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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ple transient simulation of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nd thermal conductivity on its performance. The TRNSYS code with a simple water to 
water heat pump model was used to compare the COP variation of the system. A new ground heat 
exchanger called by semi-closed loop was proposed and constructed in the real site.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was measured using the test equipment developed by according to the line source 
model.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highly efficient thermal conductivity of the grout material 
could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system very well. And the new ground heat 
exchanger showed the increased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as the penetration water flow 
rate(PWFR) was increased. Therefore,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heat pump system using the 
proposed ground heat exchanger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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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k : 열전도도(W/m-K)
L : 보어홀 깊이(m)
m : 그래프의 기울기

Q : 입력 전력량(W)

1. 서 론

최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30년까지  

11%가 될 예정이며 이 계획에 의해 지열분야 역

시 현재 대비 50배 이상의 보급이 예상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냉난방 에너지 열원으로서의 

지열은 신재생에너지 중에 투자비 회수기간이 가

장 짧은 열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용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에 대한 보급 및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에서 지중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는 히트펌프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초기 설치비를 결정하는 핵심기기이다.(2) 현재 지

중열교환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열원 또는 설치형식에 따라 구분된다.(3) 다양한 

형태 중에서 국내의 경우에는 설치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직 밀폐형이 가장 널리 채택이 되

고 있으며 이 방식은 지하로 약 100~200 m 정도 

천공된 보어홀에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수직으로 매설하는 방법으로서 아래쪽 말단에는 

2차 유체 순환을 위한 U 밴드가 연결되며 보어



홀과 파이프 사이에는 그라우트(grout)로 채우게 

된다. 이같은 수직 밀폐형의 지중열교환기는 브

라인과 같은 2차 유체가 히트펌프 시스템의 열교

환기와 파이프 내에서만 순환하는 밀폐형과 지하

수가 열교환기 및 파이프내를 직접 흐르게 하는 

개방형으로 또한 구분된다. 
수직형 지중열교환기의 성능은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내를 순환하는 유체와 이 파이프 주위의 

매질간의 열전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 따라서 

지중열교환기의 성능 향상에는 파이프 주위의 환

경 즉, 그라우트와 지중의 열전도도 및 보어홀의 

열저항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지열히트펌프의 적용성 확대를 위하

여 지열을 사용하면서도 실내로 냉매를 직접 전

송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적

용될 수 있는 고효율의 지중열교환기 개발을 목

적으로 이미 제안하고 기초 실험을 수행했던(4)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대해 근거의 보완과 검

증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2. 지중열교환기의 특성에 따른 

지열히트펌프 운전 성능 비교

2.1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열성능 분석 방법

지중열교환기의 열적인 특성, 즉 지중열교환기

의 유효 열전도도에 따른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연간 운전 특성을 조사하였다. 방법으로는 Shin 
et al.(5)이 냉방능력 약 80 kW 규모의 지열원 히

트펌프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TRNSED 모델링과 TRNSYS를 사

용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주요 설계 변수

에 따른 시스템의 연간 운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열히트펌프의 성능은 주어

진 성능곡선을 곡선맞춤(curve fitting)하여 적용하

였으며 수직 밀폐형의 지중열교환기 모델은 

TESS에서 TRNSYS용으로 개발한 “Type 557”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기상자료는 전국 16개 지역

의 20년 월평균 외기온 및 일사량을 근거로 

TRNSYS의 Type 54 (Weather data generator)를 사

용하여 생성하였다. 시스템의 설계조건으로서 지

열원히트펌프 시스템의 정격 난방 COP는 부하측 

유입수온과 열원측 열매체 유입온도가 각각 45℃
와 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격 냉방 COP는 

각각 12℃와 25℃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1 TRNSED input screen for ground heat 
exchanger

Fig. 1은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채택함으로

써 특별히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지중열교환기

의 충진재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수 입력 창

을 보인 것이다.

2.2 열성능 분석 결과

대전에 위치한 연 면적 1700 m2의 사무실 건물

을 대상으로 냉방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기간은 난방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냉난방 

시스템의 냉난방 부하는 Fig. 2와 같이 나타났으

며, 그림의 부하를 누적한 연간 총 난방부하는 

117.0 GJ로서 총 냉방부하 113.1 GJ에 비해 4%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은 지중열교환기 그라우트의 종류에 따른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월별 COP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며 그림에 표시된 각 그라우트의 열전도

도는 TRNSYS 프로그램의 모듈로부터 추출한 것

이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열전도도가 0.35 
W/m℃인 dry light soil을 기준으로 2배 혹은 3배
의 크기를 가진 cement mortar와 damp light soil의 

경우를 비교하면 열전도도가 약 2.5배 증가함에 

따라 연중 운전의 COP가 20% 이상 상승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하계 운전시에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 나타내지는 않

았으나 열전도도가 0.35 W/m℃인 dry light soil을 

기준으로 각각 약 7배와 10배의 크기를 가진 wet 
sand와 dense rock 경우를 비교하면 연중 운전의 

COP가 약 35% 이상 상승하였으며 특히 8월 하

계 운전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약 45%로 나타났

다. Fig. 4는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인 것으로

서 지중열교환기의 성능 즉, 열전도도에 따라 히

트펌프 시스템의 운전 성능이 크게 변화하며 특

히 냉방 운전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2 Anual heating and cooling load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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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성능시험

3.1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선행 연구(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 다룬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는 기존의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와 형태는 동일하나 그라우

트 부분으로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추가되어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 표시된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는 하계 운전을 묘사한 것(Fig. 5의 

(a))이며 실제 운전시 공급되는 물은 Fig. 5의 (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중열교환기가 설치된 장

소에서 취출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된다.

3.2 시험 장치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장 열응답 시험 장치를 

Fig. 6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

이 시험 장치는 시험용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와 

일정한 열량을 공급하는 가열장치, 유체 순환펌

프, 데이터 취득 및 처리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는 Fig. 7에 상세히 나타

낸 바와 같이 32A의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였으

며 15A의 엑셀관에 약 4 m 간격으로 물 흐름용 

노즐을 만들어 투수용 파이프로 사용하였다. 보
어홀의 직경과 깊이는 각각 0.15 m와 약 150 m
이며 그라우트 재질로는 쇄석을 사용하였다. 가
열장치는 지중열교환기 순환유체에 약 10 kW의 

열량을 가하는 전기히터와 단열된 수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브라인 순환을 위해서는 펌프를 사용

하였고 투수용 물은 별도의 펌프를 사용하지 않

고 수도로부터 공급된 시수를 사용하였다. 가열

장치는 지중열교환기 순환유체에 약 10 kW의 열

량을 가하는 전기히터와 단열된 수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인 순환을 위해서는 펌프를 사용하

였고 투수용 물은 별도의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로부터 공급된 시수를 사용하였다. 
순환 유체의 양은 질량유량계(RHEONIX, RHM 

12GNT)를 사용하였으며 투수량(penetration water 
flow rate, PWFR)의 역시 질량유량계(Micro 
Motion, F02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rine

Water

Heat

Water

(a) (b) 
Fig. 5 Semi-closed loop ground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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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of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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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ecifications of semi-closed loop ground 
heat exchanger

순환 유체의 온도 측정에는 4선식의 RTD를 사

용하였으며 투수와 실내 공기온도는 열전대(T 
type)를 사용하였다. 가열열량은 전력량계(ELCon 
trol사, VIP 39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온도와 

전력량 및 질량유량계의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장치(HP, HP34970A)로써 저장하고 

처리하였다. 

3.3 실험 방법

일반적으로 현장 열응답 시험에서 대두되는 문

제는 시험 수행 시간이며 실제 현장 시험시간을 

증가시켜가면서 그라우트와 지중의 유효 열전도

도를 측정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대체로 50시간 이상 측정하면 만

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라인 소스 모

델을 사용할 때의 오차도 줄일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투수

량을 0.0 ton/h부터 0.2 ton/h씩 증가시키면서 약 

48시간 이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온도, 유량 및 

전략량을 1분 간격으로 저장하였다. 그리고 측정 

결과는 라인 소스 모델에 근거한 다음의 식으로

부터 유효 열전도도를 계산하였다.

  
                (1)

4. 시험 결과 및 고찰

선행 실험 결과에서는 투수량이 0.4 ton/h에서 

0.6 ton/h으로 변화할 때 지중의 열전도도가 급격

하게 상승하였으며 0.8 ton/h으로 증가할 때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함을 발표하였다.(4) 이같은 실험 결과의 

재확인과 수돗물을 이용하여 투수함에 따라 변화

하는 투수량의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 

방법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투수 부분에도 적

산 유량계 대신 질량유량계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은 시간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입.출구에

서의 순환유체의 온도와 이를 평균한 값 및 전력

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엑셀관을 

통한 투수가 없는 경우로서 약 60시간 정도의 측

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실험 

시작 약 400분 이후부터는 입.출구 온도차가 거

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Fig. 9와 10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로그값으로 변환된 시간에 따른 순

환 유체의 평균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선
행 연구와 동일하게 400분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구한 유효 열전도도는 그림에 표시된 3.11 
W/m-K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의 3.21 W/m-K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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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input power 
with time (PWFR=0.0 to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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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s of temperature with logarithm 
time scale and obtained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PWFR=0.0 ton/h)

Fig. 11은 엑셀관을 통한 투수량이 0.2 ton/h일
때의 시간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입.출구에서의 

순환유체의 온도와 이를 평균한 값과 전력량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약 60시간 이상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역시 약 400분 이후에는 지

중열교환기 입.출구의 온도차가 일정하게 유지됨

을 볼 수 있다. Fig. 12는 열전도도 측정을 위한 

순환유량과 투수유량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순환

유량의 경우는 매우 일정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

는 반면 투수량은 약간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13은 0.2 ton/h의 투수량의 경우에 대해 

로그값으로 변환된 시간에 따른 순환 유체의 평

균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구해진 기울기를 

이용하여 구한 유효 열전도도는 3.33 W/m-K로 

나타났다. 
Fig. 14와 15는 투수량이 각각 0.4 ton/h, 0.6 

ton/h의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이며 시간에 따른 

온도와 기울기로부터 구한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투수량을 0.6 ton/h까지 증가시키면

서 구한 유효 열전도도는 Fig. 16에 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중의 유효 열전도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투수량 시험 범위(0.6 ton/h)
내에서 5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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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input power 
with time (PWFR=0.2 ton/h)

0

5

10

15

20

25

30

3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3200

시간(min)

유
량

(k
g
/m

in
)

105() 순환유량 106() 투수유량

Fig. 12 Variations of flow rate of main ciculation 
and penetration water (PWFR=0.2 ton/h)

y = 1.6317x + 21.07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6.5 6.7 6.9 7.1 7.3 7.5 7.7 7.9 8.1

시간(ln(min))

온
도

(o
C

)

평균온도 선형 (평균온도)

= 3.33 W/m℃

K = 히터부하

4*pi*Depth*slope

10,235

4*pi*150*1.6317
=

Fig. 13 Variations of temperature with logarithm 
time scale and obtained effective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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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Variations of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ground with PWF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열 이용 히트펌프 시스템의 

열성능에 미치는 지중열교환기의 영향을 알아 보

기 위하여 냉방능력 약 80 kW 규모의 지열원 히

트펌프 시스템이 적용된 연면적 1700 m2인 건물

을 대상으로 물 대 물 방식의 히트펌프 모델이 

적용된 TRNSYS를 사용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지중열교환기

의 그라우트의 종류(열전도도의 차이)에 따라 시

스템의 연중 COP가 크게는 45% 이상 변화가 발

생하였으며 특히 하계 운전에서의 성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중열교환기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한 

반밀폐형의 지중열교환기에 대하여 투수량에 따

른 지중의 유효 열전도도를 현장 열응답 실험을 

통하여 구한 결과 투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중

의 유효 열전도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

수량 실험 범위 내에서 50% 이상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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