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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foundations and other thermo-active ground structure, energy wells, en-

ergy-slab, and pavement heating and cooling represent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contribut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vides substantial long-term cost savings and minimized 

maintenance. This paper focuses on earth-contact concrete elements that are already required for 

structural reasons, but which simultaneously work as heat exchangers. Pipes, energy slabs, filled 

with a heat carrier fluid are installed under conventional structural elements, forming the primary 

circuit of a geothermal energy system. The natural ground temperature is used as a heat source 

in winter and a heat sink in summer. The geothermal heat pump system with energy-slab 

represented very high heating and cooling performance due to the stability of EWT from energy 

slab. However, the performance of it seemed to be affected by the atmospheric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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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COPhp ：열펌  유닛 성 계수

COPsys ：지열원 냉난방 시스템 성 계수

Cp ：비열 [kJ/kg․K]

 ：질량유량 [kg/s]

Q ：냉방 는 난방용량 [kW]

Ti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 [
o
C]

To ：실내열교환기 출구온도 [
o
C]

Whp ：열펌  유닛 소비 력 [kW]

Wpump ：지 순환펌  소비 력 [kW]

1. 서  론

21세기에 어들면서 경제가 발 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냉난방 

에 지 소비가 증가하여 국가 에 지소비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따라서 고효율의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에 

한 기술력 향상 요구가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지열원 열펌  시스템은 친환경 인 신재생에 지

를 용한 존하는 최고효율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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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ground coupled heat pump system with energy slabs.

서 보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재까지 리 보 되고 있는 수직 폐형 지열

원 열펌  시스템은 설치비용이 커서 최기 투자비

가 과다하다는 단 이 있다.
(2, 3)

고효율의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보  확산을 

하여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기 투자비 감소를 

해 다양한 지 열교환기 용 시스템에 한 연구

와 시스템 성능 향상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Paksoy et al.(4)은 수층 지하수를 이용하여 연  

지 축열과 연계한 시스템 성능 향상에 한 연구

를 수행하 으며, 운 비용 감  시공비 감 가

능성을 평가하 다. Tarnawski et al.(5)은 수직 폐

형에 비해 기설치비가 은 수평형 지 열교환기

의 깊이에 따른 성능분석을 수행하 으며, 단일층 

수평형 열교환기와 복수층의 수평형 열교환기의 성

능향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Hamada et al.(6)

은 건물 기  말뚝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천공비용 

감  지 열교환기 시공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Yu(7)는 건

물 기  일에 열교환기를 용한 에 지 일형 지

열교환기를 사용한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하 으며, 시공비 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

과를 얻었다. 재까지 부분의 국내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개발  보 은 수직 폐형과 SCW 

(Standing Column Well) 방식의 지 열교환기를 

용한 시스템에 하여 수행되었다.
(3)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30～40%를 차지하는 지 열교환기의 시

공비 감  공사기간 단축을 한 지속 인 노력

이 수행되고 있으나, 구체 인 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수층축열 시스템(8)이나 복

수정(9)을 이용한 개방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구조체 하부 바닥의 슬래

를 활용한 지 열교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 인 

지나 천공이 필요없어 설치비용 감이 가능한 

에 지슬래  지 열교환기 용 지열원 열펌  시

스템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에 지슬래  

시스템은 건물 하부 슬래 구조체에 PE 이 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 열교환기로 활용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수평형 지 열교환기의 변형된 형태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에 지슬래  용 지열원 열

펌  시스템의 국내 용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에 지슬래  시스템  성능 평가방법

2.1 실증 시스템 개요

본 연구의 에 지슬래  용 지열원 열펌  시

스템의 실증을 한 상 사이트는 충청북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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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energy slabs.

Fig. 3  Photograph of energy-slab installation.

Table 1  Specifications of energy-slab system

Parameters Specification

Heat 
pump 
unit

Type Water to water

OD unit 40 RT

Refrigerant R22

Energy
Slab

Pipe material HDPE

Diameter of pipe 20 mm

Length of pipe 80 m

No. of pipe 112

No. of sub-header 8 

Installation area 4,000 m
2

군에 소재한 골 장의 클럽하우스이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며, 지하 1층은 기계실로 사용

되고 지상부는 스토랑, 각종 매장과 샤워실 등으

로 구성된다. 에 지슬래  용 지열원 시스템은 

지하실의 직원식당, 직원락카실  캐디 휴게실과 

지상 1층의 로비, 리실, 복도, 우더 룸 등의 

1,294 m
2
의 냉난방 부하를 담당하며, 지열 담당 건

물 냉방  난방부하량은 각각 208.4 kW, 112.5 kW

이다. 

Fig. 1은 에 지슬래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구

성도를 나타내며, Fig. 2와 Fig. 3은 에 지슬래  

지 열교환기 배치도  설치 장 사진을 나타낸다. 

에 지슬래 는 오스트리아의 지열 문 기업인 EN 

ERCRET GmbH사가 개발한 에 지슬래  지 열

교환기 설계 문 로그램인 TRANSS-LAB
(10)
를 

이용하여 설계하여 PE 이  112라인을 설치하

다. 열펌  유입  후에 메인 서 라이헤더(Supply 

main header)와 메인 리턴헤더(Return main header)

를 설치하고, 각각의 메인 헤더에 8개의 서  헤더

를 설치하 으며 각각의 분기배 은 리버스-리턴

구조(Reverse return)로 배 을 구성하여 순환수가 

균일 분배되도록 하 다. 에 지슬래  배 은 클

럽하우스 건물하부와 지하주차장하부에 설치하 다. 

냉수  온수 생성을 하여 40 RT 열펌 유닛 2

가 병렬로 설치되었다. 물 물 지열원 열펌 로 축

열조에 난방수와 냉수를 장하고, 축열조는 3500 

Liter이다. Table 1은 본 에 지슬래  시스템의 설

치 사양을 나타낸다.

2.2 DAQ 시스템  데이터 처리

에 지슬래  지열원 열펌  시스템 실증 사이트

의 성능 평가를 하여 지경부 고시 제 2009-332 

호의 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설치․ 리에 

한 기 (11)에 따라 에 지슬래  용 시스템의 주

요 부 에 온도 센서와 유량계 등을 설치하 다. 

RTD 센서를 이용하여 에 지슬래  순환수의 열펌

 실외열교환기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 다. RTD

의 정확도는 ±0.15℃이다. 열펌  유닛의 소비 력

은 산 력계로 측정하 으며, 에 지슬래  지 순

환수의 유량은 마그네틱 체 유량계를 설치하여 측

정하 으며, 각각의 정확도는 측정값의 ±0.5%와 ±2%

이다. 에 지슬래 의 온도 변화를 고찰하기 하여 

슬래 의 메인 헤더와 서  헤더에는 T형 열 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정확도는 ±0.2℃이다. 

데이터 로거와 센서로 구성된 데이터 취득 시스템

을 구성하고, 시스템 2차 유체 순환부와 시스템의 주

요 데이터 등을 2  간격으로 취득하여 컴퓨터에 

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열펌 의 실내열교환기(난방시 응

축기, 냉방시 증발기)와 실외열교환기(난방시 증발

기, 냉방시 응축기)의 열교환용량을 측정하 다. 식 

(1)에 의하여 열펌 의 냉난방 용량을 계산하 으

며, 식(2)를 이용하여 열펌  유닛의 COP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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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순환펌 의 소비동력을 고려한 에 지

슬래  시스템의 COP는 식(3)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1)

  (2)

    (3)

3. 결과  고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운  기간 

에 난방 가동 기간과 냉방 가동 기간에 하여 에

지슬래  용 지열원 열펌  실증 랜트에 한 

성능을 분석하 다. 

3.1 동 기 실증 성능

Fig. 4는 2010년 10월에서 2011년 4월까지 난방

운  가동 기간 동안의 에 지슬래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난방용량과 외기온도를 나타낸다. 난

방용량은 217 kW에서 381 kW까지 변화되었다. 외

기온도는 -12.4oC에서 12.3oC의 범 에서 변화되었

다. 외기온도가 1월 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난

방용량도 1월에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에

지슬래  용 실증 사이트는 골 장의 클럽하우스

로 동 기 이용율이 낮아서 부하량이 감소하여 총 

2 의 열펌  유닛  한 만이 가동되었기 때문

이다. 2011년 1월 이후 외기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난방용량도 다소 증가하 다. 

Fig. 5는 동 기 난방운  가동 기간 동안의 열펌

 유닛의 실외열교환기 입․출구 온도변화를 나타

낸다. 실외열교환기 입구 최소온도는 3.3oC 으며, 

최 온도는 23.5
o
C로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상 건축물이 골 장의 클럽하우스이므로 시스템

은 주로 주간에 가동을 하 으며,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가동횟수가 었다. 부분의 구간에서 시스

템의 지속 인 운  시에 실외열교환기 입구온도가 

평균외기온도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에 지슬래

 활용 지열원 열펌  시스템이 열  안정성이 우

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외열교환기 유입온도는 

외기온도와 유사한 변화 경향을 나타내어 외기온도

의 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월 

이후 2월부터 외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외열교

환기 유입온도도 증가하 다. 일반 으로 수직 폐

형 시스템은 시스템의 지속 인 난방 운  시에 지

 냉열 축열로 인해 난방 기간 에 시스템의 지

속 인 가동 에 열펌 의 실외열교환기 유입온도

가 지속 으로 감소하지만, 에 지슬래  시스템은 

외기온도 상승에 따라 실외열교환기 유입온도도 증

가하 다. 

Fig. 6은 2010년 10월에서 2011년 4월까지의 난

방운  가동 기간 동안의 열펌  유닛 COP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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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cooling capacity.

템 COP를 나타낸다. 일일 평균 열펌  유닛 COP

는 3.1에서 4.9의 범 에서 변화되었으며, 시스템 

COP는 2.8에서 4.4의 범 에서 변화되었다. 시스템 

난방 운  시작 후 COP는 지속 으로 감소하다가 

1월 이후 외기온도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 다. 이는 

에 지슬래 가 외기온도의 향을 받아 외기온도 

상승에 따라 열펌  유닛의 실외열교환기 유입 지

순환수 온도가 증가하여 난방 용량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Fig. 7은 난방운  가동 기간 동안 시스템 운  

의 메인 서 라이헤더와 메인 리턴헤더의 온도와 온

도차를 나타낸다. 메인 서 라이헤더는 에 지슬래

를 순환한 뒤 열펌 로 공 되는 헤더이며, 메인 

리턴헤더는 열펌  순환 후 에 지슬래 로 유입되

는 헤더이다. 메인 서 라이헤더와 메인 리턴헤더

의 시스템 가동 의 온도차는 약 2.4
o
C에서 4.4

o
C

의 범 에서 변화되었다.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에 

메인 서 라이헤더와 메인 리턴헤더의 온도차이가 

낮게 나타났다. 기 10월 가동 의 온도차이는 약 

4.4
o
C를 나타냈으나, 외기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온

도차이가 감소하 고, 2월부터 외기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온도차이가 증가하 다. 에 지슬래 는 

총 112 배 라인으로 구성되어 지 순환수의 균일 

분배를 해 각 메인헤더는 8개의 서 헤더가 설치

되어 있다. 8개의 서 헤더 에 2개 서부헤더에 연

결된 배 부는 클럽하우스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

며, 6개 서 헤더 배 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다. 각 서 헤더의 입출구 온도차이는 1.9
o
C에서 

5.1
o
C의 범 에서 변화되었다(Fig. 8). 외기온도와 

메인 서 라이헤더의 온도차이가 작아짐에 따라 클

럽하우스 지하와 지하주차장 건물 외벽부에 설치된 

서 헤더 1과 3에서의 온도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그러므로 각 서 헤더의 에 지슬래  배

은 서로 열간섭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 

건물 외벽부에 설치되지 않은 서  헤더 에는 클

럽하우스 하부에 설치된 서 헤더 2의 입출구 온도

차이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서 헤더보다 큰 온도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클럽하우스 하부의 에

지슬래 는 상부에 건물이 설치되어 외기온도의 

향이 미비하 으나, 지하주차장에서는 에 지슬래

 상부가 외기에 노출되어 외기온도의 향도가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에

지슬래 는 건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열원의 안정성

이 증가되는 것으로 단된다. 

3.2 하 기 실증 성능

Fig. 9는 2011년 6월에서 2011년 9월까지 냉방운

 가동 기간 동안의 에 지슬래  지열원 시스템

의 냉방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일일 냉방용량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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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inlet and outlet tempera-

ture of OD HX in the cool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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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 of COP in the cool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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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ation of main header temperature 

in the cooling mode.

부터 7월 까지는 다소 낮은 값을 나타냈으나, 7월 

순 이후부터는 다소 증가하 다. 냉방운  기

에는 외기온도가 다소 낮지만 일일 평균 냉방용량

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기온도가 낮아서 

열펌 가 잦은 단속운 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10은 냉방운  가동 기간 동안의 열펌  유

닛 실외열교환기 입․출구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냉

방운  기에는 실외열교환기 입구온도와 외기온

도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시스템이 냉방모드

로 지속 으로 운 됨에 따라 실외열교환기 입구온

도가 상승하여 실외열교환기 입구온도와 외기온도

와의 차이가 감소하 다. 이로 인해 열펌  유닛의 

소비 력이 증가하여 8월 순경에는 열펌  유닛 

COP가 감소하 다(Fig. 11). 실외열교환기 입구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펌  소비 력이 증가한 것

은 응축압력이 증가하여 열펌 의 압축비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축기 입구온도가 증가하

지만, 7월 순 이후의 냉방용량 변화량은 미소하

는데, 이는 순환수 유량이 커서 충분히 실외열교

환기에서 열 달이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실외열교환기 입구 최소  최 온도는 16.3
o
C

와 30.3
o
C로 일일 평균 외기온도보다 0.6

o
C에서 13.3

o
C 

낮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열펌  소비 력은 42 kW

에서 52 kW까지 변화되었다. 2011년 6월에서 2011

년 9월 사이에서 일일 평균 열펌  유닛과 시스템의 

최  COP는 각각 4.9와 4.3이었다. 한, 일일 평균 

열펌  유닛과 시스템 최소 COP는 4.4와 3.9을 나

타내었다. 8월 말 이후 시스템은 지속 으로 냉방운

을 하 으나, 실외열교환기 입구온도는 감소하

는데, 이는 냉방 가동율 감소와 함께 외기온도 하강

에 따른 향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8월말 이후

에는 열펌  유닛과 시스템 COP도 증가하 다. 

Fig. 12는 하 기 냉방 운  기간 동안 메인 서

라이헤더와 리턴헤더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메인 서 라이헤더의 온도가 가동 기에는 16.3
o
C

로 매우 낮았으나, 지속 인 운 으로 8월에는 30.3
o
C

로 크게 증가하 다. 하지만, 메인 서 라이헤더와 

리턴헤더의 시스템 가동 의 온도차는 약 4.5
o
C에서 

4.9
o
C 범 로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지 순환

수의 유량이 다소 커서 온도 증가시에도 에 지슬

래 에서 충분한 열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열펌  사양서상의 지 순환수 유량은 912 

LPM이지만, 본 지  순환수는 980 L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순환펌  선정 시의 설계 손실 수두

보다 에 지슬래 의 병렬 연결에서의 압력 손실이 

작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13은 

8개 서  서 라이헤더와 리턴 헤더 각각의 온도차

이를 나타낸다. 냉방운  시에도 난방운  시와 같

이 건물의 외벽쪽에 설치된 서  헤더 1번과 3번의 

온도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서  헤더 측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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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riation of sub-header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cooling mode.

지슬래 보다 지 으로 열을 충분히 방열한 것으

로 보인다. 한, 클럽하우스 지하에 설치된 서 헤

더 1번과 2번에 비하여 건물외곽 부인 서 헤더 3번

을 제외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서  서 라이헤더

와 리턴헤더의 온도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클

럽하우스와 건물 외벽쪽과 달리 에 지슬래 가 

기와 인 하여 외기온도의 향을 다소 크게 받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  헤더별 온도차는 

3.8oC에서 5.4oC를 나타냈다. 

4. 결  론

시공비 감 측면에서 장 을 가진 에 지슬래  

지열원 열펌  시스템을 TRANSSLAB 로그램으

로 설계  시공하고, 냉난방 실증 성능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에 지 슬래  용 지열원 열펌  시스템은 2010

년 10월 기 난방 운  후 외기온도가 감소함에 따

라 성능이 하되었으나, 1월 순 이후 외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었다. 

2011년 6월 기 냉방 운  후 시스템이 지속 으

로 운 됨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차 감소하 으

나, 8월 이후 외기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성능이 향

상되었다. 

에 지슬래  시스템의 냉난방 운  시 에 지슬

래  배 군의 외부인 건물 외벽쪽에 설치된 에

지슬래 에서의 열흡수  방출 성능이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에 지슬래 와 슬래 사이에 설치된 

슬래 보다는 열간섭을 게 받은 것 때문인 것으

로 평가된다. 

국내 최 로 TRANSSLAB으로 설계된 본 시스

템의 에 지슬래 는 클럽하우스와 지하주차장 하

부 구조체에 설치되었다. 이  클럽하우스 하부의 

건물 하부에 설치된 에 지슬래 에서의 지 열교

환 성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하주차장에 설

치된 에 지슬래 는 기와 근 하여 외기온도의 

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에

지슬래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해서는 에 지

슬래 의 설치 치에 따른 향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해야 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09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

에 지 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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