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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estimated that only heating and cooling take about one third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worldwide. However, the convention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have low efficiencies. Also, boilers

and electric heaters that are mostly used to generate both domestic and industrial hot water are

inefficient and high energy consumers. For this reason, cascade heat pumps which are known to be

very energy efficient and have less environmental impact are being promoted to replace conventional

heating, cooling and hot water systems. In this study, a newly designed cascade heat pump by two-

stage water heating method has been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adopting the auxiliary heat

exchanger,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increased. The performance enhancement rate of the

system could be maximized by adjusting the low stage compressor speed rather than the high stage

compressor spe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ith the auxiliary heat exchanger was enhanced by

16.5%.

Key words: Cascade heat pump(캐스케이드 히트펌프), High temperature(고온), COP(성능 계수),

Heating capacity(난방용량)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

생된 이산화탄소 및 공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화가 가

속화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되어 건물의 냉난방 분야에서 에너지 소

비가 증가하고 있다[1].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으

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고온으로 방출시키는 냉난방

기기이다. 히트펌프는 공기, 지열, 태양열 등의 다양

한 열원을 냉난방, 급탕 등의 고급에너지로 변환시

키는 친환경의 대표적 에너지 기기이다. 또한, 단일

기기로는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효과가 매우 큰 냉

난방 기기이다[2].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기존의 보일러 등의 냉난방

시스템을 완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급탕 등을 위한

고온수 제조가 가능하여야 한다[3, 4].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온 단단 사이클의 히트펌프는 고온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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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압축비 증가 등으로 효율이 감소하고 한다. 또

한, 압축기 토출온도 증가로 시스템의 신뢰성이 감

소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위해 다단사이클의 캐스케이드 히트펌

프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성과

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 

Matsuoka and Nagatomo[6]는 가변속 히트펌프의

주파수, 홴 회전수, 전자팽창밸브 개도 등을 변화시

켜 발생하는 과도응답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였다.

Fujita et al.[7]은 2실형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 용

량조절 시험을 수행하여 압축기의 단속횟수를 줄여

서 에너지 절약 및 쾌적성 향상 효과를 얻었다.

Bhattacharyya et al.[8]은 캐스케이드 히트펌프의 최

적화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캐스케이드 열

교환기의 온도차 감소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향

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et al.[9]은

캐스케이드 히트펌프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통

하여 외기온도 및 부하측 2차유체 유입온도에 따라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의 온도 변화가 발생하여 성능

이 변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Lee et al.[10]은

자연냉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히트

펌프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을 통해 시스템 최적화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gnew and Ameli[11]

은 R717와 R508b 냉매를 적용한 시스템이 R12와

R13을 적용한 시스템보다 압축기 토출온도와 소비

동력이 감소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캐스케이드 히트펌프 시스템

에 관한 연구는 냉매의 종류와 내부열교환기 적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용량 가변을 위한 가변속 압축기를 채용

한 시스템은 대부분 단단 사이클에 적용되었으며,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속 압축기를 적용한 캐스케이

드 히트펌프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성능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고단측과 저단측 사이클에

가변속 압축기를 적용하였으며, 승온을 위해 저단과

고단이 연계된 부하측 2차 유체의 순환루프를 개선

하여 시스템의 운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변속 캐스케이드

히트펌프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고단사이클과 저단

사이클로 구성되며, 고단과 저단부는 각각 각각 압

축기, 열교환기(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로 구성된

다.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 고단사이클의 증발부

와 저단측의 응축부 냉매 간에 열교환이 이루어진

다. 고단측에는 상대적으로 동일포화온도에서 포화

압력이 낮은 R134a 냉매를 채용하고, 저단부에는

R410A 냉매를 적용하였으며 정격용량은 약 2 kW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출구에

추가로 열교환기(이하 보조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부하측의 2차 유체가 보조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고

단측의 실내열교환기를 통과하도록하여 시스템 성

능 변화를 고찰하였다. 고단사이클과 저단사이클 모

두에 가변속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였다. 팽창장치

는 스텝모터 구동의 전자팽창밸브를 사용하였다. 저

단측의 열원측 실외열교환기와 고단측의 부하측 실

내열교환기, 캐스케이드 열교환기 및 보조열교환기

에 모두 이중관식 열교환기를 채용하였다. 열원측과

부하측 열교환기의 2차 유체 유량은 모두 6 LPM으

로 고정하였다. 

열원과 부하모사를 위해 실외열교환기와 실내열

교환기에 2차 유체 순환루프를 구성하였다. 실외열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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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와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순환루프는 각각

의 항온조와 순환펌프 및 밸브로 구성되며, 실외열

교환기와 실내열교환기 입구 온도는 열교환기 출구

와 항온조 사이에 냉동기와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조절하였다. 

ISO 13256-2[12] 규격에 따라 난방 조건에서 캐스

케이드 히트펌프의 열원 및 부하온도를 설정하였다.

실외 및 실내열교환기의 2차유체 입구온도(Enter-

ing water temperature; EWT)는 각각 5oC와 40oC이

다. 난방조건에서 최적의 냉매 충전량을 결정하고,

다양한 부하 조건 등에서 난방 성능 실험을 수행하

였다.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는 50 Hz에서 90

Hz의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는 30 Hz에서 90 Hz까지 가변하면서 성능실

험을 수행하였다. 부하측의 2차 유체는 기존의 일반

적인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같이 실내열교환기만을

순환하는 경우와 본 연구에서 고안된 저단측 압축

기 출구에 설치된 보조열교환기를 지나서 실내열교

환기로 순환하는 경우에 대해 성능 실험을 수행하

였다. 각 운전조건에서 고단측과 저단측 사이클의

전자팽창밸브는 시스템의 성능이 최대가 되도록 조

절하였다. 

캐스케이드 히트펌프의 보조열교환기 채용 및 압

축기 가변에 따른 성능측정 및 분석을 위하여 시스

템 주요 부위에 압력, 온도, 전력량 및 유량계를 설

치하였다. 실외열교환기, 실내열교환기, 보조열교환

기의 2차 유체 입출구 순환수 온도는 RTD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정확도는 ± 0.15oC이다. 고

단측과 저단측의 압축기 소비전력은 적산전력계로

측정하였으며, 2차 유체 유량은 마그네틱 체적유량

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정확도는 측정값의 ± 0.5%

와 ± 2%이다. 냉매측 질량유량은 질량유량계를 과

냉영역의 라인에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정확도는

± 0.5% 이다. 기타 시스템 주요 위치의 온도와 압력

은 T형 열전대와 압력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정확도는 각각 ± 0.2oC와 ± 6.9 kPa이다. 각 시험조

건에서 시스템의 온도, 압력, 유량, 소비전력을 측정

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도달

한 후 2초 간격으로 40분 이상 측정 및 저장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변화에 따

라 전자팽창밸브개도를 최적으로 조절한 경우에 캐

스케이드 히트펌프의 난방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압

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라 난방용량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저단측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에

저단사이클의 고압과 냉매 순환유량이 증가하므로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 열전달량 증가한다. 이로

인해 고단사이클의 증발열량 증가로 난방용량이 증

가하였다. 

모든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변화에 따라 전

자팽창밸브의 개도를 조절한 경우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이 보조열교환기를 적용

하지 않은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났다.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열교환기를 적

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 증가폭은 증가하였다. 이는

냉매 순환유량 증가에 의한 보조열교환기에서의 승

온 효과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Fig.

Fig. 2. Heating capacity according to low stage compressor

speed.

Fig. 3. Mass flow rate according to low stage compressor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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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30 Hz에서 90 Hz

까지 증가할 때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은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

에 비하여 5.5%에서 16.5% 증가하였다. 

Fig. 4는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

라 보조열교환기를 적용한 시스템과 보조열교환기

를 적용하지 않은 시스템의 COP 변화를 나타낸다.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COP가 보조열교

환기를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의 COP보다 높게 나

타났다. 

저단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열교환

기 채용에 따른 COP 상승율은 증가하였다. 저단 압

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라 보조열교환기 적용 시스

템의 용량 증가폭은 보조열교환기를 적용하지 않은

시스템보다 증가한다. 보조열교환기 적용 시스템이

저단측 냉매유량 증가로 소비전력이 보조열교환기

미적용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용량 증

가폭이 소비전력증가폭보다 커서 보조열교환기 적

용 시스템의 COP가 미적용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

났다. 저단측의 압축기 회전수가 30 Hz인 경우 보조

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COP는 2.3% 증가하였

다. 압축기 회전수가 90 Hz로 증가한 경우에 보조열

교환기 채용 시스템의 COP는 10.0% 증가하였다.

Fig. 5는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 소

비동력 변화를 나타낸다. 저단 사이클의 압축기 회

전수 증가에 따라 저단사이클의 소비전력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단 사이클의 소비전력 변화는 저단

사이클의 소비전력 변화보다 작게 나타났다. 

저단 사이클에서는 압축기회전수 증가로 입출구

압력차와 냉매 유량 증가폭이 고단 사이클에서 보

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단 사

이클의 압축기회전수 증가시에 고단 사이클의 냉매

유량은 증가하였으나, 증발압력 증가로 압축비가

감소하여 소비전력 변화는 크지 않았다.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라 보조열교환기를 채용

한 저단사이클의 냉매 유량이 보조열교환기를 채용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커서 보조열교환기를 채

용한 경우에 저단 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라 소비전력이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Fig. 6은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 전

자팽창밸브 개도를 조절한 경우 난방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고단측의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단사이클을 순환하는 냉매유량의 증가 및 응축압

력 증가로 인해 난방용량이 증가하였다. 

보조열교환기 채용 시스템의 난방용량이 보조열

교환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에 비하여 다소 증

가하였으나,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변화시보

Fig. 4. COP according to low stage compressor speed. 

Fig. 5.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low stage com-

pressor speed. 

Fig. 6. Capacity according to high stage compressor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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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용량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저단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에는 보조열교환기 채용 시스템의

난방용량 증가폭이 증가하였으나, 고단 압축기 회전

수 증가 시에는 난방용량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고단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에 고단 사이클의 저압

이 감소하고 냉매 유량이 증가하여 캐스케이드 열

교환기에서 고단측 냉매와 저단측 냉매와의 열전달

량이 증가한다.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 열전달량

증가로 저단 사이클의 응축온도도 감소한다. 저단

사이클의 응축온도 감소는 보조열교환기에서 저단

사이클의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차이와 열전달량

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고단압축기 회전수 증가

에 따라 보조열교환기 채용 시스템이 보조열교환기

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 대비 난방용량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30 Hz로 고정된

경우 고단측의 압축기 회전수가 50 Hz 경우에 보조

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은 보조열교

환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 대비 6.8% 증가하였

고 고단측의 압축기 회전수가 90 Hz인 경우에는 난

방용량 증가폭은 1.3%로 감소하였다. 

Fig. 7은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 시

스템 COP 변화를 나타낸다. 고단 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용량이 증가한다. 고단

사이클의 응축압력과 증발압력의 차이가 증가하여

압축기의 압축비가 증가하고, 냉매 순환유량이 증가

하여 고단사이클의 소비전력이 증가한다(Fig. 8). 고

단사이클이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라 난방용량

증가폭보다 소비전력 증가폭이 커서 COP는 감소하

였다.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경우에 난방용량이 증가

하여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보다

COP가 증가하였으나, 난방용량 변화율과 같이 고단

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른 COP 증가율

도 감소하였다.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

시에 고단사이클의 소비전력은 증가하였으나, 저단

사이클의 소비전력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캐스케이

드 열교환기에서의 열전달량 증가로 저단사이클의

응축압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9는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

른 과냉도 변화를 나타낸다.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단 및 저단 사이클의 과

냉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고단 사이클에서는 응축압

력 증가로 고단사이클의 액냉매라인의 냉매량이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고단사이클의 과냉도 증가율보

다 저단사이클의 과냉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증가에 따라 캐

Fig. 7. COP according to high stage compressor speed.

Fig. 8.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high stage com-

pressor speed. 

Fig. 9. Subcooling according to high stage compressor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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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의 열전달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경우 고단사이클의 과냉

도는 감소하고, 저단사이클의 과냉도는 증가하였다.

고단사이클에서는 보조열교환기 채용에 따라 저단

사이클의 응축압력이 감소하여 고단사이클의 증발

압력 및 응축압력을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저단사이클의 과냉도가 증가한 것은 저단사

이클의 고압부 냉매가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와 보조

열교환기에서 열교환하여 응축열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변속 압축기를 적용한 캐스케이

드 히트펌프의 저단사이클 압축기 출구와 캐스케이

드 열교환기 사이에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

에 대한 난방 성능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모든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에서 보조열교

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과 COP가 보조열

교환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에 비해 증가하였으

며,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열교환기를 적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 및 COP

증가폭은 증가하였다.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가 30 Hz에서 90 Hz까지 증가할 때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한 시스템의 난방용량과 COP는 보조열교환기

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에 비하여 최대 16.5%와

10.0% 증가하였다.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변화 시에도 보조열

교환기를 채용한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난방용량과

COP가 보조열교환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가 증

가함에 따라 보조열교환기 채용에 따른 성능 향상

효과는 감소하였다. 

캐스케이드 히트펌프 시스템의 압축기 출구에 보

조열교환기를 채용하여 기존의 보조열교환기가 적

용되지 않은 캐스케이드 히트펌프 시스템보다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조열교환기를 적용한 캐스케이드 히트펌프의

용량 조절 시에 고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변화

보다는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회전수 변화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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