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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rigerant having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s will be phased out du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R410A has been widely used in geothermal heat pump. However, it has a little high GWP by

2088 value. One of the recommended substitute for R410A refrigerant is R452B which having a GWP

by 698 value. In this paper, the heating and cooling performance of the water-to-water geothermal heat

pump unit with R452B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adopting

R452B was also compared with the system applying R410A. The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of

R452B heat pump system showed a slightly lower values within 2% comparing with R410A system.

However, the R452B system’s coefficient of performance was enhanced by 5.2% and 13.7% at heating

and cooling mode, respectively. 

Key words: Heat pump (히트펌프), Alternative refrigerant(대체냉매), COP(성적계수), Heat source(

열원) 

1. 서 론

건축물의 냉난방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에너지 절약과 국제적인 환경 규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효율의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히트펌프에는 CFC와 HCFC 계열의 냉매가 사용

되다가 높은 오존층파괴지수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HFC 계열의 냉매로 대체되어 왔다. 하지만

HFC 계열의 냉매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134a, R410A, R407C 냉매는 오존층파괴지수는 낮

거나 0이지만,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아 이에 대한 대

체냉매 개발 및 친환경 고효율 히트펌프에 대한 연

구 및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 

현재 국내에는 물대물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이 가

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주로 HCFC 계열의 냉매

인 R22 냉매를 채용한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어 오

다가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대체 냉매 적용의 필

요성 증대에 따라 R410A 냉매를 사용한 시스템으

로 전환되어 왔다[3]. 하지만 R410A 냉매도 지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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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화지수가 2,088로 높아서 향후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에 새로운 냉매의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R410A 냉매의 대체냉매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R32, R32와 R1234yf 또는 R1234ze의 혼합냉매가

많이 검토되고 있으며, HC 냉매 등도 검토되고 있

다[2]. 

Tu et al.[4]은 R32냉매를 적용한 히트펌프와

R410A 냉매를 적용한 히트펌프의 성능 비교에 대

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여 R32 냉매로

R410A 냉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

다. Koyama et al.[5]은 R32와의 혼합냉매를 적용을

통해 R410A 냉매의 대체적용 연구를 수행하여 R32

혼합냉매가 R410A 시스템보다 다소 낮은 성능을

나타냈지만, 혼합비 변화를 통해 R410A 냉매를 대

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Gebbie et al.[6]은

R32/R134a 혼합냉매와 R32 냉매를 적용하여 히트

펌프의 과도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R32/R134a 혼합냉매가 히트펌프 사이클을 순환하

면서 조성비가 변화되어 과도 성능 실험시에 성능

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이클 운전시의 조성비

제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대부분의 대체 냉매 관련 연구는 공기대 공기 히트

펌프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에 대한

연구는 성능 향상 또는 고온수 제도에 대해 진행되

었으며, 대체 냉매 적용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R410A 냉매를 대체

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중에 연

구 사례가 적은 R452B 혼합냉매를 적용한 물대물

히트펌프 유닛의 성능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R410A를 적용한 국내 인증 히

트펌프 유닛에 대하여 R452B로 대체적용한 성능시

험을 수행하고, R410A를 적용한 제품 성능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해 R452B 냉매의 지열원 히트펌프 유

닛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R452B와 R410A 물성치 비교

R452B는 R32, R125, R1234yf가 분자량 기준으로

67%, 7%, 26%씩 혼합된 냉매이다. R410A는 R32와

R125가 50% 대 50%의 몰분율로 혼합된 냉매이다.

Table 1은 R452B와 R410A에 관한 기본 물성치를

나타낸다. R452B의 임계온도는 75.7oC로 R410A보

다 다소 높다. R452B의 대기압하에서 끓는점의 온

도는 R410A와 유사하다. R452B의 지구온난화지수

는 698로 R410A의 2088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R452B와 R410A 냉매는 동일조건에서 압력, 온도,

밀도 등의 물성치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러므로, R410A가 적용된 히트펌프 시스템의 변화

없이 단지 R452B 냉매로 교체 적용을 통한 성능 확

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R452B 냉매에 대하여 R410A의 대체냉매 적용시

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R410A 냉매를 적

용하여 인증[7] 받은 140 kW급 지열원 물대물 히트

펌프에 대해서 R410A 대신 R452B 냉매를 충전하

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은 지열원 히트펌프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히트펌프는 70 kW급 스크롤 타입 압축기 2대, 140

kW급 판형의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기 및 팽

창장치로 구성된다. 2대의 압축기는 실내 및 실외열

교환기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압축기 출구는

운전모드에 따라 실내열교환기(난방시) 또는 실외

열교환기(냉방시)를 통과한 후에 온도감응 팽창밸

브를 거쳐서 실외열교환기 또는 실내열교환기를 거

쳐 각각의 압축기로 다시 유입된다. 개략도에 도시

Table 1. Basic property of R452B and R410A

Property R410A R452B

Composition R32/R125

(50/50wt.%)

R32/R125/R1234yf

(67/7/26wt.%)

Molecular Weight

(g/mol)

72.6 63.5

GWP 2,088 698

Boiling point 

@ 1 atm (℃)

-51.4 -51.0

Critical temperature 

(℃)

71.3 75.7

Vapor Pressure 

@ 25℃ (kPa)

1,657 1,599

Liquid density 

@ 25℃ (kg/㎥)

1,078 1,006

Vapor density 

@ 25℃ (kg/㎥)

66.0 52.8

Temperature glide (℃) 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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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으나, 히트펌프 유닛이 냉매 배관 및 열

교환기 내부에 압축기 오일 잔여에 따른 성능 변화

를 방지하고자 압축기 토출배관에 오일분리기를 설

치하였으며, 습압축 방지를 위하여 압축기 입구에는

어큐뮬레이터를 설치하였다. 응축기출구의 냉매 과

냉 여부와 증발기 출구 과열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액냉매 라인에 가시관(sight glass)을 설

치하였다. 또한 응축기와 팽창장치 사이에는 필터

드라이어(filter drier)를 설치하여 시스템 초기 설치

시에 배관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과 불순물을 제

거하였다. 

히트펌프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히트펌프를 지열

원 히트펌프 인증 공인기관[8]의 지열원 물대물 히

트펌프 성능 평가 장치에 본 연구의 물대물 지열원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다. 성능 평가장치는 부하측과

열원측을 모사한 항온조 시스템과 수배관 라인에

설치된 유량계 및 히트펌프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

교환기 입출구에 설치된 RTD 온도 센서, 적산전력

계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센서는 물대물 지열원 히트

펌프 성능 평가 및 인증 규격[9]에 따라 RTD 센서

는 ±0.1oC, 체적유량계는 측정값의 ±1%, 전력량은

측정값의 ±0.5%의 정확도를 갖는다. 히트펌프 냉매

사이클의 주요 요소기기의 냉매라인에 T타입 열전

대와 압력계를 설치하였으며, 열전대와 압력계의 정

확도는 각각 ±0.2oC와 ±6.9 kPa이다. 

히트펌프에 대하여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평가 규

격[9]을 참조하여 냉방 및 난방 조건에서 성능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내열교환기 부하측 온도조건은 표

준조건(난방 40oC, 냉방 12oC)으로 고정하고, 열원

측 실외열교환기 2차 유체 유입온도를 변화시키며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난방시 열원측 온도는 5oC

에서 15oC의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냉방시 열원

측 온도는 15oC에서 35oC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먼저 R410A를 적용하여 냉난방 모드에서 성능 실

험을 수행한 후 히트펌프 시스템을 진공한 후

R452B 냉매를 최적으로 충전한 후에 R410A 적용

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평가 규격에 따라 실내열교

환기 2차유체 입출구 온도차와 유량으로 냉난방용

량을 계산하였으며, 난방용량을 적산전력계로 측정

한 소비전력으로 나누어 COP를 산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는 난방모드에서 열원측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R452B 냉매와 R410A 냉매를 적용한 경우 히

트펌프의 난방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열원측 입구온

도 증가에 따라 증발기인 실외열교환기에서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차이 증가로 각각의 냉매 모두 난

방용량이 증가하였다. R410A를 적용한 시스템의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geothermal heat pump tes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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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량이 R452B를 적용한 시스템에 비하여 모든

열원측 입구온도 조건에서 난방용량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R410A 시스템의 R452B 시스템

대비 난방용량 증가폭은 0.9%에서 1.2%로 그 차이

는 크지 않았다. 모든 난방 부하조건에서 R410A 적

용 시스템의 소비전력은 R452B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났다(Fig. 3). 이로 인해 R410A 시스템의 난방

용량이 R452B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R452B 시스템의 난방 COP가

R410A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났다. R410A 시스템과

비교하여 난방모드에서 R452B 시스템의 소비전력

값은 4.6%에서 5.8% 작게 나타났으며, COP는 3.5%

에서 5.2% 크게 나타났다. 

Fig. 5는 난방운전조건에서 R452B 냉매와 R410A

냉매의 고압과 저압(응축압력과 증발압력)의 변화

를 나타낸다. R452B 적용 시스템의 고압과 저압이

R410A 시스템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R452B

시스템의 고압과 저압 차이가 R410A시스템보다 미

소량 작게 나타났다. Fig. 6은 난방 조건에서 열원측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기 토출온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압축기 토출온도는 히트펌프

냉매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압축

기 보호 등의 시스템 안전성 측면에서 운전온도가

제한된다. 열원 측 온도조건 변화에 따른 R452B 시

스템의 압축기 토출온도는 R410A와 비교하여 온도

편차가 최대 2.6oC 이하를 나타냈으며, 토출온도 증

가폭이 크지 않았고, 시험온도 범위 내에서 90oC 이

하의 온도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난방모드에 대

Fig. 2. Heating capacity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

ature at heating mode.

Fig. 3.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 at heating mode.

Fig. 4. COP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 at

heating mode.

Fig. 5. Pressure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 at

he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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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R410A 냉매 시스템의 변경 없이 R452B가 대

체냉매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s. 7과 8은 냉방모드에서 열원측 입구온도 변

화에 따른 R452B 냉매와 R410A 냉매를 적용한 히

트펌프의 냉방용량과 소비전력 변화를 나타낸다. 냉

방모드에서 열원측 입구온도가 15oC에서 35oC로 증

가함에 따라 두 냉매 적용 시스템 모두 냉방용량은

감소하고, 소비전력은 증가하였다. 냉방모드에서 열

원측 입구온도 증가에 따라 히트펌프의 응축온도가

증가하지만, 열원측 2차유체 입구온도 증가폭이 응

축온도 증가폭보다 커서 응축기에서의 방열량이 감

소하여 냉방용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열원측 2차유

체 입구온도 증가로 응축압력이 증가하여 압축기

입출구 압력차이가 증가하여 소비전력이 증가하였

다. 난방모드에서와 같이 R452B 시스템의 냉방용량

이 R410A 시스템 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으나, 0.3%

에서 2.1%의 미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R452B 시스템의 소비전력은 열원측 입구온도 조건

에서 따라 R410A시스템보다 4.9%에서 13.2% 작은

값을 나타냈다. R410A 시스템 대비 R452B 시스템

의 소비전력 감소폭이 크고, 냉방용량 감소량은 매

우 적어서 냉방모드에서 R452B 시스템의 COP는

R410A 시스템의 COP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Fig.

9). 냉방모드에서 열원측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410a 시스템 대비 R452B 시스템의 소비전력 감소

폭이 감소하여 R452B 시스템의 COP 증가폭은 감

소하였다. 냉방모드에서 R410A 시스템 대비 R452B

시스템의 COP는 2.9%에서 13.7% 높게 나타났다.

Fig. 6. Discharge temperature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 at heating mode.

Fig. 7. Cooling capacity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

ature at cooling mode.

Fig. 8.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 at cooling mode.

Fig. 9. COP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 at

cool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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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냉방모드에서 열원측 2차유체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R452B와 R410A 냉매 적용 시스템의

고압 및 저압 변화를 나타낸다. 두 냉매의 물성치가

유사하여 냉방모드에서 두 냉매간의 고압 및 저압

차이는 미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Fig. 11은 R452B와

R410A 냉매 적용 히트펌프의 냉방모드에서 열원측

입구 2차 유체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기 토출온도 변

화를 나타낸다. 냉방시에 히트펌프의 응축기측 입구

2차 유체온도가 난방시보다 낮아서 압축기 입구 온

도는 두 냉매에 대해서 모두 냉방시의 압축기 토출

온도는 난방시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히트펌프가 안

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 범위의 값을 나타냈다. 따

라서, R452B 냉매는 냉방시에도 R410A 냉매를 대

체하여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R410A와 유사한 물성치를 가지며, 지구온난화지수

가 매우 낮은 R452B 냉매는 R410A 냉매가 적용된

지열원 히트펌프시스템의 변경 없이 대체냉매로서

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32/R125/R1234yf의 혼합냉매인

R452B에 대하여 R410A 물대물 지열원 히트펌프 시

스템의 대체냉매 적용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난방모드에서 R452B 적용 히트펌프는 R410A

시스템 대비 1.2% 이하의 작은 난방용량 감소가 있

었으나, 소비전력 감소로 인해 COP는 3.5%이상 증

가하였다. 

(2) 냉방모드에서 R452B 적용 히트펌프는 R410A

시스템 대비 최대 2.1% 감소하였으나, COP는 2.9%

에서 13.7%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난방시보

다 COP가 크게 증가하였다. 

(3) 냉난방 모든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R452B 냉

매의 R410A 대비 압력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또한,

난방운전시에 히트펌프의 사이클의 압축기 토출온

도가 냉방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452B 시스템의

난방시 압축기 토출온도는 R410A 시스템과 비교하

여 최대 2.6oC 이하의 온도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

므로, 지열원 물대물 히트펌프에 대하여 R452B 냉

매를 R410A 냉매의 대체냉매로 적용가능하며, 시

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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