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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에너지 활용 현황

1. 서 론 

최근 전 세계는 사용 가능한 화석연료의 고

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Post-교

토체제 시행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

로 저탄소형 사회 구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지원제도 정비 그리고 원천기술 선점 경쟁으

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Green)하면서도 경제성장 (Growth)

을 이루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을 구축하고 다양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열에너지 (지열, 

Geothermal energy)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이다. 일반적으로 지열에너지란 땅 (토양·지

하수·지표수 등)이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로 정의된다. 이러

한 지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중·저온 (Low 

to medium temperature, 10~90℃) 지열에너

지와 고온 (High temperature, 120℃ 이상) 

지열에너지로 구분된다. 지열 활용 시스템은 

지중온도 범위에 따라 다양하며, 지열에너지

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 또는 활용하는 시스템

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열발전 플랜트 시스템

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지열에너지 이용 시스템과 관련 

시장 및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지열에너지 이용 시스템

일반적으로 지열에너지는 직접이용 (Direct 

use)과 간접이용 (Indirect use) 기술로 구분한

다 (그림 1). 이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최종 

생산물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열 (Heat)

을 생산하면 직접이용이고 전기 (Electricity)

를 생산하면 간접이용이 된다. 

지열에너지의 직접이용은 가장 오래된 기술

로써 온천·건물난방·시설원예 난방·지역

난방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땅에서 중온수 

(30~150℃)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

급하거나, 열펌프와 냉동기 등의 에너지 변한

기기의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열원 열펌

프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들은 중온수

가 풍부한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이 다소 있다. 직접이용 기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이 지열 열펌프 시스템 

(Geothermal heat pump system, GHP)이다. 

이 시스템은 저온 (10~30℃)의 지열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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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열분야의 대표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온의 에너

지를 활용하지만,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하기 때문에 항온성이 우수하며 지리적 제약

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간접이용 기술은 땅에서 추출한 고온수나 

증기 (120~350℃)로 발전플랜트를 구동하

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발전 (Geothermal 

power generation)을 일컫는다. 최종 생산

물은 전기이며 화산지대에서 유리하기 때문

에 지리적 제약이 매우 크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지열분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기술 중 대표적인 열생산기기인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과 지열발전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1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Geothermal 
heat pump system)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열펌프유닛 (Heat 

pump unit)과 지중열교환기 (Ground heat 

exchanger)로 구성된다(그림 2). 열펌프유닛

은 물 대 물 (Water to water) 방식과 물 대 

공기 (Water to air)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

중열교환기는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 부하, 

가용 면적, 지중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

으로 설치될 수 있다. 열펌프 유닛의 작동유

체인 냉매의 증발과 응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한다는 

점이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이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열교환기

를 순환하는 열매체 (물, 부동액, 지하수 등)

를 열펌프의 열원으로 활용하여, 냉방 시에

는 건물 내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고 난방

과 급탕 시에는 지중의 열을 실내와 온수에 

공급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난방과 급탕

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며, 냉방과 난방 모

드에서 각각 히트싱크 (Heat sink)와 열원 

(Heat source)의 역할을 하는 지중 온도는 

연중 안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효율과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미 국  환 경 보 호 청  ( E n v i r o n m e n t 

Protection Agency: EPA)은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이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 

효과가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되어온 공기열원 열펌프에 비해 44%까

지 그리고 에어컨과 전열기에 비해 최대 72%

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DOE)는 다

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과 기존 냉난방 설비의 효율을 그림 3

과 같이 비교하였다. 전체 시스템 중에서 지

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주거용 건물 (단

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등), 중대형 건

물 (상업용·공공기관·학교·교정시설 등), 

산업현장, 시설원예, 도로 융설 등 다양한 

그림 1. 최종 생산물에 따른 지열에너지 분류.

그림 2.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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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건물뿐

만 아니라 건물군 (群)이나 지역단위로도 활

용 가능하며, 개보수 건물에도 유연하게 적

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물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지만, 동시에 배출절감에 대한 잠재력 

(Potential)도 매우 큰 분야라고 밝히면서 지

열원 열펌프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였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토양

열원 열펌프 (Ground-coupled heat pump), 

지하수열원 열펌프 (Groundwater-source 

heat pump), 지표수열원 열펌프 (Surface 

water heat pump), 하이브리드 지열원 열펌

프 (Hybrid GHP)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토양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열교환기

의 매설 형태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시스

템으로 분류된다 (그림 4). 땅 속에 수직으

로 매설되는 수직형 지중열교환기는 건물 냉

난방부하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깊이

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부지 제약

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경 

100~150 mm, 깊이 75~180 m의 보어홀을 

천공한 후,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파이

프를 U자 관의 형태로 성형하여 삽입하고, 

보어홀 안의 빈 공간을 그라우트 (Grout)로 

채워 완성한다. 수평형 시스템은 대상 건물 

주변에 지중열교환기를 매설할 수 있는 부지

가 충분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어홀 천공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공비용은 

수직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통상 

1.5~3 m 깊이의 트렌치 (Trench)에 매설하

며, 직선 (Line)이나 슬린키 (Slinky) 형태로 

배열할 수 있다.

지중열교환기를 밀폐형 (Closed-loop)

과 개방형 (Op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

직형 또는 수평형 지중열교환기는 밀폐형의 

대표 방식이며, 지하수를 이용하는 복수 우

물형 (Duel wells)과 수주지열정 (Standing 

column well, SCW) 등은 개방형에 속한

다. 아울러 하천 (River), 호수 (Lake), 연

못 (Pond)의 물을 직접 이용할 경우 개방형

으로 그리고 이들 물속에 파이프를 침전시

켜 이용할 경우에는 밀폐형으로 분류한다. 

최근 들어 건물 구조물을 활용하는 에너지파

일 (Energy pile)과 에너지슬래브 (Energy 

slab) 등에 대한 연구와 보급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그림 3.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과 상용 냉난방 설
비의 효율 비교.

그림 4.  상업용 또는 중대형 건물에 적용된 토양
열원 열펌프 시스템 (a) 수직형 시스템, 
(b) 수평형 시스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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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시공은 대상 건물의 

냉난방부하 계산 및 시스템 설계, 지중열교

환기 시공, 열펌프 설치 및 기계실 배관 공

사, 팬코일유닛 (FCU) 또는 바닥 난방코일 

등 부하 측 설비 시공, 자동제어장비 시공, 

시운전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초기 투자비 

절감과 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해 정확한 부

하 계산과 지중 열물성 값 확보는 필수적이

다. 지중 열물성 중 지중열전도도 (Ground 

thermal conductivity)는 지중열교환기의 사

양과 장기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엔지니

어가 시공기준에 맞게 시스템을 시공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2.2  지열발전 (Geothermal electricity 
generation) 시스템

지열발전 (地熱發電)은 땅에서 추출한 고

온수나 증기 (120~350℃)의 열에너지로 터

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Power 

generation)의 한 형태다. 건증기 (Dry 

steam), 습증기 (Wet or flash steam), 바이

너리 (Binary) 발전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 

5).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기술개발 중

인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 

발전은 최근 들어 주목받는 기술이다. 지하 

심부의 뜨거운 암반층 (HDR, Hot dry rock)

까지 보어홀을 시추하고, 이 안으로 물을 주

입하여 고온의 수증기를 만든 후, 이를 다시 

터빈으로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다. 고온 지열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능

한 기술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

지열발전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전력 생산 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건증기 지열발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방식이다. 고온의 증기가 풍부한 지

역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보급

그림 5.  지열 발전 시스템 (a) 건증기 지열발전, 
(b) 1단 습증기 지열발전, (c) 2단 습증기 
지열발전 (d) 바이너리 지열발전.

(a)

(b)

(c)

(d)

201309학회지-1(201308).indd‥‥‥37 2013-09-03‥‥‥오후‥5:02:48



38 테마

테 마 기 획     _ 신재생에너지

된 방식은 아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

탈리아의 Larderello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The Geysers를 꼽는다. 이 외에도 일본의 

Matsukawa·인도네시아의 Kamojang·뉴

질랜드의 Wairakei·미국 유타 주의 Cove 

Fort 등에서도 건증기를 활용한다. 전 세

계 지열자원 중 건증기 지열발전에 적합

한 자원 (200℃ 이상)은 약 5% 정도인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건증기 방식은 완전 포

화상태 (Saturated state) 또는 과열상태 

(Superheated state)의 건증기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어홀에서 추출한 후, 지상 배관 

(Pipe line)을 통해 플랜트의 터빈으로 직접 

보내 전기를 생산한다. 

습증기 또는 플래시증기 지열발전은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된 방식이다. 터빈의 단 수

에 따라 1단과 2단 습증기 지열발전으로 분

류하며, 최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

해 3단 습증기 (Triple-flash) 방식도 도입

되고 있다. 멕시코의 Cerro Prieto와 미국

의 Imperial Valley가 대표적인 사이트다. 

습증기 플랜트의 보어홀에서 추출되는 증

기는 물과 증기의 2상 혼합물 (Two-phase 

mixture)이다. 실제 플랜트에서는 원심분

리식 기-액 분리기 (Cyclone vapor-liquid 

separator)를 이용하여 습증기를 기상과 액

상으로 분리한 후 증기만 이용한다. 건증기 

플랜트와 비교했을 때, 보어홀 출구에 기/액 

분리기를 설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

는 없다. 

바이너리 사이클 (Binary cycle, 2유체 사

이클) 지열발전은 전술한 두 방법과 비교

했을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지하에서 추출

한 저온 지열수 (100~120℃)는 터빈과 직

접 접촉하지 않는다. 대신 중간에 설치한 열

교환기에서 비등점이 지열수보다 상대적으

로 낮은 2차 유체 (Organic fluid)를 증발시

킨 후, 이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한

다. 2차 유체로는 냉매계열, 프로판 (C3H8), 

펜탄 (C4H10), 암모니아 (NH3) 등을 사용

한다. 이 유기화합물 (Organic compound)

들이 작동유체이기 때문에 유기랭킨사이클 

(Organic Rankine cycle)로도 불린다. 알라

스카의 Chena Hot Springs가 대표 사이트이

며 75℃ 전후의 지열수로 전력을 생산한다.

바이너리 지열발전은 수백 kWe에서 수 

MWe의 개별 유닛들을 조합하여 완공된다. 

여러 요인들이 플랜트 건설비용을 좌우하

지만 특히 지열수의 온도가 지배적이다. 또

한, 지열수의 온도는 터빈, 열교환기, 냉각탑 

등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이너리 사

이클에서 2차 유체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90~150℃의 지열수를 이용할 수 있다. 2차 

유체의 열적 안정성은 이용 가능한 온도의 

상한을 결정하며, 관련 기술과 경제적인 요

소들은 하한을 결정한다. 즉, 하한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열교환기의 크기가 증가하여 경

제성이 없다. 바이너리 발전의 효율은 타 방

식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열병합발전 

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EGS 발전은 심부 고온암체 (Hot dry rock)

에 인공 파쇄대를 형성한 후, 이 파쇄대를 통

해 물을 주입하여 열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그림 6). 이 시스템은 물을 주입하는 수압 

파쇄용 시추공, 인공 저류층 그리고 뜨거운 

물을 퍼 올리기 위한 생산정 등으로 구성된

다. 발전 플랜트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폐

그림 6. EGS 발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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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회로 (Closed loop)를 형성하게 된다. 화산

지대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열 발전이 가능하

기 때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장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 지열에너지 시장 동향

3.1 해외 시장 동향

3.1.1 냉난방 분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지열에너지 직접이

용 기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

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지열원 열펌

프 시장은 약 9조~9조 6천억 원 규모로 추

정되며, 이중 열펌프 유닛을 포함한 장비 시

장이 약 4조 1천억, 시공 시장이 약 5조 2천

억 원 규모 (Priority Metrics Group, 2011)

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4조 4천억 원 (장비 

2조 1천억 원, 시공 2조 4천억 원), EU와 기

타 국가의 시장을 합한 규모가 약 4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2009년까지 EU 27개국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지

만, EU의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서 2010

년 사이 2.9%로 성장세가 하강하였다. 2010

년 기준 누적 지열원 열펌프 설치 용량 약 

12,620 MWth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전 세계 지열 냉난방 시장은 약 16

조 원 규모 (미국 약 11조 원, EU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 약 5조 원)으로 2009년 시장규

모와 비교했을 때, 미국은 매년 11% 이상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U 시장의 성

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최근 

EU의 신흥 시장 (프랑스, 영국, 동유럽 국가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보수 건

물 시장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재 미국, 스웨덴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그리

고 중국 등이 보급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보급용량을 12 kWth급 열펌프로 환

산했을 때, 약 300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

정되며 2005년 (약 130만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3.1.2 지열발전 분야 
해외 지열 발전 시장 및 보급 현황은 2010

년 1월 현재 10.7 GWe의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2010년의 전력생산량은 67,246 GWh이

며, 이는 총 307.8백만 배럴 (46.2백만 TOE)

의 석유대체효과 및 148백만 톤의 이산화탄

소 배출 절감효과에 해당된다. 최대 이용국

가는 미국 (3,093 MWe)이며, 필리핀 (1,904 

MWe), 인도네시아 (1,197 MWe), 멕시코 

(958 MWe), 이탈리아 (843 MWe), 뉴질랜

드 (628 MWe), 아이슬란드 (575 MWe), 일

본 (536 MWe)의 순서로 높다 (그림 8). 현재 

진행 중인 Project를 합산하면 2015년에는 

18.5 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호

주, 독일 등 각국의 지열발전 전망을 고려하

면 더 높은 수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2010년 1월까지 건설된 지열

발전 플랜트는 526기가 건설되었으며, 건증

기 27% (2,878 MWe), 바이너리 11% (1,178 

MWe), 배압 (Back pressure) 방식 1% (145 

MWe)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약 200 GWe에 

달해 전 세계 발전량의 약 3.5%에 해당되는 

그림 7.  전 세계 지열 직접이용 보급량 추정 
(Pike Rese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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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00 TWh, 약 8억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림 9). 

3.2 국내 시장 동향

3.2.1 냉난방 분야 
2011년 기준 국내 지열원 열펌프 시장

은 약 3,000~3,2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열펌프 유닛 등을 포함한 장비 시장이 약 

1,800억 원, 지중열교환기 시공을 포함한 시

공 시장이 약 1,300억 원 정도이며, 향후 수 

년 안에 1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누적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설치 용량은 약 308,000 kWth이며, 

민간 시장의 보급량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

체 보급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보급 사업 초창기 (∼2007년)에는 주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상업용 

건물 등에 보급되었으며, 2009년 이후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공공기관설치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시설원예 지열설비보급사업 

등을 통해 가정용 (Residential), 공공건물용 

(Public), 시설원예용 (Agriculture) 시스템 

보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0). 

3.2.2 지열발전 분야
국내 지열발전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

았으며, 지열발전 플랜트 개발에 필요한 핵

심 요소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초기 비

용과 위험도 (Risk)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

치 마련이 필요하다. 화산이 없는 국내에서

도 EGS 기술에 의해 6.5 km 심도까지 개발

할 경우, 사회적, 입지적인 조건을 모두 고

려했을 때 현재의 기술로 개발·활용 가능한 

그림 8. 국가별 지열발전 용량 (Bertani, 2010).

표 1.  지열발전 방식별 설치비율.
     (Bertani, 2010) 

발전 방식
설치용량 
(MWe)

비율 
(%)

설치
대수

비율 
(%)

Dry Steam 2,878 27 62 12

Single-flash 4,421 41 141 27

Double-flash 2,092 20 61 11

Binary 1,178 11 236 45

Back-pressure 145 1 25 5

Total 10,715 100 526 100

그림 9.  연도별-지열발전 형식별 성장 추이 예
측 (IEA, 2011).

그림 10.  국내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용량 (신·
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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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잠재량은 약 20 GWe에 해당되어 

지열발전 시장의 형성 및 보급을 위한 충분

한 에너지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고 평가되

고 있다. 국내 기업 중 H중공업의 경우 해외

에서 지열발전 플랜트를 수주하여 시공한 경

험이 있고, 여기에 국내 플랜트 설계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므로 지열자원 탐사와 설계 그

리고 굴착 기술 등이 확보되고, 정부의 정책

적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국내 시장도 충분

히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지열에너지 기술 동향

4.1 해외 기술 동향

4.1.1  냉난방 분야 
미국과 EU를 비롯한 국외 주요 국가들은 

기술개발 전략과 장기 로드맵을 구축한 후 

이를 근거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국가마다 기술개발 분야 등

이 다소 상이하지만, 방향에서는 그림 11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4.1.2 지열발전 분야
지열 발전은 미국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

며, 지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지열자원 최적 이용기

술, 심부 시추기술, 저온 지열발전 사이클의 

효율향상 기술, EGS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 아울러 바이너리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터빈과 발전기 개발 등 원천기술 선점

에도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고온의 지열자원이 부족한 이유로 

주로 EGS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너리 사이클과 지역난방을 연계

한 지열 복합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주요 분야로 지열발전 플랜트 위험 

(Risk) 관리기술 개발, 고온·고압의 지열자

원 탐사 및 장비 개발, 시추기술 향상 기술, 

바이너리 사이클의 효율향상 기술, 지열자원 

유지 및 모니터링 기술, 지역난방과 계통연

계를 위한 통합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역시 EGS 기술과 바이너리 발전 기

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 분

야는 심부 지열자원 활용기술과 저류층 모사 

(Kyushu대학, AIST), 심부 지열자원 탐사와 

시추기술 개발 (Tohoku대학, Kyushu대학, 

Akita대학, AIST), 전국 규모의 지열자원 평

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이 호주의 EGS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4.2 국내 기술 동향

4.2.1 냉난방 분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2000년 이후,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의 과

제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은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요소기술에 대한 선

행연구도 있었지만, 수직 또는 개방형 지중

열교환기를 적용한 중·대형 시스템의 실증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지열원 열펌프 시

스템을 크게 시스템 설계 및 시공, 지중열교

환기 관련 기술, 열펌프 유닛, 시스템 최적

화 및 제어기술, 표준화 및 인증, 경제성 평

가 및 유지관리 기술 등으로 분류했을 때, 

2009년 말 기준 국내 기술수준은 국외 주요 

그림 11.  국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분야 기술개
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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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비 약 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술의 국산화율 달성 정도에서는 설계분야가 

76.5%, 제작 및 생산 분야가 76.2%로 평가

되었다. 지중열교환기는 시스템의 성능과 초

기 투자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써 국산화

와 저비용 시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지열 냉난

방 관련 연구 개발 현황은 표 2와 같다. 

4.2.2 지열발전 분야
1970년대까지 국내 지열발전 연구는 주로 

온천조사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연구소와 학계가 온천조사 뿐만 아니라 지열

류량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산발적으

로 국내 지열자원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다가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존의 온

천시추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암석의 열물

성을 측정하여 2007년 기준으로 총 359개의 

지열류량 시료와 580개의 지온증가율 자료, 

또한, 1,560개의 암석 샘플에 대한 열전도도

를 측정하여 지온증가율 분포도, 지열류량 

분포도, 그리고 암석의 열전도도 분포가 작

성되었다 (그림 12). 

국내 심부지열 개발은 2003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에서 지

하 2 km 심도에서 75℃ 온도의 지열수를 개

발하여 지역난방 및 시설영농, 양어 등에 활

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시작되어 1.5km 

표 2.  국내 지열냉난방관련 연구개발 현황 (2001~2011).

과제 
시작연도

과제명

2001  ·중·저온성 지열에너지 개발 기술(3년)

2002
 ·지열냉난방시스템 실증연구(2년)
 ·지열냉난방 시스템 성능 평가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2년)
 ·한국에 적합한 지열냉난방 시스템 기술개발과 적용성 및 신뢰성 평가연구(2년)

2003
 ·현지용 지중열전도도 예측 기술 개발 (2년)
 ·부하추종형 고효율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3년)
 ·지열 이용 열펌프시스템의 성능평가기법 및 기술기준 (안) 구축 (2년)

2004

 ·지열 이용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3년)
 ·한국형 지중열교환기 최적 설계 패키지 개발 (3년)
 ·지중 열교환기 전열성능 향상을 위한 뒤채움재 (Grouting material) 조성에 관한 연구 (2년)
 ·고성능 저가형 지중열교환기 개발 (2년)
 ·복수정을 이용한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연구 (2년)
 ·스탠딩컬럼웰을 적용한 지열히트펌프 실증연구 (2년)

2005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건물냉난방 기술 개발(2년)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 시공기법 및 고성능 천공기술 개발(2년)
 ·현지 지중열전도도 측정 기술(2년)
 ·시설원예용 수평형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연구(2년)

2006
 ·공동주택(아파트)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적용성에 관한 연구 (5년)
 ·용량가변형 지열원 다중공간 냉난방 시스템 (2년)
 ·저가, 고효율 지중 열교환기 그라우팅 재료 개발 및 DB 구축 (2년)

2007

 ·지하수 축열을 고려한 대수층 냉난방 시스템 개발
 ·단일관정을 활용한 충적대수층 이용 냉난방 시스템 개발
 ·저심도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파일 및 환기병용형 냉난방 시스템 개발
 ·친환경 무기질계 지열에너지 회수용 충진재료의 개발
 ·자연냉매를 적용한 고효율 지열 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개발

2008
 ·광역부하대응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지열원 냉난방 유닛 설계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 (3년)
 ·에너지 텍스타일의 국내 터널에서의 적용성 연구(2년)

2009
 ·전열 성능 분석을 통한 수평형 지중열교환기 설계 데이터 및 시공기법 구축 (2년)
 ·건물 하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지중열교환기 및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실증 평가 (2년)

2010

 ·직접순환식 (DX) 수직밀폐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기술 구축 (3년)
 ·R410A 원심 압축기를 이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3년)
 ·앵커 (Anchor)와 로우프를 이용한 고심도 고열량 지중 열교환기 장치 개발 (2년)
 ·소규모 분산형 지열시스템 개발 (3년)

2011
 ·내식형 직접 순환식 지중열교환 시스템 기술 개발 (2년)
 ·대구경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 적합한 지열교환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법 개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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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시험 시추공에서 

온도 51℃, 하루 560

톤의 지열수 개발에 

성공하였고, 본격적인 

지열수 개발 및 활용

을 위해 현재 순수 국

내 기술로 2.384 km 

심도까지 대구경 개발

시추공의 시추가 완

료된 상태이다 (그림 

13). 

지열발전 분야에서 국내의 플랜트 설계 및 

시공 기술은 화학 및 발전 분야에서 이미 세

계적 수준으로, 적절한 투자 및 지원이 뒷받

침 된다면 지열발전 플랜트 설계 기술 분야

에서도 단기간 내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

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화산성 고

온 지열지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심도 5 

km에서의 지온은 최대 약 180℃로 EGS 등

과 같은 비화산지대 적용기술에 의한 지열발

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지

열발전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핵심요소는 심

부 시추 및 EGS를 위한 인공 저류층 생성기

술과 지상 플랜트 기술로써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에서도 지열 발전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결 론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는 거의 무

한정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

은 지열 열펌프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 지열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열에

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필

요한 관련법과 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

며,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 인력 인프라 

구축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현존하는 시스템 중

에 효율이 가장 높은 친환경 냉난방·급탕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기계기술과 건설기술

이 융합된 분야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설비에 비해 다소 많은 초기 투자

비는 지열 시스템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더디

게 만들고 있다.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

내 기술력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그림 12. 심도별 국내 지열 에너지 분포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그림 13.  포항 심부시추 및 개발 지열수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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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과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구축한다면, 민간시장 

활성화 시기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빨리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열

발전과 관련한 기술개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열발전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

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과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발전 방식에 대한 고려가 먼

저 있어야 한다. 국내에는 지열발전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전반적인 공정을 수행한 기업

이 거의 없으며, 법률과 지원제도 그리고 사

회적 합의 등 관련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이

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제도에 힘입어 지열 열펌프 시스

템의 보급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

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중·대형 건

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통한 보급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민간시장이 태동하였지

만, 민간 보급량 통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 보급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열 분야는 제조·설비·건설·시공·자

원 등이 융합된 분야로 타 신·재생에너지원

에 비해 산업 연관성과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플랜트나 일반 냉

동공조 기술 등과 기술 융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목분야와 타 에너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지

열에너지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이용 분

야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다.

6. 후 기

본고는 2012년 산업기술로드맵 신재생에

너지(열) 보고서 및 2010 신재생에너지 백서

의 내용 등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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