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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ating and cooling air conditioning field has been increasing the problems of energy consumption

and global warming in the world. A geothermal heat pump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highest

efficient heating and cooling system. In this study, the analysis about the test standards of the geothermal

heat pump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xecuted. From the research, the following results were given.

It is needed to address the domestic test standard for direct heat exchange geothermal heat pump. Water

to air multi geothermal heat pump test standard was only developed in Korea. The test standard to

calculate a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for cooling period and heat seasonal performance factor for

heating period should be newly developed to estimate actual annual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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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

서는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주

요 해결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크

게 전력생산, 열생산, 연료생산 산업분야로 구분되

어진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냉방, 난방,

급탕에 관련된 분야는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이

유일하다. 특히, 국가에너지의 약 30% 이상이 건축

물의 냉난방 분야에서 소모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현존하는 최고효율의 냉난방 시스템인 지열원 히트

펌프의 보급 확산 및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1].

지열원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지중열교환기,

히트펌프 유닛, 부하측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열

원 히트펌프의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중열교

환기 형태 및 고효율화에 대한 연구[2, 3]와 히트펌

프 성능 향상 및 고온수 제조와 시스템 최적화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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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지열원 히트펌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히트펌프 유닛에 대한 인증제

도 또는 최소 성능 기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시하

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달리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연간

운전 특성을 반영한 성능 평가 및 관련 규격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과 관련한 성

능 평가 관련 규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의 연간 운

전 성능 평가 규격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 성능 평가 규격

2.1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의 종류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열원(heat source) 및

열침(heat sink)의 종류에 따라 토양 이용 히트펌프

(GCHP, Ground Coupled Heat Pump), 지하수 이용

히트펌프(GWHP, Ground Water Heat Pump), 지표수

이용 히트펌프(SWHP, Surface Water Heat Pump),

지중 직접 열교환 히트펌프(Direct Geoexchanged

heat pump)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6]. 지열원 히트펌

프 유닛은 열원측에서 지중 및 지하수와 열교환을

위해 액체의 작동유체가 사용된다.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평가 규격과 인증기준에 따라 Table 1과 같이

3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2.2 국외 규격

지열원 히트펌프는 열원측 열교환기의 2차 유체

가 액체가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평가 규격으로 수열원 히트펌프 관련 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수열원 관련 국외규격으로는 국제표

준규격인 ISO 13256-1[7], ISO 13256-2[8]와 미국

냉동협회 규격인 ARI 320[9]가 일반적으로 적용되

고 있다. 유럽에서는 DIN EN 14511 규격이 수열원

히트펌프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10]. ARI

330[11]과 ARI 325[12], ARI 870[13]이 지열원 히트

펌프에 국한된 규격으로 각각은 지열원 폐루프형

히트펌프, 지하수-지표수 이용 히트펌프, 지중 직접

열교환 방식의 히트펌프에 관한 성능 평가 규격

이다. 

ISO 13256-1, ISO 13256-2는 물을 열원으로 사용

하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제작된 히트펌프

에 대한 성능테스트 및 평가기준으로 지하수, 지중

열을 열원으로 적용하는 히트펌프 뿐 만 아니라 냉

각탑을 이용한 폐루프 형태의 수열원 히트펌프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ISO 13256-1은 부하측 2

차유체가 공기인 히트펌프에 적용되고, ISO 13256-

2는 부하측 2차 유체가 물인 히트펌프에 적용되며,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조건 및 시험절차와 용량 및

효율 산정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ARI 320은 미

국 냉동협회(America Refrigeration Institute)에서 시

행하고 있는 단체 인증 규격으로 물을 열원으로 하

여 공장에서 제작된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히트펌

프의 정의, 시험 및 평가조건에 대한 기준이다. ARI

320은 지열원을 적용하는 히트펌프는 포함하고 있

지 않으며 냉난방 기기 뿐 만 아니라 냉방전용기기

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의 DIN EN 14511 규격은 물을 열원으로 하

는 규격으로 부하측이 공기, 물 등을 2차 유체로 사

용하며, 공간 냉난방과 바닥난방 및 급탕 기능을 수

행하는 히트펌프와 칠러 및 공조기에 대한 시험 방

법과 운전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열원측에

대하여 토양이용 히트펌프와 지하수-지표수를 이용

하는 시스템 및 지중직접 열교환 방식의 히트펌프

에 대한 운전 조건도 함꼐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

내에는 지중 직접 열교환 방식의 히트펌프에 대한

시험 규격은 없는 상태이다. 

ARI 325는 지하수-지표수를 열원으로 하여 공장

에서 제작된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히트펌프의 정

의, 시험 및 평가조건에 대한 기준이다. ARI 320과

마찬가지로 냉난방 기기 뿐 만 아니라 냉방전용기

기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ARI

330은 토양이용 히트펌프인 수직형 또는 수평형 밀

폐식 폐루프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에 대한 정의, 시

Table 1. Classification of a geothermal heat pump unit

Geothermal heat 

pump type

Secondary fluid No. of indoor 

heat exchangerHeat source Load

Water to water 
Water or 

Antifreeze 

solution

Water 1

Water to air Air 1

Water to air 

multi
Air More th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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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평가조건에 대한기준이다. ARI 870(Direct

Geoexchanged heat pump)은 냉매공급 배관이 직접

지하 폐루프와 연결되어 지중과 열교환하는 히트펌

프 성능 평가에 대한 규격으로 히트펌프의 열원측

열교환기가 지중에 직접 매설되는 히트펌프의 성능

평가 규격이다. 지중 직접 열교환 방식의 히트펌프

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2.3 국내 규격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관련 국내규격으로는 현재

국제표준규격인 ISO 13256 규격을 한국 산업규격

으로 부합화한 KS B ISO 13256-1, KS B ISO

13256-2 [14, 15]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 한

국에너지공단에서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평가 규격

으로 사용하고 있는 KS B 8292, KS B 8293, KS B

8294 가 있다[16-18]. 

KS B 8292, 8293과 8294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촉

진법에 의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정한 지열원 히

트펌프 기술기준인 NR GT 101, NR GT 102, NR

GT 103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과 2016년에

KS 규격으로 개편한 것이며, 현재 지열원 히트펌프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KS B 8292과 KS B 8293은 각각 물을 열원으로

사용하여 부하측에서 냉매와 물 또는 냉매와 공기

가 열교환하는 방식으로 지하수, 지중열을 열원으로

적용하는 히트펌프 유닛과 냉각탑을 이용한 폐루프

형태의 수열원 히트펌프 유닛에도 적용되고 있다.

KS B 8294는 KS B 8293과 유사하나, 냉매와 공기

가 열교환하는 실내기(실내열교환기)가 복수대로

설치된 시스템이다. 즉,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프이

며, 전세계적으로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프에 대한

시험규격으로는 유일하다. 

2.4 인증 규격 및 특이 사항

국내외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 성능 평가 관련 규

격은 성능 시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규격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고효율장비로의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히트펌프 유닛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히트펌프의 열원측 열교환기와

부하측 열교환기의 2차 유체 유입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을 신재생에너

지 설비로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 유닛

에 대한 최소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기준 수립

이 필요하다. 다음은 유럽, 미국, 한국에서의 히트펌

프 제품 인증 기준 및 관련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s 2와 3은 유럽의 물 대 공기 지열원 히트펌

프, 물 대 물 지열원 히트펌프 각각에 대한 시험 기

준과 인증 기준을 나태내고 있다. 지중 직접 열교환

지열원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기준도 있는데, 이 시

스템에 대해서는 열원측의 2차 유체가 없이 히트펌

프의 실외열교환기 냉매가 지중과 직접 열교환하기

때문에 냉매의 증발온도를 시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정격조건에서의 성능이며 난방

전용 기기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물대공기 히트펌프

유닛을 제외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바닥 난방 제품

과 팬코일 적용 제품에 대하여 부하측의 성능 인증

기준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본 인증기준은

DIN EN 14511 규격에 따르고 있다[10]. 

유럽과 달리 미국의 시험 규격인 ARI에는 지열원

히트펌프의 시험조건과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히트펌프의 인증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

서도 고효율의 인증 제품 보급을 위해 Energy Star

(Geothermal heat pump)에 시험규격과는 별도로 지

Table 2. Certified standard of Europe (Water to air

geothermal heat pump)

Type

Test condition (oC)
Certified 

standard

Heat source

(Inlet : Outlet)

Load - air

(Inlet - DB/WB)
COP

Water to air 15 : 12 20/15 3.3

Water

(Loop) to air
20 : 17 20/15 3.3

Brine to air 0 : -3 20/15 3.3

Table 3. Certified standard of Europe (Water (Deep) to

water geothermal heat pump)

Type

Test condition (oC)
Certified 

standard

Heat source

(Inlet : Outlet)

Load 

(Inlet : Outlet)
COP

Floor 

heating
10 : 7 30 : 35 4.2

Fan coil 10 : 7 40 : 4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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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 히트펌프 제품의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nergy Star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에너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에너지효율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품목은 에어콘, 세탁기, 냉장

고 등 가전기기부터 창문, 출입문, 지붕 등 주택 단

열품목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다. 지난 10년간

Energy Star 제품이 소비되었고, 7000여개 기업과 단

체가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가입하는 등 범 친환

경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냉동공조기기 관

련 품목만 하더라도 룸에어컨디셔너, 공냉식 히트펌

프, 제습기, 중앙식 공조기, 팬, 공기청정기, 환기장

치, 지열원 히트펌프 등 여러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높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Table

4는 Energy star의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효율기

준을 나타낸다. 개방형과 밀폐형 및 지중 직접열교

환 지열원 히트펌프 제품에 대하여 각각 물대물 및

물대공기 시스템에 대한 냉난방 효율 기준을 나타

내고 있으며, 매년 효율 기준을 높이고 있다. 물대물

및 물대공기 지열원 히트펌프 시험조건은 ISO

13256규격의 정격 시험 조건을 따르고 있으며, 지중

직접열교환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ARI 870 규

격을 따르고 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에서 지열원 히트

펌프 유닛의 성능 인증 기준은 열을 이송시키는 매

체와 실내 열공급 방법에 따라 KS B 8292, KS B

8293, KS B 8294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격 시험 조

건에서의 성능 지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물대물 지

열원 히트펌프와 물대공기 지열원 히트펌프 및 물

대공기 지열원 멀티형 히트펌프의 최소 요구 성능

은 Table 5와 같다. 현재 국내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

인증 기준은 유럽 및 미국과 동등 수준 이상의 인증

기준을 갖고 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온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달

리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히트펌프 유닛과 열

원측의 지중열교환기가 별도로 설치되며, 지중열교

환기 설치에 따른 시스템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

[19]. 일반적으로 순환수 유량이 증가할수록 히트펌

프의 성능은 향상된다. Fig. 1은 Chung and Choi[19]

의 연구 결과로서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의 지중 순

환수 유량 변화에 따른 수직밀폐형 지열원 히트펌

프 시스템의 지중열교환기 길이 변화를 나타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히트펌프 및 지중순환수 유량

증가에 따라 지중열교환기 길이가 증가하며 이는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시공비용 증가를 유발하

므로 히트펌프 선정 시에 COP 등의 성능뿐만 아니

라 히트펌프의 유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유럽의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인증 기준은 Tables

2,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환수의 입출구 온도를 제

한함으로써 유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Energy Star 시험 규격인 ISO 13256에서는 히트펌프

입구 온도 조건만이 주어져 있고, 히트펌프의 2차

Table 4. Certified standard of geothermal heat pumps in

Energy Star 

Type Cooling COP Heating COP

Water to 

air

Closed loop 4.1 3.3

Open loop 4.7 3.6

Water to 

water

Closed loop 4.4 3.0

Open loop 5.6 3.4

DX geoexchange 4.4 3.5

Table 5. Certified standard of geothermal heat pumps in

Korea

Operating mode Heat pump type Certified COP

Cooling
Open loop system 5.04

Closed loop system 4.31

Heating
Open loop system 3.78

Closed loop system 3.62

Fig. 1. Ground loop heat exchanger length according to

flow rat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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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유량은 히트펌프 제조사가 제시한 유량을 선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량 제한에 대한 조건이 구

비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시험 규격인 KS B

8292, 8293, 8294는 ISO 13256과 같이 시험조건에

히트펌프 2차 유체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

로 “열원 및 부하측 순환수 유량” 항목에 “순환수

유량은 정격 용량을 기준으로 3.5 kW당 0.19 L/s(또

는 11.4 L/min) +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냉방 및

난방시 순환수 유량은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히트

펌프의 2차 유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KS B

8292, 8293, 8294 규격 제정 이전의 NR GT 규격에

서 순환수 유량 제한이 없었던 경우에는 IS0 13256

규격과 같이 히트펌프 제조사가 제시한 유량으로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인증을 했었을 때는 Fig.

2[20]와 같이 순환수 유량이 커도 COP가 낮은 제품

들이 사용되어 지중열교환기 길이 증가로 시공비용

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 제정된 KS B

8292, 8293, 8294에서는 이를 보완한 상태이다. 특

히, 유럽 규격은 난방에 대해서만 인증 규격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내의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

시험 및 인증 규격은 냉난방 모두 적용 가능하고 지

열원 히트펌프 유닛의 유량 조건도 명기함에 따라

관련 국제 규격과 비교하여 매우 구체화되고 성능

과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시공비용 등을 고려

한 우수한 시험 규격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내 규격

은 지중 직접 열교환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에 대한

시험규격 및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3. 히트펌프 성능 평가 동향

히트펌프는 다양한 열원을 활용하여 저온상태로

존재하는 재생열원을 이용하여 온수, 난방 및 냉방

열원을 만들 수 있는 고효율의 열변환 기기이다. 따

라서 히트펌프는 본 연구 대상의 지열뿐만 아니라

공기(대기)를 포함한 다양한 열원과의 연계조합기

술이 용이하며, 단일기기로는 CO2 발생 저감 효과

가 가장 큰 냉난방 겸용기기로서 세계적으로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전술한 지열원 히

트펌프 유닛 관련 규격 외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공기 열원 등을 활용한 증기압축식 시스템을 적용

하는 에어컨과 히트펌프 유닛 관련 분야에 적용되

고 있는 성능 평가 관련 방법에 관한 동향을 고찰하

였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량

을 정량화하기 위해 히트펌프의 성능지표를 국가별

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

반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연간에너지소비량을 규정

할 수 있는 APF(Annual Performance Factor) 등을 공

식화함으로써, 정부와 소비자에게 히트펌프의 효용

성을 전달하고 보급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APF는

개념적으로 히트펌프의 연간 총생산열량을 연간 총

소비전력으로 나눈값이다 

히트펌프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인자로

지금까지 냉방시는 EER(또는 COPc), 난방시는

COP(또는 COPh)를 사용하여 각 하나의 시험 조건

(대개 정격 조건 또는 최대 부하운전 조건)에서 에

너지 효율(냉방 또는 난방능력/소비전력)를 사용하

여 왔다. 이러한 인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

은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에너지 표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고효율의 히트펌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별로 연중 부하 및 열원 조건

의 변화에 따른 제품의 효율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

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거나 채택하여 에너지

표시를 하고 있다. 히트펌프의 연간 효율을 나타내

기 위한 변수로는 APF, SPF(Seasonal Performance

Factor) 등이 있으며, SEER(Seasonal Energy Effici-

ency Ratio)은 하절기 냉방기간의 성능지표이며,

HSPF(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은 동절

기 난방기간의 성능 지표로 모두 개념적으로 해당

Fig. 2. Flow rate and COP of the heat pump using NR

GT ser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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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의 히트펌프 생산열량 대비 총소비전력의

비를 의미한다. 동일한 히트펌프 제품을 적용하여도

지역별로 연간 외기온도가 다르므로 연간 효율 변

수들은 지역별로 다른 값을 나타낸다. 

일본은 2006년부터 에어컨디셔너의 효율 표시제

도를 APF(Annual Performance Factor) 또는 SPF

(Seasonal Performance Factor)로 개정하였으며, 미국

의 에너지 가이드에서도 일부제품의 효율을 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로 표시하고 있

다. 유럽연합은 에어컨디셔너 효율 측정에 IPLV

(Integrated Part Load Value)을 채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ISO에서는 기존의 규격에

APF를 적용하여 향후 모든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효

율 표시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외기 온도를 고려한 히트펌프의 기간 효

율인 SEER과 HSPF 등을 히트펌프의 실제 효율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간 성능과

관련된 규격은 공기열원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Eq. (1)에서 Eq. (10)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미국의 ASHRAE 116[21]과 유럽의 EN 14825

[22]의 하절기 성능계수인 SEER과 동절기 계절 성능

계수인 HSPF 산정 절차를 나타낸다. EN 14825에는

ASHRAE 116과 달리 난방기간에 보조 히터가 구비

된 경우에 대한 HSPF 산정 변수가 추가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hj : 해당빈온도에서의 시간 (hr)

 Pc : 빈온도에서의 냉방부하(kW)

Ph : 빈온도에서의 난방부하(kW)

 Tj : 빈온도(oC) 

PLR : 빈온도에서의 부분부하계수

Pdesignc : 설계 냉방부하(kW)

Pdesignh : 설계 난방부하(kW)

EERbin : 빈온도에서의 EER 

EERDC : DC에서의 EER

 COPbin : 빈온도에서의 COP

COPDC : DC에서의 COP

CR : DC와의 용량비

Cdc : 냉방성능 감소계수 (0.9)

Cdh : 난방성능 감소계수 (0.25) 

상기 SEER과 HSPF는 외기온도에 대하여 빈온도

(Bin Temperature)를 설정하여 각각의 빈온도에서

냉방부하 및 난방부하를 산정하고, 각각의 빈온도에

서 히트펌프의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SEER 및

HSPF를 산정한다. SEER과 HSPF는 정속형 히트펌

프뿐만 아니라 용량가변형의 공기열원 히트펌프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용량가변형 히트펌프의 경우에

는 압축기 정격 회전수, 최소회전수와 최대회전수에

서의 성능 시험 자료가 사용된다. 또한,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공기 열원 히트펌프의 성능이 변화되

므로, 2개 또는 4개의 외기온도에서의 히트펌프 성

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SEER과 HSPF를 산정한다. 

현재까지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실외열교환기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외기온도에 따라 히트펌

프의 성능이 변화된다. 또한, 외기온도에 따라서 건

물에서 필요한 냉방 난방 부하량이 산정된다. 그러

므로, SEER 및 HSPF 산정시에 해당 지역의 외기 빈

온도에 따른 히트펌프의 냉방 또는 난방용량과 해

당 온도에서의 COP 또는 EER을 적용하여 SEER과

SEER = 

 

j 1=

n

∑ hj×Pc Tj( )

 

j 1=

n

∑ hj

Pc Tj( )

EERbin Tj( )
----------------------------
⎝ ⎠
⎛ ⎞

---------------------------------------------------

Pc Tj( ) = PLR Tj( )×Pdesignc

PLR Tj( ) = 
Tj 16–( )

35 16–( )
----------------------

EERbin = EERDC×
CR

Cdc CR× 1 Cdc–( )+
----------------------------------------------------

CRcooling = 
Pc Tj( )

DC
----------------

HSPF = 

 

j 1=

n

∑ hj×Pc Tj( )

 

j 1=

n

∑ hj

Pc Tj( ) elbu Tj( )–

COPbin Tj( )
-------------------------------------------+elbu Tj( )⎝ ⎠
⎛ ⎞

-------------------------------------------------------------------------------------------

Ph Tj( ) = PLR Tj( )×Pdesignh

PLR Tj( ) = 
Tj 16–( )

Tdesignh 16–( )
-------------------------------------

COPbin = COPDC×
CR

Cdh CR× 1 Cdh–( )+
-----------------------------------------------------

CRheating = 
Ph Tj( )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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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F를 산정할 수 있다. 

Fig. 3[23]은 토양이용 히트펌프 중에 수직밀폐형

지열원 히트펌프의 외기온도와 히트펌프의 실외열

교환기 유입 온도를 나타낸다. 외기온도 변화와 히

트펌프 실외열교환기 입구온도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일자별로 변화 경향성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연간 성

능 계수는 외기의 빈온도에 따라 건물 부하량을 산

정하고, 동일 빈온도를 히트펌프 실외열교환기 유입

온도로 사용하여 얻은 히트펌프 성능 자료로 활용

하여 SEER과 HSPF의 지역별 연간 성능 계수를 산

정한다. 하지만, 지열원 히트펌프는 외기온도와 무

관하게 히트펌프가 설치된 건축물의 연간 부하량과

일일 사용패턴 등에 따라 히트펌프 실외열교환기

유입온도가 변화되므로 공기열원 히트펌프에서 사

용되고 있는 SEER 및 HSPF를 적용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지열원 히트펌프의 운전 특성에 기반한

SEER과 HSPF 등의 지열원 히트펌프 연간 성능 효

율 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규격 및 인증 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열원 히트펌프

의 연간 성능 평가 및 에너지소모량과 CO2 저감율

등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하리라고 분석된다. 

4. 결 론

국내 지열원 히트펌프의 성능 평가 규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히트펌프 성능 평가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물대물, 물대공기 지열원

히트펌프와 지중 직접 열교환방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평가 규격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지중 직접 열교환 방식의 히트펌프에 대한 시험 규

격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보완이 요구

된다. 

국내 지열원 히트펌프 규격에는 복수의 실내열교

환기를 갖는 첨단 물대공기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프 성능 평가 규격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사용되

고 있다. 

현재 국내의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 시험 및 인증

규격은 냉난방 모두 적용 가능하고 지열원 히트펌

프 유닛의 유량 조건도 명기함에 따라 관련 국제 규

격과 비교하여 매우 구체화되고 성능과 지열원 히

트펌프 시스템의 시공비용 등을 고려한 우수한 시

험 규격으로 분석된다. 

히트펌프의 연간에너지 소모량 및 CO2 발생량 산

정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가장 널리 보급된 공기열

원 히트펌프 등에서는 지역별 기상 조건을 고려한

연간 성능계수를 산정하여 히트펌프의 성능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열원 히트펌프에 대한 연간 성

능계수 산정에 관한 규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상 외기온도와 다른 지중온도 변화패턴을

갖는 특성을 고려한 지열원 히트펌프의 계절 성능

계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 또는 규격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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