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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obtain a out-of season production in horticultural greenhouses corresponding

with higher crop prices. A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has been highly spotlighed as an energy

efficient heating system for the greenhous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operating cost of the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with the variation of generating temperature and designing methods for heating

system of the greenhouse. Even though the COP of the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decreased

with an increment of generating temperature in heating mode, the operating cost could be reduced. By

adopting the high temperature heat pump system and heat storage tank, it could be achieved to save

energy and reduce the operating time of auxiliary oil heating system for producing good plant-growth

in the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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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중 난방비의 비중은 약

30~40%에 달하므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

력을 제고하고 난방비 비중을 낮춰 농가의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난방방식의 개발 및 보급이 시

급한 실정이다[1,2]. 

시설원예 난방재배면적의 90% 이상이 경유난방

을 채택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면세경유 소비량

중 약 55%가 시설원예 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시설

원예 농가는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경영비 부담이

과중되어 작기 조절과 고온성 작목에서 저온성 작

목으로의 전환과 영농 포기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

이다. 시설원예 난방 재배를 위한 에너지 절감기술

중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술은 기존의 난방 설비

대비 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원예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 절감기술로서 개발 적용되고 있다[3,4].

시설원예에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유온풍기, 경유보일러가 주 난방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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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으며, 간혹 연탄보일러 및 전기보일러가 설

치되어 사용되었다. 이중 경유온풍기는 사용상의 문

제점 혹은 수확물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비중이 줄

고 보일러 시스템이 주 난방 열원기기로 사용되었

다. 보일러 시스템의 경우 난방 시 출수온도가 65oC

이상의 고온수를 공급함에 따라 시설원예 실내 열

교환기로 열전달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관이나

에어로핀의 사용이 가능하였다[3]. 기존 시설원예에

서 사용하던 보일러 시스템과는 달리 현재 생산 및

보급 있는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난방 시 출수

온도는 대략 45oC에서 50oC로 낮은 편이다[5]. 기존

보일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배관이나 에어로 핀을

실내열교환기로 사용하였을 경우 열전달효과가 낮

은 열교환기에 온도가 낮은 난방수가 공급되므로

충분한 열량을 실내로 공급하기가 어려워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의 실내 열교환기로 팬코일유닛(FCU)

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온수 제조 히트펌프 적용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6].

Kang et al. [1]은 지열원 히트펌프의 시설원예 설

비 적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

설원예 난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Ozener and Hepbasli et al. [2]은 지열과 태양열을 결

합한 온실난방시스템을 시설원예 설비에 적용하여

난방성능을 분석하였다. 고온수 제조를 위한 히트펌

프에 대해서는 주로 인젝션 사이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7-9]. 히트펌프를 이용한 고온수 제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캐스케이드 사이클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Bhattacharyya et al. [10]은

CO2-C3H8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시스

템의 최적화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

간열교환기의 온도차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변화를

분석하여, 중간열교환기의 온도차 감소에 따라 시스

템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

다. Kim et al. [11]은 R134a와 R410a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수치적 분석 및 시

스템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열원과 부하측 2차유체

유입온도 등에 대해 수행하였다. Agnew and Ameli

[12]은 기존에 사용된 냉매를 대체하여 천연냉매를

적용한 3단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대하여 열역학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냉매 R717와 R508b가

기존에 사용된 냉매 R12와 R13보다 압축기 토출온

도를 감소시켜서 시스템의 소비동력 감소 및 시스

템 수명 연장을 이룰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되었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시

설원예 적용에 관한 연구는 부하측 2차 유체의 온도

편차가 5oC 이내이고, 생성온도가 50oC 이하인 시스

템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oC 이상

의 대온도차를 갖고, 축열온도가 65oC인 고온수 제

조가 가능한 시설원예용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과

축열조 연계 적용에 따른 난방 비용 효과 분석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설원예

용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영비용 절감방안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최적화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 적용 고온수 히트펌프와

축열조 연계에 따른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운전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하여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설계 기준(3,4)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최저온도와 재배온도를 기준으로 3.5 kW

/33 m2(10 평)의 난방부하설계 조건 적용(설계기

준외기온도와 실내기준온도는 각각 −15oC와 20oC)

−지열원 히트펌프 시설용량은 최대부하용량의 70%

−수직밀폐형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순환펌프 소비전력은 120 W/3.5 kW(1RT)로 산정

−지열설치용량 이상의 보조열원 설치 

−축열조는 3.5 kW(1RT)당 500 Liter 

−총 부하의 30%를 담당하는 보조보일러 채용

본 연구에서는 보조보일러로 경유보일러가 사용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온실면적 66 m×100 m(6,600 m2)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설계 기준

[3]에 따라 총난방부하는 700 kW이고 지열원 히트

펌프 시스템은 490 kW 용량을 갖는다. 실제적인운

전에 따른 난방비 산정을 위해 경기도 이천지역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였으며[13], 이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설원예 설비의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중부하발생시간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0시

−난방부하는 정적부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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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간 일사에

의해서 난방부하가 없는 것으로 가정

−난방운전만 하는 것으로 가정

−난방기간은 월평균온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

며, 1월초부터 4월말, 10월초부터 12월말의 7개월

을 난방기간으로 선정

−모든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

운전비용 분석은 축열조가 없이 히트펌프만 채용

된 경우(Case1),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따라 축열조가 채용되고 축열온도가 40oC에서 50oC

인 경우(Case 2), Case 2와 동일한 축열조크기에 축

열온도가 40oC에서 65oC인 경우(Case 3)의 3가지 경

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이 때, 축열조용량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설계 기준의 권장값인

0.5 ton/3.5 kW를 기준으로 설치대상 지열원 히트펌

프 용량 490 kW와 Case 2의 축열온도 편차 10oC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Case 2와 Case 3의 축열조는

동일한 크기를 채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3,4]. Case

2의 일반적인 10oC 축열조 온도차 대비 Case 3의

25oC 대온도차 축열시스템 채용시에 기기 소형화와

함께 기존의 보일러 적용시 사용되었던 시설원예

내부설비인 에어로핀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축열시의 히트펌프 성능은 기존의 히트펌프 성능

자료[14]로부터 히트펌프의 용량은 지열원 히트펌

프 담당 최대 부하량과 매칭되도록 하였으며, COP

는 생성온도별 평균데이터를 채용하였다. 

각 Case에 대한 운전비용 산정을 위해 보조경유

보일러는 면세유를 사용하며, 1 Liter당 1,700원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전력은 농사용 고압 ‘을’기준

을 적용하였다[4].

3. 결과 및 고찰

시설원예용 지열원 히트펌프의 생성온도에 따라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과 타 주변 장치를 활용하

여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

양하다. 

분석 대상은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고온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난방부

하가 많은 시설원예 설비로 축열조의 사용 여부와

축열 온도 범위에 따른 경기도 이천지역의 기상 자

료를 이용하여 운전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원예 설비(6,600 m2)에 대한 경기

도 이천지역의 총 연간 난방부하량은 1,471,426 kWh

이다. 

3.1 축열조가 없는 시스템(Case 1)

1,471,426 kWh의 연간 총 난방부하 중에서 지열

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담당부하는 1,366,608 kWh로

총부하의 92.8%이며, 보조 경유보일러에 의한 담당

부하는 총부하의 약 7.2%로 나타났다.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적용에 따른 운전비용 분

석을 위하여 기존에 시설원예 난방설비로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경유보일러만을 적용한 시스템의 운전

비용을 분석하였다. Table 1은 기존의 경유보일러만

을 6,600 m2의 분석대상 시설원예 난방 설비로 적용

한 경우에 경기도 이천지역에 대한 경유사용량과

연간 운전비용을 나타내며, 연간 운전비는 282,966

천원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시설원예 설계조건에서 지열원 히트펌

Table 1. Annual operating cost of the greenhouse with an

oil boiler

Parameter Value Unit

Total load 1,471,426 kWh

Unit cost of oil 1700 Won/liter

Caloric value 8.84 kWh/liter

Oil consumption 166,450.9 liter

Operating cost 282,966,538 Won/Yr

Table 2. Annual operating cost of case 1

Parameter Value Unit

Load
GSHP  1,366,608 kWh

Auxiliary boiler  104,818 kWh

GSHP 

system

Basic rate 1060 Won/kW

Usage fee 36 Won/kWh

System COP 2.9 　-

Power 

consumption
 477,589 kWh

Operating cost 21,943,703 Won/Yr

Auxiliary 

boiler

Oil consumption 11,861 liter

Operating cost 20,163,596 Won/Yr

Total operating cost 42,107,299 Won/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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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시스템과 보조보일러를 사용하는 Case 1의 연간

운전비용 산정결과를 나타낸다. 기존의 경유보일러

만을 사용하는 시스템 대비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

템 적용시에 운전비용 절감율은 85.1%로 나타났다.

이때 지열원 히트펌프 채용 시스템에서 지열원 히

트펌프 운전 비용을 제외한 보조열원(경유보일러)

운전 비용은 20,163 천원으로 지열원 히트펌프 운전

비용인 21,943 천원의 약 91.9%를 나타냈다. 보조보

일러가 전체부하의 7.2%만을 담당하고 있지만, 총

운전비용 대비 47.8%의 운전비용 담당율은 매우 높

게 나타났다. 

3.2 10oC 온도차 축열조 적용 시스템(Case 2)

지열원 히트펌프가 초과부하를 추가로 담당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축열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부하측으로 열량 공급이 필요없는 경우에 축열

조에 열을 저장하였다가 부하 요구량이 지열원 히

트펌프 용량을 초과할 경우 활용하면 경유를 사용

하는 보조보일러의 사용비율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원예 설비는 주간에는 난방부하가 발

생하지 않으므로 축열조의 활용이 가능하다. 

축열조를 기존의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설치

기준 권장값인 0.5 ton/3.5 kW 기준으로 하고, 일반

적인 히트펌프를 활용한 축열조의 축열온도 범위가

40oC에서 50oC의 온도차 10oC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3,4]. 이 때 축열조의 저장열량은 814 kWh이다. 

Fig. 1과 2는 각각 축열조가 없는 경우(Case 1)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온도차 10oC의 축열조를

사용한 경우(Case 2)에 대해 이천지역의 1월 1일의

전체부하에 대한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담당부

하와 초과부하(보조열원사용부하)를 나타낸다. 

축열조가 없는 경우에는 오후 6시경부터 익일 오

전 10경까지 보조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10oC 온도차 축열조가 채용된 경우에는 축열조가

없는 시스템과 달리 오후 6시경부터 익일 3시경까

지에도 보조열원의 공급이 필요 없었다. 

축열조 채용으로 보조보일러의 사용율을 약 51.5%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일자별 외기온도에 따라 지열

담당부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축열조의

열량을 공급하고,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경유보

일러로 부족 열량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Table 3은

축열조를 채용하고, 축열조의 온도차이가 10oC 일

때 연간 운전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총 난방부하는

1,471,426 kWh로 Case 1과 동일하며, 지열원 히트펌

프에 의한 공급열량은 1,420,629 kWh이고 보조 경

유보일러에 의한 공급난방열량은 50,797 kWh이다.

전체 필요한 난방부하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열을

사용하고 지열용량이 모자라면 축열조의 열이 소모

되며, 축열조의 온도가 최하 설정치 아래인 40oC이

하가 되면 보조열원이 가동하는 조건으로 난방비를

분석하였다. 축열조 없이 지열원 히트펌프만 사용한

Case 1의 경우 보조 경유보일러에 의한 연간 운전

비용이 지열원 히트펌프 운전 비용의 91.9%이고, 총

운전비용의 47.8%를 차지하였는데, 10oC 온도차의

축열조를 활용할 경우 보조 경유보일러의 운전

Fig. 1. The variation of daily heating load at case 1.

Fig. 2. The variation of daily heating load at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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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9,771 천원으로 낮아져서 지열원 히트펌

프 운전 비용의 43.0%를 당당하였으며, 총운전비용

의 30.0%를 차지하였다. Case 2의 연간 총 운전비는

32,483 천원으로 축열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 대

비 총운전비가 22.9% 절감되었다. 

3.3 대온도차 축열조 적용 시스템(Case 3)

축열조의 열저장능력은 저장되는 물의 온도차에

비례하는데 고온수를 제조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축열조의 온도를 40oC에서 65oC로 25oC변

화시켜 축열하는 시설원예용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

템에 대한 연간 운전비를 분석하였다. Case 2와 동

일한 사이즈의 축열조에 65oC를 저장하여 온도차

25oC를 활용하면 열저장용량은 2034.9kWh가 된다.

이 경우에 일자에 따라서는 Fig. 3과 같이 보조열원

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며 축열조에 잔여열이 남아

있게 되므로 갑작스런 외기 저하의 혹한기가 도래

할 경우에도 순간적인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고온수 제조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25oC 온도차의

축열을 수행한 경우 연간 전체 난방부하 중에서 지

열원 히트펌프로 공급한 열은 1,460,710 kWh였으

며, 보조경유보일러에 의한 난방공급열량은 10,716

kWh로 크게 감소하였다(Table 4). 고온수 제조 히트

펌프를 채용하여 대온도차 축열조를 채용한 경우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연간 총운전비는 28,262

천원이었으며, 지열원 히트펌프 운전비 대비 보조경

유보일러의 운전비는 7.8%를 차지하였다. 25oC 온

도차 축열조를 채용한 Case 3의 경우 연간 총운전비

용은 축열조를 채용하지 않은 Case 1의 경우에 비하

여 32.9% 감소하였으며, 10oC의 축열조를 채용한

Case 2에 비하여 13.0% 감소하였다. 

난방이 주로 필요한 국내의 시설원예 설비에서는

총난방부하의 70%를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30%를 보조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보

조 보일러의 가동율을 감소시킴에 따라 운전비용

절감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부하

량을 고려하여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축열조와

연계하여 대온도차 축열조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조보일러는 단전 등의 경우에 작물의 안정

성 확보 장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

된다. 대온도차 축열을 위해서는 고온에서도 성능이

우수한 히트펌프 유닛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현재까

Table 3. Annual operating cost of case 2

Parameter Value Unit

Load
GSHP  1,420,629 kWh

Auxiliary boiler 50,797 kWh

GSHP 

system

Basic rate 1060 Won/kW

Usage fee 36 Won/kWh

System COP 2.9 　-

Power 

consumption 
 496,468 kWh

Operating cost 22,711,684 Won/Yr

Auxiliary 

boiler

Oil consumption 5,748 liter

Operating cost 9,771,739 Won/Yr

Total operating cost 32,483,423 Won/Yr

Fig. 3. The variation of daily heating load at case 3.

Table 4. Annual operating cost of case 3

Parameter Value Unit

Load
GSHP  1,460,710 kWh

Auxiliary boiler 10,716 kWh

GSHP 

system

Basic rate 1060 Won/kW

Usage fee 36 Won/kWh

System COP 2.5 　-

Power 

consumption 
582,245 kWh

Operating cost 26,201,126 Won/Yr

Auxiliary 

boiler

Oil consumption 1,213 liter

Operating cost 2,061,420 Won/Yr

Total operating cost 28,262,546 Won/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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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온 히트펌프 유닛 인증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현재 인

증제품을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보급 가능하

도록 되어 있으나, 인증 제품 중에 60oC 이상의 고

온 성능 데이터가 제시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하

다[14]. 따라서, 시설원예용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 및 운전비용 저감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기반 마련

이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히트펌프와 축열조 연계에 따른 시

설원예 적용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전 비용

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기존의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하여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과 보조보일러를 채용한 경

우 연간 운전비용은 85.1% 감소하였다. 

시설원예 설비로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과 보조

경유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 축열조를 채용한 경우

에 보조보일러의 연간 부하 담당율 감소로 연간 운

전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었다. 

25oC의 대온도차 축열조 시스템을 채용한 경우에

축열조를 채용하지 않은 시스템과 일반적인 10oC

온도차 축열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각각

32.9%와 13.0%의 연간 운전비용 감소를 이룰 수 있

었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온도차 축열조 적용 시설

원예용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온수 제조가 가능한 히트펌프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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