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Vol. 12, No. 1, pp. 7~16 (2016)

7

http://dx.doi.org/10.17664/ksgee.2016.12.1.007

병원 건물에 설치된 냉각탑 병용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방 성능

손병후†
·이두영*·민경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 *코텍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

Cooling Performance of Cooling Tower-Assisted Ground-Coupled Heat 

Pump (GCHP) System Applied in Hospital Building

Byonghu Sohn†, Doo-Young Lee*, and Kyung-Chon Min*

Build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KICT, Goyang 10223, Korea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KOTEC Engineering, Anyang 14056, Korea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results for the cooling performance of ground-coupled

heat pump (GCHP) system using a cooling tower as a supplemental heat rejector.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hybrid approach, we installed the monitoring equipments including

sensors for measuring temperature and power consumption, and measured operation parameters from

May 1 to October 30, 2014.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tering source temperature of brine returning

from the ground heat exchanger was in a range of design target temperature. Leaving load temperatures

to building showed an average value of 11.4oC for cooling season. From the analysis, the daily

performance factor (PF) of geothermal heat pumps ranged from 4.4 to 5.2, while the daily PF of hybrid

GCHP system varied from 3.0 to 4.0 over the entire cooling season.

Key words: Hybrid ground-coupled heat pump system(하이브리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Cooling

performance(냉방 성능), Cooling tower(냉각탑), Measurement(측정)

 기호설명

COP : 성능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

cp : 비열 [J/kgK]

ELT : 부하측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온도 [oC]

EST :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온도 [oC]

LLT : 부하측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온도 [oC]

LST :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온도 [oC]

: 지중 또는 부하측 순환수의 유량 [kg/s]

PF : 성능지수(performance factor) [-]

Q : 총 열량 또는 에너지 총 전달량 [kWh]

: 에너지 순간 전달률 [kW]

t : 시간 [sec]

W : 총 전력 소비량 [kWh]

: 순간 전력 소비량 [kW]

하첨자

CT : 냉각탑

GHE : 지중열교환기

HP : 히트펌프

L : 부하(load)

m·

Q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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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순환펌프

sys : 시스템

1. 서 론

지열 히트펌프(ground-coupled heat pump, GCHP)

시스템은 지중의 항온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시스템이다[1]. 아울러 기존 냉난방 설비와 비

교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효과 가스를 상

대적으로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여름

과 겨울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국내에서 건물 부문

의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대상 건물의 냉난방 에너

지 사용량이 균형을 이룰 때 효과를 크게 본다. 냉

방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지중열

교환기 순환수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며, 이는 시스템의 냉방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난방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냉방과 반

대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하이브리

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2]. 이 시

스템은 보조 히트싱크(냉방)나 보조 열원(난방)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보조 설비에는 냉각탑과 보일러

등이 있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시공 시, 통상 냉방부하와

난방부하 중 큰 쪽에 맞춰 지중열교환기를 시공한

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은 필요한 용량보다 더 설치

되기 때문에 전체 시공비가 상승하게 된다. 냉방부

하가 큰 건물에서 난방부하에 맞춰 지중열교환기를

시공하고 나머지 냉방부하를 냉각탑이 처리하면, 성

능 유지와 시공비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하이브리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연구들[3-5]을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지

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 변화와 시스템 제어 방

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 등을 주로 분석하였

다. Phetteplace and Sullivan[6]은 상업용 건물(2,230

m2)에 설치된 지열-냉각탑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대

상으로 지중열교환기 성능과 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하였다. 대상 시스템에서 수직형 지중열교환기

는 70개이고 냉각탑 용량은 275 RT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히트펌프는 77%, 순환펌프는 19%, 냉각

탑은 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Hackel and Pertzborn

[7]은 제어 방식이 하이브리드 지열 히트펌프 시스

템의 성능과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

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지열 단독 시스템에 대한 연구

[8,9]를 수행하였다. 최근 지열-태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결과[10]가 발표되었지만, 지열-냉각

탑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실증 결과는 매우 제

한적이다. 특히 국내에 적용할 때 필요한 설계 데이

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병원 건물에 설치된 지열-냉각탑 하이

브리드 시스템(이하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 또는

‘지열 시스템’)의 냉방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

과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의 시간대별

온도 변화와 냉방 성능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냉방 기간 중 시스템의 운전 경향을 보기 위해,

일일이나 월간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

템 시공 시 설치한 온도 센서와 제어 장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각종 센서와 데이터로거 등을 새로 설

치한 후, 2014년 1월부터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가동 중인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의

냉방 성능을 사후 검증(commissioning)했다는 의미

도 있다.

2. 대상 건물과 데이터 측정

2.1 대상 건물과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

Fig. 1은 대상 건물 외관과 시스템의 대표 구성 요

소인 히트펌프 등을 보여준다. 대상 건물은 진료실

과 입원실 등으로 구성된 대학병원(경상남도 양산

시 소재, 지하 2층/지상 8층)이고, 연면적은 17,607

m2이다. 지하 2층 기계실에 지열 히트펌프와 지중

순환수 펌프 등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전기실·강

당·도서관이 있다. 지상 1층에서 3층은 진료실과

검진센터로 그리고 4층에서 7층은 병동으로 이용된

다. 아울러 지상 8층은 조제실과 공조실로 활용된

다. 본 시스템은 2009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그

해 12월에 완공되었다.

대상 건물에서 실사용 공간의 최대 부하는 냉방

1,598.7 kW, 난방 1,360.4 kW이었다. 최대 부하를 감

당하기 위해 냉각탑-지열 시스템과 개별 열원설비

(EHP, 패키지에어컨, 항온·항습기, 공조기)를 설치

하였다. 지열 시스템은 개별 열원설비의 부하(냉방

163.9 kW/난방 389.6 kW)를 제외한 공간(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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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kW/난방 970.8 kW)을 담당한다. 지열 시스

템 담당 부하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지중열교환기

순환수(이하 ‘지중 순환수)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 냉각탑은 냉방 최대 부하의 40%(574

kW)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여기서 냉방

최대 부하인 1434.8 kW에 맞춰 지중열교환기를 설

계하면, 200 m 기준으로 102홀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지중열교환기 개수를 60홀로 줄였기

때문에, 초기 시공비를 약 3억 4천만 원 절감할 수

있었다.

지열 히트펌프(WaterFurnace, NXW 540)는 물 대

물 방식이고, 총 10대가 가동 중이다. 냉방 정격조건

(열원 25oC, 부하 입·출구 12oC와 7.6oC)에서 냉방

용량은 166.2 kW이고 냉방 COP는 4.99다. 아울러

난방 정격조건(열원 5oC, 부하 입·출구 40oC와

44.5oC)에서 용량은 159.5 kW이고 COP는 3.47이다.

정격 소비전력 5 kW의 지중 순환수 펌프(Grundfos,

TP50-340/4) 10대가 히트펌프에 일대일로 대응한다.

지중 순환수로 물 80%와 에틸알코올 20%를 질량비

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며, 부하측 순환수로는 물을

사용한다. 정격 조건에서 시스템 유량은 4630 LPM

이며 기계실 내 주 배관(main pipe)은 125A 주철관

이다. 

지중열교환기는 밀폐형 방식이며, 깊이 200 m와

직경 150 mm의 보어홀(borehole) 60개를 이용한다.

전체 보어홀은 건물 뒤에 격자(10×6) 모양으로 배치

되어 있고, 보어홀 사이의 간격은 6 m다. 각각의 보

어홀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파이프가 단일 U

관(single U-tube) 형상으로 삽입되어 있다. 파이프

외경은 42.2 mm이고 내경은 34.5 mm다. 보어홀 내

빈 공간은 벤토나이트 20%와 물 80%로 혼합한 그

라우팅 재료가 채워져 있다. 지중열교환기 설계 시,

열응답 시험으로 산정한 지중 유효 열전도도 값

(2.65 W/mK)을 적용하였다.

밀폐형 냉각탑(100 RT, 2대)은 히트펌프와 지중열

교환기 사이에 직렬로 연결(125A 주철관)되어 있다.

개별 냉각탑의 정격유량은 1,300 LPM이며, 팬의 정

격 소비전력은 2.3 kW다.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 온도(LST, leaving source temperature), 즉 지중

열교환기 입구 온도가 32oC를 넘으면 냉각탑-1이 가

동된다. 냉각탑 한 대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LST

가 33oC를 넘으면, 냉각탑-2도 가동된다. 여기서 냉

각탑 가동에 필요한 설정 온도는 경험을 바탕으로

임의로 설정한 값이다. 설정 온도에 따라 냉각탑 가

동 시간이 변하며, 이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최적 설정 온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하다.

2.2 데이터 측정과 분석

Fig. 2에 표시한 위치에서 온도(PT-100Ω)와 유량

(Euromag International, MUT-1222)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력 측정 센서와 전력·전력량 변환기

(Hanyoung, WM3)로 시스템 구성 요소의 전력 소비

량을 측정하였다. 데이터로거(Hanyoung, GR100-

20)를 통해 1초 간격으로 측정값을 저장한 후, 적산

이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Kline[11]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데이터의 오차와 편차를 조합하여 불확

실도(uncertainty)를 계산하였으며 Table 1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지중 순환수는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안을 유동하

면서 주변 지반과 열을 주고받는다. 시스템이 냉방

운전이면 지반으로 열을 방출하고 난방 운전이면

반대다. 식 (1)을 이용하여 지중열교환기의 순간 에

너지 전달량(방출 열량)을 계산하였다.

Fig. 1. Exterior pictures of hospital building, heat pumps,

and closed-circuit cooling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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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방 중, 지열 시스템이 건물에서 제거하는 열량

계산에 식 (2)를 이용하였다.

(2)

지열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은 COP나 성능지수

(performance factor, PF)로 표현한다. 시스템 COP는

식 (3)으로 계산한다.

(3)

식 (3)은 순간 성능의 의미다. 반면 시스템의 운전

(ON)과 정지(OFF)를 감안할 경우, 식 (4)의 성능지

수로 표현하면 효과적이다[12].

(4)

식 (4)에서 적산 구간에 따라 시간·일(daily)·계

간(seasonal) 성능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식

(4)에서 냉각탑의 전력 소비량( )은 냉각탑 순

환수 펌프와 냉각탑 팬의 전력 소비량을 포함한 값

이다.

Q
·
GHE = m· GHEcp LST EST–( )

Q
·
L = m· Lcp ELT LLT–( )

COPsys = 
Q
·
L

W
·
HP W

·
p W

·
CT+ +

-------------------------------------------

PFsys = 

Q
·
L

0

t

∫ t( )dt

 
0

t

∫ W
·
HP t( ) W

·
p t( ) W

·
CT t( )+ +{ }dt

-----------------------------------------------------------------------------------

W
·
CT

Fig. 2. Layout of cooling tower-assisted GCHP system installed in hospital building.

Table 1.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Parameters Uncertainty

Temperature, T ± 0.2oC

Mass flow rate, ± 0.22%

Power consumption, ± 3.0%

Instantaneous thermal loads, ± 1.67%

COPHP and PFHP ± 3.43%

COPsys and PFsys ± 4.56%

m
·

W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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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시간당 성능(hourly performance)

대상 건물이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2014년 최

고 기온은 7월 31일에 36.0oC이었다. 따라서 7월 31

일을 ‘냉방 대표일’로, 이날을 포함한 일주일(2014

년 7월 28일∼8월 3일)을 ‘냉방 대표 기간’으로 선

정한 후 지중 순환수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

중열교환기 성능 분석 시, 통상 지중 순환수의 히트

펌프 입구 온도(EST)를 본다. 이는 EST가 지열 시스

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중

열교환기 사양을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 설계 기준

온도(냉방 30.0oC, 난방 5.0oC)를 만족하는지 EST 변

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3은 냉방 대표 기간의 지중 순환수 온도와 외

기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다. 전체적인 경향은

Fig. 3(a)에 그리고 냉방 대표일의 결과는 Fig. 3(b)

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지중 순환수 온도는 매초 측

정한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평균한 값이고, 외기

온도는 1시간마다 측정한 값이다. Fig. 3(a)에서 외

기 온도, 즉 건물 냉방부하에 따라 시간대별 EST는

25.2(7월 28일 07시)~28.9oC(7월 31일 16시)에서 변

하였으며, 평균 27.3oC이었다. 아울러 냉방 설계 온

도인 30.0oC보다 낮은 온도에서 지중열교환기가 운

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LST는 평균

29.2oC(26.0~31.5oC)이었으며, 외기 온도는 평균

27.5oC(19.8~36.0oC)이었다. 

Fig. 3(b)에서 보듯 오전 6시부터 냉방부하가 커지

면서 EST와 LST도 올라가다, 부하가 줄어드는 20시

부터 내려갔다. 부하에 따라 EST와 LST는 다소 변

하지만 두 온도의 차이는 평균 2.2oC로 거의 일정하

였다. 이날 EST는 26.2∼28.9oC에서 변하였고 평균

27.9oC이었다. 여기서 LSTHP는 히트펌프 가까이에

서 그리고 LST는 지중열교환기 입구 쪽에서 측정한

값이다. 주간 시간대 LSTHP는 35.1oC(15시)까지 상

승하였지만, 냉각탑을 거친 LST는 32oC 아래(평균

30.1oC)에서 유지되었다. 아울러 입원 환자와 야근

Fig. 3. Temperature variation of source side on typical cooling days (July 28~August 3, 2014).

Fig. 4. Temperature variations of load side on typical cooling days (July 28~August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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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있는 병원 건물 특성 상, 밤 시간대에도 시

스템이 운전되었다.

Fig. 4(a)는 냉방 대표 기간 중, 부하측 순환수(냉

수)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다. 외기 온도에 따

라, 냉수 온도(LLT, leaving load temperature)는

10.2~15.0oC에서 변하였으며, 평균 11.4oC이었다. 이

는 설계 공급 온도인 12.0oC를 만족하는 결과다.

Fig. 4(b)에서 LLT는 10.2~11.8oC(평균 11.0oC)에서

변하였다. 특히 재실자와 외래 환자가 많은 시간대

(09~20시)에는 10.2~11.2oC로 공급하였고, 냉방부하

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에는 11.2~11.8oC로 공급

하였다. 이날 ELT는 평균 14.2oC이었고, ELT와 LLT

의 차이는 평균 3.3oC(0.4~5.8oC)이었다.

시간대별 에너지 전달량(Q)과 전력 소비량(W)을

냉방 대표 기간과 대표일로 구분하여 Fig. 5에 도시

하였다. 앞의 Fig. 3이나 Fig. 4와 달리, 이는 매초 측

정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적산한 결과다. Fig. 5(a)

에서 냉방 대표일의 일일 적산 냉방부하는 16.04

MWh이었다.

Fig. 5(b)에서 냉방 대표일의 시간대별 부하는

0.11~1.16 MWh(평균 0.67 MWh)이었다. 시스템은

오전 9시~저녁 7시(10시간)에 이날 최대 부하인

1.16 MWh와 비슷한 양의 부하(평균 1.04 MWh)를

감당하였다. 설계 최대 냉방부하인 1.43 MW와 비

교했을 때, 80.7%(1.16÷1.43) 내에서 작동하였다. 지

중열교환기는 총 9.93 MWh(평균 0.41 MWh)를 지

중으로 방출하였고 냉각탑은 총 8.84 MWh(평균

0.37 MWh)를 대기로 방출하였다. 시스템 전력 소비

량은 3.59 MWh이었고, 요소별로 히트펌프 2.74

MWh(76.4%), 순환수 펌프 0.53 MWh(14.7%), 냉각

탑 0.32 MWh(8.9%)이었다.

Fig. 6은 시간대별 냉방 성능지수를 분석한 결과

Fig. 5. Energy transfer and power consumption on typical cooling days (July 28~August 3, 2014).

Fig. 6. Hourly performance factor variation on typical cooling days (July 28~August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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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시스템의 성능지수를 PF3로 표현하였고,

식 (4)로 계산하였다. PF1은 히트펌프만의 성능지수

이며, 순환펌프와 냉각탑의 전력 소비량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다. 냉각탑을 제외한 시스템(히트펌프+

순환수 펌프)의 성능지수는 PF2로 구분하였다. Fig.

6(a)의 시간대별 성능지수로 일주일 평균값을 계산

하면, PF1은 4.74, PF2는 3.71, PF3는 3.42였다. 본

시스템은 안전을 고려하여 지중 순환수 펌프와 부

하측 순환수 펌프가 히트펌프 가동 전 3분, 정지 후

2~4분 가동된다. 히트펌프는 정지 상태이지만 부하

측 순환수 유동에 따른 에너지 전달이 있어, PF1이

정격 성능보다 큰 값들이 있었다.

Fig. 6(b)에서, 냉방 대표일의 일평균 성능지수는

5.6(PF1)·4.6(PF2)·4.2(PF3)이었다. 냉각탑 구동

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냉각탑을 병용하면 지중 온도와

시스템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냉각탑 적용 효

과는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3.2 일일 성능(daily performance)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의 일일 냉방 성능을 분석

하기 위해 5월 15일~10월 15일(154일)을 ‘냉방 기간’

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간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전

패턴과 성능 위주로 분석하였다. Fig. 7은 지중 순환

수와 건물 순환수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로, 전

체적인 경향은 앞의 시간대별 경향과 유사하였다.

일평균 EST는 24.9(5월)∼26.9oC(8월)이었다. 냉방

기간 중, 7월 20일∼8월 11일(20일)에는 일평균

LLT가 12oC 아래였으며, 따라서 이 기간에 냉방부

하가 집중적으로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에너지 전달량과 전

력 소비량을 일일 적산이나 월 적산 값으로 나타낸

결과다. Fig. 8(a)에서 보듯 냉방부하에 따라 지중열

교환기와 냉각탑의 에너지 전달량 그리고 전력 소

비량이 변하였다. Fig. 8(b)에서 대상 건물의 전체 냉

방부하는 759.48 MWh이었고 이를 에너지 원단위

로 환산하면 43.1 kWh/m2·year이었다. 냉방 기간,

지중열교환기는 610.02 MWh를, 냉각탑은 291.93

MWh를 처리하였다. 전체 전력 소비량은 228.21

MWh이었고, 요소별 소비량은 히트펌프 160.93

MWh(70.5%), 순환수 펌프 47.61 MWh(20.9%), 냉

각탑 19.67 MWh(8.6%)이었다. 기존 연구[5-7]는 시

스템 전력 소비량에서 냉각탑이 차지하는 비중을

4~5%로 제시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본 시스템의 냉

각탑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냉각탑

의 성능 문제라기보다, 처음 설치한 온도 센서의 정

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스템은

시공 당시 제어 설비와 온도 센서로 냉각탑을 제어

한다. 실제, LSTHP가 32oC보다 낮았는데도 냉각탑

이 가동되는 것을 새로 설치한 센서로 측정한 데이

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Temperature variations of source and load sides on cool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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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erformance factor variation of system on cooling season.

Fig. 8. Energy transfer and power consumption of system on cooling season.

Fig. 10. Daily average performan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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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냉방 기간의 성능지수를 일평균과 월평균으

로 구분하여 Fig. 9에 도시하였다. 지열 히트펌프

(PF1)의 월평균 성능지수는 4.4~5.2이었고, PF2는

3.3~4.1이었다. 마지막으로 PF3는 3.0~4.0이었다. 

일평균 냉방 성능지수를 EST와 외기 온도의 함수

로 Fig. 10에 도시하였다. Fig. 6과 마찬가지로, PF1

이 제조사의 정격 성능보다 큰 결과들이 있다. 앞서

도 기술하였듯이 히트펌프는 정지 상태지만, 부하측

순환수 유동에 따른 에너지 전달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를 보였다. 히트펌프 정지 상태일 때 그리

고 성능지수 계산에 적용한 시스템 경계 등을 상세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값을 평균하면 시스템의 냉방 계간 성능지수

를 산정할 수 있으며, 요소별로 PF1은 4.73, PF2는

3.60, PF3는 3.33이었다. 여기서 PF2는 2014년 정부

고시[13]에 명시된 최저 성능지수(3.0)보다 큰 값이

며, 따라서 시스템 시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참고로 2015년에 개정된 고시에서 시스템의 최

저 냉방 성능지수(PF2)는 3.75이다. 반면 지열-냉각

탑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지수(PF3)에 대한 정

의와 계산 범위는 없는 실정이다. 시스템 안전을 감

안하여 앞서 언급한 제어 로직을 적용하였지만, 지

중 순환수 펌프와 부하측 순환수 펌프의 운전 시간

을 줄이고 또 냉각탑 제어 방법 등을 개선하면 PF2

와 PF3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병원 건물에 설치된 지열-냉각탑 하이

브리드 시스템의 냉방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

과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시간대별 온도 변화와 냉

방 성능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전체 냉방 기

간의 운전 경향을 보기 위해, 일일 성능 등을 분석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냉방 대표 기간 중, 시간대별 EST는 25.2~

28.9oC에서 변하였으며, 평균 27.3oC이었다. 아울러

설계 EST(30.0oC)보다 낮은 온도에서 지중열교환

기가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냉방 대표 기간 중, LLT는 10.2~15.0oC에서 변

하였으며, 평균 11.4oC이었다. 또한 병원 건물 특성

상, 냉방부하가 걸리는 밤 시간대에도 시스템이 운

전되었다.

(3) 냉방부하에 따라 지중열교환기와 냉각탑의 에

너지 전달량과 전력 소비량은 변하였다. 전체 냉방

부하는 759.48 MWh이었으며, 이를 원단위로 환산

하면 43.1 kWh/m2·year이었다.

(4) 냉방 기간(5월 15일~10월 15일), 시스템의 총

전력 소비량은 228.21 MWh이었다. 요소별로 히트

펌프 160.93 MWh(70.5%), 순환펌프 47.61 MWh

(20.9%), 냉각탑 19.67 MWh(8.6%)이었다.

(5) 냉방 기간 중 지열 히트펌프(PF1)의 월평균 성

능지수는 4.4~5.2이었고, PF2는 3.3~4.1이었다. 냉

각탑까지 포함한 월평균 성능지수(PF3)는 3.0~4.0

이었다.

(6)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운전 패턴을 상

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어 방안을 도

출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다른 지면에 발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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