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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SHP(Ground Source Heat Pump) has been extensively disseminated due to the recent

increasing demand over new and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system reliability has

been key issues and barriers to insure a better system performance as designed originally

in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standard. This paper introduces a systematic

method to verify its intended design target so called as ISO performance data based

commissioning technology for a water to air GSHP system. The commissioning technology

starts from ar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performance data of a GSHP model and to

compare its installed operation data and to calibrate and tune to the target optimum

operation parameters. Results indicated that cooling capacity could be raised up to 76.6%

from 46.6% from this proposed commissioning technology.

Key words : Commissioning(커미셔닝), Water to air GSHP(물 공기 지열히트펌 ), ISO 13256-1,

Cooling capacity(냉방용량), COPc(냉방 성 계수)

기 호 설 명
1)

EWT : 열펌 로 들어오는 액체 온도 [℃]
EA : 실내기 입구 공기 온도 [℃]
TC : 냉방능력
KW : 소비 력
HR : 응축용량
HC : 난방능력
HE : 증발용량
LLT : 부하측으로 나가는 액체 온도 [℃]
COP : 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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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첨 자

c : 냉방
h : 난방

1. 서 론

오늘날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해 에 지 개발이 시

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다각 인 방안을 마련

하고 있으며 표 으로 태양열, 태양 , 풍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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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Cooling

Air enering indoor side
dry bulb, web bulb

20℃,15℃ 27℃,19℃

Air surrounding unit,
dry bulb

20℃ 27℃

Standard rating test
Liquid entering heat

exchanger

0℃ 25℃

Part-load rating test
Liquid entering heat

exchanger

5℃ 20℃

Frequencya Rated Rated

Voltageb Rated Rated

aEquipment with dual-rated frequencies shall be
tested at each frequency
bEquipment with dual-rated voltages shall be
performed at both voltages or at the lower of the
two voltages if only a single rating is published

Table 1. ISO 1325-1 Test conditions of ground source 
         heat pump

열 등 각종 신재생에 지의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에서도 지열 에 지는 지

열히트펌 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냉․난

방에 지원으로 효과 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보다 에 지소비량이 고

안정 인 지열을 열원으로 사용하기에 다른 열원

을 사용하는 열펌 시스템에 비하여 효율이 높

은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열히트펌 는 설치 환경

에 의해 운 성능에 많은 향을 받는 시스템으

로서 설계, 설치 운 상태 등이 매우 요한 성능

결정 요소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도부터 보 이 시작되어 해

마다 그 수가 높게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증가 추

세에 비해 지열히트펌 의 성능 우수성 신뢰

성 보장을 한 구체 인 규격이나 제도 인 장

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지열히트펌 시스템에 커미

셔닝 기법을 용했다.

커미셔닝이란 설계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로젝

트의 모든 시스템의 설계, 설치, 성능 시험, 운

유지성 등을 확인, 검증하여 문서화하고 보증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어 진다. 이러한 커미셔닝을 통해

지열히트펌 의 제 성능을 발휘 유지 할 수 있

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신재생에 지 이용 기술인

지열히트펌 의 성능을 극 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단순 유니트에 의한 성능인증

이 아닌 시스템의 설치 후 운 성능을 확인

확인 과정이 간편하고 근이 용의한 커미셔닝

기술 개발을 을 목 으로 한다. 한 KIER에 설

치되어진 공기열원 지열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 리드 지열히트펌 시스템을 통해 커미셔닝

기법 용 실제 용성에 한 결과를 제시해

본다.

2. 지열히트펌프 성능 확인 방법

2.1 기존 지열히트펌 유니트 성능인증 방법

재 지열히트펌 에 성능 인증 방법은 국제 규

격인 ISO 13256-1에 의해 특정 조건에서의 유니

트에 인증만을 실행되어지고 있으며 ISO 13256-1

은 물-공기와 라인-공기의 열펌 , 물-루 열

펌 , 지표수-루 열펌 , 지 -루 열펌 등

과 같은 물 공기 열펌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한 국제 표 규격이다. ISO 13256-1에서 제시

하는 표 평가 부분 부하 냉․난방 평가를

한 시험 조건은 Table 1에 명시되어있다. 이는 시

험 조건에 따른 실내 측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건

구․습도온도, 주 공기 건구온도, 열교환기로 들

어가는 액체 온도(EWT), 주 수 압에 해

명시되어 있다. 시험을 하여 평행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장비는 연속 으로 운 되어야 하며,

용량 시험데이터가 기록되기 최소한 1시간 동

안은 운 해야한다. 데이터는 용량시험 동안에 측

정값의 최 허용 가능 오차는 실내 공기 입구 온

도에서 건구 온도 ±1.0℃, 습구온도 ±0.5℃이며

EWT는 ±0.5℃이며 명시된 허용 오차 안으로 일

곱 개의 연속된 세트가 얻어 질 때까지 5분 간격

으로 최소한 30분 동안 기록되어야 한다. 이 자료

의 평균은 시험 결과의 계산을 해 사용 된다.

지열히트펌 제조업자는 사용자에게 와 같은

ISO 규격에 따라 시스템 성능 측정을 하고 그 시

스템의 성능차트를 제품과 함께 제시한다. Table 

2는 국외 W사에 물 공기 방식의 지열히트펌

성능차트 시를 나타낸 것이다. 본 성능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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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
GPM

Cooling Heating

EA

[℃]
TC KW HR COPc

EA

[℃]
HC KW HE COPh

25

10.0

24/17 23.70 6.60 28.51 3.3 24 24.52 10.93 15.72 2.2

27/19 23.58 6.79 28.57 3.2 27 24.27 11.27 15.13 2.2

29/21 23.45 6.98 28.62 3.0 29 24.07 11.49 14.71 2.1

16.0

24/17 23.19 6.87 31.11 3.8 24 27.31 10.57 18.88 2.6

27/19 26.03 7.11 31.16 3.7 27 27.04 10.92 18.24 2.5

29/21 25.87 7.31 31.20 3.5 29 26.83 11.16 17.8 2.4

22.0

24/17 27.38 6.77 32.17 4.0 24 28.87 10.25 20.74 2.8

27/19 27.20 6.99 32.21 3.9 27 28.57 10.63 20.28 2.7

29/21 27.03 7.20 32.25 3.7 29 28.31 10.88 19.62 2.6

TC, HR, HC, HE, KW=[Kilowatts]

Table 2. ISO 13256-1 based heat pump performance chart  

Comparison of data

Actual performance data

ISO performance data

EW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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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based performance data

Actual performance data

Fig. 1 Comparison of ISO based and actual performance data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EA는 건구․습도 온도를

나타내고 TC 냉방능력, KW 소비 력, HR 응축

용량, HC 난방능력, HE 증발용량, COPc, COPh

는 냉난방 성 계수를 나타낸다.

2.2 ISO 성능데이터를 활용한 커미셔닝 기법

이미 앞에서 설명 되어진 유니트의 성능인증의

가장 큰 단 은 오직 제조사에서 출시될 시 의

유니트의 성능에만 심이 있으며 설치되어진 후

에 시스템 성능에는 아무런 심을 두지 않는 것

이다. 장에 설치되어질 지열히트펌 는 주 운

조건 환경이 시스템의 성능에 많은 향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향에 의한 성능 해 요소

를 해결 해 여러 가지 진단방법의 제시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가장 명확한 방법 에 하

나는 커미셔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서 ISO 규격에 의한 성능데이터를 활용한 커미셔

닝 기법을 제시한다. ISO 성능데이터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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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based Performance data>

EWT(oC)

0 5 10 15 20 25 30

 C
a

p
a
c

it
y

2

4

6

8

10
<ISO based Performance data>

Commissioning check

l Flow rate (LOAD, SOURCE)

l Capacity (LOAD, SOURCE)

l Power

l Refrigera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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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missio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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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based Performance data

Ground Loop Flow 30 LPM

Ground Loop Flow 25 LPM

Ground Loop Flow 20 LPM

Fig. 3 Cooling capacity with respect to LLT

커미셔닝 기법은 ISO 규격에 근거 하에 제작되고

제공되는 성능데이터와 장에서 실제 측정한 운

데이터의 성능 곡선을 비교 분석 후 나타난 성

능 오차를 계속 으로 오차를 여나가는 방법이

다. 이에 따른 과정을 보면 Fig. 1과 같이 ISO 성

능데이터와 실제 측정한 운 데이터를 EWT에

따른 함수 계로 나타내어 비교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변수로 사용하여

EA, COP, 냉난방 능력 등과의 함수 계로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ISO 성능데이터는 각종 운

조건에 따른 시스템의 최 의 성능이라 볼 수 있

으며 실제 시스템 설치시 같은 운 조건에서의

성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성능 데이터를

비교 후 오차에 한 분석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

정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난

커미셔닝 과정은 앞서 ISO 성능데이터와 실제 측

정된 데이터의 성능 곡선을 비교 분석 후 나타난

성능 오차를 계속 으로 오차를 여나가는 과정

을 보여 다. 이때 커미셔닝 수행 과정은 히트펌

의 이상 작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압축기 압력,

순환펌 지 열교한기 내부 유량, 시스템 운

반이나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냉매 손실을 충

, 히트펌 순환펌 의 안정 인 정상운 을

한 기 공 상태 등 시스템의 성능에 향을

수 있는 기기의 설계치 혹은 정상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 체크한다. Fig. 3은 이러한

ISO 성능데이터를 활용한 커미셔닝 수행과정의

한 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스템 냉방 용량과 열

원측 지 열교환기 유량에 한 계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 설치 된 히트펌 의 지 열

교환기 측 설계유량이 30LPM이었으나 장에 시

스템 설치 후 배 경 선정 펌 선정이 잘

못되어 설계유량에 비해 실제 유량이 못 미치는

상황에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 열교환기

측 유량이 20LPM 인 경우 ISO 성능데이터와 비

교 시 히 낮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펌 교체 배 수정을 통해 유량을 설

계치에 근 시킨 결과 시스템 성능이 단계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이러한 상황은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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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막힘, 펌 배 에 한 문제 등 실

제 운 시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ISO 성능

데이터와 비교 분석 후 시스템의 운 상황을 체

크하여 시스템 성능의 최 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확인 시켜 다.

재 지열히트펌 커미셔닝의 방법은 다양하

게 제시되어 질수 있으나 가장 근본 인 목 은

지열히트펌 의 성능이 제성능이 발휘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ISO 규격 성능

곡선과 실제 성능 곡선을 통한 분석을 통해 간편

하고 명료하게 커미셔닝의 목 에 근 할 수 있

는 기법을 제시하 다. 이는 계속 인 커미셔닝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하는 근간이며 장에 설치되

어진 지열히트펌 성능이 환경 계 인 변

화에 따라 지속 인 성능을 발휘하고 시스템이

장 설치 후에도 최 의 성능으로 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3. 현장 설치 시스템 커미셔닝 수행 사례

3.1 하이 리드 히트펌 시스템

본 장에서는 실제 KIER 장에 설치되어진 하

이 리드 지열원 시스템에 ISO 성능데이터를 활

용한 커미셔닝 기법을 용하여 시스템 성능 측

정 확인 과정을 수행하여 보았다.

ISO 성능 데이터를 활용한 커미셔닝 기법이

용된 시스템은 공기열원과 지열원을 동시에 사용

하는 하이 리드 지열히트펌 시스템으로서 자

체내에 공기열 지열 열교환기를 내장하여 공

기 열원과 지열원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작동냉

매는 R410A를 사용한다. Fig. 4는 상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실내기와 실외기 지 열교환

기는 100M 깊이에 수직형 2개 루 가 직렬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용 시스템은 공기열원과 지열

원을 복합 인 시스템으로 인해 국제규격이 존재

하지 않는 계로 ISO 13256ー1과 KS C 9306 에

어컨디셔 규격을 히 조합하여 ISO 규격에

한 시험규격을 사용하 으며 Table 3은 용된

냉방성능시험규격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성능데이터 작성방법과 동일

하게 Table 3의 시험규격을 기 으로 넓은 작동

범 에 따른 운 성능 실험 시뮬 이션을 통

해 시스템의 성능데이터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기

으로 ISO 성능 데이터를 활용 커미셔닝 기법을

용하 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air & ground source

          hybrid heat pump 

Cooling

Air entering indoor side

-dry bulb (℃)

-web bulb (℃)

27.00

19.00

Air entering outdoor side

-dry bulb (℃)

-web bulb (℃)

35.00

24.00

Air-flow of indoor side (CMM) 87.60

Liquid entering heat exchanger (℃) 25.00

Liquid-flow entering heat exchange
(LPM)

27.50

Liquid leaving heat exchanger (℃) 33.40

Table 3. Test conditions of air & ground source 

             hybrid heat pump

3.2 커미셔닝 수행 결과

Fig. 5는 장 조건하에서 냉방 성능데이터와

ISO 규격에 성능데이터를 비교분석 하 고 그 결

과를 나타내었다. 지 열교환기에서 실외기로 들

어가는 입구측 물의 온도(EWT) 변화에 따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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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Heating

EWT
(℃)

EA
(℃)

TC KW HR COPc
EWT
(℃)

EA
(℃)

HC KW HE COPh

25

24 29.58 6.377 35.957 4.50

0

16 27.34 9.40 17.944 2.91

25 29.26 6.458 35.718 4.43 17 27.63 9.45 18.18 2.92

26 28.94 6.539 35.479 4.37 18 27.91 9.50 18.406 2.94

27 28.61 6.619 35.229 4.30 19 28.2 9.56 18.641 2.95

28 28.27 6.7 34.97 4.24 20 28.49 9.61 18.876 2.96

29 27.92 6.781 34.701 4.18 21 28.78 9.67 19.11 2.98

30 27.57 6.861 34.431 4.12 22 29.07 9.73 19.345 2.99

31 27.2 6.942 34.142 4.06 23 29.37 9.78 19.589 3.00

32 26.83 7.022 33.852 4.01 24 29.66 9.84 19.823 3.02

33 26.45 7.102 33.552 3.95 25 29.95 9.89 20.056 3.03

TC, HR, HC, HE, KW=[Kilowatts]

Table 4. Air & ground source hybrid heat pump performance chart (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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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oling capacity with respect to EWT 

             (after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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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Cooling capacity with respect to EWT 
              (before Commissioning)

과를 냉방능력으로 나타낸 것으로 ISO 규격에

하는 성능데이터 냉방능력에 비해 장 조건 성

능데이터의 냉방능력이 약 46.6%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시스템은 비정상 인 냉방능력

을 통해 장 설치 시 시스템 운 은 최 조건 상

태가 아닌 것으로 쉽게 단이 가능하다. 이와 같

은 원인을 해결하기 해 히트펌 의의 작동상태

를 확인 한 결과 압측이 압력 부하측 입․출

구 온도차가 정상 상태에 비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 과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운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검하고 이를 통해 냉매배 의 설로

인한 냉매양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악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냉방능력 감소로 인하여 시

스템 운 시 최 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Fig. 6은 시스템에 정 냉매를

다시주입하고 제 측정 결과를 에 나타내었으며

ISO 규격에 하는 성능데이터 냉방능력이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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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COPc with respect to EWT 

  (after commissioning)

% 까지 근 시킬 수 있었다.

Fig. 7은 커미셔닝 수행 후 입구 측 물에 온도

에 따른 냉난 COP를 나타낸 그래 로써 커미셔

닝 과정을 통하여 ISO 규격에 하는 성능 데이

터와 장 조건하에 성능이 근 함을 보 다.

4. 결 론

본 연구는 ISO 규격에 기 한 성능데이터를 활

용하여 지열히트펌 시스템의 성능 확인 커미셔

닝 기술 개발을 한 연구로써 새로운 커미셔닝

기법 제안과 새로운 커미셔닝 기법을 통해 실제

장에 설치되어진 하이 리드 지열히트펌 시

스템에 용 평가를 수행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커미셔닝 기법은 ISO 표

규격에 근거한 성능 데이터와 실제 장에 설치

되어진 지열히트펌 성능 측정을 통한 성능 데

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 나타난 성

능 오차를 커미셔닝 수행을 통해 여 나가는 방

안이다.

실제 장에 설치되어진 하이 리드 지열히트

펌 시스템의 커미셔닝을 시행하 으며 냉방 능

력 성능 분석 결과가 ISO 규격에 의거한 성능

데이터보다 냉방용량은 하게 낮게 운 되는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원인 분석 결과 냉매의

설로 인하여 냉매량 부족으로 단 할 수 있었

으며 설 테스트를 통해 기 작업 냉매를 보

충하여 성능 감소 상을 제거 할 수 있었고 결과

으로 장 설치된 시스템의 성능이 ISO 규격에

기 한 성능데이터에 근 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커미셔닝 기술은 지열히트펌 시스

템의 운 환경 변화에 따라 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한 최 의 성능

으로 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

과 우수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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