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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mization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ascade heat pump system was

analyzed with the variation of low stage refrigerant charge amount. The cascade heat pump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R134a and R410A as the refrigerant for high stage and low stage cycle,

respectively.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varying the low stage charge amount an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cascade heat pump were studied. The refrigerant charge amount of the low stage

cycle was varied between the ranges of -15% and +10% of the optimum charge amount. The

performance variation experienced in the cascade heat pump due to the variation of refrigerant charge

amount shows greater effect in the undercharge regions than the overcharge regions. COP reduction in

the undercharge region is larger than the decrease in the overcharge region. Some cycle variation such

as power consumption and cycle pressure according to low stage refrigerant charge amount showed

different trends comparing with those according to high stage refrrgerant charge amount. Therefore, the

optimum charge amount of the cascade heat pump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by the variation of high and low stage refrigerant charg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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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산업 사회에서 공기조화기에 소비되는 에너

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공

조 분야에서 환경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냉난

방 설비는 주로 보일러나 에어컨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냉난방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

율의 열펌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다. 기존의 냉난방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하나

의 기기로 냉난방은 물론 급탕까지 운전이 가능하

여야 한다. 급탕 시에는 고온수를 생성하여야 되며,

고온수 생성 시에 열펌프의 압축비 증가로 인하여

효율 및 용량 저하가 크게 발생한다. 압축비 증가에

따른 열펌프의 성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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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사이클 등을 활용한 1원 2단 사이클에 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원 2단 사

이클인 캐스케이드 열펌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다단사이클 열펌프 중에서는 주로 인젝션 사이클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5]. 70oC 이상의 고온

수 제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캐스케이드 사

이클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Bhattacharyya

et al.[6]은 CO2-C3H8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캐스케

이드 시스템의 최적화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중간열교환기의 온도차에 따라 시스템의 성

능변화를 분석하여, 중간열교환기의 온도차 감소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Kim and Park[7]은 R134a와 R410a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수치적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외기온도 및

부하측 2차유체 유입온도 등에 대해 수행하였다. 높

은 부하측 2차유체 유입온도와 낮은 외기온도에서

최적 중간온도 등이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시스템의

성능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

Agnew and Ameli[8]은 기존에 사용된 냉매를 대체

하여 천연냉매를 적용한 3단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대하여 열역학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냉매

R717와 R508b가 기존에 사용된 냉매 R12와 R13보

다 압축기 토출온도를 감소시켜서 시스템의 소비동

력 감소 및 시스템 수명 연장을 이룰 수 있으며, 성

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Chae

and Choi[9]는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고단측 충전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고

단측 냉매량 변화가 저단 사이클 및 시스템 전체 성

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열펌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적절

한 냉매가 충전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

는 각 부품들이 서로 최적화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

다. 현재까지 캐스케이드 사이클에 대해서는 주로

사이클 구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캐스

케이드 열펌프 시스템의 기초 성능 확보를 위해 캐

스케이드 열펌프 시스템의 최적 충전량에 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Chae and Choi[9]의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로서 저단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캐

스케이드 열펌프의 성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저단 사이클 충전량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위하여 열원측과 부하측의 2차 유

체로 모두 물을 사용하는 물대물 캐스케이드 열펌

프 실험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한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캐스케이드 열펌프 유닛은 고단

측과 저단측 2개의 사이클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이

클은 압축기, 팽창장치,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단측의 실외열교환기(열원측 열교환기, 이

하 실외열교환기)와 고단측의 실내열교환기(부하측

열교환기, 이하 실내열교환기)는 모두 1RT급 이중

관식 열교환기로 제작하였다. 저단측의 압축기 토출

냉매와 고단측의 팽창장치 출구의 냉매가 열교환하

는 캐스케이드 열교환기도 1RT급 이중관식 열교환

기를 사용하였다. 팽창장치는 스텝모터형 전자팽창

밸브를 사용하였다. 열원과 부하는 항온 시스템으로

모사하였다.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냉매로 고단측과

저단측에 각각 R134a 냉매와 R410A 냉매를 적용하

였다.

저단 및 고단측 압축기로 스크롤 압축기를 채용하

였고, 시스템의 고저압 균형 및 냉매순환유량 제어

를 위해 팽창밸브는 1-2상 여자 스텝모터와 니들밸

브로 구성된 전자팽창밸브(Electronic Expansion

Valve, EEV)를 적용하였다. 

캐스케이드 열펌프 유닛의 습압축 방지를 위하여

압축기 입구에는 어큐머레이터(Accumulator)를 설

치하였으며, 응축기 출구의 냉매 과냉 여부와 증발

기 출구 과열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액

냉매 라인과 압축기 흡입부에 가시관(Sight glass)을

설치하였다. 또한 응축기와 팽창장치 사이에는 필터

드라이어(Filter drier)를 설치하여 시스템 초기 설치

시에 배관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과 불순물을 제

거하였다. 

실내외 부하를 모사하여 고단측의 실내열교환기,

저단측의 실외열교환기에 유입되는 2차유체의 온도

(Entering Water Temperature : EWT, 이하 EWT)를

구현하기 위하여 항온조를 제작 및 설치하였다. 항

온조는 전기히터, 냉동기, 온도센서, 디지털 온도 제

어기(Temperature indicating controller, TIC), 전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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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계(Thyristor type power control unit, SCR)와 순환

펌프로 구성하였다.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위하여 사이클 냉매라인의

주요위치에 T형 열전대와 압력계를 설치하였으며,

열전대와 압력계의 정확도는 각각 ±0.2oC와 ±6.9

kPa이다. 냉매 유량 측정을 위하여 액냉매라인에 질

량유량계를 설치하였으며, 정확도는 측정값의 ±0.5%

이다. 열펌프의 난방용량 측정을 위하여 실내열교환

기 2차 유체측 입·출구에 RTD 센서(정확도±0.15oC)

를 설치하였으며, 마그네틱 체적유량계(정확도는

측정값의 ±2%)를 2차 유체라인에 설치하였다. 열펌

프 유닛의 소비전력은 적산전력계(정확도는 측정값

의 ±0.5%)로 측정하였다. 

캐스캐이드 열펌프의 저단 사이클 충전량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위하여 ISO 13256-2[10]와 NR

GT 101[11] 규격을 참조하여 실외열교환기와 실외

열교환기 EWT는 각각 5oC와 40oC로 고정하고, 저

단 사이클의 충전량 변화에 따른 성능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때, 전자팽창밸브는 시스템이 최대 COP

를 갖도록 조절하였다. 고단측은 최적의 충전량으로

냉매를 충전하고, 저단측은 최적충전량 대비 −15%

에서 +10%의 범위에 대해서 충전량을 변화시켰다.

ISO 13256-2와 NR GT 101 규격[9, 10]에 따라 실내

열교환기 2차유체 입출구 온도차와 유량으로 난방

용량을 계산하였으며, 난방용량을 적산전력계로 측

정한 소비전력으로 나누어 COP를 산정하였다. 난

방용량과 COP의 불확실성은 각각 3.1%와 3.3%이

다[13].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는 저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난방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x

축의 0%는 저단사이클이 최적으로 냉매가 충전된

경우이다. 저단사이클의 충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

방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저충전량 영역에서의 난방

용량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과충전 영역에서의 냉매

량 변화에 따른 난방용량 변화는 미미하였다. 저단

사이클의 충전량 증가 시에 저단사이클의 응축온도

와 냉매순환유량 증가로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

고단사이클과 저단사이클 냉매간의 열교환량이 증

가하고, 이로 인해 고단사이클의 응축열량이 증가하

므로 난방용량이 증가한 것이다. 저단 사이클의 저

충전 영역에서 냉매충전량 증가시의 난방용량 증가

율이 과충전 영역에서의 난방용량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충전 영역에서의 충전량 증가에

따른 저단사이클의 응축온도 변화율이 크기 때문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ascade heat pump test rig

Fig. 2. Heating capacity according to low stage charg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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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난방용

량 변화는 Chae and Choi[9]의 고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난방용량 변화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저단사이클의 냉매량이 최적충전량 대

비 −5%와 −15%로 저충전된 경우 난방용량은 최적

충전량에서의 난방용량대비 각각 8.7%와 18.0%씩

감소하였다. 

Fig. 3은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고단사이클의 냉매

가 최적으로 충전된 조건에서 저단사이클의 충전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COP 변화를 나타낸다. 저단 사

이클이 저충전량을 갖는 경우 COP는 감소하였으며,

저단측이 과충전된 경우에도 COP는 감소하였다.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저단측 충전량 변화에 따른

COP 변화경향은 단일사이클에서의 충전량 변화에

따른 COP변화[12] 및 고단측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캐스케이드 열펌프 사이클[9]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저단사이클에 냉매가 저충전된 경우에 저

단사이클의 냉매 순환유량이 감소하며, 저단 사이클

의 응축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 저단 사이클과 고단사이클 냉매간의

온도 차이가 감소하여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에서의

열교환량이 감소한다. 이로인해 고단사이클의 응축

용량이 감소하여 COP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된다. 저단 사이클이 과충전된 경우에는 저단사이클

의 냉매 순환유량이 증가하고 저단사이클의 응축온

도가 증가하지만, 저단사이클의 압축기 입출구의 압

력 차이 증가로 인한 소비 전력 증가폭이 커서 COP

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적충전량 대비 저단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이 −5%, −15% 충전된 경우

COP는 각각 3.6%, 5.1% 감소하였고, 저단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이 +5%, +10%씩 과충전된 경우 COP는

각각 2.0%, 2.4% 감소하였다. 

Fig. 4는 저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고단사이클과 저단사이클의 소비전력변화를 나타

낸다. 충전량 증가에 따라 저단사이클의 소비전력은

증가하였으나, 고단사이클의 소비전력 변화량은 미

소하였다. 고단사이클의 소비전력은 과충전 영역에

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저단사이클의

충전량 증가에 따라 저단사이클의 냉매 순환유량과

저단압축기의 압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충

Fig. 3. COP according to low stage charge amount

Fig. 4.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low stage charge

amount

Fig. 5. Refrigerant flow rate according to low stage charg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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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증가에 따라 저단 사이클의 소비전력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Fig. 5). 

충전량이 −15%에서 10%까지 변화될 때 저단측

과 고단측의 최대 소비전력 변화폭은 각각 0.12 kW

와 0.018 kW 이었다. 동일한 충전량 변화범위에 대

해 고단측과 저단측의 냉매순환유량은 최적충전량

에서의 냉매 순환유량 대비 각각 −10.4%에서 2.9%

와 −6.4%에서 9.4%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저단사이클의 충전량 증가시에 저단사이클의 응

축온도가 증가하여 고단사이클의 증발압력 상승으

로 압축기 체적효율이 증가하게 된다(Figs. 6, 7). 이

로 인해 고단사이클의 냉매 순환유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고단사이클의 응축압력 증가율보다 증발압

력 증가율이 커서 고단압축기의 압축비가 감소하므

로 저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증가에 따라 고단 사

이클의 소비전력이 변화가 없거나 일부 감소하였

다. 하지만, 저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증가에 따라

저단사이클의 응축온도와 냉매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저단사이클의 소비전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과충전영역에서 난방용량 감소는 크지

않았으나, 저단 사이클의 소비전력 증가로 COP가

감소한 것이다. 

기존의 고단사이클 냉매충전량 변화 시의 캐스케

이드 열펌프 사이클 특성과 비교하여 저단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변화시에 고단측과 저단측의 소비전력

변화는 다소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Chae and

Choi[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고단측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 증가에 따라 고단 사

이클의 소비전력은 증가하고, 저단사이클의 소비전

력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저단측 충전량

증가시에 고단 사이클의 소비전력변화는 미소하였

으나, 저단측의 소비전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단측 냉매 충전량 증가에 따라 고단사이클의 응

축압력과 증발압력은 증가하였으나[9], 저단사이클

의 냉매 충전량 증가시에는 고단사이클의 응축압력

변화는 미소하였고, 증발압력은 일부 증가하였다.

또한, 고단측 냉매 충전량 증가에 따라 저단사이클

의 응축압력과 증발압력은 감소하였으나[9], 저단사

이클의 냉매 충전량 증가시에는 저단사이클의 응축

압력은 증가하고, 증발압력 변화는 미소하였다.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소비전력과 저단 및 고단 측

의 응축압력 및 증발압력은 전체 열펌프의 난방용

량 및 COP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분석 및 기존연구와의 비교 결과 고단측과 저

단측의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캐스케이드 열펌

프의 저단 및 고단측의 소비전력과 응축압력 및 증

발압력이 일부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므로 캐스케이

드 열펌프의 저단 및 고단측의 냉매 충전량에 대한

개별적인 성능 시험 결과를 통해 캐스케이드 열펌

프의 최적 냉매충전량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저단 사이클
Fig. 6. Condensing and evaporating pressure of the low

stage according to low stage charge amount

Fig. 7. Condensing and evaporating pressure of the high

stage according to low stage charg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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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전량 변화에 따른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저단 사이클의 냉매량이 저충전된 경우에 냉매량

에 따른 난방용량 변화율은 과충전 영역에서의 난

방용량 변화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저단 사이클의 냉매가 저충전된 경우에는 저단사

이클의 냉매순환유량과 응축온도 감소로 캐스케이

드 열교환기에서 고단사이클과 저단사이클 사이의

열교환량이 감소하여 COP가 감소하였다. 저단 사

이클이 과충전된 경우에는 저단사이클과 고단사이

클의 열교환량은 증가하지만, 저단 사이클의 소비동

력 증가폭이 커서 COP가 감소하였다. 최적충전량

대비 저단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이 −5%, −15% 충

전된 경우 COP는 각각 3.6%, 5.1% 감소하였고, 저

단 사이클의 냉매 충전량이 +5%, +10%씩 과충전된

경우 COP는 각각 2.0%, 2.4% 감소하였다. 

기존의 고단측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성능 사

이클 변화와 본 연구의 저단측 냉매 충전량 변화에

따른 사이클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고단측 충전량 변

화와 저단측 충전량 변화시에 소비전력과 각 사이

클의 압력변화 경향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따

라서,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최적운전을 위해서 고단

및 저단측 냉매충전량에 대한 개별적인 냉매충전량

결정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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