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  시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

 : 보어홀의 단위 길이당 열전달량,
2[ / ]W m

 : 지중 열전도도 , [ ]kcal h m c⋅ ⋅

 : 지중 구성물의 열확산계수,
2[ / ]m s

 : 지중으로 투입된 열량, [ ]W

 : 보어홀의 깊이 , [ ]m

 : 로그변환 시간 온도 그래프의 기울기 값-

서 론1.
최근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

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에 대한 관심이(GSHP, Ground Source Heat Pump)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이내의 지중을 히트싱크나 히트소스로 이300m

용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
급하는 것으로서 열원의 이용 및 교환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되며 범용적으로 수직,
형 방식의 지중 열교환기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는 수직으로 천공된 보어

홀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자형 파이프를U
설치하고 파이프와 보어홀 벽면사이의 빈 공간,
을 채우는 그라우트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템 구성요소 중 지중 열교환기은 전체 시

스템의 성능과 초기 설치비를 결정짓는 주요한

기기이며 열교환기의 성능은 지중 열교환기 내,
부를 순환하는 유체와 파이프 주변 매질간의 열

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중 열교환기 설계.

국내의 주요 지역에서 밀폐형 열교환기의 열전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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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능 향상은 그라우트 재료 자체의 열 물성

치 보어홀 열저항 그리고 지반의 열전도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적용된다 지중 열교환기의.
열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입력값으,
로 하여 라인소스 모델을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네 지역 천안 대( ,
전 대구 전남 광주 에 설치된 지중 열교환기의, , )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장치 및 방법2.

실험 개요2.1
은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와 현장 열응답Fig. 1

시험장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과. Fig. 1
같이 지중에 자형 지중 열교환 파이프를 설치U
하고 열응답 시험장비를 연결하였다 열응답 시, .
험장비는 열원 전기히터 순환펌프 온도 및 소비( ), ,
전력 측정장치 데이터 로거로 구성되어있다 열, .
응답 시험의 원리는 열교환기 파이프 내부로 히

터에 의해 가열된 유체를 유입시켜 지중 열교환

을 통해 환수되는 유체의 온도차와 유량 에너지,
투입량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에서와 같이 지중 열응답 측정장비의 입Fig. 1 ·
출구 배관과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의 입출구 배·
관을 연결하고 파이프 내에 순환유체, (circulating

물 를 주입한다 펌프를 가동하여 파이프 내fluid- ) .
의 유체를 순환시켜 이물질과 공기를 완전히 제,
거한다.

Fig. 1 Schematic of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체를 순환시켜

지중 온도가 안정상태 에 도달하면 열(steady-state) ,
원을 투입하고 분 간격으로 온도 및 유량 에너1 ,
지 투입량을 측정하면서 지중 열응답 시험을 수

행한다.
은 지중 열응답 시험을 수행한 장소 및Table 1

설치된 지중 열교환기 사양을 정리 하였다.

Location
Items

Site A
(Cheonan)

Site B
(Daejeon)

Site C
(Daegu)

Site D
(Gwangju)

Borehole
Depth [m] 200 50 170 215

Diameter[ ] 152 152 152 152

Grout

material Bentonite Bentonite
Bentonite+Sili

ca- Sand
Bentonite+Sil

ica- Sand

Solids[%] 16.7 16.7 24 24

Thermal
conductivity

[W/m ]
0.658 0.658 0.879 0.879

Ground
heat

exchanger

Type Single U-tube
Single
U-tube

Single U-tube
Single
U-tube

Material
High-density
Polyethylene

High-density
Polyethylene

High-density
Polyethylene

High-density
Polyethylene

Pipe size[ ] 30 25 25 30

Thermal
conductivity

[W/m ]
0.42 0.42 0.42 0.42

Circulating fluid Water Water Water Water

Power injection[W] 2,140 2,490 2,160 2,560

Test duration time[hr] 22.9 44.9 38.4 40

Table 1 Summary of in-situ thermal response tests

실험 이론2.2
본 연구에서는 지중 열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라인소스 모델 을 적용(line-source model)
하였다.
라인소스 모델은 의 라인소스 이론에서Kelvin
발전되었으며 무한 영역의 열원에서 특정 지점의

온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보어홀을 무한히 긴

열원으로 가정하고 열전달을 보어홀과 지반의,
접촉면에서 일정한 열 유속으로 열원의 수직방향

으로만 열전달이 이루어지고 열원의 온도는 항,
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지반.
의 물성치는 항상 일정하며 지하수의 이동과 보,
어홀 끝단에서의 영향은 고려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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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의 라인소Ingersoll and Plass(1) Kelvin
스 이론을 식 과 같이 나타내었다(1) .

△  
 



∞ 



 (1)

식 에서(1) △ 는 열원으로부터 반경 인

지점의 초기온도 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율을 의미한다. 는 보어홀의 단위 길이당

열전달량 이며(specific heat transfer rate) , 는 지중

열전도도를 말한다 그리고. 는 로 정의되

는 지중 구성물의 열확산 계수이다.
위 식 은 에 의하여 순환유체와(1) Mogensen(2)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벽면의 열저항 과 일

정 시간동안의 동일한 열주입량과 온도변화에 의

한 지반의 유효 열저항을 고려하여 식 와 같이(2)
나타내었다.

  

 




 

 (2)

식 의 우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2)
열전달량과 열저항 값 열확산 계수가 시간에 대,
하여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열응답 시험의 시간,
이 충분히 긴 경우에는 식 는 식 과 같이 간(2) (3)
소화 시켜 표현할 수 있다.

A 


 ×  (3)

식 에서(3) △는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순환

유체의 온도변화율을 의미하며, 는 지중으로 투

입된 열량, 는 시간을 의미한다 식 을 열전도. (3)

도 값인 에 관하여 정리하면,

 


 × ××
(4)

식 에서 는 지중으로 투입된 열량이며(4) Q , 은

보어홀의 깊이 이고, 는 로그변환 시간 온도 그-
래프의 기울기 값이다.

유효 열전도도 산정3.

열전달 방정식3.1
는 보어홀 내부에서 파이프 사이의 간격u-tube

 만큼 떨어져 있고 파이프의 반경, 로 표시하

며, 는 그라우트의 열전도도 그리고 는 그라

우트 단위체적당 비열을 나타낸다 또한 그라우.
트 외부의 지중의 열전도도는  그리고 지중의,

단위체적당 비열은 로 표시한다 이는 일반적.

으로 지중 암반이나 토양의 열물성치와 그라우트

열물성치가 상이 하다는 것을 뜻한다.
는 일반적인 단면을 나타낸Fig. 2 single u-tube

것이며, 은 지중 입구측 온도를 나타내며 다,

른 파이프의 은 출구측 유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 Cross section of borehole in the u-tube
pipes are replaced by an effective radius

지중 열교환기 자관 파이프에 투입된 유체가U
순환하여 지중과 열전달하는 과정을 에너지 평형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위 식에서 은 지중 열교환기로 투입되는 유

체의 유량, 는 순환유체의 비열,   ,

 는 지중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 ,

    는 열 유속, 는 유효 파이프의

경계를 뜻한다.
위의 경계조건을 보어홀 전체 길이에 대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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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이전에 취득한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경계조건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지중 구성물의 복합적인 상황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 두 개의 파이프를 하나의 유효 파이u-tube
프로 가정한다 그리고 순환유체에서 지중까지의.
열전달은 파이프의 벽과 그라우트 그리고 지중,
순으로 열이 전달된다 따라서 순환유체와 지중.
사이의 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길이의 형태로 표1
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이상의 온도와 지중의 열물성치는 깊이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다 그리고 각 영역의 열 특성은.
지중의 구성물과 다른 기타 요인들에 의하여 변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또한 각 물성치.
(      는 보어홀의 전체 길이의)

평균값으로 표현한다.
위의 열전도 방정식을 보어홀의 전체 길이 

의 평균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열응답 시험에서 측정된 열 주입량  과 평균

온도를 입력값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주어진 문제의 해석을 위해 현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한차분모델과 Crank-
도식을 이용하였다Nico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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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response and power injection
with respect to elapsed time

실험 결과 분석4.

은 각 장소의 현장 열응답 시험에서 측정Fig 3
된 지중 열교환기 순환유체의 입출구 온도와 이·
들의 평균온도 지중으로 투입된 열 입력량을 각,
사이트 별로 나타낸 것이다 각 사이트의 초기.
지중온도는 Site-A 14.5 , Site-B 16.9 , Site-C℃ ℃

이었으며 시험 기준시점으로17.3 , Site-D 17.0 ,℃ ℃

부터 분이 지난 시점에서 포화상태가 이루어400
졌다.
식 식 의 라인소스 해석은 열응답 시(1) ~ (4)
험결과로부터 그라우트지중 혼합층의 열전도도/
를 계산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으나 데이터 적용,
구간에 따라 여러 가지 기울기가 산출될 수 있

다 그래서 순환유체 입출구의 온도차와 온도 상. ·
승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포화상태 구간에서의

기울기 값을 이용한다.
포화상태 구간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접선

의 기울기와 평균 열 입력량 보어홀 길이 등을,
식 에 대입하여 열전도도를 계산한 결과 각각(4) ,
2.33 W/m , 2.50 W/m , 2.75 W/m , 2.86 W/℃ ℃ ℃

임을 알 수 있다m .℃

본 열전도도에 비춰보면 사용된 그라우트 재료

의 열전도도가 증가할수록 지중에서의 열전도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는 현장 열응답 시험 결과와 계산에 의Table 2

한 열전도도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2 Summary of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국내 네 지역 천안 대전 대구( , , ,
전남광주 에 현장 열응답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
또한 열응답 시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
지중의 특성은 지역 및 땅속 깊이에 따라 물리

적 및 열적 성질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지.
중에서의 열전도도는 지중 열교환기 설치에 매우

큰 변수 중의 하나이다.
의 라인소스 이론을 적용하여 현장 열응Kelvin

답 실험을 통하여 지중 열전도도를 산정하고 실,
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적 계산을

수행하였다.
각 지역별로 지중 열교환기의 유효 열전도도는

그리고2.33 W/m , 2.50 W/m , 2.75 W/m℃ ℃ ℃

로 산정되었다2.86 W/m .℃

현장 열응답 시험결과와 수치 해석적 모델에

의한 유효 열전도도는 각 사이트 별로 대략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2%~4%
다.
지중 열교환기의 성능은 지중매질 지반 및 그(
라우트 재질 의 특성에 의존하며 열전도도가 우) ,
수한 그라우트 재료를 사용할 경우 지중 열전도

도는 증가하며 본 실험대상 의 경우 최소, Site
에서 최대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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