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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sector in Korea represents almost 20%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Besides, Space heating and hot water generation in Korea are based

on fossil fuels, with a serious environmental impact. This study describes thermal performance

of heating demonstration system using close-loop ground source heat pump installed at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study, it retrieve the investment

cost for 3years 8months and reduction amount of CO₂are 293,900 kgCO₂.

Key words : Ground source heat pump(지열히트펌 ), Close-Loop(폐회로), Reduction amount of CO2(이산화

탄소 감량) , Investment cost(투자비)

기 호 설 명
1)

Q : 평균 가열량(W)

ΔT : 평균 온도차(℃)

k : 지 열 도도(W/m℃)

L : 설치된 지 열교환기 길이(m)

L0 : 1 RT를 얻기 한

지 열교환기 길이(m)

Slope : 기울기

1. 서 론

세계 으로 신재생에 지는 환경친화 인

청정에 지로서 기후 변화 약과 화석 에 지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7889-070, Fax: +82-31-7889-480
E-mail: namlw@shinsung.co.kr

고갈에 한 극 인 응방안으로 심을 모으

고 있다. 재 정부의 국내 신재생 에 지 보

목표는 2006년 에 지소비량의 3%, 2011년 5%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 보 정책 지원제

도 개선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에 지소비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냉난방부문의 에 지 약을 해서 에 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보 이 실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난방시

스템에 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폐회로형 지열난

방시스템을 실제 건물에 용한 난방운 기

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치한 민족사 고등학

교 생활 에 실제로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설치

하고 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운

된 기존 보일러 난방 시스템과 2006년 1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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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7년 6월까지 운 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비교함으로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열

시스템에 한 기 자료로서 활용하고, 운 비의

감량을 조사하여 기 투자비에 한 회수기간

을 측하고, 한 두 시스템의 CO₂발생량을 비

교 분석 함으로서 지열시스템이 CO₂발생 감

에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실증 상 건물

Table 1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주요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은 강원도

횡성에 소재하고 있는 민족사 고등학교의 생활

으로써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연면 13,042 ㎡

을 갖고 있다. 기존에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 으

나 2006년 생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지열이

용 냉난방 시스템이 추가 으로 설치 운용하 고,

기존 보일러 시스템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보

조열원으로 운 하 다.

Table 1. Target building

specification

floor
12 floors above ground
1 floor underground

dimension 13,042.30 ㎡

room 80

people 470

cooling load 200 RT

heating load 800,000 kcal/h

Fig. 1  General view of target building

 Fig. 1은 상건물인 민족사 고등학교 남자 생

활 의 경이다.

2.2 시스템 개요

 Fig. 2는 기숙사에 설치된 지열 히트펌 시스

템의 난방 주요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  Distribution diagram

난방시에 히트펌 응축부에 가열된 온수는 냉

온수 순환펌 를 통해서 냉난방 버퍼탱크로 송수

되고, 이 온수를 이용해서 건물의 난방을 하게 된

다. 그리고 히트펌 에서 증발기에서 7℃로 냉각

된 라인 냉매는 지 에 165 m로 설치된 폐루

로 보내어 지고 지 에서 평균 15℃의 주변과 열

교환하여 11℃의 온도를 가진 라인 냉매가 되

어 다시 증발기로 보내어지게 된다.

type number size

GSHP W-T-W 8 25 RT

bore hole
vertical
close loop

72 150A×165m

brine ethyl alcohol 20%

buffer tank vertical 1 3000 lit

Table 2 Main system specification

 Table 2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25 RT 지열 냉난방 히트펌 를

총 8 를 사용하여 200 RT 규모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 다. 보어홀은 150A 크기로 165m 총 72개

홀을 천공하 으며 천공간의 간격은 5 m로 하

고 작동유체는 에틸알콜 20%를 사용하 다. 한



지열 시스템의 난방 경제성 CO₂ 감 실증 연구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27

지열 히트펌 와 부하측 사이에 냉온수 장탱크

를 두어 갑자기 필요한 냉난방 부하에 유동 으

로 처할 수 있게 설계 하 다. Fig. 3은 기계실

의 모습이다.

Fig. 3  Machinery room

2.3 시스템 용 지 열 도도 테스트

Fig. 4  Thermal conductivity test

 Fig. 4는 시스템 용 열 도 테스트 과정의

사진이다. 지열히트펌 용 상 건물 천공

정 지역에 천공 상 깊이와 동일한 깊이의

비 천공을 뚫고 설치 정 천공과 같은 크기와 같

은 그라우 자재로 천공을 설치하여 열 도도를

측정한다. 이 과정은 해당 건물의 지열히트펌

용 가능성을 별하는 과정이다.

Fig. 5  Result of the thermal conductivity test

Fig. 5는 열 도 테스트의 결과 그래 로 약 67

시간의 열 도 테스트를 진행 하 으며 순환유

량은 평균 30.4 LPM이고 가열량은 평균 9.87kW

다.

Fig. 6  Slope of the average temperature

먼 열 도 테스트로 구해진 지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를 이용하여 Line Method법을 이용

하여 평균온도의 기울기를 구하면 Fig. 6에서처럼

평균온도의 기울기(Slope)는 1.801로 구해졌다. 이

기울기를 이용하여 지 열 도도 k를 구하면 식

(1)과 같다.

  
 ×

(1)

식(1)에서 평균 가열량 Q = 9,870 W이고 지

천공 길이 L은 165m, 기울기 Slope은 1.801이다.

계산식에 의해 지 열 도도 k는 2.907 W/m℃

가 구해진다. 이 열 도와 평균 온도차 5.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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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1RT의 효과를 얻기 한 지 열교환

기 길이를 구하면

L0 


 ×× 
(2)

식(2)에 의해서 1RT를 얻기 한 지 열교환기

길이는 약 42.2m가 구해졌다.

이 계산값에 의해서 설계된 냉방용량인 200

usRT의 효과를 얻기 한 지 열교환기 길이는

8,440m가 필요로 하고 이를 해 여유율 40%를

감안하여 길이 165m의 천공을 총 72홀 설치하여

총길이 11,880m로 설치하 다.

2.4 냉난방 모니터링 시스템

Fig. 7  Monitoring system

  Fig. 7은 민족사 고등학교 남자 생활 에 설치

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인으로 운 을 할 수 있

고 시스템 제어 운 데이터 장을 장 할

수 있다. 한 각 지열 히트펌 를 On-Off 할 수

있으며, 각 지열 히트펌 의 운 동작 상태와 순

환펌 등의 운 상태, 냉온수 장탱크의 장수

온도, 각 장비 고장시 알람경보를 제공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다.

원격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제어

부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열 히트펌 1～8번기의 On-Off 제어

- 지열 순환펌 1～3번기의 On-Off 제어

- 냉온수 류 펌 1～3번기의 On-Off 제어

- 보조열원 (보일러)의 On-Off 제어

- 냉온수 장탱크의 장온도 제어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사용

한 총 기량을 산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 다.

3. 결과 및 고찰

민족사 학교 남자 생활 에 200RT 규모의 지

열 히트펌 를 설치 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

월까지 실제 운 시의 실증데이터를 수집하 다.

3.1 열원별 사용량 비교

지열이용 냉난방 시스템 용 난방용으로

사용한 보일러는 난방용 경유를 주 열원으로 하

다. Fig 8에서는 지열 시스템 용 과 용후

의 월 경유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Fig. 8  Amount of used diesel for heating

 Fig. 8에서 보면 2005년도 12월부터 6월까지의

난방용 경유 사용량은 191,000ℓ이고, 지열히트펌

가동이 시작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

지의 경유사용량은 년도 같은 기간의 22.9%인

43,868ℓ이었다. 이 기간동안 감된 경유 사용량

은 147,132ℓ이었다.

지열 히트펌 한 의 난방용 력 소비량은

25.0kW이고 총 8 가 사용되었으며 난방수 온도

에 따라 자동제어를 통해 히트펌 를 자동으로

On-Off 하 다. Fig. 9는 주 열원으로 사용한 지

열 히트펌 의 력 사용량을 나타낸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사용한 난방용 력은

총 262,170kW로 집계 되었으며, 1월달에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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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CO₂emissions

crude oil kg 3.078 kgCO₂

gasoline ℓ 2.413 kgCO₂

diesel ℓ 2.859 kgCO₂

kerosene ℓ 2.623 kgCO₂

LNG N㎥ 2.450 kgCO₂

electric power kW 0.4836 kgCO₂

elcetric power are average CO₂emissions in Korea

은 력을 사용하 고 그 양은 46,540kW 다.

Fig. 9  A mount of used electric power for heating

3.2 경제성 평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난방운 을 기 으로 하

여 운 비 감효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 Table 3

과 같다.

Table 3. reduction of heating cost 

Diesel Electric power

before 191,000ℓ -

after 43,868ℓ 262,170kW

gap - 147,132ℓ +262,170kW

price -179,942,436원 +18,348,948원

total price gap - 161,593,488원

diesel : 1,223 won per liter

electric power : 70 won per kW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난방운 비

감액은 161,593,488원 이었다. 운 비 차액 평균

은 월 23,084,784원이다. 연간 난방 운 비 감액

은 2억 3천만원으로 상되었다.

Fig. 10  Retrieve period for investment cost

본 연구를 한 지열 난방 시스템이 사용된 지

역은 강원도 횡성군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상

냉방기간은 거의 없고, 난방기간은 9월 순부터

다음해 6월 하순까지 7,8월을 제외한 연간 부분

의 기간에 난방이 필요하다. Fig. 10은 기투자

비 회수기간을 나타낸 그래 로 8억 6천만원의

기투자비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년 8개

월로 상되었다.

3.3 CO₂ 감량

Table 4. CO₂emissions1)

 Table 4는 각 에 지 열원별 CO2 발생량을 나

타낸다. 경유 1ℓ는 CO2를 약 2.859kgCO2를 발생

시킨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경유

감량 147,132ℓ이 감 되었으므로 발생되지

않은 CO2량은 420.7tonCO2이었고 난방시 지열히

트펌 를 가동함으로서 추가된 력 사용량

262,170kW에 의해 발생된 CO2량은 한국 평균

력의 CO2 발생량 0.4836kg CO2을 곱한 126.8

tonCO2으로 난방용 경유 보일러에서 지열 히트펌

로 변경함으로서 얻어진 CO₂ 감량은 293.9

tonCO2 월 평균 감량은 41.99tonCO2이고, 년간

감량은 419.9tonCO2이다.

4. 결 론

본 실증연구에서는 강원도 횡성에 치한 민족

사 고등학교의 남자 생활 에 실제로 설치된 지

열냉난방시스템을 기 으로 하 으며, 2005년 12

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실시된 난방용 경유보일

1) Nanju Bae, 2007, Climate change and Carbon footprint-

Guideline for regional action, Green Korea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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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이용한 난방시스템과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자료

를 비교하 다.

(1) 운 비 감액은 월 평균 2천300만원이었고,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기투자비 8억 6천만원

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년 8개월로 경

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 지열냉난방 시스템 용으로 얻어진 CO2

감량은 년간 419.9tonCO2으로 기존 보일러

비 70%의 CO₂ 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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