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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온도 제어 방식을 적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방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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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increasing deterioration of the energy shortage problem, ground-source heat pump (GSHP)
systems have been widely installed. The control method is a significant component for maintaining the long-term
performance and for reducing operation cost of GSHP systems. This paper presents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results of the cooling performance of a GSHP system using capacity control with outdoor air temperature. For this,
we installed monitoring equipments including sensors for measuring temperature, flow rate and power consumption,
and then monitored operation parameters from July 9, 2021 to October 2, 2021. From measurement results, we
analyze the effect of capacity control with outdoor air temperature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average performace factor (PF) of the heat pump was 6.95, while the whole system was 5.54 over the measurement
period. Because there was no performance data of the existing GSHP system, it was not 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existing control method and the outdoor air temperature method.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entire system will be improved by adjusting the temperature of cold water produced by the heat pump, that
is, the temperature of cold water on the load side according to the outside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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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COP : 성능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

cp : 비열 [kJ/(kg․K)]

ELT :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load side entering fluid temperature) [℃]

EST :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source side entering fluid temperature) [℃]

LLT :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 온도(load side leaving fluid temperature) [℃]

LST :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출구 온도(source side leaving fluid temperature) [℃]

: 질량유량 [kg/s]

PF : 성능계수(performance factor) [-]

Q : 순간 열량 [k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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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온도 [℃]

W : 순간 전력 소비량 [kW]

하첨자

hp : 히트펌프

L : 건물 부하(load)

p : 순환수 펌프

S : 지중 열원(source)

sys : 시스템

1. 서 론

국내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 건물 부

문은 국가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

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건축물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고효율 건축 설비 적용,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 등이 주목 받고 있다[2].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 지중 항온성을 활용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ground-source heat pump system,

GSHP, 이하 ‘지열 시스템)은 기존 냉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는 더 적게 쓰면서 이산화탄소도 더 적게 배

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3].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보급량과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4]. 지열 시스템은 통상 히트펌프, 지중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 순환수 펌프, 냉온수

저장 탱크, 부하측 설비, 제어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물 대 물(water-to-water) 방식의 히

트펌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한 냉‧온수를 실내 설비(공조기 또는 FCU)로 순환시켜 냉난방

을 수행한다. 이때 시스템은 실내 설정 온도와 냉‧온수 저장 탱크의 설정 온도에 따라 운전과 정지를 반복

한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성능과 환경면에서 기존 설비보다 우수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게 단

점이다. 아울러 시스템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지중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시스템 성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급 활성화와 신뢰성 확보

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여기서 고효율 지중열교환기와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 등이 대표적

인 초기 투자비 절감 기술이며, 시스템 최적 제어 기술 등은 대표적인 효율 향상 기술이다[5-7]. 또 지열 시

스템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실시간 성능 진단 기술도 필요하며, 여기에 고장 예측·진단과 유지관리

기술도 소비자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8].

지열 시스템의 성능 향상, 기존 설비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지중열교환기 시공부지 제약 극복 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5-11]. 국내에서도 지열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지열 히트펌프와 순환수 펌프 등 시스템 구성 요소의 전력 소비량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제어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Cervera-

Vazquez et al.[12]은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펌프의 전력 소비량에 주목하고, 펌프를 다르게 제어할 때 시스

템 에너지 소비량을 33%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Jung et al.[13]은 지중 순환수 펌프를 순차적으로 제

어(sequential control)하면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Lee et al.[14]은 기존 제어 방식과 외기 온도 제어 방식이 지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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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내 설정 온도(22℃)가 같을 때 외기 온도 제어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히트펌프

전력 소비량을 7.7% 그리고 지중 순환수 펌프 전력 소비량을 7.5%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냉

·온수 온도를 외기 온도에 따라 제어하기 때문에, 간절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간절기인 4월, 히트

펌프 COP는 4.06에서 4.31로 6.4% 증가하고 10월에는 4.59에서 4.70으로 2.44%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은 지중(source side) 순환수 온도와 부하측(load side) 냉·온수 공급

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지중 순환수의 온도를 높이거나(난방) 낮추기(냉방) 위해서는 지중열교환기 효율을

높여야 한다. 통상 지열 시스템은 히트펌프가 생산하는 냉·온수 온도(냉·온수 저장 탱크의 설정 온도)에 따

라 운전(on)과 정지(off)를 반복한다. 이때 부하 크기에 상관없이 냉·온수 온도를 일정하게 설정하면, 불필

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하 크기에 따라, 즉 외기 온도에 따라 냉·온수 온도를 조

절하면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연구는 병원 건물에 설치된, 외기 온도 제

어 방식의 지열 시스템을 대상으로 냉방 성능을 분석하였다. 해당 건물에는 기존 제어 방식의 지열 시스

템, 즉 냉·온수 일정 설정 온도 방식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외기 온도 제어 방식으로 교체하

였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성능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계측기와 유량계 그리고 전력량계를 설치

하였다. 시스템이 정상 운전되는 것을 확인한 후, 2021년 7월 9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냉방 데이터

를 획득하였다. 참고로 기존 지열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나 전력 소비량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두

제어 방식을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2.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과 데이터 측정

2.1 대상 건물과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Fig. 1은 대상 건물과 기계실에 설치한 주요 구성 요소들을 보여준다. 대상 건물은 경상남도 양산시 소

재의 B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19,516 m2이다. 지상 1층에서 3층은

외래 진료과와 수술실로, 4층에서 8층은 병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설비 용량 설계 시, 실제 사용 공간의 최

대 부하는 냉방 3,009 kW(855 RT), 난방 2,035 kW이며, 이를 가스흡수식 냉난방기, 터보냉동기, 지열 히

트펌프 시스템이 분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기존 지열 시스템은 2009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병원 1층(면적 1,620 m2, 체적 5,064 m3)의 냉방 부하 261 kW(74 RT)와 난방 부하

167 kW를 감당하였다. 여기서 병원 1층은 로비, 외래 진료부(안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약국, 행

정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가스흡수식 냉난방기는 냉방 2,319 kW(659 RT)와 난방 1,630 kW

를 그리고 터보냉동기는 냉방 429 kW(122 RT)와 난방 238 kW를 감당한다. 

Fig. 1. Target building and main components of ground-source heat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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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계통도다. 기존 물 대 물 방식 히트펌프(50 RT 1대, 30 RT 1대)를 외기

온도 제어가 가능한 히트펌프(국내 D사, DH-40GW-R) 2대로 교체하였다. 교체한 히트펌프의 냉방 용량은

정격 조건(열원 측 히트펌프 입구 25℃, 부하 측 히트펌프 입구 12 ℃/출구 7.6℃)에서 148 kW이며 COP

는 5.22다. 난방인 경우(열원 5℃/부하 입‧출구 40℃와 44.5℃) 용량과 COP는 145 kW와 3.99다. Fig. 3은 히

트펌프 제조사가 제공한 냉난방 성능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다. 한편 시스템 운전 중, 특정 히트펌프만 과

도하게 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하에 따라 교대로 운전할 수 있게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지열 히트펌프 2대에 지중 순환수 펌프 1대가 연결되어 있었다. 즉, 지중 순환수 펌프 1

대가 히트펌프 2대의 유량을 감당하기 때문에 히트펌프 1 대만 가동해도 순환수 펌프가 가동되는 상황이

었다. 따라서 부분부하 운전 시 순환수 펌프의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히트펌프 1대와 순환수 펌프 1

대가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모터 소비 전력 5.5 kW의 펌프(W사, PIL-6508D)로 교체하였다. 여기에 펌프 수

리나 교체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예비용으로 1대 더 설치하였다. 지중열교환기 순환수로 물(80%)-에틸알코

올(20%) 혼합 유체를 사용한다.

지중열교환기는 수직 밀폐형 방식이며, 깊이 145 m와 직경 150 mm의 보어홀(borehole) 32개를 이용한

다. 전체 보어홀은 건물 뒤에 격자 모양(8×4)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보어홀 사이의 간격은 6 m다. 각각의

보어홀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파이프가 단일 U관(single U-tube) 형상으로 삽입되어 있다. 파

Fig. 2. Schematic diagram of GSHP system with in-situ measuring points

Fig. 3. Rated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of heat pump unit with different EST and LL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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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 외경은 42.2 mm이고 내경은 34.5 mm다. 보어홀 내 빈 공간은 벤토나이트 20%와 물 80%의 질량 비

율로 혼합한 그라우팅 재료가 채워져 있다. 참고로 최초 지중열교환기 설계 시, 열응답 시험을 통해 산정

한 지중 유효 열전도도는 2.65 W/mK이다.

부하 측 냉·온수로 물을 사용한다. 이때 냉·온수 저장 탱크의 용량은 3,000 Liter이며 탱크 내 온도를 외

기 온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다. 탱크의 냉수 설정 온도 범위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냉방 운전 시 외

기 온도가 27 ℃보다 높으면, 냉수 설정 온도는 9℃로 기존 제어 방식과 같다. 하지만 외기 온도가 낮아지

면 즉, 냉방 부하가 줄어들면 표에서 보듯이 냉수 설정 온도를 높여 건물에 공급한다. 여기서 외기 온도 범

위는 히트펌프 운전 효율과 현장 경험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해석이나 실험실 규모

의 실험을 통해 최적 온도 범위를 찾을 필요가 있다.

2.2 데이터 획득 및 분석

Fig. 2에 표시한 지점에서 온도(PT-100Ω)와 유량(Euromag International, MUT-1222 Electromagnetic

Flowmeter)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전력 측정센서(CT)와 전력·전력량 변환기(Hanyoung, WM3)를 이용하여

히트펌프 압축기와 지중 순환수 펌프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외기 온도로 히트펌프의 용량을 제어

할 수 있게 건물 외부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였다. 냉방 운전 중 실시간으로 외기 온도를 측정하며 이 값

을 적용하여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운전을 제어한다.

냉방 성능 분석을 위해 데이터로거(Hanyoung, GR100-20)를 통해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분

석 결과인 열량(Q)과 성능계수(performnace factor)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오차(eroor), 기기 정밀도

(accuracy)와 편차(bias error) 둥울 조합하여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계산하였다. 이때 Kline[15]이 제안한 방

법을 따랐으며 Table 2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냉방 운전 중, 지열 히트펌프의 냉방 용량(capacity, QL)은 건물 공조 공간에서 제거하는 열량 즉 냉방 부

Table 1. Setting temperature of cooling water in storage tank

Outdoor air temperature Setting temperature

20~21℃ 16℃

21~22℃ 15℃

22~23℃ 14℃

23~24℃ 13℃

24~25℃ 12℃

25~26℃ 11℃

26~27℃ 10℃

> 27℃ 9℃

Table 2.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Parameters Uncertainty

Temperature, T [℃] ±0.2℃

Mass flow rate,  [kg/s] ±2.0%

Power consumption, W [kW] ±3.0%

Instantaneous thermal load, Q [kW] ±2.77%

PFhp [-] ±4.08%

PFsys [-] ±5.0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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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식 (1)로 산정하였다. 한편 지중열교환기 순환수는 건물에서 제거한 열을 지중

으로 방출한다. 이때 지중열교환기가 방출하는 열량(QS)은 식 (2)로 계산하였다.

(1)

(2)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은 통상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나 PF(performance factor)로

표현한다. 히트펌프 전력 소비량(Whp), 지중 순환수 펌프 전력 소비량(Wp) 그리고 히트펌프의 용량( )

을 이용하면 히트펌프 또는 시스템의 순간 COP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1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평균하거나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시간 성능 계수(hourly PF)

를 계산하였다.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시간 성능 계수 계산에 식 (3)과 식 (4)를 이용하였다.

(3)

(4)

3. 결과 및 고찰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과 각종 계측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2021년 7월 9일부터 2021년 10월 2일

까지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지금도 운전되고 있지만, 이번 논문은 냉방 결과

로 한정하였다. 지열 시스템의 성능은 지중 순환수 온도와 부하 측 냉수 공급 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냉방

운전 중, 지중 순환수 온도 상승은 시스템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반면 부하 측에 공급하는 냉수 온도를 높

이면 성능은 상승한다. 따라서 시스템 운전 특성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지중열교환기 순환수와 부하 측

순환수 온도를 측정하였다(Fig. 4). Fig. 4(a)는 전체 결과를, Fig. 4(b)는 특정 기간(8월 10일~8월 12일)의 결

qhp qL

Fig. 4. Hourly temperature trend on source and load sides with outdoor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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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준다. 이때 1분 간격의 원 데이터를 그래프에 모두 표시하면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평

균값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그래프에서 데이터가 누락된 기간(data missing)이 보이는데, 이는 데이터로거

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 끊겨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ig. 4(a)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외기 온도가 올라가면, 즉 냉방 부하가 증가하면 EST도 상승한다. 이후

대략 9월부터 외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EST도 내려갔다. 전체 기간 중 EST는 평균 24.2℃이었다. 냉

방 기간 중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대략 한 달 동안은 낮 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많았다. 이에 따

라 냉수 온도를 9℃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냉방 부하가 집중적으로 걸렸음을 볼 수 있다. 한편

Fig. 4(b)에서 보듯이 시스템 가동 중 EST는 24℃에서 29℃ 사이에서 변하였다. 일반적으로 냉방 운전 중

EST가 30℃ 이하가 되도록 지중열교환기를 설계한다. 따라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최초 설계 온도 범

위 안에서 지중열교환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가동 중 히트펌프가 생산하

는 냉수의 온도(LLT)는 외기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는 히트펌프 냉방 용량(QL)과 히트펌프와 지중 순환수 펌프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시간 결과다. 측

정 기간 중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냉방 부하가 집중되면서 냉방 용량 역시 증가하였으며, 9월 들어

서면서 용량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에 맞춰 히트펌프의 압축기 전력 소비량도 변하였다. 한편 지중 순환

수 펌프는 거의 일정량의 전력(6.5 kWh)을 소비하였다. Fig. 5(a)의 시간 결과를 월별 평균 값으로 환산하

Fig. 5. Cooling capacity of heat pump and power consumptions on heat pump and source side water circulating pump

Fig. 6. Typical variation of temperatures on source and load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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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히트펌프 냉방 용량은 7월 94.1 kWh, 8월 112.9 kWh, 9월 60.9 kWh이었다. 아울러 압축기 소비 전력

량은 평균 24.2 kWh이었다. 한편 Fig. 5(b)에서 특정 시기의 시스템 운전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외기 온도에 따른 시스템 온도 변화 경향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 특정일(7월 15일과 8월 3일)의

결과를 1분 간격으로 나타낸 그래프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실증 시스템은 Table 1의 탱크 설정 온도에 따

라 가동과 정지를 반복한다. 다만 외기 온도에 따라 탱크의 냉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냉방

부하에 따라 운전 시간과 가동-정지 주기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Fig. 6(b)의 8월 3일 결과에서 보

듯이 외기 온도가 높은 시간대(14:00∼16:20)에서 시스템이 연속으로 운전되었다. 이후 외기 온도가 내려

감에 따라 다시 가동-정지 운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Fig.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기 온도에 따른 냉수 온도 변화를 Fig. 7(a)에 나타내었는데, 탱크 냉수 온도는 설정 값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와 Fig. 7(b)의 결과를 통해 외기 온도 범위에 따라 히트펌프 용량이 제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기동 신호를 받으면, 실내 설정 온도에 따라 운전 모드를 결정한

다. 다음으로 열원과 부하 측 순환수 펌프들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고 이어서 히트펌프가 가동된다. 이때 냉

·온수 저장 탱크의 통상적인 설정 온도(예: 냉방 7℃, 난방 50℃)를 기준으로 히트펌프가 운전과 정지를 반

복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 적용한 제어 방식은 외기 온도에 따라 냉‧온수 설정 온도에 변화를 준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 다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히트펌프 성능은 부하측 냉수 공급 온도, 즉 히트펌프에서 건물

Fig. 7. Cooling water temperature in tank and hourly cooling capacity with outdoor air temperature

Fig. 8. Hourly cooling PF of ground source heat pump unit and enti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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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는 온도(load side leaving fluid temperature, LLT)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부하 크기에 상관없이 냉

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보다 냉방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8은 히트펌프와 전체 시스템의 시간대별 PF를 도시한 결과다. 이번 시스템은 안전을 고려하여 지

중 순환수 펌프와 부하측 순환수 펌프는 히트펌프 가동 전 3분, 정지 후 2~4분 동안 가동 상태를 유지한

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는 정지 상태이지만 부하 순환수 유동에 따른 에너지 전달량이 자동으로 계산되

어, 히트펌프 PF가 8 이상인 결과들이 보인다. 즉 압축기 가동 전과 정지 후에 순환수 펌프가 더 가동되

는데, 이때 측정된 유량과 온도로 계산된 값들이다. 히트펌프와 시스템 PF는 외기 온도가 높을 때(약 26

℃ 이상)보다 낮을 때 다소 높았다. 이는 외기 온도에 따라 냉수 생산 온도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며, Fig.

9(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시스템의 냉방 PF를 EST와 외기 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결과다. 냉방 운전 중 EST가 상승하면

압축기 전력 소비량은 증가하고 냉방 성능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히트펌프의 냉방 성능도 감소한다[Fig.

9(a)]. 하지만, 히트펌프 제조사의 냉방 COP 데이터와 측정된 COP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냉방 PF 값과 순간 COP 값 등을 감안했을 때, 본 시템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9(b)는 외기 온도에 따른 냉방 PF 변화를 나타낸 결과다. 일반적으로 외기 온도가 올라가면

대상 공간의 냉방 부하도 증가하기 때문에 히트펌프의 냉방 용량(부하)도 증가한다. 대상 공간의 냉방 부

하가 증가하면 시스템 가동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부하 순환수 설정 온도에 따라 냉방 성능이 달라지는

데, 외기 온도가 27℃ 이상(냉수 설정 온도 9℃ 유지)인 경우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냉방 PF가 일정하게 운

전되었다. 한편 외기 온도가 27℃보다 낮은 경우에는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냉방 PF는 증가하였다. 냉방 운

전 중 지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히트펌프의 월 평균 냉방 PF는 6.95,

시스템의 월 평균 PF는 5.54이었다.

4. 결 론

이번 연구는 병원 건물에 설치된, 외기 온도 제어 방식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대상으로 냉방 성능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달에 걸쳐 1분 간격으로 냉방 성능 데이터를 획득

하였다. 이때 외기 온도에 따라 냉수 설정 온도에 변화를 주었으며, 이 설정 온도에 따라 히트펌프의 운전

을 제어하였다.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원과 부하 측 온도 변화 특성, 히트펌프 냉방 용량과 전력 소

Fig. 9. Hourly cooling PF variations with EST and outdoor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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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 변화, 냉방 PF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측정 기간 중, 냉수 저장 탱크의 냉수 온도는 외기 온도에 따른 설정 온도와 잘 일치하였다. 이

를 통해 외기 온도 범위에 따라 히트펌프 용량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냉방 기간 중,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대략 한 달 동안 낮 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많았다. 이

에 따라 냉수 온도를 9℃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냉방 부하가 집중적으로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측정 기간 중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냉방 부하가 집중되면서 냉방 용량 역시 증가하였으며, 9

월 들어서면서 용량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의 압축기 전력 소비량도 연동해서 변하였

으며, 지중 순환수 펌프는 거의 일정량의 전력을 소비하였다.

(4) 냉방 운전 중 EST가 상승하면 압축기 전력 소비량은 증가하고 냉방 성능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히

트펌프 냉방 PF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순간 COP 값은 히트펌프 제조사의 성능 데이터와 크게 차이가 없

었다.

(5) 외기 온도가 27℃ 이상(냉수 설정 온도 9℃ 유지)인 경우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냉방 PF가 일정하게

운전되었다. 한편 외기 온도가 27℃보다 낮은 경우에는 히트펌프와 시스템의 냉방 PF는 증가하였다. 냉방

운전 중 지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히트펌프의 월 평균 냉방 PF는 6.95,

시스템의 월 평균 PF는 5.54이었다.

(6) 기존 지열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제어 방식과 외기 온도 제어 방식을 직접 비

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외기 온도에 따라 히트펌프가 생산하는 냉수의 온도, 즉 부하 측 냉수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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