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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major breakthrough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as been 

the development of heat pumps. Heat pump systems offer economic alternatives for 

recovering heat from different sources for use in various industrial, commercial and 

residential applications. In recent years, the heat pump has been tipped to have a very good 

potential for hot water productio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a vapor 

injection heat pump with the variation of sub-cooler capacity at heating mode. The heating 

capacity of the vapor injection heat pump slightly increased with an increment of 

sub-cooler capacity, while COP didn’t increase continuously. The 20% capacity of 

sub-cooler comparing with system capacity could be used as a standard to select 

sub-cooler capacity. 

Key words: Vapor injection (가스인젝션), Heat pump(히트펌 ), COP(성 계수), Sub-cooler(과냉각 열
교환기) 

1. 서 론
3)

에 지 약의 요성 증 와 국제 인 환경 규

제에 응하기 한 에 지 효율 이고 환경 친

화 인 냉난방 기기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다.[1,2] 

히트펌 는 재생가능한 열원을 이용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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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고온열원으로 열을 

방출시키는 냉난방 겸용 기기로서 에 지 효율이 

매우 높은 냉난방 기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

일러 등의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고효율의 히트

펌 로 완  체하기 해서는 냉난방  탕 

운 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탕에 

한 요구 증가로 인하여 히트펌 시스템에서 고

온수 제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압축비가 높은 경우에도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히트펌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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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압축비에서 히트펌 를 운 하기 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5] Cho et al.[6]은 냉방

모드에서 이산환탄소 용 가스 인젝션 히트펌

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15.5%의 성능향

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Heo et al.[7]은 

인젝션 히트펌  시스템으로 냉방과 난방 용량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존시스템 비 

부하 응 범 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Wang et al.[8]은 스크롤 압축기를 

용한 인젝션 히트펌  시스템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외기온도 46.1oC의 고온에서 냉방

용량과 COP를 각각 14%와 4% 향상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재까지 부분의 연구는 인젝션사이클 용 

히트펌 의 성능 향상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과냉각 열교환기 용 2단 히트펌 의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에 따른 시스템 성능 특성에 한 

연구성과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 가스인젝션 히트펌  시스템의 과

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과냉각 열교환기 

용 인젝션 히트펌  시스템의 설계  최 화

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고온수 제조를 한 과냉각기를 용한 인젝션

형 1원 2단 히트펌  시스템의 난방모드에서 과

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분석을 

하여 난방용량 10RT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

하 다. 인젝션은 액냉매 인젝션(Liquid injection)

과 가스인젝션(Vapor injection) 기술로 분류되나,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스인

젝션 기술을 채용하 다. 히트펌 는 압축기, 실

내열교환기, 실외열교환기, 팽창장치  과냉각 열

교환기(Sub-cooler heat exchanger)로 구성하

으며, 열원과 부하는 항온시스템으로 모사하 다. 

히트펌  유닛의 작동냉매로서는 R-407C를 채용

하 다. Fig. 1은 본 연구의 과냉각 열교환기 

용 히트펌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고온수 제조를 해 고온의 응축온도와 고압의 

응축압력을 구 하고, 압축기 토출온도의 안정성 

확보를 해 코퍼랜드사(Copeland Co.)의 10RT

 인젝션 스크롤 압축기를 채용하 다. 실내열교

환기와 실외열교환기는 10RT  형 열교환기를 

채용하 다. 팽창밸 는 인젝션 라인과 응축기에

서 증발기로 통하는 라인에 2개를 설치하 으며, 

모두 자팽창밸 를 채용하 다. 인젝션 라인의 

자팽창밸 는 인젝션 압력과 유량을 조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응축기와 증발기 라인에 설치된 

자팽창밸 는 응축압력을 증발압력까지 낮추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냉각 열교환기는 형열

교환기를 채용하 으며, 응축기 출구에서 인젝션 

라인쪽의 팽창밸 를 통과한 온의 냉매와 응축

기 출구의 냉매가 증발기라인의 팽창밸  이 의 

냉매가 서로 열교환하게 된다. 과냉각 열교환기의 

용량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여 4개의 서로 

다른 용량을 갖는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밸 의 

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열교환기가 과냉각 열교환

기로 운 되도록 배 을 구성하 다. 4개의 과냉

각 열교환기는 각각 3.5, 7, 10.5, 14 kW  형열

교환기이다. 히트펌  유닛이 다양한 온도범 에

서 운 되며, 냉매 배   열교환기 내부에 압축

기 오일 잔여에 따른 성능 변화를 방지하고자 압

축기 토출배 에 오일분리기를 설치하 으며, 습

압축 방지를 하여 압축기 입구에는 어큐뮬 이

터를 설치하 다. 응축기출구의 냉매 과냉 여부와 

증발기 출구 과열 여부를 유 으로 확인하기 

하여 액냉매 라인에 가시 (sight glass)을 설치

하 다. 한 응축기와 팽창장치 사이에는 필터 

드라이어(filter drier)를 설치하여 시스템 기 설

치 시에 배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과 불순물

을 제거하 다.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하여 주

요 요소기기의 냉매라인 입·출구에 T타입 열

와 압력계를 설치하 으며, 열 와 압력계의 정

확도는 각각 ±0.2oC와 ±6.9 kPa이다. 실내열교환

기 순환 냉매 유량과 인젝션 냉매유량 측정을 

하여 수액기 출구와 인젝션 냉매 라인에 질량유

량계를 설치하 으며, 정확도는 지시값의 ±0.5% 

이다. 히트펌 의 난방용량 측정을 하여 실내열

교환기 2차 유체측 입·출구에 RTD 센서(정확도 

±0.15oC)를 설치하 으며, 마그네틱 체 유량계(정

확도는 지시값의 ±2%)를 2차 유체라인에 설치하

다. 히트펌  유닛의 소비 력은 산 력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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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injection heat pump test rig.

확도는 지시값의 ±0.5%)로 측정하 다. 

고온수 제조시의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여 ISO 13256-2[9]와 NR 

GT 101[10] 규격을 참조하여 고온 난방 조건에서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실외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EWT:Entering water temperature)는 5oC

로 고정하고,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는 

50oC와 55oC에 해서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

화에 따른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자팽

창밸 는 시스템이 최  COP를 갖도록 조 하

다. ISO 13256-2[9]와 NR GT 101[10] 규격에 따라 

실내열교환기 2차유체 입출구 온도차와 유량으

로 난방용량을 계산하 으며, 난방용량을 산

력계로 측정한 소비 력으로 나 어 COP를 산정

하 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변화에 따른 난

방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난방모드에서 실내열교

환기 유입온도 증가에 따라 모든 과냉각 열교환

기를 용한 경우에 난방용량은 감소하 는데, 이

는 난방모드에서 실내열교환기 유입온도 증가에 

따라 응축온도가 증가하고 응축기에서의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차이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고

온수 제조를 하여 50oC와 55oC의 높은 2차 유입 

온도 조건에서 과냉각 열교환기를 용한 경우에 

과냉각 열교환기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난방용량은 모두 증가하 으나, 과냉각 열교환기

의 용량 증가에 따른 난방용량 증가폭은 감소하

다.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의 유입온도가 55oC 

인 경우에 과냉각 열교환기의 용량이 3.5 kW에서 

7 kW와 14 kW로 증가한 경우에 난방용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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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ing capacity according to sub-cooler capacity.

Fig. 3 COP according to sub-cooler capacity.

Fig. 4 Condensing and evaporating temperature according 

to sub-cooler capacity.

Fig. 5 Evaporating temperature of sub-cooler according 

to sub-cooler capacity.

는 각각 2.9%와 3.7%를 나타냈다. 

Fig. 3은 과냉각 열교환기의 용량변화에 따른 

히트펌 의 COP 변화를 나타낸다. 과냉각 열교환

기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과냉각 열교

환기를 용한 경우에 COP는 난방용량 증가에 

의하여 증가하 다. 하지만, 과냉각 열교환기의 용

량 증가에 따라 COP는 증가 는 감소하 다. 실

내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가 55oC인 경우에 

COP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증가에 따라 미소

하지만 증가 는 일정하 고,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가 50oC인 경우에 COP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미소하게 

감소하 다. 

Fig. 4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시

스템의 응축온도와 증발온도를 나타낸다.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증가에 따라 응축온도는 미소하게 

증가하 으나, 증발온도는 0oC 부근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특히,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유

입온도가 증가하여도 증발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

었다. 따라서, 증발온도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 

시스템의 최  제어 변수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 5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과

냉각 열교환기의 증발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과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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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ressor outlet temperature according to sub- 

cooler capacity.

Fig. 7 Degree of superheat according to sub-cooler 

capacity.

각 열교환기의 용량 증가에 따라 과냉각 열교환

기의 증발온도가 증가하 는데, 이는 과냉각 열교

환기를 통하여 압축기로 유입되는 냉매와 실내열

교환기(응축기)로부터 팽창장치를 통하여 실외열

교환기(증발기)로 유입되는 냉매와의 온도차이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과냉각 열교환기를 용한 

시스템이 최 으로 운 되기 해서는 과냉각 열

교환기에서의 최  열 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6은 과냉각 열교환기의 용량 변화에 따른 

압축기 토출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실내열교환기

의 모든 2차 유체 유입온도 조건에서 과냉각 열교

환기를 용한 경우에 압축기 토출온도가 감소하

으며,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압축

기 토출온도 변화폭은 무시할만한 값을 나타냈다. 

과냉각 열교환기 용 시스템은 히트펌 를 이용

하여 고온수 제조시에 압축기 토출온도 증가에 

따른 시스템 신뢰성과 성능 확보를 해 용되

는데, 과냉각 열교환기가 일정용량 이상인 경우에 

성능  신뢰성 변화는 미소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약 35 kW 의 난방용량을 갖

는 히트펌  시스템인데, 7 kW의 시스템 용량 

비 20%의 과냉각 열교환기를 용한 경우에 성능

은 이보다 큰 과냉각 열교환기를 용한 경우와 

등 는 우수하 다. 하지만, 히트펌  시스템 

설계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

로부터 난방용량 비 약 20% 용량의 과냉각 열

교환기 용량을 시스템 최 화 기 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분석된다. 

Fig. 7은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와 과

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압축기 입구 과

열도 변화를 나타낸다. 각 운 조건에서의 과열도 

변화는 7.8oC에서 8.2oC의 작은 범 에서 변화되

었다. 일반 으로 1원 1단 히트펌  시스템은 한 

개의 팽창장치를 채용하고, 팽창장치의 운 제어 

변수로는 압축기 신뢰성 측면에서 과열도를 최  

운 제어 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과냉각 열

교환기 용 1원 2단 히트펌  시스템은 과냉각 

열교환기 입구의 팽창장치와 실외열교환기(증발기) 

입구의 2개 팽창장치가 사용되므로 팽창장치의 

최  제어를 해 2개의 제어변수가 요구된다. 운

조건과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성

능 실험 결과 증발온도와 과열도 변화가 미소하

으므로 이를 2개 팽창장치의 제어 변수로 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Fig. 8은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라 실

내열교환기를 지나는 총냉매유량과 과냉각 열교

환기를 통해 압축기로 인젝션되는 냉매 유량 변

화를 나타낸다. 최  성능을 나타낸 7 kW의 과냉

각 열교환기 비 운 조건과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시의 총 냉매유량은 1% 이내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인젝션 유량은 15.7% 이내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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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frigerant mass flow rate according to sub- 

cooler capacity.

나타냈다.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변화에 따라 실내

열교환기의 응축온도 변화가 미소하여 최  열교

환량을 얻기 한 총 냉매 유량 변화는 미소하

으나,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라 과냉각 

열교환기에서의 최  열교환량과 응축온도 제어

를 해 과냉각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유량 

변화는 총 냉매유량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

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수 제조를 한 인젝션 히

트펌 의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변화에 따른 난

방모드에서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음

의 결론을 얻었다. 

과냉각 열교환기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히트

펌  시스템의 난방용량은 증가하 으나, 증가폭

은 감소하 다. 하지만, COP는 과냉각 열교환기 

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 는 감소하 다. 

과냉각 열교환기 용 인젝션 히트펌 는 실내

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기의 냉매유량  압력제

어를 한 팽창밸 와 인젝션 냉매유량 제어를 

한 팽창밸 가 채용되어 2개의 제어 변수가 요

구된다. 시스템의 운 조건과 과냉각 열교환기 용

량 변화에 따라 증발온도와 과열도가 시스템 최

화 시에 일정한 값을 나타냈으므로 증발온도와 

과열도를 최 제어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분석되었다. 

히트펌  시스템 요소기기 설계 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로부터 난방용량 

비 약 20% 용량의 과냉각 열교환기을 시스템 

최 화 기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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