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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R-22와 R-410A를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성능 및 사이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R-22

와 R-410A를 적용한 냉난방기의 성능을 비교 실험하였다. 이를 위하여 R-22와 R-410A 냉난방기 사이클

을 구성하였으며, 냉난방기 시스템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기엔탈피식 칼로리미터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냉난방 온도조건에서 능력, 소비전력, 온도, 압력 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R-410A의

냉난방기 사이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실험으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는 R-410A 냉난방기 개발

시 기초 설계자료 및 시스템의 효율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1. 서론

대체냉매는 HCFC 계열과 같이 오존층파괴로 인

한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의 사용하던 냉매들과 포화

압력, 냉동능력, 독성, 가연성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대체냉매가 기존의 냉매와 비슷

한 물성치를 갖도록 선정하여도 열전도율, 점성계수

등의 전달물성치가 기존의 냉매와 다르므로 공조 시

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CFC/HCFC 냉매를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냉

매들을 혼합한 혼합냉매와 천연냉매를 사용하는 방

법 등이 있으며, R-22의 대체냉매로는 유럽에서 검

토 중인 자연냉매를 제외하면 2중 혼합냉매인

R-410A(HFC32 / HFC125 : 50 / 50 wt%)와 3중

혼합냉매인 R-407C (HFC32 / HFC125 / HFC134a

: 23/25/52 wt%)등이 있다. 이들 대체냉매의 선택은

국가 혹은 기업의 환경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공조기 생산업체는 R-410A를 선호하고 있다.

김병순과 이승홍[1]은 실외건구온도 변화에 따른

R-410A 에어컨의 성능을 연구하였다. 실외온도가

35℃ 이상으로 상승하면 R-410A 사이클이 R-22 사

이클에 비하여 냉방능력비 및 COP가 저하하고, 3

5℃ 이하에서는 R-410A 사이클이 R-22 사이클 보

다 상승한다고 하였다. 전창덕[2]등은 R-410A를 이

용한 슬릿휜-관 열교환기의 응축특성에 관한 연구에

서 R-410A의 응축열전달 계수는 R-22와 비교해서

평균 3%정도 높았으며, 압력강하는 평균 20%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Furuhara[3]는 R-410A를 이용

한 시스템의 성능 및 사이클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Murphy[4]등은 가정용 에어컨에 대한 캐나다의 시

험규격(CSA) 조건에서 4가지 공기조건에서 R-410A

사이클이 R-22 사이클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냉

방능력을 나타냈다고 언급하였다. Burns[5]등은

R-410A를 적용한 시스템의 설계, 설치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냉매로 주목받고 있는 HFC계

열 냉매 중 R-410A를 냉난방기 사이클에 적용하여

R-22 냉난방기 사이클과 비교하면서 R-410A 냉난

방기 사이클의 성능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 자

료는 R-410A 냉난방기 사이클 설계 시 기초자료 및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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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냉매량 변화에 따른 냉방능력과 COP (R-22)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R-410A 냉난방기 사이클의 성능 및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공기 엔탈피식 칼로리미터를 이용하였

다. 공조기의 능력은 실내측 시료의 입출구공기의

온도와 풍량을 측정하여 KS C 9306[6]에 규정된 방

법으로 능력을 산출한다. 칼로리미터는 온습도 조절

이 가능한 항온 항습 챔버와 풍량측정 장치 그리고

실내와 실외부의 온도측정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

다. 공조기의 성능은 실내룸과 실외룸의 온도와 습

도가 안정적으로 유지(DB±0.3℃/WB±0.2℃)되는 동

안 측정되며 칼로리미터는 ±1.5% 이내의 신뢰오차

를 가진다.

그림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냉난방기의 개략도로

10.5 kW 용량을 가진다. R-410A 냉난방 사이클에

서는 시스템의 변경없이 모세관 대신 전자팽창밸브

를 구성하여 냉매 순환량 및 과열도와 과냉도를 조

절하였다. 또한 역방향으로 냉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였으며, 냉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였다. 압축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인젝션(Injection) 밸브를 설치하였으며, 증발기

에서 냉매가 증발하지 못한 액상태로 압축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큐뮬레이터를 설치

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림 1] 냉난방기 개략도

2.2. 실험조건 및 실험방법

사이클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R-22 또는

R-410A 매니폴드 게이지와 압력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도측정은 RTD 센서와 T형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사이클의 냉매량 및 압력제어를 위하여

EEV와 컨트롤러를 사용하였다. EEV는 0～500step

을 가지며, 0～10V로 1V당 50step씩 제어하였다. 배

관 내 흐르는 냉매의 상태는 사이트 글라스로 확인

하였다. 압력측정은 압축기 전후단과 증발기 전단에

서 이루어졌으며, 증발기 측의 압력강하는 증발기

전단의 압력과 압축기 전단까지의 압력차로 나타내

었다. 본 실험은 표1에 기술된 온도조건 하에서 수

행되었다.

냉방표준조건 난방표준조건

냉매량 (g) 3450 - 3850

실내 건/습구 온도 (℃) 27 / 19.5 20 / 15

실외 건/습구 온도 (℃) 35 / 24 7 / 6

[표 1] 온도조건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적정 냉매량 선정

그림 2(a)와 (b)는 R-22와 R-410A 냉난방기 사이

클의 냉매량 변화에 따른 냉방능력과 COP의 변화로

냉매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냉방능력과 COP는 증가

하였다. R-410A 냉난방기 사이클은 R-22 냉난방기

사이클의 냉매량보다 약 400 g정도 더 냉매량이 충

전되었을 때 최대 냉방능력과 COP를 나타냈었다.

이는 R-410A의 압력과 기체밀도가 R-22에 비해 각

각 60%와 30% 정도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이클 냉매량이 적정 냉매량보다 부족하거나 과하

게 되면 사이클의 COP가 적정 냉매량일 때보다 낮

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냉매량의 변화에 따른 냉

방능력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압축기의 소비전력 변

화량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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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b)] 냉매량 변화에 따른 냉방능력과 COP (R-410A)

[그림 3(a)] 냉방표준조건에서의 냉방능력 비교

[그림 3(b)] 냉방표준조건에서의 COP 비교

[그림 4(a)] 난방표준조건에서의 난방능력 비교

3.2. 냉난방 성능 비교

그림 3(a), (b)는 냉방표준 조건에서의 R-22와

R-410A 냉난방기의 냉방성능과 COP를 나타낸다.

R-22의 냉방능력을 기준으로 R-410A의 냉방능력비

를 계산하면 약 107.4%로 나타났다. 이는 R-22에

비하여 R-410A의 단위질량당 증발잠열이 약 7% 높

기 때문이다. R-22의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R-410A

의 소비전력비를 계산하면 109.7%로 나타났다. 이는

R-22에 비해 R-410A의 작동압력이 약 60% 높기

때문이며 사이클에서의 압축비가 증가함으로 소비전

력은 R-22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R-22의 COP를

기준으로 R-410A의 COP 비로 계산하면 98%로 나

타났다. R-410A의 COP는 냉방능력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소비전력의 증가로 인하여 R-22보다 약 2%

가량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냉방능력은 R-22보다

뛰어나지만, 소비전력의 증가로 인한 COP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계온도가 낮은 냉매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는 R-410A의 냉방능력은 R-22보다 높

지만, 고압에서의 압축기 체적효율이 낮아 소비전력

이 크게 된다. 그리고 R-410A 사이클의 COP는

R-22보다 낮다. 따라서 R-410A 압축기의 체적효율

문제를 개선하게 되면 기존 R-22 사이클을 크게 설

계변경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성능 및 효율적인 측면

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림 4(a), (b)는 난방표준 조건에서의 R-22와

R-410A 냉난방기의 냉방성능과 COP를 나타낸다.

R-22의 난방능력을 기준으로 R-410A의 난방능력비

를 계산하면 108.1%로 나타났다. R-22의 소비전력

을 기준으로 R-410A의 소비전력 비를 계산하면

111.8%로 난방능력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R-401A 사이클은 높은 고압으로 압축비가 증가

하고 압축기 체적효율이 저조하여 소비전력이 약

11.8% 증가하였다. R-22의 COP 대비 R-410A의

COP는 92.5%로 난방 표준조건에서도 냉방표준조건

과 유사하게 기존 R-22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R-410A 냉매의 일반적인 열역학적 특성으로 임계온

도가 낮은 냉매는 능력은 크나 COP는 낮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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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b)] 난방표준조건에서의 COP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R-410A를 냉난방기 사이클에 적용

하여 R-22 냉난방기 사이클과 비교하면서 R-410A

냉난방기의 성능 및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냉매량 충전은 R-22 사이클보다 R-410A 사

이클이 더 많았다. 그리고 R-410A가 R-22에 비해

냉난방능력은 약 7% 우수하지만 소비전력이 약

10% 높음으로서 COP는 다소 낮아졌다.

(2) 냉난방 표준성능의 결과로부터, R-410A의 냉

방성능은 R-22의 냉방성능보다 능력은 약 7.4% 증

가하지만 소비전력도 9.7% 증가해 COP는 오히려

2% 감소하였다. 난방성능의 경우도 R-22의 난방성

능보다 능력은 약 8.1% 증가하지만 소비전력도

11.8% 증가해 COP는 오히려 7.5%로 감소하였다.

이는 R-410A의 냉난방능력은 R-22보다 뛰어나지만,

R-401A 압축기의 높은 고압에 의한 압축비의 증가

와 압축기 체적효율의 저하로 소비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COP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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