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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0A 냉매를 이용한 GHP용 고효율 실내기 성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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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study the effects of thermal and geometric 

conditions on the performance of indoor heat exchanger with R410A. This study carried out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for indoor heat exchangers. In the experimental study, 

capacity of the indoor unit was estimated 8.3 kWh with the valve opening rate of 95% for 

the 50% partial operation condition. The air temperatures were measured using 80 

thermocouples. This study also compared experimental data with the calculated data for the 

outlet temperature and the tube length. It is found that the relative errors between the 

experiment data and the calculated result are 4.2% and 0.5% for the outlet temperature and 

the tube leng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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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h : 열 달계수 [W/m
2

K]

H : 엔탈피 [kJ/kg]

k : 열 도도 [W/mK]

 : 질량유량 [kg/s]

N : 의 열수

Q : 열 달량(W)

T : 온도 [℃]

W : 습공기 습도비

z : 공간좌표계 [m]

하첨자

a : 공기

f : 유체

i : 입구

o : 출구

R : 냉매

w : 수막

1. 서 론

국민생활수 의 향상으로 인하여 쾌 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증 됨에 따라 여름철 

냉방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에 지 이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하 기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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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ling and dehumidification of wet air 

around a tube

Used 
program

Visual C (MFC)

Refrigerant

property
NIST REFPROP 7.0(4)

Air

property
ASHRAE Handbook(5)

Model
Fin – Tube Heat Exchanger

(evaporator)

Table 1  Design program of heat exchanger

력 수요의 지속  증가에 따른 하계 력 부하의 

피크 상이 발생하여 기 수요의 계 별 불균

형 상을 래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 가스 

연료의 계 별 수요는 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기 수요의 계 별 불균형을 해

결할 수 있는 국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수식시스템과 GHP(Gas engine-driven Heat 

Pump)가 부합하는 방안으로 각 을 받고 있다. 

재 GHP에 사용되고 있는 HCFC계 R22는 오존

층 보호 약인 몬트리얼 의정서에 따라 2020년 

사용이 폐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HFC계 

혼합냉매와 탄화수소계의 자연냉매의 개발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R22와 동등수 으로 가능

한 비공비 혼합 냉매 R410A를 용한 GHP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R22용 GHP 시스템에서 R410A 냉매로 

체되면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각종 단품들의 개

발뿐만 아니라 모든 공조기기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열교환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핀-튜  열교환기의 열 항은 공기측이 체의 

70%로 공기측의 열 달계수의 향상이 열교환기 

성능의 지배 인 역할을 한다. 공기와의 면

을 크게 하기 해서는 열교환기 핀 수의 증가와 

형상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지만 공기측 압력강하

와 열교환기의 소음,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냉매 R410A를 이용한 실내기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실내기 실험을 통해 팽창

밸 의 개도율에 따른 열교환기의 용량을 측정하

다. 설계 로그램에서 증발기의 해석은 습공기 

해석 방법인 수평균엔탈피차 (Log Mean Enthalpy 

Difference) 방법으로 해석하 고, 열교환기 용량

과 핀 형상  핀에 한 정보, 흡입공기의 정보

를 설계 로그램에 입력하여 공기측 압력강하  

냉매측 압력강하 등을 계산하 다. 한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과 실내기 성능평가를 통해 실제 토

출되는 공기의 온도와 의 길이를 비교하 다.

2. 본  론

2.1 이론배경

증발기의 경우 열교환기의 핀-튜  표면온도가 

기 온도보다 낮아지게 되어 열교환기 표면에 

응축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표면온도에

서의 포화습공기와 공기와의 엔탈피차이에 

의존하여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발기에서는 

응축이 발생하는 습공기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Fig. 1은 수직평 의 열 달-응축수 생성과정을 

나타내고 있다.(1)

 응축수는 미소구간에서 일정 두께의 수막

(water film)으로 존재하며, 공기와 냉매의 유동

은 경계층 밖에서 균일한 평균속도이고 수막과 

습공기의 지  공기의 상태는 수막의 표온

도에서의 포화습공기와 같다.

 내부의 유동에 한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로 실험에 기 한 상 식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특정 역에서만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열교환기 해석을 해 R22 냉매를 기

으로 하여 수평  증발 흐름에서의 이상 유동을 

해석한 Kattan et al.(2) 상 식을 사용하 다. 미

세핀 내 R22와 R410A의 증발열 달 특성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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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Position Number

Heat 

exchanger

Heat exchanger 16

Inlet, outlet line 2

Atmosphere

Inlet air 20

Outlet air 4

Inner atmosphere 62

Outdoor

Outer temperature 2

Inlet compressor 1

Outlet compressor 1

Table 2  Position and number of thermocouple

을 통해 Kattan et al.(2) 상 식을 검증하 으며, 

Kim et al.(3)의 실험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1은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

에 사용된 냉매측과 공기측의 물성치  열교환

기 설계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2.2 실험장치 구성

2.2.1 실험장치 개략도 

본 실험에서 장치의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실험 장치는 총 6 의 실내기가 연결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실내기에 냉매의 흐름을 제

어하기 해 자밸 를 연결하 다. 본 실험에서 

이용된 실외기와 실내기의 용량은 각각 10 hp와 

8.3 kWh이고 실외기와 천정 4방향 실내기 한 

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2.2.2 실험방법  실험조건

실험의 기  조건은 냉방의 경우에 실내 건구

온도가 27℃이고 습구온도는 19℃이며, 난방의 경

우에는 건구온도가 20℃, 습구온도는 최  15℃에

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방법은 정상상태를 만들기 해 실외기와 

실내기를 1시간동안 실험조건에 따라 운 하고 

열 , 유량계, 압력계, 습도의 값을 기록한다. 

온도는 크게 실내온도,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 

실외온도로 구분되며, 열 의 수와 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K-type 열

를 이용하여 온도분포를 측정하 다. 본 실험

에서의 온도, 압력, 냉매유량, 공기유량 측정시의 

실험오차는 각각 ±0.1℃, ±0.5%, ±3% 그리고 

±1% 다.

2.3 설계 로그램 실행화면

Figure 3은 Visual C++를 이용해 설계한 로

그램의 실행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실행화면의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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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nt 

side

Cooling capacity(kWh) 8.3

Inlet temp.(℃) 10.7

Outlet temp.(℃) 12.9

Tube

side

Tube outer dia.(mm) 7.1

Tube thickness(mm) 0.5

Conductivity(W/mK) 393

Number of tube rows 2

Number of tube pipe 9

Longitudinal pitch(mm) 11.5

Transverse pitch(mm) 21

Air

side

Volume flow rate(m3/min) 19.6

Input temp.(℃) 27

Relative humidity(%) 50

Fin 

Fin type Louver

Number of fin 20

Fin thickness(mm) 0.127

Conductivity(W/mK) 200

Table 3  Input data(Base Line)

Fig. 3  Design heat exchanger program for indoor.

Fig. 4  Distribution of atmosphere temperature.

부분은 크게 냉매, 열 , 흡입공기, 핀의 입력부

로 나 었다. 세부 으로 냉매측 입력부에서는 용

량, 냉매의 흡입, 토출 온도를 입력하고 열  

입력부에서는 의 직경과 두께, 열 도도를 입력

한다. 공기측 입력부에서는 풍량과 공기의 건구온

도, 상 습도를 입력하고, 핀의 입력부에서는 핀 

형상(Louver Fin, Plate Fin)을 선택할 수 있고, 

핀 피치, 핀의 두께, 열 도도, 의 수, 의 단

수 등을 입력한다.

실행화면 아래의 계산 결과에서는 공기 토출온

도, 총 열 달계수, 이 의 길이, 냉매측과 공

기측 압력강하를 계산하여 나타내고, 추가 으로 

열교환기의 높이, 폭, 깊이를 나타낸다. Table 3

은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 입력값을 나타내고 있

다.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에 입력된 값은 크게 

냉매, , 공기, 튜  입력부로 구분된다. 

냉매 입력부에서 용량은 실제 열교환기의 용량

을 입력하 고 입구와 출구의 온도는 직  열

를 통해 온도를 측정하 다. 과 핀의 입력부

에서는 실험에 이용된 열교환기의 실제 형상을 

입력하 다. 마지막으로 공기 입력부에서 흡입공

기의 온도와 습도, 풍량은 실험을 통해 측정된 값

을 입력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교환기 성능평가

3.1.1 기온도측정

열 를 이용한 실내기  실내 온도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실내기에서 40.7℃로 공기가 

토출이 되고 총 7단계를 거쳐서 28.5℃의 공기가 

기에 분포된다. 기의 공기가 흡입되는 것을 

보면 1단계에 설치되어 있는 열 에서 지상 

0.45∼0.9 m 사이에 온도가 각각 12.9℃, 23.6℃로 

흡입되어 온도가 약 10℃ 차이가 난다. 다른 곳은 

약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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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 70 75 80 85 90 95 100

7

8

9

C
ap

ac
ity

(k
W

h)

Valve opening rate(%)

Fig. 5  Heating capacity vs. valve opening rate. 

(heating mode)

20 25 30 35 40
60

70

80

H
ea

t t
ra

ns
fe

r c
oe

ffi
ci

en
t (

W
/m

2 K
)

Valve opening rate (%)

Fig. 7  Heat transfer coefficient vs. valve opening 

rate. (cooling mode)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

5

10

15

20

25

30
 Calculated air temp.
 Outlet air temp.(measured)

Time (s)

Te
m

pe
ra

tu
re

(?
)

Fig. 8 Comparison of the air outlet temperature.

3.1.2 난방 성능 평가

난방용량을 계산하기 해 실험을 통해 공기유

량, 온도를 측정하 고, ASHRAE Handbook(5)에

서 비열값을 얻어 계산하 다.

팽창밸  각각의 변 에 따라 데이터를 취득하

여 용량을 계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실

험에서는 실내기 운 시 부분부하 50%로 운 되

었고 이 상태로 운 하 을 때 밸  개도율이 

95% 이상일 경우 실내기의 정격 용량인 8.3 kWh

를 얻을 수 있었다.

3.1.3 냉방 성능 평가

Figure 6은 밸  개도율에 따른 냉매측과 공기

측의 압력강하를 나타내고 있다. 밸  개도율이 

클수록 냉매측 압력강하는 증가하고 공기측 압력

강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밸  개

도율이 커질수록 질량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냉매의 압력강하는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Figure 7은 냉매 밸  개도율에 따른 공기측 

열 달계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측 열 달 

계수는 Wang(6) 상 식을 통하여 계산되었다. 공

기측 열 달계수의 감소는 냉매측 열 달성능 

진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

된다.

3.1.4 실험과 설계 로그램 결과비교

Figure 8은 실내 열교환기에서 토출되는 공기

의 온도와 열교환기 로그램 결과를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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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ube length.

과이다. 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결과는 13.42℃

이고 실험을 통해 측정된 공기의 토출온도는 

13.99℃로 측정되었다.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과 

실제 열교환기의 토출온도를 비교한 결과 약 0.

5℃의 온도차를 나타내어 실험과 설계 로그램의 

상 오차가 4.2%이다.

Figure 9는 실내 열교환기의 실제 길이와 계산

된 열교환기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열교

환기의 길이는 2 m이고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

의 계산결과는 1.99 m로 나타났다. 실제 열교환

기와 계산결과의 차이는 약 0.01 m로 상 오차는 

0.5%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내기 성능실험 비교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실내기의 용량측정은 공기의 

풍량을 이용해 측정하 다. 난방 측정시 부분부하 

50%로 운 되었고 용량은 8.3 kWh로 측정되었다. 

(2) 기온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 7단계에 걸

쳐 28.5℃의 공기가 기에 분포된다. 공기가 흡

입되는 것을 보면 1단계에 설치되어있는 열

에서 지상 0.45∼0.9 m 사이에 온도가 각각 12.

9℃, 23.6℃로 흡입되어 온도가 약 10℃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내기 앙에 설치되어있는 열

를 통해서 0.5∼1 m 사이의 온도차가 약 6℃로 

나타났다.

(3) 밸  개도율이 클수록 냉매측 압력강하는 

증가하 고, 공기측 압력강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밸  개도율이 커질수록 질량유

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냉매의 압력강하

는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공기측 열 달 계

수는 냉매 질량유량의 변화에도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에 한 검증을 

해 실험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와 실험 조건을 열

교환기 설계 로그램에 입력하 다. 열교환기의 

형상  실험조건을 입하 을 때 토출되는 공

기의 상 오차는 약 4.2%, 열교환기 길이의 오차

는 약 0.5%로 측정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에 지 리공단에서 지원한 과제

(2006-E-CM11-P-31-3-010-2008)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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