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Symposium on Urban Geotechnics / September 25～26, 2009 / Incheon / Korea

공동주택용 하이브리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적용추진 전략
A method for Application of Hybrid Geothermal Cooling-Heating System
in Multi Family Apartment

박용부1), Yong-Boo Park, 박종배1), Jong-Bae Park, 김길태2), Gil-Tae Kim
1)
2)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Research Fellow, Housing & Urban Research Institute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Research, Housing & Urban Research Institute

SYNOPSIS : Currently, geothermal heat pump systems are being installed in new official and commercial
building, welfare facilities, and school but there are a few cases for the housing heat sink in Korea.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no progressive taxes for the household electrical use, no actual output for the
application of geothermal technology, high initial investment. For the overall use in multi family apartment
such as the Green Home etc, technology development and building of the relevant research team need to be
done through preliminary study. Core subjects for overall use include cooling heating load estimation for the
multi family apartment,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system,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system for the multi family apartment,
commercialization plan, and state of the art analysis. Selection of the detailed subjects with respect to core
subject, driving schedule and commercialization plan, driving system, presentation of the utilization plan.
Keywords : geothermal heat pump systems, multi family apartment, geothermal technology

1. 서 론
현재, 국내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공공기관 의무설치화 제도에 의해 신축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
교 등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자체에 설치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양시장 여건
이 친환경성을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변화하므로 공동주택단지내 주민복지관, 휘트니스
시설 등에 지열을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시공하고 점차 아파트 자체에 적용하는 실용화 연구가 진행중이
다. 또,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유가의 소비추세가 감소되었지만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지
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저
탄소・녹색성장의 중요 축인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등을 포함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내외 여건 변화속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
지내에서 적용가능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기 누진제등 향후 지열
원 적용시 운영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또, 지열을 공동주택에 적용시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업화 차원에서 검증 및 산출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CDM
사업으로 연계하여 포스트 교토 시대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하는 방안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동주택내 시공가능한 지열 냉난방 설계 및 시공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냉난방 및 급탕
열원으로서 종전의 화석연료 대신에 지열을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 및 체계적인 로드
맵 수립을 위한 사전 예비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열을 냉난방 열원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적용하
는 설계 및 시공사례가 없으므로 향후 전면시공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 현황, 경제적인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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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선정방법, 효율적인 연구조직 구축 방안, 핵심/세부과제의 목표, 일정 로드맵
등을 사전 예비연구를 통해 수립하였다.

2. 지열 냉난방 시스템 원리와 적용현황
2.1 지열 시스템 원리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Geothermal Heat Pump System(GHP), Ground-Source Heat Pump
System(GSHP), Earth Energy System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이하 GSHP)은 크게 지중 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와
히트펌프 유닛(Heat Pump Unit)으로 구성된 냉난방 겸용 시스템이다. 냉방 사이클(Cooling Cycle)로 작
동하는 GSHP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지중 열교환기를 통해 지중으로 방출한다. 반대로, 난방 사이클
(Heating Cycle)인 경우, 지중 열교환기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하여 실내로 공급한다. GSHP의 장점은 상
용 공기 열원 히트펌프 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대기 중에 노출되는 기기가 없으며, 사용되는
냉매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또한, 난방 및 냉방 사이클에서 각각 히트싱크(Heat Sink) 및
열원(Heat Source)의 역할을 하는 지열은 공기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GSHP는 높은 효율과 우수한 성
능을 갖는다. 그러나, 지중 열교환기의 매설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초기 설치비가 기존 냉난방 설비보
다 큰 것이 단점이다 (DOE(2001)).

그림 1.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계통도

2.2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히트펌프와 부동액(순환유체)의 열교환 방식에 따라 개방형(Open-loop)과 밀폐
형(Closed-loop)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은 지표수(Surface Water-loop) 및 지하수(Ground Water-loop) 방
식으로 구분되며, 밀폐형은 수직형(Vertical-loop)과 수평형(Horizontal-loop)으로 분류된다. 열원 또는,
히트싱크의 종류에 따라 토양 열원 히트펌프(Ground-coupled Heat Pump), 지하수 열원 히트펌프
(Ground Water Heat Pump), 지표수 열원 히트펌프(Surface Water Heat Pump) 그리고, 복합 지열원 히트펌
프(Hybrid Ground Source Heat Pump)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ASHRAE(1995), Kavanaugh와
Rafferty(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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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현황
2000년 국내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한 이래 정부의 보급정책인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일반
보급보조사업, 융자사업 등으로 설치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저렴한 유
지관리비, 환경친화성, 건축설계와의 적합성등 본 시스템의 장점과 시장요구가 일치되어 공공기관, 상업
용 건물, 복지시설 및 병원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적용효과가 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적용사례(표 1)가 없는 것은 초기 공사비의 증가, 분양가 상한
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 적용등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시
스템 문제발생시 건설사 이미지 실추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건물용도별 보급용량(2006년)
구분

가정용

공공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급용량(RT)

0

3,249

2,502

1,150

구분

산업시설

상업시설

기타

합계

보급용량(RT)

230

525

2,351

10,007

표 2.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SWOT 분석
(강점)
- 공동주택 성공적용 시 파급효과 증대
- 4계절 분포, 지중온도 균일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 가능
-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효용성 증대

(약점)
- 국내 전문업체의 난립과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 공동주택 적용 실적 부족으로 부담감 증대
- 공동주택용 설계 및 시공시방 부족

(위기)
- 초기 공사비 투자비 증대로 인해 경제성 문제 대두
- 불경기, 분양가 증가에 따른 사업성
미흡으로 연구 및 투자 소홀

(기회)
-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보급 사업 증대
- 공동주택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적용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부문 관심 고조

한편,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SWOT 분석(표 2)을 실시하면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 축인 그린홈 백만호 보급에서 지열 에너지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주요 적용대상이 되고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원유가의 하락으로 사업성 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고갈과 교토의정서 체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및 개발은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아파
트)은 지열 시스템 적용 분야 중 가장 큰 적용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실적이 전무하다. 최근, 건설업
체간 차별화 요소 발굴 경쟁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Well-Being 산업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거주 공간 고
급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이
없고 초기 공사비가 크게 증대하므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열교환기 시공법, 초기 설치비용 및 유
지관리 비용, 전기누진제 등의 제도 등을 고려한 경제성,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보급활성화 방안 등
을 검토하여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적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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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전면적용을 위한 세부과제 선정
3.1 전면적용을 위한 추진 대상 과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전면적용하기 위한 연구분야로 크게 공동 주택 특성을 고려한 냉난
방 및 급탕부하 산정, 하이브리드형 지열냉난방 시스템 경제성 분석방안, 공동주택용 설계 및 시공기술,
사업화 방안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표 3과 같다.
표 3. 세부과제별 추진 대상과제
분야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한
냉난방 및 급탕부하 산정

세부 연구추진 대상과제
○ 열부하 해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냉난방 및 급탕부하량 예측
○ 이론분석 및 현황조사를 통한 공동주택의 냉난방 및 급탕 부하 기준 설정

하이브리드형 지열냉난방 ○ 지열 냉난방 시스템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시스템 경제성 분석방안
○ 하이브리드형 지열 시스템 경제성 비교 및 공동주택용 적정 시스템 제시
공동주택용 설계 및
시공기술

○
○
○
○

협소공간을 이용한 지중열교환기 시공법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제안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 시공 시방서 작성
현장성능 진단 및 유지보수기법

사업화 방안

○ 초기 공사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 공사 임대 및 분양 아파트의 지열 시스템 적용성 조사
○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적용시 CO2 저감 모델 개발 및 CDM 사업 수익성 분석

3.2 세부과제별 추진방법
3.2.1 냉난방 및 급탕부하 산정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중 열교
환기의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는 지반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구조물
및 사용자 특성등에 의한 냉난방 부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사용 냉방부하가 최대설계 냉방부하
의 약 25%로 낮게 사용되는 등 공동주택 냉방사용 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냉방사용시간대와 동시사용율은 지열설비용량 선정의 중요 인자이므로 공동주택 특성과 향후
생활수준 향상을 감안한 냉방이용 패턴 등 실증적인 냉방설계 기초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최적의 냉방
시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냉난방 및 급탕부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적용시 경제성 분석을 위한 부하산정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자가 매우 많고 이들의 영향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냉방부하 위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월간 부하가 7, 8월에 최대이지
만 생활패턴에 따라 다양하고 불정확한 피크부하를 산정하고 동시 부하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과설계
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초기 공사비 증가로 연결된다. 공기조화핸드북에서는 냉방은 160kcal/hr․
㎡, 난방은 60kcal/hr로 산정하여 거실중심의 냉방설정 및 동시 사용율을 70%로 설계하고 있는데 실제
로 이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정함으로서 지열 시스템 규모를 줄일 수 있
다. 따라서, 세대특성별 난방 및 냉방 수요 분석, 세대별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 냉난방 부하 산정 연구,
건축 옵션으로서 지열 시스템 시공시 입주자 성향 분석등을 실시해야 한다.
-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건물유형별 기초 설계부하 추정
- 부하계산 툴(Tool)의 적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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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동주택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경제성 분석
현재, 미국 및 캐나다, 북유럽 국가 등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최근에서
는 중국에서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이들 국가는 약 51만 2000대의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
내에서도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북유럽, 캐나다, 미국과
달리 주거 부분에서 보급이 되지 않고 일반건물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전기요금에 체제
와 초기투자비에 부담, 지열히트펌프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동주
택에 최적 설계 및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면 일반 사무실 건물등
에 비해 유지관리비 절감등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난방위주의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일러 결합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조열원 및 비상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유럽,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된 공간에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현장에 지열냉난방 시스템
을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대지 면적이 협소한 곳에 지열교환기를 많이 설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
근에 중국에서 대규모 아파트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설치된 것은 중국에서 대규모 대수층이 발견되어
이러한 곳에 개방형 지열냉방시스템을 낮은 초기 투자비로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강변 여과수 및 대규
모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수층 지역에는 낮은 초기 투자비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
으며 대지면적이 협소한 공동주택에서는 하이브리드형 지열 냉방시스템이 적합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냉방시스템에 Back-up은 없으나 난방시스템에 Back-up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 온수 보일러나 소형
열병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열시스템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지열냉난방 및 급탕시스템을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보일
러, 냉각탑, 하수열, 태양열, 열병합 결합형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구축하
고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합리적인 LCC 분석 프로그램의 선정
- 100% 지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장단점 분석 및 하이브리드 유형별 공사비 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 공사비 증가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한 투자비 회수 비용, 기간 및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교체 시
기와의 상관성 분석

3.2.3 설계 및 시공기술 표준화(지중열교환기, 히트펌프, 제어기술)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서 히트펌프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고, 선정조건에 따라서 지열교환기의 크기와
히트펌프의 효율, 시스템의 효율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난방시 히트펌프
에 들어가는 지열수 설계온도를 5도씨 이하로 낮추고, 부하측에 공급되는 온수의 설계온도를 45℃ 이하
로 선정하여 시스템 효율을 COP 3 정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열 열매체 온도와 난방 온수
의 온도를 낮추어 설계하는 것은 지열교환기의 크기를 줄여 경제적인 지열시스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바닥난방시스템에 설치되는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열 열매체 온도를 5℃ 정
도로 하고, 난방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를 50℃ 정도 하여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인 설계가 될 것으로 예
상하나 현장별로, 공동주택의 지열 시스템 특성에 따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선정에 달라 질 수가 있다.
지열 히트펌프의 선정은 부하계산의 Block Load에 의하여 선정을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별 지열 히트
펌프을 선정하는 개별식 시스템은 세대별 Block Load의 최대부하에 의하여 선정되나, 중앙공급식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는 세대별 Block Load의 최대부하에 합계에 의하여 지열 히트펌프가 선정되는 경
우에 세대수가 작은 단지의 경우에 실제 전체 단지 히트펌프의 최대부하와 세대별 Block Load 최대부
하의 합계가 차이가 없으나,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의 단지에서는 부하의 차이가 30% 되는 것으로 미국
에 공조협회에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단지 공동주택의 경우에 동시사용 부하율을 감안하여 시스템
을 적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협소한 공동단지내에서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냉난방 및 급탕수요를

만족하는 지중열 교환기 시공법은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해야 할 방안이다. 최근, 단
지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공되는 수직 밀폐형이외에 지하수원이 풍부한 현장에 적용가능한 개방형, 그리고
단지내 토류구조물인 말뚝기초, 앵커등 Geo-Structure등을 활용하는 시공법이 제시되고 있다(그림 2).
이런 현상은 주거형태로서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중열교환기 1공으로 이
용가능한 용량이 적은 수직 밀폐형을 다수 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형 방식에 의해 1공당 RT 용량
을 크게 하고 천공심도를 깊게 하는 것이 시공상 중요한 문제이다. 또, Geo-Structure 이용시 열전도 지
속 효율과 전체 열부하중 어느 정도 담당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경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에너지 파일
-

대용량 개방형 및 소용량 다수 시공 수직밀폐형의 경제성 비교분석
에너지 파일등 Geo-Structure를 이용한 지중열교환기 시공법에 타당성 및 효율 조사
냉난방 위주 부하계산, 심한 부하변동을 고려한 대온차 변유량, 변속 펌핑 시스템 등의 타당성 검토
단일 대용량 및 다중 소용량 히트펌프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설계방안 분석

- 히트펌프 용량별 설계 및 시공 표준도 제시
- 현장 성능측정 및 공동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용 성능 인증제도 구축

3.2.4 사업화 방안
공동주택에 지열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투자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신재생에너지 적용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사업자보다는 입주자에게 돌아가 사업주체가 초
기투자비를 감수하고 이를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표 4와 같이
관련 펀드를 지열회사가 조성후 지열 냉난방 사업에 투자하고 이 비용을 관리비 형태로 입주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쿄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메카니즘(배출권 거래제)의 하나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
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이행의무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이로 인해 환경친화
적인 기술투자의 혜택을 받는 사업이다. 이런 CDM 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형은 WRI(World Resource
Institute)에서 개발한 CVAT(Carbon Value Analysis Tool)가 있는데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전,
열공급, 열병합, 조력 및 바이오가스 발전등 20개 분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CDM 사업 투자결
정 경제성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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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한 금융프로그램

◈ 지열회사
- 단지 내 지열설비를 무상으로 시설
- 계약기간동안 지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운용비 부담

입주자
관리비

시설투자

주택공사

지열회사
에너지비용
자금

◈ 입주자
- 기존 가스보일러수준의 에너지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대사업자에 납부

상환

은행

◈ 분양 사업자
-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지열회사가 선투자한 초기투자비를
계약기간동안 분납

이 분석 모델은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수입 정보, 비용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투자분석
결과 및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CDM 사업이 부각되는 이유는 화석연
료 대신에 냉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므로 국내
건설사업자들은 CDM 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정확한 이산
화탄소 저감량을 산출해야 한다.
-

BTL, BOT등 펀드조달을 통한 시공비 절감방안 및 향후 보존방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CO2 저감량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제시
CO2 저감량을 CDM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 제안
CDM 사업 수행을 위한 모델 및 초기 컨설턴트 비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3.3 단계별 추진일정
전면적용을 위한 추진 일정은 크게 아래와 같이 2단계로 구분된다.
(1) 1단계
- 적용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선정, 합리적인 냉부하 산정,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지중열교환기 시공법, 히트펌프의 설계법, 유지관리 및 시스템 제어 방안 개발
- 상기 관련 연구의 소요기간은 1년으로 추정하며 각 세부연구는 자체연구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추진
(2) 2단계
- 2단계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고 3년간 시공후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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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계별 추진일정
1단계(예비)
일련
번호

사업내용

1

공동주택용 냉난방 부하기준 설정

2

하이브리드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 경제성 분석

3

공동주택용
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정립

4

1

2

3

4

5

추진일정
6 7 8

9 10 11 12

협소공간 활용 지중열교환기 시공기법 개발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설계
성능 및 인증 시스템 제시
사업화 방안 제시
2단계(현장선정 및 설계)

1

적용 현장선정

2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

3

지열 냉난방 시스템 시공

4

사업화 추진(준공후)

4. 결 론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지열등 신재생에너지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
는 시점에 공동주택에 냉난방 열원으로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8.15 경축
사에서 제시된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에 따라 공동주택, 단독주택등 주거시설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을 적용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전면시공
할 것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선
정방법, 효율적인 연구조직 구축 방안등을 예비연구를 통해 수립하였다.
(1)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을 통해 공사 공동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전면적용하기 위한 향후 핵
심과제로 공동주택용 냉난방 부하 산정, 하이브리드형 지열냉난방 시스템 경제성 분석, 공동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사업화 방안을 주요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2) 세부과제별 필요한 세세부과제를 선정, 제안하였고 추진일정 및 사업화 방안, 추진조직, 전문화 활용
방안 등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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