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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hybrid geothermal system combined with heating mode and 

snow-melting mode for winter season in order to increase the annual operating efficiency of 

the GSHP(Ground Source Heat Pum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effectiveness of 

the hybrid geothermal system by the site experiments. In case of snow-melting only mode, 

the GSHP COP is 0.7 higher than system COP in average. And in case of hybrid mode, 

heating GSHP COP is 0.5 higher than snow-melting GSHP COP. And it is also found out 

that all COP obtained through measurement periods is higher than nominal COPs given by 

GSHP manufacturer. As a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proposed hybrid geothermal 

system is expected as a highly efficient system.

Key words: Geothermal energy(지열에 지), Ground Source Heat Pump(열펌 ), Performance(성능), 
Snow-melting(융설), Hybrid(겸용)

1. 서 론
1)

  세계 인 에 지 기의식과 환경보존 차원

에서 신·재생에 지와 련된 다양한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에 지 

에서 지열에 지는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의 냉·

난방에 가장 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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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2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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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일 : 2012년 2월 17일

  지 열원을 활용하여 직  난방을 하기 해서

는 지열의 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지역과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12~18℃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와 같이 

지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지열에 지를 유효하

게 이용하기 해서는 지열원히트펌 (Ground 

Source Heat Pump, 이하 GSHP로 표기)를 활용

하여 냉난방열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지열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해 기존연구

에서는 부분 운 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열교환

기 련 세부기술을 개발하 다. 를 들어, 신동

걸 등[2]은 Zone단  제어방식을 순차제어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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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차제어 방법으로 바꿈을 통해서 시스템 효

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한 양승진 등[3]의 연

구에서는 GWHP(Ground Water Heat Pump)의 

난방계수는 운 방식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는 등 GSHP를 이용한 운 방법 개선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한편, 황 일 등[4]은 GSHP의 운 상

태에 따른 지열교환기의 깊이별 온도를 측정 분

석하 고, 우상우 등[5]은 지열교환기의 치  

특성에 따른 성능 차이를 CFD를 이용하여 수행

한 결과 천공 간격이 4m 이상일 때 지열교화기 

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국내에 보 된 부분의 지열시스템이 

계 별로 난방운 과 냉방운 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성과는 그 어느 한

쪽에만 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 건축물의 특징인 고기 성 구조와 개방감 

확 를 한 넓은 유리창 용으로 인해 동일 건

물에서도 매년 냉방부하는 증가하고 난방부하는 

감소하는 상이 다수 발생하 다. 서울시 마포구

에 치한 N건물의 경우에는 난방설계부하가 냉

방설계부하의 40%에 머물러 냉방설계부하량을 

기 으로 선정한 GSHP와 련기기의 연간 운

효율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난방 상공간을 발굴하여 연간기기효율을 향상

시킨 사례가 있다[6]. 이와 같이 지열시스템의 

반 인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연간 냉난방

부하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간 냉난방부하가 균형을 

이루어 지열시스템의 연간 운 효율을 향상시키

기 한 방안으로써, 냉난방 공  장치로서 보

된 기존의 GSHP에 도로융설기능을 추가하는 하

이 리드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범 시공된 장에

서의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시스템의 유효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2. 개 요

2.1 장 개요

  냉난방과 융설이 가능한 하이 리드 시스템(이

하 “하이 리드시스템”으로 표기)이 용된 장

은 2,393세 로 구성된 규모 아 트단지로 경기

도 용인시에 치한다. 

Location Dongbaek dist., Yong-in City

Site area 142,000㎡

Needs Apartment

Number of 
households

2,393

Community utilities Office, health club, indoor golf

Table 1 Outline of the site

(a) Bird view

(b) Snow-melting road of 3rd block

Fig. 1 Site view

  Table 1과 Fig. 1(a)는 장개요와 조감도를 보

여 다. 본 장은 4개 블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3블록과 4블록에 도로융설시스템이 용되

었고 Fig. 1(b)는 3블록의 도로융설시스템 용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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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부하와 기기선정

  본 장에 설치된 지열시스템은 Table 2에 정

리한 것과 같이 헬스장, 실내 골 장 등의 공용공

간에 한 냉난방과 3, 4블록의 주도로의 융설을 

해 설계되었다. 3블록의 경우에는 Table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융설을 제외한 온열부하, 

즉 난방부하(490,347kW)는 냉방부하(817,248kW)

의 60% 정도로 연간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불균

형이 크지만, 온열부하인 도로융설부하를 GSHP

로 공 함으로써 부하불균형 문제가 크게 개선되

었다. 도로융설부하는 문헌[8]  장의 기상조건
[9]를 반 하여 산정하 다.

Heating
&

cooling

Targets Health club, indoor golf

Area 977.6㎡

Cooling loads 817,248 kW

Heating loads 490,347 kW

Snow
melting

Location Main roads of 3rd block

Road area 552㎡

Loads 491,472 kW

Table 2 Outline of GSHP loads(3rd Block)

  본 장에서는 410A 냉매를 사용하는 45RT  

GSHP를 각 블록별 부하에 맞추어 설계하 고, 3

블록의 경우에는 2 를 설치하여 냉난방부하와 

융설부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지

열을 활용하기 해 본 장 체에 150m 깊이로 

60개를 천공하 고, 3, 4블록의 GSHP는 그  30

개 천공에 매설된 지열교환기와 연결되었다.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 기에 난

방과 도로융설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 리드 방식

을 제안하고 있는데, Fig. 2는 본 장 3블록의 난

방부하와 융설부하, 그리고 GSHP와 각종 Pump

로 구성된 체 시스템 계통의 개념을 보여 다. 

3블록에 설치된 2 의 GSHP  1  융설 용으

로 사용되고, 다른 1 는 부하에 따라 융설과 난

방을 겸하는 용도로 설계하 다.

  한 Fig. 2에 나타난 것처럼 지열교환기 내 작

동유체를 순환시키는 지열 순환펌 , GSHP와 

Buffer Tank 사이의 작동유체를 순환시키는 류 

Fig. 2 Schematic diagram of geothermal system of 3rd

block

펌 , Buffer Tank와 도로 사이의 작동유체를 순

환시키는 융설 순환펌 , 그리고 GSHP와 냉·난

방 공간 사이의 작동유체를 순환시키는 냉·온수 

순환펌 가 설치되었다. 각종 펌 들은 메인펌

와 서 펌 로 구성되었고 모두 정유량 펌 이다.

2.3 시스템 운 조건

  Fig. 2에서 확인 활 수 있는 것과 같이, 융설모

드로 운 할 경우에는 GSHP에서 발생한 온열이 

Buffer Tank를 거친 작동유체들이 도로로 공 되

기 때문에 GSHP의 On/Off는 Buffer Tank의 설

정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두 의 GSHP를 모두 

융설모드로 운 할 경우를 비하여 설정온도에 

차이를 두어 On/Off 조건의 온도 범 를 넓히면

서 동시에 On/Off되는 것을 방지하 다.

Cooling Heating

On Off On Off

GSHP A 18 15 43 46

GSHP B 20 17 42 45

GSHP A: 도로 융설과 냉·난방을 겸하는 GSHP

GSHP B: 도로 융설 용으로 사용되는 GSHP

Table 3 Setting temperature [℃]

반면, GSHP를 냉·난방 모드로 운 하게 될 경우

에는 GSHP에서 직  냉·난방 공간으로 작동유체

들이 공 되기 때문에 실내설정온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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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HP의 On/Off가 결정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

다. 각 운 모드의 On/Off 설정온도를 Table 3에 

정리하 다.

2.4 성능계수(COP) 계산식

  지열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COP는 아래 식

(1)과 식(2)에 의해 평가하 다. 식(1)은 공 열과 

GSHP의 소비 력만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

의 GSHP의 성능평가 방법이고, 식(2)는 펌  등 

부속 기기의 소비 력도 포함하는 지열시스템 

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7 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식(1)이 일반 이지만, 장의 규

모가 클 경우에는 내 유체의 반송동력을 고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식(2)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1)

   


(2)

  

COPGSHP : 지열원히트펌  COP

COPSystem : 지열시스템 COP

QGSHP : 지열원히트펌 의 발생열량

EGSHP : 지열원히트펌 의 소비 력

Epump : 순환펌 의 소비 력

Eetc : 기타 시스템 구성기기의 소비 력

3. 성능평가결과

  본 연구에서는 3블록에 설치한 2 의 GSHP  

융설 용 GSHP 1 만이 단독으로 운 되었을 경

우(이하 “융설단독운 ”으로 표기)와 1 는 융설

모드, 다른 1 는 난방모드로 동시에 각기 운 되

었을 경우(이하 “복합운 ”으로 표기)의 성능계수

를 비교하 다.

3.1 기상조건

  본 장이 치한 지역에 이 내려 쌓 던 

2010년 12월 30~31일 사이에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하 고 Fig. 3은 당시의 외기 온도와 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는 융설단독운 을 수행

한 기간 동안의 외기 조건이고, Fig. 3(b)는 복합

운  수행시의 외기 조건이다.

(a) Date Dec. 30, 2010 (03:50~22:50)

(b) Date Dec. 31, 2010 (13:30~16:50)

Fig. 3 Outdoor weather conditions

3.2 융설단독운  시의 성능

 

  장에서의 측정데이터를 식(1)과 식(2)에 각기 

입하여 융설단독운  시의 성능을 평가하 다. 

술한 바와 같이 식(1)은 단순한 GSHP만의 성

능이고 식(2)는 순환펌  등 부속기기를 포함하는 

체시스템의 성능을 의미한다. Fig. 4(a)는 융설

단독운  시의 GSHP COP를, Fig. 4(b)는 시스템 

COP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Fig. 4(a), (b)를 비교해 보면, GSHP COP 

(3.3~4.0)가 시스템 COP(2.7~3.4)보다 평균 0.7 

정도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GSHP COP 산정

식과 달리 시스템 COP 평가식의 분모에는 각종 

펌 들의 소비 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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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P of GSHP

(b)COP of system

Fig. 4 COPs for snow-melting only mode

3.3 복합운  시의 성능

  복합운  시 GSHP 2 는 난방모드와 융설모드

로 동시에 각각 운 되지만 지열교환기를 통해 

공 되는 지 열은 GSHP에 계없이 공동으로 

사용된다.

  강설  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식(1)과 식

(2)에 각기 입하여 복합운  시의 운 성능을 

평가하 다. 단순한 GSHP만의 성능은 Fig. 5(a)

에, 순환펌  등 부속기기를 포함하는 체시스템

의 성능은 Fig. 5(b)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a)

에서는 난방 COP가 융설 COP에 비해 0.5 이상 

높고, Fig. 5(b)의 경우에는 0.25 이상 높게 평가

되었다. 동일한 모델의 GSHP를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 게 COP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융설의 경우 열매체를 장거리 반송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비되는 력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한 Fig. 5의 (a), (b)의 운 성능을 비교

해 보면, GSHP COP가 시스템 COP에 비해 난방 

운 에서는 0.8 정도, 융설운 에서는 0.5 정도 성

능이 높게 나왔고 이는 융설단독운  평가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융설운  유량은 545lpm, 

난방운  유량은 385lpm으로 융설 유량이 많다. 

하지만 소비동력 측정은 개별 측정하지 못하고 

두 의 GSHP와 각종 펌 의 체 소비동력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융설운 과 난방운

에 사용된 GSHP의 소비동력을 유량비로 계산

하 기 때문에 융설운 이 낮은 COP를 보 다.

(a)COP of GSHP

(b)COP of system

Fig. 5 COPs for hybrid mode

3.4 성능계수 비교

  GSHP 제조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장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기 로, GSHP 공 온

도 45℃, 지  입구온도 5℃일 경우의 성능계수를 

비교하 다. 외기조건 하에서 사양서 상의 GSHP 

COP는 2.65 지만, 융설단독운  일 경우에는 

3.62, 복합운  일 경우에는 3.19로 사양서 상의 

성능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시스템 COP도 

실측평가 결과가 사양서 상의 COP 보다 높게 나

왔다. COP 비교를 한 운 조건은 의 C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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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P Comparison

4. 결 론

  본 연구는 지열시스템의 연간 운 효율을 향상

시키기 한 방안으로써, 냉난방 공  장치로서 

보 된 기존의 GSHP에 도로융설기능을 추가하

는 하이 리드 시스템을 제안하고, 제안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하여 시범 시공된 장에서

의 성능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연구 성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융설단독운  시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GSHP COP(3.3~4.0)가 시스템 COP(2.7~

3.4)보다 평균 0.7 정도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GSHP COP 산정식과 달리 시스템 

COP 평가식의 분모에는 각종 펌 들의 소

비 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 복합운  시의 성능은, 동일한 모델의 

GSHP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설의 경

우 열매체를 장거리 반송해야만 하기 때문

에, 난방 GSHP COP가 융설 GSHP COP에 

비해 0.5 이상 높고, 난방 시스템 COP가 융

설 시스템 COP 보다 0.25 이상 높게 평가

되었다. 한 GSHP COP가 시스템 COP에 

비해 난방 운 에서는 0.8 정도, 융설운 에

서는 0.5 정도 성능이 높게 나왔다.

  (4) 제조사가 제시한 사양서와 비교한 결과 모

든 경우에 사양서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

었다.

  이상과 같은 성능평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냉난방과 융설의 하이 리드 지열시스템이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온열부하)의 연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설비의 연간가동율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 인 운 이 가능해졌고, 하이 리

드 각 운 모드의 운 성능이 사양에서 제시한 

성능보다 높게 평가됨에 따라 제안한 하이 리드 

시스템의 용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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