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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ulation and high oil prices,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growing. Countries participating in UNFCCC are continuously 

putting efforts in reducing greenhouse gas after enforcing Kyoto Protocol into effect on Feb, 

2005. Energy used in buildings, which relies heavily on fossil fuel accounts for about 24%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his study, air, geothermal and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s for an 322 ㎡ auditorium in an office building is simulated using TRNSYS version 

17 for comparing energy consumptions. The results show that energy consumptions of air, 

geothermal and water source heat pumps are 14,485, 10,249, and 10,405 kWh, respectively. 

Annual equal payments which consider both initial and running costs become 5,734,521, 

6,403,257 and 5,596,058 Won. Thus, water source heat pump is the best economical choice.

Key words: EHP(Electric Heat Pump, 기구동열펌 ), GSHP(Ground source heat pump, 지열원열펌 ), 
Dynamic simulation(동특성 시뮬 이션), WSHP(Water source heat pump, 수열원열펌 ), 
Economic comparison(경제성 비교), TRNSYS(TRNSYS)

         

1. 서 론
1)

국제 인 환경규제 강화와 고유가 시 를 맞이

하여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집 되어지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 약(UNFCCC)에 가입한 국

가들은 지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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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 지는 체 에

지의 약 24%를 차지하며 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석에 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의 련 연구기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감을 목 으로 에 지 감  친환경에

지에 한 많은 연구 수행을 통하여 결과물의 하

나로 히트펌 (Heat pump)가 개발되었다.

IEA Heat Pump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재 

설치되어 사용되는 히트펌  시스템으로  세계

에서 체 CO2 방출량의 약 12% 수 인 연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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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톤의 CO2 감소 효과를 얻고 있으며, 히

트펌 의 보  확 를 통해 체 CO2 배출의 8%

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되어지고 있으며 

히트펌  시스템의 고효율성  친환경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재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은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과 비교할 때 

수명이 길고 소음이 으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다. 한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 지 비용과 보수, 유지비용

이 어 에 지 효율 측면에서 다른 체에 지

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에 많은 각 을 받고 있지만 천공비용 등 투자비 

 설치비용에서 많은 비용을 가지는 단 을 가

지고 있다. 

반면 물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수열원 히트펌  

시스템은 해수, 연못, 하천수 는 지하수 등이 고

려될 수 있으나 수원이 근처에 있어야 하므로 다

른 방식에 비하여 지리  환경에 의존도가 높으

며 지하수오염  지하수량의 변동을 가질 수 있

는 단 을 가지고 있다[1]. 

와 같은 방식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

템 방식으로 지하 수조를 수열원으로 사용하여 

보다 용이한 형태의 열원을 검토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지하 수조 설치 

없이 일정한 온도  큰 열용량을 가진 기존의 지

하 수조 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  시스템과 

기존의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공기열원 히트펌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시스템별 히트

펌 의 에 지 소비량을 동특성 해석 로그램인 

TRNSYS (transient systems simulation) ver. 

17[2]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수행하 고, 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기투자비와 건물유지에 들어

가는 비용인 유지 리비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비

교하 다. 

2. 지하 저수조 이용 수열원 시스템

열펌 는 시스템 내의 증발온도와 응축온도에 따

라 그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데 증발온도는 높을

수록, 응축온도는 낮을수록 용량과 성능계수는 증

가하게 되는데 외기 온도는 여름에는 높고, 겨

Fig. 1  Water sources heat system using

       underground water tank concept.

울에는 낮으므로 공랭식 열펌 의 성능이 낮아지

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 온도

는 매우 변화폭이 작으며 일반 으로 지  10m 

깊이 이후부터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기조건에 비하여 유리하므로 이를 열원으로 이

용시 열펌 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Fig. 1은 지하 수조를 이용한 수열원 시스템 

개념도로 지하 수조 이용 수열원 시스템은 열

교환기, 순환펌 , 히트펌 , 열이용시설, 지하 

수조로 구성되어진다. 열교환기 순환유체는 펌

에 의해 물 속에 잠긴 열교환기와 열펌 의 열교

환기 내를 순환하게 되는데 지하수조의 크기가 

작은 경우 외기의 변화에 향을 받고 열용량이 

작아 효율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계된 건물에 용된 시

스템과 비교 시스템을 상으로 각각 에 지 소

비량을 시뮬 이션을 하 다. 해석의 도구로 사용

되는 건물 에 지 시뮬 이션 로그램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듈 구조를 갖는 

동특성 시스템 해석 로그램인 TRNSYS ver. 

17을 사용하 다.

3.1 시뮬 이션 개요

시뮬 이션 상 건물은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공공업무시설을 기 모델로 선정하 고, 다목

으로 사용되는 2층 강당을 시뮬 이션 상으

로 선정하 다. 

Fig. 2(a)는 상 건물의 조감도이며 Fig. 2(b)

는 상 건물 2층의 평면도이다. 시뮬 이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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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rd's-eye view (b) Floor plan

Fig. 2  Base building.

인 2층 강당의 기본 공조 시스템 설계는 공기를 

열원으로 하는 EHP를 이용한 개별공조방식이 

용되었으며, 시뮬 이션 상의 구체 인 개요는 

Table 1과 같다.

3.2 시뮬 이션 조건  방법

건물에 지의 해석을 해 입력한 기상 조건은 

구 지역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하 고, 재료의 물

성치  벽체 구성은 설계 도서를 참고하여 실제 

건물에 맞게 구성하 다. 각각 입력한 재료의 물

성치  벽체 구성은 Table 2와 Table 3과 같

다.[3]

한, 실제와 유사한 해석을 해 건물의 에

지 소비에 큰 향을 미치는 재실부하, 조명부하 

등의 실내발열과 재실인원, 침기횟수와 환기횟수, 

재실스  등의 조건은 Table 4와 같으며, 실제 

설계조건과 같은 수치를 입력하 다.[4]

Area
Land area 64,803 ㎡

Architectural area 2,494 ㎡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Floor height 4,500 mm

Ceiling height 3,000 mm 

Floor 2 F

Floor area 322 ㎡

Usage Auditorium

Table 1  Summary of building

Consti-
tuent

Thermal
conductivity
[kJ/h·m·K]

Capacity
[kJ/kg·K]

Density
[kg/㎥]

Tile 1.30 0.23 2,400

Insulation 0.042 0.23 100

Gypsum 0.17 0.31 910

Mortar 1.5 0.22 2,000

Concrete 1.5 0.24 2,200

Table 2 Massive layer

Wall Layer
U

[W/㎡·℃]

Wall
thickness
[mm]

W-1
Concrete
Insulation
Gypsum

0.402 250

W-2

Tile
Concrete
Insulation
Gypsum

0.386 300

R-1
Mortar
Concrete
Insulation

0.217 405

F-1
Concrete
Insulation
Concrete

0.315 290

Window Low-e 2.57 24

Table 3 Wall layer 

Indoor 
design 

temperature

Cooling : 26℃(RH : 50%)
Heating : 20℃(RH : 50%)

Internal 
load

People(sensible) : 65 (W/P)
People(latent) : 55 (W/P)
Lighting : 30 (W/㎡)

Person 270 People

Ventilation 30 Volume/h·P

Infiltration 0.3 ACH

Schedule

Weekday

00:00 - 09:00 : 10%
09:00 - 12:00 : 90%
12:00 - 13:00 : 30%
13:00 - 18:00 : 90%
19:00 - 24:00 : 10%

Saturday
00:00 - 09:00 : 10%
09:00 - 12:00 : 90%
12:00 - 24:00 : 10%

Sunday 00:00 - 24:00 : 10%

Table 4  Internal loa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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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기 사양  성능데이터

에 지 소비량 분석을 해 실내외 온도를 이

용하여 냉난방 부하  소비 력을 출력하는 기

기 성능데이터를 입력하 으며, 입력한 기기의 성

능데이터는 제조업체 ‘L’사의 실제 기기 성능데이

터를 입력하 다.[5]

Table 5는 열원별 기기의 사양을 나타낸 것으

로, EHP 시스템은 공기열원 히트펌 , GHP 시스

템과 WSHP 시스템은 수열원 히트펌 를 사용하

으며, 지 열교환기의 사양  모델링은 Table 

6과 같다.  

Air source
heat pump

Weter source
heat pump

In
door
Unit

Capa
city
(kW)

Cool
ing

13.0 13.0

Heating 14.6 14.6

Power 
Consumpt

ion
(kW)

Cool
ing

0.1 0.1

Heating 0.1 0.1

Out
door 
Unit

Capa
city
(kW)

Cooling 87.0 87.0

Heating 97.9 97.9

Power 
Consumpt

ion
(kW)

Cool
ing

20.9 17.4

Heating 21.4 18

Table 5 Heat pump specifications 

Ground temperature
(℃)

16.7

Rock type Heavy soil, saturated

Pipe resistance
(m·K/W)

0.061

Pipe size
(mm)

40

Pipe type SDR 11

Flow type Turbulent

System flow rate
(L/min)

85.9

Radial pipe placement Average

Borehole 
number

Row accross
6

3

rows down 2

Totar length
(m)

1678.8

Table 6  Ground heat exchanger modeling

3.4 시뮬 이션 결과  고찰

동특성 에 지 해석을 한 건물 에 지 해석 

로그램인 TRNSYS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설계된 공기열원 EHP 시스템(EHP)과 운  에

지 감을 한 안으로 설계된 지열을 이용한 

지열원 시스템(GSHP), 지하 수조 이용 수열원 

시스템(WSHP)의 연간 에 지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3은 해석 상의 부하패턴을 나타낸 것으

로 겨울철 12월에 최 난방부하를 나타내고 있고, 

여름철 8월에 최 냉방부하를 나타내고 있다. 

EHP 시스템과 지하 수조를 이용한 수열원시

스템의 경우는 해석 상의 부하패턴과 유사한 

에 지 소비 패턴을 보 지만 지열원 시스템의 

경우는 지속 인 열교환으로 겨울철에 비해 여름

철에 다소 효율이 감소하여 반 의 에 지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공기열원 EHP 시스템의 연간 기소

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간기인 4, 5, 10, 11월을 

제외하고 여름철인 6, 7, 8, 9월에 각각 1,572, 

1,860, 2,086, 1,359 kWh를 소비하 고 겨울철인 

12, 1, 2, 3월에 각각 2,156, 2,882, 1,993, 578 kWh

를 소비하여 연간 총 14,486 kWh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지열원 시스템의 기소비량을 나타

낸 것으로 여름철에 각각 1,417, 1,963, 2,209, 889 

kWh를 소비하 고 겨울철에 각각 1,233, 1,062, 

847, 629 kWh를 소비하여 연간 총 10,249 kWh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Indoor loa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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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HP system power consumption. 

Fig. 5 GSHP system power consumption. 

Fig. 6 WSHP system power consumption.

Fig. 6은 지하 수조를 이용한 수열원 시스템

의 기소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에 각각 

958, 1,283, 1,413, 832kWh를 소비하 고 겨울철

에 각각 1,699, 2,115, 1,431, 673 kWh를 소비하여 

연간 총 10,405 kWh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EHP 시스템에 비해서는 4,082 kWh의 력

을 게 사용하 지만 GSHP 시스템에 비해서는 

155 kWh의 력을 더 사용하 다. 

4. 경제성 비교

경제성 분석은 기투자비와 유지 리비의 2가

지 항목으로 분류하며,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연

간균등부담법(Annual Equal Payment)[6]을 사용

하 으며, 이율은 7%, 장비내구연도는 10년으로 

가정하 다.

기투자비와 유지 리비를 산출하여 연간부담

액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1 장비비  설치 공사비

장비비는 기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기기의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을 조사하기 하여 시 제

품의 견 서를 참조하 으며, EHP  GSHP, 

WSHP는 국내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선정

하 다.

설치공사비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사비로 

EHP 시스템은 실외기와 실내기 수당 비용이 

제시되고 장비비에 설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WSHP 시스템 한 실외기와 실내기 수당 

비용이 제시되고 기존의 지하 수조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지하 수조 설치를 한 비용이 발생하

지 않으며 장비비에 설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GSHP시스템은 장비비와 천공비용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를 합하여 장비비  설치 공사비에 

포함하 다.

EHP 시스템, GSHP 시스템, WSHP 시스템 모

두 실제 업체의 설치 공사 견 을 참조하여 산출

하 다.

4.2 건축공사비  수 설비비

건축공사비 산출시 필요 면 은 실제 기기 면

의 2배라고 가정하 고 건축공사비는 100천원/

㎡라고 가정하 으며, 수 설비 비용은 시 단가

를 용하여 100천원/kW이라고 가정하 으며,  

EHP 시스템, GSHP 시스템, WSHP 시스템 모두 

동일한 비용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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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HP

system

GSHP

system

WSHP

system

Initial 

cost
(Won)

Equipment

/Construc-

tion

22,109,719 75,000,000 25,903,256

Elec. 

facilities 
8,700,000 8,700,000 8,700,000

Financial 

subsidy
- -37,500,000 -

Sum 30,809,719 46,200,000 34,603,256

Annual 

payment
2,156,679 3,233,999 2,422,227

Opera
-tion 

cost

(Won)

Basic elec. 1,440,648 1,218,492 1,218,492

Energy
(elec.)

1,176,847 840,320 844,893

Repair 523,765 588,255 588,255

Insurance 436,582 522,191 522,191

Annual 

payment
3,577,842 3,169,258 3,173,831

Total annual 

payment
5,734,521 6,403,257 5,596,058

Table 5  Economic comparison of cost

4.3 지원   력요

지원 은 지열원 시스템의 경우 에 지 리공

단에서 시행 인 신재생에 지 일반보 보조사업

을 기 으로 지원 을 산출하 으며, 력요 은 

한국 력 기요 표를 참조하 다[7]. 본 연구에

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용되는 일반용 력

(갑), 압용 력(110~380V)을 용하 다.

4.4 공간사용료  인건비

공공업무시설이므로 공간사용료는 없다고 가정

하 고, 마찬가지로 냉열원 설비의 리자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없다고 가정하 다.

4.5 보험료  수선비

보험료는 지원 을 제외한 기투자비의 0.17%/

년이라고 가정하 으며, 수선비는 일반 으로 기

기 가격의 0.5-3.0%/년인데 각 방식에 한 객

화된 데이터는 없는 실정으로 제조업체와 설계사

무실의 의견을 종합하여 3%라고 가정하여 산출

하 다.

4.6 에 지 비용

에 지 사용료는 한국 력 기요 표와 기기

의 효율에 의해 좌우되며 동특성 에 지 시뮬

이션인 TRNSYS를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값인 사

용량을 참조하여 산출하 다. 

5. 결 론

동특성 건물에 지 해석 시뮬 이션 로그램

인 TRNSYS 17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별 에 지 

소비량을 시뮬 이션하고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HP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 지하 수조를 

이용한 수열원 시스템의 연간 에 지 사용

량을 시뮬 이션한 결과 각각 14,485, 

10,249, 10,405 kWh의 력을 소비하 다.

(2) 공기열원 EHP 시스템의 기투자비와 유

지 리비의 연감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각

각 2,156,679원, 3,577,842이다.

(3) 지열원을 이용한 지열 시스템의 기투자

비와 유지 리비의 연간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3,233,999원, 3,169,258원이다.

(4) 지하 수조를 이용한 수열원 시스템의 

기투자비와 유지 리비의 연감부담액을 산

출한 결과 2,422,274원, 3,173,831원이다.

(5) 각 시스템별 총 연간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WSHP 시스템 도입 시 EHP 시스템과 

GSHP 시스템 도입 시보다 각각 138,463원, 

807,199원 낮게 나타났다.

(6) 총 연간 부담액을 기 으로 경제성을 비교

한 결과 WSHP 시스템 도입 시 EHP 시스

템과GSHP 시스템 도입 시보다 각각 2.5%, 

14.4%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기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 학교 교내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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