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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Hybrid System 개발을 통한 대형 공동구조물 

지열에너지 적용성 평가

★)*박 시삼1), **나 상민2), 박 종헌3), 이 건중4), 김 태원5), 김 승엽6)

Application of the Geothermal Hybrid System for Huge Size 
Common Structures with Heating & Cooling System

*Sisam Park, **Sangmin Na, Jonghun Park, Keonjoong Rhee, Taewon Kim, Sungyub Kim

Key words :  Geothermal Heat Pump(지열히프펌프), Geothermal Hybrid System(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Abstract :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GSHPs is close to most practical use for early stage 
investment cost and energy efficiency in new renewable energies, and currently considered utilizing 
to the heat and cooling system of a building. Particularly, the case to utilize ‘Standing Column 
well heat source gathering method' in the open standards process to have the excellent capability of
gathering geothermal source is increased. But the research for the optimal design technology and the
assessment of a pollution level of the ground to utilize a single well for gathering geothermal is 
insignificant and the design is insufficient.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the equipment to 
utilize a large size residential development to have over 1000 households have not developed yet. 
Therefore, our company developed 'geothermal hybrid system’ which can construct the heat and 
cooling system using geothermal energy for a large size residential development of over 1000 
households and conducted the evalu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Moreover we developed automatic 
equipment for gathering geothermal source and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to have optimal 
efficiency and FCU (fan coil unit) considering the floors of large size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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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초기투자비용 및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시스템

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열 열펌프 시스템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GSHPs)이라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건축물의 냉난방 설비로 관

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지열원 포집성능이 우수

한 개방형 방식의 심정열원 포집방식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열을 

포집하는 단일심정이 적용된 지반의 오염도 평가 

및 최적설계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과
다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며, 1000세대 이상의 대

규모 민간주거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공조설비 

장치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

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민간주거단지에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

스템을 구축하기위해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대한 경제성 검토를 수행해보

았다. 아울러 지열포집장치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동화 지열 포집 장치와 PLC(Program 

-mable Logic Controller) 모니터를 개발하였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층고를 고려한 FCU(Fan 
Coil Unit)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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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thermal Hybrid System

2. 지열 Hybrid System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냉난방 열원 확보를 

위한 지열포집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5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지열 에너지

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적용사례는 전무한 상

태이다. 아울러 주거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전기사용을 해야 하는 지열 히트

펌트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거주자에서 큰 이익

환수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열 Hybrid System을 개

발하였다.

2.1 지열 Hybrid System 개요

   지열 Hybrid System의 경우, 1000세대 이상

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

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냉난방 및 급탕에 대

한 열원으로 지열 및 하수열원을 활용하고, 냉각

기능으로 공기열원을, 비상용 발전으로 태양광을, 
자체 발전기를 통해 히트펌프 가동전기를 생산하

는 구조로 구성되어진 자가 발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2.2 자동화 지열 포집장치

개방형 중의 하나인 스탠딩컬럼웰(SCW, 
Standing Column Well) 공법은 지열정에 열매체로 

물을 순환하여 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중열과 열교환 후 이를 다시 동일한 관정에 주

입하는 방식으로 수리학적, 지질학적 조건에 적합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다수의 지열공과 다수의 히트펌프로 연결된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한 개소의 히

트펌프의 운전시간이 증가하면 이와 연결된 지열

공의 운전시간 또한 증가하게 되며, 운전하지 않

는 히트펌프와 연결된 지열공은 온도조건이 양호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지하고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동시간이 많은 히트펌프에 연

결된 지열공은 온도조건이 점진적으로 불량해짐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열을 포집하게 되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동화 지열 포집장치는 각 지열공 공내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히트펌프 운전시 가장 좋은 

조건의 온도를 가진 지열공을 운전하여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히트펌프의 수명을 

연장시켜 에너지 소비의 감소와 유지비용의 절감

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자동화 장치

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통하여 

구현되었으며, 국내에서 축적된 기존의 SCW 운
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 방식 및 방법이 결정

되었다(그림 2). 

Fig. 2 Automatically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대형 공동구조물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

템이 적용될 경우 다수의 지열공과 지열히트펌프

가 이용되게 되는데, 이 경우 히트펌프 및 수중펌

프 운영효율은 전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운영

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동

화 지열 포집장치는 최적 운전조건의 지열공의 

지열수를 순환시켜, 안정적 냉난방 열원 공급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향상 그리고 유지

비용 저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3 대규모 민간주거구조물 설비시스

템 및 공조장치

기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주로 학교, 
관공서, 오피스 등의 비 주거 시설에 국한하여 적

용되어지고 있으나, 당사에서 개발한 지열 Hybrid 
System의 경우 대규모 민간주거 단지 적용을 목적

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 냉난방 공급 설비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중앙집중식 및 개별식 냉

난방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열 Hybrid 
System 설비 시스템 흐름도를 개발하여 2건에 대

한 특허출원 하였으며(표 1), 민간 아파트의 층고

를 고려한 천장카세트형 FCU(Fan Coil Unit)를 개

발하였다(그림 3).
기존 천정 매립형 방식의 FCU의 경우 200mm 

이상의 두께를 요구하기 때문에, 층고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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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집 식 개 별 식

냉방 설비 난방 설비 냉방 설비 난방설비

Table 1. Geothermal Hybrid System Equipment Flow Diagram 

Fig. 3 the roof cassette type FCU

Fig. 4 Biologic Response modify 

상당히 민감한 기존 아파트 단지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당사에서 개발한 100~150mm 두께의 

FCU의 경우, 기존 아파트 천장에 설치가 가능하

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각 세대에 중앙집

중식 냉난방 시스템으로 냉난방 열원을 공급할 

경우, 주거용 전기를 상업용전기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전기 누진세에 대한 부담도 감

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평가기술

SCW 공법은 지하수를 펌핑하여 지표에 있는 

히트펌프(heat pump)까지 이송시켜 열원으로 이용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하수와 지표 토양의 온도

차에 의한 지하수 이송관 근처 토양의 온도변화

를 일으킨다(Bi et al., 2002). SCW 공법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히트펌프에서 열교환에 이용

된 지하수를 지열공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특수한 경우 Bleeding이 이루어진다. Bleeding은 

순환되는 지하수의 일부를 순환 시스템에서 제거

하는 것으로 Bleeding 된 지하수는 하수로 처리되

거나 지표 토양에 분사되게 된다. 지하수와 지표

수는 주변 지역의 광물의 특성의 영향을 받아 pH 
및 용해 물질에 차이가 있다. pH 및 용해 물질이 

다른 지하수가 꾸준히 지표 토양층으로 배출되었

을 경우 지표 토양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지표 

토양의 성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열공 

주변의 온도 변화와 지표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유량 및 pH, 용해 물질에 따른 물리화학적, 생물

학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기술이 필요하다.

지열에너지의 이용이 토양 온도에 미치는 영

향과 지하수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험실 실험 및 현장 수질테스트를 통하

여 관찰하였다. 실험실 실험의 경우 반응조를 제

작하여 지열수 순환에 따른 토양의 온도 변화에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그림 4), 40일간의 

운전실험을 통하여 이송관에서 200mm 거리에서 

최대온도변화 2℃를 보였다. 현장 수질테스트에서

는 히트펌프 이용 후 재주입되는 지하수 성상분

석 등을 통하여 지하수 오염도 평가를 수행하였

다. 실제 히트펌프에 이용된 후의 지하수 수질의 

경우 생활용수로서의 사용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

를 보였다. 이것은 히트펌프에서 지하수의 이용이 

지하수 오염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평기기술

은 국내 스텐팅컬럼웰 보급 기반 확충 및 환경영

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4. 지열 Hybrid System 적용성과

지열 Hybrid System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

해, 전용면적 26.7m2,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지

열 Hybrid System, 기존 지열 냉난방 시스템 및 

LNG 보일러시설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운영비 등의 측면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열원공급의 

안정성, 품질상태 및 주변 지반 또는 지하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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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해, 30차례에 걸친 실내

실험 및 현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광양항 업무지

원시설에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개발 완

료된 지열 Hybrid System을 금호 및 청라 Xian 
Center 전체 냉난방 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며, 지열 

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아현 4구역 Xi 아파트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4.1 안정성 확보

기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다수의 지열

공과 다수의 히트펌프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

을 이루게 되는데, 한 개소의 히트펌프의 운전시

간이 증가하면 이와 연결된 각각 지열공의 운전

시간 또한 증가되며, 운전하지 않는 히트펌프와 

연결된 지열공은 온도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

고 계속하여 정지하고 있게 된다. 이러한 운영방

식은 가동시간이 많은 히트펌프에 연결된 지열공

은 온도조건이 점진적으로 불량해짐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지열을 포집하게 되어, 지열 냉난

방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잦은 고장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교적 온도조건이 양호한 지열공에서

의 지열 포집을 활성화 하고, 온도조건이 불량한 

지열공에서의 지열포집을 자제하는 등의 자동 계

측,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지열 포집장치 및 제어

장치(PLC 모니터)를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열원

공급이 가능하고, 사용수명주기를 획기적으로 증

가시킨,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지열 냉난방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4.2 공사기간 단축

지열 냉난방부하 용량 100 RT를 기준으로 공

사기간을 분석한 결과, 지열 Hybrid System의 경

우 수직밀폐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비해 평균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지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포집 및 제어가 가능하여, 
지열을 포집하기 위한 천공홀이 상당부분 감소되

기 때문에 발생된 효과로서, 67% 정도의 공사기

간 단축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공사비 절감

지열 Hybrid System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전용면적 26.7m2, 1,000세대 아파트 단

지에 지열 Hybrid System 및 기존 지열 냉난방 시

스템을 적용하여 공사비, 노무비 및 장비비 등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기존 지열시스템에 비해 초

기투자비용이 평당 39만원에서 29만원으로 26%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열 

Hybrid System은 아파트 냉난방 열원 공급을 위한 

지열 천공 개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노무

비 37%, 장비비 28% 정도를 절감 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를 전체 공사비용으로 분

석한 결과 29% 정도의 공사비 절감(390,000원/평 

→ 277,000원/평)이 가능하다. 

4.4 운전비용 절감

지열 Hybrid System의 정량적인 운전비용 살펴

보기 위해, 전용면적 26.7m2, 1,000세대 아파트 단

지에 지열 Hybrid System 및 LNG 보일러+에어컨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전비용 및 초기투자비용 회

수기간을 검토해본 결과, LNG 보일러+에어컨시

스템에 비해 년간 운전비용이 103만원에서 53만
원으로 4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초기투자비용 회수기간을 평가해보

면, 약 8.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약 

183ton이었다.

4. 결 론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중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기술로서, 현재 국

내에서도 사용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의 경우,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과다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규모 주

거용 구조물에 적용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최적 설계할 수 

있는 자동화 지열 포집장치를 개발하여 초기공사

비용을 줄이고, 대규모 주거용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천장형 FCU를 개발하여 아파트의 비교적 

낮은 천정고를 고려할 수 있는 자동화 지열 

Hybrid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이에대한 경제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기존 지열 시스템에 비해 

67%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 26% 정도의 평당 초

기투자비용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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