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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Coil Deposition Type 
Heat Pump using Geothermal Energy

Hoo-Kyu Oh1․Dong-Gun Lee2․Min-Ju Jeon1․Chang-Hyo Son†

요  약: 본 논문은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운 변수에 한 최  설계를 해서 

히트펌 의 성능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작동변수로는 과냉각도, 증발온도,
응축온도 등이다. 그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증발

온도와 과냉각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온도는 감소할수록 성능계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증발온도, 응축온도, 과냉각도는 냉방과 난방의 성능계수에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히트펌  시스템이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기 한 최

의 운 조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열, 코일 침 형 히트펌 , 성능특성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n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of the 
coil deposition type heat pump using geothermal energy to optimize the design for the operating parameters
of this system. The operating parameters considered in this study include subcooling degree,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temperature in the coil deposition type heat pump using geothermal energy.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As the evaporation temperature and subcooling degree of the coil 
deposition type heat pump using geothermal energy increases, and the condensation temperature decreases, 
the COP of this system increases. The subcooling degree,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temperature of the 
coil deposition type heat pump have an effect on cooling and heating COP of this heat pump. Therefore,
it is a necessary to determine the optimum operation conditions for the highest COP of this heat pump 
presented in this study.
Key w ords: Geothermal energy, Coil deposition type heat pump, Performan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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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COP    : 성능계수 [ / ]
h : 엔탈피 [kJ/kg]
m : 질량유량 [kg/s]
P : 압력 [Pa]
Q : 열량 [kW]

T : 온도 [℃]
W : 압축일량 [kW]
 : 변화량

아래첨자
c : 응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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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 열원수

comp : 압축기

e : 증발기

exp : 팽창밸

in : 입구

re : 냉매

suc    : 과냉각도

suh    : 과열도

1. 서  론
오존층 괴 문제와 더불어 석유, 석탄 등 비재생 

화석에 지 남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재 인류가 당면한 최 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해서 세계 각국이 독자  노력은 물

론 국제  력체계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없는 국가나 

제품에 한 통상압력을 가할 정인데, 우리나라

와 같은 수출 의존형 국가에서는 선진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기술이나 정

보에 뒤질 경우 국가 산업발 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1~3].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환경친화 인 신/재생에

지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기기의 개발은 지극히 

요한 국가  과제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는 자연냉매를 이용한 냉난방기기 개발에 막 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 우리나라는 신재

생에 지를 이용한 냉난방기기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상용화된 제품이 없고, 그 응용기술

개발은 아직 원  수 에 머물고 있다[4~6].
본 연구의 기술은 지열을 지 내‘지열응축수탱

크’속의 물(지 과 열교환된 물)에 장하여 탱크 

속에 열교환용 코일을 침 시켜 물과 냉매의 열교

환을 극 화시키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지열을 

이용하는 히트펌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코
일침 형 히트펌  시스템은 열원측에 있어서 일반

인 지열히트펌 에서 사용하는 지 열교환기 

신 물탱크열교환기(Figure 1 참조)를 사용한 것과 

물탱크에 냉방시 응축에 지  과열에 지를, 난
방시 증발에 지  과냉에 지를 사용할 열교환기

를 정하게 침 한 구조(Figure 1 참조)를 갖춘 것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함으로써, 부하측 

열교환기를 통과한 무효에 지(Anergy)를 과냉/과
열하여 회수하고 지열 는 지열과 수열원이 정

하게 조합된 열원을 이용함으로서 부지 확보에 

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기존의 지열 히트펌

 시스템에서 지  열교환기( 이 )의 설치비를 

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

형 히트펌 의 성능에 미치는 인자들을 악  분

석하고, 이를 통해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 형 히트

펌  시스템의의 최  설계를 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Figure 1: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 형 히트펌  시

스템 계통도

Photograph 1: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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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

펌 는 냉방과 난방운 시 4방 밸 를 이용하여 냉

매를 환하는 방식으로 그 개략도는 Figure 1에, 이
와 련된 장치도 사진은 Photograph 1에 나타낸 것

과 같다. Figure 1에서 본 시스템은 압축기, 실내열

교환기, 수액기, 팽창밸 , 물탱크 열교환기(응축/증
발 열교환기, 과냉/과열 열교환기 등)로 구성되는 

냉난방용 히트펌 이다. 
Figure 1에서 히트펌 의 난방운 시 냉매 흐름

은 우선,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냉매가스

는 실내열교환기를 통하여 실내에 열을 달하는 

과정에서 고온·고압의 (기체+액체)냉매 상태가 되

고 열교환기 말단에서 부분 고온·고압의 액체 냉

매가 되어 물탱크 열교환기 안에 침 된 과냉열교

환기를 통하여 온·고압의 과냉(액체)냉매가 되어 

수액기로 들어간다. 수액기에서 나온 액상의 냉매

는 팽창밸 를 통과한 후에 물탱크 열교환기 내 증

발열교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
압의 (액체+기체)냉매에서 차 으로 기체 상태

로 상변화가 되며, 물탱크 열교환기를 빠져나올 때

는 완 한 온 기체 냉매가스가 되어 압축기로 흡

입되는 사이클을 이룬다. 
Figure 2는 지  열교환 탱크(수조)를 나타낸 것

으로, 수조 내에는 증발/응축 열교환기와 과열/과냉 

열교환기가 들어가 있으며, 간에는 다공의 격

이 설치되어 있다. 

Figure 2: 난방운 시 지  열교환 탱크 내 열수지

난방시의 지  열교환 탱크내 열수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Figure 2에서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

량(Qe)는 지 으로부터 취득한 열량(Qg), 과냉 열교

환기 방출열량(Qx ), 물의 열  잠열(Qw)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계를 수식 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Qe QgQx Qw                        (1)

Table 1은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장치

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크
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즉 지  열교환 탱크, 증발

기, 과냉을 한 열교환기, 실내 열교환기 등으로, 
각각에 한 구체 인 사양과 규격은 Table 1에 나

타낸 것과 같다. 

Table 1: 본 연구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상세도

Items size

Heat exchanging 
tank in the 

ground, [mm]
 5,750(L) × 2,590(W) × 3,500(H)

Heat exchanger for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mm]

 2,670(L) × 770(W) × 1,350(H)
  (Tube-O.D: 21.7mm, 

L:1,700mm, 12 Parallel 18 
Series)

Heat exchanger for 
subcooling and 

superheating, [mm]

 2,670(L) × 770(W) × 1,350(H)
  (Tube-O.D: 21.7mm, 

L:1,700mm,  6 Parallel 6 Series )

Compressor 3 HP (DANFOSS), Scroll type

Expansion valve TE 55 (DANFOSS), Themostatic 
expansion valve

본 시스템의 성능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온

도, 압력, 유량(냉매와 2차유체) 등을 측정하여야 한

다. 냉매의 온도와 압력은 T형 열 를 이용하여 

각각의 구성기기인 압축기, 실내열교환기, 응축/증
발 열교환기, 과냉/과열 열교환기 등의 입출구에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

트펌  시스템의 증발온도, 응축온도, 과냉각도는 

팽창밸  개도, 응축기와 증발기 열원수의 온도와 

유량 등을 이용하여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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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efrigerant R22
Te, [℃] -7.4
Tc, [℃] 56
Texpin , [℃] 8.2
Tcompin , [℃] 8.2
△Tsuc, [℃] 15.6
△Tsuh , [℃] 5.6
mre, [kg/s] 0.06
Tccwin , [℃] 12~18
mccw , [kg/s] 0.0167~0.023
Tecwi n , [℃] 20~25
mecw , [kg/h] 0.33~0.42

Table 2: 실험 조건

Items Accuracy
Temperature ±0.1℃

Pressure, [Pa] ±0.04% F.S
Differential pressure, [Pa] ±0.1%

Mass flow, [kg/s] ±0.1%

Table 3: 실험에 사용된 계측기의 오차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히트펌  시스

템의 실험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과열도

(△Tsuh )는 Figure 3에 나타낸 것처럼, 응축온도에 

해당되는 포화액의 온도(T′)와 과냉액의 온도(T)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 과냉각도(△Tsuc)는 각각 증

발온도에 해당되는 과열증기 온도(T″)과 포화증기 

온도(T′)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Table 3은 실험에 

사용된 계측기의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

의 P-h 선도 

3. 데이터 정리
본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의 성능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난방열

량, 냉방열량, 압축기 소요동력, 성능계수(COP) 등
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 본 시스템의 응

축열량(난방열량, Qc)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 다.

Qc mrehci n hcou t                (2)

그리고 냉방열량(증발열량, Qe)은 식 (2)와 마찬

가지로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 다.

Qe mreheou thein                (3)

압축기 소요일량(W)은 냉매순환량과 엔탈피차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 다. 

Wmrehcompi n hcompou t                (4)

본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계수(COPcoolin g, 
COPheating)는 의 식 (2)와 (3)으로부터 아래의 식

으로 계산하 다.

COPheatin g W
Qc , COPcooling W

Qe     (5)

본 시스템의 성능 특성에 필요한 엔탈피 등의 물

성치에 한 값은 REFPROP(버  8.0)[7]를 이용하

여 계산하 다.

4. 결과  토론
4.1 히 펌  시스템의 P-h 선도

Figure 3은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

템내의 냉매상태와 흐름을 P-h 선도에 나타낸 것이

다. Figure 3에서 1→2→3→6→1로 운 되는 사이클

은 과냉 열교환기가 없는 경우이고, 1→2→3→4→5
→6→1로 운 되는 사이클은 과냉 열교환기가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사이클은 후자(1→2→3
→4→5→6→1)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냉 열교환기

가 없는 사이클에 비해서 54.4 kJ/kg(=h h) 만큼 

냉동능력(증발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과냉 열교환기가 없는 사이클의 응축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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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은 209.1 kJ/kg이며, 과냉 열교환기가 있는 

사이클에서 과냉 열량(=h h )은 54.4 kJ/kg이므로 

이를 합친 체열량(=h h)은 263.5 kJ/kg이다. 따

라서 체 열량에 한 과냉 열량의 비 (54.4/ 263.5)
는 약 20%이다.

P-h 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방운 시 냉방

능력(증발열량)은 203.2 kJ/kg(=h h )으로, 이  

54.4 kJ/kg은 과냉 열량(=h h)으로부터 취득하

고 나머지 148.8 kJ/kg(=h h )은 지열과 물의 열

에서 취득하 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설명한 내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은 지열을 이용

하여 응축기 출구의 과냉각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냉동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한, 난방

운 시에도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을 지열로부

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열원수나 열원장치

가 필요하지 않고 이로인해 운 비나 제작비가 

일 수 있다. 

4.2 성능특성

4.2.1 증발온도의 향

Figure 4는 증발온도 변화에 따른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즉, 동일한 응축온도(Tc=56℃), 냉매유량(mre
=0.06 kg/s), 팽창밸  직  냉매온도(Texpin=8.2℃), 

압축기 입구온도(Tcompin=8.2℃), 과열도(△Tsuh= 

5.6℃), 과냉각도(△Tsuc= 15.6℃)인 조건하에서 증

발온도(Te)가 5~-15℃로 변할 때, 응축열량, 증발열

량, 압축일량, 난방 성능계수(COP), 냉방 성능계수

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것이다. 
Figure 4에서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과 

압축일량은 각각 15.9%와 2.7%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ur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증
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압축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압축기 출구온도(엔탈피)가 감소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증발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열량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
는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증발기 출구측 냉매 엔

탈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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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증발온도 변화에 따른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특성 

냉방시의 성능계수는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65.5% 정도 증가하 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증
발열량은 거의 일정한 반면, 압축일량이 크게 감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방시의 성능계수는 냉방

시의 경향과 동일하게 42.9% 정도 증가하 다. 이
는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과 압축일량이 

모두 감소하지만, 응축열량의 감소율에 비해 압축

일량의 감소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4.2.2 응축온도의 향

Figure 5는 응축온도 변화에 따른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즉, 동일한 증발온도(Te=5℃), 냉매유량(mre
=0.06 kg/s), 팽창밸  직  냉매온도(Texpin=8.2℃), 

압축기 입구온도(Tcompin=8.2℃), 과열도(△Tsuh= 

5.6℃), 과냉각도(△Tsuc= 15.6℃)인 조건하에서 응

축온도(Tc)가 40~60℃로 변할 때, 응축열량, 증발열

량, 압축일량, 난방 성능계수(COP), 냉방 성능계수

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것이다.  
Figure 5에서 응축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은 

6% 정도 감소하 는데, 이는 응축기 입구 냉매 엔

탈피의 증가보다는 응축기 출구 냉매 엔탈피의 증

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 응축열량은 감소하

다. 반면에, 응축온도가 증가할수록 압축일량은 약 

50.3% 증가하 다. 이는 응축온도가 증가할수록 압

축기 출구 엔탈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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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은 거의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증발기 입출구 냉매 엔탈피의 감소와 증가

율이 거의 비슷하여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난방과 냉방시의 성능계수는 응축온도와 함

께 각각 37.4%와 33.5%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증발열량, 응축열량, 압
축일량의 증감에 따라서 나타는 상이라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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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응축온도 변화에 따른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특성

4.2.3 과냉각도의 변화

Figure 6은 과냉각도의 변화에 따른 지열 이용 코

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특성에 해서 

나타낸 것이다. 즉, 냉매유량, 팽창밸  직  냉매온

도, 압축기 입구온도, 응축온도, 증발온도, 과열도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과냉각도가 0~20℃로 증가

할 경우, 응축열량, 증발열량, 압축일량, 난방과 냉

방의 성능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해서 나타

낸 것이다. 
 Figure 6에서 과냉각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

은 13.7% 정도 증가한다. 반면에 증발열량은 거의 

일정하다. 이는 과냉각도와는 무 하게 증발열량은 

팽창밸  직  냉매온도가 8.2℃로 일정하기 때문

에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압축일량은 과냉각도

와 무 하게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 다. 냉방과 난

방시의 성능계수는 술한 것을 바탕으로 거의 일

정하거나 약간 증가(약 13% 증가)하 다.

Δ Tsub, [oC]

0 5 10 15 20 25

C
O

P 
[ /

 ],
 W

 [k
W

], 
Q

 [k
W

]

2

4

6

8

10

12

14

Condensation capacity
Evaporation capacity
Compressor work
COP for heat pump 
COP for refrigerator

R22
mre = 0.06 [kg/s]
Texp,in = 8.2 [ ]℃
Tcomp,in=8.2 [ ]℃
Tc = 56 [ ]℃
Δ Tsuh = 5.6 [ ]℃
Te = 5 [ ]℃

Figure 6: 과냉각도 변화에 따른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특성

4. 결  론
지 까지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

템의 증발온도, 응축온도, 과냉각도의 변화에 따른 

성능특성에 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과 압축일량

은 각각 15.9%와 2.7% 정도 감소하는 반면, 증발열

량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하 다. 냉방과 

난방시의 성능계수는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약 

65.5%와 42.9% 정도 증가하 다. 
2. 응축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은 약 6% 정

도 감소하 는데, 반면에, 압축일량은 약 50.3% 증
가하 다. 그리고 증발열량은 거의 일정하거나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난방과 냉방시의 성능계수

는 응축온도와 함께 각각 37.4%와 33.5% 정도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3. 과냉각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열량은 13.7% 정

도 증가하는 반면에 증발열량은 거의 일정하다. 그
리고 압축일량은 과냉각도와 무 하게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 다. 냉방과 난방시의 성능계수는 술

한 것을 바탕으로 거의 일정하거나 약 13% 정도 증

가하 다.
4. 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증발온도는 

증가할수록, 응축온도는 감소할수록 냉방과 난방의 

성능계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증발온도가 지열온

도 보다 높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하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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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온도가 낮을수록 성능계수는 증가하지만, 이
를 해서는 2차 유체의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응
축기의 열면 을 크게 해야 한다. 이를 경우 추

가 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

의 최  설계를 해서는 최 의 운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계수는 기존의 지  

이 (열교환기)를 지하 깊숙이 매설한 히트펌  

시스템 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지열을 수조 내의 물로 흡수하고 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종래의 지

열 히트펌 에 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지  

이  매설비용을 상당히 일 수 있는 장 이 있

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지열 이용 코일 침 형 히트펌  시스템의 성

능 향상을 한 방안 연구 뿐만 아니라 종래의 지

열 히트펌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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