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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annual energy performance of four different types of air-conditioning systems in a medium-
sized office building. Chiller and boiler, air-cooled VRF, ground-source VRF, and ground-source heat pump systems
were selected as the systems to be compared. Specifically,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GSHP system and the
ground-source VRF system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also with conventional HVAC systems including the
chiller and boiler system and air-cooled VRF system. In order to evaluate and compare the energy performances of
four systems for the office building, EnergyPlus, a whole-building energy simulation program, was used. The
EnergyPlu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both the GSHP and the ground-source VRF systems not only save more
energy than the other two systems but also significantly reduce the electric peak demand. These make the GSHP
and the VRF systems more desirable energy-efficient HVAC technologies for the utility companies and their clie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partial load performance of ground-source heat pump and ground-source
VRF on the long-term (more than 20 years) performance of ground heat exchangers and enti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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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국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한다[1]. 건물 부문은 국

내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천이며, 기술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화, 실내 환경(indoor environment)에 대한 인식 변화, 에너지 다소비 노

후 건축물 증가 등은 이러한 경향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건물 공조 시

스템(HVAC&R)의 효율 향상은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나아가 제로 에너지 건물(zero energy building, ZEB)이나 제로 에너지 도시 구현에 필요한 각종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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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공조 시스템의 효율 향상

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노력하고 있다[3]. 다양한 기술 중, 지열 히트펌프(ground-source heat

pump system, GSHP) 시스템과 냉매 유량 가변형(variable refrigerant flow, VRF) 시스템(이하 ‘VRF 시스템’)

은 현재 전 세계 HVAC&R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4].

일반적으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히트펌프, 지중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 순환수 펌프, 실내

장비, 제어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히트펌프와 지중열교환기는 지열 시스템의 연중 에너지 성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지중열교환기는 냉방 모드에서 공조 공간(conditioned space)에서 제거한 열

을 지중으로 방출하며, 반대로 난방 모드에서는 지중에서 열을 추출하여 공간에 공급한다. 따라서 지중열

교환기의 성능이 지열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연중 지중 온도

는 외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연중 변화폭이 큰 외기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공기열원 히트펌

프보다 성능과 운전비 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5].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지중열교환기

설계 기술과 시스템 운전 및 제어 기술, 지열 히트펌프 성능 향상 기술 등을 개발해왔다[6-9].

VRF 시스템은 실외기(outdoor unit) 한 대에 실내기(indoor unit)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다. VRF 시스템

의 핵심은 가변속 압축기를 이용한 냉매 유량 조절이다. 여기에 기존 공조 설비와 비교했을 때 덕트가 필

요 없다. 아울러 공간 용도와 활용 형태에 따라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효율과 공간 활용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공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0]. 이

러한 VRF 시스템은 실외기 열원에 따라 공랭식(air-cooled) VRF 시스템과 수랭식(water-cooled) VRF 시스

템으로 구분한다[10].

지금까지 공랭식 VRF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1-13]. Kim et al.[14]은 중규모 사무

용 건물의 변풍량(VAV) 시스템과 공랭식 VRF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

랭식 VRF는 에너지 소요량(energy demand)을 약 42% 줄일 수 있다. Zhou et al.[15]은 공랭식 VRF, VAV,

팬코일 이용 시스템(fan-coil plus fresh air systems, FPFAs)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공랭식 VRF

시스템이 연간 냉난방 에너지 소요량을 22%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랭식 VRF 시스템과 비교하면, 수랭식 중 지열(ground-source) 순환수 이용 VRF 시스템(이하 ‘지열원

VRF’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16]. Karr[17]는 보호 시설의 지열원 VRF와 공기열원 히트

펌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지열원 VRF가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약 41% 줄일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Im et al.[18]은 지열원 VRF 시스템을 대학 건물에 설치한 다음 에너지 성능을 측정하였다. 또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

열원 VRF 시스템과 VAV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한 후, 지열원 VRF 시스템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약 33%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m and Heo[19]는 지열원 VRF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면서, 지열원

VRF가 지열 히트펌프 대비 냉방 성능은 11.2%, 난방 성능은 25.6% 더 높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히트펌프의 성능만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성능 비교와 다소 거리가 있다. 최근

Kwag[20]은 지열원 VRF 시스템과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을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e-Quest)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논문은 중규모 업무용 건물에 네 종류의 공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가정한 후, 각각의 시스템의 에

너지 성능을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장비로 냉동기-보일러(chiller and boiler, C&B), 공랭식 VRF(air-VRF),

지열원 VRF(GS-VRF), 지열 히트펌프(GSHP)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GSHP와 GS-VRF의 에너

지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장비 2개(C&B와 air-VRF)를 더 추가하여 건물 공조용 시스템의

성능 수준을 폭 넓게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해석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EnergyPlus[21]를 이

용하였다. 에너지 성능 분석에 앞서, 대상 건물의 최대 냉난방 부하를 산정한 다음 장비의 용량을 결정하

였다. 다음으로 장비 성능과 각종 스케줄 등을 적용하여 장비와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부하와 연간 에너

지 소요량 등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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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건물 모델링과 해석 방법

2.1 대상 건물 모델링

대상 건물은 충남 아산시 소재 H대학교의 업무용 건물로, 전체 면적은 1,022 m2이지만 지붕 층과 지하

2층 기계실 그리고 계단을 제외한 공조 공간(conditioned area)은 935.3 m2(지상 1층 321.2 m2/지상 2, 3층

각각 307.1 m2)다. Fig. 1(a)는 건물의 실제 외관을 보여준다. 건물의 냉난방 최대 부하와 시간대별 에너지

부하(요구량)를 계산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DesignBuilder V6.1.2.5)[22]를 이용하여 Fig. 1(b)처럼 모델

링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Fig. 1(c)는 건물 2층의 구역 구분(zoning) 결과다.

건물 모델링과 에너지 부하 계산에 입력한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부하 계산에 필요한 건물 각 부

위(외벽·내벽·바닥·지붕·창호 등)의 사양과 재료는 도면을 참고하였다. 근무자가 공간에 있는 경우 난방 설

정 온도(heating setpoint)는 22oC, 없는 경우(heating set back)에는 15oC를 적용하였다. 한편 냉방 설정 온도

는 24oC, 비 점유 시간에는 30oC를 적용하였다. 대상 건물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자 있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때 재실자, 조명, 장비 스케줄은 Fig. 2와 같다.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building modeling.

Categories Parameters Values

Building area Total area 1,022 m2

Conditioned area 935.3 m2

Building construction Exterior wall, U 0.208 W/m2

Below grade wall, U 0.350 W/m2

Pitched roof, U 0.160 W/m2

Ground floor, U 0.250 W/m2

Window, U 3.475 W/m2

Window, SHGC 0.736

Internal loads Occupancy density 11 people/100 m2

Lighting power density 2.5 W/m2-100 lux

Equipment power density 10.0 W/m2

Computers power density 2.0 W/m2

Setpoint temperature Heating setpoint(occupied) 22℃

Heating set back(unoccupied) 15℃

Cooling setpoint(occupied) 24℃

Cooling set back(unoccupied) 30℃

Fig. 1. Actual exterior of the building and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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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구성

이번 논문에서는 건물 에너지 모델링 프로그램[22]을 이용하여 중규모 업무용 건물을 모델링하고, 이 건

물에 네 종류의 공조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후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때 공조 시스템의 특

성과 성능이 건물 에너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EnergyPlus V8.9[21]를 이용하였다. 대상 건

물의 공조 공간에 대한 최대 냉방 부하(peak cooling load)는 66.85 kW이고 안전율 15%를 감안하면 총

76.88 kW의 공조 장비가 필요하다. 한편 최대 난방 부하는 84.12 kW이고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 용량은

96.73 kW다.

Table 2는 각각의 시스템에 적용된 장비의 정격 용량과 소비 동력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성능(효율)

을 보여준다. Table 2에서 각 장비의 정격 냉난방 용량과 앞서 언급한 설계 용량(냉방 76.88 kW, 난방 96.73

kW)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설계 용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품(장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

계 용량과 최대한 비슷한 장비를 선정하였다. 참고로 이번 논문에서는 냉동기, 보일러, 공랭식 VRF, 지열

원 VRF, 지열 히트펌프 등은 ‘장비’로 표현하였으며, 이들 개별 장비에 펌프와 팬 등이 모두 포함될 경우

에는 ‘시스템’으로 표현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Table 2의 장비를 포함하는 공조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개념도를 Fig. 3에 도

시하였다. Fig. 3(a)는 에너지 성능 비교를 위한 일종의 기준(baseline) 시스템으로 냉동기-보일러(C&B)와 부

속 장비로 구성된다. 미국 Y사의 스크롤 압축기 적용 수냉식 냉동기(YCAL 0033EE)와 국내 G사의 효율

89% 콘덴싱 보일러가 주요 구성 장비다. Fig. 3(b)는 공랭식 VRF 시스템이며, 국내 L사의 제품(ARUN/B

30ton)을 적용하였다. 이 제품의 열원(외기) 온도에 따른 냉난방 정격 성능과 부분부하 성능은 EnergyPlus

Fig. 2. Schedules for building energy loads modeling: (a) occupancy, (b) lighting, and (c) equipment

Table 2. Cooling and heating capacities, power requirements, and efficiencies of HVAC equipments

Chiller and boiler, 

C&B

Air-cooled VRF, 

air-VRF

Ground-source VRF, 

GS-VRF

Ground-source heat 

pump, GSHP

Cooling capacity* [kW] 100.6 105.5 105.6(35.2×3) 96.6(48.3×2)

Cooling power* [kW] 32.4 23.2 21.1 22.0

Heating capacity* [kW] 117.2 118.7 118.8(39.6×3) 110.4(55.2×2)

Heating power* [kW] 128.9 26.8 21.8 25.0

COP or Efficiency 3.1(C)/89%(H)** 4.54(C)/4.43(H) 5.0(C)/5.46(H) 4.39(C)/4.42(H)

*Capacity and power: rated values under standard test condition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C stands for cooling and H stands for heating.



34 손병후, 임효재, 강성재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에 기본적으로 입력된 성능 특성을 이용하였다. Fig. 3(c)는 지열원 VRF 시스템의 개념도다. 공랭식과 달

리 지중열교환기(GHE) 순환수를 이용하는 점이 다르다. 국내 L사의 수랭식 VRF(ARWN/B 35.2 kW) 3대

를 적용하였다. 공랭식 VRF와 마찬가지로 EnergyPlus 내부에 외기 온도에 따른 정격 성능과 부분부하 성

능이 입력되어 있으며, 이 성능 특성을 이용하였다. Fig. 4는 수랭식 VRF, 즉 지열원 VRF의 외기온도에 따

른 용량과 에너지 소요량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다. 여기서 EIR(energy input ratio)은 지열원 VRF의 정격 소

비전력 대비 보정 계수(correction factor)를 의미한다. 한편 공랭식과 수랭식 VRF의 냉매 유량 그리고 수

랭식 VRF의 열원 순환수 유량은 공조 공간의 냉난방 부하(kW)와 성능 곡선에서 주어지는 용량(capacity)

을 이용하여 EnergyPlus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게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3(d)는 물 대 물 히트펌프(water-to-water heat pump)를 이용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의 개념도다. 지열 히트펌프로 미국 C사(TMW120)의 48.3 kW급 히트펌프를 적용하였다. Table 2에서 정

격 용량과 COP는 ISO 13256-2[23]의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값들이다. 통상 지열 히트펌프의 성능에 미치

는 변수에는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출구 온도, 부하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출구 온도, 지중 순환수와

부하 순환수의 유량 등이다[5]. 순환수 온도와 부하 순환수 온도에 따라 지열 히트펌프의 냉난방 용량과

COP가 변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의 영향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에너지 소요량 등을 계산해야 한다. 이번 계

Fig. 3. Schematic diagram for simulated systems

Fig. 4. VRF cooling and heating correction factors based on tempea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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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는 EnergyPlus에 내장된 성능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Fig. 5와 같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과 지열원 VRF 시스템에 적용된 지중열교환기 사양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건

물 에너지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시간대별 에너지 요구량을 상용 프로그램(GLD V10.0.47)[24]에 입

력하여 가상 지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여기서 지중 열전도도와 그라우트 열전도도 등 지중열교환기 설

계에 필요한 열물성은 모두 가정한 값들이다. 한편 GLD에서 지중열교환기 설계 결과를 i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 변환 파일을 EnergyPlus의 지중열교환기 사양에 직접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6과 Fig. 7은 각각의 시스템을 중규모 업무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냉난방 에너지 부하(energy load)

변화를 나타낸 결과다. 여기서 C&B의 보일러만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장비는 전기를 에

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지열 히트펌프와 지열원 VRF의 에너지 부하가 나머지 두 장비의 부하

보다 적었다. Fig. 6(a)에서 C&B의 부하는 냉방 33.5 MW, 난방 37.9 MW(총 71.4 MW)이다. 이때 냉방 최

대 부하는 48.7 kW이고 난방 최대 부하는 47.6 kW로 계산되었다. Fig. 6(b)의 공랭식 VRF의 부하는 72.3

MW(냉방 33.2 MW, 난방 38.9 MW)이고, 냉방 최대 부하는 48.7 kW, 난방 최대 부하는 94.3 kW로 분석

Fig. 5.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of ground source heat pump unit

Table 3. Thermo-physical specifications of ground heat exchanger(GHE)

Specifications

Ground heat exchanger type Vertical borehole

Configuration Single U-tube

Borehole number and distance 9(3×3)/5 m 

Borehole depth 150 m

Borehole diameter 0.15 m

Borehole thermal resistance 0.215 mK/W

Pipe outer/inner diameter 42.2 mm/34.5 mm

Initial ground temperature 13.0oC

Ground thermal conductivity 2.0 W/mK

Grout thermal conductivity 0.8 W/mK

Ground thermal diffusivity 0.161 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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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편 Fig. 7(a)의 지열원 VRF는 총 68.0 MW(냉방 32.1 MW, 난방 35.9 MW)를 감당하며, 냉방 최

대 부하는 32.2 kW 그리고 난방 최대 부하는 47.5 kW이다. 마지막으로 지열 히트펌프(Fig. 7(b))는 총 66.3

MW(냉방 29.1 MW, 난방 37.2 MW)의 부하를 감당하며, 냉난방 최대 부하는 각각 32.9 kW와 36.4 kW다.

위에서 기술한 정량적 결과에서 보면 지열 히트펌프와 지열원 VRF는 연간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줄이

는 동시에, 냉난방 최대 부하(peak load)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의 냉방 최대 부하는 66.85 kW

이고 난방 최대 부하는 84.12 kW인데 비해, 지열 히트펌프의 냉난방 최대 부하는 32.9 kW와 36.4 kW이

다. 한편 지열원 VRF의 냉난방 최대 부하는 각각 32.2 kW와 47.5 kW이다. 따라서 지열 히트펌프는 냉방

최대 부하를 50.8%, 난방 최대 부하를 56.7% 줄일 수 있으며 지열원 VRF는 냉방 51.8%, 난방 43.5%를 줄

일 수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별 장비의 시간대별 에너지 소요량(energy demand)을 Fig. 8과 Fig. 9에 도시하였다. 이는 앞서 Fig. 6

과 Fig. 7에 도시한 에너지 부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동 에너지(전기 또는 가스)를 의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외기 온도는 공랭식 VRF에 그리고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온도는 지열원 VRF와 지열 히트펌

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지면 제약 때문에 이번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가 연중 외기 온도보다 더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ig. 9(a)의

지열원 VRF나 Fig. 9(b)의 지열 히트펌프가 다른 두 시스템(Fig. 8(a)와 Fig. 8(b))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

한다. 구체적으로 C&B는 44.5 MWh, 공랭식 VRF는 19.6 MWh, 지열원 VRF는 15.8 MWh, 지열 히트펌프

는 15.4 MWh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 6. Hourly cooling and heating energy loads for C&B and air-cooled VRF

Fig. 7. Hourly cooling and heating energy loads for Ground-source VRF and Ground-source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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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연간 에너지 소요량(MWh/year)을 비교한 결과다. Fig. 10(a)는 Fig. 8과 Fig. 9의 연중 시간대

별 에너지 소요량을 합산한 결과로, 각각의 장비의 에너지 소요량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한편 Fig. 10(b)

는 건물 전체의 에너지 소요량을 나타낸 결과다. 여기에는 장비(cooling, heating)를 비롯하여 팬과 펌프, 조

명과 기타 장비의 소요량이 모두 포함된다. 또 건물 전체의 에너지 소요량에서 각 구성 요소들이 차지하

는 비율도 함께 표시하였다. Fig. 10(a)에서 지열 히트펌프(14.9 MWh)는 C&B(44.5 MWh) 대비 66.6%, 공

랭식 VRF(19.6 MWh) 대비 24.0%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한다. 한편 지열원 VRF(15.0 MWh)는 C&B 대

비 66.3%, 공랭식 VRF 대비 23.3%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지열원 VRF와 지열 히트펌프를 비교

하면 냉방 에너지 소요량은 비슷하지만(5.9 MWh 대 6.3 MWh), 난방 소비량에서 다소 차이(9.1 MWh 대

8.5 MWh)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열 히트펌프가 지열원 VRF보다 0.9%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지열 히트펌프와 지열원 VRF의 성능과 부분부하 용량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b)에서 장비(cooing, heating), 팬, 펌프의 에너지 소요

량은 각 장비의 성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조명(lighting)과 일반 장비(equipment)의 에너지 소요량

은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가정이 같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같은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

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를 보인다.

Table 4는 각각의 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비교한 결과다. 참고로 Table 4는 Fig. 10(a)의 결과에

팬과 펌프의 에너지 소요량을 더한 결과이며 반대로 Fig. 10(b) 결과에서 조명과 일반 장비의 에너지 소요

량을 뺀 결과다. 표에서 보듯이 지열 시스템은 연간 21.22 MWh를 소비하며, C&B 시스템(50.24 MWh) 대

  Fig. 8. Hourly cooling and heating energy demands for C&B and air-cooled VRF

Fig. 9. Hourly cooling and heating energy demands for Ground-source VRF and Ground-source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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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57.8%, 공랭식 VRF 시스템(25.01 MWh) 대비 15.2%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한다. 한편 지열원 VRF 시

스템(20.64 MWh)은 C&B 시스템 대비 58.9%, 공랭식 VRF 시스템 대비 17.5%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한

다. 아울러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지열원 VRF 시스템보다 2.8%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이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부하 순환수 펌프가 필요한 반면, 지열원 VRF 시스템은 부하 순환수 펌

프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부하 순환수 펌프의 에너지 소요량이 더해져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 적용한 장비 사양과 성능으로 한정할 때, 지열 히트펌프 시스

템과 지열원 VRF 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각각의 시

   Fig. 10. Annual cooling and heating energy demands for simulated systems and building total energy demands

Table 4. Annual power consumptions for simulated HVAC systems

End use
Chiller and boiler, 

C&B

Air-cooled VRF, 

air-VRF

Ground-source VRF, 

GS-VRF

Ground-source heat 

pump, GSHP

Cooling [kWh/year] 10,617.0 12,504.5 5,881.4 6,334.5

Heating [kWh/year] 33,911.0 7,052.1 9,110.2 8,525.4

Fans [kWh/year] 5,465.5 5,456.3 5,456.3 5,541.5

Pumps [kWh/year] 254.6 - 189.8 820.2

HVAC total [kWh/year] 50,239.1 25,012.9 20,637.7 21,221.5

HVAC Power difference - -50.2%(to C&B) -58.9%(to C&B)

-17.5%(to air-VRF)

-57.8%(to C&B)

-15.2%(to air-VRF)

+2.8%(to GS-VRF)

Table 5. Total site energy consumptions and energy intensity of simulated building

Chiller and boiler, 

C&B

Air-cooled VRF, 

air-VRF

Ground-source VRF, 

GS-VRF

Ground-source heat 

pump, GSHP

Total site energy [kWh] 117,974.8 92,734.2 88,359.0 88,942.8

Total site energy intensity [kWh/m2] 126.1 99.2 94.5 95.1

Energy intensity, HVAC [kWh/m2] 53.7 26.7 22.1 22.7

Energy intensity, Lighting [kWh/m2] 25.2 25.2 25.2 25.2

Energy intensity, Equipment [kWh/m2] 47.2 47.2 47.2 47.2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과 VRF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 비교 39

Korean Society for Geothermal and Hydrothermal Energy (KSGHE)

스템을 구성하는 펌프와 팬의 에너지 소요량은 EnergyPlus의 자동 계산모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5는 최종 에너지(site energy, kWh)와 단위 면적당 에너지(energy intensity, kWh/m2) 등 에너지 성

능 지표를 정리한 결과다. 여기서 최종 에너지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또 단위 면적당 에너

지 계산에는 공조 공간의 면적(conditioned area, 935.3 m2)을 적용하였다. 최종 에너지 절감 비율이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절감 비율은 앞선 에너지 소요량 절감 비율과 같다. 또 시뮬레이션 계산 시 조명과 일반 장

비는 모든 조건이 같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같은 결과를 보인다.

4. 결 론

중규모 업무용 건물에 네 종류의 공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가정한 후, 각각의 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성

능을 EnergyPlus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에너지 성능 분석에 앞서, 대상 건물의 냉난방 최대 부하를 산정

한 다음 장비 용량과 사양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결정된 장비와 각종 스케줄 등을 적용하여 연간 에너

지 부하 등을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장비의 정격 성능과 부분부하 성능은 EnergyPlus에 포함된

템플릿과 제조사의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준 시스템인 냉동기-보일러(C&B)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세 시스템은 에너지 성능 면에서

우수하였다.

(2) 장비의 시간대별 냉난방 에너지 부하는 지열 히트펌프와 지열원 VRF가 나머지 두 장비에 비해 적

었다. 아울러 지열 히트펌프는 대상 건물의 냉난방 최대 부하를 50.8%(냉방)와 56.7%(난방) 줄일 수 있고

지열원 VRF는 51.8%(냉방)와 43.5%(난방)를 줄일 수 있다. 

(3) 지열원 VRF와 지열 히트펌프를 비교했을 때, 냉방 에너지 소비량은 비슷하지만(5.9 MWh 대 6.3

MWh), 난방 소비량에서 다소 차이(9.1 MWh 대 8.5 MWh)를 보였다. 지열 히트펌프가 지열원 VRF보다

0.9%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4) 팬과 펌프의 에너지 소비량까지 포함할 경우,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지열원 VRF 시스템보다 2.8%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5)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과 지열원 VRF 시스템은 같은 사양의 지중열교환기를 이

용한다. 따라서 지열 히트펌프와 지열원 VRF의 부분부하 성능과 용량이 지중열교환기와 전체 시스템의 장

기(20년 이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 시스템의 경제성도 정확하게 분석하

여 현장에서 필요한 설계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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