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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researches done on heat pumps have been on heat pumps for refrigeration, cooling 

and heating. There is therefore the need for more research on hot water heat pumps, 

especially for high temperature. Even though the cascade heat pump cycle has a great 

potential more efficient hot water generation even at low evaporating temperatures, it has 

been researched least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the heating performance of a variable 

speed cascade heat pump was investigated by varying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same 

heating capacity values, it was found that increasing the low stage compressor speed was 

more suitable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o get a higher temperature. 

Key words: Heat pump(열펌 ), Cascade cycle(캐스 이드 사이클), Heating(난방), 
Cascade heat exchanger(캐스 이드 열교환기)

       

기 호 설 명

  
  : 2차 유체 입구온도 [℃]

  : 캐스캐이드 열펌  고단

  : 실내열교환기

  : 실외열교환기

  : 캐스캐이드 열펌  단

1. 서 론
1)

 세계 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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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이산화탄소  공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지

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국

제 유가 상승과 에 지 산업의 민 화, 자유화, 개

방화의 지속 인 진행으로 에 지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두됨에 따라 에 지 약과 환경 규제 

응 방안 수립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

제가 발 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한 요구는 

지속 으로 증가되어 건물의 냉난방 분야의 에

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에 지 

사용량의 약 44%가 건물에서 소요되고 있으며, 이

에 약 33%가 건축물의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세계 으로 냉난방 분야 에 지 소비가 국가 체 

에 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함에 따라 에 지 효

율 이고 친환경 인 공조 시스템 도입 의 필요성

이 증가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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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 는 공기, 수열, 지열, 폐열원 등의 온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기기로 은 구동 에 지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에 지를 열의 형태로 공 하는 열변환 기기이다
[3]. 열펌 는 공기, 하천수, 폐수(열) 등의 미활용

에 지와 지열,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 지를 냉

난방, 탕  공정용의 고 에 지로 변환시키는 

비연소 (combustion-free)식 친환경의 표  에

지 기기이며, 단일기기로는 CO2 발생 감효과

가 매우 큰 냉난방 기기이다[4]. 하지만, 고효율

의 열펌 를 용하여 기존의 보일러 등을 완

 체하여 냉난방  탕 설비로 용하기 

해서는 고온수 제조  다양한 운 모드 구

이 가능한 열펌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5,6].

Choi and Cho[7]는 다양한 냉난방  탕 운

모드를 갖는 다기능 열펌 의 성능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운 모드에 따른 시스템 최

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고온수 제조를 

하여 래쉬탱크를 사용한 2단 압축 열펌  시

스템의 설계  최 화에 한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단단 사이클에 비하여 열펌 의 COP 

향상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8-10]. 

Wang et al.[11]과 Jain et al.[12]는 인젝션 사이클

을 용한 열펌 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 

시스템 비 넓은 운 역에서의 효율 향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Bhattacharyya et 

al.[13]은 CO2-C3H8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캐스

이드 시스템의 최 화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고효율이며 

친환경 인 열펌 로 완  체하기 해서는 

다양한 운  부하에 응 가능한 캐스 이드 

사이클을 용한 열펌  시스템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한 연구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변속 압축기 용 캐

스 이드 시스템의 운  특성에 한 연구 성

과는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  고단측에 가변속 압축

기가 채용된 캐스 이드 열펌 의 부하 변화에 

따른 난방 성능 실험을 수행하여 고온수 제조용 

열펌 의 최  설계를 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

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캐스 이드 열펌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고단측과 단측 모두 

각각 압축기, 이 식 열교환기, 팽창장치로 구

성된다. 단측에는 R410A 냉매를 용하 으며, 

고단측에는 R134a 냉매를 용하 고 정격용량은 

2.2 kW 이다. 압축기는 가변속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 다. 팽창장치는 스텝모터와 니들밸 로 

구성된 자팽창밸 를 사용하 으며, 단측의 

열원측과 열교환하는 열교환기(이하 실외열교환

기)와 고단측의 부하측과 열교환하는 열교환기

(이하 실내열교환기)는 모두 이 식 열교환기

를 채용하 다. 열원측과 부하측 열교환기의 2차 

유체 유량은 모두 8 LPM으로 고정하 다. 단

측의 압축기 토출냉매와 고단측의 팽창장치 출구

의 냉매가 열교환하는 캐스 이드 열교환기도 이

식 열교환기를 채용하 다. 열원측과 부하측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2차 유체는 에틸 - 리콜 

부동액을 사용하 으며, 냉동기와 기히터로 구

성된 항온조를 이용하여 열원측과 부하측 열교환

기의 입구온도를 조 하 다. 

ISO 13256-2[14]와 NR GT 101[15] 규격에 따라 

열원측과 부하측 입구의 2차 유체 온도가 5℃와 

40℃ 일 때의 난방조건을 표 조건으로 선정하

다. 표 조건에서 최 의 냉매 충 량을 결정하

고, 부하 변화에 따른 난방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실내측열교환기 입구 2차 유체 온도는 40℃에

서 60℃의 범 에서 변화시켰으며, 실외열교환기 

입구 2차 유체 온도를 -10℃, -5℃, 0℃, 5℃로 변

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부하변화에 

따른 가변속 압축기 용 캐스 이드 열펌 의 

용량 증가를 하여 단측과 고단측 압축기의 

회 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함께 수행하 다. 

단측 압축기 회 수는 40 Hz에서 80 Hz의 범

에서 변화시켰으며, 고단측은 50 Hz에서 100 Hz

의 범 에서 변화시켰다. 각 운 조건에서 시스템

의 성능을 최 화하기 하여 자팽창밸 의 개

도를 조 하 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실험 조건

을 나타낸다. 

난방 성능 측정  분석을 하여 시스템 주요 

부 에 온도, 압력, 유량  력 측정 센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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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cascade heat pump test rig.

치하 다. 캐스 이드 열펌  유닛의 2차 유체 입

출구 순환수 온도는 속 측온 항 센서(정확도

±0.15℃)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열펌  유닛의 소비 력은 산 력계(정확도

±0.5%)로 측정하 으며, 2차 유체 유량은 마그네

틱 체 유량계(정확도±2%)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냉매측 질량유량은 질량유량계를 액냉매 라인

에 설치하여 측정하 으며, 정확도는 ±0.5% 이다. 

시스템 주요 치의 온도와 압력은 T형 열 와 

압력계를 설치하여 측정하 으며, 정확도는 각각 

±0.2℃와 ±6.9 kPa이다. 난방용량과 COP의 불확

실성은 각각 3.1%와 3.2% 이내로 나타났다. 각 

시험조건에서 시스템의 온도, 압력, 유량, 소비

력을 측정하 으며,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이 안정

된 후 2  간격으로 40분간 측정  장하 다. 

Parameters Range

EWT(℃)
ID HX 40 ～ 60

OD HX -10 ～ 5

LS compressor speed (Hz) 40 ～ 80

HS compressor speed (Hz) 50 ～ 100

EEV opening Adjusted

Water flow 
rate(LPM)

ID HX 8

OD HX 8

Table 1 Test conditions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2는 난방모드에서 캐스 이드 열펌 의 열

원측인 실외열교환기의 서로 다른 입구온도에 

한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에 따른 난방성능

을 나타낸다.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따라 

단사이클의 응축온도  냉매 유량증가로 캐스

이드열교환기에서의 고단측 냉매와 단측 냉

매와의 열교환량이 증가하여, 고단측의 응축온도

도 증가하여 난방용량이 증가하 다. 열원측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가 증가함에 단측의 증발온

도와 응축온도가 증가하여 고단측에서의 응축기

와 2차 유체와의 온도차이가 증가하여 난방용량

이 증가하 다. 열원측 실외열교환기 유입온도 증

가에 따른 캐스 이드 열펌 의 난방용량 변화는 

기존의 1단 열펌 에서의 운 특성과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냈다[1]. 고단측과 단측의 압축기 회

수가 50 Hz로 동일한 경우 열원측 실외열교환기 

유입온도가 -10℃에서 5℃로 증가할 경우 난방용

량은 1.72 kW에서 2.41 kW로 약 39.8% 증가하 다. 

Fig. 3은 난방모드에서 서로 다른 열원측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에 하여 고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따른 난방 성능 변화를 나타낸다. 고단

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따라 모든 실외열교환

기 2차 유체 유입온도에 하여 난방용량이 증가

하 으나 난방용량 증가폭은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모든 고단측 압

축기 회 수에 하여 열원측 실외열교환기 유입

온도 증가 시에 단측 증발온도와 응축온도가 

증가하고, 캐스 이드 열교환기에서의 열교환량 

증가로 고단측의 방열량이 증가하여 난방용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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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ing capacity with the variation of low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outdoor heat exchanger.

Fig. 3 Heating capacity with the variation of high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outdoor heat exchanger.

  

증가하 다. 고단측과 단측의 압축기 회 수 변

화폭이 동일한 경우 단측의 압축기 회 수 변

화에 따른 난방용량 변화량이 고단측의 압축기 

회 수 변화에 따른 난방용량 변화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열원측 실외열교환기와 부하측 실내열

교환기 유입온도가 각각 5℃와 40℃인 조건에서 

단측 압축기 회 수와 고단측 압축기 회 수가 

모두 20 Hz 변화된 경우 각각의 난방용량 변화는 

23.0%와 18.4%를 나타냈다. 

Fig. 4는 난방모드에서 실내열교환기의 서로 다

른 입구 2차 유체온도에 하여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에 따른 COP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실

내열교환기 입구온도에 하여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따라 COP가 감소하 다. 단측 압

축기 회 수 증가에 따라 단측의 냉매 유량이 

증가한다(Fig. 5). 이로 인해 캐스 이드 열교환기

에서의 열교환량이 증가하여 고단측의 응축온도 

증가로 난방용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단측의 

압축기 입출구 압력 차이 증가로 시스템 소비

력이 증가하여 COP는 감소한다.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 시에 단측 소비 력은 증가하지만, 

고단측에서는 고단측 압축기 입출구 압력차이가 

감소하여 고단측 압축기 소비 력은 다소 감소하

다(Fig. 6). 모든 주 수에 하여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 증가에 따라 COP는 감소하 으며, 이는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기에서의 냉매와 2차 

유체와의 온도차이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4 COP with the variation of low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indoor heat exchanger.

Fig. 5 Low stage refrigerant flow rate with the variation 

of low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indoor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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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wer consumption with the variation of low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indoor heat exchanger. 

Fig. 7 COP with the variation of high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indoor heat exchanger.

Fig. 7은 서로 다른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온

도에서 단측 압축기 회 수는 고정하고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에 따른 COP 변화를 나타낸

다.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와 같이 고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따라 COP는 감소하 다.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시와 같이 고단측 압

축기 회 수 증가시에도 단측의 소비 력은 변

화가 크지 않았으나 고단측의 소비 력은 크게 

증가하여 시스템의 COP 감소는 고단측의 소비

력 증가에 기인한다(Fig. 8). 한, 모든 실내열교

환기 입구온도 조건에 하여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와 비교하

여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에는 압축기 회

수가 증가할수록 COP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한,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가 작을수록 고단압

축기 회 수 증가에 따른 COP 감소율이 증가하

다. 고단측 압축기 회 수가 70 Hz에서 100 Hz

로 변화시에 실외열교환기와 실내열교환기 유입

온도가 각각 5℃와 40℃인 조건에서 COP는  

0.65(19.5%) 감소하 으며, 실외열교환기와 실내

열교환기 유입온도가 각각 5℃와 60℃인 조건에

서는 COP가 0.31(16.23%) 감소하 다.  

Fig. 8 Power consumption with the variation of high 

stage compressor speed in different EWTs of 

indoor heat exchanger. 

Fig. 9는 실외열교환기와 실내열교환기 유입온

도가 각각 5℃와 40℃인 조건에서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와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의 

난방용량과 COP 변화를 나타낸다. 동일한 난방용량

에 하여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의 COP가

  

Fig. 9 COP with the variation of heat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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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 시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동일한 압축기 회 수 변화폭에 하여 

단측의 압축기 회 수 증가시의 난방용량 증가

폭이 고단측의 압축기 회 수 증가시의 난방용량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이다(Figs. 2, 3). 난방용량

이 2.6 kW인 경우 단측과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 시의 COP는 각각 3.5와 3.2로 단측 압

축기 회 수 변화시의 COP가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보다 9.4% 크게 나타났다. 단  고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 시에 COP는 모두 감소

하 는데, 이는 압축기의 용량은 증가하 으나, 열

교환기의 용량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결    론

가변속 압축기를 채용한 캐스 이드 열펌 에 

하여 부하  압축기 회 수 변화에 따른 난방

모드에서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난방운 시 캐스 이드 열펌 의 열원측 실

외열교환기 유입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

과 고단측의 증발온도와 응축온도가 상승하

여 난방용량이 증가하 으며, 기존의 1단 

열펌 에서의 운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나

타냈다

(2) 고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따라 난방용

량이 증가하 으나 난방용량 증가폭은 

단측 압축기 회 수 증가에 비하여 작게 나

타났다. 표 온도 조건에서 단측 압축기 

회 수와 고단측 압축기 회 수가 모든 20 

Hz 변화된 경우 각각의 난방용량 증가는 

23.0%와 18.4%를 나타냈다. 

(3)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가 작을수록 고단압

축기 회 수 증가에 따른 COP 감소율이 증

가하 다. 

(4) 동일한 난방 용량에 하여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의 COP가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 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난방용량

이 2.6 kW인 경우 단측 압축기 회 수 

변화시의 COP가 고단측 압축기 회 수 변

화시보다 9.4%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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