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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most widely used geothermal application field is heating and cooling, and ground 

source heat pumps are recognized as a good alternative to the heating and cooling of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 of the error and the method to reduce the 

differen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ata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data of the target 

building where the ground source heat pump is applied. This study focused on reducing the error 

rate through EWT correction which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ground source heat pump. EWT 

is the temperature of the inlet tube at which the heat transfer medium enters the heat exchanger of 

the heat pump, and is affected by the geothermal environment. Correction of the input value 

through EMS reduced the length of the borehole which affects most of the underground heat 

exchanger by about 9%. The flow rate is corrected by an average of 3%, and the hole spacing is 

corrected by about 2.8%, and finally the thermal conductivity is corrected by about 2%.

주요어 : 지열히트펌프, 시뮬레이션

Keywords: EnergyPlus Simulation, Ground Source Heat Pump

서 론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 기술들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 향상이다. 고성능 요소 기술들이 접목된 ‘고성능 건축물(High-Performance Building)’

의 구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설비 시스템의 요소들에 대한 에너지 영향도 분석이 반드시 필

요하다(김철호 외, 2016).

주요선진국의 건물에너지 정책기술 중 국내의 경우 2020년까지 건축물 이산화탄소 배출

량 31%감축(2005년 대비), 2015년부터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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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국내는 2004년 3월 29일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12조 제2항에 의해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급속도로 확대되었

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지열히트펌프는 전국기

준으로 2011년까지 30,750 kW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열분야는 지열 냉난방 설비

를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지열에너지의 분야

는 냉난방이고 지열히트펌프가 건물의 냉난방을 보안하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열히트펌프가 적용된 대상건물의 실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및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을 연구하는 것이다. 히트펌프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은 EWT (Entering Water Temperature), 

지중 열 방열량, 지중 열 추출량, 열교환기의 유량, 실내 송풍량, 실내·외의 온습도 조건 등 다

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열히트펌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EWT 보정을 통해 오차

율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EWT란 지중열교환기를 통한 열매체가 히트펌프의 열교

환기에 인입되는 온도를 의미하는데 지중 열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행 연구 분석

국내·외에서 지열히트펌프의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

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설비시스템 이전에 기본 모델링에 대한 연구로는 윤갑천 외

(2011)의 연구에서 에너지시뮬레이션에서의 부하요소가 건물에너지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Infiltration, OA Control, Schedule을 개별 요소로 에너지사용량에 얼

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전종욱(2010)의 연구에서는 실제 대상건물에 적용된 HVAC 시스템과 연계된 지열히트펌

프 모델을 EnergyPlus를 통해 구현한 뒤 그 건물의 측정 데이터를 통해 모델링을 검증하였다. 

지열히트펌프의 Power, COP, 팬 동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

술하였다.

Kim et al. (2012) 연구에서는 Water-to-water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source inlet/outlet 

temperature, Load inlet/outlet temperature, Source & load water flow rate, Power 등의 변수

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지열히트펌프 모델링의 정밀도를 분석하고 있다.

안병천 외(2010)는 항온조시템을 이용한 지중열교환기의 입구온도(EWT)의 변화가 히트

펌프의 소비전력 및 COP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물-물 방식의 히트펌프 

시스템 모형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지열 히트펌프의 EWT 변화에 따른 지열 히트펌프의 

냉방운적 특성과 유량펌프, 급기팬, 압축기 등의 에너지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EWT를 1

5℃기준으로 12℃로 낮추어서 공급할 경우 압축기의 전력량이 7.2% 절가하였고 반면에 1

8℃로 높여서 공급할 경우 압축기의 전력량이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WT가 15℃

인 경우 COP가 3.0으로 EWT를 12℃로 낮추면 COP가 3.2로 6.3% 증가하였고 EWT를 18℃

로 높이면 COP가 2.8로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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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 길이를 설정하고 하는 하는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데 Liebel et al. 

(2012)과 Capozza et al. (2013)의 논문에서 땅의 수분 상태가 GHE길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이를 정확하게 입력할시 9~25% 정도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Mensah et al. (2017)의 연구에서 파이프안의 유체속도와 히트펌프 유닛의 COP에 따라 GHE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대 부하를 감소시킴에 따라 GHE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Sharqawy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GHE와 땅의 표면 대류열의 영향으로 GHE길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면 10% 정도 GHE 길이가 감소할 것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열히트펌프 모델링에 대한 연구로 분석된 요소들을 바탕으

로 그 중 EWT를 EnergPlus EMS기능으로 보정하여 일반적인 지열히트펌프 설계 시 적용 가

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검증 방법

실제 대상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검증을 위

해 M&V Guideline에서 사용하는 통계 방법인 MBE (Mean Bias Error)법과 Cv (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법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계산식은 

(1)~(4)와 같다.

MBE(%)=
∑
period
(S-M) interval

∑
period
M interval

×100               (1)

RMSE period=
∑(S-M)

2

interval

N interval

               (2)

A period=
∑
period

M interval

N interval

                (3)

C v(R MSE period)=
RMSE period

A period
×100                 (4)

Table 1. Acceptable Calibration Tolerances

Measure Index Acceptable Value2

Monthly
MBE month ± 5%

Cv (RMSEmonth) 15%

Hourly
MBEmonth ± 10%

Cv (RMSEmont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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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에너지 사용량

M :측정된 에너지 사용량

NInterval : 측정된 데이터의 수

APeriod : 측정된 기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M&V Guideline에 의하면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의 경우 실제 사용량과 시뮬레이션의 비

교결과가 Table 1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결과 값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은 EnergyPlus 8.1이다. BLAST와 DOE-2 

프로그램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며 텍스트기반 입력 및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Google Sketch 

Up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연계가가 가능하고 에너지밸런스 알고리즘을 근거한 수치해석 

방법으로 건물부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평가대상건물 개요 및 에너지 해석 조건

대상건물 건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열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K대학교 교육연구동을 평가 대상 건

물로 선정하였다. 이 건물의 개요는 Table 2와 같다.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주로 학생들의 

연구를 위한 그룹 스터디 룸과 강의실로 구성된 건물이다. 

Table 2. Overview of building 

Category Content

Number of Floors 4 Basement floors / 5 Stories above ground

Usage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Building Area 2,300 ㎡

Total floor Area 15,500 ㎡

Axis South-East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Heating/Cooling system Central Air Conditioning

Heat Source System GSHP, Boiler, EHP

대상건물 시뮬레이션 모델링 개요

대상건물의 모델링은 Figure 1과 같이 Google Sketch up 8.0을 이용하였고 2011년 준공당

시 도면과 부하계산서를 기준으로 입력되었다. 본 건물은 지열히트펌프, EHP (Electronic 

Heat Pump), 흡수식냉온수기, 보일러를 이용하여 공기조화를 하고 있는데 지하1층부터 지

하3층까지는 지열히트펌프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층에서 기타 기기로 공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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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ing Image

대상건물 외피 물성치

건물 외피 물성치는 준공도면과 함께 부하계산서를 참고하여 실제 적용된 외피의 물성치를 그

대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으며 외피 요소별 물성치는 Table 3와 같다. 외벽은 약 0.4 W/㎡K, 

지중벽은 약 0.4 W/㎡K, 바닥은 0.54 W/㎡K, 그리고 창호는 0.46 W/㎡K 관류율을 적용하였다.

Table 3. Building property

Category Material Thickness (mm)
Thermal Conductivity 

(W/mK)

Thermal Transmittance 

(W/㎡K)

Wall

Granite 0.03 3.30 0.0091

0.4

Zinc 0.1 44 0.0023

Gypsum Board 0.025 0.18 0.1389

Glass Wool Heat 

Insulating Board
0.075 0.037 2.027

Gypsum Board 0.025 0.18 0.1389

Undergroun

d Wall

Concrete 0.4 1.6 0.25

0.4

Heat Insulating 

Board
0.075 0.04 1.875

Concrete Block 0.15 1.0 0.15

Gypsum Board 0.0125 0.18 0.0694

Floor

Marble 0.02 2.8 0.0071

0.54
Morta 0.04 1.4 0.0286

Concrete Slab 0.17 1.6 0.1063

Perlite 0.06 0.039 1.53850

Window

Low-E 6+12+6 2.6 0.0092

0.46Glass Wool Heat 

Insulating Board
0.075 0.037 2.2027

에너지 해석 조건

내부 발열부하는 인체부하, 조명부하, 기기부하로 나뉜다. 이 3가지 부하는 기계실 관리자 

인터뷰 및 실제 건물의 부하계산서 상의 값을 각각 입력하였다. 인체 스케쥴, 조명 스케쥴, 기

기 스케쥴은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주중 스케쥴과 주말 스케쥴로 나뉘어 있으며 시간별 

Fraction값을 표기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2016년, 2017년 기상테이터를 바탕으로 EPW 파일

을 생성하여 EnergyPlus의 입력 값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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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mulation schedule

Category Content

Person 0~2.4 person/㎡(부하계산서)

Lighting 0~2990W(부하계산서)

Equipment 0~135W/㎡(부하계산서)

Person schedule

Lighting schedule

Equipment schedule

Weather data 16,17년 기상청 서울자료를 이용하여 EPW파일 생성

EnergyPlus를 이용한 대상건물 모델링

EnergyPlus를 이용한 시스템 연결

Figure 2와 같이 지열히트펌프를 EnergyPlus로 모델링할 때는 Condenser Circulation 

Pump, Chilled Water Circulation Pump, Hot Water Circulation Pump, Heat Pump로 구성된

다. 실제 시스템과는 연결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구성으로 지열히트펌프가 에

너지시뮬레이션 모델링으로 구현된다(DOE, 2001).

Figure 2. EnergyPlus GSHP System Diagram



A Study on Modeling Analysis of Ground Source Heat Pump Based on Actual Data

Journal of KIAEBS Vol. 12, No. 5, 2018 ∙ 455

GHE-Pro를 이용한 지중열교환기 설계

지중열교환기 기본모델은 A. Murugappan의 연구로부터 유도된 것을 사용하였다. 

Eskilson (1987), Yavuzturk (1999), Xu and Spitler (2006)는 개별적으로 장기 및 단기 응답

인자를 개발하였다. 이 인자들은 보어홀 (Borehole) 온도 응답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응답인

자는 이산 시간간격으로 한 변수의 현재 값을 다른 변수들의 과거 값에 연계시키는 무한급수이

다(Marmaras et al., 2015). 이 응답인자를 G-function들을 이용하여 부하의 단기 변동에 대한 

보어홀 응답을 예측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념이 적용된 GHE-Pro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지중열교환기를 설계하였고, 계산된 8X8 (64공)개의 G-function값을 

EnergyPlus IDF파일에 입력하였다. G-function값을 얻기 위해 GHE-Pro에 입력한 지중열교

환기 값 (준공당시 장비부하계산서 기준)은 Table 5에 나타내었고 실제 대상건물에 설치된 지

열히트펌프의 시스템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5. EnergyPlus GHE input data 

Parameter Unit Reference K-Study

Bore Hole m 150 170

Bore hole radius M 0.0762 0.0571

Ground thermal Conductivity W/(m·K) 1.940 2.3

Ground thermal heat capacity J/(㎥·K) 2347000 2347000

Fluid thermal heat capacity J/(kg·K) 4182.11 4182.11

Ground temperature ℃ 15 23.4

Design flow rate ㎥/s 0.00167 0.00167

Grout thermal conductivity W/(m·K) 1.730 1.298

Pipe thermal conductivity W/(m·K) 0.2905 0.2179

Fluid thermal conductivity W/(m·K) 0.6026 0.4520

Fluid density Kg/㎥ 998.2 748.7

Fluid viscosity N-s/㎡ 0.000988 0.000741

Pipe out diameter m 0.02667 0.002

U-Tube distance m 0.001 0.001

Pipe thickness m 0.00241 0.00181

Table 6. Property of GSHP system

Cooling Mode Heating Mode

Capacity 169.9 kW 167.7 kW

Source Flow Rate 34.2 34.2

Load Flow Rate 34.2 34.2

Input 37.3 47.6

Numbeer 2 1

내부 벽체의 열용량 효과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같은 설정온도로 되어 있는 실들을 하나의 Zone으로 묶어서 모델링하였다. 

여러 개의 실을 묶다 보면 내부 벽체들의 열용량 효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EnergyPlus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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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Internal Mass를 이용하여 내부 벽체의 열용량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별 실을 

묶은 Zone을 입력하고 Surface Area에 내부 벽체의 면적을 입력하면 열용량 효과가 반영되

는 방식이다. 열적으로 유사한 실을 묶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부벽체의 면적은 Zone별

로 최소 8 ㎡, 최대 25 ㎡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보다 정밀히 진행하였다.

Infiltration 해석 방법

건물에너지해석에서 침입외기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대상건물에 설치된 배기팬

의 풍량과 사용시간에 따라 외부로 빠져나가는 실내공기의 양만큼 실내로 Infiltration이 유입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건물의 배기팬 풍량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Fan flow rate

Category CMH

Mechanical vent 2,500

Barrel venture 5,500

Electric room 1,900

Total 9,900

따라서 대상건물의 배기팬 풍량과 On / Off 스케쥴을 조사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

였다. 배기팬은 08:00부터 22:00까지 14시간씩 가동되며 모든 배기팬의 유량의 합은 9900 ㎥

/h이다. 이를 대상건물의 연면적 15,500 ㎡에 분배하여 2.218 ㎥/h(0.732ACH)의 침입외기를 

시뮬레이션 상에 반영하였다.

실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대상건물 실측 전력 사용량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건물에서 지열히트펌프가 사용한 전력사용

량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이때 측정된 월간 전력 사용량은 건물의 지하3층부터 지하1층

까지 지열히트펌프 기기만의 전력사용량을 의미한다.

1월에는 20,876 kW로 동절기에 측정된 값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3월에는 17,354 

kW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3. GSHP power consumption of targe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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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히트펌프 전력 사용량과 시뮬레이션 값 비교

실제 건물에서 사용된 월별 지열히트펌프 전력 사용량과 시뮬레이션상의 것을 비교한 결

과는 다음 Figure 4와 같다. 실제 대상 건물의 총 전력 사용량은 94,323 kWh로 분석되었고 시

뮬레이션 상의 전력 사용량은 106,942 kWh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약 

13%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MBE와 Cv (RMSE)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하였을 때 MBE=4.3%, Cv (RMSE)=11%로 

나타났고 MBE (Acceptable value : ± 5%)값은 ASHRAE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measurement value and simulation value

EWT와 지열히트펌프 가동 대수의 관계 분석

16년 11월 ~ 17년 3월까지 측정된 EWT 값을 분석하여 기온, 지열히트펌프 가동대수 에 따

른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7년 1월을 선정하였다. Figure 5는 기

상청 자료를 통해 확인된 외기온을 나타내며, 1월 1주차에는 평균 6℃ 이지만, 2주차부터 4주

차까지 평균 영하 7℃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은 17년 1주차 때 지열히트펌프 시간별 가동 대수를 나타낸다. 1대부터 최대 3대

까지 가동되며, 부하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일 평균 시간당 1.5대가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EWT는 Figure 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동되지 않을 시 평균 

땅의 온도 23℃ 의 영향으로 약 20℃를 유지하고 가동되는 시기에는 열을 빼앗기게 되어 약 

15℃로 낮아진다(Marmaras et al., 2015).

Figure 5. Outside temperature of Januar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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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irst week of January, 17 GSHP operation number per hour

Figure 7. First week of January, 17 EWT change

Figure 8은 17년 1월 2주차 때 지열히트펌프 시간별 가동 대수를 나타낸다. 1월 9일 월요일

에 총3대의 지열히트펌프 중 1대만 가동하였다.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시간당 평균 

가동 대수가 1.8대로 1주차에 비해 0.3대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평균 기온이 1주차에 비해 

약 8℃ 감소하여 지열히트펌프가 더 많은 부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월요일에 지열히트펌프를 1대만 가동하였기 때문에 EWT에 영향을 미친다. Figure 9를 통

해 확인하면 화요일 새벽에 EWT가 약 21℃까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열히트펌프 

가동대수가 줄어들면 EWT의 열을 보다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가동 시간이 1.8

대에 비해 EWT가 약 3.2℃ 더 높아진다. 

Figure 8. Second week of January, 17 GSHP operation number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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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cond week of January, 17 EWT change

Figure 10은 1월 3주차 때 지열히트펌프 시간별 가동 대수를 나타낸다. 일 평균 시간당 약 1.9

대가 가동하고 있는데, Figure 11을 통해 확인하면 이때 회복되는 EWT는 약 17.8℃가 된다. 2

주차의 시간당 평균 가동대수가 1.8대일 때와 비교하면 거의 같은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 Third week of January, 17 GSHP operation number per hour

Figure 11. Third week of January, 17 EWT change

Figure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월 27~28일 기간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건물의 설비 시스

템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지열히트펌프도 사용하지 않았다. Figure 13을 통해 사

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EWT를 분석하면 약 21℃까지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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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히트펌프 가동 대수와 EWT를 분석한 결과, 외기온도가 낮아지면 건물의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지열히트펌프가 더 많이 가동하게 된다. 가동 대수가 많아지면 유량 또한 많아지

고, 땅의 온도와 열교환 현상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 지열원을 보전하지 못하게 된다. 실측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가동대수가 1.5대 일 때 평균 EWT는 약 20℃를 유지하는데 가동대

수가 1.9대로 증가하였을 때 평균 EWT는 약 17.8℃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월 9일, 1

월 27~28일 기간 동안 지열히트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EWT가 약 20℃까지 회복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Fourth week of January, 17 GSHP operation number per hour

Figure 13. Fourth week of January, 17 EWT change

EWT와 지열히트펌프 가동 대수의 관계 분석

16년 11월 1주차 때, 실제 건물에서 측정된 시간별 EWT와 시뮬레이션상의 것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Figure 14와 같다. 측정된 EWT값은 지열히트펌프를 가동하지 않을 시 평균 

22.4℃로 유지되고 지열히트펌프를 가동하는 첫 시간(오전9시)에는 온도가 약 16.7℃까지 

떨어진 후, 가동하지 않는 오후7시부터 22.4℃ 까지 점차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EWT값은 약 22.4℃에서 가동시간에 약 17℃ 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설정온도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측값은 땅의 온도로 완전히 회

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가동시간 동안 낮아지는 온도 값이 불규칙하게 나타나지만 

시뮬레이션 값은 땅의 온도로 회복되는 경향을 명확하게 보이며 가동시간 떨어지는 온도 또

한 규칙성을 보인다(손병후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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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 1주차 때, 실제 건물에서 측정된 시간별 EWT와 시뮬레이션상의 것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Figure 15와 같다. 측정된 EWT값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 약 24℃의 EWT값이 

토요일에 약 19.4℃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기간 동안 기온이 영하 5.8℃까

지 떨어져 2대 이상의 지열히트펌프가 가동한 시간이 많아지면 순환수량이 높아져 지열의 열

교가 활발히 일어난다(이준엽 외, 2010). 따라서 측정된 현상과 같이 약 4.6℃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측값과는 다른 경향으로, 시뮬레이션 값은 지열히트펌프 가동 대수와 관계없이 일정하

게 EWT가 22.4℃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WT와 지열히트펌프 가동 대수와 관

계 분석”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열히트펌프의 총 가동시간이 지열원을 보존하는 것에 영향

을 미치는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4. Fisrt week of November, 16 EWT change

Figure 15. First week of December, 16 EWT change

실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오차율 분석

ASHRAE (2011)에서 GHE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식5,6과 같은데 이론적인 최대, 최소 

지중열 온도가 필요로 한다. 이 식을 바탕으로 EWT 온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오차율을 10%

로 미만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다(ASHRAE, 2011). 오차율 ε의 정의는 (시뮬레이션 온도 

― 실측된 온도) / 실측된 온도 ×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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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에서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지열히트펌프로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으로 EnergyPlus에 공조시스템(지열히트펌프+CAV), 침기량, 내부부하 스케쥴 등

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근접한 값으로 입력하여도 전력 사용량은 시뮬레이션 값에 비해 실측

값이 약 13%정도 작게 나오는 것을 “지열히트펌프 전력 사용량과 시뮬레이션 값 비교”장에

서 확인하였다. EWT값을 분석한 결과, 시뮬레이션의 EWT값과 실측된 값이 지열히트펌프 

가동시간, 지열교환기의 부분 시간별 열전도율 등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이러한 EWT값의 오차가 지열히트펌프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지중평균온도에 COP, 파이프, 지중의 열저항치 등을 통해 계산된 값을 뺀 온도이다. 

Figure 15에서와 같이 지열히트펌프 가동대수의 영향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지열원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 h=
1000Q h[R f+R pe+R b+R s*F f+R sp+(1-F h)]

t- t min (
COP h-1

COP h )  (5)  

    L c=
1000Q c[R f+R pe+R b+R s*F f+R sp+(1-F h)]

t max -t (
COP h+1

COP h )   (6)

Lh : 난방 시 1RT 당 필요한 지중 열교환길이의 천공 길이(m)

Lc : 냉방 시 1RT 당 필요한 지중 열교환길이의 천공 길이(m)

Qc : 최대 냉방 부하

Qh : 최대 난방 부하

T : 연 평균 지중온도(℃)

COP : 지열히트펌프 효율

Rf : 파이프의 열저항치(h.m℃/Kcal)

Rp : 파이프의 열저항치(h.m℃/Kcal)

Rs : 지중의 열저항치(h.m℃/Kcal)

F : 월간 냉·난방 가동 시간 백분율

Energyplus EMS를 통한 EWT 보정

지중 열교환기로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와 유량 조건은 선정되는 히트 펌프의 운전 조건

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중의 비열과 밀도에 따라서 열용량이 결정되고 열전도율에 따라서 열

교환기에서의 열전달 계수가 달라진다. 지중 열교환기의 주요 성능 영향인자를 정리하면 다

음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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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rformance parameters of ground heat exchangers

Category Performance parameters

Fluid condition

 · Fluid outlet temperature of heat pump

(Inlet temperature of GHE)

 · Fluid mass flow rate

Ground

 · Ground temperature

 · Thermal conductivity of ground

 · Density of ground

 · Specific heat of ground

GHEs  · Amount of heat extraction and injection of GHEs

Operating condition

 · Time of heat extraction and heat recovery

 · Duration of heating season and cooling season

 · Total period of operation

Figure 16. EnergyPlus EMS Calibration Flowchart

지중 열교환기 설계에 중요한 요소를 바탕으로 EMS를 이용한 EWT 보정에 관한 방법은 

Figure 16과 같다. 먼저 건물의 부하를 계산한 뒤 지열히트펌프가 담당할 양을 설정한다. 그

리고 땅의 열전도도, 온도 등을 바탕으로 지중열교환기를 설계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A Study on Modeling Analysis of Ground Source Heat Pump Based on Actual Data

464 ∙ Journal of KIAEBS Vol. 12, No. 5, 2018

중 열전도도, 보어홀 간격, 유체속도 ,그리고 보어홀 깊이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적절한 fh

(지열히트펌프가 담당해야할 냉,난방 부하)를 가지고 설계될 수 있도록 EnergyPlus의 EMS 

(Energy Management System)기능을 활용한다. 보어홀의 일반적인 간격인 3~6m, 열전도도 

1.5~2.7W/(m·K)를 기준으로 오차율이 10% 미만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적절한 값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EMS를 통해 보정된 유량은 463LPM에서 471LPM으로 보어홀 간격은 

5m에서 4.85m로 열전도도는 2.3W/m·K에서 2.27W/m·K로 마지막으로 보어홀 길이는 

170m에서 150m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7은 EMS를 통하여 보정된 EWT를 나타내는데, 수요일에 부하가 높아지면서 

EWT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아 약 23℃까지 올라가던 것이 19.7℃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보정 전의 EWT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22.7℃정도로 낮아졌는데 EMS를 통

하여 보정 후에는 19.7℃까지 낮아져 그 경향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7. The corrected EWT change

Energyplus EMS를 통한 EWT 보정 검증

EMS를 통한 EWT 보정에 대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지중열전도도를 검사한 3개

의 건물을 선정하여 EWT 측정 및 보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모두 사무용건물이며 CASE 2는 

금천구에 위치하였고 지중열전도도 검사 결과 2.71W/m·K이었고 CASE 3 건물은 서초구에 

위치하고 지중열전도도 검사 결과 2.77W/m·K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CASE 4는 3.15W/m·K의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Figure 18은 CASE 4의 EWT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CASE 1과 마찬가지로 실측된 EWT

값이 시뮬레이션의 값보다 약 5℃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MS로 보정한 변수 값들은 유

량은 548LPM이 551LPM으로 보어홀 간격은 4.5m에서 4.33m로 열전도도는 2.2W/m·K에

서 2.17W/m·K로 보어홀 길이는 201m에서 181m로 보정되었다. 보정 후 EWT 값을 확인하

면 실측 EWT와 비슷하게 약 5℃가 낮아져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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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 corrected EWT change

Figure 19는 CASE 2~4의 실측 EWT값과 시뮬레이션 EWT를 비교하여 계산한 오차율을 

나타내는데 모두 시뮬레이션 EWT 값이 실측 EWT 값에 비해 약 13.5%정도 높게 나오는 것

으로 보여 진다. EMS를 통한 보정으로 CASE 2는 14.2%에서 7.1% 감소하였고 CASE 3는 

12.6%에서 3.5%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CASE 4는 13.7%에서 7.6% 감소하여 평균 6.2% 

정도 보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9. EWT error rate per case

아래 Table 9는 CASE 1~4까지 EMS를 통해 보정된 값들을 정리한 것인데. 가장 보정이 

많이 되는 것은 보어홀 길이로 약 9%정도 감소하였다.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어홀 

길이가 가장 지열히트펌프 설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또한 EWT 값에도 반영이 많이 된다. 

유량은 평균 3%정도 보정되며, 보여홀 간격은 약 2.8% 보정되고 마지막으로 열전도도는 약 

2% 정도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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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보어홀 간격, 열전도도는 지중열전도도가 높을수록 보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중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지중열전도도가 2.57 W/m·K인 CASE 1에 비해 3.15 

W/m·K CASE 4가 보어홀 길이에 대한 보정률은 5% 감소한 것에 비해 기타 변수들은 약 2%

정도 높아진다. 따라서 지중열전도도가 높을수록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보어홀 길이 뿐만 아니

라 기타 변수에 대한 입력 값을 보다 정밀히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9. Calibrated Variable Value per CASE

Units

CASE 1

Seongbuk

(2.57 W/m·K)

CASE 2

Geumcheon

(2.71 W/m·K)

CASE 3

Seocho

(2.77 W/m·K)

CASE 4

Yeongdeungpo

(3.15 W/m·K)

Design

Value

Calibrated

Value

Design

Value

Calibrated

Value

Design

Value

Calibrated

Value

Design

Value

Calibrated

Value

Flow rate LPM 463 471 (2%) 311 320 (3%) 332 341 (3%) 548 569 (4%)

BHEs 

spacings
m 5 4.85 (-3%) 5.5 5.41 (-2%) 5 4.88 (-2%) 4.5 4.33 (-4%)

Backfill 

material
W/m·k 2.3 2.27 (-1%) 1.8 1.77 (-2%) 2.1 2.08 (-1%) 2.2 2.11 (-4%)

BHEs depth m 170 150 (-12%) 201 183 (-9%) 200 184 (-8%) 201 186 (-7%)

EWT 보정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비교

Figure 20은 EWT 보정에 따른 전력 사용량을 실제 전력사용과 비교하나 그래프이다. 11

월 보정전의 전려사용량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약 12% 정도 높았으나, 보정 후 3.8%까지 낮

아졌고 12월은 15%에서 5.3%로, 1월은 16%에서 4.1%로, 2월은 14%에서 3.3%까지 낮아졌

고 마지막 3월은 9.5%에서 3.1%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열히트펌프를 많이 가동

했던 1,2월이 약 11%정도 가장 많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 9.4%정도 보정되었다.

Figure 20. GSHP power usage by EWT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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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EnergyPlus로 지열히트펌프 모델링을 할 때 입력 값을 최대한 실제 상황과 근접하게 모

델링하여도 오차율이 약 13%정도 차이가 난다.

(2) 외기온도가 낮아지면 건물의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지열히트펌프가 더 많이 가동되게 

된다. 가동 대수가 많아지면 유량 또한 많아지고, 땅의 온도와 열교환 현상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 지열원을 보전하지 못하게 된다. 

(3) 실측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가동대수가 1.5대 일 때 평균 EWT는 약 20℃를 유지하는

데 가동대수가 1.9대로 증가하였을 때 평균 EWT는 약 17.8℃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실측값과는 다른 경향으로, EWT 시뮬레이션 값은 지열히트펌프 가동 대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EWT가 22.4℃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열히트펌프의 총 가동시

간이 지열원을 보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5) 보정된 식을 통해 EWT값을 재계산한 후 Energyplus에서 보정된 EWT값을 얻기 위한 

EMS를 이용한 가동대수에 따라 지열원이 보전되지 못하고 EWT가 낮아지는 경향을 반

영하지 못했던 시뮬레이션 값이 실측값과 비슷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EMS를 통한 입력값을 보정하면 지중열교환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보어홀 길이가 약 

9%정도 감소하였다. 유량은 평균 3%정도 보정되며, 보여홀 간격은 약 2.8% 보정되고 마

지막으로 열전도도는 약 2% 정도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EMS를 통한 입력값을 보정하면 지중열교환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보어홀 길이가 약 

9%정도 감소하였다. 유량은 평균 3%정도 보정되며, 보여홀 간격은 약 2.8% 보정되고 마

지막으로 열전도도는 약 2% 정도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유량, 보어홀 간격, 열전도도는 지중열전도도가 높을수록 보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중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지중열전도도가 높을수록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보어홀 

길이 뿐만 아니라 기타 변수에 대한 입력 값을 보다 정밀히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9) EWT가 보정되면 전기 사용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EWT 오차율이 약 7% 정도 보정되

면 전기사용량도 약 9.8% 정도 맞춰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EWT 보정에 대한 의의를 

더욱 강조할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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