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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히트펌프의 

성능 특성 및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 

서 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배기가

스에서 발생하는 NOx,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오

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는 신규 출시되는 승용차의 평균 CO2 가스 배출량

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2021년까지 

95 g/km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존에 

사용해왔던 석유자원 대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

출오염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석유자원에 비

해 동일 거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주행할 수 있고, 

지나치게 높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 전용충전소의 부족 및 상

대적으로 높은 차량가격 등의 이유로 대중화가 늦

어지는 실정이다. 이 중 짧은 주행거리는 실내 냉

난방 운전 시 더욱 감소하게 되는데, 자동차 안에

서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차량기술의 트렌드에 따

라 냉난방 운전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철에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

차의 경우 겨울철 난방은 엔진에서의 폐열을 이용

하기 때문에 연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전기자동차

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열원이 없어 배터리의 전

력을 이용하여 난방을 할 수밖에 없으며, 난방 시 

배터리 전력소모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고효율

의 난방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서는 기존의 에어컨을 재설계 및 보완한 고효율의 

난방장치인 히트펌프가 적용되었다.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

전기자동차 히트펌프는 공기열원을 이용하여 

실외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실내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외기온도가 낮아지면 난방용량이 급격

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배터리와 전

장에서의 폐열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두 개의 열

원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를 제

시하고 저온조건에서의 성능향상 방법을 제시하여 

히트펌프가 난방용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에

서 히터의 난방보조장치로써 최대한의 난방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난방운전에 따른 배터리의 전력

소모를 최소한도로 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 시스템의 개략

도를 나타낸다.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는 실내의 응

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각각의 팽창밸브를 지나 실

외 측의 증발기와 폐열 측의 증발기를 각각 지나서 압

축기로 다시 흡입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폐열 측 

증발기는 냉각수와 냉매를 열교환하기 위한 판형 열

교환기를 사용하였으며, 냉각수는 배터리 및 전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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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모사하기 위한 히터에서 가열

된다.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의 성능특성을 고찰하

기 위해 폐열원의 폐열량과 공기열원의 온도를 변

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의 난방용량 및 COP를 나타낸다. 폐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용량과 COP가 증가하 

였고, 공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난방용량과 COP

가 증가하였다. 한편, 공기온도가 -10℃의 경우에

는 폐열원 단독이용 히트펌프(WHO)의 난방용량

과 COP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기온

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공기열원에서 흡수한 열

량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폐열원만

을 이용한 히트펌프의 난방용량과 COP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열원을 이용하기 위한 냉각

수 루프는 폐루프(closed loop)이기 때문에 개루프

(open loop)인 공기열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에서 공기열원의 경우 공

기온도가 지나치게 낮아 냉매온도보다도 낮으면 

열을 흡수하기 어렵게 되지만 폐열원의 경우 폐루

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냉각수의 온도가 냉매

온도보다 낮더라도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냉

각수로부터의 열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공기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

프에서 공기열원 이용의 효과가 없어 폐열원만으

로 운전되므로 난방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그림 3

과 같은 열원의 병행운전 방법을 제시하였다. 폐열

원의 루프를 일종의 축열조로 이용하여 공기열원 

단독운전 동안 폐열을 저장하고, 일정 온도까지 냉

각수온도가 상승하면 폐열원을 이용하여 난방운전

을 하여 공기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4는 공기온도 -10℃, 폐열량 1.5 kW에서

의 병행운전에 따른 냉각수온도와 토출공기온도, 

평균성능비를 나타낸다. 공기온도 단독운전 기간

에는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였으며, 폐열원 단독운

전 기간에는 냉각수온도가 하강하였고 토출공기온

도는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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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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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기열원-폐열원 병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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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

(a) 난방용량 (b) COP

50 130

120

110

100

90

80

7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10

(℃
)

T

(%
)

Pe
rfo

rm
an

ce
 ra

tio

qh W

Ta,o

TOD= -10℃
Air
source
-only

Waste
heat
-only qWH= 1.5 kW

Tc,i

COP
Time(minute)

Air
source
-only

[그림 4]  공기열원-폐열원 병행운전에서의 냉각수온도,  
토출공기온도, 평균성능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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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 비해 향상된 난방용량과 COP를 나타냈다.

제습난방 히트펌프

추운 날씨에는 그림 5와 같이 자동차 유리창

에 김서림이 생기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자동차 주행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을~초겨울 

시기에는 제습을 하여 김서림을 방지해야 하며 이

와 동시에 열적 쾌적성을 만족하기 위해 난방을 해

야 한다. 전기자동차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여 제

습을 하며 동시에 전기히터를 가동하여 난방을 한

다. 그러나 제습을 하기 위한 에어컨 운전은 제습

뿐만 아니라 공기의 냉각을 동반하여 히터에서의 

불필요한 난방부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공기

냉각에 소요되는 에어컨의 전력손실과 히터의 추

가적인 운전으로 인한 전력손실로 연결되어 불필

요한 전력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에어컨의 응축기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이용하

여 증발기에서 나오는 제습냉각된 공기를 가열하

는 제습난방 히트펌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6은 에

어컨&히터 시스템과 제습난방 히트펌프&히터 시

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실내 측 증발기만 있는 제습난방 히트펌프에 

실외 측 증발기를 추가한 이중증발기 히트펌프를 

제시하여 에어컨&히터 시스템과 단일증발기 제습

난방 히트펌프의 제습 및 난방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7은 이중증발기 제습난방 히트펌프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는 실

내의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각각의 팽창밸브

를 지나 실내 측의 제습 목적의 증발기와 실외 측의 

흡열 목적의 증발기를 각각 지나서 압축기로 다시 

흡입됨을 반복한다.

그림 8은 습구 온도 13℃와 17℃에서 에어컨&

히터(AC) 시스템 대비 단일증발기 제습난방 히트

펌프 시스템(HP)과 이중증발기 제습난방 히트펌프

(DHP)의 성능비율을 나타낸다. 습구온도 13℃에

서 HP와 DHP는 AC보다 향상된 제습효율(SMER)

과 COP를 나타냈으며, DHP의 제습효율과 COP는 

HP보다 높게 나타났다. 습구온도 17℃에서 HP와 

DHP는 13℃와 마찬가지로 AC보다 향상된 제습효

율(SMER)과 COP를 나타냈으며, DHP와 HP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HP의 제습효율과 COP

는 저습도 조건에서 특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제시

하여 자동차의 다양한 난방조건에서 주행거리 감

소문제를 최소화하여 전기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온조건 난방 시 이중

열원 이용 히트펌프와 제습조건 난방 시 이중증발

기 제습난방 히트펌프를 각각 제시하고, 기존의 전

기자동차 히트펌프와 비교 및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중열원 이용 히트펌프는 단일열원 이용 히트펌

[그림 5]  자동차 유리창의 김서림

[그림 6]  공기 측 개략도

(a) 에어컨&히터 시스템 (b) 제습난방 히트펌프&히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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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고, 저온조건에

서 공기열원을 활용하기 위한 병행난방 운전방법

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중증발기 제습난방 히트펌

프를 기존의 에어컨&히터 시스템과 단일증발기 제

습난방 히트펌프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임

을 나타내었고, 특히 저습도조건에서 높은 제습효

율과 COP를 나타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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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습구온도 (a) 13℃와 (b) 17℃에서 에어컨&히터(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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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비율

(a) 습구온도 13℃ (b) 습구온도 17℃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히트펌프의 성능 특성 및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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