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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ybrid air-conditioner, where air is cooled both by convection and radiation, is 

developed. The indoor unit of the air-conditioner consists of radiation panel and 

dehumidification coil, where refrigeration R-134a is supplied by independent refrigeration 

cycles. Optimum refrigerant charge was 750g for both cycles. Optimum evaporation pressure 

was 3.7 bar for the radiation panel cycle and 3.9 bar for the dehumidication cycle. The 

cooling capacity of the radiation panel was 1.01 kW and that of the dehumidification coil 

was 0.94kW, which yielded COP of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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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요

재 공동주택의 냉방에는 에어컨이라는 통칭

되는 증기압축식 냉동기가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

다. 에어컨은 편리하게 냉방에 활용될 수 있지만,

 강제 류형이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냉기류

가 직  사람들에게 도달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냉방이 지나칠 경우 냉방병이나 두

통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하

기 야간의 경우 취침 시 에어컨을 가동하면 

무 낮은 온도와 기류로 인해 오히려 취침을 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

으면 열 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류식 냉방기의 단 을 극복

하고자 복사 냉방에 한 연구가 유럽을 심으

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1, 2, 3) 복사냉방은 

류 냉방 방식에 비하여 냉각 열량이 기 때문에 

천장이나 바닥면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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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Air Conditioner Hybrid Air Conditioner

Fig. 1 Concept of the hybrid air-conditioner

우 표면에 결로가 생겨서는 안 되고 따라서 표면

온도는 노  온도 이상으로 유지된다. 복사냉방 

방식은 기류속도가 낮고, 상하온도분포가 균일하

며, 소음이 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류식 냉

방보다 경제 이고
(1) 
쾌 성이 증진된다고 보고

되었다.
(2, 3)
 이와 같은 장  때문에 국내에서도 

복사냉방에 한 연구가 꾸 히 수행되어 왔다.
(4, 

7)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 기 기후는 유럽과는 달

리 습도가 높기 때문에 결로를 방지하기 해서

는 냉방 넬의 표면온도가 높이거나 보조 인 

제습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6, 7)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극 인 복사냉방 방안

으로 복사 넬 표면 온도를 노  온도이하로 유

지하여 결로를 유발시킴으로써 냉각 열량을 

히 증가시키고 실내 쾌 감을 개선할 수 있는 

1.0 kW 용량의 복사- 류 방식의 하이 리드 냉

방기를 개발하 다. 이 냉방기는 복사 넬 외에

도 류방식의 제습부가 설치되어 실내 잠열부하

를 담당하도록 하 다. Fig.1에 본 연구의 하이

리드 냉방기 개념도가 나타나있다.

2. 하이 리드 냉방기의 구성

Fig. 2 와 3에 하이 리드 냉방기의 실내기 개

략도와 복사냉방  제습 냉방 사이클이 나타나

있다. 하이 리드냉방기는 실내기와 실외기로 나

어지는데 실내기는 복사 넬 (1m x 1m)과 제

습부로 구성되고 실외기는 압축기 (2개), 팽창장

치 (2개)  응축기 (1개)로 구성된다 복사냉방과 

제습냉방은 별도의 압축기를 가진 독립  냉동 

사이클이며 응축기만 1개를 분할 사용하도록 하

다. Table. 1에 각 부품의 주요사양을 나타내었

다. 

Fig. 2 Schematic drawing of the indoor unit

(a) Radiation cooling cycle

(b) Dehumidification cycle

Fig. 3 Radiation cooling and dehumidifica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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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major components

(a)Radiation Cycle

Radiation Cycle

Compressor

Maker Danfoss

Type Linear reciprocating

Capacity 200 W

Refrigerant R-134a

Evaporator
Type

Configuration

Aluminum Panel

(1m x 1m)

9 tube row,

9.53 mm O.D.

Condenser
Type

Configuration

Fin-Tube 2 row

400 x 300 x 44 mm

Pf = 1.95mm, slit fin,

9.53 mm O.D. (1/4)

Expansion 

Device
Type EV

(b)Dehumidification Cycle

Dehumidification 

Cycle

Compressor

Maker Danfoss

Type Reciprocating

Capacity 800 W

Refrigerant R-134a

Evaporator
Type

Configuration

Fin-Tube, 1 row

(800 x 350 x 22mm)

Pf=2.5 mm, slit fin,

9.53 mm O.D.

Condenser
Type

Configuration

Fin-Tube 2 row

400 x 300 x 44 mm

Pf = 1.95mm, slit fin,

9.53 mm O.D. (3/4)

Expansion 

Device
Type EV

3. 성능시험 결과

시료의 성능은 항온항습 챔버에서 측정되었다. 

실험은 KS C 9306(6)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는데 

실내 측 건습구 온도는 27℃/19℃이고 실외 측 

건습구 온도는 35℃/24℃이다. 냉매 측 온도와 압

력의 측정 치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복사 

넬과 제습부의 냉각능력은 냉매 측의 열정산으

로부터 구하 다. 냉매 측의 열정산은 증발기 입

출구의 엔탈피차에 냉매 순환량을 곱하여 구하여 

지는데 냉매의 엔탈피는 측정된 온도와 압력으로

부터 구하고 냉매 순환량은 질량유량계로 측정하

다. 실험은 냉매 충 량과 증발압력을 변수로 

하여 수행되었다. 

냉동기에서 냉매충 량과 증발압력은 제품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로 최 치는 제품

을 구성한 후 실험을 통하여 구하게 된다. 일반

으로 냉매충 량이 증가하면 응축압력이 높아

지고 냉방능력도 증가하나 냉매충 량이 과다하

면 냉매순환량이 어 냉방능력은 오히려 어든

다. 본 실험에서 최 의 냉매 충 량은 두 사이

클 모두 750g, 최 의 증발압력은 복사 넬의 경

우는 3.7 bar, 제습부의 경우는 3.9bar에서 나타났

다. 이때 제습부의 열량은 0.94 kW, 복사 넬

의 열량은 1.01 kW이고 압축기 소비동력은 

0.59 kW로 COP는 3.3으로 나타났다. Fig. 4에는 

복사냉방 싸이클과 제습부 냉방사이클의 P-h선

도가 나타나 있다. 

(a) Dehum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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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adiation cooling

Fig. 4 P-h diagram of the dehumidification and 

radiation cooling cycl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사 넬 표면 온도를 노  온

도이하로 유지하여 결로를 유발시키킴으로써 냉

각 열량을 히 증가시키고 실내 쾌 감을 개

선할 수 있는 1.0 kW 용량의 복사- 류 방식의 

하이 리드 냉방기를 개발하 다. 시제품은 복사

냉방과 제습부로 구성되는데 각각 독립 인 싸이

클로 작동한다. 냉매는 R-134a를 사용한다. 최

의 냉매 충 량은 두 싸이클 모두 750g, 최 의 

증발압력은 복사 넬의 경우는 3.7 bar, 제습부의 

경우는 3.9bar에서 나타났다. 이때 제습부의 열

량은 0.94 kW, 복사 넬의 열량은 1.01 kW이

고 압축기 소비동력은 0.59 kW로 COP는 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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