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제18권 제5호 pp. 42-47  2014년 10월 (ISSN 1226-781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ower System Engineering          http://dx.doi.org/10.9726/kspse.2014.18.5.042
Vol. 18, No. 5, pp. 42-47, October 2014

42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제18권 제5호, 2014년 10월

 

다양한 냉매를 용한 임계 히트펌 의 성능 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of Supercritical Heat Pump for a 

Variety of Refrigerants
 

윤정인**․손창효*†․최 환**․ 민주**

Jung-In Yoon**, Chang-Hyo Son*†, Kwang-Hwan Choi** and 

Min-Ju Jeon**

 

(접수일 : 2014년 8월 2일, 수정일 : 2014년 9월 2일, 채택확정 : 2014년 9월 15일)

 

Abstract: In this paper, the cycle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COP of supercritical heat pump using 

various refrigerants is presented to offer the basic design data for the operating parameters of the system. 

The working fluids are R134a, R22, R32, R290, R600, R600a, R1270 and R744. The operating parameters 

considered in this study include superheating degree of evaporator, temperature of gas cooler inlet and 

outlet, compressor efficiency and evaporating temperature in the supercritical heat pump system. The main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Superheating degree, temperature of gas cooler inlet and outlet, 

compressor efficiency and evaporating temperature of supercritical heat pump system have an effect on the 

COP of this system. With a thorough grasp of these effect,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supercritical heat 

pump using R134a. And, in comparison of COP of supercritical heat pump using various refrigerants, R32 

and R600 is the highest, and R744 is the lowest among other refrigerants. From thes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the COP of supercritical heat pump using R744 is higher than that using freon refrigerants 

such as R32 and R1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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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기압축식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90℃ 정도의 

고온수를 얻기 위해서는 응축기에서의 방열과정

이 임계점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초임계 히트펌프 

사이클로 구성되어야 한다.(Fig. 1 참조) 즉, 저온

열원에서의 증발과정은 임계점 이하(아임계 저압)

에서 일어나고, 고온열원에서 냉각과정은 임계점 

이상(초임계 고압)에서 일어난다.1,2)

지금까지 초임계 히트펌프 시스템은 대부분 이

산화탄소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산화

탄소의 임계점이 31.1℃로 대단히 낮기 때문에, 

여름철 외기 온도가 35℃ 이상이면 이산화탄소의 

응축과정은 임계점 이상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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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용 초임계 히트펌프는 90℃의 고온수를 

얻기 위해서는 초임계(응축) 압력이 10~12 MPa로 

대단히 높아져야 한다. 이를 경우, 방열기(응축기) 

뿐만 아니라 배관 및 밸브도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프레온 냉매

(R134a 등)로 90℃ 정도의 고온수를 생산하는 초

임계 히트펌프를 구성할 경우, 방열(응축) 압력이 

5 MPa 이하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1/2 정도 낮

기 때문에, 프레온 냉매용 초임계 히트펌프는 이

산화탄소용 히트펌프에 비해 효율(성능계수, COP)

이 높다.3) 이와 같이 프레온 냉매를 이용한 초임

계 히트펌프 시스템은 기존의 이산화탄소 냉매를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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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ssure-enthalpy of supercritical heat pump 

cycle

Table 1 Balance equations for each component of 

R134a supercritical heat pump

Component Energy Mass

Evaporator(4→1) Qe mh h  mm
m
m
m

Compressor(1→2) Wmh h cm
Condenser(2→3) Qgc mh h 

Expansion valve(3→4) h  h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0℃이상의 고온수를 얻

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작동유체를 냉매로 사용

하여 초임계 히트펌프 사이클의 성능을 이론적으

로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초임계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한 작동유체의 선택시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기초 설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초임계 히트펌프 사이클

의 각 상태점에서의 열물성치(엔탈피, 엔트로피, 

압력, 온도 등)와 성능 분석은 EES (Engineering 

Equation Solver)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다양한 냉매를 적용한 초임계 히트펌프 시

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

다.

Table 2 Performance analysis ranges of supercritical 

heat pump

Refrigerant
R134a, R22, R32, R290, R600, 

R600a, R1270, R744

Tgc in , [℃] 160, 170, 180*, 190, 200

Tgcout , [℃] 20, 25, 30, 35*, 40

Te , [℃] 20, 30*

Tsuh , [℃] 0, 5, 10*, 15, 20

c, [ / ] 0.8*, 0.9 1.0

m , [ / ] 0.8

mre, [kg/s] 0.01

 

Fig. 2 Schematic diagram of R134a supercritical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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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selected refrigerants

No.
Mole. 
mass
[-]

NBP
[℃]

Freezing 
point
[℃]

Critical 
temp.
[℃]

Critical 
pre.

[MPa]

R744 44.01 -78.4 -56.6 31.1 7372

R22 86.48 -40.76 -160 96 4974

R134a 102.03 -26.16 -96.6 101.1 4067

R290 44.01 -42.09 -187.7 96.7 4248

R600 58.13 -0.5 -138.5 152 3794

R600a 58.13 -11.73 -160 135 3645

R1270 42.09 -47.7 -185 91.8 4618

R32 52.02 -51.8 -136 78.4 5830

․압축기의 압축과정은 단열과정으로 가정한

다.

․열교환기(증발기, 응축기)내의 냉매 압력강하

와 열손실은 무시한다.

․히트펌프 시스템내 배관의 압력강하와 열손

실은 무시한다.

․팽창밸브는 등엔탈피과정이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는 없는 것

으로 가정한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초임계 히트펌

프 시스템의 상세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의 분석

에 필요한 식들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초임계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계수(COPhp)는 아래의 식

으로 계산한다.

COPhp W
Qc
h h 
h h                   (1)

Table 2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초임계 히트

펌프 시스템의 성능 분석 범위를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성능 분석범위는 90℃의 고온수 제조

를 위한 열펌프 사이클의 운전조건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초임계 히트펌프 시스템에 적용한 

냉매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레온계 냉

매(R134a, R22, R32), 탄화수소계 냉매(R290, 

R1270, R600, R600a), 자연냉매(R744) 등 총 8종류

이다. 이들 냉매의 대표적인 열물성치는 Table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계온도는 R744가 가장 낮

고, R600이 가장 높다. 그리고 임계압력은 R744가 

가장 높고, R600a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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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formance comparison of supercritical heat 

pump with respect to variation of coolant 

temperature in the gas cooler inlet

Table 1의 분석조건으로부터 Table 2의 수식과 

열물성치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이

용하여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 사이클의 성

적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냉각기 입구와 출구

의 냉매온도, 증발온도, 과열도, 압축효율 등의 인

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였다.

3. 실험결과  고찰

3.1 가스냉각기 입구의 냉매온도 향

Fig. 3은 증발온도(Te=30℃), 과열도(∆Tsuh =

5℃),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도(Tgcou t=35℃), 냉

매유량(mre 0.01 kg/s), 기계효율(m =0.8), 압축효

율(c=0.8)인 조건에서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

(Tgcin ) 변화에 따른 각 냉매별 초임계 사이클의 

성능계수(COP)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 온도가 증가할수록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

펌프 시스템의 성능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가 증가할수록 

초임계 가스냉각 압력이 증가하여 압축기의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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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냉매별 초

임계 히트펌프의 COP 비교에서, R32가 평균 

2.118로 가장 높고, R744가 평균 0.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식 (1)로부터 응축기의 방출

열량(h h)과 압축기 일량(h h )이 관계하기 

때문이다. 즉, R744는 타 냉매에 비해서 압축일량

이 가장 큰 반면에 응축기 방열량이 작기 때문이

다. 그러나, R32는 압축기 일량은 작은 반면에 응

축기 방열량은 크기 때문이다. 좀 더 상세한 이유

를 살펴보면, 각 냉매별의 열물성치인 비열비, 비

열 등과 압축비 등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즉, 비열

비와 압축비는 압축일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비열비와 압축비가 클수록 압축일량은 증

가한다. 반면에 비열은 가스냉각기 방열량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비열이 클수록 가스냉각기의 방

열량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R744의 비열비와 

압축비는 타 냉매에 가장 높다. 그리고, R32의 비

열은 타 냉매에 비해서 높다. 

또한, Fig. 3으로부터,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

도가 증가할수록 초임계 히트펌프의 COP는 

R600a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반면, R22가 가

장 작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R600a는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에 가장 민감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가스냉각기 출구의 냉매온도 향

Fig. 4는 증발온도(Te=30℃), 과열도(∆Tsuh =

5℃),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Tgci n =180℃), 냉

매유량(mre 0.01 kg/s), 기계효율(m =0.8), 압축효

율(c=0.8)인 조건에서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도

(Tgcou t) 변화에 따른 각 냉매별 초임계 사이클의 

성능계수(COP)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

온도가 증가할수록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의 

COP는 감소한다. 이는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도

가 증가할수록 가스냉각기의 출구 냉매 엔탈피

(h) 증가로 인해 방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의 COP의 비교

에서는 R600과 R32는 평균 2.2정도로 가장 높고, 

R744가 1.03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절에서 언급

한 것처럼, 식 (1)에서와 같이 가스냉각기 방열량

과 압축기 일량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즉, R600과 

R32는 압축기 일량에 비해 가스냉각기 방열량이 

타 냉매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R744는 

타 냉매에 비해 압축기 일량이 대단히 크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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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formance comparison of supercritical heat 

pump with respect to variation of coolant 

temperature in the gas cooler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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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formance comparison of supercritical heat 

pump with respect to variation of 

superheating degree

그리고, Fig. 4로부터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

도가 증가할수록 R744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다. 그리고, 나머지 냉매들은 14-16%정도의 비율

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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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열도의 향 

Fig. 5는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Tgci n =18

0℃), 출구 냉매온도(Tgcou t=35℃), 증발온도(Te=3

0℃), 가스냉각기 냉매유량(mre 0.01 kg/s), 기계

효율(m =0.8), 압축효율(c=0.8)인 조건에서 과열도

(∆Tsuh ) 변화에 따른 각 냉매별 초임계 사이클의 

성능계수(COP)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Tsuh가 증가할수록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의 COP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증발기 과열도가 증가할수록, 

가스냉각기 방열량과 압축기 일량이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가스냉각기의 방열량 증가율이 압축기 

일량의 증가율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즉, P-h 선

도상에서 Tsuh가 증가할수록 압축기 입구엔탈피

(h) 증가율보다 출구엔탈피(h)의 증가율이 커기 

때문이다.

과열도 증가에 따른 각 냉매별 COP 증가율은 

R744가 67%로 가장 높고, R600이 1%로 거의 일

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 냉매별 비열비와 관계

있는 것으로, R600의 비열비는 거의 일정한 반면, 

R744의 비열은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과열도 범위 내에서 각 냉매별 초

임계 히트펌프의 COP는 R32가 평균 2.15로 가장 

높은 반면에, R744는 약 1.08로 가장 낮다. 이는 

전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열도의 증가와 함

께 압축비 증가로 인해 압축일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3.4 압축효율의 향

Fig. 6은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Tgci n =18

0℃), 출구 냉매온도(Tgcou t=35℃), 과열도(∆Tsuh =

5℃), 가스냉각기 냉매유량(mre 0.01 kg/s), 기계

효율(m =0.8), 증발온도(Te=30℃)인 조건에서 압축

효율(c) 변화에 따른 각 냉매별 초임계 사이클의 

성능계수(COP)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Fig. 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냉매별 초임

계 히트펌프의 COP는 c가 증가할수록 가스냉각

기 방열량과 압축기 일량은 감소하는데, 이 중에

서 압축기의 감소율이 가스냉각기 방열량에 비해

서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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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formance comparison of supercritical heat 

pump with respect to variation of 

compress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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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supercritical heat 

pump with respect to variation of 

evaporation temperature

그리고, 압축효율 증가에 따른 각 냉매별 COP 

증가율은 R744가 약 22%로 가장 높고, 나머지 냉

매는 약 19~20%로 거의 비슷하다. 각 냉매별 초

임계 히트펌프의 COP 비교에서는 R600과 R32가 

약 2.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R22가 약 2.29

로 높다. 그러나, R744는 1.1로 가장 낮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냉매별 압축비와 비열

비가 R744가 가장 큰 반면, R600과 R32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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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발온도 향

Fig. 7은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Tgci n =18

0℃),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도(Tgcou t=35℃), 과

열도(∆Tsuh =5℃), 가스냉각기 냉매유량(mre 0.01 

kg/s), 기계효율(m =0.8), 압축효율(c=0.8)인 조건

에서 증발온도(Te) 변화에 따른 각 냉매별 초임계 

사이클의 성능계수(COP)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Fig. 7에 나타낸 것처럼, 증발온도가 증가할수

록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의 COP는 약 

10~14% 정도로 증가한다. 이 중에서 R600a가 가

장 큰 비율로 증가하고, 반면에 R32가 가장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그리고, Fig. 7로부터 R744는 증

발온도가 증가할수록 COP가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는 식 (1)로부터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가스냉

각기 방열량 감소율이 큰 반면, 압축기 일량 감소

율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Fig. 7로부터 각 냉매

별 초임계 히트펌프의 COP는 R600과 R32가 평균 

2.1로 가장 큰 반면에, R744가 약 0.98로 가장 작

다.  

5. 결  론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 사이클의 성능계수

(COP)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

도(Tgcin ),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도(Tgcou t), 증발

온도(Te), 과열도(Tsuh ), 압축효율(c) 등의 인자

들에 대해서 Table 2의 운전조건에서 서로 비교하

였다. 

각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각 냉매별 초임계 히

트펌프의 성능계수는 가스냉각기 입구 냉매온도

(Tgcin ), 가스냉각기 출구 냉매온도(Tgcou t), 증발온

도(Te), 과열도(Tsuh ), 압축효율(c)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증발온도

(Te)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각 냉매별 초임계 히트펌프 시스템의 COP 비

교에서는 R32와 R6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R74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기존의 R744를 이용한 고온수 제조용 히

트펌프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종래의 프레온계 

냉매에 비해서 우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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