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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R-134a 듀얼 냉동 사이클을 적용한
차량 냉방 시스템의 성능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
였다. 실험 조건으로는 실내외 초기온도는 40 oC로 설정하였으며 냉매 봉입량을 1.3 kg, 1.5 kg, 1.7
kg으로 변화하여 냉방성능을
분석하였다. 냉매 봉입량을 1.3 kg에서 1.7 kg으로 증가할수록 증발공간
의 공기온도가 15 oC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9% 더 증가하였고, COP는 냉매 봉입량이 1.3
kg에서 1.7 kg으로 증가할수록 9.6%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냉매 봉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냉방공간
의 온도저하 속도는 저하되었고 냉방용량 및 COP은 감소하였으며 냉동 사이클의 최대 냉방성능을 도
출하는 최적 냉매 봉입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승용자동차용 공조시스템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탑승자의 열적 쾌적성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열대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형 차량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열대지역 특성상 높은 복사열과 좁
은 공간에 많은 탑승자들로 인하여 기존 공조시스템
보다 더 큰 냉방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두 개의 R-134a 냉동 사이클을 적용한 냉방 시
스템에 대하여 냉매 봉입량에 따른 냉방 시스템의
성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1].

SANDEN社의 SD7H15를 사용하였으며 구동조건은
2600rpm을 적용하였다. 실험 데이터 측정 및 분석을
위하여 DATA LOGGER (GRAPHTEC社 GL820 /
WS450)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압축기 흡
입/토출 압력 측정은 Setra Model 206을 사용하였
다. 실험 조건으로서 실내외 초기온도는 40 oC로 설
정하였으며 냉매 봉입량을 1.3 kg, 1.5 kg, 1.7 kg으
로 변화하여 실험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R-134a를 적용한 냉방 시스템의
냉방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은 냉방성능실의 개략도를 나타
낸다. 증발기의 냉방성능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증발공간과 응축공간을 따로 나누었고 각각의 구성
요소의 입출구 냉매온도, 압축기 흡입/토출 압력, 그
리고 증발기에서 유입/토출 공기온도를 측정하였고,
증발기 블로우 풍량 및 공기온도를 이용하여 증발기
의 냉방용량을 계산하였다. 압축기의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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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ecifications of the tested system

Component
Compressor
Condenser
Evaporator
Expansion Devices

Specification
Reciprocating compressor
AL Groove type,
2700(WLH)
AL plate type,
140850163(WLH)
Thermostatic expansion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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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냉매 봉입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기의 일량은 증
가하지만 냉방용량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냉
방 시스템의 최대 냉방성능을 도출하는 최적 냉매
봉입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R-134a 듀얼 사이클을 적용한 차
량용 냉방 사이클에 대하여 냉매 봉입량에 따른 냉
방성능에 관한 실험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
으로 냉매 봉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냉방공간의 온도
저하 속도는 저하되었고 냉방용량 및 COP은 감소하
여 냉동 사이클의 최대 냉방성능을 도출하는 최적
냉매 봉입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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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Cooling speed with the refrigerant charge amount

[그림 3] COP and Cooling capacity of the refrigerant system

3.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냉매 봉입량에 따른 내부온도 변화를 나
타내었다. 증발공간의 공기온도가 15 oC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냉매량이 1.3 kg에서 1.7 kg으로
증가할수록 28.9% 더 느리게 저하하였다. 그림 3의
경우 냉방 시스템의 COP는 냉매 봉입량이 1.3 kg에
서 1.7 kg으로 증가할수록 9.6% 감소하였다. 결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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