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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should be equipped with devices to measure the generated heating

or cooling heat amount in Korea. Generally, the heat measuring devices have been developed to estimate

consumed heat amount in residential or commercial buildings from a central air-conditioning system

or a district heating system. In this study, two representive heat measuring devices used for buildings

were selected, and the accuracy of them were experimentally estimated at the ground source heat pump

operating conditions. The obtained heat amounts from the heat measuring devices were deviated within

4.3% comparing with the precise values calculated from an accredited test facility. Even though the

accumulated heat amount values of the heat measuring devices had a small difference comparing with

the precise values, the temperatures of heat measuring devices showed greatly different values

comparing with the precise temperature.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develop the heat

measuring devices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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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개발 및 보급확대가

전력과 수송 부분에서 열에너지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균형발전

과 열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2011년 부터

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Heat Obligation

: RHO) 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열

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 열

공급량의 효율적 측정을 위해서는 열량계(Heat

measuring device)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2].

한국산업규격[3]에 따르면 적산열량계는 냉방 또

는 난방 상태에서 액체상태인 열매체에 의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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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열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급된 열매체의 부

피 또는 유량 및 열부하기의 송류측과 환류측에서

열매체의 온도 또는 온도차를 검출하여 열량을 측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앙집

중 및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열량계

가 설치되어야하며, 국토교통부의 규정[4]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산 열량계는 유량 측정 방식

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임펠

러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축

물에서 적산열량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열량계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지역냉난방 1차측 시

스템에 사용되는 열량계의 경우 독일에서는 주로

초음파식 열량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에

서는 터빈식 열량계, 핀란드에서는 임펠러식 열량계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열량계는 대부분 난방용

이며, 냉난방 모두를 위한 열량계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5].

Park [6]은 디지털 적산열량계 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열량환산계수표를 실시간 적용하여 계

산 값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고, 회로의 단순화 및 배

터리 수명 연장, 연산부에 통신기능을 넣어 원격검

침이 가능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하였다.

Lee et al. [7]은 공동주택의 열사용량 원단위 산정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열원형태 및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른 열사용량 원단위 산정 기준 정립이 필

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Lee and Kim [8]은 중앙집

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계량기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적산열량계의 사용 의무화와 난방시스템의

최적제어방법에 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

를 얻었다. 현재까지 적산열량계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지역난방 등의 중앙집중난방 시스템과 연계되

어 개발되었으며,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적합한

열량계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에 따라 열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

해 적산열량계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대형 시스템

에서는 유량계와 온도계 등의 계측 시스템을 구비

하여 컴퓨터와 연계하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생산

열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된 사례는 없다. 특히, 송도의 한 사이트에서는

열량 측정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생산열량

과 40% 이상의 오차를 나타냈다[5].

특히,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열량계는 지역난

방 시스템 등과 달리 냉열 및 온열을 계절에 따라 생

산하므로 계절에 따라 냉방열량과 난방열량을 산정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 보급된 적산열량

계의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성 평가를 위해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적산열량계를 샘플링하여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인증 공인시험 설비에서의 생산열량

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산열

량계의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지열원 히트펌프의 열량 생산의 신뢰

성 확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

식의 적산 열량계 2종류를 선택하여[5] 지열원 히트

펌프 인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 설비[9]에 지열

원 히트펌프 유닛과 함께 설치하여 적산열량계의

측정값과 공인시험설비와의 계측값을 비교 분석하

였다.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한 지열원 히트펌프 유닛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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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시험설비와 함께 적산열량계 설치 개요도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25 mm 임펠러방식의 적

산열량계와 50 mm 터빈방식의 적산열량계 제품을

적용하였다(Table 1). 비교시험 및 오차분석을 위해

서는 시험에 적용된 적산열량계의 유량검지부(임펠

러유량계, 터빈유량계)보다 정밀한 유량계와 온도

센서가 적용된 열량측정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량의 측정 및 산출은 적산열량계는 지시부를 통

한 측정데이터를 기록하고, 지열원 히트펌프유닛 공

인 시험설비는 계측 프로그램을 통한 측정데이터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취득하여 적산열량계와 비교 분

석하였다. 유량계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량

계의 유량감지부 전후단에 일정길이 이상의 직관이

포함된 별도의 시험용 지그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적산열량계의 시험을 위해 적용된 지열열펌프 유닛

은 약 35 kW 용량의 물-물 형식의 지열 열펌프 유

닛을 적용하였다. 적산열량계 검증을 위한 시험 설

비는 전자식 유량계와 RTD 센서를 설치하여 지열

원 히트펌프 성능 규격[9]에 따라 계측 및 열량을 산

정하였으며, Table 2는 전자식 유량계와 RTD센서의

사양을 나타낸다. 2개의 적산열량계에 대하여 Table

3과 같이 지열원 히트펌프 성능 평가 난방 표준 조

건에서 유량 변화와 설정온도 가변시의 열량측정을

수행하였다. 

임펠러 방식과 적산 열량계 실험 후에 임펠러 방

식 열량계를 터빈방식 적산열량계로 변경하여 같은

조건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온도조건과 유량

조건에서 부하측 및 열원측의 온도, 유량조건이 안

정화 되었을 때 적산을 시작하였고, 적산 시작 후에

적산열량 및 온도와 유량 데이터를 기록하였으며,

각 시험조건별로 총 8시간동안 적산열량계와 시험

설비에서 계측된 적산 열량값을 기록하였다. 

Fig. 2는 표준 난방 시험조건인 부하 40oC와 열원

5oC 입구온도 조건에서 임펠러식 적산열량계의 시

간에 따른 적산열량 변화를 나타낸다. 히트펌프 부

하측과 열원측 유량은 모두 50 LPM이다. 적산열량

계와 계측값 모두 시간에 따라 열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8시간 후 적산 열량계와 계측값의 적

Table 3. Test conditions

Measuring 

devices

Test 

No.

Entering water 

temperature(oC)

Flow rate

(LPM)

Load 

side

Heat 

source 

side

Load 

side

Heat 

source 

side

Impeller 

type

Test 1 40 5 50 50

Test 2 40 5 20 50

Test 3 40 15→5 50 50

Turbine 

type

Test 4

Test 4
40 5 50 50

Test 5 40 5 20 50

Test 6 40 15→5 50 50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representative heat measuring

devices

Items

Type of heat measuring 

devices

Impeller Turbine

Pipe diameter(mm) 25 50

Minimum flow rate (LPM) 2.33 25

Maximum flow rate (LPM) 58.33 250

Operating temperature(℃) 0~130 0~130

Table 2. Sensor specification of the test facility for ground

source heat pumps

Items
Magnetic flow 

meter
RTD sensor

Flow range 1~350 L/min -

Temperature range -10~100℃ -100~200℃

Uncertainty 0.16% of reading 0.06℃

Manufacturer IL-JIN FS CHINO

Fig. 2. Capacity variation for impeller type heat measur-

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50 LPM load side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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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열량은 2.9%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Fig. 3과 4는

시간에 따른 적산열량계에서 계측된 히트펌프 입출

구 온도와 온도차이를 나타낸다. 적산열량계의 평균

입출구 온도는 40.06oC, 45.09oC로 측정되었으며, 시

험설비의 평균 입출구 온도는 각각 40.07oC, 45.10oC

로 측정되었다. 적산열량계는 시험설비의 입출구 온

도와 0.11oC 이내의 편차를 나타냈으며, 입출구 온

도차이는 0.09oC 이내의 다소 양호한 온도 편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적산 열량계의 입출구 온도의 실

시간 온도 데이터의 변화폭은 시험설비의 온도변화

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열량 산정에 직접 적용되

는 온도 편차의 최대 변화폭은 적산열량계에서 시

험설비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8시간의 적산기간

동안 적산 열량계의 최대 입출구 온도편차는 0.51oC

였으며, 시험설비는 0.11oC를 나타냈다. Fig. 5는 시

간에 따른 적산열량계와 시험설비의 유량 변화를

나타낸다. 적산열량계의 유량값과 시험설비 유량은

미소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8시간동안의 변동폭 또

한 미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Fig. 6은 임펠러식 적산열량계에 대해 부하측 유

량이 50 LPM에서 20 LPM으로 감소한 경우 적산열

량계와 시험설비의 열량변화를 나타난다. 열량계과

시험설비와의 최대 오차는 –1.5%로서 50 LPM의 유

량시보다 적산열량계와 시험설비와의 오차보다 감

소하였는데, 이는 유량감소시 입출구 온도차이의 변

동폭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Table 4). 

Fig. 7은 임펠러식 적산열량계에 대하여 열원측

온도가 15oC에서 5oC로 변화될 때 시간에 따른 적

Fig. 3. Inlet and outlet temperature variation for impeller

type heat measur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50 LPM

load side flow rate). 

Fig. 4. Temperature difference variation for impeller type

heat measur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50 LPM load

side flow rate).

Fig. 5. Flow rate variation for impeller type heat measur-

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50 LPM load side flow

rate). 

Fig. 6. Capacity variation for impeller type heat measur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20 LPM load side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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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열량 변화를 나타낸다. 적산열량계의 적산 열량은

시험설비의 열량보다 3.7%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도값의 최대

값과 최소값의 폭은 열원측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입구 온도가 일정한 경우

8시간동안 적산열량계의 입출구온도의 최대값과 최

소값의 최대 편차는 0.51oC 였으나, 입구온도가 변

화되는 경우에 입출구 온도의 최대편차는 1.7oC를

나타냈다. 시험설비는 동일한 경우에 대해 각각

0.11oC와 1.65oC의 편차를 나타냈다. 열원측 온도가

변화될 때 온도편차의 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

므로 열량 산정시에 이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Fig. 8은 부하측 입구온도 40oC와 열원 5oC 표준

난방 조건에서 터빈식 적산열량계의 시간에 따른

적산열량 변화를 나타낸다. 8시간 후의 적산열량계

의 적산열량은 시험설비의 적산열량보다 3.8% 작은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적산열량계의 시료 입구온

도와 출구온도는 시험설비의 입출구 온도보다

3.5oC 이상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9). 적산열량계

의 입출구온도는 인증시험설비보다 평균 3.97oC와

3.68oC 낮은 온도값을 나타냈으나, 입출구온도차이

Fig. 7. Capacity variation for impeller type heat measuring

device with the variation of heat source temperature.

Table 4. Summary of the measured value variation

Test No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Load side) Maximum 

flow rate difference

Capacity 

difference*Inlet Outlet Outlet-inlet

℃ ℃ ℃ LPM %

1

Impeller type

0.29 0.38 0.51 0.34 2.9

2 0.36 0.26 0.19 0.16 -1.5

3 0.45 1.89 1.7 0.33 3.7

4

Turbine type

0.6 0.8 0.6 0.26 -3.8

5 0.2 0.5 0.5 0.18 -3.3

6 0.4 1.6 1.6 0.29 -4.3

1

Accredited test 

facility

0.22 0.26 0.11 0.1

2 0.04 0.04 0.04 0.08

3 0.15 1.66 1.65 0.1

4 0.18 0.19 0.05 0.1

5 0.04 0.18 0.17 0.1

6 0.15 1.69 1.6 0.1

*Measuring device value/accredited test facility value×100

Fig. 8. Capacity variation for turbine type heat measur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50 LPM load side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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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6oC를 나타내어 8시간 후의 적산열량값은 3.8%

의 적은 오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측정온도의 신뢰

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적산열량계의 입구 또는

출구온도만이 실제온도와 3.5oC 이상의 낮은 온도

값을 측정하였다면 계측 열량값은 실제 열량과 20%

이상의 오차를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터빈식 적산열량계는

임펠러식 적산열량계와 같이 유량이 감소한 경우

적산열량계 제품과 시험설비와의 적산열량 오차는

감소하고, 열원측 온도가 변화될 때 적산열량 차이

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입출구 온

도편차는 임펠러식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험조건에서 터빈식 적산열량계

의 시료 입구 온도는 시험설비의 시료 입구온도보

다 2.45oC에서 3.68oC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적산

열량계의 시료 출구 온도는 시험 설비의 시료 출구

온도보다 2.75oC에서 3.97oC 낮은 값을 나타냈다.

적산열량계의 시료 입출구 온도가 시험설비보다 모

두 낮은 온도를 나타내어, 적산열량계의 시료 입출

구 온도차이는 시험설비의 시료 입출구 온도보다

0.29oC에서 0.45oC의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나타

냈으며, 적산열량계의 적산열량은 시험설비에서 측

정된 값과 4.3% 이내의 오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터빈식 적산열량계의 히트펌프 입출구 절대온도가

실제값과 다소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지열원 히

트펌프 시스템은 기존의 지역난방 시스템과 달리

강전을 사용하는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온도센서부

에 전기적 노이즈가 발생해서 생긴 계측 오차이거

나, 적산열량계의 온도센서가 배관내에 직접 삽입되

지 않고, 온도센서가 웰에 삽입된 후에 배관내부에

설치되는 간접 측정방식에 의한 오차일 것으로 분

석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적산열량계를 지열원 히트

펌프 시스템의 열량계로 적용을 위해서는 웰을 포

함한 온도센서의 보정과 함께 히트펌프의 전기노이

즈 필터링 기술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또

한, 지역난방 시스템에서는 적산열량계의 입출구온

도 차이가 15oC 이상 나지만, 지열원 히트펌프에서

는 약 5oC 범위 이내의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으

므로[10], 적산열량계의 온도 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지열원 히트펌프 열량계측 제도하에서

는 오차율은 50% 이상을 나타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산열량계를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히트

펌프의 운전 범위와 운전 특성에 따른 신뢰성을 확

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4. 결 론

현재 지역 난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산열

량계를 물대물 지열원 히트펌프의 열량계로의 적용

성 검토를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2종의 적산열량계의 적산 열량을 지열원 히트펌

프 유닛 공인인증 시험설비의 열량값과 비교 분석

하였다. 

적산열량계는 순환유체의 유량이 감소할수록 열

량산정의 정확도는 증가하였으나, 열원측 온도가 변

화될 경우 적산열량의 오차가 증가하였다.

임펠러식 적산열량계와 터빈식 적산열량계의 시

간에 따른 온도 변동폭이 인증시험설비의 온도 변

동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입출구 온도차이의 변동

폭도 크게 나타났다. 

터빈식 적산열량계의 경우 적산열량계의 입출구

온도와 온도차이의 평균값은 크지 않아서 8시간 후

의 적산열량값은 최대 4.3%의 오차를 나타냈다. 하

지만, 온도의 변동폭과 절대값은 실제 인증설비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전을 사

용하는 지열원 히트펌프에 의한 전기적 노이즈나

간접측정방식의 온도센서 의한 오차일 것으로 분석

된다. 특히,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적산전력계가 널리 사용되어온 지역난방 시스템 등

에서와 달리 적산전력계의 입출구 온도차이가 매우

Fig. 9. Inlet and outlet temperature variation for turbine

type heat measuring device at standard condition(50 LPM

load side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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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므로 온도 편차에 따라 계측 열량의 오차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기존의 적산열량계를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노이즈 필터링 기술

과 온도센서의 정밀한 보정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

개발과 함께 지열원 히트펌프의 운전 범위와 운전

특성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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