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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pumps have received a fair amount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for their high 

efficiency and low environmental impact. Employing heat pumps for residential heating and 

cooling produces only about 2038 kg-CO2/year, an amount which is less than half that of 

conventional boiler systems. However, the use of single-stage heat pumps becomes uneconomical 

when they are operated at very low evaporating temperature or high condensing temperature. 

Two-stage heat pumps systems can be used successfully for low or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 In this paper,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wo-stage heat 

pump with an economizer was executed in heating mode. When the secondary fluid inlet 

temperature to the indoor heat exchanger increased, the COP enhancement rate of 

two-stage heat pump with an economizer was increased. For all outdoor inlet temperature 

conditions,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with an economizer was higher than it 

without an econo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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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세계 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된 이산화탄소  공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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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상승과 에 지 산업의 민 화, 자유화, 

개방화의 지속 인 진행으로 에 지 시장의 새로

운 질서가 두됨에 따라 에 지 약과 환경 규

제 응 방안 수립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가 발 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한 요

구는 지속 으로 증가되어 건물의 냉난방 분야의 

에 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국

가에 지의 약 44%가 건물에서 소요되고 있으며, 

이 에 약 33%가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

다. 세계 으로 냉난방 분야 에 지 소비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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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에 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함에 따라 에

지 효율 이고 친환경 인 공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됨에 따라 고효율의 냉난방 

시스템인 열펌 에 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2]

열펌 는 환경 친화 이며, 고효율의 냉난방 설

비이지만, 고온수 생성을 해서는 압축비 증가에 

따라 효율  신뢰성 하에 응하기 하여 2단 

압축 사이클 설계  최 화 기반 기술 확보가 요

구된다.[3,4]

Cao et al.[5]은 탕용 열펌 에 해 혼합냉매

를 용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65oC의 고온

수를 얻었다. Xu and Ma[6]는 열펌 의 교축과정

에서의 손실에 지를 활용하기 하여 이젝터와 

래쉬 탱크를 이용하여 새롭게 제안된 인젝션 

열펌 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하여 

이젝터 용 열펌  시스템은 4%의 성능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Roh and 

Kim[7]은 가스인젝션 열펌  시스템에 하여 

간압 변화에 따른 난방성능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간압은 가능한 낮은 범 에서 유지하는 

것이 높은 난방성능과 COP를 얻을 수 있다는 연

구결과를 얻었으나, 인젝션량이 매우 작은 범 에

서만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Zehnder et al.[8]은 온

의 외기온도에서 고온수를 얻기 한 이코 마이

 용 인젝션 사이클에 한 연구를 통해 28%와 

15%의 용량  COP 향상 결과를 얻었다. Turunen- 

Saaresti et al.[9]은 R245fa 냉매로 용한 원심형 

압축기를 용한 열펌 에 한 운  범  확

를 한 이단압축 사이클에 한 연구를 수행하

여 효율향상 방안을 제시하 다. 

재까지 부분의 연구는 실험실에서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단압축 사이클에 해 

실제 제품에 용된 연구 결과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실제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소용량 개별 사

이클을 복수로 병렬로 설치하여 총 시스템 용량

을 담당하도록 구성되나, 이에 한 연구 결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용량의 

복수 열펌  사이클이 병렬로 연결된 실제 상용

화 상 이코 마이  용 물 물 인젝션 열펌

 시스템에 한 성능 특성을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사이클과 비교 분석하 다. 

2. 상용화 제품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60oC 이상의 고온수제조를 해 

상용화를 목표로 제작한 10 RT 의 이코 마이

 용 가스 인젝션 열펌  사이클 2개가 병렬 

조합된 난방용량 20 RT 의 1원 2단 열펌  유

닛을 설계  제작하 다. 압축기, 열교환기, 팽창

장치 등의 단품 요소기기를 선정하고, 조립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단품  배

의 배치 등 시스템 구조를 3D모델링 설계하 다. 

Fig. 1은 본 연구의 상용화 상 열펌  시스템

의 냉매 사이클 계통도를 나타낸다. 두개의 독립

사이클로 구성하여 한 사이클이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하나의 사이클은 독립 으로 운

이 가능하여 50%의 백업기능을 가지도록 하

으며, 부하가 큰 경우에는 복수의 사이클이 병렬

로 동시 운 된다. 각 사이클은 압축기, 실내열교

환기, 실외열교환기, 팽창밸 , 사방밸   이코

마이 로 구성되며, 이코 마이 로부터 압축

기로 냉매가 간에 유입되어 1원 2단 사이클의 

가스 인젝션구조를 가지며, 고온수 제조가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병렬 시스템이 동시에 

운 되어 100%의 용량을 갖는 경우에 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이코 마이  용 가스인젝

션 사이클과 이를 용하지 않은 경우의 고온수 

제조 성능 비교를 하여 응축기로부터 이코 마

이 로의 인젝션 라인에 솔 노이드 밸 를 설치

하 다. 냉매는 R407C가 용되었다.

Fig. 2는 열펌 의 3D 모델링 설계를 통하여 

제작된 상용화 상 열펌 의 이스 조립 이

에 냉매 사이클 제작 완료 후 시스템 성능 확보 

 최 화를 한 성능 실험 시의 열펌  내부 사

진을 나타낸다. 각 사이클은 10 RT  스크롤 압

축기, 팽창장치  이코 마이 로 구성되며, 열

원측과 부하측의 실외열교환기와 실내열교환기는 

듀얼타입의 20 RT  이징 형 열교환기가 

채용되었다. 

열원측과 부하측의 실외열교환기와 실내열교환

기는 ISO 13256-2[10]와 NR GT 101[11]의 표 조

건과 고온수 운  조건 구   성능 측정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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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vapor injection cycle.

Fig. 2 Photograh of heat pump.

Parameters Range

Operating mode Heating

Cycle
Injection, 

Non-injection

Inlet Temp
o
C)

ID HX 40 ∼ 62

OD HX 5 ∼ 15

EEV opening Adjusted

Water flow 
rate(LPM)

ID HX 240

OD HX 240

Table 1 Test conditions

도를 가지는 항온조와 센서로 구성된 열원  부

하측 항온조  계측 시스템과 연결된다. 열원과 

부하측의 2차 유체 회로는 항온조, RTD 온도센

서, 유량계, 력계  데이터 계측 시스템으로 구

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난방 모드에서 실외열교환

기와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를 변화시켰으며, 이

코 마이  용한 인젝션사이클과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단단 사이클에 한 성능 실험

을 수행을 수행하 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최종민․박용정․강신형

(사)한국지열에너지학회

4

Fig. 3 COP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4 Heating capacity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3은 난방모드에서 실외측열교환기(열원측) 

입구온도를 고정하고, 실내측열교환기(부하측) 입

구온도 변화에 따른 이코 마이  용 1원2단 

열펌 와 이코 마이 라인을 솔 노이드 밸 로 

차단하여 1단 사이클로 운 될 때의 열펌  COP 

변화를 나타낸다. 이때, 열원측 입구온도는 5oC이

고, 부하측 입구온도는 40oC, 50oC, 60oC, 62oC로 

변화시켰다.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고 실내 

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를 60oC 이상으로 설

정한 경우에는 압축기에서 소음과 진동이 크게 

증가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코 마이

를 용한 시스템의 난방 COP는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코

마이  용 시스템의 성능이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COP 상승폭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코 마이 를 용한 경

우에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난방용량은 이

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가 증가하여

도 난방용량 변화는 미소하 다. 이는 부하측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열교환기(응축기)에서의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지만, 이

코 마이 를 통과한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어 

응축기를 순환하는 냉매 유량이 증가하 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실내열교환기에서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

도차이가 감소하여 난방용량이 감소하 다. 

이코 마이 를 용한 경우에 압축기 출구  

입구의 시스템 고압  압은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

다(Fig. 2, 5, 6) 하지만, 이코 마이 를 용한 

경우에 시스템의 냉매 유량이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커서 압축기 소비

력은 이코 마이 를 용한 시스템이 크게 나타

났다(Fig. 7). 이코 마이 를 용한 경우에 시

스템의 난방용량과 소비 력은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지만, 

난방용량의 증가폭이 소비 력 증가폭보다 커서 

COP는 증가하 다. 

Fig. 8은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팽창밸  입구온도를 나타낸다. 이코

마이 를 용한 경우에 팽창밸  입구온도가 이

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축기 출구에서 이코 마이 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냉매와의 열교환에 의하

여 온도가 낮아진 것이며, 이로 인해 과냉도가 증

가하 다.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코 마이

를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발

온도는 유사하 으나, 이코 마이 를 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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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ressor discharge pressure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6 Compressor suction pressure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o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7 Power consumption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8 Expansion valve inlet temperature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oC outdoor inlet 

temperature.

우 팽창장치 입구 온도가 이코 마이 를 용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낮아서 과냉도가 증가하

므로 증발기를 통과하는 냉매 유량이 증가하여 

열원으로부터의 실외열교환기로의 증발열량이 증

가하 다(Fig. 10).

부하측 2차유체 입구온도가 5oC인 조건에서 부

하측 2차 유체 유입온도 40
o
C에서 62

o
C에서 변화될 

때 이코 마이 를 용한 1원2단 열펌  시스템이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시스템에 비하여 우

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부하측 2차 유체 유입온

도가 60oC 이상에서는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압축기 이상 작동이 발생하 다. 

Figs. 11, 12는 난방모드에서 실외열교환기 열

원측 입구온도는 15oC로 고정하고, 실내열교환기 

부하측 입구온도를 40oC에서 62oC의 범 에서 변

화될 때의 이코 마이  용 열펌 와 이코 마

이 를 용하지 않은 시스템의 COP와 난방용량

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코 마이 를 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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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vaporating temperature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10 Evaporator capacity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5o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11 COP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1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Fig. 12 Heating capacity with the variation of indoor inlet 

temperature at 15
o
C outdoor inlet temperature

COP  난방용량은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력은 증

가하 다. 실외열교환기 열원측 입구온도가 15oC

인 경우에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변화는 실외열교환기 입구온도가 5oC

인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부하측 

입구온도가 60oC, 62oC로 증가함에 따라 난방용량

과 COP의 상승폭은 증가하여 본 연구의 이코

마이  용 열펌  시스템은 고온수 제조시에 

성능 향상 효과가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시스템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난방모드에서 실내열교환기(부하측열교환기) 입

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단사이클은 실내열교

환기에서 냉매와 이코 마이 와의 온도차이 감

소로 난방용량이 감소하 다. 하지만, 이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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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인젝션 히트펌  시스템은 이코 마이

를 통과한 냉매에 의하여 실내열교환기 냉매 순

환유량 증가로 인해 용량변화가 미소하 다. 

한,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가 증가하여 고온수를 

제조하는 경우에 이코 마이  용 인젝션 사이

클은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사이클에 비

하여 COP 증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코 마이  용 인젝션 사이클은 열원측인 

실외열교환기의 증발온도가 단단 사이클과 유사

하게 나타났으나, 이코 마이 에서의 인젝션 냉

매와의 열교환에 의하여 과냉도가 증가하여 실외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유량이 증가하여 열원

으로부터 실외열교환기로의 증발열량이 증가하 다. 

실외열교환기의 열원측 온도가 변화되어도 실

내열교환기 입구온도 증가에 따른 이코 마이  

용 인젝션 시스템은 이코 마이 를 용하지 

않은 시스템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고

온수 제조시에 압축기의 안정성확보와 성능 향상

을 해서 이코 마이  용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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