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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loop geothermal heat pumps have great potential where the groundwater resources 

are sufficient. Performance of open loop geothermal heat pump systems is considered higher 

than that of ground source heat pumps. Head and power calculation of submersible pumps, 

heat pump units, and piping are numerically based on regression data. Results shows that 

the system performance drops as the water level drops, and the lowest flow rates generally 

achieve the highest system COPs. The highest achievable cooling system COPs become 

6.34, 6.12, and 5.95 as the groundwater levels are 5m, 15m, and 25m. The highest heating 

system COPs also become 4.59, 4.37, and 4.20. Groundwater level and submersible pump 

selection greatly influence the system performance of open loop geothermal heat pumps. It 

needs to be analysed during the design process of open loop geothermal heat pump system, 

possibly with analysis tools that include wide range of pump produ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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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 [l/min]

  : 온도 [℃]

 ⋯ : 요소 모델의 계수

하첨자

  : 난방

 c : 냉방

 p : 펌

 hp : 히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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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 : 배

 ref : 기

 sys : 히트펌  시스템

 S : 열원(지하수)측

 L : 부하측

1. 서 론

지속되는 고유가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온

실가스 배출 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신재생에 지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건물 분야에서 용되는 신재생에

지 방식 에서는 냉방과 난방 그리고 탕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열히트펌 가 가장 활발하게 

보 되고 있다. 

시 에서 국내의 지열히트펌  시장은 수직

폐형을 심으로 지열히트펌 가 보 되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탠 컬럼웰형이 보 되어 

있다. 지열히트펌 의 보   효율향상을 해서

는 장여건에 합한 다양한 형태의 지열 자원

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 에서

는 개방형에 한 이해의 부족과 제도  기술 표

화가 미미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재의 국

내 지열히트펌  보 은 수직 폐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지열히트펌 에는 지하수

를 직 열원으로 이용하는 One Well형  Two 

Well형 지하수 히트펌 ,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표

수 히트펌 , 충 수층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충

수층 히트펌 , 열교환을 수행한 지하수를 동

일한 지하수 우물에 주입하는 스탠딩컬럼웰형 지

열히트펌  등이 있다.   

한편, 지하수 히트펌 의 열원인 지하수는 설치 

치에 따라 지하수 와 수량이 크게 달라지며, 

그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Kavanaugh & Rafferty[1]), 

향도에 한 정량  분석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최 설계를 해서는 펌

의 치나 펌 의 소비동력비 등 시스템의 성능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설계 단

계에서 반 되어 시스템의 최 설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 한, 이러한 분석을 보다 실용 인 방법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 펌  제품데

이터를 고려한 간이 툴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간이 설계 

툴 개발의 기 연구로서 지하수의 수 가 개방형 

지열히트펌 의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하수 히트펌 의 시스템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개방형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은 연  안정된 

온도의 지하수를 열원으로 활용하여 히트펌  

유니트를 통해서 냉방과 난방 에 지를 공 하

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

스템 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가장 오

래된 히트펌 의 방식이다. 1940년 의 포틀랜드

시의 Commonwealth 빌딩에 설치된 지하수 히

트펌 는 가장 오래된 상업용 히트펌 로 기록

되어 있으며, 재에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게 설계되고 시공  운 되는 지하

수 히트펌 는 기 시공비용도 낮고, 운 비용

도 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avanaugh & 

Rafferty[1]).

본 연구는 개방형 지열히트펌  에서 가장 

표 인 지하수 우물(Groundwater Well)을 열

원으로 하는 방식을 상으로 한다. 일반 으로 

우물 내의 지하수를 양수하기 이 의 지하수

를 정  지하수 라 하고, 일정량의 양수 이후에 

형성되는 수 를 평형 수 라고 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수  펌  가동 의 평형 수 를 상으

로 검토를 실시하 다.(Dirscoll[2], Rushton[3], 

Sachs[4]) 

지하수 우물을 활용하는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은 지하수 우물과 우물 내에 설치된 수  

펌  그리고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배  등으로 

구성된다(Fig. 1). 히트펌  유니트와 펌 사이에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개방형 지열히트펌 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수 펌 는 임펠러와 하우징이 여러 단으로 설치

된 형태이며, 수 펌  유니트의 맨 하단에 모터

가 설치되어 있다. 수  펌 는 배 과 히트펌

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과 지하수의 평형수 를 

합한 만큼의 양정으로 지하수를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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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n Loop Geothermal Heat Pump  

System Source Side Diagram.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에서 지하수의 공

과 련된 시스템 수두 곡선은 지하수 에서 시작하

여 히트펌  유니트의 열교환기와 이와 련된 배

으로 인한 수두 손실이 2차식의 형태로 표시된다. 반

면에 폐회로 구조를 갖는 폐형 지열히트펌 의 순

환시스템은 시스템 수두곡선은 0에서 시작한다. 한

편, 본 연구는 우물형태의 지하수를 열원으로 하는 

방식의 개방형 지열히트펌 에 용할 수 있으며, 

지하수 우물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공 시스템에서 

지하수 수 가 개방형 지열히트펌 의 시스템 성능

에 미치는 향을 다룬다. 히트펌 에서 부하측으로 

공 되는 히트펌 는 일정한 유량이 일정한 온도로 

히트펌 로 유입되도록 설정함으로서 부하측의 조

건을 고정하여서 지하수 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3. 요소 모델

지하수 우물을 이용하는 개방형 지열히트펌  

의 지하수 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하수 

우물, 지하수의 안정 인 수  아래에 설치되는 

수 펌 , 지하수를 열원으로 냉난방 에 지를 공

하는 히트펌  유니트  주요 요소를 연결하

는 배 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한 

양정과 소비 력에 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히

트펌 는 열원측의 유량변화로 인한 히트펌 의 

성능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냉방  난방 능력

의 모델을 추가하 다. 

3.1 수 펌  모델

수 펌 는 일반 으로 임펠러와 하우징이 여

러 단으로 설치된 형태이며, 한 단의 양정과 소비

력 모델에 단수를 곱하여 수 펌 의 양정과 

소비 력을 계산한다. 한 단의 양정과 소비 력은 

다음과 같이 3차 다항식으로 표시된다.  

  


   (1)

  


 (2)

여기서 V는 지하수의 유량이며, A와 B에 하

여 첨자로 표시되는 8개의 계수는 제조업체의 데

이터로부터 회기분석을 통하여 구한다.

다단으로 구성된 수 펌 의 양정과 소비 력

은 단수 m을 식(1)과 (2)에 곱하여 산정한다.

  (3)

  (4)

 

3.2 히트펌  모델

지하수 공 시스템이 운  에 히트펌 의 열

원측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수두 손실은 열교환

기를 통과하는 지하수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며, 

이를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식(5)와 같다. 

 

 
  (5)

여기서 Chp는 히트펌  유니트에 설치된 지하

수측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을 나타내

는 계수이다.   

  지열히트펌  유니트에서 부하측의 유량  유

입온도와 열원측의 유량과 유입온도를 반 하여 

냉난방 열량과 소비 력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

은 EnergyPlus(US DOE[5])의 모델을 사용하 으

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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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히트펌  유니트에 한 냉난방 능력  냉난

방 소비 력 모델의 계수와 수두손실 모델의 계

수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성능표의 열량  소

비 력 그리고 수두손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히트

펌  유니트의 21개 데이터를 구한다. 

3.3 배  모델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  

내에서 지하수의 유동으로 인한 수두손실은 

Darcy-Weisbach방정식 등으로 구한다. 배  회

로에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배   배

자재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을 합하여 해당 배  

회로의 수두손실을 계산한다. 배  수두손실과 유

량과의 계식을 다음의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여기서 Cpipe는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 배

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4. 시스템 모델링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의 모델링을 하

여 Fig. 1과 같이 한 의 히트펌  유니트와 한 

개의 지하수 우물과 우물에 설치된 수 펌  1

로 구성된 시스템을 선정하 다. 이러한 1개의 개

방형 지 열교환기와 1개의 히트펌 로 구성된 

시스템은 소규모 상업용 건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히트펌  유니트와 펌 사이에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 펌

로 구성되는 단일 회로에서 시스템 효율에 미치

는 향을 검토하기 해 열교환기를 제외하 다.

수 펌 는 여러 개의 단계로 임펠러가 설치되

어 있는 것이 일반 이며, 단일 단에 해당하는 수

두와 소비 력을 산정하고 여기에 단수를 곱하여 

수 펌 의 수두와 소비동력을 산정한다. 수 펌

는 Grundfos사의 수 펌  SP모델 에서 4인

치 직경의 모델 에서 75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이 식(1)과 (2)의 계수를 회기분석을 

통하여 구하 다. 이를 활용하여 1단에서 8단 펌

까지 유량에 한 양정을 그래 로 표시하면 

Fig. 2와 같다(Grundfos[6]).

히트펌  유니트에 한 냉난방 능력  냉난

방 소비 력에 한 방정식의 계수와 수두손실 

모델의 계수는 참고문헌[7](지열설계사, pp.195∼

196)에 제시된 히트펌  성능데이터를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이 회기분석을 통하여 산출되었다. 

이 히트펌 는 McQuay사[8] GRW360의 성능 데

이터로서 R22냉매를 사용하는 스크롤압축기를 채

택하며 공칭냉방능력이 30RT이다. 식(6)∼(9)에

서 사용되는 냉방과 난방시의 열량, 소비 력, 유

량  온도의 기 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Name Values Names Values

A0 1.022E1 B0 2.07403E-1

A1 -1.351E-2 B1 8.9077E-4

A2 2.5313E-5 B2 3.467E-6

A3 -1.1589E-7 B3 -9.95602E-9

Table 1 Pump regression model coefficients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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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d vs Flow Rate diagram for Multi-Stage 

         Submersible Pumps.

Names Values Names Values

D0 -3.70415E0 E0 -6.28243E0

D1 -2.26533E0 E1 7.83147E0

D2 6.75804E0 E2 -6.663E-1

D3 3.322E-2 E3 9.162E-2

D4 7.447E-2 E4 3.253E-2

F0 -6.42E0 G0 -8.35467E0

F1 5.66874E0 G1 9.0202E-1

F2 1.32662E0 G2 7.81833E0

F3 -1.106E-1 G3 2.878E-2

F4 1.483E-2 G4 6.669E-2

Chp 5.08245E-5

Table 2 Heat pump regression model coefficients and values

Names Values Names Values

Qc,ref 70kW Qc,ref 70kW

Wc,ref 15kW Wc,ref 15kW

Tref 273K Vref 284LPM

TS,in 288K TL,in 313K

VS 250LPM

Table 3 Reference values in Eqn(6)∼(9)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배 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은 식(10)

에 의한 계수 Cpipe는 유사한 규모의 사례의 값인 

3.25E-5을 사용하 다. 

지하수 우물의 수 는 정 인 상태에서 측정한 

수 는 지하수를 계속 펌핑하면 우물 내의 수

가 주변 수 에 비하여 낮아지게 되며 이를 수

강하(Drawdown)이라 부르며, 이로 인하여 우물 

주변의 지하수의 수 는 주변은 높고 우물에 가

까울수록 낮아져서 수 가 원추형상으로 생기는 

상을 향추(Cone of Influence)라 부른다

(Driscoll[2], Rushton[3]). 지하수의 수 는 일정한 

양의 지하수를 펌핑할때 형성되는 평형수 로 선

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5m, 15m, 25m의 세 경우

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펌 의 양정은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열원부 순

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 만큼이 필요하

다. 펌 의 양정과 소비동력은 식(1)과 (2)와 같이 

유량의 변화에 따라 3차 다항식에 따라 변동하도

록 모델하 다. 개방형 지열히트펌 에서 열원측 

시스템양정은 지하수의 수 는 일정하고, 히트펌

와 배 부의 수두손실은 식(5)와 (10)과 같이 2

차식에 의하여 변동하도록 모델하 다. 시스템 수

두는 지하수 와 히트펌 와 배 의 수두손실의 

합으로 정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1) 

유량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 수두(HSYS)의 변

화를 표시하면 유량의 흐름에 무 하게 지하수

가 작용하고 유량에 따라 히트펌  유니트와 배

부에서 발생하는 수두손실이 Fig. 3과 같이 2차

함수 그래 의 형태로 증가한다. 지하수 공 시스

템의 가동 은 정해진 지하수 에서 펌 의 양정

(Fig. 2)과 시스템의 수두(Fig. 3)가 같아지는 유

량으로 결정된다. 지하수 가 5m이고 수 펌 가 

3단인 경우에는 Fig. 4와 같으며 유량의 변화에 

따라 펌 의 양정과 시스템 수두가 변동하며, 두 

곡선이 교차는 이 해당되는 조건에서 가동 이 

되며, 이 에서의 유량은 343.7LPM이다.

수치 인 방법으로 두 그래 가 만나는 을 

구하기 하여 펌  양정과 시스템 수두의 차이

값인 양정 잔류값(▵H)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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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래 가 만나는 에서 양정잔류치가 0이 

되며, 이 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

으나,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Newton- 

Raphson method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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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stem head vs flow rate diagram with three 

       ground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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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stem head of groundwater level 5m and 

          pump head of three-stage pump.

5.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시스템 성능 평가 기

개방형 지열히트펌 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평가하기 하여 시스템 COP를 비롯하

여 여러 가지 기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스템 

COP보다 단순한 기 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 이 시도되고 있으나, 가장 효과 인 기

으로 통일되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기 으로 

지하수 가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첫째,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의 시스템 

COP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장 표 인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용되는 지하

수 에 따라 선정된 펌 에 따라 시스템 COP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기 으로는 냉난방능력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Kananaugh and Rafferty[1]에서 상업용 지열히트

펌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었다. 

마지막 기 은 냉난방 운 시 시스템 체 소

비동력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기 을 사용하여 

지하수 에 따라서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

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5.2 시스템 COP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개방형 지열히트펌 의 

시스템 성능은 지하수 순환 시스템과 연계된 부

분에 국한하여 검토하 다. 시스템 성능에는 히트

펌  유니트  펌  유니트의 소비동력을 포함

하 으며, 부하측에서 실내로 열을 공 하기 하

여 사용하는 순환펌   팬코일 유니트 등은 제

외하 다.  지하수 수  5m, 15m, 25m의 세 가지 

경우에 하여 펌 를 선정하고, 지하수 와 펌  

데이터로 작동유량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시스

템 COP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정리한다.

Fig. 5는 지하수  5m에서 펌  단수를 1단～

11단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지하수 유량과 펌  

양정의 계를 나타낸다. 그래 에서 가장 왼쪽에 

치한 이 1단 수 펌 에서 시작하여 그래

를 따라서 단수가 증가하여 가장 오른 쪽에 11단 

수 펌 의 데이터가 치하 다. COPhp는 히트

펌  유니트의 COP로서 냉방과 난방을 (H)와 

(C)로 표시하 다. 단수가 증가하여 유량이 증가

할수록 냉방과 난방에서 히트펌  유니트의 

COPhp는 선형 인 경향으로 증가하며, 냉방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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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ystem and heat pump COPs for heating and 

        cooling modes for 5m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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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ystem and heat pump COPs for heating and 

cooling modes for 15m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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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ystem and heat pump COPs for heating and 

cooling modes for 25m water level.

의 증가 기울기보다 난방COP의 기울기가 큰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시스템 COP를 나타내는 

COPsys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냉방 시스템 COP는 6.34에서 시작하여 

4.84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 으나, 난방 시스템 

COP는 1단에서 4.53, 2단에서 4.59, 3단에서 4.53

을 거쳐서 지속 으로 감소하여 3.80까지 감소하

다. Fig. 6은 지하수 가 15m인 조건의 결과로

서 5m인 경우인 Fig.5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맨 왼쪽에 유량이 가장 작은 이 2

단 수 펌 이고 유량이 가장 많은 오른 쪽 끝

이 12단 수 펌 에 해당한다. 히트펌  유니트 

COP는 냉방  난방에서 모두 유량이 증가할수

록 지속 으로 상승한다. 지하수 유량이 증가할수

록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차가 작아져서 열교환기

를 통과하는 냉매의 열원온도가 냉방일 때는 낮

아지고 난방일 때는 높아지게 되어서, 유량이 증

가할수록 히트펌  유니트의 COP는 냉방과 난방

에서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냉방 시

스템 COP는 1단에서 6.15으로 시작하여 지속 으

로 감소하여 12단에서 4.65가 된다. 난방 시스템 

COP는 2단일 때 4.34에서 시작하여 3단에서 4.37

이 되고 4단에서는 4.31이 되고 그 이후로 지속

으로 감소하여 12단에서 3.64가 된다. 히트펌  

유니트의 COP와 달리 시스템 COP에는 수 펌

의 소비동력이 포함되므로 히트펌  유니트가 향

상되는 것보다 수 펌 의 소비동력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시스템 COP는 낮아지게 된다. 지

하수 가 25m인 경우 (Fig.7)도 다른 경우와 동

일한 경향을 보이며, 냉방과 난방에서 히트펌  

COP는 단수가 증가하여 유량이 증가할수록 향상

된다. 냉방 시스템 COP는 3단일 때 5.96에서 시

작하여 13단에서 4.48이 될 때까지 유량이 증가할

수록 지속 으로 감소한다. 난방 시스템 COP는 3

단에서 4.20으로 시작하여 4단에서 4.19로 감소하

고 5단에서 4.12로 감소하고 지속 으로 감소하여 

13단에서는 3.50이 된다. 

5.2 냉난방 능력에 한 펌  소비동력비

냉난방 능력에 한 펌 의 소비동력비는 냉방

과 난방 운  시에 각각 냉방능력 는 난방능력

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하수  5m에서 냉난방 능력에 하여 펌  

소비동력을 비율로 표시하면 Fig. 8과 같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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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11단까지 11개의 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하수  5m일 때, 난방능력에 한 펌  소

비동력의 비율은 Fig. 8과 같이 1단에서 0.007

으로 시작하여 단수가 증가할수록 지속 으로 

상승하여 11단에서는 0.074까지 증가한다. 냉방

능력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 곡선은 난방

능력에 한 곡선에 비하여 바로 아래에 치하

며, 1단에서 0.0055에서 시작하여 지속 으로 

상승하여 11단에서는 0.06까지 증가한다. 지하

수  15m에서도 2단에서 12단까지 11단계로 

Fig. 9에 표시하 으며, 지하수  25m에서도 3

단에서 13단까지 11단계로 Fig. 10에 표시하

다. Fig. 9에 표시된 지하수  15m인 경우에는 

2단에서 난방에서 0.012 그리고 냉방에서 0.010

에서 시작하여 단수가 증가할수록 지속 으로 

증가한다. Fig. 10에 표시된 지하수  25m인 

경우에는 3단에서 난방이 0.018 그리고 냉방이 

0.014로 시작하여 단수가 증가할수록 지속 으

로 상승하 다. Kavanaugh and Rafferty[1]에서

는 hp/100RT의 단 로 냉난방능력에 한 펌

 소비동력비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5를 

Excellent한 등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0.002에 해당한다.

5.3 시스템 소비동력에 한 펌  소비동력비

냉난방 운  시에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

소비동력에 한 펌 의 소비동력비는 냉방과 난

방 운  시에 냉방과 난방운 시 각각의 시스템 

소비동력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을 가리킨

다. 지하수 가 5m인 경우에는 1단에서 11단까지, 

지하수 가 15m인 경우에는 2단에서 12단까지, 

지하수 가 25m인 경우에는 3단에서 13단까지 

각각 11개의 데이터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

며, 지하수 가 5m인 경우의 유량변화에 한 시

스템 동력에 한 펌 소비동력비를 Fig. 11에 

나타냈으며, 15m와 25m를 각각 Fig. 12와 Fig. 

13에 나타내었다. 지하수 가 5m인 경우에는 

Fig. 1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1단에서 난방/냉방

에 하여 0.031/0.035에서 시작하여 지속 으로 

증가한다. 지하수 가 15m인 경우에는 Fig. 12에

서 나타낸 것과 같이 2단에서 0.056/0.06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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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tio of pump power and heating/cooling capacity 

for 5m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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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tio of pump power and heating/cooling capacity 

for 15m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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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atio of pump power and heating/cooling 

capacity for 25m water level.

 난방/냉방 데이터가 시작하여 지속 으로 증가

한며, 지하수 가 25m인 경우에는 Fig. 1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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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단에서 0.076/0.086으로 난방/냉방 데이터가 

시작하여 지속 으로 증가한다.  

 

5.4 시스템 평가 기  비교

앞에서 비교한 시스템 성능 평가기 에 한 

결과 값을 비교하기 하여, 시스템 COP와 냉난

방능력에 한 펌 동력비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

하는 Table 4와 같다. 시스템 소비동력에 한 펌

동력비는 냉난방 능력에 한 펌 동력비와 동

일한 경향을 보여서 비교에서 생략하 다. 

Heating/
Cooling

System COP
Pumping Fraction 

to Capacity

Flow
(LPM)

COPsys
Flow
(LPM)

Ratio

5m Heating 300.3 4.59 197.9 0.0069

Cooling 197.9 6.34 197.9 0.0055

15m Heating 269.1 4.37 166.8 0.0129

Cooling 166.8 6.12 166.8 0.0102

25m Heating 144.0 4.20 144.0 0.0181

Cooling 144.0 5.96 144.0 0.0143

Table 4 Comparison of System Performance Indices

펌  소비동력을 심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나

타내는 기 은 시스템 성능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난방 

운 의 경우는 시스템 성능의 기 이 5m와 15m

에서 각각의 기 으로 최고 시스템성능을 보이는 

조건이 다르다. 그러나, Fig. 5∼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시스템 COP의 값의 차이가 매우 작으므로 

략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결    론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에서 지하수 가 

시스템 성능에 하여 미치는 향이 매우 크

다. 수 펌 는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의 

열원을 공 하는 요한 구성요소로서 지하수

가 증가함에 따라서 펌 가 공 해야 하는 

양정도 이에 따라 증가한다. 지하수   시스

템 구성요소에 따라 합한 수 펌 를 선정하

고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시

스템 최 화에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

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의 최 화 설계의 일

부분으로서 히트펌 와 수 펌 의 특성을 반

하여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하수 수 가 5m, 

15m, 25m인 경우에 지하수를 시스템에 공 할 

수 있는 최  양정의 수 펌 가 가장 높은 시스

템 효율을 보 으며, 지하수 가 5m인 경우에는 

냉난방시스템 COP가 6.34/5.53이었으며, 15m인 

경우에는 6.12/4.34, 25m인 경우에는 5.95/4.20이 

되었다. 지하수 수 가 15m인 경우는 5m에 비하

여 냉방과 난방에서 각각 3.47%와 4.19%가 감소

하 으며 25m인 경우는 5m에 비하여 6.15%와 

7.28%가 감소하 다. 냉방 시스템 COP는 유량

의 증가에 따라서 시스템 COP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 으나, 난방 시스템 COP는 유량이 소량 

증가할 때에는 변화량이 으며 유량이 많이 증

가하며 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냉난

방능력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과 시스템의 

냉난방 소비동력에 한 펌 소비동력의 비율도 

유량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펌 를 심으로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는 기

이 시스템 COP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 하지는 

못하 으나, 시스템 COP의 값의 차이가 매우 작

으므로 시스템 COP의 경향을 반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시리즈의 수 펌  모델을 

용하여 개방형 지열히트펌  시스템의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데 국한되어 있으

나, 실무에 활용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포함하는 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 가

지 펌 에 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최 인 

펌 를 선정할 수 있는 최  설계 로그램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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