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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technologies and regulations for distributing standing column well(SCW)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to the residential cluster homes were investigated. They have only been

installed in the public or commercial building having different load pattern and site structure compared

with the residential cluster homes. Some of SCWs for the residential cluster homes should be installed

under the basement due to a lack of site area. There are pressure differences between the SCWs installed

under ground surface and basement. It is needed to develop the technology or devices to prevent

overflow caused by pressure difference among the SCWs. In addition, heat balance algorithm between

SCWs should be adopted to maximize the system efficiency. A heat pump having heating, cooling,

hot water, heating-hot water, and cooling-hot water modes should be developed for adopting an

individual air-conditioning system to the residential cluster homes. 

Key words: Residential cluster home(집단주거시설), Ground source heat pump(지열원 열펌프),

Standing column well(수주지열정), Hot water(급탕)

1. 서 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기준 282백

만TOE로 세계 8위이며, 석유소비는 7위로서 세계

14위권인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높으나 에너지 수입액은 2017년 기준

1,095억$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급에너지의 94.2%를 해외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서 에너지안보에 매우 취약한 수

급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온실가

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국

가발전전략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온실가스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같은 공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및 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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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비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확

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열에너지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이 널리 이용가능한 열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국가에너지의 약

35~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냉난방 분야와

관련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정부 주도하에 보

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2].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토양열원 열

펌프, 지하수 열원 열펌프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주로 지중토양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토양열원 열펌

프 시스템이 보급되었으나, 지중열교환기 설치 부지

등을 고려할 경우 지하수 열원 열펌프 중에 지역적

제한이 적은 수주지열정 열펌프의 보급 확대가 필

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상업용 건물에 보급되었으며

최근 운영비 저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집단주

거시설 적용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3-6].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널리 보급되어온 수직밀폐

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대비 설치 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집단주거시설 적용 시 요구되는 기술과 제도 수립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보급 관련 제도

2000년 초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수립에 따라 풍

부한 부존량을 가진 열에너지보다는 전력 생산측면

에서의 신재생에너지분야가 활성화되었다. 최근에

는 에너지 수요분석과 예측에 의한 에너지 수요관

리와 함께 전력 및 열에너지 공급 체계화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열 생산 및 공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7].

재생열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의 중요성이 증가함

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의 공급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열에너지 공급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분석되었다[2, 8].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계절과

지역 등에 의한 설치 제한이 거의 없고, 사계절 지

속적인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 효율의 공조시스템으로서 국

가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열공급 시스

템이다[4-5].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열원을 활용하기 위

한 지중열교환기 설치로 인해 기존의 냉난방 시스

템보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 Table 1은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 보급 관련 정부 지원 제도 및 법규를 요

약한 것이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대부분 ‘공공

기관 설치의무화사업’, ‘건물지원사업’, ‘지방보급

사업’ 등의 정부지원사업에 의하여 공공기관,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중·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공급되었다. 2013년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

업’은 ‘주택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주택분

야에도 보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1]. 

서울시 고시[9]에 따라 대도심 등의 민간 집단주

거시설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의무화

되었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주로 중·대형 상업

용 건물에 보급되었다. 그러므로, 상업용 건축물과

달리 집단주거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보급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충

청남도 아산시의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

급 지원 조례[10]에서는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

민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신축·증

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7년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시공량은 약

1,000 MW이나 대부분은 사무실용 건물 등의 상업

용이나 공공기관에 보급되었으며, 상업용 건축물과

Table 1. Support project and regulation

Classification Project or regulation Department

Governmental 

support

Public institution 

mandatory project

Korea 

Energy 

Agency

Building support project

District distribution 

project

Residential support 

project

Private

sector

Seoul Metropolitan 

Announce ment

Seoul 

Metropolitan 

Asan-si ordinance As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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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부하 특성이 다소 상이한 집단주거시설에

대한 보급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집단

주거시설에 적합하며 안정성이 뛰어난 지열원 열펌

프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의 대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등의 민간 집단주거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

급 의무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

해 대용량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보급을 위해 수

주지열정을 활용한 시스템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요

구되고 있다[11, 12]. 

3.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보급 및 

기술 개발 현황

국내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정부의 강력한 공

공의무화 제도 시행과 다양한 보조금 제도의 시행

에 따라 신규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연간 1,000 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Fig. 1은 최근 한국에너

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 사업에 의한 지

열원 열펌프 시스템 사업 지원 현황을 나타내며,

2017년에 주택지원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 및 지

방보급사업에 의한 보급 개소는 각각 2,965개, 13개,

3개 이었다. 주택지원 사업은 1개 사이트당 지원금

평균 금액은 2.279 백만원으로 단독 주택을 중심으

로 보급되었다[1].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하 400 m

에서 500 m의 연중 일정한 온도를 갖는 지하수와

직접 열교환하는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으로서 가장

널리 보급된 밀폐형 시스템 대비 적은 설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에 의해 보급된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은 총 34건으로 건물 용도별 설치현황은 Fig. 2와 같

다. 수주지열정 시스템은 공공건물, 체육관 등 위락

시설, 대학 교육용 건물과 병원을 중심으로 보급되

었으며, 공공건물이 38.2%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13]. 정부의 보급보조사업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에

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단독주택에 보급됨에

따라 수직밀폐형이 설치되었으며, 수주지열정 지열

원 열펌프 시스템의 단독주택 및 집단주거시설 보

급 사례는 전무하다. 

Table 2는 2010년부터 산업부 지원에 의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관련 수행 과제 현황을 나타낸다[1].

총 19건의 과제 중에 지중열교환기 주제관련 과제

가 10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지중열교환기 관련

과제는 밀폐형 시스템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개방

형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1개 과제가 3년간 수행

되었다. 수행된 개방형 과제는 단일정과 복수정 등

의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관련 수리지질인자 및 지

열 영향 평가 등에 관해 주로 이루어졌다. 수주지열

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개발과 함께 집단주거시

설의 특성을 반영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기술

정립 및 설계와 실증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Fig. 1. The number of site given by governmental subsidy. 

Fig. 2. Current state of standing column well system

according to building type.

Table 2. Project about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Item Project No.

GLHX

Closed loop 8

Open loop 1

Combined 1

Heat pump unit 1

Syste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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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주지열정의 집단주거시설 적용을 위한 

현안 분석 

서울시 고시(2015-217)[9] 등에 따라 대도심에 아

파트 등의 민간 집단주거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 가능한 신재생에너

지 보급 체계 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집단주거시설의 전세대

공급을 위해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수요가 대형

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지중열교환기 설치를 위한

공간적인 제약으로 대용량의 고밀도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집단주거시설은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온 수직밀폐형 지열

원 열펌프 시스템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 수

주지열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수직밀폐형 시스

템 대비 시추공당 열용량이 커서 집단주거시설의

냉난방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으로 제안되고 있다

[11]. 하지만, 수주지열정 시스템은 주로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었으며, 집단주거시설 보급 사례가 전무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의 집단주거시설 보급을 위한 필요 기

술과 현안을 도출하여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을 집단주거시설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보급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 방향 등

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3은 현재까지 보급된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과 집단주거시설 보급 시에 필요한 기

술과 시스템 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도심지 등의 집

단주거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상업용 건축물과

는 다른 부하특성과 부하대비 협소한 천공부지, 각

세대별 부하패턴에 따른 냉난방 및 급탕 열원 공급,

지상녹화 및 주차장 등의 공간 활용에 따른 수주지

열정의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해결

과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주지열정은 동일부지 형태에 설치 및

운영되었으나, 집단주거시설은 부지가 협소하여 지

상녹지 외에 지하주차장 등의 부지 하부의 지중부

에 동시에 설치하여야 됨에 따라 수주지열정간의

높이차이가 존재한다(Fig. 3). 특히, 집단주거시설의

고층화에 따라 지하주차장, 공동구, 지하상가 등으

로 인해 지하 심도가 깊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Table 3. Present and required technology and structure

Item
 Technology and structure

Present Required

Installation site 

and capacity

 Same level site

 Large capacity system 

 Different level site (Ground site, Basement parking 

lot etc.)

 Large capacity installation and high heat density 

technology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ground facility 

 Grouting or casing to prevent collapse of 

SCW holes 

 Cap valve for preventing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water intake

 Constant flow rate control for preventing 

overflow

 Ground water supply and return structure and 

assembled casing standard

 Special cap for preventing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ground water circulation

 Multi pressure balance device and flow rate control 

for preventing overflow

Air-conditioning 

type

 Public building : space heat and cooling 

 Commercial building : space heat and 

cooling

 Floor heating and space cooling 

 One heat pump unit for heating, cooling, and hot 

water generation

 High temperature generation over 60oC

Ground heat 

source use

 Same operation over year

 Control flow rate by ON-OFF 

 Optimum control algorithm according to ground 

temperature at each season

 SCW zone and flow rate control to balance heat 

amount between each SCW

Charge price  For building  For individual house

Maintenance
 Professional maintenance person

 Enough space to change deep-well pump

 Remote maintenance system with ICT 

 A/S method or technology according to site type



18 이광호·도성록·최종민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에 따른 지열정간의 압력차이 등이 발생한다[12].

기존의 수주지열정에서는 동일 높이의 지상부에

복수의 수주지열정이 설치되어 지열정간에 정유량

제어로 물넘침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집단주거시설

에서는 지상부와 지하공간 하부에 설치된 지열정간

의 압력차이를 고려한 지하수 환배수관 설계와 함

께 지열정간 균압유지와 유량 제어 등의 새로운 기

술을 적용한 물넘침 방지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수주지열정에서는 취수 목적의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만이 구비되었지만, 집단주거용 수주

지열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에서는 지하수 순환방

식 오염방지 시설이 요구된다[14]. 

기존 시스템에서는 계절별로 지열정간에 헤더 공

유를 통한 획일적 운전을 통해 지중열원 분배 및 균

일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집단주거용 수주지열정은

설치위치에 따라 압력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열정별

로 존제어나 유량제어를 통한 열원 분배 및 열원 추

출 극대화가 가능하므로 시스템 최적운전을 위해

지중온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최적 운전 제어 알고

리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지열정이 주로 적용된 공공기관과 상업용 건

물에서는 공간 냉방 및 공간 난방 공조시스템이 대

부분 채용되었다. 하지만, 집단주거시설은 개별 세

대별로 바닥 난방과 공간 냉방 공조시스템이 요구

된다. 특히, 냉난방과 달리 급탕 시스템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고온수가 요구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중

앙기계실에 냉난방용 시스템과 급탕용 시스템을 별

도 설치하여 필요한 난방 및 급탕온도를 별도로 생

성하여 공급하였다. 집단주거시설에서는 중앙공조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시스템과 같이 냉난

방 및 급탕 시스템을 별도 설치하여 대응이 가능하

다. 하지만, 개별 공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세대별

로 냉난방 및 급탕이 가능한 별도의 열펌프 유닛을

적용하여야 한다(Fig. 4). 특히, 개별공조시스템을

집단주거시설에 적용할 경우 바닥난방과 공간냉방

및 고온급탕수 공급을 위해 한 대의 열펌프 유닛이

난방용 온수와 냉방용 냉수(또는 공기 냉각) 생산

기능과 함께 급탕을 위한 60oC 이상의 고온수를 생

성하여야 한다[15].

현재 지열원 열펌프 유닛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물대물, 물대공기, 물대공기

멀티 열펌프 유닛에 대해 시험규격과 인증규격이

제시되어 있다[16-18]. 현재 열펌프 유닛 시험규격

은 냉방과 난방 성능에 관한 것으로 개별공조시스

템을 집단주거시설에 적용할 경우 냉난방 및 급탕

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난방

시에 국내에서는 바닥 난방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

여야 한다. 바닥 난방 시스템은 일반적인 공간 난방

시스템에 대하여 부하측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

에 대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일반 난방 시스

템과 다른 인증기준을 수립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

여 국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

된다[19]. 급탕의 경우 일반적인 난방 시보다 높은

부하측 2차유체의 토출온도를 생성하여야 하며, 시

수가 유입되므로 입구온도 조건 또한 매우 낮다. 현

재 급탕 시스템에 관한 규격은 많지 않으며, 일본냉

동공조공업회의 JRA 4050 규격[20]을 준용하여 국

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더

불어 현재까지는 냉방 및 난방의 개별적 운전과 난

방 운전시에 고온수를 생성하여 급탕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공조시스템에서는 냉방, 난방, 냉방-급

탕, 난방-급탕, 급탕의 여러 기능을 하나의 열펌프에

서 구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열펌프 유닛 개발과

함께 성능 규격 추가 제정을 통한 열펌프 유닛 인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Table 4). 

수주지열정이 보급된 공공기관 등에는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을 포함한 기계설비 관리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24시간 시스템을 관리하지만, 집단주거시

Fig. 3. Standing column well location at residential cluster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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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 시스템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시스템의 고장 진단 및 운전 현

황 등에 대한 IC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운

전현황 모니터링 등에 관한 기술이 접목되어 유지

관리 편의성의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심정 펌프 교체 등과 같은 수주지열정 시스

템의 유지 보수 시에 지상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

다. 집단주거시설의 설치부지가 지하 주차장인 경우

심정 펌프 교체 시 등에 상부 공간이 부족하므로 협

소한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수주지열정 하부의 유

지 보수가 가능한 공법 및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수주지열정 지열원 열펌프를 집단주거시설의 중

앙공조시스템으로 적용할 경우 각 세대별로 요금

부과를 위해 각 세대별로 적산 열량계를 설치하여

야 한다. 하지만, 적산열량계는 대부분 지역난방용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공급

온도와 80oC 이상의 차이를 갖고 열량계 입출구 온

도차이가 매우 작으므로 측정열량의 오차가 최대 3

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수주지열정 지

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운전범위에 적합한 열량계

검토 및 선정이 요구된다. 

5. 결 론

도심지 내의 집단주거시설에 지열원 열펌프 보급

에 관한 제도가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고밀도의 수주지열정의 집단주거시설의 냉난

방 및 급탕 설비로 적용하기 위한 현안을 분석하

였다.

수주지열정은 주로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었으며,

공공기관 및 상업용 시설과 부하 및 부지 특성이 상

이한 집단주거시설 보급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집단주거시설의 고층화에 따라 지하주차장, 공동

구, 지하상가 등으로 인해 심도가 깊어지고 있는 추

세이므로 지상부와 지하에 설치된 수주지열정간의

압력차이 등이 존재한다. 이로인해 지하수 환배수관

설계와 수주지열정간의 물넘침 방지 기술이 확보가

필요하며, 수주지열정별로 존제어나 유량제어를 통

한 열원 분배 및 열원 추출 극대화기술 개발이 요구

된다. 

공공기관이나 상업용 건물에서는 공간냉난방 공

조시스템을 채용하였으나, 집단주거시설에는 바닥

난방과 공간 냉방 공조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개

별공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하나의 열펌프 유닛으

로 냉난방 및 급탕을 구현하여야 하므로 열펌프 유

닛의 다기능화와 함께 60oC 이상의 고온수 제조 기

술과 함께 다기능을 갖는 열펌프 유닛에 대한 인증

및 성능 평가 기준 수립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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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Fig. 4. Air-conditioning system of public or commercial

building and residential cluster home.

Table 4. Heat pump unit operationg modes and air

conditioning method

Item
Conventional 

system
New system

Operation mode

Heating 
Heating

Cooling

Cooling
Heating & 

hot water

Cooling & 

hot water
Hot water 

Hot water

Air conditioning 

method

Space heating 

and cooling

Floor heating

Space cooling

hot waer 
Hot water

At least two units All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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