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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동력 [kW]

 : 건도

그리스 문자

  : 효율 (efficiency)

  : 비체  [m3/kg]

  : 성계수 [kg/m․s] 

하첨자

 : 공기

 : 압축기

 : 토출

   : 입구

 : 액체

 : 출구

 : 흡입

 : 기체

 : 부피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유가 상승과 화석연료의 고갈

로 인하여 신재생에 지를 비롯한 체에 지에 

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이  가격이 렴

하고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에 지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태양열에 지는 환경에 미치는 향이 으며 지

역 으로 제약이 없고 무한정, 무한량, 무가격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의해 이산화탄소 

감에 세계 인 노력이 요구되면서 친환경 인 

태양열에 지가 각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양열에 지는 체 으로 에

지 도가 낮으며 기상조건에 따른 공 에 지

의 불균일성으로 인하여 에 지 생산을 안정 으

로 공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태양열 시스템의 안정  운 을 

보장하고 성능변화가 심한 을 극복하기 해 

지열을 용한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열에 지

는 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열펌

를 이용하는 난방  냉방 시스템에 이용할 경

우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열열펌  시스템은 온의 지  에 지를 

활용하며 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온성이 우수하며 지리  제약이 은 것이 장

이다.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

은 일사량이 충분할 경우 집열기에서 흡수한 열

량만을 사용하여 필요한 탕과 난방을 수행하고 

일사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열기에서 흡수한 열

량과 보조장치인 지열을 이용한 열펌 에서 공

된 열량을 이용하여 탕과 난방을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는 고효율 시스템이다. 

기존의 태양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Back et al.[1]은 실험  연구

를 수행하여 태양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의 

해석 결과와 성능을 비교하 으며 태양열 열펌

를 보조열원으로 사용할 경우 태양열 집열기 효

율이 높아지게 되며 특히, 혹한기에 보조열원으로 

사용할 경우 태양열 시스템의 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한 Sun et al.[2]은 R22와 R407C 냉

매를 용한 태양열 열펌  시스템의 태양열 집

열기  팽창장치의 성능에 한 연구를 진행하

여 난방에 합한 태양열 열펌  시스템을 최

화하 다. Kim et al.[3]은 태양열 열펌  이용 난

방시스템의 용을 하여 열펌 의 응축기  

증발기를 통과하는 난방수의 온도  유량이 미

치는 향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

과 증발기의 입구조건이 열펌  성능에 미치는 

향이 미비한 반면 응축기의 입구조건이 열펌

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열을 용

한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석  방법을 통하여 R22 냉매를 용한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의 성능특

성을 운 조건에 따라 측하고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열펌  작동온도, 지열원 출구인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을 측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의 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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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solar-geothermal hybrid heat pump.

조건에 따른 운  특성에 한 기 인 해석 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2. 사이클 모델링 및 해석조건

Fig. 1은 본 연구에서 설계된 태양열-지열 하

이 리드 열펌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

다.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시스템은 태

양열 시스템과 지열을 이용하기 한 열펌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열 시스템은 2  진

공 형 집열기, 축열탱크, 그리고 실내공간의 난

방을 담당하는 FCU(Fan coil unit)로 구성되어 있

으며, 열펌  시스템은 2개의 이 형 열교환기

(고온  온 열교환기), 지열을 이용하기 한 

이  형태의 증발기, EEV, 그리고 압축기로 구

성되어 있다.

2.1 태양열 시스템 모델링

태양열 집열기는 온범 에서 안정 으로 작

동하며 건물의 냉,난방용으로 합한 이  진공

형 집열기를 사용하 으며, 작동유체는 물- 로

필 리콘 혼합물을 사용하 다. 태양열 집열기

는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에서 평가한 이  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 (TZ58/1800-20U) 성능 시험

성 서[4]를 바탕으로 모델링하 으며 설계된 집

열기 효율은 식(1)과 같이 표 하 다. 

  




  




 




  




(1)

한 각 요소에서 열출입은 축열탱크를 기 으

로 아래와 같은 식 (2)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2)

실내의 난방부하를 설계하기 해 선정된 실내

공간은 66.25 m2이며 실내공간을 심으로 아래

층과 좌, 우 공간에는 실내설정온도와 동일한 온

도로 가정하고 창문이 있는 외벽과 천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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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만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실

내측 난방부하 설계를 한 설계된 실내공간에 

한 상세한 사양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R22 열펌  모델링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열펌 에서 압축기의 

해석은 스크롤 압축기를 용하여 모델링하 으

며 이때 압축기의 압축기 효율과 체 효율은 식 

(3),(4)와 같이 Klein[5]의 상 식을 용하여 해석

하 다.

 
 

 



 

 



 

  (3)

  

 (4)

한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냉매의 질량유량과 

압축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   
(6)

응축기는 이 식 열교환기를 용하여 고온

측  온측 열교환기로 모델링하 으며 증발기 

한 이 식 열교환기로 해석하 다. 본 연구에

서 R22 열펌 의 열교환기 해석을 하여 단상상

태의 열 달계수와 압력강하식은 Glielinski[6]와 

Chuchil[7]의 상 식을 사용하 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 (6)과 (7)로 나타내었다. 한 이상상태에

서의 열 달계수와 압력강하식은 Tong[8]가 Hiller[9]

가 제안한 상 식을 용하 으며 각각의 상 식은 

식 (8)과 (9)와 같다.

Parameter Specification

Indoor space 66 m
2

Thermal 
conductivity

Brick : 0.53 W/m℃
Styrofoam : 0.02 W/m℃

Glass : 0.5 W/m℃

Windows
0.9 m × 1.5 m × 10 EA

Glass : 0.015 m

Wall
Brick : 0.15 m

Styrofoam : 0.05 m

Roof Brick : 0.2 m

Table 1 Heating loa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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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열펌 에서 팽창과정을 등엔탈피 과정으

로 가정하 으며 팽창장치에서 흐르는 냉매의 질

량유량을 해석하기 하여 Park[10]식을 이용하

으며 이는 아래의 식 (10)과 같이 표 된다.


     (10)

2.3 해석조건

시스템의 운 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특성을 고

찰하기 해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열펌

 작동온도, 지열원 출구인 증발기 입구에서 작

동유체의 온도, 그리고 일일 일사량을 변화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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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일반 으로 열펌  시

스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열펌 의 작동온

도와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를 운 변

수로 선정하 으며 태양열 시스템의 경우 일사량

의 변화가 성능에 미치는 향 한 큼으로 이를 

변수로 하여 성능을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작동의 모든 과정을 정상상태로 가정하

으며 해석에 필요한 각종 열역학  물성치와 시

스템 모델은 EES 로그램[11]을 이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은 일사량을 제외한 다른 운 조건을 동

일하게 설정한 후 일사량 변화에 따른 집열기 작

동시간, 집열기 효율, 열펌  작동시간 그리고 열

펌  열량을 보여주고 있다.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원을 장시간 집열기에서 얻을 수 있어 집

열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은 일사조건으로 인하여 집열기 효율이 증가하

다. 반면에 높은 일사량에 따른 단일 시간당 집

열기에서 공 되는 열량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집열기 출구의 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태양열 의존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열

펌 의 작동온도 시간과 열펌  열량은 상 으

로 감소하게 된다. 해석결과 태양열 일사량이 1 

MJ/m2에서 20 MJ/m2로 증가함에 따라 열펌  

작동시간은 18시간에서 14.5시간으로 약 19.5 %, 

열펌  열량은 208 kWh에서 160 kWh로 약 23% 

감소하 다. 반면 집열기 작동시간과 집열기 효율

은 각각 8.3시간, 42.7%로 증가하 다.

Fig. 3은 일사량 증가에 따른 태양열 의존율, 집

열량, 난방열량, 그리고 탕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일사량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기 조건으로 

동일하게 설정하 기 때문에 실내공간에서의 열손

실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며 이에 난방열량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집열량은 일사량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특히 태양열 의존율의 경

우 난방부하량과 탕열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사량 증가에 따라 집열열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에 태양열 의존율 역시 증가하 다. 일사량이 1 

MJ/m2에서 20 MJ/m2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방부하

량과 탕부하량은 각각 196.1 kWh 14.2 kWh로

Parameters Conditions

 Heat pump operating temp.
(℃)

40, 42, 44*, 46, 48

Evaporator inlet temp. form 
GHX (℃)

11, 13, 15*, 17. 19

Indoor temp.(℃) 20*

Daily radiation (MJ/m2) 1, 5, 10*, 15, 20

* Basic condition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Fig. 2 Variations of collector operating time, heat pump 

operating time, collector efficiency, and heat 

pump heat with solar radiation.  

Fig. 3 Variations of solar fraction, collector heat, heating 

heat and hot water heat with solar radiation.

 

나타났으며 집열량의 경우에는 0 kWh에서 최  

47.75 kWh로 나타났다. 한 태양열 의존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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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 20 MJ/m2 조건하에서 최  22.8%로 나타났

으며 본 시스템의 경우 일사량이 5 MJ/m2 씩 증

가함에 따라 태양열 의존율은 약 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은 지열원 출구인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

유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펌  시스템의 난방

성능계수, 압축기 소요동력, 난방용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난방성능계수는 지열원 출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 다. 지열

원 출구인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가 

11℃에서 19℃로 상승하 을 때 난방성능계수는 

2.71에서 3.59으로 21.4% 증가하 다. 한 증발

기는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의 직

인 향을 받으므로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

체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축기 입구의 압력

이 증가하여 압력비가 감소되고 압축과정  압

축기효율의 증가로 인하여 압축기 소요동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압축기 소요동력은 4.25 

kW에서 3.87 kW로 감소하 으며 난방용량은 

11.5 kW에서 13.8 kW로 약 20%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5는 열펌  작동온도에 따른 열펌  시스

템의 난방성능계수, 압축기 소요동력, 난방용량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열펌  작동온도의 상

승은 축열탱크 내에 장된 유체의 온도가 높아

짐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열펌  작동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집열기로 공 되는 열매체의 온

도가 상승하고 이는 열펌  시스템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열펌  작동온도가 

40℃에서 48℃로 증가함에 따라 난방성능계수는 

3.41에서 2.82으로 약 17.3%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열펌  작동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응축기에서의 열교환량이 감소하고 EEV로 

들어가는 냉매의 온도와 압력이 더욱 높아져 증

발기 입구에서  이상상태인 냉매의 건도와 압력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축기 입구로 들

어가는 냉매의 압력이 감소하여 압축기 입출구

의 압력비 증가에 의해 압축기 소요동력이 증가

하게 된다. 해석 결과 열펌  작동온도가 40℃에

서 48℃로  증가함에 따라 압축기 소요동력은 

3.91 kW에서 4.23 kW으로 약 8.1% 증가하 으

며 난방용량은 13.3 kW에서 11.9 kW로 약 10.5% 

감소하 다.

Fig. 4 Variations of COP, compressor work, and heating 

capacity with evaporator inlet temperature.

Fig. 5 Variations of COP, compressor work, and heating 

capacity with heat pump operating temperature.

Fig. 6 Variations of collector operating time, collector 

efficiency with heat pump oper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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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s of FCU heating, FCU operating time, 

and heat pump operating time with heat pump

operating temperature.

Fig. 6은 열펌  작동온도에 따른 집열기 작동 

시간, 집열기 효율, 그리고 집열량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열펌  작동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집

열기 작동시간, 집열기 효율 그리고 집열량 모두 

감소하 다. 열펌  작동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축

열탱크내의 유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집열기 작동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열펌  작동

온도가 40℃에서 48℃로 증가함에 따라 집열기 

효율은 약 39.2%에서 31.2%로 약 7.1%, 집열량은 

17.2 kWh에서 15.1 kWh로 약 12.2% 감소하 으

며, 집열기 운 시간은 약 8시간에서 6.3시간으로 

약 21% 감소하 다.

Fig. 7는 열펌  작동온도에 따른 열펌  작

동시간, FCU 열량 그리고 FCU 작동시간을 나

타내고 있다. 열펌  작동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펌 에서 시간당 얻어지는 난방용량의 차이

로 인하여 열펌  작동시간은 17시간에서 20.3

시간으로 약 3.3시간 정도 증가하 다. 한 높

은 열펌  작동온도로 인하여 실내공간으로 공

되는 난방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

라 FCU에서 공 되는 열량은 증가하게 되며 

필요한 열량을 공 하기 해 운 되는 난방운

 시간이 어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열펌  

작동온도가 40℃에서 48℃ 증가함에 따라 FCU

에서 공 되는 열량은 21 kW에서 29 kW로 약 

31% 증가하게 되고 이에 FCU 작동시간은 9.5

시간에서 7시간으로 약 28%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R22 열

펌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

석하기 해 열펌  작동온도, 지열원 출구인 증

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 일사량을 변화시

켜가면서 성능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양열 일사량이 0 MJ/m2에서 20 MJ/m2로 

증가함에 따라 열펌  작동시간은 18시간

에서 14.5시간으로 약 19.5 % 감소하 으며 

열펌  열량은 208 kWh에서 160 kWh로 

약 23% 감소하 다. 반면 집열기 작동시간

과 집열기 효율은 각각 8.3시간, 42.7%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지열원 출구인 증발기 입구에서 작동유체의 

온도가 11℃에서 19℃로 증가함에 따라 열

펌 의 난방성능계수는 2.71에서 3.59으로 

약 21.4% 증가하며 안정된 온도인 지열을 

활용함으로서 시스템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열펌  작동온도가 40℃에서 48℃로 증가함

에 따라 열펌  1회 운 시 얻어지는 난방

용량의 차이로 인하여 열펌  작동시간은 

약 3.3시간 정도 증가하 으나 FCU 작동시

간은 높은 물의 온도로 인하여 2.5시간 정

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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