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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리협약으로 신기후체제에 진입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근본

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에너지 신사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의무화도 추진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의 도입을 위하여 빌딩의 부하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

의 최적화가 필수적인 것과 같이, 도시 및 지역 수준에서도 부하에 대

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시스템의 최적화 및 관리의 중요성

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도시 개념에 ICT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히트펌프에서도 도시 및 지역 단위 지열 시스템간의 연계 및 지

역냉난방, 열병합발전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건물이 포함된 대학 캠퍼스에 지열시스

템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 유럽의 ReGeoCities 프로그램은 지열히트펌

프를 스마트 시티 및 지역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

며, 이를 통하여 다수의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

마트 시티에 대하여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절차와 법률

구조를 검토하고 홍보하였으며,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부합하도록 도시 및 지역 수준

에서 지열히트펌프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국내 도시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기

술개발도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 지열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도시 및 지역 단위의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활성

화를 위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행된 대규모 지열 이용

사례를 소개한다.

2. 미국 볼 주립대학교(Ball State University)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볼 주립대학교는 1918년도에 개교하여

김 진 상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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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직원까지 합

하면 22,500명을 수용하는 47개의 건물로 구성된

캠퍼스를 보유하는 주립대학교이다. 130~160m 깊

이의 보어홀 4,100개로 구성된 보어필드는 캠퍼스

에 2개의 에너지 생산 단지에서 냉수와 온수를 생

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냉온수는 기존 냉수

순환루프와 신규로 설치한 온수 순환루프를 통하여

캠퍼스에 공급된다. 캠퍼스 전체에 걸쳐서 2단계로

지열히트펌프가 시공되었으며, 1단계는 2009년도

에 시작되어 2011년까지 1,800개의 보어홀이 설치

되었다. 

히트펌프 유니트는 2,500RT 냉방용량의 제품이

2대 설치되었으며, 이는 4대의 석탄 보일러 중에서

2대를 대체하였다. 2단계 프로젝트에서 2,300개의

보어홀을 설치하였으며 2대의 히트펌프 유니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에 완공되었다. 

York사가 제작한 히트펌프 유니트는 65oC의 온수

와 5oC의 냉수를 생산하여 공기 조화를 위하여 공

급한다.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설계를 위하여 캠

퍼스의 동절기 및 하절기의 냉난방 에너지와 간절

기에는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의 에너

지를 분석하여, 지중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에 냉

방에너지 및 난방에너지 그리고 동시부하로 인한

에너지부하를 반영하였다. 볼 주립대학교의 지열시

스템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지하수의 흐름을 분석하여 지중열교환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히트펌프 공칭 용량으로 약 10,000RT가 설치된

볼 주립대학교의 지열시스템은 북미 최대로 꼽히고

있다. 총 8,500만 달러(주정부 4,500만 달러, 연방정

부 500만 달러)가 투자된 프로젝트에서 연간 320만

달러의 석탄 비용이 절감되면서 100만 달러의 전력

<볼 주립대학교 지열히트펌프 설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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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비되므로 인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량은 22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볼 주립대학교는 기존의 석탄보일러를 지열히트

펌프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연간 75,000톤

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하였으며, 이외에서

이산화황 1,400톤, 이산화질소 240톤, 오염물질입

자 200톤, 일산화탄소 80톤, 석탄재 3,600톤의 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였다. 

지열히트펌프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에 에너지

원단위를 185,000BTU/SF/년에서 110,000BUT/SF/

년으로 감축하였으며, 연간 45백만 갤런의 물사용

량을 절감하였다. 지열히트펌프의 시공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2,300명으로 추정되었다.

3. 미국 마이노트 주립대학교(Minot State 
University)

미국 노스 다코다주에 소재한 마이노트 주립 대

학교는 1913년도에 개교하여 3,600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재학하는 주립대학교이다. 마이노트 주

립대학교는 석탄 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교체하

는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전력 공급사인

Xcel 에너지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60,000달러를 타

당성 검토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1차 단계로

<마이노트 주립 대학교의 지중열교환기 보어필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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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4개 건물에 대하여 지열히트펌프 설치를 결정하였

다. 1차 단계에서는 연습용 축구 경기장에 보어필

드를 설치하였다. 

마이노트 주립대학교의 지열히트펌프 프로젝트

는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작한 프로젝

트는 전체 캠퍼스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1,623만 달

러로 증액되었다. 

마이노트 주립 대학교의 전체 지열히트펌프 프

로젝트는 3개의 보어필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차와 3차에 구축된 보어필드는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대학의 전체 지열프로젝트

는 400피트의 깊이로 구축된 보어홀이 총 1,200개

에 달하였으며, 공사가 2014년도에 완료되었으며,

마이노트 주립 대학교는 캠퍼스 전체를 지열로 냉

난방을 수행하는 학교가 되었다. 3개의 보어필드

구역과 각 건물을 연결하는 캠퍼스 지열수 순환루

프를 구성하여 각 건물에 지중 순환수를 공급하고

있다.

4. 미국 포트 포크 육군기지 주거시설

포트 포크 Joint Readiness Training Center는 세계

에서 가장 큰 규모로 주거 시설에 대한 지열히트펌

프가 설치되어 있다. 1만5천명이 거주하는 기지에

서 약1만2천명이 거주하는 1,290개 건물의 4,003세

대에 총 6,593RT의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였다. 이

사이트는 규모 뿐만 아니라,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이 약 3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

을 측정하여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

이터를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다.

이 기지의 주거시설은 1972년부터 9단계로 건설

된 비교적 오래된 주거 단지로서, 지열히트펌프가

설치된 4,003세대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760

세대에는 가스난방과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서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포트 포크는 텍사스

에 인접하며, 연평균 기온은 19.4oC 정도이며, 연간

<포트 포크 기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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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및 최고기온은 대략 −7oC과 33oC이다.

이를 모두 설치하는데 10.5 cm 직경의 관정을 총

연장 550 km를 천공하였다. 이는 RT당 82.5m의 관

정에 해당한다. 여기에 소비된 폴리에틸렌 파이프

의 총 길이는 1,086 km를 넘는다. 관정에 PE파이프

를 설치한 후 바닥 에서부터 벤토나이트로 그라우

팅하였다. 

공사기간은 1995년 3월부터 1996년 8월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ORNL의 데이터 수집은 설치 전후

의 비교를 위해 설치전인1994년 8월부터 1997년

2월까지 15분 간격으로 저장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 보고서는 1998년도에 발표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43.5%의 피크 부하를 절감하였

으며, 7.55MW에 해당한다. 연간 760만 kWh에 해

당하는 천연가스를 절약한 것과 별도로 3100만

kWh의 전력을 절약하였으며, 이산화탄소를 22,400

톤 절약하였다.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전력만으로

33%를 절감하였다. 유지 보수 비용도 크게 절감되

었으며, GSHP설치 이전에 자주 발생하였던 하절기

의 히트펌프 수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ORNL의 GHP Core Team전문가들이 주도하여

지열히트펌프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

발하였고 측정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이들의 분

석에 의하면 포트 포크에서도 20% 정도 과설계 되

었으며, 지중열교환기의 최적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자료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신뢰를 주

어서 FEMP가 지열히트펌프를 적극 추천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사기지 내에 위

치한 주거시설에 대규모 지열히트펌프 시설이 여러

기지에 설치되었으며, 2000년경에 국내 용산 미군

기지내에 주거시설및 사령부에도 지열히트펌프가

설치되었다. 용산 미국기지 지열히트펌프 프로젝트

는 국내 엔지니어가 참여하고, 지열히트펌프에 관

련된 기술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에 지열히트펌프

가 보급되는 기반이 되었다.

5. 미국 Galt House East 호텔

단일 건물에 적용된 최대의 지열히트펌프는 켄터

기주 루이빌시의 Galt House East 호텔과 부속건물

인 Waterfront 오피스 빌딩으로서 4,700RT의 지열

히트펌프가 1984년에 일부 설치되고 후일 증설되

었다. 

지하수열원의 지열히트펌프를 적용한 이 사이트

의 설치비용은 1RT당 1,5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트펌프 유니트 가격을 제외한 지

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추가 투자비용은 RT당 500달

러로 보고된 바 있다. 

Galt House East 호텔은 Ohio강에 인접하여 위치

하며 750ft2 면적을 갖는 600개의 객실과 평균적으

로 1,800ft2 면적을 갖는 아파트 100개, 그리고

120,000ft2 공용시설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

기에 1,600RT가 설치되어 있다. 1994년에 증설된

Waterfront 오피스 빌딩은 총 960,000ft2으로 2개의

25층 건물과 1개의 15층 건물로 구성된다. 이 두 개

의 시설을 합하여 총 4,700RT의 지열히트펌프가 설

치되어 있다. 

<Galt House East 호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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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도시 지역에 지열히트펌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는 도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다. 또한 도시 지역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확산

시키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

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대규모 지열히트펌프 사

례를 검토하여 국내 도시 지역에 적합한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반영하고, 스마트 시티

에 적용하여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