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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iciency, reliability and performance of any heat pump unit can only be ascertained after it has

been tested and rated. For this reason, specific facilities, equiped with testing plants are built. Heat

pump calorimeter is the facilities used by most of these testing facilities in their rating and certification

process. The ultimate function of calorimeters is to, control and maintain the constant standard test

conditions (indoor/outdoor entering temperatures and flow rate etc) during testing period. In this study,

the test standards of heat pump unit and the structure of the calorimeter are surveyed.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a water to water heat pump calorimeter. Heat pump

calorimeter consumed much energy to excute the heat pump test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calorimeter was higher than the heat pump unit, and it was increased as the heat pump unit capacit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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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 발전에 따라 쾌적성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로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기조화기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공조 분야에서 환경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공조분야에

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서 기존의 냉난방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의

열펌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고효율화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냉방, 난방, 급탕 등의 다양한 공조분

야에서의 열펌프 사용 증가에 따라 열펌프를 활용

하여 고온 제조와 저온조건에서의 난방 및 급탕 성

능 향상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1-4].

Rodolfo et al.[5]은 모델링과 실험을 통하여 열량

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어 방법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Schronder et al.[6]은 지열원 열펌프

의 열용량 산정을 위한 열량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열펌프의 성능 및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열펌프 개

†Cor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1731, Fax: +82-42-821-1462

E-mail: jmchoi@hanbat.ac.kr

접수일: 2015년 09월 03일

심사일: 2015년 09월 15일

채택일: 2015년 09월 25일



8 박승병·이상혁·최진일·최종민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발 및 연구의 필수 장비인 열량계 및 시험 규격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7, 8].

본 연구에서는 열펌프 성능 평가 관련 규격 및 열

량계의 형태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Lab. scale의 물대물 열펌프 열량계를 제작하여

열펌프 성능에 따른 열량계의 기초 성능을 분석하

였으며, 열펌프 성능 평가 및 열량계의 고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열펌프 시험 규격

열펌프 및 에어컨 관련 성능 평가 관련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규격은 국제표준규격인

ISO 13256 series[9,10], ISO 16358 series[11-13],

ISO 5151 series[14]가 있으며, 미국 냉동협회(Air-

conditioning, Heating & Refrigeration Institute) 규격

인 AHRI 320[15], AHRI 325[16], AHRI 330[17],

AHRI 870[18] 규격과 미국 공기조화 냉동 연구소의

ANSI/AHRI 1230[19] 등이 있으며 열펌프 성능 시

험 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DIN EN

14511[20]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C656[21], C746[22]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열펌프 및 에어컨 관련 규격은 ISO 규격을

준용한 KS B ISO 15042[23], KS B ISO 13256[24]

가 있으며,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KS C 9306[25]

와 KS B 6275[26]가 있다. 특별히 지열과 관련하여

서는 NR GT 101[27], NR GT 102[28], NR GT

103[29] 규격이 있지만 향후 KS 인증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규격은 열펌프 및 에어컨을 공기대 공

기, 공기대물, 물대물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성능 시

험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2차 유체가 공기측인 경우에는 시험조건으로 실

내 및 실외측 유닛의 입구건구온도와 습도(습구온

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풍실(Air flow chamber)

를 설치하여 실내측 풍량을 측정하여 냉방 또는 난

방용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소비전력은 적산전력계

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험규격은 2차 유체가 물(또는 부동액)

인 경우에는 열교환기(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

기)의 입구온도만을 시험조건에 포함하고 있다. 

2차 유체가 공기인 경우에는 수풍실을 별도로 설

치하여 풍량을 측정하지만, 물 또는 부동액인 경우

에는 체적유량계를 적용하여 유량을 측정하고 있으

며, 체적유량계에 대한 정밀도를 제시하고 있다. 2

차 유체가 공기인 경우에 풍량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나, 2차 유체가 물인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유량을 시험 시 적용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규격은 풍량 또는 유량에 대한 제한조건

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AHRI 320[15]은 냉방시

실내열교환기 입출구 온도를 제한하여 유량을 산정

하고, 난방시에는 냉방시 산정된 유량으로 성능 시

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열펌프 유량 제한에 관한 규

격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DIN EN 14511 규격은

다른 시험 규격과 달리 바닥난방과 공간 난방 형태

에 따른 출수온도를 제한하는 시험 규격을 제시하

고 있다. 

Table 1은 2차 유체가 공기 또는 부동액(물)인 경

우의 시험 규격에 대한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국내 규격은 대부분 미국 및 ISO 규격을 준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 방법과 함께 시험 조건

도 유사하다. 

3. 열펌프 열량계 구조 분석

열량계란 열량측정 대상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불릴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열펌프/에

어컨 열량계를 의미하며, 이는 열펌프와 에어컨의

냉방열량(냉각) 또는 난방(가열) 용량을 측정하는

시험설비로 2장의 시험규격에서 규정하는 시험조건

을 만족시켜 열펌프와 에어컨에 대한 냉난방 및 급

탕용량, 소비전력, COP 등의 성능데이터 계산 등을

Table 1. Difference of test standards according to the

secondary fluid

Item

Secondary fluid

Air
Liquid

(Water or Brine)

Setting 

value

Dry bulb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Inlet temperature

Flow rate

Flow rate No limitaion Limitaion

Capacity 

calculation

Don't consider fan 

power
Consider pump power

Additional 

device
Air flow chamber Flow meter

Test 

condition

Consider frosting and 

defrosting

Don't consider frosting 

and defr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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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시험기를 의미한다. 냉방능

력이란 열펌프 또는 에어컨을 냉방 운전하였을 때

부하측 실내열교환기에서 단위 시간당　제거할 수

있는 열량([W], [kcal/h], [Btu/h])을 표시하는 것이

며, 난방능력은 열펌프를 난방 운전 하였을 때 실내

열교환기에서 단위 시간당 공조공간에 가할 수 있

는 열량([W], [kcal/h], [Btu/h])을 의미한다.

열량계는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의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직접법은 냉방시험의 경우에는 열펌프 실

내측의 냉각 및 제습 능력을, 난방시험의 경우에는

열펌프 실내측의 가열 능력을 열량계의 열 입력과

평형 시켰을 때에 열투입량을 측정하여 냉각과 가

열 및 제습능력을 구하는 열량계로 평형식 실형 열

량측정장치(Balanced ambient room type calori-

meter)로 설비명이 불려지기도 한다. 이 방법은 시험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열량계 자체의 보정을 하

는 경우에만 사용되며, 실제 상용화 및 보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법은 공기 엔탈피법, 물측 열량계법, 냉매 유

량계법으로 구분된다. 공기엔탈피법과 물측 열량계

법은 실내(또는 실외) 측의 2차 유체가 각각 공기와

물인 경우에 2차 유체 측에서 냉방능력 및 난방능력

을 측정하는 것이며, 냉매 유량계법은 2차 유체의

형태와 무관하게 냉매라인에서 시스템 용량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 

Fig. 1은 공기엔탈피법에 의한 열펌프와 에어컨의

열량계 구조도를 나타낸다. 열펌프의 실내, 실외측

에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습도와 실내기의 토출온

도/습도/풍량을 측정함으로서 용량을 산정하는 방

법이다. 실내측과 실외측의 2개 항온항습 챔버로 구

성되며, 각 항온항습 챔버에는 열펌프와 에어컨의

입구 건구온도와 습구온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AHU)가 구비되어 있

다. 공기조화기에는 냉동기, 가습기, 가열기와 팬이

설치되어 있다. 냉동기는 열펌프와 에어컨 시료의

입구온도 제어뿐만 아니라 챔버내의 습도를 제어하

기 위한 제습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Fig. 2는 물측 열량계법에 의한 열펌프와 에어컨

(냉동기)의 열량계 구조도를 나타낸다. 열펌프의 물

측 실내열교환기에서 입구 및 출구 수온을 측정하

고, 그 때의 유량 및 소비 전력을 측정함으로써 냉

방 또는 난방 능력을 산정한다. 

Fig. 3은 냉매 유량계법에 의한 열량계의 구조도

를 나타낸다. 열펌프와 에어컨의 실내측 열교환기

입구 및 출구에서의 냉매 특성값을 측정하고, 그 때

의 냉매 유량 및 소비 전력을 측정함으로써 열펌프

와 에어컨의 냉난방 능력을 구하는 열량계이다. 

열량계는 냉방용량 또는 난방용량 측정 시에 열펌

프 또는 에어컨 증발기에서의 열흡수와 응축기로부

터의 열방출에 대응하여 증발기와 응축기 입구의

온도(2차 유체가 공기인 경우 건구온도와 습도)를

일정 시험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열펌프 또는

에어컨의 증발기와 응축기에 공급되는 유체의 입구Fig. 1. Schematic diagram of air-enthalpy calorimeter.

Fig. 2. Schematic diagram of water-enthalpy calorimeter.

Fig. 3. Schematic diagram of refrigerant-enthalpy calori-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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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구현을 위한 장비가 부가되어 있다. 

열량 측정법과 2차 유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증발기와 응축기 각각의 2차 유체 출구로부

터 증발기와 응축기 입구의 2차유체 라인상에 냉동

기와 히터가 구비되어 있다. 2차 유체가 공기인 경

우에는 물과 달리 별도의 가습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증발기측 2차 유체 라인에는 증발기 용량보다

큰 용량의 히터(소용량의 경우 전기히터, 대용량의

경우 별도의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증발기의 열량

을 보상하도록 하며, 응축기측 2차 유체 라인에는

응축기용량보다 큰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고, 냉동기

출구단에 설치된 히터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을 정밀

하게 제어한다. 2차 유체가 공기인 경우에는 물과

달리 냉동기는 제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정밀한

시료 입구 습도는 가습기를 채용하여 제어한다.

Table 2는 열펌프의 2차 유체 종류에 따른 열량계 설

비의 차이점과 최소 필요 장비 수를 요약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공기 대 공기, 공기 대 물, 물 대 물

열펌프와 에어컨 성능시험을 통한 용량과 COP 측

정을 위한 열량계가 보급되어 있으며, 모두 간접법

을 채용하였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와 한국산업

시험기술원이 공인된 성적서 발행을 위한 대표 기

관이며, 중·대형의 상업용 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열량계는 공인기관 외에는 주로 대기

업에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에 설치된 열량

계는 시험 대상 열펌프와 에어컨의 용량보다 큰 냉

동기와 히터가 설치되어 시험 시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Table 3은 열펌프와 에어컨 시험시

의 열량계 열원설비(에너지 소모 설비)의 운전 상태

를 요약한 것이다.

4. 열량계 에너지 소비 특성

4.1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Fig.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물대물 열펌프 열량계

실험장치의 구조도를 나타낸다. 열펌프의 실내 및

실외열교환기의 입구온도는 복수의 항온조로부터

설정온도로 조절되며,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

기를 순환하는 2차 유체는 가변속 펌프에 의하여 제

어 된다.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기 2차 유체 루

Table 2. Difference of calorimeter according to the

secondary fluid

Item

Secondary fluid

Air
Liquid

(Water or Brine)

Minimun No. 

of chamber
2 1

Minimun No. 

of refrigerator
2 2

Minimun No. 

of heater
2 2

Minimun No. 

of humidifier
2 0

Air flow chamber 1 0

Humidity control Need Not need

Air flow control 

of chamber
Need Not need

Table 3. Operating status of calorimeter

Facility 
Heat pump 

Condenser side Evaporator side

Refrigerator
- Turned on 

- Constant speed

- Turned off

- Turned on only for defumidifying

Heater
- Turned on 

- Controlled by SCR or SSR

- Turned on 

- Controlled by SCR or SSR

Humidifier
- Turned on (Secondary fluid : Air)

- Not used (Secondary fluid : Liquid)

- Turned on (Secondary fluid : Air)

- Turned off (Secondary fluid : Liquid)

Fan
- Turned on (Secondary fluid : Air)

- Not used (Secondary fluid : Liquid)

- Turned on (Secondary fluid : Air)

- Not used (Secondary fluid : Liquid)

Pump
- Not used (Secondary fluid : Air)

- Turned on (Secondary fluid : Liquid)

- Not used (Secondary fluid : Air)

- Turned on (Secondary fluid :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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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각각 냉동기, 전기히터, 유량계로 구성되며, 유

량의 정밀제어를 위해 바이패스 라인을 설치하여

필요한 경우 유량을 정밀 제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열펌프는 10.5 kW이하의 용

량을 가지며, 열펌프 용량과 COP가 가변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열펌프의 용량은 3.0 kW에서 10.5

kW까지 변화되었으며, COP는 3.0에서 4.5의 범위

에서 변화되었다. 

열펌프의 응축기와 증발기에 유입된 2차 유체는

응축기와 증발기를 통과한 후에 각각의 수배관부에

연결된 냉동기와 히터를 지나 항온조로 유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

발기측의 냉동기는 가동하지 않았으며, 응축기측 냉

동기만을 가동하였다. 냉동기는 외기온도 35oC DB/

24oC WB와 증발기 유입온도 25oC 조건에서 12 kW

급 용량을 갖는 냉동기를 채용하였다. 열펌프의 응

축기와 증발기측 라인의 전기히터 용량은 12 kW이

다. 열펌프의 설정온도는 최종적으로 전기히터의 출

력량 조절을 통하여 제어하였다. 전기히터는 PID 제

어기에 연계하여 SSR 제어하였다. 

4.2 결과 및 고찰

Fig. 5는 열펌프의 난방 용량 증가에 따른 열량계

의 총소비전력을 나타낸다. 총 소비전력은 2개의 항

온조에 설치된 냉동기와 히터의 전력 소비량을 의

미한다. COP가 동일한 조건에서 열펌프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펌프의 실외열교환기(증발기)에서

의 흡수열량과 실내열교환기(응축기)에서의 방열량

이 증가하였으나, 열량계에서의 소비전력은 감소하

였다. 이는 열펌프의 실내열교환기 최대 용량 이상

으로 항온조의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냉동기는 정속형 시스템이며, 열펌프의 용량이 감소

한 경우에는 열펌프의 방열량이 감소하지만, 항온조

의 냉동기 용량은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Fig.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히터에서의 전기

출력이 증가하므로 열펌프의 용량이 감소함에도 불

구하고 열량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펌프 열량계의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해서는 열펌프 용량에 따른 열량계의 냉동기에

대한 대수 제어 등이 요구된다. 열펌프용량이 10.5

kW에서 3.5 kW로 감소한 경우 열량계의 에너지 소

모량은 15.3% 증가하였다.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냉동기의 소비전력은 열펌프의 용량 변화에 따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water to water heat

pump calorimeter.

Fig. 5. Total power consumption of the calorimeter.

Fig. 6. Power consumption of the calorimeter's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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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열펌프 용량이 변화되

어도 유량이 함께 변화되어 냉동기 입구온도가 동

일하고, 냉동기가 최소유량에서 최적화되어 열펌프

용량이 변화되어도 냉동기의 사이클 변화가 없어서

소비전력은 변화가 매우 작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된다. 열펌프에 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열량계에서의 에너지 소모량이 매우 크게 발

생하므로 열펌프 뿐만 아니라 열량계의 에너지 저

감 및 고효율화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에너지 절약형 열펌프의 사용 증가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열량계와 관련한 조사 분석 및 에너

지 소모량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

음의 결론을 얻었다. 

대부분의 열펌프 성능 평가 규격은 열펌프의 실내

및 실외열교환기의 입구온도 및 습도 조건에 대한

운전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AHRI 320[15]은 2

차 유체의 유량 선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열량계는 직접법 보다는 간접법의 공기 엔탈피법,

물측 열량계법, 냉매 유량계법이 채용되고 있다.

물대물 열량계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 분석 실험결

과 열펌프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량계에서의

히터 입력량 감소로 에너지소모량은 감소하였다. 열

량계에서는 열펌프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

고 있으므로 열량계의 에너지소비량 저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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