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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resent regulation of heat metering for the ground source heat pump was investigated.

The ground source heat pump has been adopting the heat metering system used in the district heating

system for estimating the heating and cooling energy production amount. The accuracy of the present

heat metering systems for a water to water ground source heat pump is low, because the system for

district heating has a relatively high temperature range comparing with the ground source heat pump

operating conditions. Even though the heat amount for the building side should be measured, the heat

absorption and extraction amount from or to the ground was measured for the water to air ground

source heat pump due to the difficulty of estimating the air side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in the

present regul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o validate the heat metering system to have reliability

for the ground source heat pump and develop the system to be applicable water to air ground source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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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발

생과 같은 공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및 고유가에

대한 대비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구분되고 있다. 신·재생 열에너지는 풍부한 부존량

에도 불구하고 전력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력에너지와 열에너지간의 산업

성장 및 보급 불균형과 함께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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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근에는 국가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력과 비

전력 열에너지간의 소비왜곡을 개선하고, 수요예측

에 따른 에너지 공급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에너지

이용 합리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 및 공급 체계화를 통

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1].

열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2, 3].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연중 열원의

안정성이 큰 지중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냉방 및 난방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의 공조

시스템으로서 보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6].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재생열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에 가장 적합한 시

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생열에너지 공급과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생산

열량 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및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3, 7]. 

건축물의 냉난방에 공급되는 열량을 산정하기 위

해서는 열량계를 설치하여야하며, 국내에서는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 3항“의 규정

에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난방열량계 등

난방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지역난방에서

공급하는 난방방식의 경우에도 열량계가 채택되고

있다[8].

유럽 등에서도 건축물에 지역냉난방 시스템이 채

용된 경우 적산열량계를 설치하여 냉난방 생산열량

을 계측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열량계의 유량측정방

식에 따라 터빈식, 임펠러식, 초음파식 열량계 등이

적용되고 있다[2, 7, 9].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열교환부 및 열펌프

와 각종 부속설비 및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지중토

양과 지하수 등의 다양한 지중열원 활용을 위한 지

중열교환기 분석, 열펌프를 포함한 시스템 설계, 운

전성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의 난방 및 냉방 에너지 생산열량 측정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

다[4, 6, 10-12]. 

본 연구에서는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에

너지 생산량 측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제도를 조사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에너

지 생산량 모니터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

정의 재·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열원 열펌프의 열량 모니터링 제도

2.1 지열원 열펌프 형식 

지열원 열펌프는 지중열교환기 형태에 따라 다양

한 시스템으로 구성 가능하다. 냉난방 생산열량 등

의 성능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열펌프 유닛의 2차유

체와의 열교환 형식에 따라 Table 1[13]과 같이 분류

된다. 모든 지열원 열펌프 유닛은 지중열교환기측과

는 실외열교환기에서 냉매와 물(또는 브라인)이 열

교환 한다. 물대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은 부하측 실

내열교환기에서는 냉매와 물이 열교환하여 온수 또

는 냉수를 생성하여 난방 및 급탕 또는 냉방 기능을

수행하다.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은 물-물 지열

원 열펌프와 달리 부하측 실내열교환기에서 냉매와

공기가 열교환하여 온수와 냉수를 생성하는 대신

부하측으로부터 유입된 공기의 온도를 상승 또는

하강시켜서 부하측에 공급한다. 물-공기 멀티형 지

열원 멀티 지열원 열펌프 유닛은 물-공기 열펌프와

같이 부하측 실내열교환기에서 냉매와 공기가 열교

환하지만, 부하측 실내열교환기가 복수대로 설치된

시스템이다[13-15].

2.2 열량 모니터링 

국내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의 지원 하에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진

행되었으며,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냉방 및 난방

(또는 급탕)을 위한 냉열과 온열에너지를 생산하여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등의 냉난방 및 급탕 공조시

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17].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의 설계, 시공, 설치 확인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

침을 따르고 있다[18]. 지침에는 신·재생에너지의

Table 1. Heat pump type [13]

Type

Secondary fluid 
No. of indoor 

heat exchanger
Heat

source
Load

Water-to-water
Water or 

brine

Water 1

Water-to-air Air 1

Water-to-air multi Air more th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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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과 관련된 모니터링설비의 요구사항

은 Tables 2, 3과 같다. 물대물 방식의 열펌프를 채

용한 경우에는 부하측의 입출구 온도 차이와 유량

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공기와 물-공기 멀티

열펌프는 지중측의 입출구 온도 차이와 유량을 측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입출구 온도 차이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와 유량계는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데이터

취득 시스템과 연계될 수도 있다. 현재는 온도센서

와 유량계가 구비되어 자체 연산에 의해 열량을 산

정하는 적산열량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8].

3. 적산열량계 및 열펌프 열량 산정 방법

3.1 적산열량계

적산열량계란 냉방 또는 난방상태에서 액체상태

인 열매체에 의해 전달된 열량을 측정하는데 사용

하는 것으로서, 공급된 열매체의 부피 또는 유량 및

열부하기의 송류(공급)측과 환류(귀환)측에서 열매

체의 온도 또는 온도차를 검출하여 열량을 측정하

는 장치를 의미한다. 적산열량계는 온도센서, 유량

측정장치 및 연산장치로 구성되어 있다(Fig. 1). 구

조에 따라 유량부와 연산부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

는 일체형, 유량부와 연산부가 분리할 수 있는 구조

의 분리형, 그리고 초기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설치 후 분리될 수 없는 혼합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는 Table 4와 같이 냉방용, 난

방용, 냉난방 겸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용온

도 범위가 상이하다. 또한, 열량계는 설치 위치와 가

정용이나 산업용 등에 따라 설치 환경에 대한 제한

이 주어져 있다[19, 20]. 

현재 보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적산열량계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60oC에서 80oC 이상의 난방

수용으로 개발되었으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난방용 난방수의 경우

Table 2. Requirement of measuring devices

Devices
Requirement

(Accuracy)

Authentication

method

Temperature ± 0.3oC
Present 

specification
Flow meter ± 1%

Heat meter ± 1%

Table 3. Items of measurement and monitoring

Item
Data

(Accumualted)
Measuring items

Daily heat 

production amount

(kW)

24ea 

(per hour)

○ Water-to-water typ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Inlet and outlet in load side

  Flow rate

○ Water-to-air typ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Inlet and outlet in heat source side

  Flow rate

○ Power consumption
  Heat pump

  Circulation pump

Production time

(min)

1ea 

(1 day)

Power consumption

(kWh)

24ea 

(per hour)

Fig. 1. Integrating heat met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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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회수측 물의 온도차이는 일반적으로 15oC

이상의 값을 갖는다. 또한 대부분 공급되는 지역난

방의 경우 대용량의 발전설비에서 공급되는 열량으

로 기본 생산단위가 Gcal의 값을 가지므로 열량계

의 기본 단위는 Gcal 또는 MWh이다[7, 18, 19].

3.2 열펌프 냉난방 열량 산정 방법

열펌프의 냉난방 열량 등의 성능평가 방법 및 조

건에 관한 규격은 국제표준규격인 ISO 시리즈와 미

국냉동협회 규격인 AHRI 시리즈 및 유럽의 DIN

EN 규격이 있다.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열펌프에

대한 KS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국내 규격과 국

외규격은 일부 시험조건의 절대값만이 다소 상이할

뿐 시험 방법과 절차는 동일하다[21]. 물대물, 물대

공기, 물대공기 멀티 지열원 열펌프 규격도 별도로

2016년부터 KS 규격에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규격

과는 달리 지열원 열펌프 유닛의 성능 인증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14-16]. 모든 규격은 열펌프의 실내

열교환기 및 실외열교환기와 열교환하는 2차 유체

의 종류에 따라 물대물, 물대공기, 공기대공기 형식

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차유체가 공기인 경우에는 실내열교환기 입·출

구의 온도, 습도, 풍량을 측정 또는 산출하여 Eq. (1)

에 의해 냉방 또는 난방용량을 산정한다. 이때, 실내

열교환기 입·출구 엔탈피는 측정된 온도와 습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차 유체가 공기일 때 열량 측

정 장치의 개요도는 Fig. 2와 같다. 

실내열교환기 2차유체가 물 등의 액체인 경우에

는 실내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시스템으로부터 얻은 값을 이용하여 Eq.

(2)에 의하여 냉방 및 난방용량을 산정한다(Fig. 3).

(1)

 (2)

여기서,   : 냉방 또는 난방 용량(kW)

 : 평균 밀도(kg/m3)

: 체적 유량(m3/s)

: 실내열교환기 입구 엔탈피(kJ/kg)

: 실내열교환기 출구 엔탈피(kJ/kg)

: 비열(kJ/kg·K)

Tin : 실내열교환기 입구 온도(K)

Q
·

 = V
·
hin hout–

Q
·

 = V
·
Cp Tin Tout–

Q
·

V
·

hin

hout

Cp

Table 4. Classifica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eat meter

Classification

Type
Temperature

range

Cooling 0oC~30oC

Heating
Medium temperature 0oC~120oC

High temperature 120oC~220oC

Cooling/heating 0oC~30oC

Environmental conditions

Class Condition

A
Surroundings +5~+55oC

Humidity Low

B
Surroundings 25~+55oC

Humidity Common

C
Surroundings +5~+55oC

Humidity Common

Fig. 2. Schematic diagram of air enthalpy test facility.

Fig. 3. Schematic diagram of water-enthalpy calorime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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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 : 실내열교환기 출구 온도(K)

2차 유체가 공기인 경우에는 노즐과 덕트 및 팬으

로 구성된 수풍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기의 체적

유량인 풍량을 측정하지만, 물 또는 부동액인 경우

에는 체적유량계를 적용하여 공기인 경우보다 간단

히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Table 5는 열펌프의 부하

측 작동유체가 공기 또는 액체(물 또는 부동액)인

경우에 냉방 또는 난방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필

수적인 구성요소를 요약한 것이다. 열펌프의 성능계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냉난방용량과 함께 열펌프

의 소비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적산전력계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 

4. 열량 산정 현황 분석

현재 보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적산열량계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60oC에서 80oC 이상의 난방

수용으로 개발되어,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고 있는

데[19], 지역난방용 난방수의 경우 공급측과 환수측

물의 온도차이가 15oC 이상이다[2]. 부하측의 2차

유체가 물인 물대물 지열원 열펌프 제품들의 난방

표준 조건에서 난방수의 공급측과 환수측의 평균

온도차이는 3.8oC이다[22]. 난방수의 생성을 위한

물대물 열펌프의 입구온도는 40oC이다. 유럽 규격

에서는 열펌프의 공급측과 환수측의 온도차이를

5oC로 규정하고 있다[23]. 적산열량계는 주로 지역

난방수의 열량 산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물대물 지

열원 열펌프의 열량 산정을 위한 부하측 공급온도

와는 20oC 이상 높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

한, 지열원 열펌프 난방수의 공급측과 환수측과의

온도 편차보다 3배 이상의 온도 편차를 갖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현재 열량계의 설치 환경 조건에 대한 제한이 있

으며,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열량계 설치장소도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

구된다.

Kang et al.[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열원

열펌프 생산열량 산정을 위한 열량계는 실제 열량

값과 최대 40%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특히, 일부 열

량계의 측정값은 실제 생산열량과 유사한 값을 나

타내었으나, 열펌프의 실내열교환기의 입·출구에

설치된 온도의 정확도는 크게 벗어났다. 일부 지열

원 열펌프 시스템은 열량계를 사용하지 않고, 열펌

프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도센서와 개별적으로 설

치된 유량계로 구성된 데이터취득 시스템을 구비하

여 열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열량 오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현재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열량 산정 기준에는

열량계의 온도, 유량 등의 센서에 대한 교정 및 검

증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센서의 오차로 인

한 열량 산정의 정확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개별적인 온도 센서와 유량계로 구성되어

데이터로거 및 컴퓨터와 연계된 열량 산정 시스템

에서는 센서의 정확도와 적산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생산 열량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이다. 그러므로, 열량계 또는 센서와 컴퓨터가 조합

된 열량 계측 시스템에 대한 교정과 유지 관리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지열원 열펌프는 물대물 열펌프와 물대공기(멀티)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물대물 열펌프 시스템의

경우에는 열량계를 이용하여 부하측의 냉난방 및

급탕 생산열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대공기

시스템의 경우에는 냉방 운전과 난방 운전(급탕운

전)시에 지중열교환기로의 방출 또는 지중열교환기

로부터의 흡입열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부하측이

공기이므로 열펌프의 실내열교환기측의 입·출구 온

도 및 습도와 함께 풍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실내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측의 온도

및 습도가 열교환기 입·출구의 위치에 따라 변화되

므로 대표 온·습도 측정이 어렵고, 풍량 측정을 위

해 Fig. 2와 같이 별도의 수풍실을 현장에 설치하는

Table 5. Sensor and device to obtain the capacity of the

heat pump 

Parameter

Measuring location or device 

according to the secondary fluid

Air Water or brine

Temperature
Indoor heat exchager

Inlet and outlet Inlet and outlet 

Humidity
Indoor heat exchager

Inlet and outlet none 

Flow rate

Air flow chamber

Volumetric 

flow meter
Nozzle, differential 

pressure transducer, 

exhaust fan,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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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물대공

기 (멀티형 포함)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생산열량

은 실제 냉난방 및 급탕 생산열량과 달리 지중 추출

또는 방출 열량을 계측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열량계 등은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용 적산열량계뿐만 아니라 냉방용 적산열량계

도 0oC 이상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Table 4). 하

지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직밀폐형 지

열원 열펌프의 지중순환수는 0oC 이하에서도 운전

되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18]에

는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

리콜을 혼합한 부동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지중순환수로부터 생산열량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부동액을 적용한 지중순환수의 물성치

를 고려한 열량 산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중순환수

열량으로부터 부하측의 열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법

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열에너지 공급 추진 방안[2, 3]에는 총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

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열원 열펌프의 부

하측 생산열량을 반드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물대공기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지중순환

수 열량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생산량 기

준은 실제 건물 부하측 열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공기측

열량 산정이 어려운 물대공기 지열원 열펌프 시스

템에 대해서는 지중순환수 열량으로부터 부하측 열

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법이나 알고리즘 개발이나,

Fig. 4와 같이 냉매측으로부터 냉난방 및 급탕 생산

열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수립 및 제도적인 보완

이 요구된다. 

5. 결 론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열량은 열펌프의 입출구

온도와 유량계로 구성된 열량계 또는 데이터취득

시스템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열량

계는 주로 지역난방용 난방수의 적산열량을 산정하

기 위한 것으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과는 사용 온

도범위와 지열원 열펌프의 입출구 온도차 범위가

상대적으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 및 열량 모

니터링 제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물대물 지열원 열펌프의 경우에는 적산열량계가

부하측에 설치되어 냉난방 및 급탕 열량을 산정하

고 있지만, 온도 및 유량 센서에 대한 보정 등의 절

차가 미흡하여, 실제 설치된 시스템의 생산열량과는

최대 40%까지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센

서의 정확도 등에 대한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분

석되며, 열량계 및 관련 센서의 보정 절차 수립 및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대공기 지열원 열펌프에 대해서는 지중순환수

의 열량을 산정하므로 실제 건물 부하측의 생산 열

량이 산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중순환수로부터 부

하측 열량 산정을 위한 기법이나 알고리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지중순환수에는 부동액이

채용되기도 하지만 적산열량계는 주로 물을 활용한

시스템이므로 부동액 채용에 따른 열량계의 열량

산정 기준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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