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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heating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of a ground-source heat pump (GSHP)

system using hybrid ground heat exchanger (HGHE). In this paper, the HGHE refers to the ground

heat exchanger (GHE) using both a surface water heat exchanger (SWHE) and a vertical GHE. In

order to evaluate the system performance, we installed monitoring sensors for measuring temperatures

and power consumption, and then measured operation data with 4 different load burdened ratios of the

HGHE. During the entire measurement period, the average heating capacity of the heat pump was 37.3

kW. In addition, the compressor of the heat pump consumed 9.4 kW of power, while the circulating

pump of the HGHE used 6.7 kW of power. Therefore, the average heating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 for the heat pump unit was 4.0, while the system including the circulating pump was 2.7. Finally,

the parallel use of SWHE and VGHE was beneficial to the system performance; however,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to optimize the design data for various load ratios of the HGHE.

Key words: Ground-source heat pump(지열 히트펌프), Hybrid ground heat exchanger(하이브리드 지

중열교환기), Surface water heat exchanger(지표수 열교환기), Vertical GHE(수직 지중열교환기),

Heating performance(난방 성능), Measurement(측정)

기호 설명

COP : 성능계수 [-]

cp : 비열 [kJ/kgK]

ELT :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

(entering load temperature) [℃]

EST :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

(entering source temperature) [℃]

LLT :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 온도

(leaving load temperature) [℃]

LST :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 온도

(leaving source temperature) [℃]

: 질량유량 [kg/s]

Q : 순간 열량 또는 성능 [kW]

T : 온도 [℃]

W : 순간 소비 전력 [k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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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첨자

hp : 히트펌프

L : 부하(load)

p : 순환수 펌프

S : 지중 열원(source)

SWHE : 지표수 열교환기

sys : 시스템

1. 서 론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

한 방법과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1]. 이 중에서 지

열 에너지(geothermal energy)를 건물 냉난방과 온수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지열 에너지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여

러 기술 중,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ground-source heat

pump system, 이하 ‘지열 시스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2]. 통상 지열 시스템은 히트펌프(heat pump),

지중열교기(ground heat exchanger, GHE)와 지중 순

환수 펌프, 부하 설비, 제어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방식의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난방에 필

요한 에너지를 지중에서 추출하거나, 냉방 시 건물

에서 제거한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는 점이 이 시스

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중열교환기의 에너지 추출과 방출 과정에서 지

중열교환기 순환수(이하 ‘지중 순환수’)는 파이프

주변 매질(토양, 암반층, 지하수 등)과 에너지를 주

고받는다. 이때 지중 열전달 매질은 외기 온도의 영

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연중 온도 변화폭이 공

기(air)보다 작다.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지중 항온

성 활용하기 때문에 냉난방 성능이 우수하다[3]. 하

지만 기존 설비에는 없는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시공비를 더 투자해야 한다[3].

이상에서 언급한 장점 때문에 지열 히트펌프 설치

용량과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

년 기준 전 세계 설치 용량은 50.3 GWth, 이용량은

90,791 GWh/year이었다[4]. 연평균 7%의 성장률을

적용하면, 2020년 설치 용량은 약 67.9 GWth로 추

정된다[5]. 한편 국내에서는 2018년까지 공공 부문

에서만 약 1.22 GWth(1,224 MWth)를 보급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6]. 참고로 Fig. 1은 한국에너지공단

이 발표한 통계 자료[6]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신규 설치 용량과 지열 에너지 이

용량(ktoe/year)을 나타낸 그래프다. 

지열 시스템은 지중(ground)과 지하수를 비롯하

여 연못(pond), 호수(lake), 하천(river)과 같은 지표

수(surface water)를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7]. 지

표수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활용하려면 계절별·깊

이별 온도 변화와 같은 열적 특성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8]. Chiasson et al.[9]은 수직 지중열

교환기와 저심도 연못(shallow pond)을 같이 이용하

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다. 저심도 연못의 깊이는 1 m이고, 전체

시스템에서 보조 히트싱크(heat sink) 역할을 수행한

다. 이들은 저심도 연못이 지중 순환수 온도를 설계

값 이하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Zou and Xie[10]는 지표수 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성능 모델을 구축한 후, 여러 변수가 시스템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한편 Lv et al.[11]

Fig. 1. Installed capacity and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 trend in the GSHP sec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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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표수 열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열역학 사이클

관점에서 성능을 해석하였다. 최근 다양한 방식의

지표수 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실증 결과[12,

13]도 발표되었다. Do and Haberl[14]은 지표수 열교

환기(surface water heat exchanger, SWHE)와 수평

지중열교환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후 성능을 해석하였다.

국내에서는 Sohn[15]이 설계 인자가 지표수 열교

환기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지표수 적용 효과를 제시하였다. 최

근 Lim et al.[16]과 Sohn[17]은 하이브리드 지중열

교환기(지표수 열교환기+수직 지중열교환기) 적용

지열 시스템의 냉방 성능을 분석하였다. 냉방 운전

중, 지표수 온도 설정 값에 따라 두 열교환기의 유

량을 조절하였으며, 아울러 열교환기 용량 조합비가

시스템 냉방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렇듯 외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다양한 자원을 히

트펌프의 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18]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기초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15-17]의 연장으로, 하이

브리드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

스템의 난방 성능을 분석하였다. 성능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의 실험 장치(실증 시스템)를 이용하였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4달 동안 지중

순환수 온도에 따라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의 부

하 분담 비율을 조절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이번 측정을 통해 지표수 열원의 적용 가능성과 두

열원을 이용하는 지열 시스템의 난방 성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2. 실증 시스템과 데이터 측정

2.1 실증 시스템

실증 시스템은 물 대 물 히트펌프(water to water

heat pump),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펌프,

온수 저장 탱크, 실내기(FCU), 센서와 데이터로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2는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주요 요소들을 보여준다. 두 열원을 같이 이용한다

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직 지중열교환기 적용 지

열 시스템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물 대 물 히트펌프(DHC, 20GWD)는 호칭 용량

20 RT로, 10 RT급 압축기 2대를 장착하고 있다. 난

방 정격 조건(열원 5℃,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

/출구 온도 40℃/44.4℃)에서 용량은 72.8 kW이고

난방 COP는 3.77이다. 참고로 냉방 정격 조건(열원

25℃,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출구 온도 12℃/7.2

℃)에서 냉방 용량은 80.8 kW이고 COP는 5.39다. 시

스템 운전 중 히트펌프가 생산한 온수를 냉·온수 탱

크(1,500 liter)에 저장하였다가 실내에 설치된 팬코

일 유닛(FCU)에 온수를 공급한다. 이때 히트펌프는

탱크 내부 설정 온도(42±3℃)에 따라 가동(ON)과

정지(OFF)를 반복한다. 난방 대상 공간은 호서대학

교 제2공학관에 있는 실험실(지하 1층, 153 m2)과 이

실험실 바로 위의 사무실(지상 1층, 87 m2)이다. 상

용 프로그램[19]을 이용하여 대상 공간의 냉·난방 최

대 부하를 계산하였으며, 각각 28.5 kW와 36.5 kW이

었다. Fig. 2(a)는 히트펌프와 냉·온수 탱크 그리고 주

변 배관 등을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 중, 지표수 열교환기는

Fig. 2(b)의 인공 연못(artificial pond)을 열원으로 활용

한다. 연못 깊이는 약 1.0 m이고 면적은 약 1,700 m2(체

적 1,360 m3)이다. 조경을 위해 조성한 연못이어서 연

못 바닥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다. 지표수 열교

환기로 외경 25 mm와 내경 20.5 mm의 고밀도폴리

에틸렌(HDPE) 파이프를 사용하였다. 이 파이프를

Fig. 2(c)에서 보듯이 슬린키 코일(slinky coil) 모양

으로 성형(코일 직경 1 m, 코일 피치 0.3 m, 파이프

전체 길이 150 m)하였다. Fig. 2(d)는 연못에 설치하

기 전 지상에 쌓아 둔 사진이며, Fig. 2(e)는 연못 바

닥에 설치한 모습이다. 연못에 총 10개의 코일을 설

치하였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5개(35.2 kW)만 사용

하였다. 이때 코일 1개의 열용량은 연못 깊이와 면

적, 내부 온도 그리고 대상 공간의 냉난방 부하 등

을 GLD V2017[20]에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설치 당시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

에, 천안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일 깊이 지중 온도 값

을 적용하였다.

수직 지중열교환기는 직경 150 mm인 수직 보어

홀(borehole) 4개를 이용한다. 이때 지표수 열교환기

의 용량과 맞추기 위해, 깊이 150 m 보어홀 3개

(31.5 kW)와 깊이 60 m 보어홀 1개(3.5 kW)를 이용

하였으며, 용량 설계에 GLD V2017[20]을 이용하였

다. 보어홀에 단일 U관(single U-tube) 형상의 파이

프를 삽입하였으며, 파이프 재질과 사양은 지표수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 적용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난방 성능 분석 11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열교환기 파이프와 같다. 아울러 파이프를 제외한

보어홀 내부 빈 공간은 벤토나이트-규사 혼합 그라

우트(열전도도 1.5 W/mK)로 채워져 있다. 수직 보

어홀 4개는 Fig. 2(d)에서 코일을 쌓아둔 곳 아래에

약 5 m 간격으로 일렬(line)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난방 대상 공간이 오른쪽에는

인공 연못이 있다. 

Fig. 2(f)는 대상 건물과 연못 사이에 설치한 맨홀

내부를 보여준다. 이 맨홀 내부에 공급헤더(supply

header)와 환수헤더(return header)를 설치한 다음 수

직 지중열교환기와 지표수 열교환기의 파이프를 모

두 연결하였다. 아울러 열교환기 파이프 각각에 온

도 센서, 유량계, 유량제어밸브를 부착하였다.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펌프로 회전식 펌프(Wilo,

PI15HU-1EH, 정격 소비전력 7.0 kW)를 이용하였다.

겨울철 지중열교환기 파이프의 동파를 막기 위해

부동액(물 83.5%-에틸알코올 16.5%)을 지중열교환

기 순환수로 사용하였으며, 부하 순환수로 물을 사

용하였다.

2.2 데이터 측정과 분석

Fig. 3은 연못 바닥에 설치한 지표수 열교환기 파

이프와 실증 시스템의 계통도를 보여준다. 성능 분

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2019년 11월

4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시스템 가동 중 순환수 온도(PT-100)와 유량(Euromag

Int., MUT-1222)을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전력 센서

Fig. 2. Main components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including heat pump and slinky coils.

Fig. 3. SWHE coils and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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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와 전력·전력량 변환기(Hanyoung, WM3)를 이

용하여 히트펌프와 순환수 펌프의 순간 소비 전력

을 측정하였다. 대상 공간(240 m2)을 사무용 공간으

로 간주하고, 평일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스

템을 가동하면서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

다. Kline[21]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성능 분석 결과

의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계산하였다(Table 1).

Fig. 3에서 보듯이, 헤더(header)를 기준으로 지표

수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와 수직 지중열교환기 입

·출구 온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 히트펌프 입구

(ESThp)와 출구(LSThp)에서도 지중 순환수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지표수 열교환기 출구(ESTSWHE)에

서 측정한 온도에 따라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의

용량을 유량제어밸브로 조절하였다(Table 2). 표에

서 온도 범위는 실증용 히트펌프의 난방 성능과 배

관 동파 방지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정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수직 지열 시스템 설계 시 적용하는 난방

설계 온도(5℃)도 참고하였다.

한편 개별 열교환기의 용량(RT)은 열교환기 파이

프 길이와 순환수 유량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지

표수 열교환기 코일과 수직 지중열교환기 파이프에

장착된 유량제어밸브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여 원하

는 유량을 설정하였다.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가 지중에서 추출하는

에너지(열량)는 지중 순환수 유량과 히트펌프 입·출

구 온도차를 식 (1)에 대입하여 산정한다.

(1)

히트펌프의 난방 용량, 즉 온수 저장 탱크의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하는 열량은 식 (2)로 계

산하였다.

(2)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은 통상 성능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로 표현한다. 히트펌프 난

방 COP는 식 (3)으로 계산하며, 이때 압축기 전력

소비량과 식 (2)로 계산되는 난방 용량 또는 식 (1)

로 계산되는 지중 열 추출량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

템 난방 COP 산정에는 지중 순환수 펌프의 전력 소

비량까지 포함되는데, 식 (4)와 같다.

(3)

(4)

3. 결과 및 고찰

이번 논문은 지중 순환수 온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시스템 난방 운전 특성(전력 소비량과 난방 COP)의

전체 경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1

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평균

(daily average) 결과를 산정한 후, 그 결과와 의미 등

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물 대 물 히트펌프의 난방 성능은 열

원 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지열 시스템 열원인 지중

순환수의 온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그래프에서 데이터가 비어있

는 부분은 히트펌프가 정지 상태인 경우이고, 현장

Qs m· scp ESThp LSThp–  kW =

QL m· Lcp LLThp ELThp–  [kW]=

COPhp

QL

Whp

----------
QS Whp+

Whp

-----------------------  = =

COPsys

QL

Whp Wp+
------------------------  =

Table 1.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Parameters Uncertainty

Temperature, T ±0.2℃

Mass flow rate, ±0.2%

Power consumption, W ±3.0%

Instantaneous thermal loads, Q ±1.67%

COPhp ±3.43%

COPsys ±4.56%

m·

Table 2. Capacity ratios of SWHE and VGHE in hybrid ground heat exchanger

ESTSWHE ranges
Operation 

modes (name)

Combined specifications of HGHE

SWHE (pipe length) VGHE (pipe length)

8℃ ≤ ESTSWHE Mode 1 (S100/V0) 10 RT (750 m) - (-)

6℃ ≤ ESTSWHE < 8℃ Mode 2 (S60/V40) 6 RT (450 m) 4 RT (420 m)

4℃ ≤ ESTSWHE < 6℃ Mode 3 (S40/V60) 4 RT (300 m) 6 RT (600 m)

       ESTSWHE < 4℃ Mode 4 (S0/V100) - (-) 10 RT (1,0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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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온도(Outdoor air)와 천안 기상청의 외기 온도

(Outdoor air_2)도 같이 표시하였다. 전체 측정 기간

중 외기 온도가 가장 낮았던 날은 2020년 2월 6일

(7.8℃)이었으며, 이 날을 포함한 일주일(2월 2일~2

월 9일)의 결과도 함께 도시하였다.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ESThp)는 7.9℃~13.0℃ 사이에

서 변하였다. 이때 지표수 열교환기 순환수의 온도

변화 폭은 5.9℃~11.7℃, 수직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는 9.6℃~15.2℃이었다. 한편 히트펌프가 생산한 온

수 온도(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 온도)는 탱크

설정온도(42±3℃)에 따라 37.4℃~44.8℃ 사이에서

변하였다. 전체 측정 기간 동안 지중 순환수의 온도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로 Fig. 5는 특정일의 온도 측정 결과를 1분 간격

으로 도시한 그래프다. 실내 온도와 탱크 설정 온도

에 따라 시스템이 가동(ON)과 정지(OFF)를 반복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은 히트펌프 용량(QL), 하이브리드 지중열교

환기의 열 추출량(QS), 히트펌프(Whp)와 지중 순환

수 펌프(Wp)의 전력 소비량 변화를 보여준다. 히트

펌프의 일평균 난방 용량은 최저 34.5 kW에서 최대

41.7 kW(평균 37.3 kW)이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를 통한 지중 열 추출량은 25.1 kW~

32.4 kW(평균 27.9 kW)이었다. 전체 측정 기간 동안

Fig. 4. Variation on the daily average temperature of circulating water on source and load sides during the entire

measurement period.

Fig. 5. Circulating water temperature variation on source and load sides during typical heat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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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는 평균 9.4 kW를 그리고 지중 순환수 펌

프는 평균 6.7 kW의 전력을 소비하였다. 측정 기간

중 외기 온도가 가장 낮았던 날을 포함하는 일주일

의 결과(QL = 36.5 kW, QS = 27.2 kW, Whp = 9.3 kW,

Wp = 6.9 kW)도 전체 결과와 크게 차이는 없었다. 선

행 연구[16, 17]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실험을 위해

실제 필요한 용량보다 큰 용량의 지중 순환수 펌프

를 설치했기 때문에, 순환수 펌프의 전력 소비량이

ASHRAE 기준[2]보다 컸다. 하지만 측정 기간 중 하

이브리드 지중 열원을 이용하는 지열 시스템이 안

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은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일평균 난방 COP

변화를 나타낸 결과다. 히트펌프의 일평균 난방

COP는 3.7~4.9(평균 4.0)였으며, 시스템은 2.6~3.2(평

균 2.7)이었다. 앞선 두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

간의 결과 역시 전체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외기

온도가 가장 낮은 주간이었음에도 난방 성능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냉방 성능을 분석한 선행 연구[15, 16]에서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평균 냉방 COP는 5.2와 2.8이

었다.

Fig. 8은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와 히트

펌프 제조사의 성능 데이터(performance curve)를 비

교한 그래프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히트펌프의 난방

성능은 열원 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통상 난방 운전

에서는 열원 온도가 상승하면 성능도 상승한다. 따

라서 히트펌프가 적절하게 운전되었는지 확인하면

서, 동시에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난

방 용량, 압축기 전력 소비량, 난방 COP를 ESThp의

함수로 도시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난방 용량

Fig. 6. Heat exchange rate on source and load sides and power consumption of heat pump and circulating pump in daily

average values.

Fig. 7. Variation on the daily heating COP of heat pump and system over the entire measure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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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capacity)과 난방 COP(heating COP)는 제조사

데이터와 ±10% 안에서 일치하였고, 히트펌프의 압축

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5% 안에서 일치하였다.

4. 결 론

지표수 열교환기와 수직 지중열교환기를 같이 이

용(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대상으로 난방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 각종 계

측기 등을 실증 현장에 설치한 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성능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

하였다.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원(지중열교환

기)과 부하 순환수의 온도 변화, 시스템 난방 COP

와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을 운전하였음에도, 지

중 순환수 온도(ESThp)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다. 이는 지표수 열교환기 출구 온도에 따라 두 열

교환기의 용량을 조절하여 운전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시스템은 온수 저장 탱크의 설정 온도에 따라

가동-정지 운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였다.

(3) 측정 기간 중 히트펌프의 난방 용량은 평균

37.3 kW이었으며,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의 열용

량(열 추출량)은 평균 27.9 kW이었다. 아울러 히트

펌프는 평균 9.4 kW를 그리고 지중 순환수 펌프는

평균 6.7 kW의 전력을 소비하였다.

(4) 히트펌프의 일평균 난방 COP는 3.7~4.9(평균

4.0)이었고 시스템은 2.6~3.2(평균 2.7)이었다. 

(5) 히트펌프 성능 측정 결과와 히트펌프 제조사

의 성능 데이터는 ±10% 안에서 일치하였다. 

(6) 하이브리드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하는 지열 히

트펌프 시스템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난방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지중 순

환수 온도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실험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적정 온도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보급을 위해 시스

템 설계 기술과 최적 운전제어 기술 개발 등이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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