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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large-scale horticulture facility complexes using reclaimed land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t the government level.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ose large-scale horticulture facilities is that these

facilities still largely depend on a fossil fuel and they require 24 h a day heating during the winter season in

order to provide the necessary breeding conditions for greenhouse crops. These facilities show large energy

consumption due to the use of coverings with larg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s such as vinyl and glass

during heating in the winter seas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waste heat from power plant

for large-scale horticulture facilities by evaluating the waste heat water temperature, heat loss and energy

saving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distance between power plant and greenhouse. As a result, utilizing

power plant waste heat can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by around 85%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gas boiler, regardless of the distance between power plant and greenhouse.

Key words: Power plant waste heat(발전소 온배수), Pipe material(파이프 재질), Large-scale horticulture

Facility(대규모 시설원예), Distance from heat source (열원과의 거리), EnergyPlus(에너지플러스)

기호설명

Cw : 물의 비열 [J/kgoC]

hc : 내관 표면에서의 대류 열전달 계수

ks : 흙의 열전도율 [W/moC]

kp : 파이프의 열전도율 [W/moC]

kw : 물의 열전도율 [W/moC]

L : 파이프 길이 [m]

mw : 유량 [kg/h]

Nu : 너셀 수

Pr : 프란틀 수

RC : 파이프 유체 및 파이프 내면 사이에서 일

어나는 대류열전달에 대한 열저항 [oC/W]

Re : 레이놀즈 수

RP : 파이프 재질을 통해 일어나는 전도열전달

에 대한 열 저항 [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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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파이프 외부와 토양에서 일어나는 전도 열

전달에 대한 열 저항 [oC/W]

Rt : 파이프의 재질과 토양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체 열 저항 [oC/W]

r1 : 파이프 내부 반지름 [mm]

r2 : 파이프 두께 [mm]

r3 : 파이프 외부표면과 토양사이의 거리 [mm]

Tsoil : 지중 온도 [oC]

Tw : 유체 온도 [oC]

Tw,in : 배관 입구의 실제 열원 온도 [oC]

Ut : 지중관의 전체적인 열전달 계수 [W/moC]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급격한 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

지 수요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로 화석연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요는 매년 2.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로 인해 당면하게 된 문제는 무분별한 화석 연

료의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의 가속화 뿐 만 아

니라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2012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을 통해 CO2 감축 및 환경 분야 원

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1년 당시 273억 원의 예

산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예시설의

경우 FTA(Free Trade Agenda)등에 의한 시장개방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물의 생산 감소와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지향적인 농업으로의 변화가 대두

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해와 남해를 포함한 대규모 간

척사업이 논의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

면,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으로써 간척지에

첨단수출원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친환경축산단지

등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상

태이다[1].

이와 관련하여 Lee et al.[2]은 대규모 시설원예에

적용가능한 각각의 열원을 외기와 해수열, 하천수

열, 발전소 온배수, 지열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과

배관열 손실 계산식을 통해 거리와 재질에 따라 열

원의 시설원예 도달온도의 변화와 시설원예에서 사

용되는 전기소비량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발

전소 온배수를 지열과 비교하였을 경우, 전기사용량

이 15 km 기준 약 3.3~17.9W/m2의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사용량

이 증가해 점차 지열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단일 작물의 생육조

건만을 고려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여러 작물에 대

한 생육조건 및 실제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 온배

수 Heat Pump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 검

증된 대규모 시설원예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발전

소 온배수가 배출되는 위치를 대상으로 원예 단지

까지의 거리 및 파이프 재질(HDPE와 이중단열관),

그리고 다양한 작물의 생육온도의 변화에 따른 에

너지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시

설원예 단지에 발전소 온배수 Heat Pump의 적용 가

능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폐열을 통해 배출되는 온배

수를 이용해서 대규모 시설원예에 Heat Pump 적용

시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충청남도가

당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에 발맞

추어 발전소 인근지역 10 km 내를 대상으로 10ha의

면적을 대상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실시

하였다. 당진화력발전소 온배수의 기본정보는 직접

해당 발전소를 방문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배관정보는 선행연구[2]에서 발췌한 정보를 활

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2]에서 발췌한 배관 열손

실식을 바탕으로, 재배면적을 10ha로 가정하여 거

리, 재배온도에 따른 작물 종류 및 배관 재질에 따

라 발전소 온배수 적용 시스템의 난방용 가스사용

량 및 전기사용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 개요 및 해석 조건

2.1 시뮬레이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EnergyPlus[3]로서, 미국 냉동 공조학회(ASH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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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장하는 열평형 부하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주요 구성요

소들인 Zone, Surface, Air Heat Balance 및 System

과 Plant 모델링을 각 시간 단계별로 통합적으로 실

시함으로써 각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잘 모사하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2.2 해석조건 설정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시설원예의 기준이 되는 면

적인 10ha(100,000 m2)에 맞추어 Fig. 1과 같이 기본

적인 모델인 각형(Rectangular Shape)의 시설원예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기상데이터의 경우 당진의 화

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당진

기상데이터를 사용하려 했으나, Energy Plus에서 자

체적으로 제공하는 당진지역 기상데이터가 없어

Meteonorm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산의 데이터를

가공한 후 사용하였다. Meteonorm7은 건물의 에너

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기후데이터를 각각의 프로

그램의 형식에 맞도록 변환 하여 데이터를 제공하

는 프로그램으로 선행연구[10]를 통해 EnergyPlus와

연동되는 기상데이터와의 오차율이 낮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eteonorm7을 사용

하여 난방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1월 15일을 대표

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10 ha 규모의 시설원예에 적합한 Heat Pump

용량은 3,000RT(300RT × 10대)로 산정하였다. 또한

3,000 RT 용량의 Heat Pump를 구동시키기 위해 필

요한 열원 유체 유량은 500 kg/s (0.5 m3/s)로 가정하

였으며, 관내 유속은 2.5 m/s, 관경은 300 mm로 가

정하였다. 열원의 초기 입수 온도는 선행연구에 의

해 발췌하였다[6]. 즉, 발전소 온배수의 열원 온도는

당진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최적의 온도

인 20oC로 설정하였다. 배관재질의 경우 HDPE관과

이중 보온관을 선정하였는데, HDPE관은 결정성이

높은 밀도 0.95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가공

한 합성수지관으로서 가격이 싸고, 안정성·내구성

·내열성을 갖고 있어 상하수도관으로 많이 쓰인다.

이중단열관은 이중관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해서 단

열 효과를 극대화한 관으로서 지역난방용으로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배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적용한 HDPE관의 열전도율은 0.38W/m·K, 이중

보온관은 HDPE관보다 우수한 0.026W/m·K을 적용

하였다. 토양 및 파이프 재질의 열전도율[4,5] 역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

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의 주요 입력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작물은 낮(9~19시)에는 22oC를 실내설

Table 1. Analysis Conditions

Fixed Parameters

 Simulation Software  EnergyPlus v.6.0

 Modeling Size  10 ha

 Heat Source Temperature  20 (oC)

 Water flow rate  500 (kg/s), 0.5 (m3/s)

 Hot Water Temperature 

 Supplied to the FCU (oC)
 Year-round 50oC

 Terminal Unit  4 Pipe Fan Coil System

 Pipe Diameter
 Internal diameter : 300 mm 

 Thickness : 8.5 (mm) 

 Soil Thermal Conductivity  2.0 (W/m·K)

Variable Parameters

 Distance  0 km~10 km

 Pipe 

 Material

 HDPE  0.38 (W/m·K)

 Pre-insulated Pipe  0.026 (W/m·K)

Table 2. Simulated Cases according to Pipe Material and

Set-point Temperature 

Section
Pipe 

Material

Set-point 

Temperature(Day)

Set-point 

Temperature(Night)

Case1

HDPE

22oC

Low Temp(8oC)

Case2 Middle Temp(14oC)

Case3 High Temp(18oC)

Case4 Pre-

insulated 

Pipe

Low Temp(8oC)

Case5 Middle Temp(14oC)

Case6 High Temp(18oC)
Fig. 1. Simul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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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도로 하였다. 반면, 야간 실내 설정 온도의 경우

에는, 저온재배 작물의 경우 밤(20~8시)에는 8oC를

실내설정온도로 설정하였고, 중온재배 작물의 경우

14oC를, 고온재배 작물의 경우 18oC로 설정하였다.

이는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의 자문을 받아 책정

한 설정온도이다. 상단의 Table 2는 이를 재질과 작

물재배온도에 따라 각 Case별로 구분한 표이다.

3. 배관 열손실 계산식

본 연구에서 배관 열손실 계산식은 선행연구[7,8]

에서 발췌하였다. 다양한 가정은 선행연구[7,8]에 자

세히 기술 되어있어 지면제약 상 본 논문에는 서술

하지 않았다. 이송 배관 및 지중 온도간의 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해, HDPE관의 경우 열전달 계수 RC, RP,

RS는 다음 식 (1), (2), (3)를 이용하여 결정 된다

[2,8,9].

  (1)

 (2)

 (3)

배관 내표면에서의 대류 열전달계수(hc)와 레이놀

즈 수(Re), 너셀 수(Nu)는 다음 식 (4), (5), (6)에 의

해 계산 된다.

  (4)

  (5)

  (6)

열 저항 값으로 사용되는 Rc, Rp, Rs는 다음과 같

이 지중관의 전체 열전달계수로 산출 될 수 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7,8].

 (7)

(8)

유체가 파이프를 따라 흐를 때, 관내의 유체와 토양

사이의 열전달은 열손실의 양과 동일하며, 식은 다

음과 같다[7,8].

 (9)

지중 배관 유체 출수온도(시설원예 도달 온도)는 최

종적으로 위의 열전달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다. 지

중배관에 들어가는 유입유체온도가 실제 열원 온도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7,8], 위의 식은 HDPE

관에 적용되는 식으로써, 이중 보온관의 경우는 2개

의 저항 값을 추가된 계산식을 적용한다.

4. 시뮬레이션 분석

4.1 작물재배온도에 따른 난방 부하 변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0ha규모의 시설원예의 난

방 부하는 EnergyPlus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산출

하였다. Fig. 2는 전술한 방법으로 도출한 재배 작물

별 대표일 부하 변화를 나타낸다. 각 재배 작물의 생

육 조건은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주간 시간에는 거의 동일한 부

하량을 보이며, 크게 차이 나는 시간대는 각각의 재

배 작물의 설정온도가 다른 야간(0:00~08:00, 20:00

~24:00) 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고온의 생

육조건을 가진 작물일수록 설정온도를 맞추기 위해

소비되는 부하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반 가스 보일러 효 율의 경우, 선행연구[7]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어서 지면제약 상 본 논문에는 서술하

지 않았지만, 모든 시간대에서 효율의 차이가 1%

미만으로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에 80%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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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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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πLkp
---------------  ln

r
1

r
2

+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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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r
2

r
3

+ +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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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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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kw

2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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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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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ing load on the representative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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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거리에 따른 평균출구온도 및 열손실량 분석

시설원예와 발전소 사이의 열이송 배관의 물성치

는 Heat Pump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의

3,000RT 용량 Heat Pump의 경우에는 국내 S사의 카

탈로그 데이터를 참조하여 파이프 관경은 300 mm

및 배관 두께 8.5 mm로 설정하였다. 3절에서 서술

한 배관 열손실 계산식을 통해 시설원예와 발전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시설원예 도달 온수 온도를 산

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HDPE관 및 이

중 단열관의 거리에 따른 온도결과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20oC로 가정하였는데, 시설원예와 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원예 도달 온수

온도가 내려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온배수 열이

시설원예로 이동하면서 지중으로 열을 빼앗기기 때

문이다. 특히, Fig. 3의 그래프와 같이 HDPE관과 이

중 보온관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1 km 거리에

0.033oC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거리가 늘어날수록

차이가 커진다. 하지만 결국 10 km거리에서도

0.32oC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재질 모두 19oC~20oC의 온도범위를 벗

어나지 않는다. Table 3에 나온 열손실량의 경우

HDPE는 거리에 따라 0.08~0.79MW를 보였으며, 이

중단열관은 0.01~0.1 MW를 보였다. 배관 재질에 따

른 값으로 HDPE관과 이중 단열관의 열손실량 차이

는 1 km의 근거리의 경우 약 0.07 MW로 거의 없었

으나, 거리가 증가하여 10 km의 경우 약 0.68 MW

의 차이를 보여 거리가 멀어질수록 단열성능에 의

해 열손실량 차이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차이는 1 MW도 안되는 수치로 재질에 따른

열손실량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거리에 따른 COP 변화

Fig. 4는 거리 및 재질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일 하

루평균 Heat Pump의 COP를 나타낸다. Heat Pump

열원온도에 따른 COP를 산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8]에서 발췌한 COP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두 재질

모두 1 km거리에서 가장 높은 5.3의 COP를 나타내

었다. 거리가 10 km의 경우에도 HDPE관의 경우

5.27, 이중단열관의 경우 5.30으로 수치의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거리별로 HDPE관

과 이중단열관의 차를 계산할 경우 1 km기준 0.003,

10 km 0.035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COP 차이가 나

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배관의 단열과 지중온도의

Fig. 3. Temperature decrease according to distance on the

representative day.

Table 3. Hot water outlet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a

distance from power plant (oC)

Pipe Material Distance Outlet Temperature (oC)

HDPE

1 km 19.96

2 km 19.92

3 km 19.88

4 km 19.84

5 km 19.80

6 km 19.77

7 km 19.73

8 km 19.69

9 km 19.65

10 km 19.62

Preinsulated

Pipe

1 km 19.99

2 km 19.98

3 km 19.98

4 km 19.97

5 km 19.97

6 km 19.96

7 km 19.96

8 km 19.95

9 km 19.95

10 k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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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두 배관사이의 COP 차이가 매우 미미하며,

그로 인해 Heat Pump 전기소비량 에 주는 영향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관을 통해서 흐르는 유량이 워낙 커서(500 kg/s)

열원 유체가 장거리 이동하더라도 온도 하강이 미

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Heat Pump의 COP

는 뒤에 서술할 전기소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또한, P사와 D사의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가격

을 조사한 결과 HDPE관이 이중 보온관보다 50% 이

상의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COP의 차이가 거의 없기에 HDPE관을 사용하는 것

이 가격대비 효율 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4.4 거리, 재질 및 작물재배온도에 따른 가스소비량,

전기소비량 

Table 4, 5는 앞서 산출한 보일러 효율, 밀도, 비열

및 열원의 온도를 이용하여 거리, 재질 및 작물재배

온도에 따른 대표일 보일러 가스소비량, 전기소비량

및 열손실량을 나타낸 표이다. 보일러의 가스소비량

은 배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영

향은 전혀 없지만 저온재배작물은 대표일 기준

33.15MW, 중온재배작물은 39.77MW를 나타냈으

며, 고온재배작물은 44.06MW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저온재배작물과 중온재배작물의 가스 소비량의

차이는 6.62MW이며, 중온재배작물과 고온재배작

물의 가스 소비량의 차이는 4.29MW로 20oC에 가까

워 질수록 작물재배온도의 차이로 인한 가스 소비

량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따라서 재배 작물의 생육

조건에 따라 고온재배 작물일수록 높은 온도를 요

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하가 높아져 연료소모

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의 경우 거

리에 따른 전기소비량을 표로 나타내었으며, 전체적

으로 HDPE관과 이중단열관의 전기 소비량의 증감

패턴이 앞서 4.2절에서 분석한 열손실량의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열손실량이 전기소비량의 값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와

재질에 따른 재배작물의 각 생육조건에 따른 전기

소비량의 경우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 수치는

HDPE관의 경우 약 0.05MW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

값의 크기가 미미 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이중 단열관의 경우 거리에 따른 영향이 약

0.01MW로 HDPE관 보다 더 미미한 값을 보여 10

km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소비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배관의 재질에 따른 값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배관을 통해서 흐르는 발전소 온배수의 유량이

워낙 커서(500 kg/s) 열원 유체가 장거리 이동하

더라도 온도 하강이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며, 그로 인해 HDPE관과  이중 단열관 사이의 차

이가 미미했다. 대표일 기준 일반 보일러 가스소비

량 대비 온배수 전기 소비량은 거리나 재질 및 작물

재배온도에 상관없이 약 85%의 에너지 절감을 확인

Fig. 4. Average COP on the representative day according

to distance (HDPE, Pre-insulated Pipe).

Table 4. Electricity consumption of heat pump utilizing power plant waste heat on the representative day (MW)

Distance Temperature 1 km 2 km 3 km 4 km 5 km 6 km 7 km 8 km 9 km 10 km

HDPE

Low Temp(8oC) 5.00 5.01 5.01 5.02 5.02 5.02 5.03 5.03 5.04 5.04 

Middle Temp(14oC) 6.00 6.00 6.01 6.01 6.01 6.02 6.02 6.03 6.03 6.04 

High Temp(18oC) 6.64 6.65 6.65 6.66 6.66 6.67 6.67 6.68 6.68 6.69 

Pre-

insulated 

Pipe

Low Temp(8oC)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1 

Middle Temp(14oC) 5.99 5.99 5.99 5.99 5.99 5.99 6.00 6.00 6.00 6.00 

High Temp(18oC) 6.64 6.64 6.64 6.64 6.64 6.64 6.64 6.64 6.64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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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발전소 온배수를 사용한 Heat Pump를 사용하는 것

이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EnergyPlus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규모

시설원예의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발전소 폐열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발전소 온배수를 일정범

위 내의 대규모 시설원예에 공급하여 시뮬레이션

및 열전달식을 통해 작물재배온도, 거리 및 배관 재

질에 따라 시설원예로의 온배수 도달온도, 보일러

가스소비량 및 전기소비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리 및 배관재질에 따른 COP의 변화는 두 재

질 모두 1 km거리에서 가장 COP가 높았으며, 단열

성능이 뛰어난 이중 보온관의 경우 COP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수치의 차이가 0.003으로 거의 없었으

며, 10 km의 거리에서도 COP 차이가 0.03으로 차이

가 미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보일러 가스소비량의 경우, 저온재배작물은

대표일 기준 33.15MW, 중온재배작물은 39.77MW

를 나타냈으며, 고온재배작물은 44.06MW로 작물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기소비량도

재배작물온도변화에 따른 차이는 컸다. 하지만 전기

소비량은 거리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재질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전소온배수를 이용해 10ha규모의 시설원예

에 Heat Pump 난방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가스보일

러 대비 약 85%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를 보였

으며, 이송 유량이 많기 때문에 재질, 거리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DPE관을 사용하는 것

이 5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대비 효율 면에

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적용했을

경우 거리 및 배관 재질에 따른 LCC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중 매설 뿐만 아니라, 배

관 매설비 절감을 위해 열이송 배관을 대기에 노출

시 에너지 성능 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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