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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supplemental cooling and heating system equipped
with the 1 kW thermoelectric module. The system consist of 96 thermoelectric modules, heat sink with louver fin and water
cooling jacket which is attached on the hot side of the thermoelectric module. The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test
of the thermoelectric system is conducted with various conditions, such as intake voltage, air inlet temperature, air flow
volume, water inlet temperature and water flow rate at calorimeter chamber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realistic vehicle drive. The experimental results of a thermoelectric system shows that the cooling capacity and COP
is 1.03 kW, and 1.0, and heating capacity and COP is 1.53 kW, and 1.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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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정압비열 [kJ/kg․K]
 ：체적유량 [m3/h]
 ：질량유량 [kg/h]
 ：전력 [W]
 ：열용량 [W]
T ：온도 [℃]

하첨자

 ：공기

,  ：냉방, 난방

,  ：입구, 출구

 ：냉각수

1. 서  론

자동차 산업에서 연비와 환경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필수적인 설계요소이며,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 기술

은 차량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온도, 기류, 청정도

를 제어하는 기술로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에어컨 기술은 과거에는 단순히 냉난방을 제공하는 것

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에너지사용에 대한 규제대응에 

준비를 해야만 한다. 유럽에서는 CO2 및 연비 측정시에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작사가 저

연비, 저소모 동력의 에너지 부품과 시스템을 개발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엔진의 효율이 점차로 
향상되어 폐열로 버려지는 열원이 부족하게 되고, 디젤 
차량과 같은 저열원 차량을 중심으로 부족한 난방성능

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의 보조 난방장치

들이 차량에 적용되고 있으나, 그중에서 대략 1 kW 내
외의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전기히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열전냉각 시스템은 현재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증기압

축식 냉방 시스템보다 성능과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용이 간편하고, 국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2-3)

Yang et al.(4)
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상용차용 무시

동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56개의 열전모듈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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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alorimeter.

병렬로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24 V, 200 Ah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차 실내에 무시동 냉난방 시스템을 장착한 후 
실내외 온도와 열전모듈 유닛의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여 
1.77 kW 소비동력으로 282 kcal/h 냉방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난방은 1.44 kW의 소비 동력으로 282 kcal/h의 

성능을 얻어 난방시가 냉방시 보다 약 3배 정도 우수

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소비동력은 냉방시가 난방시

보다 약 23% 이상 추가로 소모됨을 확인하였다.
Yoo et al.(5)

은 열전소자에 대하여 이론식을 바탕으로 
성능을 해석하고 실험을 하여, 인가 전류의 영향에 따

른 성능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열전냉각 시스템은 열전모듈에 방열

휜을 부착하고 그 위에 냉각팬을 설치하여 열전모듈로

부터 열을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

은 정해진 설정온도까지 냉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

고, 다른 방식의 냉각시스템에 비하여 냉각능력 및 효

율이 매우 낮다.(6)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냉각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Attery(7)
는 물을 이용한 냉각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열판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적계수를 2대 정

도 향상시켰다.
Park et al.(8)

은 열전냉각장치에서 고온면에서의 방열

을 위하여 히트싱크 대신에 냉각재킷을 설치하여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냉각재킷은 물이 순환

되는 구조이고, 냉각재킷의 형상, 냉각 재킷 내부의 채

널수 및 유량을 변화하면서 실험하여 기존의 T형 유로

의 냉각재킷 대비 냉각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형태의 

냉각재킷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냉각재킷은 열

저항이 최대 32% 감소하고, 냉각재킷의 표면온도도 

균일해 졌으며, 평균 표면온도도 약 1~2℃ 낮아졌다.
방열핀에서 열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다. Shin et al.(9)
은 열전모듈 냉각시스템에서 열

교환기 핀의 형상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

석하였다. 평판핀과 루버핀, 두 핀에서 두께를 고정하지 
않고 동일한 크기의 열교환핀을 최적화 하였을 경우, 루
버핀이 평판핀 보다 약 10% 정도 낮은 열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루버핀이 더 우수한 냉각성능을 나타냈다. 하지

만 핀 두께를 제작 가능한 최소두께(t = 0.045)로 고정

하고 열교환핀을 최적화 하였을 경우, 평판핀이 루버핀

보다 7% 낮은 열저항을 가지며 더 우수한 냉각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열원 차량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조 난방장치인 PTC 전기히터의 대체로 열전모듈을 

이용한 보조 냉난방장치의 성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냉난방 성능과 성적계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1 
kW급 열전 냉난방 시스템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 차량의 보조 냉난방 시

스템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열전 냉난방 시스템의 성능실험에 사용된 열량계(ca-
lorimeter chamber)의 개략도가 Fig. 1에 나타나 있다. 열
량계는 전면에 풍량이 균일하게 유입되도록 안내깃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위 공기와의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

도록 주위를 단열 하였고, 복사열에 의한 열손실을 보

상하여 정확한 실험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기가열 
장치는 밀폐된 연관형 전기히터에 의해 가열하며, 밀
폐된 구조는 개방형 구조보다 낮은 열밀도를 가지므로 

낮은 표면온도로 전체공기를 고르게 데울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반대로 공기냉각을 위해서는 30마력의 압

축기와 팽창밸브, 증발압력 조절기에 의하여 제어된다. 
또한 냉각수측은 열손실에 의한 열량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단열되어 있으며, 공기측과의 열량비율이 

3%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다.
온도는 열전냉난방 시스템의 입출구에 RTD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풍량은 Brandt B-NZP1000 계
열의 노즐로 고풍량과 저풍량이 따로 측정된다. 습도는 
전기히터의 가열에 의해 약 180℃의 증기로 공급되며, 
습도센서는 공기의 엔탈피차를 계산하는 밀러형태를 사

용하였다. 순환하는 냉각수량은 질량유량계에 의하여 

측정되며 냉각수온도도 실험부의 입출구 배관에서 측

정된다.

2.2 실험 방법

Fig. 2는 열전 냉난방 시스템의 실험사진이다. 시제품

으로 만들어진 1 kW급 열전 냉난방 시스템은 한변의 길

이가 20 mm 정도의 정방형 크기이고, 40×40×3.5 mm의 

크리스탈사(Cristal Co.) 열전모듈 96개가 직병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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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hoto of thermoelectric system and test 
apparatus.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thermoelectric module 
(Cristal Co.).

되어 있다. 보조 냉난방 장치로 사용될 경우를 기준으로 
흡열부는 얇은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루버핀(louver fin)
이 부착되어 있으며, 핀의 간격은 50 FPDM(Fin Pitch 
per decimeter)이다. 고온면은 냉각수 재킷으로, 냉각수

가 각 재킷을 동시에 순환하는 구조이다. 열전모듈을 

사이에 두고 흡열부의 루버핀과 발열부의 워터재킷은 

각면에 써멀그리스(thermal grease)로 처리후 적층하여 

작은 볼트로 체결하였다.
열전모듈에 대한 기본특성은 고온부(hot side)와 저

온부(cold side)의 온도 및 소자의 전류 또는 전압에 대

한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1 kW급 보조 열전냉

난방 시스템의 경우 냉난방 성능은 입구와 출구 공기온

도의 변화량과 풍량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식

(1)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때 냉방용량의 경우 

로 표현되고 난방용량인 경우에는 로 표현된다.

  ⋅  (1)

열전 냉난방 시스템에 인가되는 전력은 식(2)과 같이 
전압과 전류의 함수로 정의되며, 보조 열전 냉난방 시

스템의 성적계수는 식(3)와 같이 투입전력에 대한 냉

난방 열량의 비로 표현된다. 이때도 냉방인 경우에는 

로, 난방은 로 표현된다.

 ⋅ (2)

 

 (3) 

Table 1은 보조 열전 냉난방 시스템을 열량계에 장착

하여 실험한 조건이다. 시험조건은 열전 냉난방 시스템

의 핀으로 공급되는 공기온도와 풍량, 그리고 워터재

킷으로 공급되는 냉각수온도와 유량을 변경하면서 실

험하였다.

 Table 1.  Test conditions of thermoelectric system 
performance at calorimeter

Air flow volume 150~550±5 m3/h
Air temperature -20~20±1℃
Water flow rate 0.2~1.2±0.1 m3/h

Water temperature -15~45±1℃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열전모듈 실험

Fig. 3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보유 장비로 실험

한 크리스탈사 단위 열전모듈에 대한 성능 실험 결과

이다. 고온측은 50℃로 고정한 상태에서 저온부의 온

도를 변경하면서 열전모듈에 인가되는 전류별로 냉각

능력과 성적계수를 측정하였다.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

도차가 줄어들수록 성능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온도차가 없을 때 최대 냉방능력은 54 W정도이고, 
이때 성적계수는 0.7수준이다. 하지만 온도차가 40℃
로 벌어지면 냉방능력은 21 W로 떨어지고, 성적계수도 
0.3으로 급격히 저하된다.

Fig. 4는 열전 냉난방 시스템의 냉방성능과 난방성능 
변화를 인가전압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4(a)는 냉방

성능 실험결과로, 공기온도와 물온도는 21℃이고, 풍
량은 300 m3/h, 유량은 0.6 m3/h에서 실험하였다. 인가

전압이 높아지면 냉방능력은 증가하고, 토출공기 온도

도 같이 하강하지만, 성적계수는 급격히 저하된다. 시
스템에 12 V의 전원을 인가할 시, 약 1.0 kW의 냉각능

력과 8.3℃의 온도 강하를 볼 수 있다.
Fig. 4(b)는 난방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공기와 냉각수

온도는 23℃이고, 풍량은 300 m3/h, 유량은 0.6 m3/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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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oling performance

(b) Heating performance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thermoelectric system 
with various intake voltage.

서 실험하였다. 인가전압이 증가하면 난방능력과 토출 

공기온도는 계속 상승하지만 성적계수는 냉방실험시

와 동일하게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인가전압이 12 V
일 때 난방능력은 1.72 kW, 성적계수는 1.9이다.

3.2 열량계 실험

Fig. 5는 열량계에서 실험한 냉방성능 실험결과이다. 
실험은 여름철 차량에서의 사용조건을 모사하여, 공기

온도와 냉각수온도를 결정하였다. Fig. 5(a)는 열전 냉

각시스템으로 공급되는 풍량을 변경하면서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기온도와 냉각수온도는 모두 
35℃이고, 냉각수 유량은 1.5 m3/h이다. 풍량이 증가함

에 따라 냉방능력과 성적계수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

나, 토출온도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다. 풍량 변화에 

대한 냉방성능의 변화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

고 토출 공기온도의 변화는 풍량이 증가하면서 발열부

에서 충분히 열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Fig. 5(b)는 입구 공기온도를 변경하면서 냉방성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냉각수온도는 여름철인 50℃로 가

정하고, 냉각수 유량은 0.6 m3/h, 풍량은 300 m3/h이다. 
공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능력과 성적계수, 토출 

공기온도 모두 증가하고 있다. 외기온도가 40℃일 때 토

출되는 공기온도는 약 17℃ 수준이었다.
Fig. 5(c)에 열전 냉각시스템의 수냉식 재킷으로 공급

되는 유량을 변경하였을 때 냉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열전 냉방시스템에 인가되는 전압은 6 V
이고, 공기온도와 냉각수온도는 35℃, 풍량은 300 m3/h
이다. 냉각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냉방성능의 변화

는 거의 없었다. 실험한 유량의 범위내에서는 유량이 

냉방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5(d)는 시스템의 수냉식 재킷으로 공급되는 냉각

수온도가 냉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기

온도는 40℃이고, 풍량은 300 m3/h이다. 냉각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냉방능력과 성적계수는 급격히 저하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출 공기온도도 충분한 방열이 이

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상승하며 냉각수온도가 65℃에

서는 약 12℃ 이상 토출 공기온도가 높아졌다.
Fig. 6은 1 kW급 열전 난방시스템에 대하여 열량계에

서 실험한 난방성능 결과이다. 실험은 겨울철 난방시

스템의 사용조건을 감안하여, 외기온도와 냉각수온도를 
결정하였다. Fig. 6(a)는 열전 난방시스템으로 공급되는 
풍량을 변경하면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외기온도와 냉각수온도는 모두 -20℃이고, 냉각수 유량은 
0.6 m3/h이다. 풍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능력과 성적

계수도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은 냉방시 보다 적게 
나타났다. 풍량 증가는 250 m3/h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난방 열량이 크기 
때문에 풍량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Fig. 6(b)는 입구 공기온도를 변경하였을 때 난방성능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열전 난방시스템에 인가되는 전

압은 6 V이고, 냉각수온도는 겨울철 조건이므로 -20℃
로 하였고, 냉각수 유량은 0.6 m3/h, 풍량은 300 m3/h이
다. 공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능력과 성적계수는 

감소하며, 토출 공기온도는 상승하고 있다.
Fig. 6(c)는 열전 난방시스템의 수냉식 재킷으로 공급

되는 유량이 난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온도와 냉각수온도는 모두 -20℃이고, 풍량은 300 
m3/h이다. 냉각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성능은 약

간씩 증가는 하나 0.7 m3/h 이후에는 거의 성능의 변화

가 없었다.
Fig. 6(d)는 열전 난방시스템의 수냉식 재킷으로 공급

되는 냉각수온도가 난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온도는 -20℃이고, 풍량은 300 m3/h,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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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r flow volume(Ta = 35℃, Tw = 35℃, 
Gw = 1.5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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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ir inlet temperature(Tw = 50℃, w = 10 ℓ/min, 
Ga = 300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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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ater flow rate(Ta = 35℃, Ga = 300 m3/h, Tw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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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Water temperature change(Ta = 40℃, Ga = 300 m3/h, 
Gw = 0.6 m3/h)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cooling performance for thermoelectric system.

수 유량은 0.6 m3/h이다. 냉각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난방능력과 성적계수, 토출 공기온도 모두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냉각수온도가 40℃일 때 토출 공기

온도는 15.5℃이고, 난방능력은 3.7 kW, 성적계수는 3.7
이다. 난방시 열전 난방시스템의 성적계수가 높은 이

유는 저항에 의한 발열과 열펌프 역할을 함께 하기 때

문이다.

4. 결  론

차량용 보조 냉난방장치로 1 kW급 열전 냉난방 시스

템을 제작하고 환경조건을 변경하면서 실험하여 냉난

방 성능에 미치는 인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단위 열전모듈을 실험한 결과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차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온
도차가 없을 때 최대 냉방능력은 50 W, 효율은 0.9정
도였다.

(2) 열전 냉방시스템의 냉방성능은 공기와 냉각수온

도가 40℃, 풍량은 300 m3/h, 인가전력 1 kW에서 냉방

능력 1.03 kW, 성적계수는 1.03, 토출공기 온도는 30.
1℃를 얻었다.

(3) 열전 난방시스템의 난방성능은 공기와 냉각수온

도가 -20℃, 풍량은 300 m3/h, 인가전력 1 kW에서 난방

능력 1.53 kW, 성적계수는 1.5, 토출공기 온도는 -5.5℃
를 얻었다.

(4) 냉방과 난방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온도와 냉

각수온도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풍량과 냉

각수 유량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1 kW 보조 열전 냉난방 시스템의 냉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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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r flow volume(Ta = -20℃, Tw = -20℃, 
Gw = 0.6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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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ir inlet temperature(Tw = -20℃, Gw = 0.6 m3/h, 
Ga = 300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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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Water flow rate(Ta = -20℃, Ga = 300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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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Water temperature(Ta = -20℃, Ga = 300 m3/h, 
Gw = 0.6 m3/h).

Fig. 6  Experimental results of heating performance for thermoelectric system.

난방성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난방시 성적계수는 1.9
로 저열원 차량에서 보조 난방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PTC 전기히터 대비 성능이 우수하였다. 또한 냉방시

에도 효과적인 발열구조로 1 이상의 성적계수을 얻어 

보조 냉방은 가능한 수준이나, 열전모듈의 가격과 크

기, 중량 등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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