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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data meeting conditions of several applications in real

time.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are as follows: Respectively in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a refrigerant charge tank can take automatic control of variation of the refrigerant quantity

by controling pressure and temperature of system and outlet water temperature. The COP shows 3.5

in cooling operation and 3.2 in heating operation. The refrigerant quantity increases 0.69 kJ/h. When

the outdoor temperature decreases 1℃, Therefore if the temperature become lower from 25℃ to -16℃,
the refrigerant quantity increases about 9.5%. Compared to the normal state experiment results, the

COP in automatic control of the refrigerant quantity rises roughly 10%.

Key words: Refrigerant charge tank(냉매충전 탱크), Energy saving(에너지절약), Refrigerant quantity

(냉매량), COP (성적계수)

1. 서 론

우리나라는 각종 공해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

한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 들도 고안되어 이용되어

지고 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없이 주위의

공기, 물 또는 기타의 폐열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흡

수하여 냉·난방을 하므로 환경과 공해로부터 인간

을 해방시킬 미래의 열에너지로 여겨져 왔다.

냉동, 저온저장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기술은 대

체로 고 효율 기기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

으나 냉·난방기기의 근본적인 에너지 손실에 관한

대응책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냉동설비에 있어서 히

트펌프시스템의 사이클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냉·난방 분야의 에

너지절약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인 면에서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Kim et al.[1]은 냉·난방시스템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서서 히트펌프시스템 기

술의 발전에 따라 냉방, 난방, 공조산업 및 열이용

이 산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공기중의 저온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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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온도가 풍

부한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섭씨 0℃ 이하의

저온에서는 난방용의 고온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은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에서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중에서 가장 높은 효율

을 자랑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비용 효과 또한 높은

공기조화시스템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 공조시장 규모는 약 724억불에서 히트펌프는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상복합건물, 산

업용 등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연 13%

내외의 고성장을 이루어 2020년에는 약 600억불 규

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34%씩 급성

장하였으며, 2012년 1조3천억 원까지 확대되고 있

다.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14% 정도 증가한 1조5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Koo and Seo[2]는 지열히트펌프의 성능을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른 냉매량을 자동 조절하였고

Koo[3] and Jang[4]는 냉·난방운전 사이클 전환에

따른 시스템의 온도, 압력, 유량을 터치패널로 자동

제어를 하였다.

이 연구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외기 온도차에 의해

냉매량이 정량적으로 자동 조절되도록 함으로써 지

열히트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실험장치의 크기는 가로 800 mm, 세로 1200 mm,

높이 1700 mm의 크기이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상측에 응축기를 배치하고 하측에 기계장치를

배치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장치 및 부속기기는 Table 1에 나

타내었으며, 응축기 9 RT 가변식을 제작하였고, 압

축기 5 RT, 판형열교환기, 수액기, 액분리기, 냉각수

탱크 용량 2톤, 실내기 냉방능력 111,766 kJ/h, 난방

능력 215,579 kJ/h인 장치와 FCU 냉방능력 7,618

kJ/h, 난방능력 12,474 kJ/h 2대를 사용하였다.

일일 증발량 Max 5 ton/day을 기준으로 실험하

였다. 

Table 1을 기준으로 설계압력은 5.3 MPa 로 설계

하였으며, 부품 중 컨트롤 밸브는 220 V, 60 Hz,

4~20 mA, 1~5 V, 유량계 0~200 l/min, 순환펌프 220

V, 60 Hz, 0.43 kW를 적용하였다.

Fig. 3에서는 지열히트펌프실험장치의 자동제어

시스템의 체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Fig. 1에서 Kim[5] and Sohn[6]나타낸 센

서를 실험장치의 각 위치에 설치하고 컴퓨터 프로

그램과 실시간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위치의 실

Fig. 1. Equipments for experiment

Table 1. Equipments for experiment

Equipments Capacity Note

Compressor 5RT -

Condenser 9RT 1:2 Type

Plat heat 

exchanger

Q1Q2(H1"5/8J)

Q3Q4(h7/8E)
-

Receiver 7.1L Double

Accumulator 4.0L -

Fig. 2. Schematics of equipment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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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데이터를 받아 저장하도록 하였다.

Fig. 5에서 나타낸 가변할 수 있는 내측 라인의 열

교환기는 전체 용량의 2/3에 해당되면 표준 용량으

로 운전할 때에 적용된다. 외측 라인은 전체 용량의

1/3에 해당되며 자동운전 제어실험 할 때 가변적으

로 활용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표준 용량을 적용하

였다.

Fig. 6에 나타낸 것은 냉매 저장 탱크로 수액기능

과 냉매 자동조절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탱

크이다.

히트펌프를 연간 운전할 때 여름철에 냉방모드에

서는 표준 냉방 운전에 필요한 냉매량을 충전하여

냉매가 순환되도록 하며, 난방모드로 운전할 때는

사이클이 역전되면서 열교환기 방향이 반대로 작동

한다. 이때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난

방 성능이 향상되므로 냉매순환량이 증가하게 된

다. 표준 냉방 시 충전된 냉매량으로는 부족한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Fig. 5의 냉매 충전 탱크

는 난방 시 부족한 냉매 량을 자동제어로 충전하여

냉매 순환 량을 눌려주고 다시 냉방 시기가 되면 냉

매를 충전 탱크에 저장하고 표준량만 순환하도록

Fig. 3. Control Panel of the heat pump equipment

Fig. 4. Experiment data to receive of the heat pump

equipment

Table 2. Condition of experiment

C/H condition data

Cooling

super heating 5℃

super cooling 5℃

flow water 100%

refrigerant full

evaporator standard

outline Temp' 60℃

Heating

super heating 5℃

super cooling 5℃

flow water 100%

refrigerant full

evaporator standard

outline Temp' 60℃

Fig. 5. Heat exchange of variableness

Fig. 6. Tank of refrigerant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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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용을 한다.

2.2 실험방법

위에서 설명한 시스템으로 실제 산업체 현장조건

에 부합 하도록 적용하였으며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개월간 측정 실험한 데이터를 분

석 하였다.

이 실험의 조건은 Table 2와 같이 냉방과 난방을

구분하여 적용 하였으며 냉방방식과 난방방식에 따

라서 냉매저장 탱크에서 시스템의 압력과 온도에

따라 냉매 량이 자동제어 되도록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냉방실험 결과

다음의 결과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20회 실험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방시 입수온도가

6.91℃, 출수온도 12.6℃로 나타났다. Fig. 7에서 보

는바와 같이 히트펌프 시스템의 증발온도 -12.5℃,

응축온도 40.6℃로 나타났다.

이때 시스템에 나타난 압력은 고압 2.36 MPa, 저

압 0.7 MPa 이었으며, 고압측 온도 81.4℃, 저압측

온도 23.6℃로 나타났다.

다음의 Fig. 9는 난방 시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실

험장치의 고압과 저압에 대한 냉매 량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Fig. 9에서 고압 2.44 MPa, 저압 0.71 MPa 으로 나

타났다. 외기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냉매 량이 증

가하는 경향으로 보였으며, 외기온도 1℃낮아질 ,때

0.69 kJ/h 증가하였으며, 25℃에서 -16℃까지 낮아질

때 약 9.5% 증가하였다.

Fig. 10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온도 7℃에서 11℃

사이에서 냉매량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7. Cooling experimental data of inlet-outlet water

temperature 

Fig. 8. Cooling experimental data of evaporator-condenser

temperature 

Fig. 9. Refrigerant quantity variation for high-low pressure

Fig. 10. Refrigerant quantity for he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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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난방실험 결과

다음의 난방실험 Fig. 11에서 나타낸 값을 보면 난

방시 입수온도가 47.4℃, 출수온도 58.7℃로 나타났

으며, Fig. 7에서 히트펌프 시스템의 증발온도 -7.3

℃, 응축온도 39.5℃로 나타났다.

이때의 시스템에 나타난 압력은 고압 2.82 MPa

저압 0.75 MPa 이었으며, 고저압 측의 온도는 고압

측 온도 91.5℃, 저압측 온도 7.5℃로 나타났다.

Fig. 13에서 이 히트펌프시스템의 성능계수는 냉

방의 경우 3.5 난방의 경우 3.2로 나타났다. 

3.3 난방 시 냉매순환량 결과

다음 Table 3에서는 냉매량 순환량이 표준인 상태 에서 실험한 내용과 실험장치내의 냉매 순환량을

자동제어 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교환기를 통한 온수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는 표

준상태에서 실험할 때 4.54℃, 냉매 자동제어하면서

실험 할 때 5.4℃로 나타났다. 표준상태 실험시 보다

0.62℃ 상승하였으며, 냉매 자동제어 시 COP는 3.2

이고 표준 실험 시 보다 증가된 량은 0.32로 COP는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Heating experimental data of inlet-outlet water

temperature for refrigerant control

Fig. 12. Heating experimental data of evaporator -

condenser temperature 

Fig. 13. COP of cooling - heating for experimental data 

Table 3. Water quantity comparison of Standard and Refri-

gerant Auto Control

Time

(min)

Standard Refrigerant control

Outlet

temp

(℃)

Inlet

temp

(℃)

COP

Outlet

temp

(℃)

Inlet

temp

(℃)

COP

5 58.4 53.4 3.00 57.8 52.4 3.20 

10 58.2 53.2 3.00 58.5 53.0 3.30 

15 57.6 53.4 2.50 58.0 52.9 3.00 

20 57.9 52.4 3.30 58.6 53.0 3.30 

25 58.3 53.2 3.00 58.1 52.5 3.30 

30 58.4 52.3 3.60 58.2 52.6 3.30 

35 57.4 52.6 2.90 57.9 52.2 3.40 

40 58.3 53.6 2.80 58.3 53.0 3.20 

45 57.8 53.2 2.70 58.4 53.0 3.20 

50 58.3 53.6 2.80 58.3 53.1 3.10 

55 57.6 53.2 2.60 58.6 53.4 3.10 

60 57.6 53.6 2.40 59.1 53.2 3.50 

AVG 57.68 53.14 2.88 58.3 52.9 3.20 

△t 4.54 -0.32 5.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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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를 통한 온수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는 표

준상태에서 실험할 때 4.54℃, 냉매 자동제어하면서

실험 할 때 5.4℃로 나타났다. 표준상태 실험시 보다

0.62℃ 상승하였으며, 냉매 자동제어 시 COP는 3.2

이고 표준 실험 시 보다 증가된 량은 0.32로 COP는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실험적인 연구에서 적용한 조건과 실시간으로

120회 실험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

구결과를 얻었다.

(1) 냉매량의 증가는 외기온도 1℃ 낮아질 때 0.69

kJ/h 증가하여 25℃에서 -16℃까지 하강할 때 약

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설험장치의 냉방 COP는 3.5, 난방 COP는

3.2로 나타났다.

(3) 표준상태 실험에 비해 냉매자동제어 실험을

적용했을 때 COP는 약 10% 상승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기존 시스템의 냉매

량 표준 시스템에 비해 시즌변화에 따른 냉매 량 조

절로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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