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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heat pump application has been extending to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fields, the heat

pump should have many operation modes. It is required to optimize refrigerant charge amount at all

operation modes in order to enhance the annual performance of heat pumps.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heat pump which has cooling, heating, cooling-hot water, heating-hot water,

and hot water modes was executed with the variation of refrigerant charge amount. As the refrigerant

charge amount changed, the maximum COPs of the heat pump at different operation modes were

changed within ± 10%.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select optimum charge amount for the

heat pump based on the analysis of annual load for each operation modes. 

Key words: Heat Pump(열펌프), Charge amount(충전량), Operation mode(운전 모드), Annual

performance factor(연간성능계수)

1. 서 론

환경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세계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냉난방 시스템은 에너지 다소

비 분야의 기술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의

약 3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냉난방 분야에서의

고효율 공조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방출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 활용 양상이 친

환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열펌프의 시장 확대 및

고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극대화되고 있다[1, 2].

열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고효율의 냉난방기기이다.

최근에는 열펌프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다

양하게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생성온도가

요구됨에 다양한 기능이 열펌프 산업분야에서 요구

되고 있다[3-6]. 특히, 최근에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의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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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민간부문에 의무공급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적합한 열펌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7]. 공동주택 등에서는 냉방, 난

방 뿐만 아니라 급탕이 함께 요구됨에 따라 냉난방

및 급탕이 가능한 고효율 열펌프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한 실정이다. 

열펌프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각

구성품들이 서로 잘 매칭되어야 하며, 최적의 냉매

량이 충전되어야 한다. 열펌프 냉매량이 부족하거나

과충전된 경우 시스템의 성능은 감소하며, 고장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열펌프의 성능 향상과 신뢰성

측면에서 열펌프에는 최적의 냉매량이 충전되어야

한다[8]. 

Corberan et al.[9]은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열펌프

의 충전량 변화에 따른 성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열원과 열침에 따른 최적 냉매량 변화를 고찰하였

다. Li et al.[10]은 분리형 에어컨에 대해 냉매량 분

포를 분석하여 열교환기가 시스템 총냉매량의 60%

를 보유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Hermes[11]는 액

상-흡입라인 열교환기(Liquid to suction line heat

exchanger)를 설치할 경우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최적 냉매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Ghoubali et al.[12]은 냉매량에 따른 열펌프 관련 논

문을 분석하였으며, 고효율의 작은 체적을 갖는 응

축기 채용 시에 열펌프의 냉매량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열펌프에 관한 냉매량

관련 연구는 주로 단일 운전모드(냉방 또는 난방)

사이클에서 열펌프의 냉매량 최적화에 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열펌프가 냉방 및 난방과 함

께 다양한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운전모드

에서의 열펌프 냉매량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방, 난방, 급탕이 가

능한 열펌프 사이클의 여러 운전모드에서 열펌프의

냉매량 변화에 따른 성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이를 통해 다양한 운전모드를 갖는 열펌프의 냉

매량 최적화에 관한 기반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계절별로 냉방 및 난방과 함께 급탕이 가능한 물

대물 열펌프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각 운전모

Fig. 1. Schematic diagram of heat pump for heating, cooling, and ho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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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냉매량 변화에 따른 열펌프의 운전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냉난방 및 급탕 열펌프 유닛의

냉매사이클은 압축기, 실내열교환기, 실외열교환기,

급탕열교환기와 팽창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원

과 냉난방 및 급탕부하를 모사한 3개의 항온루프로

구성되어 있다. 

압축기는 2마력급 왕복동식이며,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기는 7 kW급 판형열교환기를 채용하였

으며 급탕측 열교환기는 3.5 kW급 판형열교환기를

채용하였다. 다양한 운전모드에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팽창장치는 전자팽창밸브를 채용하였다. 

열펌프 유닛의 신뢰성 측면에서 습압축 방지를 위

하여 압축기 입구에는 어큐뮬레이터를 설치하였고,

응축기와 팽창장치 사이에는 필터 드라이어(filter

drier)를 설치하여 시스템 초기 설치 시에 배관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운전

모드 변환을 위해 4방 밸브와 볼밸브를 조합하여 조

절하였다. 

열원과 실내부하 및 급탕부하를 모사하여 실외열

교환기, 실내열교환기, 급탕열교환기에 유입되는 2

차유체의 입구온도(EWT: Entering Water Temperature)

를 구현하기 위하여 3대의 항온조로 구성된 2차유

체 순환루프를 설치하였다. 항온조는 전기히터, 냉

동기, 온도센서, 디지털 온도 제어기(temperature

indicating controller, TIC), 전력조절계(thyristor type

power control unit, SCR)와 순환펌프로 구성하였다.

실내열교환기와 실외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의

입구온도는 냉동기를 거쳐 전기히터에 공급되는 전

력량을 제어하여 설정온도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설

정온도로 제어된 각 항온조의 유체는 각각의 2차유

체 순환루프에 인버터로 구동되는 가변속 순환펌프

를 이용하여 유량을 설정치로 조절하여 실내열교환

기와 실외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에 공급하였다.

열펌프 실험장치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냉방 및 난

방 운전모드와 함께 4계절 급탕이 구현가능하다. 따

라서 본 시스템은 냉방모드, 난방모드, 냉방-급탕모

드, 난방-급탕모드, 급탕모드의 총 5가지 운전모드

를 갖는다. 냉방모드에서 압축기로부터 토출된 고온

고압의 기체냉매는 실외열교환기에서 응축된 후 액

상으로 팽창장치에 유입된다. 팽창장치를 통과한 저

온저압의 냉매는 실내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실내열

교환기는 증발기 기능을 수행하여 냉수를 생성하여

공조공간을 냉방한다. 난방모드에서는 냉방모드와

반대의 사이클을 이루며 압축기로부터 토출된 냉매

는 기체상태로 응축기 역할을 하는 실내열교환기에

유입되어 열을 방출하고 액상으로 나와 팽창장치로

유입된다. 팽창장치를 통과한 냉매는 증발기능을 수

행하는 실외열교환기기로 유입되어 열을 흡수하여

증발한 뒤 압축기로 유입된다. 냉방-급탕모드에서

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냉매가 응축기능

의 급탕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급탕수를 생성하고,

팽창장치를 거쳐 증발기능을 수행하는 실내열교환

기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냉수를 생성한다. 난방-급

탕모드에서는 압축기 토출냉매가 급탕열교환기를

통과하며 급탕수를 생성하고, 실내열교환기에서 난

방수를 생성한 후 팽창장치를 통과한다. 실외열교환

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압축기로 흡입된다. 급탕모

드에서는 압축기 토출 냉매가 급탕열교환기를 통과

하며 급탕수를 생성하고, 팽창장치로 유입된다. 액상

의 냉매는 팽창장치를 통과하며 저온저압이 되고

실외열교환기에서 열을 흡수한 후 압축기로 유입

된다. 

Table 1은 열펌프의 5개 운전모드에서의 실내열교

환기, 실외열교환기, 급탕열교환기의 기능과 각 운

전조건에서 열교환기 유입온도 조건을 나타낸다. 실

험조건은 ISO[13] 및 KS[14]의 규격을 참고하여 각

Table 1. Heat exchanger functions and test conditions

Operating 

mode and 

charge amount

Indoor

HX

Outdoor

HX

Hot water

HX

Function

EWT(oC) / Flow rate (LPM)

Cooling
Evaporator Condenser -

12 / 10 25 / 10 -

Heating 
Condenser Evaporator -

40 / 10 5 / 10 -

Cooling-hot 

water

Evaporator Condenser Condenser

12 / 10 - 40, 45 / 4 

Heating-hot 

water

Condenser Evaporator Condenser

40 / 10 5 40, 45 / 4

Hot water
- Evaporator Condenser

- 0, 5, 10 / 10 45 / 4

Charge amount

−40% ~ +20%

(0% : Optimum charge amount 

at cool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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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모드에서의 표준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각 운전

모드에서 충전량은 냉방운전시 최적 냉매량 대비

−40%에서 +20%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냉난방 및 급탕 용량은 ISO 규격과 KS 규격에 의

거하여 실내열교환기 또는 급탕열교환기 2차 유체

입출구온도와 체적유량을 이용하여 Eq. (1) 로 계산

하였다. 

 (1)

여기서, Q는 냉방, 난방 또는 급탕 용량(kW), ρ는

2차 유체 밀도[kg/m3], 는 체적유량[m3/s], Cp는 2

차유체 비열[kJ/kg·K], TEnter은 2차유체 열교환기 입

구온도[K], Texit는 2차유체 열교환기 출구온도[K]

이다. 각 운전모드에서 충전량 변화에 따른 열펌프

의 성능계산 및 냉매사이클 분석을 위하여 열펌프

주요 위치에서의 온도, 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였다.

2차 유체 온도는 3선식 Pt 100Ω의 RT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냉매온도는 T-type 열전대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각각의 정확도는 ±0.15oC와 ±0.2oC

이다. 냉매압력은 디지털식 냉매압력계를 사용하였

으며, 압력계의 정확도는 ±4.7 kPa이다. 시스템의

소비전력은 12 kW의 범위까지 측정가능한 적산 전

력계로 측정하였으며, 정확도는 측정값의 ±0.2%이

다. 시스템 내를 순환하는 냉매유량은 응축기능을

하는 열교환기와 전자팽창밸브사이의 액상 라인에

코리올리식 질량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정밀도는 측정값의 ±0.1%이다. 

각 시험조건에서 열펌프 유닛의 열원측과 부하측

의 2차유체 온도, 압력, 유량, 소비전력을 측정하였

으며,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이 안정된 후 2초 간격

으로 40분간 측정 및 저장하였다. 냉난방 및 급탕용

량과 COP의 불확실성은 각각 3.1%와 3.2% 이내로

나타났다. COP는 Eq. (2)와 같다.

 (2)

이때, Q는 난방, 냉방 또는 급탕용량 [kW]이고,

W는 소비전력[kW]이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열펌프는 냉방모드에서의 최적충전

량을 표준충전량으로 선정하여 시스템을 운전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방모드에서 최대의 COP를 나타낸

충전량을 표준충전량으로 선정하고, 표준충전량 대

비 각 운전모드에서의 충전량 변화율에 따른 성능

을 분석하였다. 

Fig. 2는 냉방운전모드와 난방운전모드에서 냉방

표준 충전량 대비 열펌프 시스템 냉매충전량 변화

율에 따른 열펌프의 냉방 및 난방 COP를 나타낸다.

저충전 영역에서는 냉난방 운전모드 모두 충전량

감소에 따라 압축기 입구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압

축기 체적효율이 감소하고, 시스템의 냉매유량이 감

소하여(Fig. 3) 냉난방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COP가

감소하였다. 냉방 모드의 과충전 영역에서는 충전량

증가에 따라 냉매유량이 증가하지만, 증발기인 실내

Q = ρ V C
P

T
Enter

T
Exit

–⋅ ⋅ ⋅

V
·

COP = 
Q

W
-----

Fig. 2. COP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cooling and

heating modes.

Fig. 3. Refrigerant mass flow rate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cooling and heating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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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에서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차이가 감소

하여 냉방용량이 감소하므로 COP가 감소하였다.

난방모드의 과충전 영역에서는 냉매유량이 증가하

지만, 응축기인 실내열교환기의 냉매압력이 증가하

여 압축기 소비전력 증가가 커서 COP가 감소하였

다. 이로 인해 냉방 모드와 난방 모드에서 냉매 충

전량 변화에 따라 저충전역역에서의 COP의 감소율

이 과충전 영역에서의 COP 감소율보다 더 크게 나

타났다. 냉방운전모드에 비해 난방전용모드에서 과

충전 영역의 COP 변화율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난

방운전모드에서 표준 충전량 대비 –20%와 –40%의

저충전 영역에서의 COP는 각각 7.1%와 35.2% 감소

하였다. 난방운전모드에서 최적 충전량은 표준충전

량 대비 10% 과충전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표준충

전량대비 20% 이내의 과충전 영역에서의 COP는

±0.7% 이내의 미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Fig. 4는 냉방-급탕 운전모드에서 급탕열교환기측

2차유체 입구온도와 충전량 변화에 따른 COP변화

를 나타낸다. 급탕열교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40oC와 45oC인 경우 최대 COP는 각각 6.67과 6.02

를 나타내서 냉방과 난방 COP보다 높은 값을 나타

냈다. 냉방-급탕 운전모드에서는 냉방 운전모드에

서 실외로 방출되는 방열량이 유효 급탕열량으로

사용되므로 상대적으로 COP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COP는 표준 충전량 대비 10% 영역에서 나타

났다. 급탕열교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증가하면

응축압력과 증발압력이 증가하며(Fig. 5) 급탕용량

과 실내냉방용량이 감소하였다(Fig. 6). 실내측 냉방

용량은 증발온도가 증가하여 실내열교환기에서 냉

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여 냉방용량이

감소한 것이고, 응축온도가 증가하지만 응축온도의

증가율보다 급탕측 2차 유체의 입구온도의 증가율

이 더 커서 급탕열교환기 내에서도 냉매와 2차유체

와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여 급탕용량이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된다. 급탕열교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40oC일 때, 표준 충전량 기준 냉방-급탕 운전모드의

압축기 토출압력은 1780 kPa이고 냉방 운전모드의

압축기 토출압력은 945 kPa로 약 88%로 증가하였

다. 냉방-급탕 운전모드에서는 급탕열교환기가 상

대적으로 작고, 2차유체의 유량이 작기 때문에 토출

압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냉방-급탕전용

Fig. 4. COP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cooling-hot

water mode.

Fig. 5. Pressure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cooling-hot

water mode.

Fig. 6. Capacity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cooling-

hot wa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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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모드에서는 응축온도의 증가로 인해 과냉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7). 하지만, 과열도는 전자

팽창밸브 개도 조절로 인해 일정하게 나타났다. 급

탕열교환기측 2차유체 입구온도가 40oC일 때, 표준

충전량 대비 –20%와 –40%의 저충전 영역에서의

COP는 각각 13.5%와 35.0% 감소하였고, 표준충전

량 대비 +20%의 과충전 영역에서의 COP는 6.8%

증가하였다. 

Fig. 8은 난방-급탕 운전모드에서 충전량 변화에

따른 COP를 나타낸다. 난방-급탕 운전모드에서의

최적충전량은 냉방운전모드에서의 표준충전량 또

는 −10% 충전량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소하

였다. 다른 운전모드에서는 저충전영역에서의 충전

량 감소폭이 과충전영역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난방-급탕모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충전영역에서

의 COP 감소율과 비교하여 과충전 영역에서의

COP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실내열교환기와

급탕기가 사이클의 응축기로 작용함에 따라 냉매량

증가에 따른 고압 상승폭이 다른 운전모드에 비해

작아서 냉매 순환유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급탕열교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40oC

일 때, 표준 충전량 대비 –20%와 –40%의 저충전 영

역에서의 COP는 각각 2.7%와 19.1% 감소하였고,

표준충전량 대비 +20%의 과충전 영역에서의 COP

는 13.7% 감소하였다. 난방-급탕모드에서 급탕열교

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변화되어도 충전량 변화

에 따른 COP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급탕열교

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압측의

응축온도도 증가하지만, 급탕열교환기 2차유체의

온도 증가율이 응축온도 증가율보다 커서 급탕열교

환기 열량은 감소한다(Fig. 9). 하지만, 실내열교환

기측은 응축온도는 증가하지만, 실내열교환기 2차

유체 입구온도는 동일하므로 냉매와 2차유체와의

온도 차이가 증가하여 난방용량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COP 변화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급탕 운전모드에서 충전량 변화에 따른

COP를 나타낸다. 급탕 운전모드에서 최대 COP는

표준충전량 대비 10% 과충전영역에서 나타났으나,

표준충전량과 유사한 COP 값을 나타냈다. 실외열

교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가 변화되어도 COP는 유

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실외열교환기측 2차유체

Fig. 7. Superheat and subcooling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cooling-hot water mode.

Fig. 8. COP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heating-hot

water mode.

Fig. 9. Capacity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heating-

hot wa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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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압력과 응축압력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급탕열교환기에서의 응축온도

와 2차 유체와의 온도차이가 증가하여 급탕용량은

증가하였다(Fig. 11). COP는 급탕용량 증가와 같이

실외열교환기 2차유체 입구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

하였다. 표준 충전량에서 실외열교환기 2차유체 입

구온도가 0oC에서 10oC로 증가한 경우 급탕용량과

COP는 각각 50.1%와 9.3% 증가하였다.

냉방, 난방, 냉방-급탕, 난방-급탕, 급탕 운전모드

를 갖는 열펌프 유닛의 최적 냉매 충전량은 운전모

드에 따라 냉방시의 최적냉매충전량인 표준충전량

대비 −10%에서 +10%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열펌프의 연간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연간 부하

분석을 통한 운전모드별 사용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냉매량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열펌프는 냉방 운전모드에서 최대의

COP를 갖는 냉매 충전량을 최적충전량(표준충전량)

으로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로 냉방 및 난

방과 함께 급탕이 가능한 물대물 열펌프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각 운전모드에서 냉매량 변화에

따른 열펌프의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냉방모드와 난방모드에서 냉매충전량 변화에 따

라 저충전역역에서의 COP 감소율이 과충전 영역에

서의 COP 감소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난방운전

모드에서 최적충전량은 표준충전량 대비 10% 과충

전 영역에서 나타났으나, 표준충전량대비 20% 이내

의 과충전 영역에서의 COP는 ±0.7% 이내의 미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냉방-급탕 운전모드에서 최대 COP는 표준 충전

량 대비 10%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급탕열교환기 2

차유체 입구온도가 40oC와 45oC인 경우 최적충전량

에서의 최대 COP는 각각 6.67과 6.02 다른 운전모

드에 비하여 COP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냉방 운

전모드에서 실외로 방출되는 방열량이 유효 급탕열

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난방-급탕 운전모드에서의 최적충전량은 표준충

전량과 −10% 충전량 범위에서 나타났다. 급탕 운전

모드에서 시스템 COP는 표준충전량 대비 10% 과충

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충전량과 유사한

COP 값을 나타냈다. 

냉방, 난방, 냉방-급탕, 난방-급탕, 급탕 운전모드

를 갖는 열펌프 유닛의 최적 냉매 충전량은 운전모

드에 따라 표준충전량 대비 −10%에서 +10%의 범위

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열펌프의 연간 효율 향상

을 위해서는 연간 부하분석을 통한 운전모드별 사

용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냉매량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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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P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hot water

mode.

Fig. 11. Capacity according to charge amount at hot wa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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