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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친환경 냉매인 CO2는 기존의 히트펌프와는 다

른 가스쿨러 냉매의 단상유동 특성으로 인해, 고효

율 난방 및 급탕용 히트펌프의 구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단 압축 히트펌프의 성능향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가스인젝션 기술을 적용한 CO2 히트펌프를 

구성하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변수의 영향도

를 분석, 고찰하여 히트펌프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CO2용 가변속 2단 트윈 로터리 

압축기, 기액분리기, 내부열교환기, 과냉각열교환기, 

전자팽창밸브 등의 요소기기를 적용하여 CO2 히트

펌프를 설계하였고,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성능시험

을 하였다.

가스쿨러 압력 제어 기술

그림 1은 CO2 히트펌프로서 시스템 구성에 따

라 과냉각열교환기 적용 가스인젝션 방식, 기액분리 

및 내부열교환기 적용 가스인젝션 방식으로 구분된

다. CO2 히트펌프는 초월임계에서 고압 사이클로 작

동되고 가스쿨러의 압력에 따라 사이클의 성능변화

가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제어인자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 가스쿨러 압력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제어변수로서 냉매충전량, 과열도, 압축기주파수, 실

외팬 풍량 등을 조절하며 냉방, 난방 표준조건 및 다

양한 외기조건에서 가스쿨러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시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성능과 가스쿨러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인자의 

민감도 분석을 그림 2에 나타냈다. 시스템 성능과 

가스쿨러 압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제어변수는 

냉매충전량, 실외팬 풍량, 과열도 순이었으며 가스쿨

러 압력의 최적제어가 시스템 성능에 중요한 인자임

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외기조건에서 변수시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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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냉각열교환기 및 기액분리기를 적용한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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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스템의 최대 성능을 도출하기 위한 가스쿨러

의 압력은 92~95 bar에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가스인젝션 기술 적용 히트펌프

그림 1과 같이 여러 가스인젝션 기술이 적용된 

CO2 히트펌프를 저온외기(0℃ 이하) 조건에서 압축

기 주파수, 인젝션 유량 등의 변수시험을 통해 다양

한 인젝션 기술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과 같

이 과냉각열교환기, 기액분리기(w/o and w/내부열교

환기) 3가지 방식의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의 성

능을 비교하였다. 영하 15℃의 외기 조건에서 과냉

각열교환기, 기액분리기 및 내부열교환기 적용 기액

분리기 방식의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의 성능은 

기본 시스템 대비 9.4%, 6.7% 및 2.8% 향상되었다. 

또한, 과냉각열교환기 내 높은 열전달 특성으로 인

해 과냉각열교환기 적용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의 

성능향상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2 히트펌프는 공기열원 외에 가스쿨러 내에

서 고온, 고압의 냉매 특성을 이용하여 60℃ 이상

의 고온수를 얻을 수 있다. 초월임계 상태에서 가스

쿨러 내 냉매의 단상유동 특성에 기인한 고온수 취

득 방식이 그림 4에 잘 나타나 있다. 열역학적 해석

을 통해 가스쿨러에 공급되는 9℃의 저온수는 가스

쿨러 내 단상냉매의 온도구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

며 65℃의 고온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어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시스템의 성능특성을 실험적

으로 고찰하였다. 그림 5와 같이 과냉각열교환기 적

용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에 대해서 급탕성능은 

CO2 냉매를 적용한 가스인젝션 히트펌프의 냉난방 및 급탕성능 향상 기술

[그림 2]  제어변수에 따른 CO2 히트펌프의 성능 및 가스쿨러 
압력 변화

[그림 3]  가스인젝션 사이클별 성능향상
[그림 5]  과냉각열교환기 가스인젝션 기술을 적용한 CO2  

히트펌프 급탕기의 성능향상

[그림 4]  CO2 히트펌프 급탕기의 가스쿨러 내 단상냉매와  
공급수의 열교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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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향상되었고, 그에 따른 고온수는 2.9℃ 향상되

어 67.9℃의 고온수를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의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설계인자로서 2단 트윈로터리 압축기의 1단 실

린더에 대한 2단 실린더의 비인 압축기 실린더 볼륨

비에 따른 성능특성을 고찰하여 최적 실린더 볼륨

비를 제시하였다. 그림 6은 압축기 실린더 볼륨비에 

따른 2단 트윈로터리 압축기의 중간압력의 특성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중간압력의 변화에 따라 가스

쿨러 압력과 인젝션유량 등 시스템 성능특성이 달

라진다. 압축기 실린더 볼륨비 0.6, 0.7 및 0.8에 따

른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 시스템의 최적화 결과, 

그림 7과 같이 실린더 볼륨비 0.7인 2단 트윈로터리 

압축기를 적용한 가스인젝션 CO2 히트펌프의 성능

이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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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압축기 실린더 볼륨비에 따른 중간압력 변화
[그림 7]  압축기 실린더 볼륨비에 따른 가스인젝션 CO2 히트

펌프의 성능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