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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newable energy systems are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zero energy building (ZEB). Moreover,

the integrated system using solar and geothermal energy has been developed for heating, cooling and

power of the building.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onsidering various design factors for system

design. In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the optimal design method for the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quantitatively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ynamic simulation. Moreover,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system performance. Through the performance

and economic analysis results, the optimal design method of the tri-generation system was proposed.

Key words: Tri-generation system, Optimal design(최적설계), Performance analysis(성능분석),

Economic analysis(경제성분석)

기호 설명

COPSYS : 시스템 COP

QGSHP  : 지열 히트펌프 생산열량 (kW)

QPVT  : 태양광열 모듈 생산열량 (kW)

PHP  : 히트펌프 소비전력 (kW)

PP  : 순환펌프 소비전력 합계 (kW)

PFCU  : 팬코일유닛 소비전력 (kW)

EF  : 시스템 성능 증감률 (%)

FRef  : 비교대상의 에너지 성능

FBase  : Base Case의 에너지 성능

PF  : 비반복 비용

PA  : 반복 비용

CF  : n년 후에 발생하는 최종비용

CA  : 매년 발생하는 비용

i  : 실질할인율

1. 서 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

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

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건물부문

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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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빌딩은 친환경적으로 에

너지 생산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

여 건축물 에너지 자립화를 실현하고 있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

상 및 전력 탈탄소화, 기존의 화석연료 대체 등의 목

표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히트펌프와 같은 소·중규모 시스템이

건축물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에

서는 다양한 패턴의 냉난방 및 급탕부하가 존재하

기 때문에 태양광 및 태양열 시스템과 같이 에너지

생산이 간헐적인 경우 안정적으로 건물부하에 대응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신재생에너

지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물부하에 안정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열 모듈과 지열 히트펌프

를 결합한 Tri-generation 시스템이 다각적인 측면에

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Nouri et al.[1]은 종래의 냉난방 공조시스템과 Tri-

generation 시스템에 대해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Miglani et al.[2]은 건축물의 탈

탄소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시스템

도입비용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Tri-generation 시

스템 설계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Xia et al.[3]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애주

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제안하였고,

Thygesen and Karlsson [4]은 태양열 또는 태양광 패

널과 지열 히트펌프의 조합을 통해 경제성에서 효

과적인 용량설계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Franco

and Fantozzi[5]는 Tri-generation 시스템의 에너지 분

석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

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 설계방법은 건물부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열 히트펌프 유닛을

중점적으로 용량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

템 전체의 도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 융복합 시스템 설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Tri-generation 시스템 용량설계에서 태양광열 모

듈에서 생산된 열량을 고려하고, 축열조를 활용하여

피크부하에 대응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용량설계방

법보다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설계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i-generation 시스템의 용

량 설계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 성능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각 유닛의 설계용량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 성능분석 결

과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에너지 성

능측면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시스템 용량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시스템 용량 설정을 위한 설

계 방법 개발을 위해 기기 용량(히트펌프 용량, 지

중열교환기 길이, 태양광열 모듈 용량, 축열조 용량)

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및 ROI(Return of

Investment)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2. Tri-generation 시스템

2.1 Tri-generation 시스템 개요

Fig. 1은 Tri-generation 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낸

다. 시스템은 축열조, 지중열교환기, 태양광열 모듈,

히트펌프, 팬코일유닛 등으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 구성으로 건물의 전력,

온열 및 냉열의 세 가지 에너지 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지열 히트펌프로 인해 연중 안정적인 에너

지 생산성을 가지며, 태양광열 모듈에서 생산된 전

력은 시스템 운전에 자체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리드

에 연결되어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의 피크부

하를 지열 히트펌프와 태양광열 모듈에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설계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냉열과 온열이 동시에 필요한 운전조

건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물 부

하패턴에도 도입이 가능하다.

Fig. 1. Concept of the Tri-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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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ri-generation 시스템 운전방법

Fig. 2는 Tri-generation 시스템의 운전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시스템 냉난방 및 축열운전

알고리즘은 Bae et al.[6]의 제어로직을 참고하였다.

난방운전은 실내온도가 20°C 이하가 되면 실시되

며, 축열조(2)의 내부온도가 45°C 이상일 경우 축열

조(2)를 이용한 난방운전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히트펌프를 이용한다. 이 때, 히트펌프는 축

열조(1) 및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 중, 높은 온도를

열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냉방운전은 실내온도가

26°C 이상이 되면 지열 히트펌프만을 이용하여 냉

방운전을 수행한다.

축열운전은 태양광열 모듈에 의한 축열운전이 가

장 우선적이며, 태양광열 모듈의 출수온도가 축열조

(2)의 내부온도 보다 5°C 이상 높을 경우 축열조(2)

에 대한 축열운전을 수행한다. 그러나, 태양광열 모

듈을 이용한 축열운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히트

펌프를 활용하여 축열운전을 수행한다.

2.3 Tri-generation 시스템 성능예측모델

본 연구에서는 동적해석이 가능한 TRNSYS 17을

이용하여 Tri-generation 시스템의 성능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시스템 성능예측모델을 통해 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성능을 계산하고, 에너지 성능 결과에

근거하여 ROI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물부하모델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부하해석을 수행하였다. 부하모델

의 규모와 입력조건은 선행연구[6]를 참고하였다.

건물 각 부위의 단열조건은 ‘건축물에너지 절약설

계기준’의 중부2지역에 근거하였다. Table 1은 건물

부하모델의 단열조건을 나타낸다.

Table 2는 부하해석의 입력조건을 나타낸다. 재실

인원은 4명으로 입력하였으며, 내부 발열량은 ISO

7730[7]에 근거하였다. 냉난방 설정온도는 ISO

13790[8]에 근거하여 난방 20°C, 냉방 26°C로 설정

하였다. 또한, 침기량 및 환기량은 ASHRAE [9]에

근거하여 시간당 각 0.4회, 0.5회로 입력하였다. 가

정용 온수의 사용량은 252 L/day로 설정하고, 급탕

스케줄은 선행연구[10, 11]를 참고하였다.

Table 3은 시스템 성능예측모델에 이용된 컴포넌

트(Component)의 입력조건을 나타낸다. 태양광열

모듈은 액체식 무창형으로 총 7장을 설치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태양열 흡수기는 모듈 1장당 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전력효율은 16.1%

로 입력하였다. 지중열교환기는 수직밀폐형으로 보

어홀 1공, 설치깊이는 150m로 가정하였다. 축열조

는 열원측과 부하측에 각각 1개를 설치하였다. 열원

측 설계용량은 1.5m3이고, 설정온도는 15°C로 지중

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력하였다. 한편, 부하측

Fig. 2. Control algorithm of the system.

Table 1. Thermal transmittance condition

Parameter Value

Walls 0.24 W/m2·K

Roofs 0.15 W/m2·K

Floors 0.29 W/m2·K

Windows 1.50 W/m2·K

Table 2. Load analysis condition

Parameter Value

Floor area 139.6 m2

Indoor set point temp.
Heating: 20°C

Cooling: 26°C

Heat gain

People: 75 W/person

Lighting: 5 W/m2

Equipment: 5 W/m2

Infiltration flow 0.4 1/h

Ventilation flow 0.5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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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조의 설계용량은 0.5m3이고, 설정온도는 45°C

로 입력하였다.

히트펌프 용량은 건물부하모델의 피크부하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냉난방 부하해석 결과,

냉난방 피크부하는 각각 3.14 kW, 8.61 kW로 계산

되었다. 이를 통해, 히트펌프 용량은 2.5usRT로 설

계하였다. 또한, 팬코일유닛의 용량은 히트펌프의

설계용량에 근거하였다.

3. Tri-generation 시스템 초기 용량산정

3.1 시스템 초기 용량산정

건물의 피크부하에 근거하여 히트펌프의 설계용

량을 2.5usRT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중열교환

기는 2.5usRT 규모로 보어홀 1공, 설치깊이는 150m

로 가정하였다. 히트펌프 용량에 따른 연간 소비전

력을 근거로 태양광열 모듈의 설치개수를 결정하였

다. 축열조의 용량은 단독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규모로 설정하였다. Table 4는 각 유닛의 초기

설계용량을 나타낸다.

3.2 Case Study 조건설정

Table 5는 Case Study 조건을 나타낸다. 초기 설계

용량을 Base Case(Case 1)로 설정하였다. 이는, 안전

율(Safety factor)을 고려하지 않고, 피크부하에

100% 대응하는 히트펌프 용량 설계방법이다. 반면,

Case 2는 안전율 20%를 고려한 히트펌프 용량 설계

방법이고, Case 3은 태양광열 모듈의 생산열량이 히

트펌프 설계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가정

하여 피크부하의 80%로 히트펌프의 용량을 설계하

는 방법이다. Case 4와 Case 5는 태양광열 모듈의 생

산열량 및 축열조의 활용이 히트펌프뿐만 아니라

지중열교환기의 설계용량을 감소시켜도 건물부하

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고, 히트펌

프와 지중열교환기의 용량을 80% 수준으로 설계하

는 방법이다.

한편, 태양광열 모듈의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에

너지 성능과 더불어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시

스템 설계방법을 찾기 위해 Case 6 및 Case 7과 같

이 설정하였다. 또한, 축열조의 용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열량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설

계용량을 감소시켜도 충분히 건물부하에 대응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Case 8 및 Case 9와 같이 용량 설

계방법을 설정하였다.

Table 3. Component condition

Component Parameter Value

PVT collector

(Type 560)

Type Unglazed-water

Size 6.958m × 1.937m

Tubes 21/collector

PV efficiency 16.1%

Ground heat 

exchanger

(Type 557a)

Type Vertical closed-loop

Number of 

boreholes
1

Borehole depth 150m

Heat storage 

tank 1

(Type 4c)

Volume 1.5m3

Setpoint Temp. 15°C

Heat storage 

tank 2

(Type 4c)

Volume 0.5m3

Setpoint Temp. 45°C

Heat pump

(Type 927)

Type Water-to-Water

Capacity 2.5usRT

Fan coil unit

(Type 987)
Capacity

Heating 9 kW

Cooling 9 kW

Table 4. Initial system capacity

Heat Pump (RT) GHX (m) PVT (kW) HST (m3)

2.5 150 2.0 0.5

Table 5. Case study condition

Case
Heat Pump

(%)

GHX

(%)

PVT

(%)

HST

(m3)

1 100 100 100 0.5

2 120 100 100 0.5

3 80 100 100 0.5

4 100 80 100 0.5

5 80 80 100 0.5

6 100 100 120 0.5

7 100 100 50 0.5

8 100 100 100 1.0

9 80 80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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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ase Study를 통해 시스템의 설계인자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경제성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4. 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분석

4.1 시스템 성능분석

시스템 COP는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부하에 대

응하기 위해 지열 히트펌프와 태양광열 모듈에서

생산된 열량과 시스템 운전을 위해 작동된 각 유닛

의 소비전력을 통해 산출하였다. 아래의 식 (1)을 이

용하여 시스템 COP를 계산할 수 있다.

(1)

Fig. 3은 식 (1)을 이용하여 산출된 Case 1(Base

Case)의 월별 시스템 COP를 나타낸다. 건물의 냉난

방 부하가 비교적 많은 동절기와 하절기의 시스템

COP는 최대 4.12(11월), 5.09(8월)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건물부하가 적은 중간기의 시스템 COP는 최

대 5.99(4월)로 계산되었다.

중간기(4~5월 및 9~10월)의 태양광열 모듈 생산

열량은 우수한 일사조건으로 인해 동절기 및 하절

기 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중간기의 시스템 운

전시간은 단축되어 소비전력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

라, 중간기의 시스템 COP는 태양광열 모듈의 증가

된 생산열량과 감소된 시스템 소비전력으로 인해

동절기 및 하절기 보다 향상되었다.

한편, 시스템 구성요소의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성능 증

COPSYS = 
QGSHP QPVT QDHW+ +

PHP PP PFCU+ +
-----------------------------------------------------------

Fig. 3. System COP of the case 1 (Base Case). Fig. 4. EF according to des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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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률(Effect Factor, EF)을 계산하였다. 아래의 식 (2)

를 통해 성능 증감률을 산출할 수 있다.

(2)

Fig. 4는 설계인자에 따른 시스템 성능 증감률을

나타낸다. (a)는 히트펌프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시

스템 성능 증감률을 나타낸다. 히트펌프 용량에 안

전율을 고려하여 3.0usRT로 설계하였을 때, 시스템

연평균 성능은 6.1% 향상되었다.

한편, 히트펌프 용량이 2.0usRT로 감소되었을 때,

시스템 연평균 성능은 5.7% 저하되었다. 태양광열

모듈의 생산열량은 10.3% 감소하였으나, 지열 히트

펌프의 생산열량은 Base Case의 설계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하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운전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시

스템 소비전력은 Base Case의 설계용량 보다 4.5%

증가되었다.

(b)는 지중열교환기 및 히트펌프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증감률을 나타낸다. 지중열교환기

설계용량만 80%로 감소하였을 때, 시스템 연평균

성능은 2.8% 저하되었다. 한편, 지중열교환기와 히

트펌프의 용량을 80%로 설계했을 경우, 시스템 연

평균 성능은 7.7% 저하되었다. 이는, 히트펌프 용량

2.0usRT(Case 3)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소비전력 증

가에 의한 성능저하로 판단된다.

(c)는 태양광열 모듈의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시

스템 성능 증감률을 나타낸다. 태양광열 모듈의 용

량이 20% 증가했을 때, 시스템 연평균 성능은 5.1%

향상되었다. 시스템 성능은 안전율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방법(Case 2)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사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간기 및 하절기

의 시스템 성능이 높게 계산되었다.

(d)는 축열조의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

능 증감률을 나타낸다. 축열조 용량증가에 따른 시

스템 연평균 성능은 0.7%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설계조건에서 축열조의 용량증대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축열조 용량 1.0m3(Case 9)로 설계하고 히

트펌프와 지중열교환기 용량을 80%로 감소했을 경

우, 시스템 연평균 성능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또

한, 축열조 용량 0.5m3(Case 5)와 성능을 비교하면

축열조 용량 증가가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EF %  = 
FRef FBase–

FBase

-------------------------------- × 100

Fig. 5. ROI results according to des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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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부하조건 보다 시스템

용량이 작게 설계되어도 축열조를 통해 충분한 열

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하 조건에 100% 대응하

는 시스템 용량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가

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경제성분석

시스템 구성요소의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ROI(Return of Investment) 분석을 통해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초기투자비용 및 에너지 비용은 선행연구[6]을 참조

하여 산출하였다(Table 6).

본 연구에서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을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6]에서는 기존 냉난방 공조시스템 대비 Tri-

generation 시스템의 초기투자비용 회수기간을 13년

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OI 분

석기간을 13년으로 설정하고, 아래의 식 (3)~(5)를

통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3)

(4)

(5)

Fig. 5는 설계인자에 따른 ROI 분석결과를 나타낸

다. (a)는 히트펌프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ROI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안전율을 20%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이 3.0usRT(Case 2)로 설계될 때, 비용은 6.0%

증가되었다. 반면, 2.0usRT(Case 3)의 경우 비용은

2.8% 감소되었다.

(b)는 지중열교환기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ROI 분

석결과를 나타낸다. 지중열교환기 용량만 감소한

Case 4는 비용을 4.5% 절감하였으며, 지중열교환기

와 히트펌프 용량을 모두 감소한 Case 5는 비용을

7.5% 절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성 측면에

서 히트펌프 용량 감소 보다 지중열교환기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공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c)는 태양광열 모듈의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ROI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태양광열 모듈의 용량이 20%

증가될 경우, 비용은 5.2% 향상되었다. 안전율을 고

려한 시스템 설계방법(Case 2)과 비교했을 경우, 경

제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열 모듈의 용량만 증가시

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d)는 축열조 설계용량 변화에 따른 ROI 분석결과

를 나타낸다. 축열조 용량만 1.0m3(Case 8)으로 증가

시켰을 때, 비용은 1.2% 향상되었다. 동일한 히트펌

프 용량 조건에서 축열조 용량 변화는 경제성에 큰

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스템 용량을 80%로 설계하고, 축열조

용량을 1.0m3(Case 9)으로 증가시켰을 때 전체비용

을 5.3% 절감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ri-generation 시스템의 적정 용량

설계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각 유닛의 설계용량 변

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과 경제성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 측면에

서 효과적인 용량 설계방법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

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Base Case에서 안전율 20% 고려한 시스템 설

계방법(Case 2)은 시스템 연평균 성능을 가장 높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가장 효

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지중열교환기 용량만 20% 감소한 설계방법

(Case 4)은 Base Case 보다 시스템 연평균 성능이

2.8% 저하되었지만, 비용은 4.5%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지중열교환기 및 히트펌프 용량을 20% 감소

한 설계방법(Case 5)은 시스템 연평균 성능이 7.7%

P = PF + PA

PF = 
CF

1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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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CA 1 i+  1– 

i 1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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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Calculation result of initial and energy cost

Case Installation cost (Won) Energy cost (Won)

1 17,419,300 263,411

2 19,539,300 196,017

3 16,209,300 310,963

4 16,319,800 275,235

5 15,109,800 320,887

6 19,239,300 206,450

7 14,689,300 355,409

8 17,919,300 260,954

9 15,889,800 29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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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고, 비용은 7.5% 절감되었다. 시스템 성능은

가장 크게 감소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

적인 설계방법으로 확인되었다.

(3) 태양광열 모듈 용량만 20% 증가한 설계방법

(Case 5)은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방법(Case 2) 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율을 고

려한 설계방법 보다 태양광열 모듈의 용량을 증가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Base Case와 동일한 용량설계 조건에서 축열

조 용량만 1.0m3(Case 8)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시스

템 성능과 경제성에 큰 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축열조 용량 1.0m3에서 지중열교환기 및

히트펌프 용량을 20% 감소시킬 경우(Case 9), 시스

템 연평균 성능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며 비용은

5.3%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성능 및 경제

성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용량설계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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