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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a ground-source heat pump system includes specifications for a ground loop heat exchanger 
where the heat transfer rate depends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ground. To evaluate this heat transfer 
property, in-situ thermal response tests on four vertical test boreholes with different grouting materials were 
conducted by adding a monitored amount of heat to water over various test lengths. By measuring the water 
temperatures entering and exiting the loop, water flow rate, and heat load,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values of the ground were determine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rmal conductivity of grouting materials 
from 0.82 to 1.05 W/m℃ resulted in overall increases in effective ground thermal conductivity by 25.8% to 
69.5%.

기호설명 
 
cp : 비열 [J/kgK] 
D : 직경 [m] 
Ei : 지수적분함수, 식(2) 
k : 열전도도 [W/m℃ ] 
L : 보어홀 깊이 [m] 
m : 식(5)에서 기울기 
P : 입력 전력 [W] 
Q : 지중 열교환기 열전달량 [W] 
R : 열저항 [m℃/ W] 
r : 반경 또는 반경 방향으로 거리[m] 
T : 온도 [℃] 
∆T : 온도차 [℃] 
t : 시간 [min] 또는 [hr] 
x0 : 식(1)~(3)에서 변수(=r2/4αt) 
그리스 문자 

α : 열확산계수(=k/ρcp) [m2/s] 
γ : 오일러 상수(Euler constant, 0.5772) 

하첨자 

avg : 평균 
b : 보어홀(borehole) 
c : 지중 열교환기 출구 유체 
grout : 그라우팅 재료 또는 그라우트 
h : 지중 열교환기 입구 유체 
p :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s : 지중 토양 또는 암반 

1. 서 론 

근래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심과 요
구가 늘면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ground-source heat 
pump systems)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시스

템 구성 요소 중, 지중 열교환기(ground loop heat 
exchanger)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초기 설치비를 
결정하는 중요 기기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시공

되는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는 수직으로 천공된 보
어홀(borehole)과 파이프(폴리에틸렌 재질의 U 자

관) 그리고 보어홀과 파이프 사이의 빈 공간을 채
우는 그라우팅 재료(grouting materials) 등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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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성능은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내를 순환하는 유체와 이 파이프 주위 지
중 토양이나 암반층(또는 그라우팅 재료/토양 혼
합층, 이하 지중) 사이의 열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중 열교환기를 최적 설계하기 위
해 지중 유효열전도도(ground effective thermal conduc- 
tivity) 값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 값을 설계에 적
용해야 한다. 아울러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와 보어

홀 벽면 사이의 간격, 그라우팅 재료 자체의 열물

성, 보어홀 열저항 등 지중 열교환기 성능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지중 토양이나 암반층은 일반적인 열전달 매체와

는 달리, 여러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유효열전도도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지중 토양이나 암반층의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데 

시추(천공)과정에서 획득한 시료(sample)를 실험실

에서 측정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할 경우, 실
제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된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1) 따라서 측정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

하다는 단점에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 열응답 시험(in-situ 
thermal response test)이라고 한다. 
이러한 열응답 시험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방

법을 Mogensen(2)이 처음 제안한 후, 현재 지중 유
효열전도도를 산정하는 데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Spilker(3), Martin and Kavanaugh(4), 
Zang and Murphy(5) 등의 연구가 있다. 열응답 시험

에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시험 수행 시간

이다. Martin and Kavanaugh(4)는 시험 수행 초반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48 시간의 시험을 제안 
하였다. 반면, Bose et al.(6)은 지중 조건에 따라 18~ 
72 시간 내에서 열응답 시험을 수행할 것을 제안

하였다. 
국내에서 Sohn et al.(7,8)은 실제 지열원 열펌프 시

스템에 연결된 지중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현장에

서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데이터를 
수치 모델에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비록 국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

만, 시험 시간이 지중 유효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중 특성

이 외국과 상이한 국내 조건을 고려하면, 국외 연
구결과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Sohn et al.(7,8)의 연구의 연장선으로 그

라우팅 재료가 지중 유효열전도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그라우팅 재료를 달

리하여 4 개의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열 
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지중 유효열전도도를 산
정하기 위해 현장 시험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단순 
라인소스 모델에 적용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수직 U 자 관 지중 열교환기와 현장 열응답 시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 1 에 도시하였다. 그림과 같이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 열원부, 순환부, 계측부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열원부는 지중 열교환기 
순환유체에 일정 열량을 가하는 전열기 및 수조로 
구성되어 있고, 순환부는 순환펌프 및 배관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순환유체 유량, 지중 열교

환기 입·출구 온도, 전열기 전력 소모량 등을 측정

하기 위한 각종 계측기와 데이터 획득장치 등으로 
계측부를 구성하였다. 

Table 1 은 본 시험에 사용한 시험용 지중 열교환

기의 크기를 그리고 Table 2 는 그라우팅 재료의 종
류, 평균 열 입력량, 시험 수행 시간 등 시험 조건

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라우팅 재료가 지중 유
효열전도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보어홀을 6 m 간격으로 천
공(drilling)한 후, 각각 다른 그라우팅 재료를 주입

하여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였다. 보어홀 
천공 시 배출되는 암석 조각을 육안으로 검사하였

으며, 지하 6~8 m 지점부터 화강암층이 출현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열응답 시험 장치를 지
중 열교환기에 연결한 후,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

에서 1 시간 동안 물을 순환시키면서 초기 지중 온
도(undisturbed ground temperature)를 측정하였다. 
시험 수행에 앞서,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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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 Entering water temperature
LWT : Leaving water temperature

Fig. 1 Schematic of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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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나 불순물 등을 물을 순환시켜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전열기를 가동하여 순환유체인 물에 열
을 가하면서 온도, 유량, 전력량 등을 1 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와 변수의 편

차들을 조합하여 Kline(9)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상
대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계산하였으며, 이 결과

를 Table 3 에 정리하였다.  

3. 유효열전도도 산정 

현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중 유효열전도

도를 산정할 때 해석방법이 비교적 단순한 라인소

스 모델(line-source model)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를 직선 열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열원 주위의 열전달 매체는 그라우팅 재료

와 토양(또는 암석) 등으로 구성된 복합매질이기 
때문에 이 열원 주위의 열저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직선 열원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열이 전달될 때 과도 열전도 방정식의 해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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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

s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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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보어홀 열저항 Rb 는 순환유체, 파이프, 

그라우팅 재료의 열저항을 모두 고려한 총합열저

항(overall thermal resistance)이다. 아울러 변수 x0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지수적분 항을 다음과 같이 근
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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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B, C, D, E 는 각각 0.99999193, 0.249910 

55, 0.05519968, 0.00976004, 0.00107857 이며, γ는 Euler 
상수로서 0.5772 다. 

열응답 시험 수행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하여 보
어홀 열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식(2)
를 식(3)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따라서 식(1)을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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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에서 γ1은 1.78 이며, 열응답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중 유효열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해 식(4)

Table 1 Specifications of test boreholes. 

Items Specifications 

Borehole depth 200 m 

Borehole diameter 15.2 cm 

Pipe outside diameter 2.54 cm 

 

Table 2 Summary of in-situ thermal response tests. 

 Borehole 
#1  

Borehole 
#2 

Borehole 
#3 

Borehole 
#4 

Grouting 
materials A1) B2) C3) D4) 

Undisturbed 
ground 
temperature 

14.8℃ 14.6℃ 14.7℃ 14.6℃

Power input 4.75 kW 4.97 kW 4.94 kW 4.91 kW

Test length 45 hr 48 hr 74 hr 48 hr 

 1) A : 30% bentonite, kgrout = 0.8176 W/m℃ 
 2) B : 30% bentonite/10% sand, kgrout = 0.9498 W/m℃

 3) C : 30% bentonite/20% sand, kgrout = 1.0462 W/m℃

 4) D : 30% silica sand, kgrout= 1.10 W/m℃ 

Table 3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Parameters Uncertainty 

Entering and exiting water 
temperature, T [℃] ±0.3℃ 

Power input, P [W] ±3.0% 

Water flow rate , m [kg/s] ±3.5% 

Heat transfer rate of borehole 
heat exchanger, Q [W] ±3.42%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ground, k [W/m℃]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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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울기, 평균 열 입력량, 보어홀 길이 등을 다음 
식(5)에 대입한다. 

 

s 4
Qk
mLπ

=     (5) 

4. 결과 및 고찰 

Fig. 2 는 지중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에서 순환

유체의 온도 그리고 이들의 평균 온도 및 열 입력

량 등을 각 시험용 보어홀별로 나타낸 것이다. 각 
보어홀별로 45, 48, 74, 48 시간 동안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시험용 보어홀을 대상으로 열
응답 시험을 마치고 3~4 일이 지난 후에 다음 시
험을 수행하였다. 

열응답 시험 중 지중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에서 
순환유체의 온도 차는 각 시험용 보어홀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 2.3℃의 차이를 보였으며, 

대략 350 분을 전후로 한 시점부터 시험 종료까지 
거의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것을 Fig. 2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3 은 열응답 시험 수행 시간(분)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한 후 순환유체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그래프에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과 
시험 종료 시간을 함께 표시하였다. 식(3)부터 식
(5)에 주어진 단순 라인소스 해석은 열응답 시험 
데이터로부터 지중 유효열전도도를 산정하는 데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개
의 기울기가 나타날 수 있다. 즉, 60 분(lnt = 4.09) 
이후의 결과를 보면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 #1 과 
#4 는 3 개 그리고 #2 와 #3 은 2 개의 기울기를 보
였다. 하지만 모든 사이트에서 대략 350 분을 전후

로 한 시점부터 시험 종료까지 거의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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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borehole #1                               (b) Test boreho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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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response and power input with respect to elapsed t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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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열응답 시험 데이터를 단순 라인소스 해석

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식(3)에 주어져 있다. 여
기서, Salomone and Marlowe(1)가 제시한 화강암(gran- 
ite)의 열확산계수와 보어홀 반경 등을 이 기준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단순 라인소스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평균 372 분(6.2 시간) 이후의 데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산에 의한 기준시점과 
각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의 평균 기준시점인 350
분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Sohn et al.(7,8)이 제시한 400 분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결과다.  
기준시점부터 시험 종료까지 획득한 데이터에 

대하여 접선 기울기(m)를 구한 후, 평균 열 입력

량(P), 보어홀 깊이(L) 등을 식(5)에 대입하여 지중 
유효열전도도를 계산한 결과, 각각 1.80 W/m℃, 
2.27 W/m℃, 3.05 W/ m℃, 2.29 W/m℃였다. 전체적으

로 그라우팅 재료의 열전도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
중 유효열전도도 역시 증가하였다. 즉 그라우팅 

재료의 열전도도를 0.82 W/m℃에서 1.05 W/m℃로 
증가시켰을 때, 지중 유효열전도도는 25.8%~69.5%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지중 조건이 거의 동일한 
지역에 지중 열교환기를 시공할 경우, 지중 유효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그라우팅 
재료의 열전도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라우팅 재료로 순수 벤토나이트나 모래

(silica sand)만을 사용한 지중 열교환기 #1 과 #4 에

서는 시험 초기의 보어홀 열저항이 다른 결과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보어홀 그라우

팅 재료로 이들을 사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열응답 시험 중, 지중 유효열전도도가 변하는 경

향을 Fig. 4 에 나타내었으며, 전체 결과 중 30 분 
간격의 데이터만 선택하여 표시하였다. 유효열전

도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인 350 분부터 시험 종
료까지 지중 유효열전도도는 0.79%~1.46%의 절대

편차 내에서 변하였다. Table 4 는 전체 시험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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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water temperature (temperature rise) with respect to natural logarithm of elapsed t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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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라우팅 재료가 지중 유효열전

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그라우팅 재료

를 달리하여 4 개의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

한 후,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시험

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단순 라인소스 모델에 적용

하여 지중 유효열전도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각 시험용 지중 열교환기별 지중 유효열전

도도는 1.80 W/m℃, 2.27 W/m℃, 3.05 W/m℃, 2.29 
W/m℃이었다. 

(2) 보어홀에 주입하는 그라우팅 재료의 열전도

도를 0.82 W/m℃에서 1.05 W/m℃로 증가시켰을 때, 
지중 유효열전도도는 25.8%~69.5% 증가하였다. 

(3) 동일 지역에서 지중 유효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그라우팅 재료의 열전도도며, 
순수 벤토나이트 또는 모래(silica sand)만을 그라우

팅 재료로 사용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4) 유효열전도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부터 시
험 종료까지 지중 유효열전도도는 0.79%~1.46%의 
절대편차 내에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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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hermal response test results. 

 
Test 

length 
[hr] 

Grout thermal 
conductivity 

[W/m℃] 

Ground thermal 
conductivity

[W/m℃] 

Borehole #1 45 0.82 1.80 

Borehole #2 48 0.95 2.27 

Borehole #3 74 1.05 3.05 

Borehole #4 48 1.1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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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quential variations of ground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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