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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oling load in winter season is significant in many commercial buildings and hotels because of 
the usage of office equipments and the high efficiency of wall insul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multi-heat pump which can cover heating and cooling simultaneously for each indoor unit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a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heat 
pump in the cooling-only and cooling-main operating mode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with a 
variation of indoor air dry bulb temperature which is from 21 OC to 35 OC. EEV opening was 
adjusted from 20% to 24% during the tests. When the indoor air temperature varied, the performance 
in the cooling-only mode was more sensitive to the temperature than in the cooling-main mode. The 
total capacity and COP were increased by 53.8% and 48.1%, respectively, in the cooling-main, while 
those were increased by 19.6% and 19.3% in the cooling-only mode. The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operating modes became larger at lower temperatures, especially for the COP.

기호설명

COP : 시스템 성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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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U : 실내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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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U : 실외유니트

MCU : 운전모드 절환유닛

T : 온도[OC]
P : 압력[kPa]
DB : 건구온도[OC]
WB : 습구온도[OC]
W : 소비전력[W]
q : 열전달율[W]
CR : 압축비

m : 질량유량(kg/s)

하첨자

s : 압축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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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prototype simultaneous cooling and heating system.

d : 압축기 토출

t : 총합

c : 냉방

h : 난방

1. 서 론

최근 건축공학의 발전과 건축자재의 기술발전

에 따른 단열성능의 상승과 함께 사무자동화 기

기들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냉방이 필요한 기

간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난방과 

냉방이 동시에 요구되는 건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호텔 등과 같이 부하특성이 다양한 

공간에서의 동시냉난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증가

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절약 및 공간적인 측면에서

의 이점으로 인해 멀티열펌프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멀티열펌프에서는 동시에 냉

방과 난방운전이 병행될 수 없기 때문에 호텔 또는 

전산실과 같이 동시에 냉방과 난방이 요구되는 조건

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멀티열펌프의 새로운 공조시장으로의 확대

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시냉난방 열펌프는 다양한 부하에 따라 여러  

운전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운전모드에 대

해서, 강 등(1)은 각 운전모드에서의 운전특성 및 

시스템 성능을 비교․분석하였고 정 등(2)은 냉방주

체 운전모드에 대해 냉방전용 운전모드와 비교하

고 최적 제어방안을 연구하였다. 열펌프에 영향

을 끼치는 다양한 파라미터 중 하나인 실내기온

에 대해서 전 등(3)은 R-22와 R410A에 대해 실내

기 및 실외기 운전조건 변화에 따라 성능 및 시

스템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박 등(4)은 R-22와 

R410A에 대해 실내기 및 실외기 운전조건 변화

에 따라 성능 및 시스템 특성을 비교하였다. 김 

등(5)은 2실의 실내기를 가진 가변속 멀티형 열펌

프에서 실내기 한 대의 입구공기 온도를 고정하

고 다른 실내기의 온도를 변화시켜 그에 대한 특

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냉난방 열펌프 시스템의 모

든 실내유니트가 냉방운전되는 냉방전용 운전모

드와 하나의 실내유니트만 난방운전되고 다른 모

든 실내유니트는 냉방운전되는 냉방주체 운전모

드에서 다양한 내기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

의 운전특성 및 성능 변화를 관찰하고, 두 운전

모드의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구온도에 따른 특

성을 비교하여 다양한 부하에 따른 냉난방 성능

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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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Variations of work and total capacity
          with indoor dry bulb temperature.

Table 1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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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Variations of suction and discharge
           pressures with indoor dry bulb 
           temperature.  

Fig. 1에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한 4실형 동시

냉난방 열펌프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동시냉난방 열펌프 시스템의 설계 냉난방 능력 

및 COP는 각각 8.0 kW 및 3.2이며, 작동냉매는 

R-410A를 사용하였다. 압축기는 완전밀폐형 

BLDC 로터리 압축기를 사용하였으며, 팽창밸브

는 여자방식에 의해 500스텝까지 개도가 조절되

는 전자팽창밸브(Electronic Expansion Valve, EEV)
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실내 및 실외 열교환기

는 핀튜브 방식의 열교환기를 적용하였다. 배관 

내부에 압축기 윤활유의 정체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압축기 토출배관에 오일분리기를 설치하였

으며, 압축기에서의 액압축 방지를 위한 어큐뮬

레이터를 압축기 흡입배관에 설치하였다. 
실험조건은 EN 및 ISO 규격을 참고하여 Table 

1와 같이 설정하였다. 냉매사이클의 분석을 위하

여 사이클 주요 운전점에서의 온도, 압력 및 유

량을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냉방전용 운전모드

냉방전용 운전모드에서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

트의 입구 공기온도가 변화할 때 EEV 개도별 시

스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냉매충전량 3,900 g, 
압축기 운전회전수는 3,500 rpm, Table 1에 나타

내어진 각 실내온도 조건에 따라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구온도를 변화시켰으며, EEV 개도 조

건에 대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냉방시 실내측 표

준 온도 조건(6)인 DB 27OC/WB 19OC에서 EEV 개
도가 22% (110 steps)일 때 최대 COP가 나타났

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EEV 개도를 변화시키면서 성

능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전실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공기

측 입구 온도의 변화 및 EEV 개도 변화에 따른 

압축기 흡입/토출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EEV 개도가 22% (110 steps)이고 공기측 입구 온

도가 21 OC에서 35 OC로 상승할 때 시스템 증발

능력의 증가에 따라 흡입압력이 847 kPa에서 

1052 kPa로 24% 증가하였으며, 토출압력은 2641 
kPa에서 2771 kPa로 4.9% 상승하였다. 증발열량

이 커져서 과열도가 상승하지만 흡입압력의 증가

로 흡입 밀도는 18.7% 증가하였다. 압축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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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Variations of discharge and suction   
        pressures with indoor dry bulb temperature. 

로 체적효율이 증가하고, 흡입 밀도가 증가하여 

시스템 유량은 170.7 kg/h에서 205.9 kg/h로 20.6% 
증가하였다. EEV 개도가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증가할 때, 21 OC에서는 흡입

압력은 1.4% 증가, 토출압력은 0.4% 감소했으나 

35 OC에서는 흡입압력은 5.8% 증가, 토출압력은 

1.0% 증가하였다. 개도 증가에 따라서 압축비의 

감소로 인해 체적효율이 증가하고, 흡입 밀도가  

증가하여 시스템 유량은 21 OC의 3.2% 증가에 비

해 11.8%로 증가율이 커졌다.
Fig. 3은 전실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공기

측 입구 온도 변화 및 EEV 개도 변화에 따른 총 

시스템용량 및 압축기 소비전력의 변화를 나타낸

다. EEV 개도가 22% (110 steps)일 때, 공기측 입

구 온도가 21 OC에서 35 OC로 상승하면서 시스템 

유량이 증가하여 소비전력은 2493 W에서 2588 
W로 3.8% 증가했다. 증발능력 증가에 따라 과열

도는 커졌으나 압력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압축기 

흡입/토출 엔탈피차는 과열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총 시스템용량은 시스템 유량의 증가와 

과냉도/과열도의 증가로 6583 W에서 10123 W로 

53.8% 증가하였고, 소비전력에 비해 시스템용량

이 크게 증가하여 COP는 2.64에서 3.91로 48.1% 
증가하였다. EEV 개도가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증가할 때, 21 OC에서는 소비

전력은 1.1% 감소, 총 시스템용량은 6.0% 감소했

으나 35 OC에서는 소비전력은 0.2% 증가, 총 시

스템용량은 5.7% 증가하였다. 따라서 COP는 21 
OC에서는 4.9% 감소, 35 OC에서는 5.5% 증가로 

높은 온도일수록 개도 증가에 따라 COP가 크게 

증가하였다.

3.2 냉방주체 운전모드

냉방주체 운전모드에서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

트의 입구 공기 온도가 변화할 때 EEV 개도별 

시스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난방운전중인 실내

유니트로 바이패스되는 MCU측 EEV 개도가 40% 
(200 steps) 일 때 평균 냉방용량은 2,804W, 난방

용량은 2,002W로 냉난방용량이 모두 설계용량을 

상회하는 성능을 나타낸다.(2) 냉매충전량 3,900 g, 
압축기 운전회전수는 3,500 rpm, 난방운전중인 실

내유니트의 EEV 개도를 100% (full- opened, 500 
steps), MCU측 EEV 개도를 40% (200 steps)로 고

정시켰을 때, Table 1에 나타내어진 각 온도 조건

에 따라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EEV 개도를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변화시키

면서 성능실험을 하였다. 
Fig. 4은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

구 온도 변화 및 EEV 개도 변화에 따른 압축기 

흡입/토출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EEV 개도가 

22% (110 steps)일 때, 공기측 입구온도가 21 OC
에서 35 OC로 상승하면서 시스템 증발능력의 증

가로 흡입압력은 743 kPa에서 795 kPa로 7.0% 증
가하고, 토출압력은 2464 kPa에서 2488 kPa로 

1.0% 증가하여 압축비 감소로 체적효율이 증가하

였다. 또한, 흡입 밀도가 증가하여 시스템 유량은 

139.6 kg/h에서 145.4 kg/h로 4.1% 증가하였으며, 
시스템 유량의 증가로 난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

로 바이패스되어 들어가는 유량은 41.7 kg/h에서 

42.4 kg/h로 1.6% 증가하였다. EEV 개도에 대해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개도가 증

가함에 따라 팽창장치에서의 압력강하가 작아져 

흡입압력이 표준 온도조건인 DB 27OC/WB 19OC
에서 734 kPa에서 800 kPa로 8.9% 증가하였으며 

토출압력은 2449 kPa에서 2488 kPa로 1.6% 증가

하였다. 압축비 감소로 체적효율이 증가하고, 흡
입 밀도가 증가하여 시스템 유량은 133.0 kg/h에
서 150.3 kg/h로 13.0% 증가하였으며 시스템 유량

의 증가로 난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로 바이패스

되어 들어가는 유량은 39.9 kg/h에서 43.2 kg/h로 

8.2% 증가하였다. 
Fig. 5은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

구 온도 변화 및 EEV 개도 변화에 따른 실내유

니트당 평균 냉․난방능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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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V 개도가 22% (110 steps)일 때, 공기측 입구 

온도가 21 OC에서 35 OC로 상승하면서 증발능력

의 증가와 유량의 증가로 평균 냉방용량은 2084 
W에서 2606 W로 25.1% 상승하였다. 난방용량은 

응축온도의 상승으로 응축능력이 증가하고 바이

패스 유량의 증가로 2063 W에서 2129 W로 3.2% 
증가하였다. EEV 개도가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변화할 때, 표준 온도조건인 

DB 27OC/WB 19OC에서 시스템 유량의 증가와 과

냉도의 증가로 평균 냉방용량은 2004 W에서 

2395 W로 19.5% 증가하였는데, 유량이 증가하면

서 과냉도와 과열도가 감소하여야 하나 응축온도

의 상승에 따른 응축능력 증가가 과냉도를 증가

시키고 과열도를 감소시킨다. 평균 난방용량은 

응축온도 상승에 기인한 응축능력이 증가하고 바

이패스 유량의 증가로 2033 W에서 2113 W로 

3.9% 증가하였다.
Fig. 6은 냉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

구 온도 변화 및 EEV 개도 변화에 따른 총 시스

템용량 및 압축기 소비전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공기측 입구온도가 21 OC에서 35 OC로 상승하면

서 EEV 개도가 22% (110 steps)일 때, 소비전력

은 2322W에서 2328 W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시스템 증발열량 증가로 

인한 과열도의 증가가 압축기 흡입측 엔탈피를 

증가시키나 압축비가 감소하여 흡입/토출 엔탈피

차는 감소한다. 그러나 유량 증가의 영향이 엔탈

피차의 감소의 영향과 상쇄되기 때문이다. 총 시

스템용량은 각 실내유니트의 평균 냉·난방용량의 

증가와 시스템 유량의 증가로  8315 W에서 9948 
W로 19.6% 증가하였다. 총 시스템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COP는 3.58에서 4.27로 19.3% 증가하였

다. EEV 개도가 20% (100 steps)에서 24% (120 
steps)로 변화할 때, DB 27OC/WB 19OC에서 압축

비가 감소하고 과열도도 감소하여 흡입/토출 엔

탈피차는 8.4% 감소하나 유량의 13.0% 증가로 소

비전력은 2305 W에서 2349 W로 1.9% 증가하고, 
총 시스템용량은 실내유니트의 평균 냉·난방용량

의 증가와 시스템 유량의 증가로  8045 W에서 

9296 W로 15.6% 증가하였다. 소비전력에 비해 

총 시스템용량의 증가가 더 크므로 인하여 COP
는 3.49에서 3.96로 13.4% 증가하였다.

3.3 냉방전용 운전모드와 냉방주체 운전모드의 

성능 특성 비교

Fig. 7은 EEV 개도가 22% (110 steps)에서의 냉

방운전중인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구온도가 21 
OC에서 35 OC로 변화할 때의 냉방전용 운전모드

시 성능변화율과 냉방주체 운전모드시 성능변화

율의 비교를 나타낸다. 압축비는 냉방전용은 

15.6%, 냉방주체는 5.7% 감소로 냉방전용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냉방전용에서 증발열량의 

증가율이 더 커서 증발압력이 더 상승했기 때문

인데, 냉방주체일 때 냉방전용에 비해 냉방운전

중인 실내유니트가 4대에서 3대로 감소하면서 증

발능력 감소로 증발온도가 낮아져 시스템유량은 

감소하나 단위질량당 증발열량이 증가한다. 따라

서 과열도가 크게 증가하여, 증발기에서의 열교

환 효율은 냉방전용에 비해 낮으므로 증발기의 

공기측 입구온도 상승에 따른 증발열량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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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formance variation with respect to cooling-
      only and cooling-main operations.

도 냉방전용에 비해 낮다. 따라서 증발압력의 증

가는 냉방전용에서 더 크고 압축비는 더 감소하

였다. 냉방전용에서 압축비의 감소가 더 크고 압

축기 흡입밀도의 증가율 또한 더 커서 유량은 

20.6% 증가하여 냉방주체시의 4.1%보다 크다. 유
량의 증가로 소비전력과 총 시스템 용량은 냉방

주체에 비해 냉방전용일 때 실내온도 상승에 따

라 더 증가하고, 따라서 COP는 냉방전용에서 

48.1% 증가, 냉방주체에서 19.3% 증가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시냉난방 열펌프 시스템의 두 

가지 운전모드인 냉방전용과 냉방주체 운전모드

에서,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구온도의 변화와 

온도별 EEV 개도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1) 냉방전용 운전모드와 냉방주체 운전모드에

서 EEV의 개도가 22%이고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구온도가 21 OC에서 35 OC로 변화할 때,  실내

유니트의 공기측 입구온도 증가에 따라 총 시스

템용량과 COP는 증가하였다. EEV 개도가 증가할 

때, 냉방전용시 21 OC에서는 COP가 감소하였으

나 35 OC에서는 COP가 증가하였으며, 냉방주체

시 온도 증가에 따라 COP가 증가하였다.
2) EEV의 22% 개도에서 실내유니트의 공기측 

입구 온도가 21 OC에서 35 OC로 변화할 때, 냉방

전용 운전모드시의 총 시스템용량 및 COP 증가

가 각각 53.8%, 48.1%로 냉방주체 운전모드시의 

19.6%, 19.3%에 비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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