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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hisstudy,thecompacttypesolarthermalandgroundcoupledheatpumphybridsystem forspace
heating/coolingandhotwatersupplyhasbeendeveloped.ThishybridsystemwasinstalledinZeroEnergySolar
House(ZeSH)inKIERforthedemonstration.Thethermalperformanceandoperationalcharacteristicsofthis

hybridsystem wereanalysedespecially.Theresultsareasfollows.
(1)Thishybridsystem wasdesignedinordertoaddresstheexistingdisadvantagesofsolarthermal/ground

coupledheatpumpsystem.Forthisdesign,allpartsexceptsolarcollectorandgroundcoupledheatpumpwere

integratedintoasingleproductinafactory.Thecompacttypeunitincludestwobuffertanks,anexpansiontank,
pumps,valves,acontroller,etc.Thissystem hasanadvantageofeasyinstallationwithsimpleplumbingwork
eveninnarrow space.(2)Thethermalcharginganddischargingtimeofthebuffertanksanditscharacteristics

bygroundcoupledheatpump,andheatpumpCOPaccordingtogeo-sourcetemperatureandbufferstorage
temperaturehavebeenstudied.Thissystemwasfoundtomeetwelltotheheatloadwithoutanyotherauxiliary
heatingequipment.(3)Theoperatinghoursofthegroundcoupledheatpumpasabackupdeviceofsolarthermal

canbereducedsignificantlybyusingsolarheat.Itwasalsofoundthattheminimumheatingwatersupplysetting
temperatureandmaximum coolingwatersupplysettingtemperaturemakeaninfluenceontheheatpumpCOP.
Thelowerheatingwaterandthehighercoolingwatertemperature,thehigherCOP.

Inthisrespect,thehybridsystem’sperformancecanbeimprovedinZeSHthanconventional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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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Tc,o :Collectoroutlettemperature[℃]

Tbt,m :Temperatureofthemiddlepartofthe

buffertank[℃]

Tbt,l:Temperatureofthelowerpartof

thebuffertank[℃]

Tst,m :Temperatureofthemiddlepartof

thehotwaterstoragetank[℃]

△Ts:Temperaturedifferencebetween

Tc,oandTbt,l,[℃]

1.서 론

건물에서의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노

력이 미국,유럽 등1)선진국을 심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우리나라도 2008년 정

부의 탄소 녹색성장 선언2)이후 강력한 그

린홈 보 정책에 따라 매우 박한 시장 응

력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녹

색성장 원회 보고3)에서 주거용 건물의 연간

에 지 소비량은 2012년까지 수 비

30%(그린홈),2017년에는 60%(패시 하우스),

2025년에는 제로에 지를 의무화(제로에 지

하우스)로 단계별 기 이 강화되는 로드맵을

제안 등 최근 일련의 연구방향은 에 지 자립

형 건물에 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KIER)에 주택

부하구성비에 맞는 건물에 지 감기술과

신재생에 지 기술을 조합하여 체계 으로

부분의 에 지를 자 하는 주택인 제로에

지 주택(이하 ZeSH)을 개발하여 실증 시험

용 모델을 건립하 다.에 지 자립형 주택에

1)PassiveHouseConference2011,

http://www.passivehouse.us/passiveHouse/PHIUSHome.html

2) 탄소 녹색성장(GreenGrowth):2008년 8월 15일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비 으로 청정에 지와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 지 자립을 이루

고,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개념

3)그린홈 제로에 지화 로드맵 :2009년 11월 5일 통령 직속 녹색성장

원 6차 회의 국토해양부 보고

서는 가능한한 화석에 지 사용 없이 아주

은 운 비용으로 냉난방 탕공 이 가능

해야 한다.이러한 목 으로 선행연구4)를 통

해서 개발된 것이 태양열과 지열이 복합된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냉난방 탕시

스템”이다.이 시스템은 처음으로 ZeSH에

용되어 실증시험을 통해 에 지 자립을 한

효용성을 입증하 다.

태양열 지열하이 리드 시스템은 태양열시

스템과 지열히트펌 시스템이 혼합된 것으

로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린홈과

같은 에 지 자립형 주택에 본 시스템을 보

확 를 해서 FactoryMade형으로 콤팩

트하게 만들어 져야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목 으로 개발된 콤팩트형 태양열

/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을 소개하고 실증시

험을 통해 작동성능을 악하고자 한다.

2.시스템 개요

2.1시스템 구성

주택에 용 가능한 신재생열공 시스템은

주로 태양열과 지열히트펌 시스템이다.이

태양열과 지열히트펌 시스템 모두 버퍼탱크

를 필요로 한다.태양열시스템은 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나 태양열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공 하기 한 백업설비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지열히트펌 시스템은 냉난방이 가능

한 고효율 기기이기는 하지만 히트펌 구동

에 지로 지 않은 기에 지를 필요로 한

다.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시스템의 장단

특징을 감안할 때 버퍼탱크를 심으로 두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은 기에 지로 별

도의 화석에 지 사용 없이 냉난방 당공

이 가능하게 된다.

4)Nam-ChoonB.,etal,AStudyontheOperatingCharacteristicsof
Solar Collecting System in Solar Thermal/GeothermalHybrid

System with FacadeIntegrated SolarCollector,Journalofthe
KoreanSolarEnergySociety,Vol.30,No.5,2010.10,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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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Theschematicofsolarthermal/groundcoupledheatpumphybridsystem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은 태양열을

집열하는데 에 지가 거의 안드는 태양열을

최 한 집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성되어야 하며, 한 좁은 장소에 용이하게 설

치가 가능하도록 콤팩트하게 제작 될 수 있어

야 한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도

는 Fig.1에 있는 바와 같다.시스템은 태양열

집열기,지열히트펌 외에 탕 용 축열조

와 냉난방용 축열조(하 기는 냉축열조,비하

기에는 난방축열조),그리고 펌 ,팽창탱크,

밸 안 장치,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2시스템의 작동

시스템의 작동은 냉방기간과 비냉방기간으

로 구분된다.비 냉방기간에는 집열기에서 승

온된 집열매체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일

차로 탕축열조를 가열하고 난후 이 열매체

의 온도가 난방 축열조보다 일정온도 이상 높

으면 난방축열조를 통과하면서 다시 난방축

열조를 가열한후 집열기로 간다.그러나

탕 탕축열조를 통과하고 나오는 열매체 온

도가 난방축열조 온도보다 일정온도 이상 높

지 않으면 바로 집열기로 들어가게 된다.이

것은 배 내에 설치된 동밸 에 의해서 제

어된다.태양열 백업용으로 작동되는 GCHP

는 탕축열조 상단부 온도가 설정온도 이

하이거나 난방축열조 온도가 설정온도 이하

이면 작동이 된다.이 두 축열조 항상 탕

축열조를 우선으로 가열하게 된다.

냉방기간에는 난방축열조는 냉수축열조로 바

게 되며,GCHP에 의해 냉각된다.따라서 이

기간에는태양열은 탕축열조만가열한다.냉방

기간에는 탕부하가작은데다 집열면 이충분

히 크기 때문에 일사량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태

양열 축열조는 항상높은온도를 유지하게된다.

따라서 일사량이 수일동안 없다 하더라도 은

온수부하를 감당하는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상되어GCHP는냉방모드로만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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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콤팩트형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시

스템 시제품 제작

일반 인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

을 설치하기 해서는 상당히 넓은 기계실 공

간을 필요로 한다.Fig.2는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이 설치된 장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시스템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넓은

면 의 기계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택용

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좁은 장소에 그리고 간단한 배 작업

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콤팩트화

Fig.2Beforethechange(perviousstudies)isinstalled

onthesystem andmachineroom

Fig.3Developedcompactsolarthermal/groundcoupled

heatpumphybridsystem

시켜야 한다.이러한 목 으로 개발된 패키

지화된 콤팩트형 축열장치는 Fig.3과 같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 용량과 동일하도

록 제작되었으며,시스템의 상세 제원은

Table1과 같다.

Item
Specifi

cations
Remarks

Collector 25㎡
Facadeintegratedsolar

collector

Buffertank 800L

-Heating& Cooling

-Solarheatexchanger

builtinto thelower

ofthetank

Hotwater

storagetank
400L

-Solarheatexchanger

builtinto thelower

ofthetank

-HeatexchangerofGround

coupled heat pump

builtintheuppertank

Ground

coupled

heatpump

2.5RT

-Backupsystemforsolar

thermal

-Insummerforcooling

Undergroun

dheat

exchanger

150m verticaltype

Heat

exchanger

instorage

tank

-Stainlesssteelcorrugatedflexible

-Locatedinthemiddleandlower

ofthetank

Controller

-Solarthermal:temperaturecontrol

-HeatPump:thefirstheating

system ofhotwaterstorage

tank,controlledbystoragetank

temperature

Table.1Thespecificationsofthecompacttypethermal

storagesystem

2.4시스템 제어

(1)태양열시스템 제어

태양열시스템은 탕축열조를 우선 가열하

고 난후 온도 조건에 따라 버퍼탱크를 가열할

수도 있다.태양열시스템 제어는 집열부 상단

부 출구온도(Tc,o)와 버퍼탱크 하단부 출구온

도(Tbt,l)와의 차(△Ts)로 집열열매체순환펌

의 On/Off를 제어하는 차온 제어방식으로 다



콤팩트형 태양열/지열히트펌 하이 리드 냉난방 탕 시스템 개발 성능분석/백남춘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2, No. 5, 2012 63

음과 같다.

-펌 가 Off상태일 때,

△Ts>15℃ 이면,pumpON

△Ts  15℃ 이면,계속 pumpOff

-펌 가 On상태일 때,

△Ts<4℃ 이면,pumpOn

△Ts  4℃ 이면,계속 pumpOff

(2)지열히트펌 시스템 제어

지열히트펌 의 제어는 냉난방공 시에는

버퍼탱크의 단부(Tbt,m)설정온도에 따라

펌 On/Off를 제어하고, 탕공 시에는

탕축열조의 상단부(Tst,m)설정온도에 따라

펌 On/Off를 제어하는 차온 제어방식으로

다음과 같다.

a)난방공 시(비냉방기간)

-펌 가 Off상태일 때,

Tbt,m <37℃ 이면,히트펌 On

-펌 가 On상태일 때,

Tbt,m >50℃ 이면,히트펌 Off

b)냉방공 시

-펌 가 Off상태일 때,

Tbt,m >10℃ 이면,히트펌 On

-펌 가 On상태일 때,

Tbt,m <5℃ 이면,히트펌 Off

c) 탕공 시

-펌 가 Off상태일 때,

Tst,m <42℃ 이면,히트펌 On

-펌 가 On상태일 때,

Tst,m >52℃ 이면,히트펌 Off

냉방기간에는 태양열집열기는 탕축열조

만 가열하게 된다.

3.실증 시험 성능 분석

3.1실증 시험 개요

ZeSH는 주간에는 주로 업무 회의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야간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운 하고 있다.실내 온도설정은

동 기는 23℃,하 기는 26℃로 하 다.온수

공 은 매일 오 과 오후에 각각 150L(총

300L/day)의 온수를 자동밸 와 타이머를 사

용하여 강제 배출하 다.모든 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PC에 장하도록 하 다.

측정용 온도센서는 탕축열조에 상,하단

부,버퍼탱크에 등간격으로 3개를 설치하

으며,각 열매체 순환회로에 자식 질량유

량계,수평,수직,경사면 집열면에 각각

일사량계를 설치하 다.집열기 탱크에 연

결된 모든 배 의 입출구의 열매체 온도 측정

을 해 온도센서를 설치하 다.

3.2시스템 성능 분석

(1)태양열시스템

태양열 집열시스템으로부터 온 고온의 집

열매체는 항상 탕축열조를 우선 가열하고

난후 열매체의 온도와 버퍼탱크의 온도 차에

따라서 버퍼탱크내의 열교환기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직 집열기로 들어가게 된다.태양열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알아보기 해 일사량

이 좋은 날과 일사량의 변화가 크면서 좋지

않은 날 각각에 해서 작동상태 성능을

분석하 다.

Fig.4는 동 기 태양열 일사량이 좋은 날

하루 동안 집열면 일사량과 태양열시스템의

작동상태,즉,펌 의 ON/OFF상태 유량,

ON상태일 때의 집열기 입출구 온도를 나타

낸 그림이다.태양열시스템은 일사량이 많지

않은 아침과 녁 시간 에 2～3번의 On/Off

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 종일 지속 으로

작동되었다.집열기 입출구의 열매체 온도는

일사량 강도에 따라서 3～9℃ 범 내에서 변

하 으며,집열유량은 17LPM이다.집열기로

들어가는 열매체의 온도는 오 에 약 40℃에

서 최고 90℃ 정도가 되었다.12시 직 과 오

후 3시 경에 집열기로 가는 열매체 온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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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것은 탕축열조로부터 온수공 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탕축열조 하단

부에 시수가 들어가 열교환기 부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Fig.4Operatingstatusofsolarthermalsystem and

verticalradiation(2011.12.17)

한편 태양열 일사량이 좋지 않으면서 변화

가 심했던 날에 해서 작동상태에 한 분석

결과를 Fig.5에 나타내었다.일사량의 강도

에 따라서 태양열시스템의 On/Off작동이 빈

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일사량이 다른 두 날에 한 운 결과

로부터 콤팩트형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

스템의 작동이 정상 으로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태양열시스템이 백업 역할을

하는 태양열 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지열히트펌 시스템

태양열시스템의 백업용으로 작동되는 지열

히트펌 의 작동상태를 모니터링 결과를 이

용하여 동 기 난방 탕공 시와 하 기

냉방공 시 각각 하루 동안의 결과에 하여

성능을 분석하 다.

Fig.5Operatingstatusofsolarthermalsystem and

verticalradiation(2011.12.14)

동 기 분석결과는 다음 Fig.6～8에 있는

바와 같다.지열히트펌 는 태양열에 의해서

높아진 버퍼탱크로부터 방열이 일어나기 시

작하여 일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야간에 거

의 주기 으로 작동되었으며,1회 작동시간

은 약 90～100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지열히트펌 의 제어는 버퍼탱크와 탕

축열조의 온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차온제어의 On/Off온도 차를 크게 주

면 수록 히트펌 의 1회 작동시간은 길어

지고,반 로 작게 주면 수록 1회 작동시간

은 짧아지면서 히트펌 의 On/Off작동이 빈

번해지게 된다. 따라서 탱크의 용량과

On/Off설정온도간에 정한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온수 탕 온도는 최 온도를 45

℃ 정도는 되어야 하나,난방용 버퍼탱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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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난방부하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설정되는 것이 지열히트펌 의 성능

도 높일 수 있게 된다.참고로 ZeSH의 경우

35℃ 정도로도 충분히 동 기 난방부하를 충

족시킬 수가 있다.

Fig.6Heatingandhotwatersupplyandthetemperature

changeofstoragetank(2011.12.17)

히트펌 의 작동상태 성능을 보기 해

Fig.6에 나타난 일부구간에 해서 좀 더 구

체 으로 Fig.7과 8에 나타내었다.Fig.7은

히트펌 가 작동될 때 응축기 입출구에서의

열매체 온도와 압축기 소비 력을 나타내었

다.버퍼탱크에서 응축기로 들어가는 열매체

온도는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지속 으로 상

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

가 간에 격히 상승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

한다.이것은 버퍼탱크의 온도 성층화에 의한

향으로 분석된다.버퍼탱크의 온도가 처음

에는 33℃ 이었던 것이 탱크 하단부로부터

히트펌 의 응축기로 공 되어 41℃로 승온

되어 버퍼탱크 내부 상단부로 들어오면서 축

열조의 온도 성층화를 유지하게 된다.약 50

분 작동되면서 버퍼탱크 하단부까지 41℃로

축열되게 된다.이러한 것이 다시 한 번 반복

되면서 축열이 완성된다.지열열교환기로부

터 공 되는 열매체의 온도는 작동 기에는

10℃ 정도에서 차로 떨어지면서 략 8℃

정도에서 안정 으로 공 됨을 알 수 있다.

히트펌 의 COP도 Fig.8에 있는 바와 같

이 반부에는 3.4 후,후반부에는 2.75 후

Fig.7Theoperationalstatusandelectricityofground

coupledatanytime(2011.12.17)

Fig.8ThemomentCOPchangeofgroundcoupled

heatpump(2011.12.17)

가 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COP는 약

3.1정도이다.여기서 히트펌 의 COP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압축기에 비된에너지

생산된에너지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지열히트펌 의

COP는 축열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며, 한

지 열교환기로부터 공 되는 열매체의 온도

가 낮을수록 낮아지게 된다.이러한 이유 때

문에 가능한한 낮은 온도로 난방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는 것이 요하다.이러한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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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도 가능한한 온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단히 요하다.

ZeSH에 설치한 콤팩트형시스템의 하 기

실증 시험 결과를 Fig.9～10에 나타내었다.

Fig.9는 하루 동안의 지열히트펌 의 작동상

태를 나타낸 그림이다.실내 냉방 설정온도는

26℃로 하 으며,히트펌 On/Off설정온

도는 정상보다 낮은 10/5℃로 하 다.그 결

과 히트펌 의 1회 작동시간은 약 90분 ～120

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9 The operation temperature and electricityof

groundcoupledheatpump(2011.8.10)

Fig.10ThemomentCOPofgroundcoupledheatpump

(2011.8.10)

냉방의 경우에는 지열이 실외기 역할(heat

sink)을 하는 것으로 지열열교환기로 들어가

는 열매체의 온도는 기에는 25℃에서 시작

하여 30℃까지 증가하며,지 열교환기를 통

과해서 응축기로 공 되는 온도는 20℃에서

25℃까지 증가된다.이때 증발기에서 버퍼탱

크(축냉조)로 들어가는 냉수의 온도는 약 6

℃에서 2.5℃정도이다.

이러한 작동조건하에서 냉방 COP는 그림

10에 있는 바와 같이 3.3～2.5정도로 비교

낮게 나타났다.물론 축냉온도를 5℃로 낮게

설정하 기 때문에 더욱 COP가 낮게 나타났

다.이결과로부터 하 기 냉방의 경우 축냉온

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히트펌 의 성능

(COP)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냉방부하를 충족할 수 있는 한도내에

서 최 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에 지 측면에

서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 에 지를 가능한한 최

소화시키면서 주택의 냉난방 탕을 신재

생에 지로 공 하는 콤팩트형 태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을 개발하 다.이 시스템

을 제로에 지 솔라하우스(ZeSH)에 설치하

고 실증시험 분석을 수행하 다.그 결과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콤팩트형 하이 리드 시스템은 태양열 집

열기와 지열히트펌 를 제외한 부분의

설비부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콤팩트화 시

켜서 체를 Factorymade가 가능하도

록 개발된 것으로 좁은 공간(기계실)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장에서 간단한 배

작업으로 설치가 용이하다.

(2)일사량의 강도가 다른 두 날에 한

ON-OFF운 결과로부터 콤팩트형 태양

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의 작동이 정

상 으로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

(3)보일러와 같은 화석에 지를 사용하는 별

도의 백업설비 없이도 2.5kW의 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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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지열히트펌 를 백업장치로 하는 태

양열/지열 하이 리드 시스템으로 주택의

냉난방 탕 부하를 100% 공 할 수

있었다.

(4)백업용으로 작동되는 지열히트펌 에 의

해 동 기 난방의 경우 COP가 3.4～2.75

이고 1회 운 시간은 약 50분 후로 나

타났고,하 기 냉방의 경우 COP는 3.3～

2.5이고 1회 운 시간은 약 90～120분 정

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히트펌 의

COP는 축열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냉

방온도가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고

단열,고기 화 된 주택에서는 가능한한

난방공 최 설정온도는 낮게,그리고

냉방공 최고 설정온도는 높게 하는 것

이 효과 이다.이 게 함으로서 지열히

트펌 의 1회 작동시간도 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기의 효율 인 운 도 가

능해진다.

끝으로 이 시스템은 화석연료 사용하는 기

기없이 냉난방 탕이 가능하고 컴팩트화

시켰기 때문에 향후 그린홈이나 에 지 자립

형 주택에 효율 인 용 보 확 가 기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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