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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been conducted economic analysis of heat storage type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HSGSHP) and normal ground source heat pump (GSHP) 

which are installed at the same building in the shared an apartment house. Cost items, such 

as initial cost, annual energy cost and maintenance cost of each system are considered to 

analyze life cycle cost (LCC) and simple payback period (SPP) with initial cost different are 

compared. The initial cost is a rule to the Government basic unit cost of production. LCC 

applied present value method is used to assess economical profit of both of them. Variables 

used to LCC analysis are prices escalation rate and interest rate mean values of during latest 

10 years. The LCC result shows that HSGSHP (1,050,910,000won) is more profitable than 

GSHP by 68.9% initial cost. And SPP appeared 3.0 year overcome the different initial cost by 

different annual energ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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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LCC : Life Cycle Cost

SPP : Simple Payback Period

 

1. 서 론

지열(geothermal)을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 , 

GSHP(ground source heat pump)는 최근 수년 

동안 격히 보 되어 6,000RT 규모의 량을 

자랑하고 있다. 부분 공공기   복지시설에 

국한되어 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35%의 

성장율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열원 히트펌 의 

장 은 기를 에 지원으로 사용하는 기기 에

서 냉방과 난방을 하나의 장비로 수행하며, 에

지가 약되는 고효율 기기라는 에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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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축열냉방시스템의 운 개념도

한 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형 건물 뿐만아니라 일반 주택(residental 

house)에도 용하여 매년 25%의 증가율로 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택용 기의 진제로 인

하여 가정용으로는 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하계와 동계의 력소비 

편차가 심한 연유에 기인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

자면 력설비는 하계 피크 력소비에 맞추어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콘을 

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유류제품을 사용하므

로, 여름철의 피크 력을 기 으로 력설비를 

증설하다보면 겨울철의 피크 력이 낮게 발생하

기 때문에 체 으로 력설비의 운 효율이 나

빠지게 되므로 여름철 피크 력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로 특별히 주택용 력에 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지열원 히트펌 는 에 지원으로 

기를 사용하므로 마치 에어콘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피크 력소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2008년도 력설비가 6,850만kW이고, 여름철 

최 력수요가 6,700만kW에 이르고 있는 실

을 직시한다면 지열원 히트펌 의 보 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읍시에 건설되는 민간 노인 공

동주택에 이  축열조를 갖는 지열원 축열식 히

트펌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지

열원 히트펌 시스템의 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열원 히트펌 를 이용하는 축냉설비는 이미 

한국 력공사로부터 심야 력 공 에 한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기술규격이 제시

되어 있다. 부분 단일 축열조를 사용하는 것으

로 보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냉방과 난방

이 동시에 필요한 환 기에 비한 설비가 구비

되도록 하 다. 

축냉설비를 규모 공동주택에 용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보 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축냉설비 업체가 용인에 

치한 의료기 을 상으로 지열  폐열을 이용

하여 두개의 축열조를 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는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경

우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일 축열조를 사용하여 축열식 히트펌 시스

템을 용한 사례는 최병윤 등
(1)
이 생활배수열 

 공기열원을 이용하여 144객실의 규모 콘도

시설이 있다. 한편, 조성환 등
(2)
은 숙박시설  

의료시설에서는 축열식시스템이 에 지 밸런스 

구 에 합하고 경제성 확보에 탁월함을 연구하

고, 남궁도 등
(3)
은 변압기로부터 나오는 연속

인 배열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물에 난방을 공

하는 폐열원 히트펌 방식의 축열식시스템에 

해서 실증보 을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축열식 냉난방장치”(특

허 출원번호 2006-0115657)에 의하여 다수개의 

축열조를 구비하고 지열원 히트펌 를 용한 노

인 공동주택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은 2007년도

에 용한 첫 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시스템의 구성

2.1 시스템 설계

본 사례연구에서 용한 시스템은 Fig. 1과 같

은 운 개념도를 나타내는 축열식 히트펌  냉난

방시스템으로서 구성부분은 크게 축열조(축냉조), 

히트펌 , 지열교환기  기계실 펌 외 배 류

들로 나 어진다. 축냉설비라 불리워지는 본 

용 시스템은 건물의 최  냉방부하를 히트펌 운

분량과 축열냉방분의 합계로 만족할 수 있으므

로, 실제 히트펌 용량은 비축열식 히트펌 용량

에 비해 6,70% 작게 설계할 수 있어서 열원설비

의 설치비용이 감되는 특징이 있다. 물론, 주간

냉방부하량의 100%를 장할 수 있으나, 축냉조

의 크기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축냉설비에 있어

서 가장 경제 인 축냉율이 46%라는 보고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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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 세 수 냉방부하 난방부하

A형 71.2㎡ 28 308,728 253,731

B형 57.2㎡ 49 445,067 356,720

C형 42.7㎡ 49 337,267 266,293

D형 29.2㎡ 21 119,511 78,044

합계 7,502㎡ 147 1,210,573 954,787

Table 1  공동주택 세 구성에 따른 평균 냉.난방

부하 (M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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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

지열 냉난방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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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이 축열조를 갖는 지열원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 개략도

Fig. 2  사례연구 상 건물 조감도

한,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노인 공

동주택의 세 구성에 따른 평균 냉.난방부하 합

계를 산정하 다. 공동주택은 4가지 평형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최 부하일을 기 으로 냉방부하

는 1,210[Mcal/h], 난방부하는 954[Mcal/h]로 나

타났다. 축열식시스템에 용할 경우, 400RT 최

부하 비 냉방 축냉율을 66%, 난방 축열율을 

100%로 하면, 히트펌  선정용량은 320RT(최

부하의 80%)로 선정되었다. 각종 주변 장치류  

펌 류들을 추가해서 결정한 최종 시스템은 Fig. 

3에 나타내었다.

2.2 히트펌  설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열원 히트펌 는 Fig. 4



- 30 -

Fig. 4  지열원 히트펌  냉매흐름도

Fig. 5  Triple-U 지열교환기  삼 용 스페이서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류 압축기(screw 

compressor)와 냉매분배 장치가 장착된 이징 

형열교환기(brazed plate heat exchanger)를 메

인부속(device)으로 사용하고, 냉매회로를 2개로 

분리하되 수액기(receiver)는 공통으로 하여 제어

용 솔 노이드밸 와 냉온수생산용 감온식 팽창

밸 (thermostatic expansion valve)  4방 밸

(reversible valve) 등으로 회로를 구성하 다.

2.3 지열교환기의 설계

본 사례연구 상시스템의 지열교환기(BHE; 

Borehole Heat Exchanger)는 지열교환기 설계를 

한 문 로그램인 EED 3.06(Earth Energy 

Designer)를 사용하여 설계하 으며, 지열교환

이 의 형태는 Fig. 5와 같이 “삼 용 스페이

서”(실용출원 2007-0017431)를 사용하는 Triple- 

U 형식을 용하 다. 암반의 종류, 열교환기 형

태, 냉난방부하  히트펌  최 운 시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L-2 config. 배

열을 갖는 수직 170m 길이, 80홀의 지열교환기가 

설계되었다.

2.4 시스템의 운 방법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축열조를 갖는 

지열원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은 크게 3가지의 

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먼 는 120RT 지

열히트펌 와 370톤의 축열조가 연결된 냉난방운

과 두번째로 100RT×2 의 지열원히트펌 와 

560톤의 축열조가 연결된 냉난방운   세번째

로 40RT×2 의 지열원히트펌 와 370톤 축열조

가 연결된 보조 냉방운  시스템으로 구성되었

다.

본 사례연구 상 건물은 147세 로 구성된 노

인 공동주택으로서, 내장산 자락의 산 턱에 

치한 계로 5월경 우기 는 새벽녘 외부기온의 

강하를 비하여 실내 바닥난방을 한 온수공

이 필요하며, 7,8월경 최  냉방부하 발생을 

비하여 보조냉방을 겸한 탕생산 설비가 필요하

다. 상기의 370톤 축열조는 앞서 설명한 바닥

난방을 한 온수공   최  냉방부하를 한 

보조냉방용 축열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탱크이

다.

3. 고찰

3.1 운  안정성

본 사례연구에서 용된 지열원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은 심야 력을 이용하는 축냉설비로서 

심야 10시간동안 히트펌 의 운 이 연속으로 이

루어지므로 부하변동에 따라 용량가변운 을 수

행하는 다른 장비에 비해 운  안정성과 운  효

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 환 기 심야시간에 120RT-370톤의 축열

조에서 난방운 이 진행되는 동안 200RT-560톤

의 축열조에서 냉방운 이 진행되므로 지열교환

기 운 측면에서 보면 열주입량(heat injection)이 

열취출량(heat extraction) 보다 커지게 되므로 

지열교환기의 무리한 운 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하계 최 냉방부하 발생 시에 주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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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 1 안 2 비고

시설비 1,523,454 1,835,000 설치기 단가

보조 0 130,000 축냉지원

세제혜택 121,876 146,070 신재생  
축냉설비

운 비 143,719 91,483 1년간
냉.난방/ 탕

시설비
차액 기 157,352 ①

운 비
차액 기 52,236 ②

SPP 기 3.0년 ①/②

Table 2  단순투자회수기간 분석

단 :천원

구분 안 1 안 2 비고

시설비 1,523,454 1,835,000 지원 /
세제혜택제외

보수
교체비

15년 618,768 701,845

가법 용30년 633,890 547,155

계 1,252,658 1,249,000

폐기비 30,469 36,700 2% 용

유지
리비

매년 2,194 2,366
평균0.6%

40년후 51,010 55,010

에 지
사용비

매년 143,719 91,483
가법 용

40년후 3,340,375 2,126,288

총비용 6,076107 5,025,197

선정여부 ● 선정안

Table 3  생애주기비용 분석

단 :천원

에 120RT-370톤의 축열조에서 80RT의 보조냉방 

운 이 진행하는 동안 지열교환기의 열주입량을 

탕열량으로 회수하므로 시스템 에 지효율이 

높아지는 장 이 상된다.

3.2 경제성 평가

본 사례연구 상 건물은 공동주택으로서 개별

냉난방방식을 선택하여 용할 수 있었으나, 입

주자의 특성상 개별 주택의 기름보일러 유지 리

가 어려운 , 임 주택이라는  때문에 앙공

방식으로 설비 종류를 환하 다. 특히, 산악

지역에 치하기 때문에 가스  유류를 이용한 

냉난방설비는 용하기 어려우므로 비축열식 지

열원 히트펌 시스템을 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축열식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은 최

 냉방부하를 기 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여유율

을 감안하여 420RT용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

다. 비축열식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안 1)과 

본 사례연구 상 시스템( 안 2)을 설치  운

하 을 때, 단순투자회수기간과 생애주기비용

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은 산자부의 2007년도 

설치원별 기 단가를 용하 고, 생애주기비용

을 산출할 때, 각 설비의 수명은 법인세규정 40

년을 내용연수로 하되, 보수교체비 산출은 가

법에 의한 해당설비의 내용연수를 감안하 으며, 

이때 반 된 실질이자율은 2.966%로서 1997년부

터 2006년까지의 10년동안 물가상승율과 정기

이자율의 평균을 통해서 계산하 다.

4. 결론  제안

한국 력공사의 축냉식 심야 력기기 기술규격

을 만족하고, “축열식 냉난방장치”(특허출원번호 

2006-0115657), “삼 용 스페이서”(실용출원 

2007-0017431)를 용한 노인 공동주택 지열원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의 용사례를 분석한 결

과 투자비 증가율은 축열조를 사용하는 방식이 

비축열식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에 비해 20.4%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 인 투자회수비는 3.0년으

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한 결과 축열식 지

열원 히트펌 시스템이 10억 5천만원 정도 약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설치비의 

68.9%에 해당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앙집 식 주거용 지열

원 히트펌 의 용 방법은 심야 력을 이용한 

이 축열조 방식 지열원 축열식 히트펌 시스템

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사례연구 상 시스템의 장기 인 운

비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용방안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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