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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열펌  시스템의 퍼지 제어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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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dustry, the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have been made. One of them is to use carbon dioxide as an alternative 

refrigerant, however, several researches have shown that the transcritical heat pump system 

using CO2 has relatively lower efficiency resulting in a degraded steady-state system 

performance. Capacity control with fuzzy controller was carried out for CO2 heat pump 

system. Evaporator secondary fluid outlet temperature was suggested for the control variable 

of compressor speed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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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DSH :  과열도 [℃]

 T :  온도 [℃]

 COP :  성능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f :  목 함수

 하첨자

 

 i :  입구

 o :  출구

 2nd :  이차 유체 

 cond :  응축기

 eva  :  증발기

1. 서 론

최근 100년 동안 속한 기술 개발과 산업 발

으로 인한 오존층 괴와 지구 온난화 등의 심

각한 자연환경문제를 발생되었다. 교토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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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이후 냉매에 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새로운 냉

매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어서 오존층을 괴하지 

않으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향이 매우 다. 

한 열역학  물성이 우수하여 단 체 당 열용

량이 커서 열교환기 크기를 일 수 있는 장 도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사이클은 월임계 사

이클을 이루고 있고 사이클의 압력이 기존의 시

스템보다 매우 높아서 기존 사이클에 비하여 

설에 취약하며 가스쿨러에서 입출구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비가역성이 커서 기존 냉동 시스템

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냉동공조기기에 한 연구

는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

소 냉매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의 실용화를 해

서는 용량조   최 제어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들을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례 제어, 비례- 분 제어, 

비례- 분비례- 분-미분 제어 등의 통 인 

제어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재 퍼지 로

직을 이용한 제어 방법도 많이 용되고 있다. 

퍼지 로직을 제어 시스템에 용할 경우, 먼  

퍼지 제어기에서 입출력 변수를 결정한 후에 각 

변수들의 언어변수와 소속함수(membership 

fuction)를 결정하게 된다. 퍼지 제어기를 설계한 

후 퍼지 규칙표를 최 화하여 제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열펌  시스템의 효율향상 

 용량제어에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압축기 

회 수를 조 하기 해서 인버터를 사용하 으

며, 팽창밸 는 미터링 밸 에 스텝모터를 장착

하여 조 하 다. 퍼지 로직을 사용하여 열펌  

시스템을 제어하 고 일반 인 형태의 퍼지 규칙

표를 결정론 인 방법을 사용하여 최 화하 다. 

열펌  시스템의 냉방 운  모드에서 증발기 2차 

유체 출구온도와 압축기 입구 과열도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의 개략

도를 나타내었다. 실험장치는 압축기, 가스쿨러, 

팽창밸 , 증발기, 내부 열교환기(internal heat 



- 515 -

P

Secondary-fluid outlet

Refrigerant inlet

950 mm

Inner tube (OD = 9.525 mm)
Outer tube (OD = 15.88 mm)

Soft soldering

Secondary-fluid inlet

Refrigerant outlet

x28 (gas cooler)
x14 (evaporator) straight tube unit T

ΔPTT

T

T

T

T T

T

T

47
.6

 m
m P

Secondary-fluid outlet

Refrigerant inlet

950 mm

Inner tube (OD = 9.525 mm)
Outer tube (OD = 15.88 mm)

Soft soldering

Secondary-fluid inlet

Refrigerant outlet

x28 (gas cooler)
x14 (evaporator) straight tube unit T

ΔPTT

T

T

T

T T

T

T

47
.6

 m
m

Fig. 2  Schematic diagram of gas cooler and 

        evaporator 

Parameter Values

Inverter frequency, Hz controllable

Gas-cooler secondary fluid inlet 

temperature, ℃
30

Gas-cooler secondary fluid mass 

flow rate, g/s
80

Evaporator secondary fluid inlet 

temperature, ℃
27

Evaporator secondary fluid mass 

flow rate, g/s
100

Expansion valve opening controllable

Refrigerant charge amount, kg 3

Evaporator secondary fluid outlet 

temperature, ℃
12-14

Degree of superheat of 

compressor suction, ℃
10-15

Table 1 Test conditions for dynamic simulation 
and experiment

exchanger), 수액기(liquid receiver), 오일 분리기

(oil separator) 등의 냉매 루 와 냉동기(chiller)

와 온도조 장치(temperature controller) 등의 2

차 유체 루 로 구성되어 있다. 압축기는 이산화

탄소용 반 폐형 왕복동식(semi-hermetic 

reciprocating type)을 설치하 다. 가스쿨러와 증

발기는 내 에 냉매가 흐르고 외 에는 2차유체

가 흐르는 2  형태의 향류(counter-flow 

type) 열교환기로서 동 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이 의 내부  안쪽으로는 냉매가 흐르면서 상

변화가 일어나고, 이 의 바깥쪽 환상공간으로

는 열교환기에서의 열 달량을 정량 으로 측정

하기 한 열 달 유체로서 물을 흘려 보냈다. 

가스쿨러와 증발기의 열교환기 개략도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팽창장치는 유량과 압력의 제어가 용이하며 증

발기 출구의 과열도를 원하는 값으로 정 하게 

제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미터링 

밸 (metering valve)를 사용하 다. 월임계 사

이클의 경우 증발기 입구에서 냉매의 건도를 

여주고, 팽창장치의 개도가 커질 때 열역학  비

가역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장  때

문에 내부열교환기를 설치하 다. 

2.2 실험조건

열펌  시스템 제어의 주요한 목 은 요구되는 

용량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을 최 화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어떤 실험 조건 부근의 동특성에 

주로 이 맞추어져 있다. 실험에 한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시스템에 요구

되는 용량을 충족시키기 해서 실내기의 2차유

체 출구온도가 조 된다. 실내기의 2차유체 출구

온도가 어떤 온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시스템 

용량이 부하요구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러므로, 실내기기의 2차유체 출구온도는 시스템

에 요구되는 용량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최 효

율은 압축기 입구 과열도를 조 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Fig. 3을 보면 과열도가 감소함에 따라 

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과열도가 0으로 갈 

때 증발기 용량이 최 로 가지만, 압축기 소비

력이 감소된 비체  때문에 증가한다. 불행하게

도 압축기의 소비 력 증가가 더 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과열도가 0 아래로 감소한다면 시스

템 용량은 감소하고, 압축기 효율도 액냉매의 유

입 때문에 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열

도의 이론 인 최 값은 0이다. 하지만, 증발되는 

끝지 이 명확하지 않다. 먼  측정 에러를 무시

할 수 없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열 의 오차

는 ±1℃이기 때문에 액냉매가 유입이 충분히 가

능하다. 한 냉동시스템에서는 냉방용량에 따라 

안정최소과열도(minimum stable superheat)가 존

재하므로 과열도를 0으로 할 수 없다. 본 연구에

서는 목표 과열도를 10℃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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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uzzy rule table

1.5

1.55

1.6

1.65

1.7

1.75

1.8

8 10 12 14 16 18 20 22

Degree of superheat (℃)

Fig. 3  Perfomance changes for degree of

        superheat

2.3 퍼지 제어

본 연구에서는 출구과열도가 목표값에 도달하

도록 팽창장치의 개도를 조 하 다. 이 과정에

서 퍼지 제어기는 시스템으로부터 압축기 출구과

열도의 목표값과 측정값 간의 오차와 오차의 시

간 당 변화량을 입력으로 받아서 팽창장치의 개

도를 제어하게 된다. 압축기 주 수는 증발기 이

차 유체의 출구 온도에 따라 변화며 이차 유체 

출구의 목표값과 측정값 사이의 오차와 오차의 

시간 당 변화량을 기 으로 제어된다. 

퍼지 규칙표는 퍼지 제어기에서 두 개의 입력

을 받아 출력값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세로축이 

오차값이고 가로축이 오차의 변화량인 7×7 퍼지 

규칙표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실험에서 사용한 

퍼지 규칙표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퍼지 규칙표를 최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

게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인 방법이 있다. 결

정론 인 방법은 목 함수의 기울기 정보를 이용

하여 최 해를 구하기 때문에 국소 인 역에서

의 해를 구하는데 유용하고, 확률론 인 방법은 

넓은 역에서의 해를 구하는데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론 인 방법을 사용하 고 

일반 인 모양의 퍼지 규칙표를 사용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이차 유체 출구 온도 변화 제어 

Fig. 5는 증발기 이차 유체 출구온도 설정값을 

14℃에서 12℃로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증발기 이차 유체 

입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구

온도의 변화는 냉방용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압

축기 인버터 주 수는 용량과 한 계가 있

다. 

시간이 200 일 때 이차 유체 출구 온도를 1

4℃에서 12℃로 변화시켰고 정착시간(settling 

time)은 략 150  정도로 나타났다. 150 가 지

난 이후로는 정상상태를 유지하 고 이차 유체 

출구 온도는 ±0.1℃범 내로 일정하게 유지되었

다. 

증발기 이차 유체 출구온도를 12℃에서 14℃로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래 를 

Fig. 6에 나타내었다. 14℃에서 12℃로 변화시켰

을 때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정착시간(settling time)은 략 150  정

도로 나타났다. 두 가지 실험 경우에서 증발기 

이차 유체 출구의 과열도는 10℃로 유지되었다. 

3.2 과열도 변화 제어 

  

Fig. 7은 과열도의 설정값을 15℃에서 10℃로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래 로 나

타낸 것이다. 설정값이 변경되면 제어기는 팽창

밸 의 개도를 변화시켜서 과열도의 설정값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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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려고 하며, 이 경우에 정착시간(settling 

time)은 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과열도의 설정값을 10℃에서 15℃로 

바꾸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이 때 정착시간(settling time)은 120  정

도 고 퍼지 제어가 잘 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4. 결론

퍼지 로직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열펌 의 성능 

제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부하 변동과 외

기 조건의 변화에 한 용량 제어를 해 압축

기 인버터 주 수와 자 팽창 밸  스텝 값을 

제어 변수로 선정하여 퍼지 제어 방식으로 제어

하 다. Fig.4에 나타낸 퍼지 규칙표를 사용하

으며 제어는 200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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