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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erformed to performance of the combined system the GSHP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with the Earth tube system using EnergyPlus program. The Earth tube system using fan is

characteristics as supply lower (higher) air temperature than outdoor air temperature in cooling and

heating seasons, the GSHP system is characteristics as small indoor air temperature variation range.

As the results of Earth tube + GSHP system simulation, GSHP power can be reduced than the GSHP

single operation as 17.3% in cooling seasons and 32.5% in heating seasons, the GSHP design capacity

can be replaced more sma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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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2030년까지 37%의 감축목표

를 제안[1]하였으며, 이전부터 건축물 적용을 위한

친환경요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서 적용되는 친환경에

너지로는 태양과 지열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열에너지의 경우는 수직형 및 수평형 히

트펌프와 연관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Kim et al.[2]은 수직형과 수평형 지열히트펌프 시스

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난방설정온

도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형의

경우 COP는 2.8~3.1, 수평형의 경우는 2.5~2.8의 범

위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Ihm and Cho.[3]는 수

평형 히트펌프 난방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축열과

단열이 거의 되지 않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실험

결과, 평균 COP 2.1이며, 최대 COP 4.0으로 보고하

고 있다. 

국외에서는 Esen et al.[4]은 깊이 1.8m에 수평형

으로 매설하여 히트펌프에 대한 COP는 2.38~2.92의

범위에 속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Tudor and Mugur

[5]은 수평형 집열판을 가진 관을 매설하여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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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결과, 중간기 히트펌프시스템의 COP는 3.38

~4.81, 난방 기간 동안은 COP는 2.9~4.35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Na Zhu et al.[6]은

호텔 건물에 지중수열원을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설

치하여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일반 시스템과 비교하

여 전기에너지와 물 소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냉방

시 COP는 3.29이고, 난방 시 COP가 2.79로 보고하

고 있다. 

어스튜브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Hwang and Cho

[7]는 어스튜브에 대한 실험 결과, 여름철 출구공기

는 20.6oC~21.3oC로 외기온도와 비교하여 10oC 이

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Rohit et al.[8]는 인도 열대 건조지역에서 일시적 가

동 상황에서 earth air tunnel에 대한 열적 성능을 평

가하였으며, 18.8oC 하강하는 효과가 있으며, 24시

간 작동한 후에는 온도 하강 폭은 18.7oC~16.6oC의

냉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평형 지열히트펌프의 COP는 최대

4.0이상으로 수직형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며, 수직

형과 비교하여 초기공사비는 낮은 특징을 가진다.

수평형 지열히트펌프(GSHP)와 외기온도보다 출구

공기 온도가 낮은(높은)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스

튜브의 예냉과 예열 기능과의 조합을 통하여 효율

적인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

한 성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예냉(Pre-cooling)과 예열(Pre-heating)을 위한 어

스튜브(Earth tube)와 냉방과 난방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수평형 지열히트펌프(Ground Source Heat

Pump; 이하 GSHP로 칭함)를 조합한 시스템에 대하

여 EnergyPlus를 활용하여 열적성능 및 에너지 소비

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매설된 어스튜브의 길이는 대상지역의 평균풍속

과 어스튜브를 통과한 공기온도가 26oC 이하가 되

는 길이인 60m를 대상[9]으로 하였으며, Design

builder 시뮬레이션 결과, 난방과 냉방부하는 각각

1,062 kWh, 1,078 kWh를 기준으로 slinky type, 트렌

치는 4곳, 각 트렌치의 길이는 16.7m, 총 매설길이

는 542.8m로 5RT에 해당되는 GSHP를 대상으로 하

였다[10]. 본 연구의 흐름도는 Fig. 1과 같으며, 첫

번째로 어스튜브만을 작동한 경우, 두 번째로 지열

히트펌프만을 가동한 경우에 대하여 성능파악을 하

였고, 마지막으로 GSHP와 어스튜브를 조합한 시스

템에 대하여 에너지소비량과 실내온도분포를 통하

여 성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EnergyPlus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개요

건축물의 부하 예측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는 EnergyPlus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파악을 위하여, EnergyPlus에서

제공되는 기상데이터와 지중열교환기가 매설된 지

중 3m 깊이에 해당되는 지중온도[11]를 입력하였다.

대상지역은 부산(위도 35.06, 경도 129.01)을 채택하

였으며, 매설깊이 3m에 해당되는 “deep”에 지중온

도를 월별로 입력하였고, 토양 표면온도의 위상값은

3일로 하여 출구온도를 예측하였으며, 어스튜브를

통과한 공기는 실내로 공급되어 예냉 또는 예열을

시키고, 냉방과 난방부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GSHP

가 가동되게 되며, 전체적인 개념도는 Fig. 2와 같다.

컨테이너 형상은 7.8m(W)×2.8m(D)×2.25m(H)이

며, 구성 벽체 재료는 철판 + 25 mm 단열재 + 철판

이며, 열저항값은 1.02m2oC/W, 창호는 2.5 mm 맑은

Fig. 1. Flow chart for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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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이며, 난방 및 냉방시기에 대한 GSHP 설정온도

는 각각 18oC와 26oC이며, 어스튜브 팬은 “intake”방

식, 매설관 지름은 0.1m, 길이는 60m, 24시간 가동

하는 것으로 하였다. 

2.2 입력개요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입력은 어스튜브와

GSHP의 각각의 경우와 결합한 경우로 나누어 수행

하였으며, 냉방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30일, 난방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 3m

깊이 온도는 Fig. 2와 같으며, 최고/최저온도는 각각

20.4oC/14.2oC, 진폭은 3.1oC로 나타났다.

2.2.1 어스튜브 입력 개요

어스튜브를 통과한 공기는 팬을 통하여 대상실

(Zone one)에 직접적으로 공급되어 혼합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어스튜브의 입력내용은 Fig. 4와 같고, 스

케줄은 “ON”으로 하였으며, 대상지역 토양표면의

평균온도와 진폭은 각각 17.0oC와 12.9oC이고, 공기

를 공급하기 위한 팬의 압력은 353 Pa이며, 환기회

수는 1.5회/h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2.2 GSHP의 입력 개요

어스튜브와 GSHP를 결합한 경우로서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매설 깊이는 3m이며, 매설파이프

는 엑셀파이프로 매설하였다. 

4. 결과 및 검토

4.1. 어스튜브 가동유무에 따른 결과 검토

열적 성능 파악을 위하여 어스튜브의 가동유무에

따른 실내온도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Fig. 6, Fig. 7과 같다.

Fig. 2. System diagram for combined GSHP with earth

tube.

Fig. 3. Input data for Ground temperature in 3m depth.

Fig. 4. Simulation input data for Earth tube.

Fig. 5. Simulation input data for G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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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기간 동안 평균 외기온도가 23.8oC일 때, 가

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가 26.9oC로 나

타난 반면, 가동한 경우는 평균 실내온도가 23.6oC

로 3.3oC 낮게 나타났다. 난방 기간 동안 평균 외기

온도가 6.4oC일 때, 가동하지 않은 경우와 가동한 경

우 평균 실내온도는 각각 6.9oC, 9.0oC로 온도는

2.1oC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Fig. 7에서 붉은색 사각형 상자에서 외기

온도가 낮은 경우인 2월 3일~8일까지 평균 외기온

도가 –0.8oC일 때, 가동한 경우는 3.1oC로 가동하지

않은 경우인 –0.2oC 보다 3.3oC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어스튜브 시스템은 단독으로

난방을 수행할 수 없으나, 예열 장치로서 활용이 가

능하고, 하기(夏期)의 경우에는 냉방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스튜브 시스템에서 외기 도입에 소요되는 팬 동

력과 출구온도에 대한 결과를 냉방과 난방으로 구

분한 결과는 Fig. 8, Fig. 9와 같다. 

냉방기간 동안 평균 외기온도 분포는 18.1oC~29.3
oC, 어스튜브를 통과한 평균 출구공기 온도 분포가

17.3oC~21.0oC이며, 팬 동력은 223.5W~456.8W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냉방 기간 동

안 평균 외기온도는 23.8oC이고, 출구공기 평균 온

도는 19.8oC로 4.0oC 하강되며, 이에 소요되는 평균

팬 동력은 345.8W로 나타났다. 특히 일 평균 최고

온도가 29.3oC인 8월 4일의 경우, 출구공기는 20.1
oC로 온도 차이는 9.2oC의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 동력은 454.8W로 평균값을 크

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평균 외기온

도 분포가 27oC 이상인 7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출구온도는 20.1oC로 평균 7.0oC가 하강하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다.

난방기간 동안 평균 외기온도 분포는 –4.0oC~16.5
oC, 어스튜브를 통과한 출구공기 평균 온도 분포가

13.0oC~18.7oC이며, 팬 동력은 373.2W~802.1W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방 기간 동

안 평균 외기온도는 6.4oC이고, 출구공기 평균 온도

는 15.0oC로 온도 차이는 8.6oC 상승되며, 평균 팬

Fig. 6.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cooling seasons.

Fig. 7.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heating seasons. 

Fig. 8. Fan power and exit temperature from Earth tube

system in cooling seasons.

Fig. 9. Fan power and exit temperature from Earth tube

system in heating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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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은 585.7W로 나타났다. 특히 일 평균 최저온도

가 –4.0oC인 2월 4일의 경우, 출구공기는 13.8oC로

그 차이가 17.8oC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팬 동

력은 796.3W로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 평균 외기온도 분포가 1.0oC 이하인 1월

19일~2월 9일까지 출구온도는 14.0oC로 13.0oC가

상승된 공기가 실내로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냉방과 난방을 비교해보면, 온도 차이가 큰 난방

기간에서는 급격한 온도 상승에 따른 공기팽창으로

인하여 팬 동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스튜브는 난방보다 냉방에서 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히 난방에 활용

하기 위해서는 유입공기의 재열 또는 가열 등의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GSHP 가동에 따른 결과 검토

냉방기간 GSHP 가동에 따른 실온 변화와 동력에

대한 결과는 Fig. 10, Fig. 11과 같다. 

냉방기간 108일 동안 설정온도 이상은 39일 이며,

소요되는 GSHP의 평균 동력은 620.6W로 나타났으

며, 실온 변화는 20.9oC~27.2oC로 변화폭은 6.3oC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스튜브 시스템의 온도변화폭인

8.7oC 보다는 작게 나타났으나, 냉방 설정온도 초과

일수는 어스튜브 시스템과 비교하여 16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GSHP시

스템 재가동 온도 설정으로 판단된다.

외기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스튜브 시스템을 예냉 장치로 활용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난방기간 GSHP 가동에 따른 실온변화와 동력에

대한 결과는 Fig. 12, Fig. 13과 같다. 

실내 설정 온도는 18.0oC이며, 난방기간 137일 동

안 설정온도 이하는 21일이며, GSHP의 평균 동력

은 1,325.6W이고, 실온 변화는 18.0oC~18.8oC로 변

화폭은 0.8oC를 보이고 있다. 

Fig. 10. Comparison indoor air temperature variation

range between GSHP and Earth tube system in cooling

seasons.

Fig. 11. Power and indoor temperature by GSHP operation

in cooling seasons.

Fig. 12. Comparison indoor air temperature variation

range between GSHP and Earth tube system in heating

seasons.

Fig. 13. Power and indoor temperature by GSHP operation

in heating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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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HP를 가동한 경우 냉방과 난방 기간에 관계없

이 실내온도 변화폭이 작은 관계로 열적으로 쾌적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냉방 기간 동안 어스튜브를 가

동한 경우 설정온도 이상 일수는 GSHP를 가동한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고, 난방 기간은 어스튜브의

가동으로 인하여 실내가 예열됨에 따라 열쾌적인

측면과 에너지 측면을 고려할 때 GSHP와 어스튜브

의 결합 시스템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3 어스튜브 + GSHP시스템에 대한 결과 검토

어스튜브+GSHP 시스템에 대한 냉방기간과 난방

기간에 대한 결과는 Fig. 14, Fig. 15와 같다. 

어스튜브+GSHP 시스템은 각각 운전되는 경우와

달리 전체 냉방기간 설정온도인 26oC를 상회하는

경우는 27일이며, 이 시스템에서 어스튜브와 GSHP

에 소요되는 동력은 각각 평균 25.7W, 568.4W이다.

이를 단독 운전인 어스튜브와 GSHP시스템의 동력

과 비교해보면, 어스튜브시스템에서의 팬 동력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GSHP시스템의 경우에도

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온 변화폭 또

한 4.6oC로 열적 쾌적감도 기대할 수 있다. 

결합 시스템에서 어스튜브 팬 동력은 크게 줄어든

반면, GSHP 동력의 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먼저 어스튜브로 예냉한 후, GSHP를 가동하

면 보다 효율적인 운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스튜브+GSHP시스템은 전체 난방 기간 설정온

도인 18oC 이하인 경우는 12일이며, 어스튜브 팬동

력은 평균 77.9W, GSHP 동력은 1,044.0W로 나타났

다. 이 경우에도 팬 동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GSHP의 동력은 2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실온변화는 18.0~18.8oC로 변화폭은 0.8oC로 열

적 쾌적감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에너지 소비량

3종류 시스템에 대한 동력 비교는 Fig. 16과 같으

며, 혹서기인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외기 평균

기온은 27.1oC일 때, GSHP 단독 운전인 경우 실내

평균 온도는 26.6oC, 소요 동력은 755.9W로 나타난

반면, 어스튜브+GSHP 시스템의 경우는 실내 평균

온도는 26.1oC이고, 소요 동력은 648.7W로 15.2%

절약된다. 어스튜브+GSHP 시스템에서 가동되는

GSHP 동력은 625.5W로 단독운전과 비교하여 17.3%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혹한기에 해당되는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외

기 평균 기온은 2.6oC일 때, GSHP 단독 운전인 경

우 실내 평균 온도는 18.0oC, 소요 동력은 1,674.9W

로 나타났으나, 어스튜브+GSHP 시스템의 경우는

실내 평균 온도는 18.1oC이고, 소요 동력은 1,227.9

Fig. 14. Indoor air temperature and power of  GSHP +

Earth tube system in cooling seasons.

Fig. 15. Indoor air temperature and power of  GSHP +

Earth tube system in heating seasons.

Fig. 16. Comparison power between GSHP, Earth tube

and GSHP+Earth tub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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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로 26.7% 절약된다고 할 수 있다. 어스튜브+GSHP

시스템에서 가동되는 GSHP 동력은 1,130.5W로 단

독운전과 비교하여 32.5%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GSHP 단독 운전의 경우 최대 소요 동력은

2,268.9W이나, 어스튜브+GSHP시스템에서 GSHP

의 최대 소요 동력은 1,459.0W로 35.7% 감소된다.

그러므로 GSHP 설계용량은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초기투자비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기간 동안 어스튜브+GSHP시스템 평균 동력

은 875.7W인 반면, GSHP시스템의 단독 가동한 경

우는 1,014.8W로 13.7%의 에너지 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적쾌적감, 에너지 측면 및 초기 설치 단계에서

GSHP 설계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GSHP 시

스템 단독운전 보다는 GSHP+어스튜브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팬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외기보다 낮은(높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스튜브 시스템과 열적 쾌

적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GSHP 시스템과의

결합된 시스템에 대하여 EnergyPlus 시뮬레이션 수

행 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어스튜브의 가동유무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

평균 외기온도가 –0.8oC일 때, 가동한 경우는 3.1oC,

가동하지 않은 경우인 –0.2oC이며, 냉방 기간 평균

외기온도가 23.8oC일 때,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평

균 실내온도는 26.9oC이나, 가동한 경우는 평균 실

내온도가 23.6oC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어

스튜브 시스템 경우는 단독으로 난방을 수행할 수

없으나, 예열 장치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하기(夏期)

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냉방성능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어스튜브 출구공기 평균 온도 분포는 냉방 기

간 동안 17.3oC~21.0oC, 팬 동력은 223.5W~456.8W

이며, 최대 온도차이가 9.2oC인 차가운 공기가 유입

되며, 난방기간 동안 평균 외기온도 분포는 –4.0oC

~16.5oC, 어스튜브를 통과한 출구공기 평균 온도 분

포가 13.0oC~18.7oC, 팬 동력은 373. 2W~802.1W의

분포이며, 최대 온도차이가 13.0oC인 따뜻한 공기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냉방기간 108일 동안 설정온도 이상은 39일

이며, 소요되는 GSHP시스템의 단독운전인 경우 평

균 동력은 620.6W로 나타났으며, 실온 변화는 20.9oC

~27.2oC로 변화폭은 6.3oC를 보이고 있으며, 난방기

간 설정온도인 18.0oC이하는 21일이며, GSHP시스

템 평균 동력은 1,325.6W이고, 실온 변화는 18.0oC~

18.8oC로 변화폭은 0.8oC를 보이고 있다. GSHP 시

스템의 경우 실온 변화폭은 어스튜브 시스템 보다

는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 외기 평균 기온은 27.1oC일 때, GSHP 단독 운

전인 경우 실내 평균 온도는 26.6oC, 소요 동력은

755.9W로 나타났으며, 어스튜브+GSHP 시스템 경

우는 실내 평균 온도는 26.1oC이고, 소요 동력은

648.7W로 15.2% 절약된다. 

(5) 외기 평균 기온은 2.6oC일 때, GSHP 시스템

단독 운전인 경우 실내 평균 온도는 18.0oC, 소요 동

력은 1,674.9W로 나타났으며, 어스튜브+GSHP 시

스템의 경우는 실내 평균 온도는 18.1oC이고, 소요

동력은 1,227.9W로 26.7% 절약된다고 할 수 있다. 

(6) 이상과 같이 냉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외기

보다 낮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고, 난방 기간 동안

은 외기보다 높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스튜브

시스템과 GSHP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함에 따라 소

요 동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온의 변화폭

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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