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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에 지산업은에 지사용량감축을 해신·재생에 지 공 정책을시행하고있다. 본연구는신·재생에 지

수요 증가에 비하기 한지열에 지시스템공 진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지열에 지시스템설치가능성평가방법개발을목표로한다. 연구에 사용한데이터는국가기 에서제공하는공

공데이터를사용하여데이터의신뢰성을확보하 다. 지열에 지시스템설치가능성평가를 해필요한정보를취득하여

용데이터베이스를구성하 고, 데이터베이스의정보를활용하여지열정용량을산정하는방법을연구하 다. 본 연구는

추후 지역환경평가기 을정립하고, 다른 신재생에 지에 한정보를추가하여신재생에 지 보 활성화에기여할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주 어 : 지열에 지, 신·재생에 지, 공공데이터, 용량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건물부하

Abstract Recently, the energy industry is implementing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database that can help promote the supply of geothermal energy 

system to prepare for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demand and to develop a metho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geothermal energy system installation by using database information.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reliable using 

open data provided by national agencies. We obtained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ossibility of geothermal energy 

system installation, constructed a dedicated database, and studie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geothermal well 

capacity by using the database inform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establish a local environmental evaluation 

standard and add information on other renewable energy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renewable energy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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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국내 에 지 산업 역에서는 다양한 에 지 사

용량 감축 기술개발과 정부계획수립 등 련 활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정책 리핑

을 통해 력수요 리, Energy Storage System(ESS),

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에 지 분야의 주요 안

을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문제 해결형 산업인 ‘에

지신산업’[1]을 언 하 고, 2017년 12월 20일 ‘재생에

지 3020’ 이행계획을통해 2030년 까지신·재생에 지발

량 비 20% 달성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발표[2]하 다.

최근 발표한 정책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이미 신·재생

에 지 활성화에 한 정책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산

업통상자원부가 2014년에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 지

기본계획[3]에서는 주요 신·재생에 지의 1차 에 지 기

원별비 목표를제시하 다. 해당기본계획의특징

은폐기물비 을축소하고비교 보 비 이낮은신·

재생에 지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열에 지의 경우

2012년 0.7%의 보 비 에서 2035년 8.5%로 보 비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 지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면서각신·재생에 지산업에서효율 인공 방

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재 신·재생에 지는 공공기 의 건축물을

심으로 공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 건축물에는

극 으로 용하지 않고 있어 신·재생에 지에 한 정

보와 사례가 매우 다고할 수있다. 이는 일반인과 신·

재생에 지사업자모두공동주택에신·재생에 지를

용하여 에 지 약과 경제 이득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없는상황을 래하여 신·재

생에 지가보 되는데큰문제 으로작용하여 련산

업의 수익증가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정부 공공기 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분석하여신·재생에 지보 활성화에기여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보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

하고수익증가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4]. 특히, 에 지

산업은 연령, 소득계층 등 개인별 사회 환경요인과 지역

별 가용한 에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에 지 생산과 배

분의 확 의 가능성[5]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의 정

보를 융합하여 효과 인 에 지 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악하여자료수집, 분석과정을통해신·재생에

지보 활성화사업에기여할 수있는 데이터를 발굴

하고 데이터 수집, 리,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에 지

신산업과신기술을개발하여신·재생에 지확 와보

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 배경  및 연 목

2.1 배경

2.1.1 건 최대 하산

건축물의기 설계시일반 으로공조시스템의설치

부하를 상세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건물의 최

부하계산을 실시하여 공조시스템의 용량을 산정하며,

일반 으로 KSC 9306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시

설기 등단 면 당냉난방부하기 을활용하여단순

계산을 실시한다. 하지만 송두삼 등[6-7]은 KSC 9306기

의 냉방부하산정이 RTS(Radiant Time Series) 등의

부하계산방식의결과보다훨씬큰용량을산정하는문제

를 제기하 고, 오병길등[8]은 정립된부하계산기 이

과 한건물부하를산정하는문제를지 하 다. 이처럼

국내에서활용하고있는면 당냉난방부하기 은실제

설계보다큰용량의냉난방부하를산정하는과 설계문

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 한연구

로 건물의 부하와 에 지를 측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다. 유성연 등[9]은 건물의 면 을 기 으로 일간에

지 사용량을 측하는 방법을 연구하 으며, 용석길

등[10]은 미국 8개 지역을 기 으로 주요 건축설계 인자

에 한 Parametric study를 진행하여지역과 건축 인자

변경에 따라 건물부하를 측하는 선형회귀식을 개발하

다.

연구에서 제시한 일간 부하나 설계인자 변경을 기

으로 건물부하를 측하는 방법을 기 설계 단계에서

용하기에는 사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며 용범 에

한계가 있는 측모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류형

규 등[11]이 연구한 단열 설계로 인한 건물부하 감소와

공동주택의 방 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제시한 ‘건

축물 단 면 당 냉난방부하 기 연구(공동주택)’의 단

면 당 냉난방부하 기 을 용하 다.



신재생에너지 보  활 화를 한 공공데 터 활용 방안 – 지열에너지 연  데 터를 심  – 255

2.1.2 지 열 환  용량산

지열에 지시스템을 용하기 해서는건물에서지

으로 들어가는 시간, 1개월간, 연간 부하의 계산을 통

한 지 열교환기 용량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계산

을 해서는건물의연간냉난방부하계산결과가필요하

다. 정확한 연간냉난방부하 계산 결과를 얻기 해서는

건물에 지 시뮬 이션 로그램 동 시뮬 이션 도

구인 Energy Plus, TRNSYS 등을사용하여시간당부하

계산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정확한 건물부하계산을

해 냉난방면 , 차양유무, 건물의 치, 건물의 향, 조명,

기기기, 외기도입 등의 열부하 련인자를 용하여

계산하는 건물에 지 시뮬 이션 설계과정은 문가

역의 기술로 설계와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기 설계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부

족하여 실 으로 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류형규등[12]이 개발한다항함

수를 활용한 연간에 지부하 측 모델을 용하 다.

해당 모델은 건물의 최 냉난방부하를 인자로 설정하여

연간냉난방부하를시간단 로 측할수있고, 기상데이

터를 용하여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 한 건물부하 계

산을 할 수 있다. 한, 류형규 등[13]이 제안한 개방형

지열시스템 용량 산정 로그램을 목하여 지열시스템

을 설치하는 지역의 지면온도, 지 열 도도 등의 지열

정보를 용하여 조 더 정확한 지 열교환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

2.1.3 지역 환경평가

공형진등[14]은 지열이용검토서분석 개선을 해

자연수 와 수 펌 설치 치 등을 분석하 고, 한정

상 등[15,16]은 수문지질 특성과 지하수 산출특성 등의

변수에 따라다양한 정이격거리를 산정하 다. 유선정

등[17]은 지열정 깊이에 따라 열복원을 악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 이원호등[18]은 지열정의블리딩을통해열

복원을 효율 으로 진행하여 정 내 지하수 온도의 복

원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처럼 지열정 설치 지역의 수문지질학 특성을

악하고 여유 면 과 같은 환경 변수 활용하여 지열정이

정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

열에 지 시스템의 에 지 효율에 큰 향을 미치는 지

열정 열복원 계산도 지하수의 깊이와 지하수온도 등의

수문지질정보제공을통해열복원방법을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 지 설치 가능성 평가를 한

설치 상지역의정보를포함하여지열정설치의 성

을 단할 수있는 정보를선정하여지역 환경평가 이론

을 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2.2 연 목

본 연구의 목표는 건축물의 부하산정, 지열에 지 시

스템 용량산정, 지열에 지 시스템 설치환경 평가와 연

된이론과정보를활용한지열에 지시스템설치평가

방법을개발하여신·재생에 지보 활성화에기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표 달성을 한 련 데이

터 수집 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 개발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보강하 다.

한, 데이터베이스의정보를활용하여편리하게지열에

지시스템설치용량 측을할수있도록 로그램을개

발하여 용하 다.

3. 공공데 터

3.1 공공데 터 

공공데이터는 한민국정부와지방자치단체 공공

기 이보유하고 리하고있는데이터를이용하고자하

는 사람이 자유롭게활용할수 있도록다양한형태로 데

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공공

데이터로부터이론 용에필요한정보검색과정을진행

하여 연구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수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고, 본 연구에 용하는 이론별로

필요한 정보를 각 제공기 의 정보를 수집하여 용 데

이터베이스 구축용 주요 정보를 획득하 다. 정보제공

기 과 주요 제공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 고, 각 이론

별 필요 정보에 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3.1.1 건 하 산

건물부하는건축물의면 , 세 수등의건축특성정보

를 면 당 냉난방부하산정 기 에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 이나 높이와 같은 건축특성정보는 이미 많은

웹 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인 개방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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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포털사이트의웹지도,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리

정보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온나라부동산’ 등 지

도정보 기반 랫폼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건축물 정보

를확인할수있으며, 건축물 데이터의출처는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이다. 국 건축물 특성정보를 제공하는

세움터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GIS는

일을 구성하는 확장 일 에서 shp와 shx는 공간정보

를포함하고있고 dbf는건물의속성정보를포함하고있

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 랫폼의 지도기반 시각화 시스

템 탑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벡터를 활용한 건축 지의

지형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GIS 데이터를 활용하 다.

GIS 데이터 에서 주요 정보로는 건물의 연면 , 용

률, 높이, 세 수등의공동주택단지부하산정에활용

할수있는정보와 치를확인할수있는주소정보를선

정하 다.

3.1.2 지열에너지시스템 용량 산

지열에 지시스템 용량 산정에서 건물의 부하 정보

외에 설치지역의환경정보를통해 조 더 정확한건물

부하 측을 할 수 있다. 건물에 지 소비 부분의

에 지는외기와실내의온습도환경차이로인해발생하

는 실내의 온습도변화를인간이 생활할 수있는 쾌 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냉난방시설에서 사용한다. 외기온도

정보는 ‘기상청’에서제공하는시간별 측소기상정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기상청의 측정보는 측지 에

서 제공하는 정보만얻을수있기때문에 세부 인 지역

범 까지정보가제공되지는않으므로 측소가없는지

역의경우 주변지역 측지 이있는 지역의 데이터

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별 측소 기상정보 에서 주요 정보로는 본 연

구에서활용할수있는지열정용량산정이론에 용가

능한 지면온도와 기온을 선정하 다.

3.1.3 지역 환경평가

지열정 설치에 있어서 공학 인 계산 외에 지열정을

설치할수 있는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정보 한 필요하다. 특히 건축물에 지열정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요한 사항은 여유 지면 이다. 실질 으

로 공동주택 단지에 지열정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면

이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건물의 건축면 , 지면

, 건폐율, 연면 정보를통해 여유면 을확인해야한

다. 기본 으로 지면 에서건축면 을제외하면주요

건축물이 없는 여유면 을 측할 수 있다. 건축면 이

나 지면 에서 락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 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 비율인 건폐율이나

건물의 바닥면 인 연면 을 활용하여 측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열에 지시스템의 설치 합성을 확인하기

해 공통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지하수의 수문

지질정보와 지열에 지 정보이다. 수문지질정보는 ‘지하

수 측망 시스템’과 ‘수자원공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확인할수있으며, 지하수의수온 수질상태확인

을통해지열정이충분한효율로운용될수있는지, 수질

상태에 따라 지열정의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인

지 측할수있다. 지열에 지정보는 ‘한국에 지기술연

구원’에서 제공하는지온경사와지열유량정보를 홈페이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하수정보와 지열에 지정보 에서 주요 정보로는

수온, 지열유량, 지온경사등평가에활용할수있는정보

는 모두 주요 정보로 선택하 으며, 지면 정보는

GIS와 동일한데이터셋에서건축면 , 지면 , 건폐율,

연면 정보를 선택하 다.

Institution Name Data Nam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rtal

Architect Area

Total Area

Plat Area

Height

Building Coverage

Address

Ground Floor

Under Ground Floor

Rate of Building Volume to lo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ate and Time

Temperatures

Humidity

Wind Speed

Dew Point

Sunshine Duration

Solar Irradiation

Underground Temperatures

Ground Temperature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Groundwater Levels

Groundwater Temperature

Groundwater Qualit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Geothermal Gradient

Heat Flow

Table 1. Main Information for Building 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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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 터베 스 축 및 활용 방안

4.1 데 터베 스 축 및 활용

본 연구를 해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 이 다

르고, 재 공공데이터 제공에서 동일한 정보에 한 확

립된명명규칙이 없기때문에색인구성이다른다수의

데이터를통합하기 한 용데이터베이스색인구성을

진행하 다. 치 주소 기반의 지열에 지 시스템 설

치 가능성 평가를 해 각 공공데이터의 주소정보 제공

범 를확인한결과읍면동까지제공하는정보와그 지

않은정보로구분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일반 으

로 OPEN API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읍면동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기 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주소제공 범 는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보는 주소를 기 으로 시군구까지 제공

하는 정보와 읍면동까지 제공하는 정보를 구분하 다.

제공 주소를 기 으로 데이터를 나눔으로써 시군구까지

만 제공하는 정보를 읍면동 정보에 모두 등록하여 데이

터베이스가비효율 으로비 해지는것을방지할수있

다. 주소 입력을 통해 시군구와 읍면동 기 으로 데이터

를호출한후 해당정보는계산식에 용하기 한정보

는계산식에인자로 용하여계산 값을결과 부분의 정

보로활용하고, 그 외계산에사용하지않고결과로즉시

보여주는 정보는 결과 부분으로 정보를 바로 달한다.

이 과정의 체 인 흐름은 Fig. 1과 같다.

Usage Institution name
Address
Infomation

Building Loa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own

Capacity
estim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o Town
(Only partial)

Capacity
estimation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to City

Environmental
Informa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o City

Environmental
Inform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own

Table 2. Address Information

4.2 배경  활용 방안

본 연구의 배경이론과 데이터는 문가 역의 지식

으로, 일반인에게 비교 어려운 문 역의 정보를 직

보여주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 해당 기

술을원활하고정확하게사용하기까지상당한교육과시

간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문 인 서비스를 비 문가에게 제공하

는경우필수 인활용방법과최소한의입력과조작으로

정확하고효과 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 로그램이

나 랫폼을 제작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

Fig. 1. Database and Applic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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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 많은 종류의 측, 리 시스템에 개발 보

되고 있다. 시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는 생산

제품의 정보를 수집, 보 , 리, 처리를 통한 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존보다 생산결과가 향상되도록 공장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19], 스마트 농장(Smart

Farm)은 경험 심의농업 리체계를구조화된지식과

정보를활용하여노동력 감, 편의성증 , 수익증가등

농업종사자의이익을증 시켜주고있다[20]. 이처럼이

론 근과 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리 시스템으로

산업 각지에서 수익과 리 역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와 배경이론 한 기존에 경

험 으로사용하거나단순한계산법에일부한정된정보

만 용하던 지열에 지 산업의 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온과 지면온도 등의 환경 변수를 갱신되

지 않은 푯값을 사용하여 과 한 결과로 계산을 하는

재의지열에 지시스템설계과정을개선하기 해갱

신된최신 정보, 계산공식, 국내기 등을 용하여

한수 의설계를 측할수있는솔루션을제공할수있

을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연구한데이터베이스

와 용이론을 로그램에 탑재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Fig. 1의 그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계산부분의 세부

과정은 Fig. 2와 같은흐름으로진행된다. 공통 으로각

배경이론으로정립한공식이나기 에 한정보를

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첫 번째 결과

인 건물최 부하산정 값은두 번째결과인연간냉난방

부하 공식의 인자로 사용된다. 한, 연간냉난방부하를

통한지열정용량선정값은세번째결과인지역환경정

보에 인자로 사용되어 여유 면 확인을 통해 실질 인

지열정설치개수를확인하고, 그 개수에따라건물부하

를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 측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단순 기 을 용하는

건물 최 부하 산정과정과 지역 환경평가 과정에 비해

지열정 용량 산정 방법은 다양한 공식이 용되는 복잡

한계산과정이필요하다. 한, 계산과정에서지열정용

량에 향을 주는 다수의 인자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

하기때문에계산식을정확히이해해야만지열정산정을

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Fig. 3.과같이주요인

자의 입력이 가능하고 연산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GUI(Graphic User Interface) 형식의 로그램을제작

하 다.

Fig. 2. Database and Applic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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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apacity Design Tool for Open-loop Ground Heat Exchanger

Type
of

variables
Variables

Base
model

Type 1
model

Type 2
model

Type 3
model

Type 4
model

Type 1

Building
Load

Cooling Peak Load 13050.93 11000

Base
model
Value Base

model
Value Base

model
Value

Heating Peak Load 6556.62 4500

Heatpump Operation ON Time 9 8

Heatpump Operation OFF Time 18 17

Cooling Season ON Time 20150605 42160

Cooling Season OFF Time 20150905 42252

Heating Season ON Time 20151105 42313

Heating Season OFF Time 20150305 42068

Coefficient of Performance 3.5 4

Type 2

Thermal
Resistance

Ground Thermal Conductivity 3.5

Base
model
Value

3

Thermal Diffusivity 0.068 0.06

Hole Radius 100 120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1700 1900

Type 3

Borefield
Length

Ground Temperature 15

Base
model
Value

20

HP Max Entrance Temp. 35 33

Type 4

Bore Hole

Hole Total Length 520 Base
model
Value

500

Hole Pipe Length(Top) 5 4

Hole Pipe Length(bottom) 28 30

Result
Base
model

Type1 Type2 Type3 Type4

Total number of boreholes
using improved calculation method

125.3 102.4 133.8 180 130.9

Total number of boreholes
using only peak load

160 131 160 160 160

Table 3. Cas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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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표시된 번호는 본 연구와 연 된 주요 인자

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①번은 건물 최 냉난방부하

와지면온도로각각의면 당냉난방부하산정기 과기

상청 데이터의 지면온도를 용할 수 있다. ②번은 연간

냉난방부하 측 다항함수에 최 냉난방부하를 인자로

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와 지열정 용량

산정에 필요한 계산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③번은 계

산식을 활용한 지열정 산정개수(Q’ty)와 행기 을 통

한 지열정 산정개수(cf.)의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기 의 지열정 산정 방식과 비교를 통해 사용자가

설계상황에따라두결과를모두참조할수있도록두가

지 결과를 계산하도록 개발하 다. 번호로 표시된 항목

외에 다른입력 값도원하는인자 값을입력하여지열정

개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한 상태이다.

Table 3은 로그램메뉴 주요인자를조 하여기

존의 단순계산법과본 연구의이론을각각 용하여 지

열정개수를산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Table 3에 표

시된 각 Type은 계산결과에 향을주는과정에서연

특성이있는인자를같은 Type으로구성한결과이다. 표

하단의 두 개의 결과 에서 첫 번째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을 계산방식에 용한 결과이며, 두 번째 결과는 기

존방식인최 건물부하를단순계산에 용한지열정개

수 산정결과이다.

각 Type의 인자를 변경하여 Base model을 기 으로

비교한 결과, 기존의 단순 계산법은 건물부하인자를 변

경한 Type1의 결과만 Base model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있다. 나머지 Type의 결과는건물부하와연 성은없

지만 지열정설치개수 산정에 향을주는 인자로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최 건물부하를 활용한 기존의 계산

방식은 Base model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본연구의계산방식은모든 Type의 인자변경에따

른지열정개수를산정한다. 두 가지계산식에모두 향

을주는 Type1의 결과에서도약 22%의계산결과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설계방식이 과 설계를 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Type1을 제외한 모든 결

과에서 기존방식의결과는 동일한 반면본 연구의계산

방식은 설계조건에따라 다른결과를도출하는것을 확

인할수 있다. 이에 따라설계 조건변경에 따라기존 방

식은 과 설계나 과소설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

인할수있다. 본 연구의 로그램을활용하여설계 기

에두 가지방식으로결과를비교하여 한 지열정 개

수 산정 과정을 진행하여,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지열정

설치에 한 합리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 에서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국건축물데이터를활용하여지열에 지시스템설치

가능성평가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 고, 데이

터베이스의 정보와 련 배경이론을 활용한 지열에 지

시스템 설치 가능성 평가 방법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 활용한 주요 데이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유

지 리를유용하게진행할수있도록 용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 다. 한, 기 설계과정에서 용할 수 있도

록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정

확도를높인다양한계산방법을 용하여기존의기 설

계 과정과 비슷한 작업시간을 사용하지만 보다 정확한

지열정 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지역 환경정보를 활용

하여 지열정 시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 을 정립하여

환경정보를 단순 확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할 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

열에 지보 사업에 도움이될 수있도록특정 단지나

개발 정지역에지열에 지시스템을 용할수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한, 지열에 지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 지 보 을

한 기본 정보 구성을 연구하여 다른 신재생에 지 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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