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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orption chiller-heaters have widely been used for cooling and heating in public buildings, 

due to government energy policy in Korea since 1980s. However, the sequence of operations for 

such absorption chiller-heaters with different capacity and efficiency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under actual operational condi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nergy savings 

from the sequential controls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for a public office building using 

calibrated energy simulation with measured data in summer.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proposed sequential operations with a prorate load control of three absorption chiller-heaters is 

expected to save cooling energy (e.g., gas consumption) about 17% for the case-study build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sequential operations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should 

be coupled with equipment efficiency and capacity to effectively improve overall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ve energy.

주요어 : 흡수식 냉온수기, 성적계수, 순차제어, 에너지절감

Keywords: Absorption chiller-heaters, coefficient of performance, sequential operation, 
energy savings

서 론

가스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의 냉, 난방 열원설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여름철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흡수식 냉온수기의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아직까지 1.3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Nam, 2019) 실제 운전조건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용량과 효율이 상이한 2대 이상의 흡



A Study on the Effects of Energy Savings from the Sequential Controls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for Public Office Buildings in Summer

Journal of KIAEBS Vol. 13, No. 6, 2019 ∙ 537

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건물의 냉, 난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을 통하여 열원시스템의 운전 현황을 파악하고, 건물의 부하에 따라 대수제어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Kim and Song, 2017). 공공건물의 경우 최근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의 도입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냉, 난방 열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실

질적인 에너지 절감은 미흡한 실정이다(Ra et al., 2019). Jung et al. (2012)은 기존 업무시설을 대

상으로 터보냉동기 및 흡수식 냉동기의 냉수 토출온도, 냉각탑의 용량제어 등의 운전 방법의 개선

을 통하여 열원설비의 총 에너지사용량의 7.2%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Seo 

et al. (2016)은 사무소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중간기에는 냉동기를 부하에 따라 순

차적으로 제어(i.e., Sequential control)하고, 냉방기에는 냉동기의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부하

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Uniform 제어를 적용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보일러 또는 터보내동기의 용량을 대수 분할하거나 부하의 

분배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측하였으며 흡수식냉온수기

의 대수제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건물에 설치된 

용량과 효율이 다른 흡수식 냉온수기의 운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

션 모델을 보정하여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수제어를 통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개요

대상건물 시뮬레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형태와 규모가 다른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기관

의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수제어 방안에 대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igure 2는 대상건물 에 대한 eQUEST 3.65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1과 Table 2는 시뮬레이션 조건을 요약하여 나타

내고 있다. 

Figure 1. Floor layout of the case-study 

buildings

Figure 2. Simulation model for the case-study 

buildings



A Study on the Effects of Energy Savings from the Sequential Controls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for Public Office Buildings in Summer

538 ∙ Journal of KIAEBS Vol. 13, No. 6, 2019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for the case-study buildings

Building Type
Construction 

Year

Total 

Floor Area

Number 

of People
Floors

Building A 1967 9,174 m2 400 1F ~ 3F

Building B 1980 4,629 m2  70 1F ~ 4F

Building C 1990 8,120 m2 500 B2F ~8F

Construction

&Windows 

Properties

Building 

Envelope
0.47 W/m2

Space 

conditions

People 7.6 m2/person

Roof 0.68 W/m2 Lighting 6.7 W/m2

Win-

dows

West 0.182 W/m2 (SHGC 0.22)
Equipment 7.3 W/m2

Others 0.53 W/m2 (SHGC 0.73)

Heating & 

Cooling 

Plant

Absorption 

chiller-

heaters 

240RT, 400RT, 450RT 

(3EA)

HVAC 

Systems

System type CAV/FCU

Cooling set-

point temp.
26℃ 

Circulation 

pumps

Constant speed

(3EA)

Cooling 

Period
6/17 ~ 9/16

Cooling 

towers

Open Type

(3EA)

Operation 

schedule 
08:00~17:00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for the case-study absorbtion chiller-heaters

Capacity Installation Year Supply/Return water temp. Gas consumption Flow rate COP Remark

240RT `10.6 7℃/12℃ 599,902 kcal/h 145.2 ㎥/h 1.2 Gas-fired

400RT `14.9 7℃/12℃ 999,669 kcal/h 241.9 ㎥/h 1.2 Gas-fired

450RT `94.8 7℃/12℃ 1,881,000 kcal/h 272.0 ㎥/h 0.7 Gas-fired
 

대상건물 흡수식 냉온수기 운전 현황 및 가스 사용량

대상건물 냉난방 열원시스템은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1990년도에 증설된 C동을 중앙 

냉, 난방 열원 시스템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설치 년도, 설치 용량, 운전 효율이 상이한 3대의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건물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

수제어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ure 3와 같이 기존의 자동제어 시스템

과 연동하여 하절기 냉방기간(2016년 6월 17일 ~ 2016년 9월 16일) 동안 시간별 흡수식 냉온

수기의 운전현황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별도의 가스미터를 흡수식 냉온수기 3대에 각각 설치

하여 시간별 가스사용량을 분석하여 흡수식 냉온수기의 가동현황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상건물은 Figure 4와 같이 7월에는 효율이 좋은 흡수식 냉온수기(COP 1.2) 240RT와 

400RT 2대를 동시에 운전하고 있으며, Figure 5와 같이 외기온도가 높은 8월에는 효율이 낮

은 450RT (COP 0.7)를 추가적으로 가동하여 3대를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건물의 흡수식냉온수기에 대한 하절기 실제 운전 현황을 바탕으

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Baseline 모델을 작성하고, 흡수식 냉온수기의 용량과 효율을 고려하

여 대수제어 방안을 검토하고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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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reen picture of monitoring system for central heating and cooling plant.

Figure 4. Hourly Gas consumption of the three absorption chiller-heaters (July)

Figure 5. Hourly Gas consumption of the three absorption chiller-heaters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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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시뮬레이션 모델 보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상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정하기 위하여 하절기 냉방기

간 동안에 대상건물의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실제 월별 모니터링 가스사용량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ASHRAE Guideline 14에 의하면 월별 데이터의 경우, 실제 측정값과 시뮬

레이션 결과와의 오차가 MBE (i.e., Normalized Mean Bias Error) 값은 5% 이내, CV (RMSE) 

(i.e., Coefficient of Variance of Root Mean Square Error)값은 15% 일 경우에 시뮬레이션 모

델이 보정되었다고 정의하고 있다(ASHRAE, 2002). 대상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우 

Table 3과 같이 MBE = 6%, CV (RMSE) = 12% 의 오차를 나타남으로써 ASHRAE 14에서 제

시하는 허용 오차의 범위에서 보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ure 6은 실제 모니터링을 통한 월

별 가스사용량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픽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대상건물에 적용한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흡수식 냉온수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방용량 대비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를 산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적용한 흡수식 냉온수기 모델은 Figure 7과 같이 실제 운전조건 

범위 내에서 대상건물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유사하게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monthly gas consumption for the absorption chiller-heaters 

(measured vs. simulation) 

Months Measured gas consumption (m3) Simulated gas consumption (m3) Deviation (%)

June  3,690  4,318 -17%

July 10,700 12,475 -17%

August 22,759 22,316  2%

September  1,648  1,439 13%

MBE (%) - -  6%

CV (RMSE) (%) - - 12%

Figure 6. Comparison of monthly gas 

consumption of absorption chiller -heaters 

between measured and simulation data 

Figure 7. Comparison of overall COP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between measured 

and simu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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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온수기 대수제어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상건물의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대수제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eQUEST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Equipment Controls (i.e., EQUIP–CTRL) 제어로직을 적

용하였으며(Hirsch, 2013), Table 4와 같이 3개의 순차제어(Sequence controls) 로직을 바탕

으로 냉온수기의 대수를 용량에 따라 병렬제어(Parallel or uniform control) 또는 비례제어

(Prorate control) 할 수 있도록 6가지 제어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건물의 경우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7월에는 효율이 좋은 흡수식 냉온수기(COP 

1.2) 240RT와 400RT 2대를 동시에 운전하고 있으며, 외기온도가 높은 8월에는 효율이 낮은 

450RT (COP 0.7)를 추가적으로 가동하여 3대를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4와 같이 대상건물의 실제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흡수식 냉온수기

의 대수 제어 방안을 2가지로 구분하고, 냉방부하에 따라 순차제어 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제

어모델 Case 0 (i.e., Baseline)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Case 1에서 Case 6 까지 6가지 대

수 제어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ase 1의 경우 대상건물의 흡수식 냉온수기 3대(240RT-400RT-45RT)가 항상 병렬로 운

전되도록 하였으며, Case 2의 경우에는 성적계수가 좋은 흡수식 냉온수기 2대(240RT- 

400RT)만 병렬로 운전되도록 하였다. Case 3과 Case 4는 설정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용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하도록 하였으며, Case 3P와 Case 4P 역시, 설정된 용량에 따라 순차적

으로 제어하지만 대상건물의 냉방부하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의 용량을 비례적으로 분배하

는 Prorate Load 제어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상건물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순차적으로 제어(240RT >400RT> 450RT) 

하고, 냉방부하에 따라 용량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Case 4P를 적용할 경우, Table 4와 

Figure 8과 같이 냉방기간 동안 흡수식 냉온수기의 가스 소비량을 Baseline (Case 0) 대비 약 

17%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 3P의 경우에는 Case 4P와 제어 방법이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450RT 가 순차제어의 2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스소비량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차제어 방안을 적용 시에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효율을 우선 고려하여 순차제어의 순서를 결정하고, 부하에 따라 용량을 비례제

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대수제어 방안별 대상건물의 냉방부하(용량) 대비 흡수식 냉온

수기의 성적계수(COP)는 Figure 9와 같이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Case 1과 Case 2

는 제어조건이 동일하지만 Case 1의 경우, 450RT (COP 0.7)를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Case 

2에 비해 운전효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Case 3 역시, 시퀀스 2번에서 성적계수

가 낮은 450RT (COP 0.7)가 운전되어 Case 4에 비하여 운전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Case 3P의 경우, 순차제어 2번에서 효율이 낮은 450RT (COP 0.7)를 용량에 

비례하여 재분배하는 Prorate Load 제어를 적용함으로써 Case 3보다 운전효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Case 4P의 경우에는 Figure 10과 같이 순차제어 2번에서 효율

이 좋은 400RT (COP 1.2)를 용량에 비례하여 재분배함으로써 Case 4보다 부분부하 운전효

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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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yearly gas usage and savings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sequence 

of the absorption chiller-heaters

Cases Sequence 1 Sequence 2 Sequence 3 Gas usage (m3) Savings (%) Remark

0 Baseline 240-400 240-400-450 - 40,549 - Parallel

1 Case 1 240-400-450 - - 53,259 -31% Parallel

2 Case 2 240-400 - - 35,266 13% Parallel

3 Case 3
240 450 400

44,248 -9% Sequential

4 Case 3P 47,319 -17% Prorate

5 Case 4
240 400 450

34,923 14% Sequential

6 Case 4P 33,603 17% Prorate

Figure 8. Comparisons of gas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sequence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in summer 

Figure 9. Comparisons of COPs against cool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sequence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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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s of Part load ratio(PLR) against cool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sequence (Case 4, Case 4P) of absorption chiller-heaters in summer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건물에 설치된 용량과 효율이 다른 흡수식 냉온수기의 운전 현황

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정하여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6가지 

대수제어 방안을 제안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상건물의 경우 성적계수가 좋은 흡수식 냉온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부하에 따라 용량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대수제어 방안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냉방기간 동안 최대 17%의 가스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수제어를 통하여 시스템의 운전 효율을 개선하고 냉방에너지를 절

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계수를 고려하여 순차 제어 방안을 적용하고, 부하에 따라 장비의 

용량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순차적, 용량 비례 부하 분배 제어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예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자동제어에 적용하고, 하

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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