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롯데월드타워 지열냉난방시스템 적용
사례
1. 개요
화석연료등 에너지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에너지를 생산하
는 비용도 과거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점점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공공의무화제도, 그린홈 100만호제도, 시설
원예사업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추
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족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참여만으로는 한
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민간부분에서도 대규모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으나, 지열의
성장기인 2010년 이후, 당시 대규모의 지열냉난방시스템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신축된 공공기관이나 서울시청, 국무총리실과 같은 특정
건물에서만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민간 부분에서 최초로 대규모 시
스템이 설계되고 시공되었다. 해당 건물은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지
열냉난방시스템으로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3,000RT의 지열냉난방시스
템이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지열냉난방시스템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
기를 맞았으며, 민간부문의 보급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지열냉난방시스템 사례를 보고자
한다.

건물현황 및 개요
구분

민경천 연구소장
코텍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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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건물명

롯데월드타워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87,182.80㎡

연면적

782,497.25㎡

층수

지하6층, 지상1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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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보통 지열냉난방시스템은
50RT의 장비를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롯
데월드타워 현장에서는 장비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500RT의 장비 6대를 설치하였다. 설계
및 시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권위있는
전문엔지니어링 회사인Loop Master사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인의 감리를 통해 공사를 수행
완료 하였다.
2.1 지열냉난방시스템 일반사항
구 분
지열용량

2. 지열냉난방시스템
량은 총 3000RT이다. 해당건물의 저층부 판매시설
및 영화관의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한다. 전체
720Hole 중 696Hole이 건물의 하부에 천공되었으
며, 하부천공의 배치는 본건물이 아닌 저층건물을

3000RT

종류

수직밀폐형

천공수

720Hole

천공지름 및 간격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용

내 용

Ø150, 6m
200m

천공 깊이
재질
지열히트펌프

HDPE Pipe
500 USRT × 6대

2.2 지열냉난방시스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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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열냉난방시스템 장비배치 및 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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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사진
(1) 옥외공사-천공 및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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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공사-트렌치배관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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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공사-장비설치 및 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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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규모 장비를 설치하는 등 새롭게 시도되었던 것들
이 많은 프로젝트이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여러분야에서 적용되었으나,

롯데슈퍼타워 이후 공공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에

대규모의 용량으로 설계되어 시공된 사례는 전무

서도 대규모의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설치를 보다 적

했다.

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소용량이던 지열

그렇기 때문에 롯데월트타워에 설치된 지열냉난

히트펌프도 점점 대용량화 되고 다양한 용량의 장

방시스템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지열냉난방시스템

비가 개발되는 등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트렌드가 변

중 단일규모로는 최대인 3,000RT의 시스템이다. 처

하게 되었다.

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의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현재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지열냉난방시스템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외국의 전문컨설팅 업체의

은 저층부에서 이상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

컨설팅을 거쳐 시스템을 완성시겼다. 시공시에는

인 유지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미국인 엔지니어를 통한 감리를 진행하였으며, 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존의 설치되던 50RT급의 장비가 아닌 500RT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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