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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multi-heat pumps applied in an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for an actual building. The performance of a ground source multi-heat pump 

installed in the field was investigated at heating season. The average COP of the systems 

with single U-tube and double tube type GLHXs were 4.8 and 5.0, respectively.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long term performance of double tube type GLHX, because the reduction of 

inlet temperature of OD HX for this GLHX was larger than it for U-tube GL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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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COP  : 히트펌  유닛 성능계수

Cp : 비열 [J/kg․K]

 : 질량유량 [kg/s]

Qid : 실내기 냉방 용량 [kW]

Qod : 실외기 방출 열량 [kW]

Ti : 실외열교환기 입구 온도 [oC]

To  : 실외열교환기 출구 온도 [oC]

W  : 히트펌  유닛 소비 력 [kW]

1. 서 론

 

  무한 지속 가능한 지열 에 지를 활용한 공조

시스템인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은 기존의 공조 

시스템보다 열원이 안정 이기 때문에 높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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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 : 3  floors, 1  basement

 Uses : Office, Lecture Rm, Library Location of boreholes

Building

Location of building 

and boreholes

Fig. 1 Site view of the building.

과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기 에 노출되는 

기기가 없다는 장 을 가지지만 기 설치비가 

크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소득증 와 더불어 주거환경의 쾌 성에 

한 욕구가 차 증가하고, 설치공간과 공사비의 

감  에 지 약  차원에서 한 의 실외기

에 다수의 실내기가 속되는 개별공조형 멀티 히

트펌 에 한 연구  보 이 증가되고 있다.(1) 

  Hepbasli(2)와 Hepbasli et al.(3)는 수직 폐형 

지  열교환기를 용한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의 성능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Zhao 

et al.(4)은 체냉매를 용한 지열원 히트펌  시

스템의 성능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지열원 히트펌  국내 보  창기에 Kim et 

al.(5)은 국내에 설치된 일부 지열원 시스템에 

해 성능을 측정하고, 지열원 히트펌 의 국내 

용 타당성을 제시하 다. 수직 폐형 지열원 히

트펌 의 장기간 운 에 따른 성능분석  지  

온도 변화에 한 실증연구가 Sohn et al.(6)에 의

해 수행되었다. 개별공조 시스템으로서 에 지 

약  쾌 성 증가 측면에서 많은 장 을 갖는 

멀티 히트펌  시스템은 첨단 차세  공조 시스

템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1), 

부분 공기열원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지열

원을 이용한 물 공기 멀티 히트펌 에 한 연

구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 시공비 

감 측면에서 장 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식 지 열교환기를 용한 지열원 히트펌  시스

템에 한 국내 연구 성과는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U-tube 수직 폐형 지 열교

환기와 이 식 지 열교환기를 용한 지열원 

물 공기 멀티 히트펌  시스템의 난방 성능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지열원 멀티 히트펌

 시스템과 이 식 지 열교환기의 국내 용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실증 설비  성능 평가 방법

2.1 사이트 개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열원 물 공기 멀티 히트

펌  실증 성능 평가를 한 시스템 설치 상 건

물은 천안에 소재한 H 학교 학군단 건물이다.  

Fig. 1과 Table 1은 학 내의 시스템 설치 장의 

치와 건물 개요를 나타낸다.  

  상용 지 열교환기 설계 로그램인 GLHEPRO 

를 이용하여 지 열교환기를 설계하 으며, 천공

깊이 150m의 싱  U-tube 방식 지  열교환기 5

개와 천공깊이 100 m의 이  방식 지  열교환

기 3개를 설치  시공하 다. 지열원 멀티 히트펌

 유닛은 20 HP  2 를 설치하 으며, 각각의 

히트펌  실외기 유닛은 동일하며, 실내기 유닛은 

실내공간 크기  부하에 따라 8 와 7 의 실내

기를 조합하여 각각의 실외기 유닛에 냉매 배 으

로 연결  설치하 다. 한, 각각의 히트펌  유

닛에 하여 U-tube 방식과 이  방식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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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Cheonan

1st floor area 211.2 m2

2nd floor area 129.6 m2

3rd floor area 158.4 m2

Building Use Office, Class Rm., Library

Table 1 Outline of building 

Parameters System 1 System 2

Heat 

pump 

unit

Type
Water to 

air

Water to 

air

OD unit 20HP 20HP

ID unit
2way×2  

4way×6

1way×1  

4way×6

Refrigerant R410A

Manufacurer Samsung Electronics Co.

GLHX

Type
Single 

U-tube

Double 

tube

Dia. of borehole 150 mm 150 mm

Depth of 

borehole
150 m 100m

Distance 

between 

boreholes

6 m 6 m

No. of boreholes 5 3

Tube diameter 32 mm

Inner 

50.8 mm

Outter

85.3 mm

Table 2 Specifications of GSHPs

교환기를 각각 독립 으로 연계하여 각 시스템의 

냉방 운  성능을 평가하 다. Table 2는 본 연구

에 사용한 지열원 물 공기 멀티 히트펌  유닛 

 지 열교환기와 보어홀의 사양을 나타낸다.

2.2 실증 데이터 취득  처리

  본 연구에서는 지열원 물 공기 멀티 히트펌  

시스템의 실제 사용에 따른 실증 데이터 확보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자 각 실별로 재실자의 사

용에 따라 지열원 히트펌  제조사의 운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 다. 

  장 성능 평가를 하여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8-3호의 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설치· 리

에 한 기
(7)
에 따라 지열원 물 공기 히트펌

의 주요 부 에 온도 센서와 유량계 등을 설치

하 다. K형 열 를 이용하여 지  순환수의 

실외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와 지  열교환기의 

표면온도를 측정하 으며, 열 의 정확도는 

±0.2
o
C이다. 히트펌  유닛의 소비 력은 산

력계(WT 230, Yokogawa Co., 정확도: ±0.5%)로 

측정하 으며, 지  순환수의 유량은 체 유량계

(LF 600, Toshiba, 정확도: ±2%)를 설치하여 측

정하 다. 데이터 로거와 센서로 구성된 데이터 

취득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스템 2차 유체 순환

부와 지  열교환부의 주요 데이터를 5  간격으

로 취득하여 컴퓨터에 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  순환수의 실외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여 실외 열교환기 

용량을 산출하고(식(1)), 히트펌 의 소비 력을 

이용하여 실내 용량을(식(2)) 계산하 으며, 식(3)

을 이용하여 히트펌  유닛의 COP를 계산하

다. U-tube 지  열교환기 용 히트펌  시스템

(이하 U-tube 시스템)과 이 식 지  열교환기 

용 히트펌 (이하 이 식 시스템) 각각에 

하여 성능을 계산하 다.

           (1)

        (2)

       (3)

3. 결과  고찰

  본 실측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수행되었으며, 각 실내는 교 실, 강의

실, 도서 , 행정반 등으로 동시에 재실자가 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은 

부분 부분부하로 운 되었다. 

  본 연구의 지열원 멀티 히트펌  시스템 용 

상 건물은 술한 바와 같이 재실공간의 다양

한 용도로 인하여 외기온도보다는 재실 공간 사

용에 따른 난방 부하특성으로  난방 기간에 

하여 부분부하 운 되었으며, 일일 난방 부하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한, 본 히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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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기존에 리 사용되어 온 물 물 시스

템과 달리 히트펌 의 용량 가변이 가능하여 건

물 재실 공간의 부하 변화에 따라 일일 의 히

트펌 의 용량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 다. 따라

서, 일자별로 시간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보다는 

일일 평균 난방 용량 등을 이용하여 난방 기간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Fig. 2는 물 공기 멀티 지열원 히트펌  시스

템의 일자별 평균 난방 용량을 나타낸다. Fig.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일 평균 외기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운 율 증가로 일일 평균 난방 용량은 체 으

로 증가하 으나, 외기 온도 감소에 따라 난방 

부하가 항상 증가하지는 않았다. U-tube 시스템

의 경우 2009년 1월 29일의 시스템 가동 시간 동

안의 외기 평균온도는 2.2
o
C로 2008년 11월 28일

의 평균 외기온도 4.9
o
C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1

월 29일의 난방용량은 15.4 kW로 11월 28일의 

난방용량 20.2 kW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 으

로 외기온도가 하강하면 건물의 난방 부하가 증

가하지만, 본 연구의 히트펌  설치 상 건물은 

학군단 건물로서 재실공간의 용도가 다양하고, 

동시 사용율이 작으며, 재실자의 수가 매우 가변

이어서 일반 인 건물의 난방 부하 패턴을 나

타내지 않았다. Fig. 4는 일자별 U-tube 시스템

과 이  시스템의 일일 평균 COP를 나타낸다. 

상의 외기온도 조건에서는 부하변화에 따라 시

스템의 난방용량이 변화되어도 COP 변화량이 미

소하 으나, 외기 평균온도가 하로 매우 낮아

진 경우에는 시스템 COP가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 모두 감소하 다. 외기온도가 하

로 낮은 경우 시스템의 난방용량 증가로 지 으

로부터의 열흡수량이 증가하여 지  순환수의 히

트펌  유입온도가 감소하여 시스템 성능이 감소

하고 소비 력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 10일과 비교하여 평균 외기온도가 

11
o
C  6.9

o
C 감소한 2008년 12월 22일과 2009

년 1월 29일의 이  시스템의 시스템 COP 감

소폭은 크지 않았다. 본 난방 성능 측정 기간에 

하여 평균 난방 COP는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은 각각 4.8과 5.0을 나타내어 매우 우

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Fig. 5은 U-tube 시스템의 U-tube 지  열

교환기의 지표면으로부터 125 m 지 과 1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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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average heating capacity.

11/10/2008
11/22/2008

11/28/2008
12/09/2008

12/22/2008
12/25/2008

01/13/2009
01/29/2009

-6

-4

-2

0

2

4

6

8

10

A
ve

ra
ge

 o
ut

do
or

 te
m

pe
ra

tu
re

 (o C
)

Date

Fig. 3 Daily average O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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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ily average COP.

지 의 열교환기 표면온도와 실외 열교환기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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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지  순환수 온도 변화를 나타내며, Fig. 

6은 이  시스템의 이 식 지  열교환기의 

지표면으로부터 75 m와 100 m 지 의 표면온도

를 나타낸다. 본 지열원 멀티 히트펌  시스템은 

11월에 가동을 시작하여 그림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기 온도가 변화되었으며, 1월 에 

최  외기 온도를 나타내는 기간이 발생하 다. 

시스템의 가동율이 변화됨에 따라 실외 열교환기 

유입 온도가 변화되었다. 11월과 12월 순까지

는 비교  U-tube와 이  열교환기의 표면온

도  실외 열교환기 유입 지  순환수 온도 변

화가 크지 않았으나, 외기온도가 부분 0
o
C 이

하를 나타낸 1월에는 지 열교환기 표면온도와 

실외 열교환기 유입 온도가 다른 기간에 비해 감

소하 다. 특히, 이  시스템의 열교환기 표면

온도와 실외 열교환기 유입 지  순환수 온도의 

감소폭이 U-tube 시스템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

지만, 외기온도가 다소 상승한 1월 하순에는 지

열교환기 표면온도와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

가 다시 회복되었다. 외기온도가 -14.4
o
C부터 

17.4
o
C로 동 기에 변화됨에 따라 U-tube 시스템

의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는 4.2
o
C부터 15.1

o
C의 

범 에서 변화되었으며, 이  시스템의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는 -0.6
o
C부터 16.2

o
C의 범 에

서 변화되었다.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 이  시

스템의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가 U-tube 시스

템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으나, 이는 부하량 차이 

때문이며, 정격조건 비 악조건에서도 두 시스템 

모두 지열 히트펌  유닛 난방 인증 기 을 만족

하 다.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스템 열용

량 변화에 따른 지  온도 변화를 고찰하기 하

여 U-tube 시스템의 간에 설치된 모니터링 홀

(mornitoring well)의 온도는 평균 15.5
o
C를 나타

냈으며, 평균온도 비 -0.6
o
C에서 +0.4

o
C 범  

내에서 변화되었다.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부하량 증가

로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실외 열교

환기 유입 온도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모

니터링 홀의 온도 변화는 미소하 고, 1월 하순

의 온도 분포에서 보여지듯이 이  시스템과 

U-tube 시스템 모두 온도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에 시스템의 가동율이 증가

함에 따라 이 식 시스템의 실외 열교환기 유

입 온도 변화폭은 U-tube 시스템보다 매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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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므로, 국내에 처음 용된 이  

시스템의 신뢰성에 해서는 좀 더 장기 인 성

능 평가  분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실내기를 갖고 가변속 

압축기를 채용한 지열원 물 공기 멀티 히트펌  

시스템을 장에 설치하여 제조사의 운  제어 

알고리즘에 따른 난방 실증 성능을 평가 분석하

다. 

  일일 평균 외기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운 율 증가

로 일일 평균 난방 용량은 체 으로 증가하

으나, 외기 온도 감소에 따라 난방 부하가 항상 

증가하지는 않았다.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의 

본 연구의 난방 성능 측정 기간에 하여 평균 

난방 COP는 U-tube 시스템과 이  시스템은 

각각 4.8과 5.0을 나타내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외기온도가 -14.4oC부터 17.4oC로 동 기에 

변화됨에 따라 U-tube 시스템의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도는 4.2oC부터 15.1oC의 범 에서 변화되

었으며, 이  시스템의 실외 열교환기 유입온

도는 -0.6oC부터 16.2oC의 범 에서 변화되었다.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 이  시스템의 실외 열

교환기 유입온도가 U-tube 시스템보다 낮은 값

을 나타냈으나, 이는 부하량 차이 때문이며, 정격

조건 비 악조건에서도 두 시스템 모두 지열 히

트펌  유닛 난방 인증 기 을 만족하 다.

시스템의 가동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 식 

시스템의 실외 열교환기 유입 온도 변화폭은 

U-tube 시스템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

로, 국내에 처음 용된 이  시스템의 신뢰성

에 해서는 좀 더 장기 인 성능 평가  분석

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주) 삼성 자의 지원에 의하여 수

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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