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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pital of Mongolia where the air quality is getting worse due to the coal 

consumption used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district heating, the application of 

geothermal systems in the housing sector is recently designed for high class resort. In this 

study, the case of applying a geothermal system in a house in Mongolia is examined. The 

effects of passive house design on the needed heat pump capacity, as well as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are analyzed. Moreover, as the initial costs, except labor fee, are 

assumed similar to Korea, cost analysis for several cases is examined, too. From the results, 

if a house is designed according to passive house standard instead of ASHRAE standard, 

the heat pump capacity can be expected to be reduced from 16 to 5∼6 RT. Furthermore, 

although the initial cost of architectural cost might increased by 29 M₩, the total initial 

cost is reduced by 14 M₩, while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by 14%. This 

is mainly driven by the fact that the geothermal system which serves as the main system 

to cover the building needs, with a high initial cost for fulfilling the peak requirements.

Key words: Passive House(패시  하우스), Mongolia(몽골), Building Energy Load(건물 에 지 부하), 
Geothermal System(지열시스템)

1. 서 론
4)

몽골은 최근 비약 인 경제성장으로 수도인 울

란바토르(Ulaanbaatar)에 유입되는 인구가 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 지 사용도 

증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의 난방은 열병합 발 소

에서 공 하는 열에 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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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 하고 있다. 난방에

지 공 량이 부족한 경우, 건물별로 우선순 를 

정해 공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게 열악한 에

지 사정으로 인하여, 난방이 제 로 공 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 가정에서는 나무나 갈탄을 보

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울란바토

르 시내의 공기 오염이 아주 심각한 실정이며, 특

히 겨울철에는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부 부유층은 환경오

염에 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유층을 상

으로 고  주택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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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rd’s-eye View of the Model in this study.

(a) 1F Layout

(b) 2F Layout

(c) Section

Fig. 2 Floor Plans and Section Plan

택은 울란바토르 수도 근처의 청정한 지역에 건

설될 것이며, 지역난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

별난방이 필수 이며, 석탄이나 갈탄을 활용한 난

방시스템이 아닌 공해가 없는 청정에 지, 즉 신

재생에 지를 활용한 난방시스템의 용을 고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에서도 지열에 지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한, 최근 몽골의 자원과 성장에 기인된 국

내 산업계의 심이 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를 몽골에 용하는 것도 고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열연구의 몽골 용

도 수행[1]된 바 있다. 몽골에서의 연간 에 지 사

용량 측면에서 오피스 빌딩의 외피에 한 최

화 연구[2]와 거주공간의 성능평가에 한 연구[3] 

 심부지열에 한 논문[4]이 발표되었으며, 2014

년에는 Choi et al.[5]과 Kong et al.[6]은 주택에서 

지열 시스템이 주 냉난방시스템으로 용되는 경

우의 성능해석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지역에 지열을 주 냉난방원

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 외벽 단열

설계기 을 ASHRAE와 Passive 기  등으로 하

는 경우에 있어서의 냉난방설비의 용량과 연간 에

지 사용량을 비교하고, 노무비와 간 비를 제외

한 국내 건설단가를 기 으로 기투자비를 비교

하여 분석하 다. 

2. 연구의 방법

한랭지역인 몽골에서 주택의 에 지 부하에 

한 외피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기 모델을 

설정하고 Fig. 1에 조감도를 보 으며, Fig. 2에 

층별 평면도와 단면도를 보 다. Fig. 1의 조감도

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본 기 모델은 일반 인 

몽골의 주택이 아니라 최고  리조트에 조성되어 

공 될 최고  주택이며, 최상층을 상으로 공

될 주택이기 때문에 기투자비가 상당히 고가인 

지열 히트펌  시스템이 냉난방 열원으로 용되

었다. Fig. 2의 주요 평면/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기계실이 배치된 2층 주택이며, 1층의 남

측에 작은 수 장과 거실, 부엌  가정부의 침실

이 배치되어있으며, 2층에는 방이 4개,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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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ulation Conditions 

ASHRAE Passive House

Window [W/mK]
1.99 (Nonmetal)
2.56 (metal)

0.8

Door [W/mK] 2.839 0.8

Wall [W/mK] 0.404 0.15

Roof [W/mK] 0.273 0.15

Slab [W/mK] 0.287 0.15

Bottom [W/mK] 0.287 0.15

Fig. 3 Outdoor and Underground Temperatures in Ulaanbaatar3개 배치되어있다. 지면 은 900 ㎡이고, 연면

은 384 ㎡이다.

외벽 단열 설계 조건은 몽골내의 별도의 법규

제한이 없기 때문에 ASHRAE에서 정의하고 있

는 한랭지의 외벽 단열 설계 조건을 차용하 으

며, 부 별 단열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비교조건으로서 패시  하우스의 외벽 단열 설계 

조건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때, 외기온도 난방 설

계조건은 -40℃로 ASHRAE의 외기설계조건보다 

낮은 몽골의 설계조건으로 계산하 으며, 실내 설

정온도는 20℃로 설정하 다. 

연간 에 지 사용량을 측하고 비교하기 한 

에 지 시뮬 이션을 하여 필요한 각종 기 들은 

ASHRAE 90.1-2007/2010 zone8 Alaska Fairbanks

를 기 으로 하되, 기 이 없는 항목에 해서는 미

국 DOE에서 정한 Reference Commercial Building 

Model[7]의 기 을 용하 다. 각 모델의 연간 에

지 사용량을 측하기 하여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RNSYS 17을 사용하 다. 

이때, 기후데이터는1 국제기상기구(IWEC)가 제공하

는 울란바토르의 기후데이터를 사용하 다. 울란

바토르의 월별 최고온도, 평균온도, 최 온도  

지  4 m의 월별 평균온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철 최 온도는 -33℃

이며,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은 -20℃이다. 지

온도는 -8∼8℃로 나타났다. 연평균기온은 

략 0℃정도이며, 연평균 상 습도는 략 62%정

도이다. 참고로 연간 직달일사량은 4,197 Wh/㎡

으로 한국의 2배정도 수 이다.

기 모델과의 냉난방설비 용량  연간 에 지 

소비량을 비교분석하기 한 비교모델로는 패시

하우스 기 (Alt1)과 패시 하우스 기 에서 창

면 을 30 ㎡ 인 모델(Alt2)  패시 하우스의 

각 벽체 열 류율을 0.15에서 0.1 W/mK(Alt3)로 

인 모델을 사용하 다.

하지만, 운 비의 경우, 몽골의 기요 을 기

으로 계산하 다.

3. 결과 및 토의

3.1 ASHRAE 모델의 정성 평가

ASHRAE 외벽 설계기 을 기 으로, 외벽의 

열량으로부터 계산한 난방용량은 49.5 kW로 

상되었다. 몽골의 난방 에 지 공 량 기 으로

부터 계산한 난방용량은 55 kW이다. ASHRAE 

기 에서 안 율을 10∼20% 고려하면, 몽골의 난

방 공  기 과 유사한 값을 갖게 된다. ASHRAE 

외벽조건이 아닌, Passive House 외벽 설계조건

으로 난방용량을 계산하면, 15.2 kW가 된다. 이는 

ASHRAE 외벽 설계기 의 27.6%로서, 난방설비

용량을 결정할 때, 각 외벽의 열 류율과 벽체면

으로부터 구해지기 때문에, 열 류율의 차이만

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안 율 10%로 

계산해보면 16.7 kW가 된다. 냉난방 겸용으로 사

용하기 한 히트펌 의 용량을 Table 2에 나타

내었다. ASHRAE의 외벽 설계기 을 용하면 

지열시스템은 16 RT 이 필요하며, Passive house 

설계 기 을 용한다면, 5∼6 RT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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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Needed Capacity

Model Needed Capacity

Reference 16 RT

Alt1 6 RT

Alt2 5 RT

Alt3 5 RT

Table 3 Comparison of Initial Cost Difference

Model

Initial Cost Difference [M₩/house]

Architectural Mechanical
Total

Insul. Win Door Hx GHP

ALT1 14 11 2 4 ∆40 ∆9

ALT2 14 10 2 4 ∆44 ∆14

ALT3 15 11 2 4 ∆44 ∆12 Fig. 4 Monthly Energy Consumption of Mongolia

3.2 기 투자비 비교

몽골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용하는 경우, 

외벽 설계조건의 건축비 상승과 지열냉난방 시스

템의 기투자비를 비교하 다. 이때, 기투자비

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으로 구성되며, 자재비는 

건축자재와 지열냉난방시스템 비용으로 구성되지

만, 몽골에서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기투자비는 한

국의 비용으로 계산하 다. 기 조건과 비교하여 

기투자비의 차액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표

에서 각 비용은 패시 하우스 조건에 한 건축

비  자재비는 단열재, 창호  고기  도어의 비

용으로 구성되며, 기계설비는 패시  기 에 맞는 

열열교환기와 지열 히트펌 의 비용으로 계산

된다. 이때 지열 히트펌 는 각종 잡자재의 비용

도 포함된 가격이다. 각 가격은 세 당의 비용 증감

량을 백만원 단 (M₩)로 표 하 다. ASHRAE의 

외벽 설계조건에 비하여 Passive house의 외벽 

설계조건이 높기 때문에 단열재, 고기  고성능 

창호  고기  도어의 비용이 증가하며, 비교조

건끼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외벽 설

계조건이 높기 때문에 건축비용은 26백만원에서 

28백만원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지열시스템의 

비용이 44백만원에서 40백만원 감소하여, 고효율 

열열교환기 비용 때문에 종합 으로 세 당 9

∼14백만원 감된다. 이것은 지열시스템의 총 부

하가 감하기 때문에 지열히트펌 의 비용이 상

당히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3 연간 에 지 사용량  에 지비용 비교

연간 냉난방 에 지 사용량을 각 월별로 Fig. 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 기에 

난방에 지 사용량이 크고, 하 기에 냉방에 지 

사용량이 작으며, 그 차이가 큰 한랭지역의 일반

인 월별 에 지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비교

조건의 난방 에 지사용량은 기 조건의 난방에

지 사용량보다 작게 나타나며, 냉방에 지 사용

량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기 조건의 값이 

가장 작다.

ASHRAE 외벽 단열 설계 기 에서 단 면

당 연간 냉난방에 지 사용량은 2차 에 지 기

으로 131 kWh/㎡yr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한국

의 경우, 2009년 개정된 외벽 단열 설계 조건을 

기 으로 주택의 냉난방 에 지 사용량은 60 

kWh/㎡yr (2차 에 지)로 추정되며, 한국의 연평

균 외기 온도가 12℃로 몽골의 연평균이 0℃임을 

감안하면, 정상 인 범주라고 단된다. Passive 

house로 단열기 을 변경하는 경우의 연간 에

지 사용량은 2차 에 지 기 으로 113 kWh/㎡yr

으로 측되었으며, ASHRAE 외벽 단열 설계기

에 비하여 14% 정도 에 지가 감됨을 알 수 



몽골에서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 용을 한 주택 에 지분석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23

있다. Peak 부하의 감에 비하여 에 지 사용량

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Peak 부하는 -40℃

를 기 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국제기상기구에

서 제공하는 몽골의 기후데이터의 연간 최 온도

는 -33℃로 설계기 온도보다 높고, 월 평균온도

가 가장 낮은 1월의 평균온도는 -20℃로 용량의 

차이만큼 실제 에 지 사용량의 차이는 크지 않다.

각각의 에 지 사용량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기 

하여 몽골의 에 지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

다. 연간 에 지 비용 감량은 략 60∼100 만 

Tg(몽골의 화폐단 , 투그릭)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몽골지역에 지열을 주 냉난방원

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설계기 을 

ASHRAE와 Passive 기  등으로 하는 경우에 있

어서의 에 지 사용량을 비교하고, 노무비와 간

비를 제외한 국내 건설단가를 기 으로 기투자

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연간 에 지 비용을 비

교 분석하 다.

결과에 의하면, 일반 인 몽골의 난방공  기

과 ASHRAE 설계기 에 의한 난방 설비 용량은 

유사하 으며, 패시 하우스 기 으로 설계하는 

경우, 필요 난방설비는 16 RT에서 5∼6 RT로 축

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재료비 측면

에서 한국의 단가를 용하면, 기투자비는 세

당 최  14백만원이 감되며, 이는 건축 비용의 

증가에 비하여, 지열원 냉난방설비가격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한 연간 냉난방에 지는 14% 

감소하며, 이를 운 비로 환산하면, 연간 최  

100만 Tg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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