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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erating method of geothermal heat pump system to 

prevent waste of energy due to inefficient operation. As the interest in energy saving is 

increas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systems is increasing. In korea, While 

the geothermal system with excellent performance is installed, the other heat source system is 

used as the main heat source, or the system operates in the partial load state, resulting in waster 

of energy by controlling the fixed flow rate of the geothermal circulation wat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erating method of several geothermal heat pump system 

through the variable water flow rate control method of circulation pump. The proposed 

operating method is tested through simulation.

주요어 : 신재생에너지,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변유량 제어, COP, 에너지 절감

Keywords: Renewable energy, Geothermal Heat Pump System, Variable Water Flow Rate 
Control,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Energy Saving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 및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국

내에서는 단기적인 에너지 절감이 아닌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제도 마련 및 시행

을 통해 특정 건물에 대해 공급을 의무화 하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한다.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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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에너지 중 냉난방 시스템으로 사용 시 높은 효율을 나타내며 긴 기기 수명으로 적은 유지보

수비가 사용되는 지열 시스템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열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연중 효율적

인 운영이 가능하여 지열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아 설치가 증가하는 반면 효

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 신재생관련 제도 준수를 위해 필요 이상 용량의 시스

템을 설치 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한다. 성능이 우수한 지열 시스템

은 설치한 반면 주 열원으로 다른 열원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대부분 부분 부하 상태로 운영 되

지만 지중 순환수의 정유량 제어를 통해 에너지 낭비가 발생한다.

지열 시스템의 보급이 증대되면서 관련된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손병후(2014)는 업

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지열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및 냉난방 

성능 분석을 실시했으며 Ozgener (2007)는 실제 지열 시스템의 실험적 성능 평가를 실시했

다. Aymeric Girard (2015)는 지열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으로 태양열 시스템과의 복합 운

영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방안 적용에 따른 성능 분석을 실시했다. 지열 시스템의 운영 방안 

개발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보다 앞서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설계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지열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효율적인 설계 방안 등 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개발 등 지열 시스템의 운영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열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

해 지중 순환수의 변유량 제어를 통한 여러 대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

고자한다. 개발한 운영방안을 실제 지열 시스템의 설치된 건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개발

국내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의 실내기의 운영 상태에 따라 대부분 부분부하 상태로 운전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내 부하 

변동에 대응하여 실외기가 운전되도록 용량 가변형 압축기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중 순환수의 경우 정속펌프를 활용해 부하와 상관없이 정유

량으로 공급되어 부분부하 운전 시 효율이 저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2) 부하에 대응하여 지

중 순환수 변유량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론적 고찰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순환펌프의 유량제어를 통한 시스템 성능 개선에 관련된 선행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송수원(2013)은 주거용 건물의 순환펌프의 가변유량 제어방법을 제

안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Shin (2018)은 지열 시스템의 변유량 

제어 방안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방법의 에너지 절감 및 성능 향상을 검증했다. 

1) 장향인 외 4명,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2(5), 2012

2) 송수원, 주거용 건물 지열원 멀티 히트펌프시스템의 지열순환펌프 가변유량제어에 관한 실증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5(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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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중 순환수의 변유량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성능 향상에 대한 가능

성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순환수 변유량 제어 방안을 활용

한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 질 때 평균 온도차는 식 (1)과 같으며 전체 열

전달 계수를 활용하는 열량은 식 (2)와 같다. 

∆  ∆ (1)

  ∆ (2)

열 교환기와 주변 사이의 열전달 및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하고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의 총 에너지 평형을 적용하여 열량은 식 (3)과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 식 (5)과 같이 지중 순환수 유량 계산이 가능다. 히트펌프 COP는 

식 (6)과 같으며 동일한 실내 부하 상황에서 대응하여 지중 순환수 유량 변화 시 순환펌프 소

비동력 감소로 인해 COP 향상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5)

 
 


(6)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개발

정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기존 운영 방안은 설정온도에 따른 대수제어로 각 지열 히트펌프

의 냉‧온수 출구 온도에 따라 대수 제어를 하는 방식이다. 냉‧온수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설정 

상한치가 되면 시스템을 운영하고 냉‧온수 출구 온도가 설정 온도 하한치에 도달하면 히트펌

프의 운전을 멈추는 운영 방식으로 운영 알고리즘은 Figure 1과 같다. 

①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작동 중이지 않는 경우

히트펌프의 냉수 출구온도가 설정온도 보다 높으면 (   ) 지열 히트펌프 시스

템을 작동시킨다. 그 후 설정 냉수 출구온도를 맞추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히트펌프의 운영을 결정

한다. 히트펌프 냉수 출구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낮으면 (    )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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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우

히트펌프의 냉수 출구온도가 설정온도 보다 낮으면 (    ) 히트펌프의 운영을 

중지한다. 그 후 히트펌프 냉수 출구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으면(   ) 설정 온도

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히트펌프를 운영시키며 히트펌프의 냉수 출구온도가 설정온도보

다 낮아지면 순차적으로 작동을 중지한다. 

Figure 1. Existing operating algorithm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지중 순환수 유량을 제어 포인트로 추가하여 유량에 따른 순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지중 순환수 공급 유량이 최대가 됐을 때 히트펌프가 순차적으로 작동

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변유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지중 순환수의 최대 

유량은 설계 시 정해진 값으로 기존 운영 방식에서 정유량으로 공급하는 유량과 같다. 지중 

순환수 변유량 제어를 활용하여 최대 유량에 따른 순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알고리즘은 

Figure 2와 같다.

①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작동 중이지 않는 경우

실내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높으면 (TRoom>Tset,Room) 히트펌프를 작동시킨다. 그 후 한 

대의 히트펌프의 지중 순환수 유량이 최대 유량 보다 작으면 (mmax>m) 비례제어에 의한 신

호 값(0<Singal≤1)에 의해 비례적으로 펌프의 공급 유량을 결정한다. 한 대의 지중 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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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최대 유량이 되어도 실의 부하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히트펌프를 작동 시킨다. 

지중 순환수 유량이 최대 유량 보다 크면(mmax<m) 현 상태를 유지한다.

②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우

지열 순환펌프 유량이 최대 유량보다 크면 (
max

 ) 히트펌프 시스템의 작동을 중지한다. 

한 대의 히트펌프 지열 순환펌프 유량이 설정 값보다 작아지면(
max

 ) 현 상태를 유지한다.

Figure 2. Proposed operating algorithm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검증

대상 건물 개요

지중 순환수 변유량 제어를 활용하여 최대 유량에 따른 운영 방안 검증을 위한 대상 건물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의 건물

로 건물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Target Building

Category Contents

Location Daegu, Korea

Building type Mixed-use building (Cultural and meeting facilities, business facilities, sales facilities)

Building stories The second basement/The ninth floor

Total Floor area 49,667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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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의 열원 설비로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과 빙축열 시스템, 보일러가 사용되고 있

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320 RT 용량으로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비펌프 1대를 포

함하여 8대의 순환펌프가 사용되며 시스템 정보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Summary of Geothermal Heat Pump System

Category Contents

Quantity 7

Capacity (USRT)
Cooling Heating

48.3 44.4

Entering Source Temperature (℃) 25 5

Supplied Temperature (℃) 12 40

Flow Rate (LPM) 600 600

Table 3. Summary of Circulation Pump

Category Contents

Quantity 8

Power (kW) 7.5

Head (M) 35

Flow Rate (LPM) 700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검증

건물 상세 해석 프로그램인 TRNSYS (Transient Systems Simulations)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대상건물 구현 및 개발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적용을 통한 검증을 실시한다. 

Table 4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대표실의 온습도 조건을 나타낸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히트펌프는 물 대 물 방식의 Type927을 사용하며, 지중열교환기는 수직형 열

교환기 Type557a를 사용한다. 지중 순환 펌프 및 냉수 공급 펌프는 Type3b를 사용한다. 

Table 4. Summary of Circulation Pump

Category 
Summer Winter

Temperature (℃) Humidity (%) Temperature (℃) Humidity (%)

Exhibition 24 50±5 20 40±5

Office 24 50±5 22 40±5

Library 24 40±5 20 40±5

Meeting Room 24 50±5 20 40±5

대상 건물의 기존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을 CASE 1으로 선정 하였고 개발한 운영 방안을 

CASE 2로 선정했다. Figure 3은 시스템 운영 시 외기온도 및 실내온도를 나타내며 실내 설정

온도 편차 (24±0.5℃)내에서 제어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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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Figure 3. Room Temperature

Figure 4는 지중 순환수의 유량을 분석한 그래프로 CASE 1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유량을 

공급하며 CASE 2의 경우 부하에 대응하여 유량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최대 유량에 따른 지열 시스템 운영 방안 적용 후 평균 유량 1,651 lpm으로 감

소하여 최대 설계유량에 비해 약 66%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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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지열 시스템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한 그래프로 CASE 1에 비해 CASE 2

의 경우 약 22%의 에너지 소비량이 절감되며 Figure 6은 부하에 따른 히트펌프 시스템 COP

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CASE 1의 경우 평균 3.07, Case 2의 경우 평균 3.59로 부하 변동에 따

른 변유량 제어로 펌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COP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5. Energy Consumption

Figure 6. COP

결 론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보급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효율적인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지열 시스템의 지중 순환수 정유량 제어를 통항 에너지 낭비 감소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지중 순환수의 변유량 제어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영 방안을 제안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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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열 시스템의 COP 및 유량 산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중 순환수 변유량 제어를 

통한 COP 향상 및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중 순환수의 변유량 제어를 활용하여 최대 유량에 따른 순차적 제어 방안을 제안하고 

기존의 설정온도에 따른 대수제어로 각 지열 히트펌프의 냉‧온수 출구 온도에 따라 대수 

제어를 하는 방식과 실내 열 환경, 지중 순환수 유량, 에너지 소비량 및 COP 분석을 통해 

제안한 지열 시스템 운영방안을 평가한다. 

(3) 제안한 운영방안 적용 시 기존의 운영 방안에 비해 COP가 0.61 향상되며 에너지 소비량

의 경우 약 15.6 GJ 감소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운영 방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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