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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인젝션 기술을 적용한 
2단 압축 열펌프의 난방 성능 향상 기술

[그림 1] 기액분리기 및 과냉각열교환기를 이용한 여러 방식의 가스인젝션 열펌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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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인젝션기술은 한랭지용 열펌프에 적용시 

나타나는 주목할만한 성능향상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한랭지용 공기열원 2단 열펌프의 성능향상을 위

한 가스인젝션 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목적

은 가스인젝션이 공기열원 2단 열펌프의 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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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미치는 영향와, 다양한 형태의 한랭지용 가

스인젝션 열펌프 시스템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여러 사이클 인자들을 실험적, 이론적으로 규명

하고 분석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R410A용 가변

속 2단 로터리 타입 압축기, 기액분리기, 과냉각

열교환기, 전자팽창밸브 등을 적용한 다양한 방

식의 가스인젝션 열펌프를 설계하였으며, 여러 

운전조건에서 이를 시험하였다. 또한 가스인젝션 

열펌프의 수치해석 모델과 사이클 수렴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기액분리기 이용 가스인젝션 기술 

가스인젝션 적용 열펌프는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시스템 구성에 따라 크게 기액분리기 방

식과 과냉각열교환기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액분

리기 방식의 가스인젝션 열펌프에 대한 연구에

서는 기액분리기 이용 가스인젝션이 시스템 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스인젝

션 사이클을 적용한 시스템의 난방성능 및 성능

계수(COP)는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인젝션을 

적용하지 않은 시스템에 비해 각각 25%, 10%의 

성능향상을 기록하였다. 50에서 100 Hz까지의 

압축기 주파수 변화에 따른 인젝션 열펌프의 응

축기 통과 냉매 유량은 비인젝션 열펌프에 비해 

30~38% 증가하였다. 인젝션 압력비 (Rp)는 외기

온도 감소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각 단의 전자팽

창변 개도의 개별 조작에 의한 인젝션 압력의 감

소에 따라 응축기 통과 유량은 증가하였으며, 반

면 압축기 토출 온도는 감소하였다. 난방용량은 

인젝션 압력비 조절에 의해 최대 6% 증가하였다. 

0에서 40% 까지의 인젝션 밸브 개도 증가에 따

라 난방용량 및 소요동력은 꾸준히 증가하였으

며, 40% 이후의 개도에서는 기액분리기 및 인젝

션 포트에서의 열역학적 평형으로 인해 주목할만

한 사이클 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난방성능

을 기준으로 한 최적 인젝션 압력비(Rp)는 운전조

건에 따라 0.2-0.26으로 나타났다. 

과냉각열교환기 이용 가스인젝션 기술 

과냉각열교환기를 적용한 가스인젝션 열펌

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젝션 구현 방식에 따

른 다양한 방식의 시스템(FTSC, DESC 시스템)

을 설계, 제시하고 그 성능을 기존의 인젝션 시

스템(FT, SC)과 비교하였으며, 시스템의 최적

화 및 최적제어를 위해 인젝션비, 중간압력 등

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flash tank vapor injection), FTSC(flash tank 

and sub-cooler vapor injection), DESC(double 

expansion sub-cooler vapor injection) 시스템

[그림 2] 기액분리기 이용 가스인젝션 열펌프 의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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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난방용량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SC(sub-cooler vapor injection) 시스템에 비해 

14%, 6%, 3.8% 높게 나타났다. DESC 시스템의 

난방용량 및 소요동력은 중간압력의 감소에 따

라 각각 3.3%, 3.4% 증가하였으며, 인젝션 압력

비(Rp)의 최적범위는 5℃, -5℃, -15℃의 외기온

도 조건에서 각각 0.11-0.15, 0.16-0.22, 0.19-

0.29로 나타났다. 인젝션 제어밸브  개도의 증가

에 따라 응축기 질량유량은 40%까지 증가하였

으며, 응축기 및 증발기 입출구 엔탈피 차이는 각

각 18%, 13% 감소하였다. 압축과정의 중간냉각 

안정성을 고려한 경우, 최대 인젝션비(Rinj)는 60, 

70, 75 Hz의 압축기 주파수에서 각각 0.18, 0.25, 

0.28로 나타났다. 압축기 주파수 및 외기온도 변

화에 따른 최적 인젝션 비(Rinj)는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압축비의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화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스인젝션 열펌프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위

[그림 3] 인젝션 방식에 따른 성능향상 비

[그림 5] 실린더 볼륨 비에 따른 성능

[그림 6] 실린더 볼륨 비에 따른 성능

[그림 4] 압축비에 따른 최적 인젝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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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변속 2단 로터리 압축기모델과 사이클 수

렴 기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그림 5

는 2단 로터리 압축기모델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외기온도 조건 및 압축기 주파수 변화에 따른 시

뮬레이션 모델 예측 COP의 평균 오차는 3.9%, 

1.7%로 나타났다.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단 

로터리 압축기의 실린더 볼륨 비 변화에 따른 가

스인젝션 열펌프의 성능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

하였으며, 설계인자에 따라 0.55-0.62의 최적 실

린더 볼륨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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