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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과 관외착빙형 잠열축열조의 

전체 성능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서 론  

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발 및 성장으

로 인하여 대형 건물이나 공장과 같은 생산설비의 

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공기조

화(HVAC) 시스템 가동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계절

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간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력

이 동·하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난을 유발하게 되고 정전사태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

안 중 하나로 열에너지저장시스템(TESS)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열에너지저장시스템은 냉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전기 사용이 많지 않은 심야시

간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부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력사용의 평준화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축열시스템은 열저장매체에 따라 현열축

열, 잠열축열, 화학축열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잠

열축열 시스템은 기술적 숙련도와 높은 열저장밀

도의 특징으로 피크 부하 대응에 이점이 있다. 잠

열축열 시스템은 잠열축열재(PCM)의 상변화 과정 

동안에 필요한 잠열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저장·

방출하는 방식이며, PCM의 저장형태에 따라 캡슐

형과 관외착빙형 축열 방식으로 나뉜다. 캡슐형은 

잠열재를 폴리머 계열의 캡슐이 감싸고 있고, 외부

에 열교환유체(HTF)가 흐르며 열을 교환하는 형태

이다. 반대로 관외착빙형은 축열조 내에 잠열재가 

들어차고 열교환을 위한 코일이 삽입되는 형태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시스템 운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축열조 전체의 비정상 열에너지 거동을 예측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확한 수치해석을 바탕으

로 축열조 내에서 발생하는 상변화 관련 열유동현

상에 따른 축열 및 방열 성능의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캡슐형과 관외착빙형 잠열축열조의 

전체 성능해석을 위해서 각각 유효 열전도계수 방

법과 샘플 및 보간법을 도입하였다. 이 두 가지 방

법은 기존 방법이 지닌 정확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효과적인 해석방법으로, 계산시

간을 줄이면서도 축열조 내 국부적인 열전달을 잘 

반영하는 기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효 열전도

계수 방법을 통해 냉난방 잠열재가 혼합된 캡슐형 

잠열축열조의 냉난방운전 시 열저장밀도를 평가

하였고, 샘플 및 보간법을 통해서 수직 관외착빙형 

축열조의 냉방운전 시 축열 및 방열 성능을 예측하

여 실험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유효 열전도계수 방법을 활용한 캡슐형 
잠열축열조 전체 성능해석 

물의 높은 비열을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저장하

는 기존 수축열시스템은 냉난방운전이 모두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순 현열에너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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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기 때문에 열저장밀도가 낮아 전력 피크 부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위체적당 많은 열량

을 포함할 수 있는 PCM을 삽입하여 축열밀도를 향상

시키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그림 1과 같

이 캡슐형 냉난방 잠열축열재가 혼합됐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냉난방 수요에 적합한지를 판단하

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통해 각 잠열재의 비율에 따

른 냉난방운전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부

분이다. 

해석대상

이번 연구에서는 냉난방 잠열재가 혼합된 축열

조의 전체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림 2에 표시

한 구형 캡슐 20개 층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진행

하였다. 직경 10 cm인 구형 캡슐이 단순입방구조

로 쌓인 것을 가정하였고, 대칭성을 고려하여 20개 

층의 한 줄만을 해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캡슐 내 

잠열재는 실제 상변화 과정 동안 고상과 액상의 밀

도 차이에 의해 부력에 따른 자연대류현상이 발생

한다. 하지만 자연대류 영향을 고려한 열전달해석

은 다음 세 가지 연속, 운동량, 에너지 방정식의 풀

이가 요구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져 축열조의 

모든 캡슐 해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

라서 자연대류 영향이 포함된 열전달을 배제하면

서도 효과적으로 상변화를 해석하는 유효 열전도

계수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림 2의 오른쪽에 유효 

<표 1>  냉난방 잠열재의 물성치 

물성치 냉방 잠열재 난방 잠열재

밀도(kg/m³) 825 989 

비열(J/kg) 2,070 2,200 

열전도계수(W/m·K) 0.15 0.172 

잠열량(J/kg) 252,300 196,870

녹는점(℃) 4 52 

<표 2>  냉난방운전 시 축·방열 조건

운전부하 조건 축열과정 방열과정

냉방

초기온도 (℃) 10 0 

입구온도 (℃) 0 15 

입구유속 (m/s) 5×10-4 5×10-4

운전시간 (hr) 10 10

난방

초기온도 (℃) 42 60

입구온도 (℃) 60 40

입구유속 (m/s) 5×10-4 5×10-4

운전시간 (hr) 10 10

PCM for heating

PCM for cooling

Heat Storage Tank

[그림 1]  냉난방 잠열재가 혼합된 잠열축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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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개 층의 구형 캡슐 형상 및 유효 열전도계수 
방법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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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연대류 영향을 포함한 계산과 유효 열전도계수에 
따른 계산의 방열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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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계수에 따른 모델링을 자세히 나타내었다. 

유효 열전도계수 방법은 잠열재가 얼거나 녹는 동안 

동심원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며, 자연

대류 효과로 강해진 열전달능력을 열전도계수의 크

기에 반영하여 다음 식 (1)의 단순 열전도만을 계산

하는 방식이다. 각 식에서의 변수 H는 엔탈피, ΔH
는 잠열에너지, λ는 액상분을 의미하는데, 상변화

의 정도에 따라 잠열재가 고체일 때는 λ= 0, 액체일 

때는 λ= 1의 값을 나타낸다. 또한 는 유효 열전

도계수를 나타내며 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

연대류 영향을 반영하여 크기가 달라진다. 그림 3

은 한 개의 캡슐에 대해 유효 열전도계수를 적용한 

결과와 실제 자연대류 영향이 포함된 해석을 실시

했을 때의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단순 열전도만을 

계산하더라도 PCM의 녹은 정도 예측에서 높은 정

확도가 검증되었다. 이로써 20개 층의 구형 캡슐에 

대해서는 모두 유효 열전도계수의 식이 적용된다. 

- PCM의 에너지 방정식

(1)

(2)

(3)

해석은 냉난방 잠열재의 비율을 5가지로 나누

어 고려하였으며, 표 1에 냉난방 잠열재의 열물성

치를 나열하였다. 냉방운전은 심야에 냉동기를 가

동하여 냉열을 저장하는 축열운전과 저장된 냉열

을 주간 부하에 사용하는 방열운전으로 나뉘며, 저

온의 녹는점을 갖는 냉방 잠열재는 상변화가 발생

하고 난방 잠열재는 현열 변화만 일어난다. 난방운

전 역시 심야에 히트펌프를 가동해 고온을 저장하

며, 저장된 열을 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난방 잠

열재만 상변화가 발생하고, 냉방 잠열재는 현열에

너지만 변한다. 각 운전에서는 표 2에 나열한 것처

럼 부하에 따라 설정된 구동조건의 열교환유체(물)

가 축열조 상단 입구로부터 유입되며 냉난방 잠열

재와 열교환을 한다. 이러한 열유동 시뮬레이션 과

정은 대표적인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인 STAR - 

CCM + v9.04로 실시하였다.

결과 고찰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냉방운전과 난방운

전에서의 축·방열 동안에 저장·방출된 열에너

지에 따른 축열밀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축열밀도

는 축·방열량(J)/축열조 체적(m3)으로 정의되며 

kWh/m3의 단위를 가진다.

그림 4의 냉방운전 결과를 보면 축·방열 과정

에서 축열밀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

이는 냉방 잠열재의 녹는점(4℃)을 기준으로 축·

방열운전에서의 입구온도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

다. 즉, PCM을 얼리는 축열 과정에서는 0℃ 입구온

도와 녹는점의 차이가 4℃ 수준이지만 반대로 방열 

과정에서는 11℃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실제 축

열운전에 있어서는 유량을 증가시켜 온도차에 따른 

열에너지 저장의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면, 

35

30

25

20

15

10

5
0 20 40 60 80 100

100% heating PCM
Co-existing ratio [%]

Th
er

m
al

 s
to

ra
ge

 d
en

si
ty

 [
kw

h/
m

3 ]

100% cooling PCM

The discharging process

The charging process

[그림 4]   냉방운전 시 축·방열 과정에서의 축열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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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난방운전 시 축·방열 과정에서의 축열밀도

42 대한설비공학회



난방운전에서는 잠열재의 녹는점(52℃)을 기준으

로 운전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축열밀도의 거

동이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행중인 연

구과제의 냉난방운전 목표, 냉방운전 저장밀도 25 

kWh/m3와 난방운전 15 kWh/m3에 대비하여 살펴보

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냉난방 잠열재의 비율은 

냉방운전의 경우 해당 잠열재가 최소 50% 이상 삽입

되어야 한다. 반대로 난방운전에서는 잠열재가 삽입

되지 않더라도 축·방열운전에서의 온도차를 통한 

현열에너지 저장만으로 목표하는 축열밀도가 확보

되는 특징을 보인다. 

샘플 및 보간법을 활용한 수직 관외착빙형 
잠열축열조의 전체 성능 해석 

냉난방 공기조화에 소요되는 전력 피크 부하로 

정부규제에 따라 중대형 건물용 스마트시스템 에어

컨 또한 잠열축열조와 결합한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

하다. 특히 에어컨 구동의 특성상 냉매가 코일 내부

를 흐르며 축열조와 열교환을 하는 직팽식 타입인 관

외착빙형 잠열축열조 형태가 적합하다. 그림 6은 전

형적인 관외착빙형 빙축열조의 모습이며 축열조에 

PCM이 들어차고 열교환을 위한 다수의 코일이 삽

입되는 방식이다. 주로 냉방부하의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이 역시도 시스템 운전 간의 비정상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축열조 전체에 

대한 열유동해석이 필요하다.

 

해석대상
  

이번 연구는 관외착빙형 빙축열조의 전체 성

능해석을 위해 고안한 샘플 및 보간법을 활용하여 

1 m3급 수직 관외착빙형 축열조의 축·방열량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값을 비교하였다. 캡

슐형을 비롯하여 관외착빙형의 성능해석에 관련

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대표 캡슐이나 대표 

코일에서의 상변화과정을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

여 전체 성능을 예측하는 방식의 접근이 많았다. 

하지만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코일이 삽

입되는 축열조 형상에서 대표 코일의 계산으로 평

가된 결과는 정확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 

해석결과의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효

과적인 방법으로 샘플 및 보간법을 제안한다. 샘

플 및 보간법은 그림 6, 그림 7을 참고하면 한 패

스에 여러 코일이 존재할 때 그중 입구와 출구를 

포함한 몇 개 코일에 대해서 축·방열과정에 따른 

해석을 실시하고 계산된 각 샘플 사이는 단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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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일 규격과 축·방열 구동조건 

조건 축열과정 방열과정

유량(LPM/pass) 3.475 0.8125

초기온도(℃) 7 -0.5

입구온도(℃) -5 44.5

운전시간(hr) 8 4

동관 내경(mm) 11.15

동관 외경(mm) 12.75

동관 길이(mm) 1,000

동관 피치(mm) 31.8

Inlet

Outlet
860 mm Adiabatic

Adiabatic Adiabatic

Adiabatic1015 mm

96
0 

m
m

75
6 

m
m

[그림 6]   1 m3급 수직 관외착빙형 잠열축열조

Flow direction of brine Inlet

Outlet

Symmetry

[그림 7]   대칭성을 활용한 대표 코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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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보간법을 통해 처리하는 기법이다. 이론상으로 

고안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실험에 따른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상황은 1 m3급 빙축열조에 호칭경 10 A인 

690개의 코일이 수직으로 삽입되어 있다. 압력강하

에 따라서 전체 코일은 상단 헤더로부터 8개의 패

스로 나뉜다. 축·방열과정 동안 부하조건에 따른 

열교환유체(브라인)가 각 패스의 입구로 유입되며 

잠열재인 물과 열교환을 한다. 실험에서 설정된 각 

운전조건과 코일의 규격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실

험에 따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수치해석에서는 

합리적 계산을 위해 한 패스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한 패스에는 총 92개의 코일이 존재하며, 패스 전

체 코일에 대한 계산결과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샘

플 및 보간법을 적용한다. 해석방법의 적용은 먼저 

그림 7과 같이 대표 코일 한 개에 따른 해석 모델을 

확립한다. 그림에서의 파란색 부분은 잠열재(물)이

며 빨간색은 브라인, 둘 사이에는 구리 동관이 존재

한다. 설정된 대표 코일을 토대로 표 3의 명확한 입

구조건을 이용하여 패스의 첫 번째에 위치하는 입

구 코일의 샘플 계산에 들어간다. 각 샘플 계산에서

는   앞선 유효 열전도계수 방법과 달리 연속, 운동

량, 에너지의 세 가지 보존방정식을 모두 풀이하여 

물의 상변화 과정 동안 발생하는 유동을 고려한 수

치해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 샘플 계산이 완료되면 확보된 축·방

열 과정 동안의 정보를 통하여 패스 중간에 위치

하는 임의의 코일의 입구정보를 외삽법을 통해 

예측한다. 예측된 입구정보를 통해 두 번째 샘플

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92개 

코일에 대한 계산결과를 확보할 때까지 샘플 계

산을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적정 샘플이 계산된 

시점에서는 각 샘플 사이는 단순보간법을 통하여 

모든 92개 코일에서의 축·방열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결과 고찰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축열과정과 방열과정

동안 열교환유체(브라인)와 PCM의 열교환을 통해 

축열조에 저장·방출된 열에너지의 거동이다. 열

에너지(Q)는 한 패스의 브라인 입·출구 온도차로

부터 계산된다. 

브라인을 기준으로 열을 얻는 축열과정과 열을 

뺏기는 방열과정에 따라 부호를 다르게 표시하였

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샘플 및 보간법을 통한 전

체 수치해석의 결과가 실험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

하고 있다. 축열과정에서는 총 92개의 코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개의 샘플 계산이 필요했고, 

각 샘플 계산에서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체 

92개 코일을 모두 해석하는 것에 비해 1/9 수준의 

계산시간이다. 방열과정에서는 축열과정보다는 많

은 18개의 샘플이 계산되었지만, 이것 역시 전체 92

번의 계산에 비해서는 상당한 시간단축이며 실험

결과가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샘플 

및 보간법에 따른 관외착빙형 잠열축열조 전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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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축열과정에서의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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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열과정에서의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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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번 연구는 캡슐형과 관외착빙형 두 가지 잠

열축열조의 전체 성능 예측을 위해 유효 열전도계

수  방법과 샘플 및 보간법 수치해석 기법을 도입하

여 축·방열운전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캡슐

형 잠열축열의 경우 구형 캡슐 20개 층에 대해서 냉

난방 잠열재의 비율을 달리했을 때 축열밀도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냉난방운전 해석에 앞서 유효 열

전도계수 방법에 따른 신뢰성을 상변화과정 동안 

발생하는 자연대류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확보하였다. 수치검증을 거친 후 냉난방운전에 따

른 구동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하였고, 수행과제의 

목표인 냉방운전 축열밀도 25 kWh/m3, 난방운전 

15 kWh/m3을 달성하는 최적 비율의 범위는 냉방 

잠열재가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난방운전은 

현열에너지만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여 잠열재 삽입

이 선택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

에서 고안한 샘플 및 보간법을 활용하여 1 m3급 수

직 관외착빙형 빙축열조의 축·방열 성능을 수치

해석으로 예측하였다. 한 패스에 최대 92개의 코일

이 존재할 때 축열과정에서는 10개의 샘플을 통해 

전체 결과를 확보하였고, 방열과정에서는 18개의 

샘플 계산이 실시되었다. 각 샘플 계산은 상변화과

정 동안 발생하는 자연대류 영향을 포함한 해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축·방열량을 동일한 조건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해석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잠열

축열조의 전체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 대표 캡슐이

나 코일만을 계산하여 전체를 대변하는 방식의 한

계를 극복하고 성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잠열축열 시스템

의 축열조 전체 열유동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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