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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air source heat pump system is less efficient than conventional heat source facilities, 
because the air temperature in winter season is so low that COP of air source heat pump system drops 
below 3.0. Therefore,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eat pump heating and cooling systems is crucial 
for the efficient popularization of heat pump. In this work, we present the dynamic analysis of energy 
consumption for the large hospital building by heat resistance-capacitance method. The system 
simulation of water storage air source heat pump is additionally performed by changing sizes and 
locations of the hospital building. The computed results show that energy cost of water storage air 
source heat pump is low, so it is more economical than absorption chiller &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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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OP :  Coefficient of Performance

 : 대기 산란율

 : 정압비열 [kJ/K⦁kg]

 : 직당일사량 [W/m²]

 : 지표반사 산란일사량 [W/m²]

 : 대기 산란일사량 [W/m²]

 : 연직방향 직당일사량 [W/m²]

 : 총일사량 [W/m²]

 : 침입공기량 [m³/hr]

 : 외기온도 [K]

 : 수직-수평 대기 산란 비율

 : 습도비 [kg/kg]

그리스문자

 : 태양 고도각

 : 표면-태양 방위각

 : 경사면에 대한 입사각 

 : 태양 방위각

 : 표면 방위각

1. 서 론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에너

지 절약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기술 개발은 국

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열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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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보다 에너지효율과 연간기기사용효율이 높아 

가장 유망한 에너지절약 기술로 각광 받고 있어

서 선진국에서는 널리 보급 확대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신규 판매 냉․난방 설비의 90% 이상이 

히트펌프 시스템이며, 미국의 경우 60만대 이상

의 히트펌프 냉․난방 장치가 보급되어 있으며 매

년 20% 이상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하수․하천수 이용한 히트펌

프 지역난방시스템이 전체 난방의 40%를 차지하

고 있다.(1) 그러나 국내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

템의 보급률은 극히 저조하다. 그 주 원인을 살

펴보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적용 대상 건물

에 대한 에너지 사용실태조사 연구와 다양한 히

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적용기술 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히트펌프의 기술 개발과 보

급 확대를 위해서는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큰 숙박업소와 병원에 히트

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열성

능 시뮬레이션의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겨울철의 대기온도는 비교적 낮아서 

공기 열원 히트펌프인 경우 COP가 3.0 이하로 

떨어져 기존의 열원기기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

진다. 그러나 호텔․숙박업소․병원․의료시설과 

같이 24시간 열원 공급이 필요하고 또 냉방․난

방 부하, 냉방․급탕 부하기 동시에 일어나는 건

물에서는 냉․난방 복합부하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면 COP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어서 그 경

제성이 기존의 열원기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의 히트펌프 연구는 히트펌프 설치에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양한 히트

펌프 가용 열원 발굴에 대한 연구에 소홀해왔다. 
본 연구는 히트펌프 건물 냉․난방 시스템 기

술혁신 방안 연구로 병원 건물에 대해서 여러 형

태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대한  

열성능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에너지 

경제성을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병원 건물에 설치된 히트펌프 냉난

방 시스템의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건물 

냉난방 부하의 동적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2) 건
물 냉난방부하의 동적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으로는 DOE, BLAST, TRANSYS(3~5) 등 많이 있

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구성이 복잡하여 간편하게 

건물 냉난방부하 계산에 적용하기 어렵고 계산시

간도 많이 든다. 본 연구에서 건물 냉난방부하 

계산을 위해서 열저항-열용량법(thermal resistance 
capacitance method)를 확장 적용하였다. 이창선과 

최영돈(6)은 열저항-열용량법을 사무실 건물의 소비

에너지 해석에 적용한 결과 response factor법을 적

용한 동적해석 결과와 그 해의 정확도가 같고 건

물 열부하 계산에서 TRACLOAD(5) 코드와 5% 이
내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특히 열저항-열용량법은 

항공산업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최영돈 등(7)은 열

저항-열용량법으로 모형온수온돌을 해석하여 실험

에 일치하는 열성능을 얻었고, 고층 아파트 연속난

방 열공급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바도 있다.
본 연구에서 열저항-열용량법에 의한 건물의 

동적 열부하 계산으로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히트펌프 사이클 해석을 위해서는 EES 사이

클 해석 코드를 사용하였다.

2.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병원 건물의 선정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병원 건물의 

소요에너지와 에너지비용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을 위해 다음의 표준건물을 선정하였다.

(1) 대상업소 : 을지 중앙의료원 둔산병원

(2) 위 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3) 건물의 연면적 : 85,171 m²
(4) 병실 베드수 : 1,057
(5) 재실자 : 입 원 인 - 2,114 명
            가변인구 - 6,500 명
            (1일 10시간 거주)
            합    계 - 8,614 명

이 병원 건물의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적용에 따

른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건물을 규모 별로 16,500 
m², 33,000 m², 85,800 m²의 건물에 대해서 시뮬레

이션하였다. 건물의 냉․난방을 위한 열원시스템은 

흡수식 냉온수기(ACH : Absorption Chiller & Heater), 
공기열원 히트펌프(ASHP : Air Source Heat Pump), 
수축열식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 Air Source 
Heat Pump /Water Storage)의 3가지 시스템으로 분류

하였다. 
지역에 따른 소요에너지 및 경제성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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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위해서 대상 건물의 내용은 변하지 않

고 건물 설치 위치를 서울, 대전, 부산으로 변환

시킨데 따른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였다.

3. 건물의 냉난방 부하 동적해석과  

히트펌프 시스템 해석

3.1 표준 히트펌프 건물 냉난방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전산해석할 표준 히트펌프 건물 냉난

방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표준 히트펌프 

건물 냉․난방 시스템은 수축열식 공기열원 히트펌

프와 욕탕 폐열회수 수열원 히트펌프를 복합한 

시스템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난방의 경우 심

야전력을 이용하여 공기열원 히트펌프로 대기 중

의 열을 수축열조에 저장하여 난방에 사용하였

고, 샤워나 욕탕에서 나온 폐수의 열을 수열원 

히트펌프로 퍼올려서 급탕조에 저장한다. 냉방의 

경우 수축열조의 열을 수열원 히트펌프로 퍼올려

서 급탕 축열조에 저축함으로써 냉열과 온열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부하를 실현하여 시스템의 

COP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 표준 시스템과 비교할 히트펌프 시스템은  

수축열식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과 흡수식 냉

온수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전산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건물

의 냉․난방 부하 계산, 히트펌프의 용량 계산, 
수열원 히트펌프와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부프로그램(subroutine)을 이용해서 전

체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방정식을 해석한다. 

3.2 열저항-열용량법

본 연구에서 대상건물의 냉난방 부하의 동적 

해석을 위해서 열저항-열용량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을 Fig. 2와 같이 동(E), 
서(W), 남(S), 북(N), 북동(NE), 남동(SE), 북서

(NW), 북남(NS)의 8개 방향에 각각 창문과 벽체

가 있고 상․하에 천장과 바닥이 있는 1실모형으로 

대치한다. 각 벽체와 창문을 Fig. 3과 같이 각각 

2개의 저항과 1개의 용량으로 구성된 전기회로로 

대치한다. 열저항-열용량법에 의한 건물 동적부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건물은 1실(one room)으로 가정한다.
(2) N, S, N, W, NE, SE, NW, SW 각 방향에 벽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mbined heat pump
      system for heating and cooling of the 
      sample building

Fig. 2  Effective one room model for a building  

Fig. 3 Equivalent electrical circuit for a wal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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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창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3) 한 벽체와 창문을 2개 열저항과 1개 열용량으

로 대치한다.
(4) 각 요소의 열저항과 열용량을 연결해서 건물 

전체를 등가전기회로로 전환시킨다.
(5) 회로방정식을 풀어 비정상 열전달을 계산한다.
(6) 열전달 해석 결과로부터 건물의 동적부하를 

계산한다.

이 때 중심 m점의 온도 을 각 벽체의 대

표온도로 가정하고 대기와 실내조건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열부하 계산은 전기회로 해석법으

로 계산하게 된다. Fig. 3에서 은 열용량으

로   이다. 여기서 은 이 

요소의 비열이며 는 부피, 은 밀도이다. 

이 요소에 대한 에너지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식 (1)에서 상첨자 i는 시간 step을 나타내고 

은 시간 step i에서 발열률을 나타내며, 하점자 n
은 이웃요소점을 나타낸다. 

둔산병원 등가1실모델로 환산할 경우 각 방

위 별 벽체의 면적, 열용량, 열저항은 Table 1
과 같다.

3.3 태양열 복사부하

태양열에 의한 건물의 냉난방 부하의 계산은 

ASHRAE Fundamentals(8)에 제시된 방법으로 계

산하였다. 태양열에 의한 건물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겉보기 태양시간을 계

산하여야 한다. 겉보기 태양시간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AST = LST + ET + 4 (LSM-LON)         (2)

식 (2)에서 AST는  겉보기 태양 시간을 의미하며 

LST는 표준시간 (min), ET는 방정식 시간 (min), 
LSM는 국부 표준시간 경도 (° arc), LON는 국부 경

도 (° arc), 4는 경도 1°에 해당하는 분을 나타낸다.
총 일사량은 직당일사량과 산란일사량의 합이

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able 1 Wall areas and thermal properties of      
        Dunsan hospital

Wall 
positions

Area
(m²)


(kcal/K)


(m²⦁hr⦁K/

kcal)
 /2

North wall 2,852 213,900 1.758 0.85
South wall 2,291 171,825 1.758 0.85
East wall 2,282 171,150 1.758 0.85
West wall 1,318 99,850 1.758 0.85

North West 
wall 436 34,725 1.758 0.85

South 
East wall 100 7,500 1.758 0.85

South West 
wall 533 39,975 1.758 0.85

Ceiling 2,820 332,760 3.026 1.51
Floor 2,820 315,840 2.606 1.30

                          (3)

여기서 는 경사각(tilt angle)이며 는 직당일사

량이고    인 경우 식 (4)로 계산되어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식 (5)로 계산한다. 

                (4)  

                                      (5)  

                       (6)

식 (6)에서 은 연직방향 직당일사량이며 

 는 태양복사강도계수이다. 산란일사량은 다

음의 식으로 계산하였고 수직면의 경우 식 (7)과 

식 (8)을 사용하였으며 수평면의 경우 식 (9)와 

식 (10)을 사용하였다.

                                (7)  
               

                         (8)  

        

    (9)

                                   (10)

위의 식들에서 입사각 와 태양 고도각 는 

다음의 식들로 계산한다. 

                  (11)

여기서 L은 위도, 는 경사각, H는 시간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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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                        (14)
              (15) 

여기서 는 수평면으로부터의 경사 각도를 의

미한다.
표면이 수평면일 경우 입사각은 식 (16)과 같이 

계산되고 수직면일 경우는 식 (17)로 계산된다.
 
                               (16)

             (17)

만약  가 -0.2보다 클 경우 대기산란율 Y는 

식 (18)로 계산되어지고 그 외의 경우는 0.45의 

값을 갖는다. 

Y              (18)

3.4 창문의 태양복사 투과율

창문은 DSA 2중창으로 가정하고 투과 성분

(TC)와 흡수 성분(AC)를 ASHRAE Fundamentals(9)

에 의해서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TC 
 



 
  

 



      (19)

AC 
 



 
  

 



     (20)

여기서 는 유리에 대한 흡수율 계수, 는 투

과율 계수를 의미한다.

3.5 기타 부하

병원부하의 특징은 환기부하에 있다. 특히 병

원의 환기는 100% 외기로 대치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환기량을 25 CMH/person으로 하였고 

침입외기는 0.75 m³/(hr⦁m³)으로 계산하였다.(9) 
인체부하와 환기부하는 Table 2에 나타내었고, 조
명부하와 OA부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3.6 EES에 의한 히트펌프 사이클 해석 
히트펌프 건물 냉․난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해

석을 위해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수열원 히트

펌프의 싸이클 해석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ES 히트펌프 싸이클 해석 코드를 사용하였고 

Table 2 Human heat generation rate and required   
        air quantity of hospital

     
items

human heat generation 
rate (kcal/hr⦁person)

required air 
quantity

(CMH/person)
sensible 

heat
latent 
heat

total 
heat

ambulatory 49 53 102 25
clinic 49 53 102 25
test 49 53 102 25

ward 49 53 102 25
surgery 64 61 125 25

mortuary 49 53 102 30
feeding 62 77 139 25

management 49 53 102 25

Table 3 Standard of person, lighting and OA load  
        of hospital

           
  Items

person
(person/m²)

lighting 
load

(W/m²)

OA load
(W/m²)

ambulatory 0.2 25 10
ambulatory 

passage 0.5 25 -

clinic 0.15 25 15
test 0.1 30 10

supply 0.1 25 -

ward bed 
number×2 25 -

surgery 8 person/
room 100 400

management 0.2 25 15
refreshment 

room 0.5 25 -

mortuary 0.5 25 -
seminar room 

and 
auditorium

0.3 25 -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증발기 온도와 응축기 온도를 정한 후 R22 히트펌

프 시스템의 COP를 EES 프로그램으로 계산한다.
(2) 수열원 히트펌프인 경우 증발기․응축기와 물과의 

온도차는 ±5℃로 한다.
(3) 공기열원 히트펌프인 경우는 외기와 증발기․응축기

의 온도차는 ±10℃로 한다.
(4) 고온수 온도가 50℃이면 응축기 온도는 55℃ (물), 

60℃ (공기)로 한다.
(5) 저온수 온도가 7℃이면 증발기 온도는 2℃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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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로 한다.

3.7 히트펌프 용량, 축열조와 에너지총비용 계산

히트펌프 용량(HPC [kcal/hr])은 냉난방부하 프로그

램으로 계산할 1년 중 최대일일피크부하를 계산하여 

식 (21)과 같이 계산하였고 축열조 용량(RC [m³])은 식 

(22)와 같이 계산하였다.  

  ×
                                (21)

 ××
××                   (22)

여기서 PL은 피크일부하를 나타내며 SR은 여

유율, OT는 열원기기운전시간, NT는 야간운전시

간, NL은 야간부하, RT는 축열조이용 온도차, RE
는 축열조 효율을 의미한다. 

축열조 이용 온도차는 5℃로 하였고 야간운전시

간을 10 hr, 축열조 효율은 95%, 여유율은 10%로 

하였다. 폐수량은 일일급탕량의 1.8배로 하였고 급

탕축열조 크기는 1일 급탕량과 같게 하였으며 폐

수조의 크기는 급탕축열조 크기의 1.8배로 한다. 
에너지 총비용은 히트펌프의 경우 전력요금으

로 계산하였고, 가스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전

력요금과 연료비의 합으로 계산하였다.(11)

4. 병원 건물의 냉․난방부하 및 히트펌프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의 전산해석 대상이 된 병원건물은 

대전 을지중앙 둔산병원으로 연면적 85,171 m²이
고 1,057 베드의 대형 병원이다. 그러나 연면적의 

크기가 에너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16,500 m², 33,000 m², 
85,800 m²으로 변화시켜 3가지 크기의 병원을 서

울, 대전, 부산에 각각 위치시키고 전산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Table 4～Table 6은 병원건물의 냉․난방 시스

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전산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는 시간최대 냉난방부하, 일일최대냉난방부하, 
연간냉방부하, 연간난방부하, 냉․난방 히트펌프 용

량, 급탕히트펌프 용량, 에너지 총비용, COP, 급탕

조, 폐열회수조 크기, 축열조 크기, 펌프, 팬동력 등

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건

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리조트 건물과의 시

Table 4 Heat pump system simulation results for   
        heating and cooling hospital building.     
        (total floor area=16,500 m²)

Location Seoul Deajeon Pusan
hourly maximum cooling 
load (kcal/hr) -1,289,256 -1,191,872 -1,470,169
hourly maximum heating 

load (kcal/hr) 1,139,738 1,076,207 1,057,800
annually maximum cooling 

load (kcal/year) -1.80×109 -1.97×109 -2.18×109

annually maximum heating 
load (kcal/year) 2.66×109 2.52×109 2.26×109

heating and cooling heat 
pump capacity (kcal/hr)

867,243 832,146 965,285
bath heat pump capacity

(kcal/hr)
128,603 128,603 128,603

total energy cost
(ten thousand won)

15,676 15,687 16,623

COP(heating) 3.66 3.64 3.87
COP(cooling) 5.73 5.55 3.69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bath (ton)

42 42 42
waste heat recovery 
storage reservior(ton)

77 77 77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cooling and 
heating(ton)

1,594 1,531 1,778

pump power
(heating and cooling)

34.8 32.2 39.7

pump power (bath) 0.6 0.6 0.6
fan power (ventilation) 123.6 123.6 123.6

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계산된 리

조트 건물의 시뮬레이션 정보는 최영돈 등(12)이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Table 4 ~ Table 6의 연간 냉난방부하를 살펴보

면 부산의 경우가 냉난방부하의 균형이 맞아서 

히트펌프 적용이 가장 좋고 서울의 경우 불균형

이 가장 심하여 히트펌프 적용이 가장 불리하다. 
또한 에너지비용은 서울과 부산, 대전이 큰 차이

가 없지만 축열조 크기가 부산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난다. 특히 축열조의 크기를 연면적으로  나눈

값이 모든 연면적에서 0.09 m³/m² 이상으로 일본 

대형건물에의 0.025 m³/m² 경우보다 대단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축열조의 크기를 감축시키는 것

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보급의 최대과제임

을 나타내주고 있다.
Table 7은 16,500 m²에서 리조트와 병원 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같은 리

조트 건물과 냉․난방 크기를 비교하면 최대 

냉․난방 부하와 년간 냉․난방 부하 모두 약 2
배 정도로 큼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대상이

된 둔산병원의 벽체 보온조건이 리조트보다 좋지 

않은 것과 Table 2에서 나타나듯이 병원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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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t pump system simulation results for   
       heating and cooling hospital building       
      (total floor area=33,000 m²)

Location Seoul Deajeon Pusan
hourly maximum cooling 

load (kcal/hr) -2,585,265 -2,389,990 -2,948,033
hourly maximum heating 

load (kcal/hr) 2,285,424 2,147,712 -2,121,256
annually maximum cooling 

load (kcal/year) -3.61×109 -3.96×109 -4.39×109

annually maximum heating 
load (kcal/year) 5.34×109 5.05×109 4.44×109

heating and cooling heat 
pump capacity (kcal/hr)

1,736,909 1,670,337 1,939,649

bath heat pump capacity
(kcal/hr)

257,207 257,207 257,207

total energy cost
(ten thousand won)

31,427 31,458 33,066

COP(heating) 3.66 3.64 3.87
COP(cooling) 5.42 5.35 5.80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bath(ton)

85 85 85

waste heat recovery storage 
reservior (ton)

154 154 154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cooling and heating 

(ton)
3,197 3,070 3,565

pump power
(heating and cooling)

70 65 80

pump power (bath) 1.2 1.2 1.2
fan power (ventilation) 248 247 248

Table 6 Heat pump system simulation results for   
       heating and cooling hospital building       
       (total floor area=85,800 m²)

Location Seoul Deajeon Pusan
hourly maximum cooling 

load (kcal/hr) -6,715,246 -6,208,037 -7,657,502
hourly maximum heating 

load (kcal/hr) 5,936,055 5,605,981 5,510,297
annually maximum 

cooling load (kcal/year) -9.38×109 -1.03×1010 -1.14×1010

annually maximum 
heating load (kcal/year) 1.38×1010 1.31×1010 1.15×1010

heating and cooling heat 
pump capacity (kcal/hr)

4,514,752 4,336,219 5,038,245

bath heat pump capacity
(kcal/hr)

172,766 172,766 172,766

total energy cost
(ten thousand won)

81,623 81,458 86,504

COP (heating) 3.66 3.64 3.67
COP (cooling) 5.53 5.48 3.79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bath (ton)

222 222 222

waste heat recovery 
storage reservior (ton)

340 340 340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cooling and heating 

(ton)
8,303 7,975 9,926

pump power
(heating and cooling)

181 169.7 206.8

pump power (bath) 3.1 3.1 3.1
fan power (ventilation) 643.7 643.7 643

Table 7 Compare hospital with resort building  heat  
       pump system simulation results for heating  
       and cooling (total floor area=16,500 m²)

Location Seoul Deajeon Pusan
Building Hospital Resort Hospital Resort Hospital Resort

hourly maximum 
cooling load 

(kcal/hr)
-1,289,256 -564,006 -1,191,872 -637,395

-1,470,1
69

-791,08
7

hourly maximum 
heating load

(kcal/hr)
1,139,738 676,294 1,076,207 570,837

1,057,80
0

502,836

annually maximum 
cooling load
(kcal/year)

-1.80×109 -8.16× -1.97×109 -1.03×


-2.18×10

9

-1.119×



annually maximum 
heating load
(kcal/year)

2.66×109 8.75× 2.52×109 8.65× 2.26×109 4.6×



heating and cooling 
heat pump capacity

(kcal/hr)
867,243 514,415 832,146 702,025 965,285 650,584

bath heat pump 
capacity (kcal/hr)

128,603 190,636 128,603 190,636 128,603 190,636

total energy cost
(ten thousand won)

15,676 13,469 15,687 13,548 16,623 13,498

COP(heating) 3.66 3.43 3.64 3.52 3.87 3.69
COP(cooling) 5.73 5.75 5.55 5.63 3.69 5.87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bath 

(ton)
42 63 42 63 42 63

waste heat recovery 
storage reservior(ton)

77 114 77 114 77 113

thermal storage 
reservior for cooling 

and heating (ton)
1,594 947 1,531 1,054 1,778 1,200

pump power
(heating and cooling)

34.8 21.8 32.2 20.7 39.7 25.6

pump power (bath) 0.6 2.59 0.6 2.59 0.6 3.11
fan power 

(ventilation)
123.6 8.95 123.6 8.95 123.6 8.95

량이 25 CMH/person으로 일반 건물보다 환기량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병원의 경우 환기에 의한 

냉․난방 부하가 대단히 큰데 원인이 있다. 특히 

병원병실 환기의 경우 100% 외기로 대치하고 기타 

장소는 30% 외기로 대치하였는데 이는 리조트의 

경우 복도 부분만 25% 외기로 환기하는 것에 비하

면 외기량이 대단히 커지고 그에 따라 냉․난방 

부하와 팬동력이 커진다. 또한 Table 7을 살펴보면 

16,500 m² 병원의 팬동력은 리조트의 팬 동력보다 

14배정도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병원의 경우 환

기량이 대단히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COP는 

난방의 경우 년 평균 3.6 정도이고 냉방의 경우 

5.5 이상이다. 부산의 경우 COP가 낮아짐은 부산

의 기후가 더움에 따라 여름철 히트펌프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냉․난방 히트펌프 용량과 축

열조 크기 모두 리조트의 같은 평수에 대해서 1.
2～1.5배정도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냉․난방 부

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최 돈․한성호․조성환․김두성․엄철282
Table 8 Energy cost of heat pump and gas       
        absorption cooler-heater system for a      
        hospital building

  A r e a 

 Loc-
ation

16,500 m² 33,000 m² 85,800 m²

AWHP ACH AWHP ACH AWHP ACH

Seoul 15,676 32,831 31,427 65,846 81,623 171,067
Deajeon 11,504 32,904 31,458 65,994 81,708 171,450
Pusan 16,623 32,480 33,066 65,143 86,504 169,242

가스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한 경우와 수축열식 

히트펌프를 사용한 경우 병원의 평수에 따른 에너

지비용의 비교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병원 연면

적과 지역에 관계없이 수축열식 히트펌프를 사용한 

경우가 가스흡수식 냉온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에너

지비용이 1/2정도로 저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

스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가스비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이 저렴한 수축열식 히트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의 전산 시뮬레이션에 의한 병원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열성능 해석으로 다음

의 결론을 얻었다

 (1) 서울, 대전, 부산에 위치시킨 대형 병원의 시

뮬레이션 결과 냉난방 부하가 균형을 이루는 부산

의 경우 가장 히트펌프 설치에 유리하다. 
 (2) 병원의 경우 축열조의 크기가 일본의 경우보

다 크기 때문에 축열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히

트펌프 보급에 있어서 최대 과제이다.
 (3) 병원의 경우 리조트보다 환기 부하가 대단히 

커서 전체적 냉․난방 부하가 리조트 냉․난방 부

하의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때 히트펌프에 의한 

에너지비용 감축은 리조트보다 오히려 크다.
 (4) 수축열식 히트펌프는 병원의 가스흡수식 냉온

수기에 비해 에너지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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