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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기술은 지열을 지중내‘지열응축수탱크’속의 물(지중과 열교환된 물)에 저장하여 탱크 속에 열교환용 

코일을 침적시켜 물과 냉매의 열교환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지열을 이용하는 열펌프 장치를 개발하

는 것이다. 즉, 코일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은 열원측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열열펌프에서 사용하는 지중열교환기 대신 

물탱크열교환기를 사용한 것과 물탱크에 냉방시 응축에너지 및 과열에너지를, 난방시 증발에너지 및 과냉에너지를 

사용할 열교환기를 적정하게 침적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하측 열교환기를 통

과한 무효에너지(Anergy)를 과냉/과열하여 회수하고 지열 또는 지열과 수열원이 적정하게 조합된 열원을 이용함으

로서 부지 확보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기존의 지열 열펌프 시스템에서 지중 열교환기(파이프)의 설치

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 지열

을 이용한 코일 침적형 열펌프의 성능에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의의 최적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의 증발온도, 응축온도, 과냉각도의 변화에 따른 성능

특성에 대한 실험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증발온도는 증가할수록, 응축온도는 감소할수록 냉방과 난

방의 성능계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증발온도가 지열온도 보다 높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한다. 그리고 응축온도

가 낮을수록 성능계수는 증가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차 유체의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응축기의 전열면적을 크게 

해야 한다. 이를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최적의 운전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열을 이용한 코일 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의 성능계수는 기존의 지중 파이프(열교환기)를 

지하 깊숙이 매설한 열펌프 시스템 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열을 수조 내의 물로 흡

수하고 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종래의 지열 열펌프에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지중 파이프 매

설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열 이용 코일 침적형 

열펌프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뿐만 아니라 종래의 지열 열펌프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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