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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mmarized and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in buildings using the data acquired by a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and identified the operation performance. The target building was a library 

where energy efficiency grade, passive buildings, and passive and active elements were applied 

such as Grade 5 zero energy building (ZEB). The main components of the HVAC system was 

composed of thermal storage tank system utilizing the mid-night electric power and geothermal 

heat pump. The analysis results verified that the mean Coefficient of Performances (COP) of the 

heat pump device and the system during heating operation were 3.7 and 3.2, which were 

decreased in operating efficiency by -2.9% and -4.5%, and 4.5 and 3.4 during cooling operation, 

which were improved in operating efficiency by 5.7% and -5.0%.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that checked the loss of heat storage during cooling operation, the design errors occurred in the 

pipe system in the thermal storage tank were verified. The temperature stratification inside the 

thermal storage system was not made because the 3-way valve was not implemented in the 

sections of the heat pump and thermal storage tank. The comparison results based on the 

assumption of normal design showed that the heat storage loss for 22 days in a month of July in 

2019 was 31,228 kWh. Considering the daily loss and system COP, the entire power loss of heat 

storage in July was 9,281 kWh, which incurred additional cost of KRW 514,161 accordingly.

주요어 : 축열시스템, BEMS, 지열히트펌프, 설계오류, 운전효율 

Keywords: Thermal Storage System, BEMS, Geothermal Heat Pump, Design Error, Oper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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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건물 사용자의 쾌적한 거주 환경 요구로 인해 국내 전력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별 및 주야간의 전력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Ha et al., 

2018). 이는 최대전력부하에 따른 관련설비의 설계용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김득원 외, 2018). 축열조 시스템은 주간의 최대전력

부하의 일부를 야간으로 치환시키는 대표적인 기술이며, 2017년부터 연면적 10,000 m2 이

상의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설치를 의

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BEMS를 통한 건물 부분의 성능개선은 에너지 수요 감축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

며, 이에 글로벌 기준 BEMS 시장 전망치는 2015년 24억 달러에서 2024년 108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임현득 외, 2017).

한편, 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은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

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운영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여

기에는 기존의 가스, 전기 등의 인프라에서 벗어나 건물 자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

지는 에너지 자립화 건물을 포함하며 국가별 범위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최경석과 배민정,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ZEB 수준의 건물에 축열조 시스템, 지열 히트펌프 및 

BEMS가 적용된 HVAC 시스템의 운전 현황과 성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 과

정 중 파악한 축열조 시스템의 설계상의 오류와 이에 의해 증가한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논문의 작성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

해당 건물은 BEMS를 통해 지열, 전력 및 기계 데이터 등 200여 개 포인트의 데이터를 수집

하고 있으며, 이 중 운전효율 분석을 위해 공조와 관련된 10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나, 열원이 가동하지 않은 3 ~ 5월

의 데이터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난방 및 냉방 운전 기간에 한해 HVAC 시스템 중 열

원 기기 및 열원 시스템의 운전 성능 그리고 축열량을 중심으로 성능을 파악하였고, 방열과 

관련된 데이터는 잦은 오류와 결손으로 인해 펌프의 전력값만 일부 활용하였고 실내측 부하 

처리 열량 등은 본 논문에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개요 및 실측 현황

건물 개요

대상 건물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A 도서관으로 2018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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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립률 20 ~ 40%에 준하는 ZEB 5등급과 함께 패시브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및 녹색건축 그린 4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다(신주봉, 2018). 

A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약 9,000 m2 의 중대형 건물이다. 국내 공

공 도서관 중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이룬 표준모델이 적용되어, 중부지역 에너지 절약 기

준과 대상건물의 열관류율값(W/m2k) 관계는 외벽 0.26 - 0.243, 창 및 문 1.5 - 1.442, 지붕 

0.15 - 0.129, 바닥 0.3 - 0.121로 모두 해당 기준을 상회하는 단열 성능으로 설계되었다. 

HVAC 시스템 개요

대상 건물의 냉난방 계통도는 Figure 1과 같다. 열원으로 지열 히트펌프(이하, 히트펌프)

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에 히트펌프에서 생산된 냉온수를 축열조에 저장하고 주간

에 실내측으로 방열하는 수축열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옥외 지열천공의 규모는 170 m × 10

공 × 7 Zone이며, 5대의 지열 펌프(1대는 예비)에 의해 순환이 이루어진다. 4대의 히트펌프

가 냉온열원으로 사용되며, 3대의 축열펌프(1대는 예비)로 냉온수를 순환시킨다. 축열은 23

시부터 익일 09시의 심야전력을 이용하며, 주간에 3대의 방열펌프(1대는 예비)로 실내측 

FCU에 냉온수를 전달한다(박성철 외, 2018). 

Table 1과 Table 2는 히트펌프와 각 펌프들의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히트펌프의 기기 정

격 COP는 냉방 4.2, 난방 3.8이며 히트펌프, 지열 펌프 및 축열 펌프 모두를 포함하는 정격 

시스템의 COP는 냉방 3.6, 난방 3.3이다.

Figure 1. Diagram of whole HV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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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heat pump

Capacity (kW) Power (kW) COP LPM
Type EA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Geothermal Cooling water

140.6 146.4 33.2 38.6 4.2 3.8 475 475 W-W 4

Table 2. Specifications of pumps

Classification Type LPM Length (m) Power (kW) EA

Geothermal pump
In-line

475 22 3 5 (B/up 1)

Charging pump 570 15 5.5 3 (B/up 1)

Discharging pump Line 1,020 30 11 3 (B/up 1)

실측데이터 개요

입수된 전체 데이터 기간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2019년 8월 31일이며, 난방운전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2019년 02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냉방운전은 2019년 06월 13일

부터 08월 31일까지이며, 데이터 결손이 발생한 8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제외한 36일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운전 기간 중 서버 다운 및 센서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상기에

서 언급한 날짜 외에도 데이터 결손이 존재하며, 이후 본문에서는 항목에 따라 유효 데이터 

사용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기로 한다. 

난방 운전 현황 및 결과

난방 운전 현황

Figure 2는 2019년 1월의 히트펌프 및 방열펌프 운전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1일부터 5일

까지의 방열펌프 데이터는 결손으로 인해 그림상에서 제외하였다. 히트펌프와 방열펌프의 

가동시간은 각각 4대와 2대의 운전시간의 합산값이며, 실내측의 부하가 적은 탓에 1일 축열 

후 2 ~ 4일간 방열을 실시하는 운전형태를 나타내었다. 

Figure 2. Operation time of H.P. and discharging pump in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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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측의 부하가 적은 이유는 대상 건물이 ZEB 수준의 우수한 외피성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나, 축열조의 온수 온도 저하에 따른 축열량 손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운전 패턴으

로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난방 운전 결과 및 분석

Figure 3은 난방 운전 기간의 히트펌프 기기 및 시스템 COP의 1일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

다. 기기 COP는 3.2 ~ 4.3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3.7로 정격 COP 3.8 대비 운전효율은 약 

2.9% 저하되었으나 이것이 성능평가에 크게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단된다. 

 

Figure 3. COP of heating operation

Figure 4. Relation on COP and outdoor temperature in heating operation

시스템 COP은 2.7 ~ 3.7로 평균 3.2이며, 정격 시스템 COP 3.3 대비 약 4.5% 운전효율

이 저하되었다. 기기 COP의 저하율보다 다소 큰 것은 축열 종료 시점의 부분 부하운전 시, 

지열 및 축열펌프가 정속으로 운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Figure 4는 외기

온과 기기 및 시스템 COP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외기온이 내려갈수록 기기 및 시스템 

COP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추세선의 기울기가 급격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열원이 

지열을 이용하는 방식에 의해 기기의 효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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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운전 현황 및 결과

냉방 운전 현황

Figure 5는 4대의 히트펌프와 2대의 방열펌프 각각의 가동시간의 합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냉방운전은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7월 5일까지는 1일 축열 2 ~ 3일 방열운전이 실

시되었다. 익일의 실내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고 100% 수준으로 축열을 행한 결과 2 ~ 3일 

방열 운전 패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난방 운전과 마찬가지로 이는 축열조의 열손실 측

면에서 불리한 운전으로 판단된다. 한편, 7월 17일 이후부터는 실내측의 부하 증가로 인해 

하루 단위로 축열과 방열이 일어나는 운전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Figure 5. Operation time of heat pump and discharging pump in June and July 2019

냉방 운전 결과 및 분석

Figure 6은 냉방기간의 기기 및 시스템 COP를 나타낸 것이다. 기기 및 시스템 COP의 범

위는 각각 3.6 ~ 5.2(평균 4.5), 2.6 ~ 4.2(평균 3.4)이며, 정격값 대비 기기 COP는 5.7% 효

율이 증가하였으나 시스템 COP는 5% 효율이 저하되었다. 기기 COP가 정격 대비 효율이 

상승한 이유는 지열 순환수의 온도가 설계값보다 낮거나, 제조상의 기기 특성으로 판단되며 

취득 중인 데이터 항목에 지열 순환수의 온도값이 없어 정확한 요인은 도출하기 힘든 상황이

다. 특히, 시스템 COP가 기기 대비 약 10.7%P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축열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히트펌프는 4대 중 1 ~ 2대가 가동되는 대수 제어 운전이 실시되나 

지열 및 축열 펌프는 각각 4대와 2대 모두 운전이 되는 등의 안정화 되지 않은 운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7은 외기온과 기기 및 시스템 COP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외기온의 상승에 따른 

COP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나, 난방 시와 동일하게 추세선의 기울기가 급격하지 않아 

지열 히트펌프의 운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 시스템 COP의 경우 외기온이 상승

하면서 축열운전일이 늘어나고, 앞서 언급한 펌프 등의 안정화되지 않은 운전에 의해 시스템 

효율의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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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P of cooling operation

Figure 7. Relation on COP and outdoor temperature in cooling operation

배관 설계오류에 의한 운전 성능 검토

축열시스템 배관 설계 오류 

일반적인 수축열조 시스템에서는 냉방 시 열원에서 생산하는 냉수를 축열조의 하단부에 

유입, 상단부에서 환수시키며 난방 시에는 역으로 운전한다. 이를 통해 축열조 내부에 온도 

성층을 만들어 축열량을 확보한다(최병윤 외, 2004). 이후 주간의 실내측 부하 처리를 위해 

냉방 시에는 축열조의 하단부의 냉수를, 난방 시에는 상단부의 온수를 각각 실내로 송수한다. 

Figure 8의 대상 건물의 축열조와 주변 배관 부분을 확대한 것(흑색 배관)으로, 현재 적용

된 배관에서는 히트펌프에서 생산된 냉온수가 일괄적으로 축열조 상단부로 인입되고 하단

부에서 환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실내측에의 배관 또한 축열조 상단부에서만 송수가, 하단

부에서 환수가 일어난다. 현재의 설계에서는 난방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냉방 운전의 경우 축열조 상단부의 냉수 온도가 더 낮아 자연 대류 현상에 의해 온도 성층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ure 8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과 

같이 3방변 및 냉온수 전환 배관의 추가가 필요하다(김성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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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agram of heat storage tank and plumbing

Figure 9는 냉방 운전 기간 중의 7월 10, 17일 및 28일에 대한 축열조 상단부 및 하단부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히트펌프에 의한 축열 운전은 3일 모두 02시경에 시작되고 05시 

전후에 종료되었다. 해당일 모두 축열 시간대에 상단부의 온도는 약 11℃부터 7 ~ 8℃까지 

내려가고, 하단부와의 온도차가 약 5 K 낮게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축열조 설계에서

는 상단부로 냉수가 유입되고, 하단부에서 열원으로 냉수가 환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 Cooling Water Temperature in Heat Storage Tank

아울러, 축열 운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방열운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축열조 내부는 자연 

대류에 의해 상단과 하단부의 냉수가 혼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07시경에는 상하단부 모두 

약 11℃에서 수렴하여 온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축열조 온도 성층 파괴에 의한 축열 손실량 검토

3방 밸브 및 냉온수 전환 배관이 적용되어 축열조 내부의 온도 성층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축열조 시스템 설계(이하, 일반 설계)와 현재의 축열조 온도 성층이 형성되지 않는 설계(이

하, 현재 설계)와의 축열 및 전력사용량의 손실을 검토하기 위해 Table 3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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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al charging loss due to design error in July 2019

July
Current design 

charging (kWh)

Conventional design 

charging (kWh)

Charging

loss (kWh)

System 

COP

Power consumption 

loss (kWh)

2 2,870 4,711 1,841 4.1 449

4 3,026 4,648 1,622 3.7 438

6 2,683 4,180 1,497 3.6 416

7 2,153 3,213 1,061 2.9 366

10 2,090 3,525 1,435 3.0 478

11 1,965 3,276 1,310 2.8 468

14 2,215 3,619 1,404 2.9 484

15 2,465 3,900 1,435 3.5 410

16 1,872 3,556 1,685 3.4 495

17 3,088 4,056 967 4.0 242

18 2,745 3,962 1,217 3.6 338

19 2,465 3,900 1,435 3.7 388

20 2,527 3,712 1,185 3.5 339

22 3,182 4,898 1,716 3.7 434

24 1,592 3,307 1,716 3.0 572

25 2,558 3,993 1,435 3.5 410

26 2,808 4,024 1,217 3.8 320

27 2,964 4,368 1,404 2.6 540

28 2,184 3,806 1,622 3.4 477

29 2,309 3,681 1,373 3.4 404

30 2,808 4,274 1,466  3.3 444

31 2,714 3,900 1,185 3.5 339

Total 55,280 86,508 31,228 - 9,281

표에서 현재 설계의 축열량은 축열 운전과 오전 방열 운전 시작 직전의 축열조 하단온도의 

온도차와 수축열조의 용량 298.1 t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축열 효율 90% 적용). 반면, 

정상 설계의 축열량은 축열 운전 시작 전과 종료 직후의 온도차와 수축열조 용량, 그리고 축

열효율을 적용하여 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Figure 9의 7월 10일을 기준으로 정상설계의 축

열 전후 온도차는 11.3 K이나, 현재 설계의 경우는 6.7 K이다. 

Table 3에서 축열 손실량은 7월 중 축열조 내부의 온도데이터 결손이 발생하거나 축열 운

전 미실시일 등을 제외한 22일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일 축열 손실량에 해당일의 시

스템 COP를 반영하여 1일 전력사용량의 손실분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설계 및 일반 설계에 의한 22일간의 축열량의 합계는 각각 55,280 kWh와 

86,508 kWh이며 온도 성층 파괴에 의한 축열 손실량은 31,228 kWh로, 정상 설계 대비 약 

36.1%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손실 합계는 

9,281 kWh로, 여기에 해당 건물의 계약전력 800 kW 교육용(갑), 고압A 선택2의 심야 전기 

단가 55.4원/kWh를 적용할 경우 514,161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ZEB 수준의 건물에 축열조 시스템, 지열 히트펌프 및 BEMS가 적용된 

HVAC 시스템의 운전 현황과 성능, 그리고 축열조 시스템의 설계상의 오류와 이로 인해 증

가한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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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운전 결과, 기기 및 시스템 COP는 정격 대비 각각 2.9%, 4.5% 효율이 저하되었으며 

냉방 운전의 기기 COP 효율은 5.7% 증가하였다. 반면, 시스템 COP는 정격 대비 각각 4.5% 

효율이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상 건물의 축열조를 중심으로 3방변 및 냉온수 전환 배관의 미비로 인해 축열조 내

부의 온도 성층이 발생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정상 설계와 비교하여 약 36.1% 

축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월 중 22일간의 축열 손실열량은 31,228 kWh, 전

력 손실량은 9,281 kWh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514,161원에 해당한다. 

한편, 축열조 온도 성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주간의 방열 시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냉수가 

실내로 송수되어 펌프 및 FCU 팬의 전력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방열과 

관련된 데이터는 오류와 손실이 많아 신뢰할 수 없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향후 데이터 취

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축열과 방열을 포함한 냉난방 운전 성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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