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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HP system utilize national gas as a heat source. It reduces electric peak 

demand in summer and maintains a constant performance in winter by recovering the waste 

heat from the engine. Although the initial investment cost of GHP is higher than that of 

EHP, the overall operating cost of GHP is cheaper than of the EHP. In this study, items for 

dissatisfaction were summarized based on the results of user  questionnaire(200 users), and 

field tests were made for 10 GHP installation places. The measured COP was estimated 

much lower than the rated COP by the manufacturer mainly due to partial loa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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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OP : 성 계수

m  : 질량유량 [kg/s]

h   : 엔탈피 [kJ/kg]

Q  : 에 지[kW]

하첨자

c : 입력

in : 입구

o  : 출력

out  : 출구

ref  : 냉매

1. 서 론

최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쾌 한 생활공간을 

추구하는 욕구가 증 하면서 여름철 냉방수요가 

격히 증가하여 여름철 력수 의 불안정을 

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여름철에 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냉방설비를 가

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스냉방기술이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력부하의 경우 냉방 력의 증으로 하고동

의 형태인 반면 천연가스의 경우는 동 기 난

방용 수요의 증가로 동고하 의 상이 뚜렷하다. 

특히 냉방기의 보 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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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ling cycle of GHP Fig. 2 Heating cycle of GHP

Fig. 3 GHP system

기의 기에 지 수요가 2007년도 최  력부하

는 6150만kW로 나타났고 이  냉방부하는 최

부하의 약 20.3%인 1230만kW로 나타났다.  

가스냉방이란 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를 열

원으로 사용하여 냉방하는 방법으로 재까지는 

일반 으로 흡수식 냉온수기의 보 이 주를 이루

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학교 등 소규모 

건물을 심으로 GHP(Gas engine-driven Heat 

Pump)가 가스냉방의 한 방법으로 각 을 받고 

있다. GHP(Gas engine-driven Heat Pump)란 가

스엔진의 구동력에 의해 압축기를 운 하여 난방

(냉방)하는 방식으로서 1차 에 지(LNG) 연소시 

나오는 배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 난방효율

이 EHP(Electricity-driven Heat pump)에 비해 

높다는 장 이 있으며, 여름철 냉방용 력수요의 

억제효과도 있어 국가에 지정책에도 부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GHP 설치장소를 

상으로 장진단을 통해 GHP의 가스 사용 실

태  성능을 측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한 만족도

와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GHP 보   운 의 효

율을 상승시키고, 이를 한 정책  지원방안  

향후 GHP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GHP 시스템 작동원리 및 구성

냉방 운 사이클(Fig. 1)은 냉매가 가스엔진으

로 구동되는 압축기에 의해 압축되어지고 압축에 

따라 고온 고압으로 된 냉매가스는 실외 열교환

기에서 응축되어 액화된다. 액냉매는 다시 실내 

유니트의 팽창변에서 감압되어 압으로 된 후 

실내 열교환기(실내기)에서 실내의 열을 흡열하

고 증발 가스화 된다. 즉, 냉매의 증발열에 의해 

실내는 냉방이 된다. 냉매가스는 압축기에 들어가 

같은 작용을 반복한다.

난방 운 사이클(Fig. 2)에서 냉매는 가스엔진

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고온고압의 

냉매가스는 실외기로 유입되지 않고 사방밸 에 

의해 실내열교환기로 유입된 후 응축하고 액화한

다. 팽창변에서 감압된 압의 액냉매는 실외 유

니트 열교환기에서 외기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흡

열된 냉매는 이  열교환기에서 배기가스 열교

환기와 엔진에 의해 가열된 온수(냉각수)의 열을 

회수하며 증발된다. Fig. 3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 378 -

설치

업종
상호

GHP   

냉동능력
제조회사
(수입원)

설치

수

학교

국립춘천 학교 45kW SANYO 6

국립춘천 학 

부설 등학교
67kW

ASIN

(SAMSUNG)
2

서울 상문고등학교 56kW SANYO 5

서울 동 학교 67kW ASIN 4

서울 암 학교 67kW ASIN 3

공서

인천 청소년재단 67kW ASIN 3

인천 검단복지회 67kW
ASIN

(SAMSUNG)
3

경북 경산세무서 67kW
ASIN

(SAMSUNG)
4

상업

건물

정화미용 술학교 67kW
ASIN

(SAMSUNG)
5

동 문 청평화시장 35.5kW
SANYO 

외 3
45

계 80

Table 1  GHP installation places for  

questionnaire

Fig. 5 Degree of dissatisfaction

Fig. 6 Items of dissatisfaction

Fig. 4 Operation cost after GHP installation 

GHP의 외 이 나타나있다.

2.2 GHP 설치업체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GHP 설치업체 설문조사와 장

진단를 통해 GHP의 운  실태를 조사하 다.  

Table 1은 설문조사 업체를 나타내고 Fig. 4, 

Fig. 5, Fig. 6은 장진단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들을 나타내고 있다. GHP 설치후 운 비용(Fig. 

4)의 설문조사에서 20%의 업체가 에 지 감 

효과에 해서 에 지 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을 

하 다. 이는 업체에 설치된 GHP시스템의 결함

이 있거나 운 이나 제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한 겨울철 난방 가스요 이 일

반 가정용 요 과 별반 차이가 없어 설치 업체 

담당자들이 에 지 감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는 GHP시스템의 냉

난방효과에 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GHP 

시스템의 난방 운 시 천정 카세트에서 나오는 

온풍이 바닥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실내 상부에만 

체류하여 실내공기의 상하 온도차가 심하다는 응

답이 주를 이루었다. Fig. 6에 GHP 운 시 불만

사항의 항목들을 나타내었다. 불만사항은 높은 유

지보수비용, 매뉴얼 부족, 조작패 이 외국어이고 

매뉴얼이 복잡하다는 이 지 되었다. 따라서 

GHP 담당자들이 조작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지보수 매뉴얼의 보 이 시 한 실정

이며, GHP 시스템의 정기 검 보수의 경우 소

모품  부품교환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계로 

GHP를 설치한 업체들이 유지보수 비용에 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2.3 GHP 설치업체 현장진단 

본 연구에서는 10개소의 GHP 설치 업체를 지

역  업종별로 선정하여 기기의 장 운 시의 

실측 가스 소비량과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의 입

출구 온도를 측정하여 합리 인 GHP운   

리 방안을 제시하 다.

성 계수는 가스엔진과 압축기 효율뿐만 아니

라 열펌  시스템 자체 효율(배 손실, 열교환기 

효율) 등과 직 인 계가 있으며 재 20HP

 일본 제품의 경우 Table 2에 보인 바와 같이 

서로 동일한 냉난방 능력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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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사 A사 B사 C사 D사

성 계수
냉방 1.03 1.26 1.01 1.03

난방 1.24 1.48 1.21 1.29

정격 냉방 성능(kw) 56.0 56.0 56.0 56.0

정격 난방 성능(kw) 67.0 67.0 67.0 67.0
정격 냉난방 성능은 JIS V8627의 조건에서 구한 값임

Table 2  COP for Japan made GHP(20HP)

춘천교 상문고교

Gas flow (LPM) 26.11 27.77

Engine Caloric value 

(kJ/s)
12.1 12.84

Entalpy difference

(kJ/kg)
182.52 177.14

Comp. discharge value 

(m3/hr)
38.9 32.7

Refrigerant mass flow

(kg/s)
0.05 0.04

Heating Caloric value

(kJ/s)
9.01 7.34

Heating COP 0.81 0.57

Table 3  Field test results

Fig. 7 Field test COP.

를 제외하고는 냉방의 경우는 략 1.0 이상, 난

방인 경우에는 1.2 이상을 보이고 있다. 

2.3.1 COP 현장 측정

 GHP 시스템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엔진을 

구동하므로 입력에 지는 LNG연료의 유량을 측

정하고 가tm공  압력과 온도를 보정하여 표

(normal)상태의 질량으로 환산하여 연료의 

발열량을 용하여 입력에 지를 산출한다. 가스

유량 보정식은

 측정유량 ×  ×××     

공급압력   

×측정온도 ℃


   (1)

장 진단에서는 음  유량계로 유량을 측정하

려 하 으나, 증발기/응축기 뿐만 아니라  배

에서 압력강하와 함께 기상 100%, 액상 100% 상

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량의 측정이 불가

능 하 다. 실내기의 풍량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여러 가지 측정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축기와 엔진

의 회 수 비로 압축기의 회 수를 계산하고 이

를 토 로 압축기의 냉매 토출량을 계산하여 이

를 측정한 데이터에 입하여 계산하 다. 난방열

량계산은

   ×      (2)

입력에 지와 출력에 지를 통해 난방 COP는 

  


                (3)

로 구하 다.

장에 설치되어 있는 GHP  압축기에 한 

유량비율 데이터가 산요만 있는 계로 산요 

GHP를 사용 인 국립춘천교육 학교와 서울상

문고등학교를 상으로 COP를 측정 계산하 다. 

측정결과 평균 COP는 국립춘천교육 학교가 

0.81, 서울상문고교가 0.57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국립춘천교육 학교 측정

시 방학 이라 가동하지 않던 교실을 가동하면

서 난방부하를 증가하면서 COP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서울상문고등학교

의 경우 GHP의 실내기를 측정을 해 잠시 멈추

었다 다시 가동한 것으로 난방부하의 증감이 멈

춘 시간만큼 늘었다가 다시 감소함에 따라 COP

가 변화 없이 일정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 난방부하에 따라 COP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엔진의 rpm을 일정하게 1,500~2,500을 유

지하면서 난방부하에 따라 압축기의 On/Off를 제

어하여 냉매유량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난방부하

가 감소하여도 엔진의 rpm은 일정하기 때문에 

가스유량의 변화는 크게 없고, 따라서 에 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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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설문조사 결과

홍보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홍부  교육지원 

필요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정기 인 사용자나 

리자를 한 세미나 개최  교육이 필요

GHP 설치시 각종 보조  지원 확 방안 필요

소비자

만족도

GHP 조작 운 패   정비 취  설치 매뉴

얼 한 화 필요

겨울철 난방시 실내의 상하 성층화로 인한 

문제

기술

개선

일본 수입 부품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높음

Table 4 Summary of questionnaire

력은 일정한데 반하여 실내기의 입출구 엔탈피차

가 어들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COP의 

증감을 살펴 볼 때 GHP 실외기에 맞는 정확한 

난방용량을 계산하여 GHP 실외기 1 당 난방부

하를 늘리고, 난방부하가 작을 때에는 공회  부

하부분 만큼 발 기를 설치하여 건물 내부의 

력에 병용하여 사용한다면 COP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측된다.

3. 결 론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가스의 사업 환경이 새로운 

형시장의 등장과 가스 생산국들이 상품화를 서

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  추세와 국내의 기후조건을 볼 때 

GHP는 엔진의 배열을 이용하여 한냉지에서도 시

스템의 난방 능력과 효율을 일정한 수 이상 유

지할 수 있으므로 국내의 겨울철 공조 환경에 가

장 합한 냉난방 시스템  하나로 여겨진다.

GHP 시스템의 설치업체를 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를 통해 Table 4와 같은 문제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스엔진 장비 등의 시설로 인한 

고가의 기기가격, 그리고 작동법과 매뉴얼이 복잡

해 운 에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00시간 는 5년에 한번 정기 검  교환이 

필요해 운 비가 상 으로 비싼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격 COP는 1.3이지만 장진단을 

통한 COP는 약 0.81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GHP

가 설치된 환경이 각기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

료되며, 실외기 한 당의 실내기의 설치 수가 

부족하여 낮은 운 부하에서 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외기의 근 설치로 상호간의 

배기가스 향으로 열교환기 성능이 하되어 성

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빠른 국산화가 

필요하다. 재 기업에서 렴한 국산 GHP가 개

발되어 시  에 있다. 이러한 GHP의 국산화는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 /정책 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GHP 보  확 를 한 각

종 방안들이 더욱 효율 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해서는 가스 냉방보 진 정책들이 보다 활발

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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