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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00RT geothermal system which is consist with vertical-typed 112 geothermal heat

exchangers is measured and evaluated in spring, 21st～24th May 2008. As the results, the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inlet and outlet of geothermal pipes is 1～2℃ and

that of cool water supply is 2～6℃, when being normally operated. Despite temperature

fluctuations by cooling loads, the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main pipes of

inlet and outlet of geothermal heat exchangers is measured as 3℃. The geothermal system

COPs are calcluated as 2.92～3.92 in every 12 hours.

Key words : Geothermal system(지열시스템), Performance evaluation(성능평가), COP(성능계수))

1. 서 론
2)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이 시행된 2004년 3월 이후 국내 신재생에

지 시장은 속히 확 되었고 동시에 련 기

업수도 비약 으로 증가하여, 2008년 9월 23일

재 에 지 리공단에는 총 2,167개 기업이 신

재생에 지 문기업으로 등록되어있다.
1)
이

복수등록은 포함한 지열에 지 련 문기업은

419개에 이른다. 태양 발 , 태양열 탕 등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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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지를 이용한 신재생에 지와 달린 지열에

지의 경우에는 국내 도입 상용화 기간이 다

른 신재생에 지원에 비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30일 365개사 던 문기업수가 10

개월 만에 50개 증가하 다. 이는 건물주, 시공

자, 설비엔지니어가 지열에 지의 우수한 장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기업수의 갑작스러운 팽창

은 사업수행과 향후 운 유지 리의 에

서는 문엔지니어가 부족하고, 한 국내

운 조건에서의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데 따른 경험 설계 know-how와 운

유지 리 기술 등이 시 히 확보해야만 하는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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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건물의 연구공간과 사

무공간의 냉난방용으로 설치된 400RT 수직형

지열시스템의 철 운 성능을 측정함으로써

용량 설비의 운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장에 한 설계 데이터로 활용하고, 한 형화

추세가 뚜렷한 국내 지열시스템 설비의 설계

시공 시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문

2.1 장 개요

서울시내에 치한 본 연구의 실측 상 장은,

4개 동(棟)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공동제작

과 비즈니스 공간인 D동의 냉난방부하는 지열시

스템을 주열원으로 하고, 지역냉난방열원을 비상

시의 보조열원으로 계획하 다. 장의 체개요

를 Fig. 1과 Table 1에 정리한다. 한 지열에

지 활용공간인 D동의 냉난방설계부하를 요약하

면 Table 2와 같다.

Fig. 1 Site views

 Table 1. Outline of site 

Location Seoul

Gross floor area 152,569 m
2

Building area 11,376 m
2

Lot area 19,138 m2

Scale BF 4, F 22

Building Use
Business, R&D center

Education, Display, Shopping

Table 2. heating cooling loads supplied by the 
              geothermal system

Loads R&D center Business Total

Cooling 811,737 335,460 1,147,197

Heating 887,682 169,402 1,057,084

[kcal/h]

2.2 지열시스템의 개요

상용 지열시스템 설계 로그램인 GS2000과

GLD를 활용하여 천공깊이 200m, 천공수 112개라

는 기 인 설계자료가 도출되었고, 운 목 상

구분한 4개 Zone별로 1개씩, 총 4개의 시험천공에

한 열 도테스트를 통해 평가된 열 도율

(Table 3)을 실측 확인한 후 상기 지열교환기 설

계수량을 확정하 다.

Table 3. Conductivity test results

No. of boreholes #1 #2 #3 #4 Average

Conductivity
[W/m℃]

2.94 3.35 3.12 2.95 3.09

본 장에서는 장의 부지 내 건물 평면계획

으로 인해 지열교환기를 집 시공할 수 없기 때

문에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건물 외곽을 둘

러싸며 1열로 112개 홀을 천공하 다.

Table 4는 지열시스템의 반 인 개요를 나타

낸 것으로, 최 냉방부하를 만족시키기 해 지열

원히트펌 용량은 400RT(25RT × 16 )로 하

고, 지열원히트펌 16 를 존(Zone)당 4 씩으로

그룹지어 체 4개 존(Zone)을 구성함으로써 존

(Zone)제어와 수제어를 병행하여 냉난방부하에

응하는 운 알고리즘을 용하 다. 한편 지열

교환기측, 실내순환수측 유량순환을 해 각각 5

씩의 순환펌 를 설치하 다. 한 Fig. 3에 표

시된 것과 같은 자동제어시스템을 용함으로써

112개 지열교한기가 균등하게 부하를 공 받을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다.

Fig. 2 Locations of boreholes and zo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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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utline of the geothermal systems

Dia. of boreholes 150A

Depth of borehole GL-200m

Distance between

boreholes
4m single row

No. of boreholes 112개 (Single U-tube)

Pipe material 30A, HDPE

GSHP Capacity
(Ground Source Heat Pump)

400RT(25RT× 16units)

Circulation pump

for Geo-pipe
1,360LPM×30m×5 (S.B.)

Circulation pump

for cooling water
1,360LPM×20m×5 (S.B.)

Fig. 3 Automatic control system for the geothermal system

3. 성능평가 및 분석

3.1 성능평가의 범 와 방법

본 실측은 2008년 5월 21일(수)부터 5월 24일

(토) 사이에 수행되었으나, 실측기간은 늦은

날씨 기 때문에 일사를 직 받는 창문 부근에

서는 냉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본 건물 운

의 리감독기 의 지도에 따라 에 지 약 모드

로 운 되고 있었다.

성능분석을 한 데이터 취득은 실측에 의한

방법과 장 방재실의 리데이터를 입수하는 방

법으로 이원화하 다. 실측된 항목(Fig. 4, 5)은

지열원히트펌 4개 존의 각 존별 지열교환기측

입출구온도와 실내순환수측 입출구온도, 3번 존

을 구성하는 4 의 지열원히트펌 에 한 각각

의 입출구온도, 실내에 치한 취출구로부터의 토

출온도이고,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로거(DAQ)에

의해 1분 단 로 자동 측정한다. 한편 방재실에서

입수한 항목(Fig. 3)은 지열교환기의 순환유량, 실

내측 냉온수의 순환유량, 지열원히트펌 의 소비

력과 각종 순환펌 등 지열원시스템 체에서

의 총소비 력량, 각 순환펌 의 on/off 시간 등이

고 측정시간은 15분 단 이다.

Fig. 4 Measuring points

Fig. 5 Measuring points on GSHP

3.1 성능평가 결과 분석

(1)각종 의 작동상태  실내 도

측정기간 동안의 지열원히트펌 , 실내순환수

용 순환펌 , 지열교환기용 순환펌 의 작동상태

와 실내순환수용 순환유량과 실내온도 변화를

Fig. 6에 정리하 다. 실내온도의 변화와 실내순

환유량의 변동이 연계돼 있고 지열측 순환펌 와

지열원히트펌 의 On/Off 시간이 동일함을 확인

하 다. 한 본 장에 용된 지열시스템에는

축열조가 없기 때문에 지열원히트펌 와 실내순

환용 지열교환기용 각 순환펌 의 가동상태가

상호 연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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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erating conditions

(2)지열원히트펌프의 입출구 도

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 도입된 지열원히

트펌 는 총 400RT의 냉방능력을 갖고 있고,

25RT 4 씩의 지열원히트펌 를 1개 존(Zone)으

로 하여 총 4개 존으로 구성함에 따라 존제어

(Zone Control)와 수제어에 의해 냉난방부하변

동에 응하고 있다.

지열원히트펌 의 존 내 운 특성을 악하기

해 3번 존(Zone 3)을 구성하는 지열원히트펌

4 (unit #1~#4)의 각 지열교환기측, 실내순환수측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Fig. 7~10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운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동일 존에 포함되는 4 의 모든 지열원히

트펌 에서 지열교환기측, 실내순화수측 입출구

의 온도변동 경향이 동일하다. 지열교환기측 입출

구온도는 가동 에는 약 1～2℃의 온도차가 발

생하고, 동일 시간 에 실내순환수는 약 2～6℃의

온도차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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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 variation of GSHP(a) (Unit #1 of Z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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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 variation of GSHP (Unit #2 of Z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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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 variation of GSHP (Unit #3 of Z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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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 variation of GSHP (Unit #4 of Zone 3)

한 지열교환기의 흡입측과 환수측 각 주

(Main pipe)에서 측정한 지열온도는 Fig. 14에 표

시된 것과 같이 난방부하에 따라 변동이 심하지

만 흡열되는 지열온도와 지 으로 환수되는 지열

온도 간의 온도차는 정상 가동 시 약 4℃ 정도, 운

조건에 따라 약 2℃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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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inlet and     

outlet from/into GSHP

3.3 지열원시스템의 성능(COP) 평가

본 장은 지열원히트펌 만의 소비 력을 측정

할 수 없고 지열교환기용, 실내순환수용 각 순환펌

을 포함하여 지열시스템 체에서 소비되는

력량을 1개의 계량기로 15분 단 로 모니터

링하기 때문에 지열원히트펌 제조사가 식(1)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지열원히트펌 만의 COPghp

를 추출하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선행연구2)에서 실 해결안으로 아래

식 (2)의 지열시스템 COPgts를 제안한 바 있다.

 



(1)




    
(2)

COPghp : 지열원히트펌 COP

COPgts : 지열시스템 COP

Qghp : 지열원히트펌 의 발생열량

Eghp : 지열원히트펌 의 소비 력

Epump : 순환펌 의 소비 력

Eetc : 기타 지열시스템 구성기기의 소비 력

즉, 지열시스템이 소용량일 때는 실내순환수용,

지열교환기용 순환펌 의 소비동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지열시스템이 용량이

되면 순환펌 와 지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타 기

기의 소비 력이 커지기 때문에 시스템 체의

성능, 즉 에 지 감율은 지열원히트펌 단독운

일 때에 비해 상 으로 하되므로 용량

지열시스템일수록 지열시스템 COPgts를 평가하

는 것이 보다 실 이라고 단된다.

2008년 5월 22일 0시～24일 24시 사이에 측정

된 데이터를 12시간 간격으로 하여 단 시간

동안의 실내 냉방부하(실내로부터의 제거열량),

지열에 지 활용열량(지 으로의 방열량), 소비

력을 산정하 다. 이를 근거로 평가한 지열시스템

COPgts는 2.92～3.92 범 로 운 되고 있었다. 각

평가결과를 Fig. 13, 14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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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nergy demand and supply in every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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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Geothermal system COPs in every 12 hours

4. 결론

본 연구는 재 국내에서 가동 인 지열설비

최 용량인 400RT 수직형 지열시스템이

용된 장에 한 철 운 성능을 측정한 것

이다.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일 존에 포함되는 4 의 모든 지열원히트

펌 에서 지열교환기측, 실내순화수측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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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온도변동 경향이 동일하 고, 지열교환

기측 입출구온도는 가동 에는 약 1~2℃의

온도차가 발생하고, 동일 시간 에 실내순환

수는 약 2~6℃의 온도차가 발생하 다.

(2) 지열교환기 토출측 주 (Main pipe)과 환수

측 주 의 지열 온도차는 난방부하에 따라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열시스템

이 가동 일 때 온도차는 정상 가동 시 약

4℃ 정도, 운 조건에 따라 약 2℃로 측정되

었다.

(3) 지열시스템 COPgts는 2.92～3.92 범 로 운

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http://racer.kemco.or.kr

2. Kwang-il Hwang, Dong-keol Shin, Joong-hun

Kim, Seung-ho Shin, Myoung-Kwan Jung, “A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a 400RT Vertical type Geothermal System

installed in a Complex Building Before

Occupancy”,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28, No.3, pp.7~14, 2008

3. Yong-shik Kim, Joong-hun Kim, Kwang-il

Hwang, “Evaluation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Geothermal-energy Using

Heat Pump System in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26, No.4, pp.9~16, 2006

4. Kwang-il Hwang, Sang-woo Woo, Joong-hun

Kim, Seung-ho Shin, Yong-shik Kim, “A

Study on the seaso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Horizontal-type Geothermal Heat

Exchanger Installed in the Foundation Slabs

of Complex Building”,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27, No.2, pp.11~18,

2007

5. Sang-woo Woo, Kwang-il Hwang, Joong-hun

Kim, Seung-ho Shin, “A Performance

Prediction of a Vertical-type Geothermal

Heat Exchanger by CF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27,

No.3, pp.117～126, 2007

6. Stephen P. Kavanaugh, Kevn Rafferty,

Ground-Source Heat Pumps : Design of

Geothermal Systems for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s, ASHRAE, 1997

7. Billy C. Langley, Heat Pump Technology, 3rd

ed., Prentice Hall,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