰인 후에 남은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방법으로 공랭식 응축기와 수랭식 응축기를 사

용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

존에 과열을 처리하지 않은 HPLD 시스템에 비해 공랭식 

응축기와 수랭식 응축기를 사용한 시스템이 각각 18%와 

35%의 COP 향상을 보였다. Niu, Xiao, & Ma(2012)은 

HPLD 시스템의 4가지 주요 열과 물질전달 구성요소간의

(제습기, 재생기, 증발기, 응축기) 용량일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4가지 주요 구성요소간의 용량일

치는 응축기를 지나는 수용액 유량, 압축기의 회전수, 공

랭식 응축기에서의 공기 유량이라는 3가지 요소가 HPLD 

내부에서 동시에 제어되어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LD 시스템에 

사용된 열원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HPLD 시스템의 에

너지소비 비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냉각과 가열을 위해 각기 다른 열원을 사

용하는 기존의 LD 시스템과 단일 열원인 히트펌프를 사

용하는 HPLD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기존 LD 시스템 대비 HPLD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두 시스템간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존 LD 

시스템과 HPLD 시스템 모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전탑(packed-bed tower) 형식의 LD 시스템이 사용되었

다 (Kumar, 2008). 냉각 및 가열열원의 경우 기존 시스템

은 공랭식 냉동기와 가스보일러가 사용된 반면 본 연구

에서 제시된 HPLD 시스템은 증기 압축식 히트펌프가 사

용되었다. 시스템 분석을 위해, LD 시스템 내의 작동 유

체인 제습 수용액으로는 염화리튬이 사용되었으며 히트

펌프 내부의 냉매로는 R-134a가 사용되었다. 또한 히트펌

프의 증발기와 응축기가 LD시스템의 현열교환기 직후의 

냉각코일과 가열코일과 각각 연결되어 냉각 및 가열 부

하를 담당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은 열역학과 열전달 해석

에 상용되는 연산 프로그램인 EES (Engineering Equation 

Solver Program) Ver. 10.092를 사용하였다.

2. 시스템 개요

2.1 액체식 제습 시스템(LD 시스템)

LD 시스템은 Figure 1과 같이 제습기, 재생기, 현열 교

환기, 가열코일, 냉각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제습기에서는 

제습기를 통과하는 공기(i.e., process air)가 고농도의 수

용액을 만나 습기가 제거된다. 제습과정을 거친 후 묽어

진 저농도의 수용액은 재생기를 통과하는 공기(i.e., 

regeneration air)를 가습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시 고농도

의 수용액으로 재생된다. 이러한 LD 시스템 내부에서의 

제습과 재생이라는 두 가지 과정의 반복은 제습수용액과 

제습기 및 재생기를 통과하는 공기간의 증기압 차이를 

원동력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증기압 차이의 방향이 제

습과 재생 과정의 결정 요인이다 (Ahmed & Abdalla, 

2012). 

수용액의 온도는 증기압 차이에 영향을 주어 LD 시스

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으로 제습과 재생을 위한 수용액의 온도를 각각 15 – 30
℃와 45 – 80℃가 효율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Das, 

Saha, & Jain, 2012). 이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

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제습기와 재생기 

통과후의 수용액은 열회수의 측면으로 1차적으로 현열교

환기를 통과하게 된다. 현열교환기를 통과한 수용액들은 

냉각코일과 가열코일에서 각각 요구되는 온도까지 냉각 

및 가열이 되는데 일반적인 LD 시스템에서는 이를 위한 

열원으로 냉동기와 가스보일러가 각각 사용된다. 

제습기와 재생기는 대표적으로 내부 형태, 열반응 과

정, 그리고 수용액과 도입공기가 만나는 방식의 크게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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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 내부 형태에 따라서는 분무탑

(spray tower)과 충전탑(packed-bed tower), 열반응 과정

에 따라서는 단열(adiabatic)과 내부냉각(internally cooled), 

그리고 수용액과 공기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는 대향류

(counter flow), 직교류(cross flow), 평행류(parallel flow)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LD 시스템은 대향류를 사용

하는 단열 형식의 충전탑 제습기 및 재생기를 사용하였

다(Lowenstein et al., 1998). 

Figure 1. Schematic diagrram of liquid desiccant system

2.2 히트펌프 시스템(HP 시스템)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는 히트펌프는 기존 

열전달 흐름(열역학 제2법칙)의 역방향 흐름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히트펌프는 자연상태에서 열이 자발적으

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동할 수 없다는 법칙을 

거스르고 낮은 온도의 열원에서 높은 온도의 열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이다(Morton, 2013). 히트펌프의 

주요 구성요소는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벨브이다. 

증발기에서는 히트 펌프 내부에 흐르는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를 하는 과정(증발 과정)에서 저온 열원으

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된다. 반면 응축기에서는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화를 하는 과정(응축 과정)에서 고

온 열침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또한 압축기에서는 저

온 저압의 냉매를 고온 고압의 냉매로 압축시켜주며 이 

과정에서 냉매의 엔탈피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냉동 

열역학 사이클을 운전시키기 위해서는 히트펌프의 압축

기에 외부로부터 일을 가해줘야 한다(ENERGUIDE, 2004). 

2.3 히트펌프 구동 기반 액체식 제습 시스템(HPLD 시스템)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HPLD 시스템을 도식

화한 것이다. 제안된 HPLD 시스템은 기존의 LD 시스템

과 히트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히트펌프의 증발기와 응

축기가 LD 시스템의 냉각코일과 가열코일에 각각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증발기에서 흡열반응을 통한 냉각효

과와 응축기에서 발열반응을 통한 가열효과가 LD 시스템

의 수용액을 냉각시키고 가열시켜주게 된다. 이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HPLD 시스템의 히트펌프 내부에 있

는 압축기의 에너지 입력값이 기존 LD 시스템의 냉동기

와 가스보일러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

다. 즉, 냉각과 가열을 위하여 개별 열원을 사용하였던 

기존 LD 시스템에 비해 HPLD 시스템에서는 히트펌프라

는 하나의 열원으로 냉각 및 가열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게 된다.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HPLD system

3.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LD 시스템과 

HPLD 시스템에서 제습기와 재생기에 들어가는 수용액 

온도를 각각 25℃와 60℃로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

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LD 시스템에서는 

공랭식 냉동기와 가스보일러가 각각 냉각 부하와 가열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반면, HPLD 시스템에서는 

히트펌프의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LD 시스템

제습기 재생기

Liquid to 
gas ratio

(LG ratio)
1 2

풍량 2000 CMH 4000 CMH

수용액 유량 0.67 kg/s 0.67 kg/s
수용액 

입구측 온도 25℃ 60℃

현열교환기 
효율 80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EES

기상 데이터 TMY2 weather data 
서울시 8월 외기 데이터

제습기 효율 
모델 Park (2015)

히트펌프 
모델

Jin (2003)
implented in Energy Plus

공랭식 
냉동기 Energy Plus

가스 보일러 Energy Plus

Table 1. Coefficients of vapor pressure equation 

시뮬레이션의 기본 가정 사항들은 기존의 액체식 제습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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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Kim et al., 2014); 제습기와 재생기를 통과하는 

공기 풍량은 2000 cmh와 4000cmh의 정풍량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제습기에 유입되는 제습 수용액의 질량유량과 

공기의 질량 유량의 비(liquid to gas ratio)는 1로 설정하

였다. 위의 두 가지 설정으로 인해 제습기에 유입되는 제

습 수용액 유량은 0.67kg/s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습기와 

재생기에 유입되는 제습 수용액의 온도는 25℃와 60℃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제습기에 유입

되는 고농도 수용액의 농도는 38%이다. 위의 조건들과 

더불어 높은 외기의 습도로 인해 LD 시스템의 성능을 가

장 잘 평가할 수 있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서울

시 IWEC 기상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ASHRAE, 2011). 

3.1 액체식 제습 시스템 (LD 시스템)

LD 시스템의 운전을 위해 필요한 냉각 및 가열 부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습기와 재생기를 통과한 후의 수용

액 온도를 알아야만 한다 (Kim, Park, & Jeong, 2013). 이

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Figure 2.에 표시되어 있는 1–8 지
점에서의 세가지 수용액 상태(유량, 농도, 온도)와 제습기

와 재생기를 통과하기 전·후의 세가지 공기 상태(유량, 

온도, 절대습도)가 필요하다. 수용액과 공기의 상태 변화

에 대한 전체 과정은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기반으

로 진행되었다. 

제습부의 효율을 해석하기위해 현존하는 여러 가지 제

습효율 모델 중 Park(2015)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재생부

의 효율은 재생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절대습도와 온도의 

변화에 대한 정의로 해석하였다. 현열교환기의 효율은 

80% 가정하였다.

3.1.1 제습부

제습 과정은 처리 공기(i.e. process air)가 25℃ 38%의 

고농도 수용액이 충진탑 형태의 제습부를 통과하면서 일

어나게 된다. 이때의 제습 효율을 결정하기위해 

Park(2015)의 선형회귀 제습효율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 

모델은 다음의 6가지 매개변수를 통해서 표현 된다: 공기

(외기) 유량(      )), 외기 온도(    ), 외기 절

대습도(    ), 입구측의 수용액 유량(    ), 온

도(   ), 농도(   ). 또한 제습부의 효율은 

제습부 입구측과 출구측의 공기 온도의 변화() 혹은 

절대 습도의 변화()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식 1, 2). 

Park(2015)의 제습모델로부터 구해진 제습효율과 두 방정

식(식 1, 2)의 연립을 통하여 제습부 출구측의 공기 상태

를 알아낼 수 있다. 식 1에서 사용된  는 제습부 

내부에서 수용액의 평형절대습도(equilibrium humidity 

ratio)를 뜻하며, 식 2에서 사용된 제습부에 유입되는 제

습수용액의 평형 온도( , equilibrium temperature)

는 제습수용액의 온도인 25℃와 동일하였다 (Fumo & 

Goswami, 2002). 제습 효율과 더불어 제습부내에서의 제

습량(   )은 수증기의 질량보존 방정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 (식 3). 또한 제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평형 

방정식은 제습기 통과 전후의 제습 수용액의 엔탈피 변

화를 통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식 4).

   

   
(1)

    

   
(2)

 
    ·  (3)

   ·

    ·    · (4)

3.1.2 재생부

제습부를 통과한 후의 제습 수용액의 농도는 통과전의 

상태에 비해 낮아진다. 하지만 LD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

전과 원활한 성능을 위해서는 다시 고농도 수용액으로의 

재생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균형을 위해 재생부

에서의 재생량은 제습부에서의 제습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통해 재생부를 통과한 후의 공기

의 절대습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식 5, 6). 재생부에서

의 재생 효율( )은 식 7과 식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절대습도 변화량 혹은 온도의 변화량으로 정의될 수 있

다. 식 6에서의 재생량과 식 7을 연립하면 재생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식 8과 연립하여 재생부를 통과

하는 공기의 토출 온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식 7에서의 

는 재생부 내부에서 수용액의 평형절대습도

(equilibrium humidity ratio)를 뜻하며, 식 8에서의 재생부

에 유입되는 제습 수용액의 평형 온도는 재생수용액의 

온도인 60℃와 동일하였다 (Fumo & Goswami, 2002). 재

생부 내부에서의 질량보존 방정식과 에너지 평형 방정식

은 위의 제습부에서의 과정과 동일하다 (식 6, 9).

    (5)

      ·  (6)

   

  
(7)

   

  
(8)

   · 

    ·  · (9)

3.1.3 수용액 냉각 및 가열 부하

위의 과정으로 LD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서의 수용

액과 공기간의 열적 거동을 해석하면 제습부 및 재생부 

통과후의 수용액 온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냉각 코일과 

가열 코일에서의 부하 산정에 사용되는데 각각의 코일에

서 필요로하는 부하는 제습부와 재생부에 유입되는 수용

액의 일정한 온도 설정 값 (각각 25℃, 60℃)을 만족시키

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뜻한다. 제습부와 재생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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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후의 수용액은 각각 가열코일과 냉각코일을 통과하

기 전에 열회수의 개념으로 현열교환기에서 현열을 교환

한다. 

3.2 공랭식 냉동기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존 LD 

시스템

기존 LD 시스템에서는 필요로하는 냉각 및 가열부하를 

처리하기위하여 공랭식 냉동기와 가스 보일러가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랭식 냉동기와 가스보일

러의 해석을 위해 EnergyPlus에 등재되어 있는 TRANE 

chiller CGAM35 모델과 가스보일러 모델이 각각 사용되

었다 (DOE, 2010). 

3.3 히트펌프 구동 기반 LD시스템

HPLD 시스템에서는 증발기에서의 냉각열량과 응축기

에서의 가열열량으로 LD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냉각 및 

가열 부하를 처리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히트펌

프 모델은 Jin(2002)에 의해 개발되고 EnergyPlus에 등재

되어 있는 매개변수 추정 기반의 물대물 (액체-액체) 비

선형 회귀 모델이다 (parameter estimation based 

water-to-water curve-fit model). 이 모델은 가열모드 및 

냉각모드의 두가지 운전모드로 제공된다. 각각의 모드에

서는 열원의 유량(  ) 및 입구측 온도(  ), 

그리고 열침의 유량(  ) 및 입구측 온도(  )라는 

네가지 입력변수를 통해 냉각 및 가열열량과 이때 압축

기에서 필요로하는 에너지 입력값을 산출할 수 있게 된

다. (식 10, 11, 12) 본 연구에서는 히트펌프가 LD 시스템

의 주된 목적부분이 일어나는 제습부에 유입되는 수용액 

온도(25°C)를 맞추기 위한 냉각부하에 초점을 맞추어 냉

각모드로 운전되었다. 냉각모드에서 계산된 열원 및 열침

에서의 용량은 히트펌프의 증발기 및 응축기에서 발생하

는 냉각( ) 및 가열(  ) 열량이며, 각각 냉각 

코일 및 가열 코일에서 필요로하는 냉각 및 가열부하를 

처리하게 된다. 입력 에너지()는 히트펌프 시스템

을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다. 식 10과 11에서

는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켈빈(Kelvin)이 사용되었으며 

reference temperature( )는 283K이다. 지배방정식에 

사용되는 다른 reference 값들과 계수 값들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

 
  ·

 


 · 

 
  · 

 
 (10)




 ·

 
  ·

 


 · 

 
  · 

 
 (11)

    (12)

Figure 3. Flow Chart for Water-To-Water Heat Pump Model

Simulation 
Coefficients Cooling Simulation

Coefficients Cooling

Rated Load 
Vol. Flow 

rate []
5.678× 

Rated 
Source Vol. 
Flow Rate 

[]
5.678× 

Rated Q 
Load 14215.35 Rated 

Power 1329.00

Capacity 
Coeff. 1 -2.8581×  Capacity 

Coeff. 2 4.3425× 

Capacity 
Coeff. 3 -9.6592×  Capacity 

Coeff. 4 1.0978× 

Capacity 
Coeff. 5 4.6779×  Power 

Coeff. 1 -8.3346× 

Power Coeff. 
2 4.3775×  Power 

Coeff. 3 9.0091× 

Power Coeff. 
4 3.6343×  Power 

Coeff. 5 -2.6220× 

Table 2. References and coefficients for cooling mode 

3.3.1 HPLD 시스템에서의 인버터 제어

히트펌프는 전부하 운전(full load control, on/off 

control) 및 부분부하 운전(part load control, variable 

speed control)이 가능하다. 전부하 운전을 하였을 경우 

요구되는 부하와 발생하는 부하 간에 커다란 차이가 생

기게 된다. 즉, 부하와 열량간의 일치(capacity matching)

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하와 열

량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부분부하 운전(variable 

speed compressor control, inverter control)으로 히트펌프

를 제어하였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Madani et al. (2010)

의 연구로부터 압축기의 주파수(
)와 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냉각 및 가열 열량, 그리고 압축기에 필요로 하

는 에너지(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 내었다 (식 

14, 15). 부분부하율은 사용된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의 비

율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압축기 주파수의 

유효범위는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히트펌프 운전에 사용

된다고 알려진 20Hz에서 80Hz를 사용하였다. 식 14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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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부분부하율은() 전부하운전을 하였을 

때 증발기에서 얻을 수 있는 냉각열량()과 LD시스템에

서 필요로하는 냉각부하의() 비율로 나타내었다(식 

13). 이와 더불어 부분부하 운전시 사용된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의 비율이 부분부하율과 같다는 가정을 함으로서, 

해당 부분부하율에 따른 압축기에 필요로하는 에너지양

을 계산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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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하는 부하와 발생하는 열량간의 일치(capacity 

matching)의 관점에서 볼 때, 히트펌프의 운전을 냉각모

드와 가열모드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부하와 열량간의 일치(capacity matching)가 일어나지 않

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습시스템의 목

적이 일어나는 제습기에 유입되는 수용액 온도를 맞추기 

위한 냉각부하에 집중을 두어 히트펌프를 냉각모드로 운

전하였다. 이에 따라 필요한 가열 부하 및 발생하는 가열

열량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 부족한 가열 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조 가스 보일러가 사용되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4.1 기존 LD 시스템 및 HPLD 시스템에서의 수용액 냉

각 및 가열 부하

액체식 제습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시스템에 유입되는 수용액의 상태와 공기의 상태이다 

(Park, 2015). 이 중 수용액은 동일한 조건(온도, 농도, 유

량)으로 운전되었으므로 공기의 상태(온도, 절대습도, 유

량)에 따라 시스템 성능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절대 

습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a), (b), (c)는 각각 외기의 절대습도에 따른 제

습량 혹은 재생량, 제습효율 혹은 재생효율, 그리고 냉각 

및 가열부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에서 나타낸 

LD 시스템의 성능은 모두 절대습도의 변화와 동일한 경

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습부를 통과한 후의 공기와 수용액 상태는 제습부에 

유입되는 공기와 수용액 간의 열전달 및 에너지 전달과 

두 물질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제습과정에서 발생

하는 열(발열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습부에 유입되는 수용액(25℃)의 온도가 유입되는 공기

의 온도(평균 33.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기와의 현열 교환 및 제습과정에서의 발열을 흡수함으

로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제습부에 유입될 때 

0.67kg/s의 정유량으로 설정되었던 수용액 유량은 제습과

정이 끝난 후에 제습량 만큼 유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로 인한 질량 및 에너지 보존에 따라 수용액은 

각각 평균 34.99℃와 45.93℃로 냉각 및 가열 코일에 유

입되었다. 냉각 코일 및 가열코일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온도차는 각각 평균 9.99℃와 14.07℃이다. 이러한 온도

차와 제습과 재생과정으로부터 나는 수용액의 질량 차이

로 인해  Figure 4-(c)와 같이 가열부하가 냉각부하보다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dehumidification and regeneration rate according to 

humidity ratio of the outdoor air

(b): efficiency of the absorber and regenerator according to 

humidity ratio of the outdoor air

(c): required cooling and heating loads according to 

humidity ratio of the outdoor air

Figure 4. Performance analysis of the LD system

4.2 HPLD 시스템의 부하 처리

Figure 5는 HPLD 시스템에서의 필요로 하는 냉각

() 및 가열 부하()와 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냉각() 및 가열 열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연구에서는 

capacity matching을 위해 히트펌프가 부분부하를 고려한 

냉각모드로 운전되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냉각 부하와 

발생하는 냉각 열량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가열열량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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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가열부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부족한 가열부하는 추가적인 가열열원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조 가스보일러()가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스보일러는 Figure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동이 심한 부하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존의 LD 

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하기 위하여 HPLD 시

스템에서의 보조열원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였다

().

Figure 5. Required solution cooling and heating load, 

and heat pump generated load

4.3 에너지 소비 비교 분석

Figure 6은 기존 LD 시스템과 제안된 HPLD 시스템에

서의 에너지 소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1차 에너지로 비

교를 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는 2.75 그리고 가스는 1.1의 

환산계수가 적용되었다 (Park et al. 2015). 전기에너지는 

기존 LD 시스템과 HPLD 시스템에서 각각 공랭식 냉동기

와 히트펌프를 구동시키는데 사용되었으며, 기존 LD 시

스템 대비 HPLD 시스템에서 26% 의 전기에너지 절감 효

과를 나타냈다. HPLD 시스템의 커다란 에너지 절감 효과

는 가스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났다. 기존 LD 시스템에서

는 전체 가열 부하를 가스 보일러로 담당하였지만, HPLD 

시스템에서는 히트펌프의 응축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열 

열량으로 처리 한 후의 부족한 가열 부하만을 보조 가스 

보일러가 담당하였다. 그 결과, HPLD 시스템은 기존 LD 

시스템 대비 84%의 가스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였다. 결

과적으로, HPLD 시스템은 전체 1차 에너지로 환산하였을 

경우 기존 LD 시스템 대비 68 %의 1차 에너지를 절감하

였다. 

Figure 6. Total energy consumption comparison beteween 

conventional LD and HPLD system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D 시스템의 제습부와 재생부에 유입되

는 수용액의 온도를 25℃와 60℃로 일정하게 설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을 공랭식 칠러와 가스보일러

를 사용하는 기존의 LD 시스템과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HPLD 시스템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LD 시스템에서의 냉각 및 가열 코일에서 필요로 

하는 부하를 질량 및 에너지 보존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열 부하가 냉각 부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LD 시스템의 운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당부분이 

가열코일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1차에너지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HPLD 시스템은 

기존 LD 시스템 대비 26%의 전기에너지, 84%의 가스 에

너지, 68%의 전체 에너지 절감을 보였다. 이러한 커다란 

에너지 절감효과는 기존 LD 시스템 운전을 위한 에너지 

소비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가열 부하를 폐열 회수 

개념으로 히트펌프의 응축기에서 일부를 담당 해주었기 

때문이다. 

(3) 추후 연구를 통해 LD 시스템에서 필요로하는 부하

와 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열량간의 일치를 이끌어낸다

면 보조 가스보일러의 사용 또한 더 이상 불필요해질 것

이다. 이는 HPLD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시스템 소형화 관점에서도 큰 이점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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