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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nalysis of a heat pump system using waste heat in an enclosed space

such as a green house. The model was developed with mathematical equations in literature and

Engineering Equation Solver (EES) was used to get the solution of the developed equations. The

simulation results have 5% of reliability comparing the results with actual test data of heat pump

system’s dynamic operation.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calculated with variation of

working fluid temperature in the thermal storage tank such as 25℃, 35℃, 45℃ and 55℃. As a result,
the system’s the highest total heating capacity shows 280 kWh and the storage tank’s operating time

decreased as the starting storage tank’s temperature w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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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 : Surface area [m2]

C : Specific heat capacity [J/kgK]

COP : Coefficient of performance

D : Diameter [m]

d : Distance [m]

Err : Error

G : Mass velocity [kg/sm2]

G' : Ventilation quantity [m2/s]

h : Thermal convection [W/m2K]

K :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 Mass flow rate [g/s]

N : Column number

Pr : Prandtl number

Q : Quantity of heat [W]

Re : Reynolds number

T : Temperature [K]

t : Temperature [oC]

t' : Time [s]

U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V : Volume [m2]

W : Power [kW]

v : Velocity [m/s]

x : Vapor quality

그리스 문자

λ : Thermal conductivity [W/m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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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 Viscosity [kg/ms]

ρ : Density [kg/m3]

하첨자

e : Evaporator

c : Condenser, Cooling

sp : Single-phase

tp1 : Fin tube heat exchanger Two-phase

tp2 : Working Fluid Two-phase (Fin Tube)

tp3 : Plate heat exchanger Two-phase

tp4 : Working Fluid Two-phase (Plate)

1. 서 론

에너지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열펌프 시스템에

관해서는 많은 해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열펌프

시스템의 해석은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하여 요소

부품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진행한 후 다양한 운

전 상태를 적용하여 열펌프 시스템에 성능을 해석

하였다. 

Allen과 Hamilton은 시험 데이터와 제조업체가 제

공한 데이터를 통해서 열펌프 시스템에 대한 해석

모델링을 만들었으나, 실험 자료의 시험범위 이외에

는 적용하기에 어려워 사용 범위가 제한되었다[1].

Browne과 Bansal은 원심식 압축기에 대한 해석 모

델을 개발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였으며[2], Z. C.

Qin은 R410a를 사용한 공기 열원 열펌프의 운전 상

태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여 실제 시험 데이터와 비

교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3]. L. Yang은 시스템의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냉방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4]. 이러한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열펌프 시

스템의 해석 모델링은 초기 개발비용을 절약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열펌프 시스템의 설계

에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역학적 관계식을 기초로 하여 질

량평형 및 열평형 방정식을 유도하고 공학적 수식

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EES(Engineering Equation

Sol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식의 해를 구하였으

며, 도출된 수식에서 필요한 작동유체의 상태량(엔

탈피, 밀도 등)은 내장함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수

학적 모델링을 기초로 하여 히프펌프 시스템의 성

능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운전 데이터의 결과와 비

교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이 검증된 해석 모델링을 이용하

여 요소부품의 운전상태 및 운전환경에 따른 열펌

프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고 향후 설계인자로 활

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이론해석

2.1 열펌프 시스템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펌프 시스템의 작동유체는

R-410a이다. 시스템의 요소부품인 압축기의 의 모

델은 Copeland사에서 제작한 ZP36K3E이며, 압축기

모델링에 필요한 자료는 압축기 제조사가 제공한

압축기 성능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델링의 수학적 방

정식은 Z. C. Qin가 제안한 수식을 사용하였다[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크롤 압축기의 소비동력과

냉매의 질량 유량은 식 (1)과 식 (2)과 같으며, 식 (1)

과 식 (2)의 계수는 Table 1과 같다.

 (1)

 (2)

열교환기의 모델은 식 (3)의 대수평균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교환기 열량을 계산하였으며, 휜 튜브식

열교환기(Finned tube type heat exchanger)에서 응축

Wcom = V × (A
0
 + A

1
te + A

2
te
2
 + A

3
te
3
 + A

4
tetc

+ A
5
tetc

2
 + A

6
te
2
tc + A

7
tc + A

7
tc
2
 + A

9
tc
3
)

m·  = V × (B
0
 + B

1
te + B

2
te
2
 + B

3
te
3
 + B

4
tetc

B
5
tetc

2
 + B

6
te
2
tc + B

7
tc + B

8
tc
2
 + B

9
tc
3
)

Table 1. Numerical value of A and B in equations

A0 1.04569E-01 B0 1.03892E+01

A1 −4.09426E-04 B1 3.36765E-01

A2 5.34352E-07 B2 3.63872E-03

A3 −2.32465E-10 B3 1.31054E-05

A4 −1.18642E-05 B4 −6.15186E-04

A5 −8.59489E-08 B5 2.80948E-07

A6 7.74212E-09 B6 −3.32352E-06

A7 4.54523E-03 B7 −2.84679E-02

A8 6.58549E-05 B8 2.60019E-05

A9 3.18053E-07 B9 −7.91650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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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작동유체의 2상 열전달계수는 Shah가 제시한

식 (4)를 이용하였다[6]. 

냉매가 증발하는 작동유체의 2상 열전달계수는

Schlager와 M.B.Pate의 수정된 Nuselt 무차원변수로

식 (5)와 같다[7]. 열교환하는 공기 측의 열전달계수

는 W. Li와 Tao의 논문에 사용된 식 (6)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8]. 

판형열교환기를 응축기로 사용하는 경우의 작동

유체의 2상열전달계수는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9]. 판형열교환기를 증발기로 사용하는 경우의 작

동유체의 2상열전달계수는 Yan과 Lin가 제안한 식

(8)과 (9)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10]. 판형열교환기

내의 작동유체와 열전달하는 물 측의 열전달계수는

식 (10)과 같다[11]. 

위와 같이 요소부품의 해석을 진행한 후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용량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 데이

터 수치와 해석값의 오차계산을 위하여 식 (11)을

사용하였다. 식 (11)은 해석값과 실험값 중 정확성을

확정할 수 없기에 평균값의 오차로 계산하였다[12].

 (3)

(4)

(5)

 (6)

(7)

(8)

(9)

(10)

(11)

히트펌프 시스템의 해석의 계산 흐름도는 Fig. 1

과 같으며, 증발기 및 응축기의 압력을 가정한 후 각

각의 요소부품에 대한 해석모델 수치 값을 불러오

고 전체 시스템의 열평형 값이 맞으면 시스템의

COP를 계산하고, 열평형이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

으로 돌아가 해석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2.2 열펌프 시스템의 사양 및 운전방식

본 연구의 열펌프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2와 같

으며 시스템의 제어는 다음과 같다. 

(1) 축열조열원운전(A) : 축열조의 온도가 40℃ 이

하가 되면 축열조의 열원을 이용하여 열펌프 운전

이 시작되며, 열펌프운전은 축열조의 온도가 5℃까

지 진행된다. 

(2) 축열운전(B) : 열펌프가 설치된 온실의 내부온

도가 설정온도보다 높아지면 내부의 열을 열펌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열조에 열을 저장한다. 

(3) 직수난방운전(C) :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낮아지면 난방운전이 시작되며, 난방운전의 경우는

축열조의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열펌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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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heat pump system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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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되고 축열조에 저장된 고온수를 이용한 직접

난방을 실시한다. 

(4) 외기열원운전(D) : 난방이 계속적으로 필요하

게 되면 외기열원을 이용한 열펌프 운전으로 전환

된다. 

축열운전의 경우 축열조의 온도가 높아지면 시스

템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열조 온도가 60℃

에 도달하면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된 실제 열펌프 시스템의 용량은

3RT급 이며, 축열조는 1,200 Liter ×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하여 도출된 수식을 공학계산

프로그램(EES)으로 해석하여 열펌프시스템이 운전

될 때 압축기 소비동력과 선행연구[13]를 통하여 도

출된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평균 오차는 4.31%이고, 최대 오차는 9.65%

로 나타났다. 열펌프 시스템의 응축온도가 높아지면

압축기의 소비동력도 같이 높아지게 되며, 응축온도

가 58.6℃일 때 소비동력이 가장 높은 5 kW로 계산

되었다. 

열펌프 시스템에 요소부품 중 판형열교환기는 축

열운전을 하면 응축기 역할을 하게 된다. Fig. 4는

판형열교환기를 통한 축열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축

열량에 대한 해석 결과의 오차를 분석한 것으로써

평균오차는 3.89%이고, 최대오차는 8.2%로 나타

났다. 

계산된 압축기의 소비동력과 축열열량을 이용하

여 열펌프시스템의 COP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으나, 계

산결과가 일부자료를 제외하고 약 5%의 오차 내에

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열펌프시스템의 성능특성

열펌프시스템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하여 선행연

Fig. 2. Schematic of heat storage tank source heating

mode and outdoor air source heating mode.

Fig. 3.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ta for compressor power.

Fig. 4.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ta

for heating capacity.

Fig. 5.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data for COP at thermal storag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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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진행한 실증실험에서 제시된 외기운전조건

을 이용하였다. 성능해석의 외기온도는 최고 20.7℃,

최저 6℃, 평균 11.4℃로 되고 일사량은 최고 653.8

W/㎡, 최저 0 W/㎡, 평균 159.9 W/㎡이다. 외기 풍

속은 1m/s이며, 시스템이 운전되는 동안 온실의 실

내 환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스템의 운전

은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운전 되고, 축열조 초

기온도를 25℃, 35℃, 45℃ 및 55℃로 변화 시켜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결과 각 운전 상태는 Fig.

6~9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시간적으로 실내온도 및

축열조의 온수의 온도에 따라서 운전방식이 변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A는 축열조 열원을 이용

한 열펌프 시스템의 난방운전, B는 실내의 열을 열

펌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열조에 열을 저장하는

축열운전, C는 축열조의 고온수를 이용해서 실내를

직접 난방 하는 직수난방운전, D는 외기열원을 이

용한 열펌프 시스템의 외기열원 난방운전으로 정의

해서 표시하였다.

Fig. 6은 축열조의 온수의 초기온도를 25℃로 가

정하여 열펌프 시스템 운전할 때에 해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운전은 실내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낮아

서 축열조 열원을 이용한 난방운전이 시작되며, 축

열조의 열원을 이용한 열펌프 시스템의 난방열량은

35.6 kWh로 나타났으며, 이후 실내온도가 설정온도

보다 높아지면 축열운전이 시작된다. 축열운전을 통

하여 획득된 열량은 86.5 kWh로 나타났으며, 축열

운전이 끝날 때의 축열조 온도는 44.6℃로 초기 25

℃에서 19.5℃ 상승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축열운전으로 실내온도가 낮아지면 난방운전이

다시 진행되고, 이때 축열운전을 통하여 축열조의

온도가 40℃ 보다 높기 때문에 시스템의 난방운전

은 열펌프시스템의 압축기가 운전되지 않는 직수난

방운전을 하게 된다. 직수난방운전을 통하여 공급된

난방열량은 14.2 kWh로 나타났으며, 직수 난방운전

으로 인해서 축열조의 온도가 40℃ 이하가 되면, 축

열조열원 열펌프 난방운전이 진행된다. 축열조열원

열펌프 난방운전으로 공급된 난방열량은 112.6

kWh로 나타났다. 

축열조 열원을 통하여 난방을 공급한 후 축열조의

온도가 5℃ 이하가 외기열원을 이용한 열펌프 운전

을 하며, 이때 공급된 난방열량은 114.7 kWh이다.

Fig. 7은 축열조의 초기온도를 35℃로 가정하여

열펌프 시스템 운전할 때에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초기 축열조의 시작온도가 40℃ 보다 낮기 때

문에 운전방식은 Fig. 6과 같으면, 시작운전은 난방

운전이 먼저 진행된다. 축열조열원 난방으로 공급된

난방열량은 36.9 kWh로 나타났으며, 축열운전을 통

하여 획득된 축열열량은 89 kWh, 축열운전이 끝날

때에 축열조 온도는 55.54℃로 나타났다.

축열조 온도는 40℃ 보다 높기 때문에 이후 난방

은 축열조의 고온수를 이용해서 직접 직수난방을

하였으며, 직수난방열량으로 공급된 난방열량은

33.5 kWh이며, 축열조 열원 열펌프 운전으로 공급

된 난방열량은 112.6 kWh, 외기열원을 이용한 열펌

프 운전의 난방열량이 91.5 kWh로 나타났다. 

Fig. 6과 Fig. 7의 운전의 운전순서는 축열조열원

운전, 축열운전, 직수난방운전, 축열조열원운전, 외

기열원운전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축열조 초기온

도 35℃의 운전이 25℃일 때 보다 축열조 온도가 높

기 때문에 직수난방운전 시간이 길게 되고, 외기열

원난방운전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Fig. 8은 축열조의 초기온도가 45℃일 때 실내 및

Fig. 6.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variation with time

when storage tank water temperature start at 25℃.

Fig. 7.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variation with time

when storage tank water temperature start a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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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의 온도변화로써, 축열조의 초기온도가 40℃보

다 높기 때문에 먼저 직수 난방운전을 하였으며, 공

급된 난방열량은 13.9 kWh로 나타났다. 이후 축열

조의 열원을 이용하여 공급된 난방열량은 20.3 kWh

로 나타났으며, 이후 축열운전을 시작하였다. 축열

운전을 통하여 축열조에 저장된 축열 열량은 73.3

kWh로 나타났다. 이후 축열조의 온도가 40℃보다

높기 때문에 축열조의 고온수를 이용해서 직수난방

운전이 진행된다. 축열조를 이용한 직수 난방운전으

로 공급된 난방열량은 55.7 kWh, 축열조 열원으로

공급된 난방열량은 112.6 kWh, 외기열원으로 공급

된 난방열량은 81.3 kWh이다. 

Fig. 9는 축열조의 초기온도가 55℃일 경우 해석

결과이며, 축열조의 온도가 40℃보다 높기 때문에

직수 난방운전으로 운전되며, 이때 공급된 난방열량

은 36.3 kWh로 나타났다. 직수운전으로 공급되는

열량이 충분해서 난방운전이 종료된 후 바로 축열

운전이 시작되며, 축열운전에 의해서 축열된 열량은

50.2 kWh로 나타났으며, 축열운전을 통하여 축열조

의 온도가 60℃ 이상이 되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축열운전을 강제로 종료하였다. 

이후 난방운전이 시작되고 축열조 온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축열조의 고온수를 이용한 직수난

방운전을 하게 된다. 직수난방에 의해 공급된 난방

열량이 55.7 kWh이며, 축열조 열원을 이용해서 공

급된 난방열량이 112.6 kWh로 나타났다. 축열조 열

원을 이용한 난방운전 이후 외기열원을 이용한 난

방운전의 경우 공급된 난방열량은 81.3 kWh로 나타

났다. 

Fig. 8과 Fig. 9의 운전 순서는 축열조 초기온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직수난방운전으로 시작된다.

다만, 초기온도가 45℃는 축열조 열량이 작기 때문

에 직수난방운전 이후 축열조열원운전 을 하여 난

방을 공급하게 된다. 축열조 초기온도 55℃는 축열

조 열량이 충분하여 직수난방운전을 통하여 난방을

공급하고 이후 축열운전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초

기온도 45℃ 및 55℃ 운전순서는 직수난방운전, 축

열조열원운전, 외기난방운전 순으로 시작된다. 다만,

축열운전의 경우 축열조 초기온도가 45℃ 및 55℃

모두 시스템 정지 온도인 60℃에 도달함에 따라서

이후의 시스템 운전 및 운전시간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열펌프시스템의 축열조의 초기 온도를 25℃, 35

℃, 45℃ 및 55℃로 변화하여 각 운전방식의 열량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총 난방 열량이 축열조의 온

도가 25℃일 때에 277.1 kWh, 35℃일 때에 274.5

kWh, 45℃일 때에 283.8 kWh, 55℃일 때에 285.9

kWh로 나타났으며, 난방열량이 약 280 kWh 정도

Fig. 8.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variation with

time when storage tank water temperature start at 45℃.

Fig. 9.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variation with time

when storage tank water temperature start at 55℃.

Fig. 10. Comparison of heating and thermal storage

capacity with different initial water temperature of thermal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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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축열조 초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수 난방운전의 열량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열펌프시스템의 축열조의 초기 온도를

25℃, 35℃, 45℃ 및 55℃로 변화하여 각 운전방식

의 운전시간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축열조의 초기

온도를 25℃ 및 35℃일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축열

운전 하는 시간이 약 8시간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

으며, 축열조의 초기 온도를 45℃ 및 55℃일 경우에

는 축열운전 하는 시간이 6시간 및 4시간으로 나타

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역학적 관계식을 기초로 하여 질

량평형 및 열평형 방정식을 유도하고 공학적 수식

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EES(Engineering Equation

Sol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결과를 실제 열펌

프 시스템의 요소부품의 운전 실험 데이터와 비교

해서 해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열펌프 시스템의 성

능 해석을 위하여 축열조 초기온도를 25℃, 35℃, 45

℃ 및 55℃ 변화시켜 축열조 온도변화에 따른 시스

템의 성능해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해석의 정확성을 검토 하였을 때 실제 압축기

소비동력과 해석상의 소비동력을 비교한 결과 오차

율은 평균 4.31%로 5% 이내로 나타났다. 판형 열교

환기에 대한 실제 실험수치와 해석 오차율은 평균

3.89%로 나타났으며, COP의 해석 오차율은 평균

4.85%로 나타났다.

2) 시스템의 동적 성능특성은 초기 축열조 온도를

25℃, 35℃, 45℃ 및 55℃로 변화시켰을 때 직수난

방 운전시간은 축열조 온도가 25℃일 때보다 55℃

일 때가 약 3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각각의 축열조 초기온도에 따른 총 난방 열량

은 축열조의 온도가 25℃일 때에 277.1 kWh, 35℃

일 때에 274.5 kWh, 45℃일 때에 283.8 kWh, 55℃

일 때에 285.9 kWh로 나타났으나, 1일 평균 난방열

량이 약 280 kWh 정도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 축열운전은 축열조 초기온도가 25℃ 와 35℃의

경우는 8시간으로 비슷하였으나, 축열조의 초기 온

도를 45℃ 및 55℃는 축열운전이 2시간 및 4시간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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