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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periment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water-to-water
geothermal heat pump featuring a vapor refrigerant injection for the production of hot water. The performance 
of geothermal heat pump with a vapor injection was evaluated by comparing with that of a conventional geothermal 
heat pump without a vapor injection. For heating operation, the geothermal heat pump with a vapor injection is 
superior in COP and heating capacity. The vapor injection was more effective for supplying hot water while 
overloading. The vapor injection was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oling capacity. However, the vapor 
injection was not effective for the increasing of COP according to the increased input of a compressor. The 
advantage of vapor injection in water-to-water geothermal heat pump become disappeared while cooling operation
with lower part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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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specific heat, J/kg K
 : mass flow rate, kg/s
 : heating or cooling capacity, kW
 : work, kW

Subscripts

 : compressor
 : inlet
 : outlet
 : water

1. 서  론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효용도가 높은 히트

펌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히트펌프는 에너지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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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rig

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공기열원 히트

펌프는 난방운전시 외기온도가 낮아질 경우 실외열

교환기의 착상현상에 의해 급격히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단점을 보

완하면서 열원의 안정성과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지열원 히트펌프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지열원 히트펌프는 열원의 특성에 따

라 물 대 물 히트펌프로써 고온수 제조가 가능한 시

스템이며, 가정용, 산업용 그리고 시설원예 난방설비

로서 특히 적합하여 이들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압축기에 증기 혹은 액체냉매를 분사하는 기술은 

냉매유량을 증가시키고 증발기에서의 엔탈피 차를 

증가시켜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난방성능이 향상 가

능한 기술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1). Saito1)

는 증

기분사에 의한 한랭지용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난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의 계산방법, 증기분사량, 

중간열교환기 열효율의 영향 등을 보고하였다. Xu et 

al.2)
은 분사를 이용하여 난방성능 향상에 관한 공기

열원 히트펌프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였다. Heo et 

al.3-4)
은 분사 방법에 따른 특성을 연구 하였으며 또

한 2단 로터리 압축기에 분사 하는 증기분사 비율과 

분사 압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분사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최적사이클 제어방법에 대하여 보고 한 

바 있다. Cao et al.5-6)
은 열교환기를 이용한 액분사 

기술을 적용하여 히트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

구와 R22/R600a의 혼합냉매를 이용하여 냉매의 조

성비에 따른 증기분사의 성능향상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하였다. Roh et al.7)
은 R410A냉매를 사용하여 전

통적인 기액분리기를 가지는 증기분사 시스템의 난

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성능향상과 토출온

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Jeong et al.8)

은 증기분사를 적용한 공기열원 히트펌프에서 R410A

를 사용한 냉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증기분

사가 있는 경우가 냉방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

였다.

Lee et al.9)
은 2단 압축 수열원 히트펌프의 운전특

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난방공급수의 온도를 높

이기 위해서 압축기용량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압축

기용량의 증가와 함께 압축기 토출온도의 증가로 시

스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토출온도 제어의 필요성

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증기분사를 이용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는 가정용 혹은 건물용의 공기열원 히트펌프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물 대 물 방식의 지열히트펌프에 

증기분사를 적용한 연구가 보고된 것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온

수 제조를 위하여 증기분사를 적용한 물 대 물 지열 

히트펌프의 성능특성을 평가하고 증기분사를 적용하

지 않은 사이클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고찰하였다.

2.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2.1 시험장치

시험장치는 Fig. 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압축기, 

열원측 열교환기, 열부하측 열교환기, 중간열교환기, 

팽창밸브로 구성되어있다. 압축기는 스크롤형, 열교

환기는 평판형, 냉매는 R407C를 사용하였다. 난방운

전의 경우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는 실내의 열부하

측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지열원측 열교환기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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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 conditions

Heat source water Heat load water

Inlet temp.
(°C)

Flow rate
(m3/min)

Inlet temp.
(°C)

Flow rate
(m3/min)

Heating 5~15 0.26 40~62 0.24

Cooling 15~35 0.26 12 0.24 Fig. 2 Discharge and suction pressure of compressor

갈 주냉매와 압축기에 분사 될 서브냉매로 분기된다. 

지열원측 열교환기로 유입될 주냉매는 중간열교환기

로 들어가 압축기에 들어갈 보조냉매와 열교환하여 

온도가 낮아진 후 팽창밸브를 지나 지열원측 열교환

기에서 흡열 후 압축기로 유입된다. 압축기로 유입될 

보조냉매는 팽창장치를 통과한 후 중간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주냉매와 열교환하여 증기로 된 후 압축기 

의 중간 압축과정으로 유입된다. 

Fig. 1에서 Ⓣ와 Ⓟ는 온도와 압력측정 위치를 나

타낸다. 온도측정은 측온저항체(PT100)와 T형 열전

대(직경 0.1mm, 측정오차 ±0.1°C)를, 압력측정은 켈

러사의 압력측정 센서(측정오차 ±0.25%)를 사용하였

다. 유량측정은 도시바사의 유량계(측정오차 ±0.2%)

를, 압축기에 들어가는 압축기입력은 요꼬가와사의 

전력계(정밀도 ±0.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난방능력과 냉방능력은 열부하측 냉각수의 입출

구 온도와 유량으로 부터 식 (1)과 같이 계산하였고 

COP는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1)

COP 
  (2)

2.2 시험방법

지열원을 이용한 물 대 물 히트펌프의 시험조건은 

국내의 경우 KS B ISO 13256-2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성능평가조건 

NR GT 10110)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험은 이를 표준

조건으로 하였고 시설원예에서 필요한 고온수의 제

조가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표준조

건 보다 온도조건을 확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운전조건을 나타낸

다. 난방운전시의 열원(지열)측 입구온도는 표준조건

인 5°C와 10°C 외에 지중온도인 15°C까지를 설정하

여 운전범위를 확대하였다
11-12). 또한 난방운전시 열

부하(실내)측 입구온도는 표준조건인 40°C외에 62°C

까지 확대 설정하였으며 10°C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65°C의 급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62°C까지를 

운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냉방운전시의 열원측 입

구온도는 15°C에서 35°C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하수

를 이용하는 표준조건 15°C, 지중 루프를 이용하는 

표준조건 25°C 외에 다른 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운전특성시험을 위해서 35°C까지 확장하였다. 

냉방시 열부하측 운전조건은 표준조건인 12°C로 하

였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난방운전 특성

Fig. 2～Fig. 4는 난방운전시 열원측 입구온도를 

15°C로 고정하고, 열부하측 입구온도는 40°C,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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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bcool on expansion valve, suction superheat and 
discharge temperature of compressor

Fig. 4 Heating capacity and compressor input

60°C, 62°C로 난방온도를 증가시킬 때 중간열교환기

와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난방성능을 

나타낸다.

Fig. 2는 압축기의 토출압력과 흡입압력을 나타낸

다. Fig. 2와 같이 토출압력과 흡입압력은 증기분사

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중간열교환기를 거쳐 압축기의 중간단

으로 분사 되는 냉매에 의해 흡입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토출압력도 증가한 것이다.

Fig. 3은 팽창밸브 입구의 과냉도와 압축기 흡입

구의 과열도 및 압축기 토출온도를 나타낸다. Fig. 3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팽창

밸브 입구의 과냉도는 크고 압축기 흡입구의 과열도

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열부하측 출구에서 중간열교

환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보조냉매와 팽창밸

브로 가는 주냉매의 열교환에 의한 것으로 팽창밸브 

입구의 과냉도는 증가하고 압축기 흡입구의 과열도

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과냉도의 증가와 과열도의 감

소는 증발능력의 향상과 압축기의 압축효율 증가로 

난방열량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압축기 토출

온도는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

여 다소 낮게 나타나 열원측 및 열부하측 모두가 과

부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난방능력과 압축기입력 및 COP의 변화

이다. Fig. 4와 같이 난방능력, 압축기입력, COP는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열부하측 입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분사 적용 시스템의 성능이 증기분사가 없는 경

우와 비교하여 COP 상승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Fig. 2와 Fig. 3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냉

도가 크고, 토출압력이 높으며, 증기분사에 의한 시

스템의 냉매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난방능력은 증

가하였다. 역으로 압축기입력은 증기분사가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큰 것은 Fig. 2와 Fig. 3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토출압력이 높고 또한 증

기분사에 의한 시스템의 냉매유량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4). 하지만 Fig. 4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COP

는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

가하였다. 이는 난방열량의 증가율이 12.8%～22.5%

로 압축기입력의 증가율 13.1%～15.0% 보다 크기 

때문이다.

Fig. 5～Fig. 7은 난방운전시 열원측 입구온도를 

5°C로 고정하고, 열부하측 입구온도는 40°C,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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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charge and suction pressure of compressor

Fig. 6 Subcool on expansion valve, suction superheat and 
discharge temperature of compressor Fig. 7 Heating capacity and compressor input

60°C, 62°C로 난방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중간열교환

기와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난방성능

을 나타낸다. 증기분사가 없는 경우는 열부하측 유입

온도 60°C에서 과부하로 인해 압축기에서 소음과 진

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시험작동이 불가능하여 40°C, 

50°C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는 압축기의 토출압력과 흡입압력을 나타낸

다. Fig. 5와 같이 토출압력과 흡입압력은 증기분사

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증기분사에 의해 흡입압력이 증가한 만

큼 토출압력도 증가한 결과이다.

Fig. 6은 팽창밸브 입구의 과냉도와 압축기 흡입

구의 과열도 및 압축기 토출온도를 나타낸다. Fig. 6

과 같이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팽창밸브 입구의 

과냉도는 크고 압축기 흡입구의 과열도는 작게 나타

났다. 이는 Fig. 2와 Fig. 3과 마찬가지로 열부하측 

출구에서 중간열교환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냉매와 열교환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팽창밸브 

입구의 과냉도는 증가하고 압축기 흡입구의 과열도 

는 감소한다. 이러한 과냉도의 증가와 과열도의 감소

는 증발능력의 향상과 압축기의 효율증가로 난방열

량의 증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압축기 토출온도

는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 부하온도가 62°C에서 약 

108°C를 나타낸다. 하지만 증기분사가 없는 경우는 

부하온도가 50°C에서 압축기 토출온도는 이미 약 

96°C로 열원온도가 더 높은 Fig. 3의 토출온도 87°C

보다 9°C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증기분사를 사용하

지 않으면 압축기 토출온도의 상승 때문에 부하온도

가 60°C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사용한계를 넘어 소음

과 진동의 발생으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Lee 

et al.8)
도 언급한 것과 같이 난방운전시 열부하측의 

온도가 높은 과부하 조건에서는 증기분사가 없이는 

압축기 토출온도의 과다한 상승으로 시스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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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charge and suction pressure of compressor

Fig. 9 Subcool on expansion valve, suction superheat and 
discharge temperature of compressor

운전이 불가능하였고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는 증기

분사 양의 조정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7은 난방능력과 압축기입력 및 COP의 변화

를 보여준다. Fig. 7와 같이 난방능력, 압축기입력, 

COP는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

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열부하측 입구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증기분사 적용 시스템의 성능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COP 상승폭이 증가하는 경향

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7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난방

열량의 증가율이 14.5%～21.2%로 압축기입력의 증

가율 13.6%～15.0% 보다 커서 COP는 증가하였다.

Fig. 4와 Fig. 7의 비교에서 열원측 온도가 낮은 경

우가 증기분사에 의한 COP의 증가율이 더 커서(열

부하측 온도가 50°C인 경우 열원온도가 5°C일 때는 

5.5%증가(Fig. 7), 열원온도가 15°C일 때는 2.6%증

가(Fig. 4)) 증기분사의 효과가 열원측의 온도가 낮을

수록 현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중간열교환

기와 증기분사를 적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이 열원온

도가 저온의 조건에서 고온수의 제조시에 성능향상

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3.2 냉방운전 특성

Fig. 8～Fig. 10은 냉방운전시의 중간열교환기와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냉방성능을 나

타낸다. 열부하측 냉각수 입구온도는 표준조건인 12°C

이고, 열원측 냉각수 입구온도는 15°C, 25°C, 35°C이다.

Fig. 8은 압축기의 토출압력과 흡입압력을 나타낸

다. Fig. 8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열원측의 온도증가

에 따라 토출압력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흡입압력도 

증가하였다. 토출압력은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지만 흡입압력은 

증기분사에 의하여 압축기로 흡입되는 냉매량의 증

가로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난다. 또한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는 분사 

되는 냉매량의 조정으로 열원측 온도가 증가하여도 

흡입압력이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지만 증기분사

가 없는 경우에는 열원측 온도에 따라서 흡입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Fig. 9는 팽창밸브 입구에서의 과냉도와 압축기 

흡입구의 과열도 및 압축기 토출온도를 나타낸다. 증

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기분

사 되는 냉매에 의해 냉각됨에 따라 팽창밸브 입구

에서의 과냉도는 증가되었고 압축기 흡입구의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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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oling capacity and compressor input

도는 감소되었다. 또한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압축

기 흡입구의 과열도가 작아짐에 따라 압축기 토출온

도도 약간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ig. 10에 냉방능력과 압축기입력 및 냉방 COP를 

나타낸다. 증기분사에 의해 냉매유량이 증가됨에 따

라 압축기입력은 4.1%～11.3% 증가하였고, 팽창밸

브 입구의 과냉도 증가에 의해 냉방능력은 4.0%～
10.1% 증가하였다. 하지만 압축기입력의 증가량에 

비하여 냉방능력의 증가량이 작아서 COP는 동일하

거나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냉방운전의 경우 열부

하측의 온도가 12°C로 부하가 작으므로 증기분사가 

필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증기분사를 이용

한 지열이용 시스템은 냉방운전시에는 열부하에 따

라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지열이용 히트펌프로 시설원예에서도 이용 가능

한 고온수를 얻기 위하여 증기분사와 중간열교환기

를 적용하여 난방운전과 냉방운전에 대한 성능평가

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난방운전의 경우 증기분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22.5%의 난방능력 증가와 

최대 6.4%의 COP 증가를 나타내었다. 특히 열원

의 온도가 낮은 과부하조건에서 고온의 급탕을 

위하여 증기분사를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냉방운전의 경우 증기분사를 이용하여 냉방능력

의 향상은 얻을 수 있었으나 증기분사에 의한 압

축기입력의 증가로 인하여 COP의 증가는 얻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부하가 크지 않은 물 대 물 

지열히트펌프의 냉방운전의 경우는 증기분사의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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