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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laboratory study on the thermal conduc- 

tivity of sand(silica, quartzite, limestone, sandstone, granite and masonry sand)-water mixtures 

used in ground heat exchanger backfilling materials. Nearly 260 tests were performed in a ther- 

mal conductivity measuring system to character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ermal conduc- 

tivity of mixtures and the water content.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hermal con- 

ductivity of mixtures increases with increasing dry density and with increasing water content. 

The most widely used empirical prediction models for thermal conductivity of soils were found 

inappropriate to estimat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unsaturated sand-water mixtures. An im- 

proved model using a exponential relationship to comput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dry sands 

and empirical relationship to assess the normalized thermal conductivity of unsaturated sand-water 

mixtur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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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c :  식(4)에서 상수, 1.78

 k :  열 도도 [W/mK]

 kr :  무차원 열 도도, 식(9)와 식(10) [-]

 q :  열선의 단  길이당 발열량 [W/m]

 r :  열선 반경 는 반경방향으로 거리 [m]

 Sr :  포화도 [-]

 T :  온도 [℃, K] 

  :  온도차 는 열선의 온도 상승 [℃, K]

 t :  시간 [s]

 w :  수분함량 는 함수비 [%] 

그리스 문자

  :  열확산계수 [m2/s]

  :  Euler 정수, 0.5772

  :  간극률(porosity) [-]

  :  도 [kg/m3]

하첨자

 d  :  건조상태(dry state)

 m  :  혼합물(mixture) 는 매질(medium)

 s :  고체 입자(soli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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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  포화상태(saturated state)

1. 서 론

지  토양의 열․물리  성질  열 도도는 

도로․비행장․건축물․각종 배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지 에 매설되는 동력 이블․냉온수 수

송 ․가스 수송  등을 설치하기 한 설계 과

정에서 요한 입력 정보다. 를 들면, 도로․비

행장 등의 포장 설계나 건축물 기 를 비롯하여 

각종 구조물의 기 를 설계할 때 동결심도(freezing 

depth)를 계산하는데 이때 지  토양의 열 도도

가 요한 인자다. 한 지 에 매설된 동력 

이블에서 열이 발생할 때, 이 열을 빨리 발산시

켜야 이블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온수 수송 인 경우에는  주변으로 열이 

손실되는 것을 최 한 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  토양의 열 도도는 매우 요한 인자  하

나다.

근래 들어 신․재생에 지 활용에 한 심 

증가와 함께 냉난방 겸용 시스템인 지열원 열펌

 시스템(ground-source heat pump systems)도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 

, 지 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는 

체 시스템의 성능과 기 투자비를 결정하는 

요 기기로서 수직형(vertical type)과 수평형 방식

(horizontal type)으로 구분된다. 두 방식은 모두 

열교환기 순환유체와 열교환기 주  토양간의 열

달이 원활할 때 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  열 도도는 매우 요한 변수

이며, 이 값에 따라 지 열교환기의 사양이 결정

된다.

지  열 도도를 산정하기 해 시공 과정에서 

획득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하거나 장에서 

직  측정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다. 수직형 

지 열교환기인 경우, 수직으로 천공된 보어홀

(borehole) 안에 주변 토양이나 암반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열 도도를 갖는 그라우 재료(주로 

벤토나이트-모래-물 혼합물)를 주입하기 때문에 

장에서 직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1) 이러한 장 시험에 의한 지  열 도도 

산정(2-4)이나 뒤채움재(벤토나이트계열과 시멘트 

계열) 자체의 열물성 측정(5-7)과 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국내외에서 발표되었다. 

반면 모래-물 혼합물과 같은 천연재료의 열

도도 측정이나 수평형 지 열교환기의 성능분석

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수 이다. 

Sohn
(8)
은 천연규사(silica sand)를 포함하여 4종

류의 모래를 상으로 건조시료, 포화시료 그리

고 불포화시료에 한 열 도도를 측정하고 결과

를 기존 상 식과 비교하 다. 

본 연구는 Sohn
(8)
의 연구의 연장으로, 비정상 

탐침법(transient hot probe method)을 용하여 

모래-물 혼합물의 열 도도를 측정하 다. 측정

을 통해, 시료의 간극률, 수분함량, 입자의 열

도도가 혼합물의 열 도도에 미치는 향을 고찰

하 다. 아울러 모래-공기-물의 3성분 혼합물 시

료에 해서는 측정 결과와 기존 상 식에 의한 

계산 결과를 비교하 으며, 측정 결과를 이용하

여 상 식을 도출하 다.

2. 측정 이론: 비정상 탐침법

비정상 탐침법은 시료에 삽입된 탐침(열선)에 

열량을 일정하게 공 할 때, 직선으로 나타나는 

시간  열선의 온도상승 계(lnt-)에서 직선

의 기울기와 공  열량 등을 이용하여 열 도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탐침법은 무한 선형열원 

이론(infinite line-source theory)(9)에 기 를 두

고 있다. 즉, 기온도가 균일한 매질(medium) 속

의 열선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도에 의해서만 

열이 달되는 1차원 열 도 문제에서 출발하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이때 열선의 단  길이당 발열량(공  열량)이 

q일 때, 반경방향의 임의 지 에서 온도분포를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2)

식(2)에서 분변수 x0(r
2
/4t)가 매우 작기 때

문에 지수 분 항을 식(3)의 근사식으로 표 할 

수 있으며, 다시 식(3)을 식(2)에 입하여 정리

하면 식(4)의 선형열원 모델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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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d
control unit
(MCU)

Materials
(sample)

Personal computer
with RS-232C cable

Container

Sensor probe with heaing wire
and thermocouples

Insulation

DC power adapter

(A)

(A) Sensor probe

T

1 32 4 5

1 Temperature sensor, 2 Heating wire,
3 Stainless steel tube, 4 K-type thermocouple,
5 K-type thermocouple(reference juction)

,T kΔ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and sensor probe 

for measuring thermal conductivity of 

sand-water mixtures.

Table 1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result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Reference

materials

k  [W/mK]
Error

[%]
Literature

value(11)
Measured

value

Glycerin 0.286 0.281 ±2.10

Water 0.600 0.608 ±1.67




∞









  


 (3)

   
      (4)

여기서 시간의 자연로그 값(lnt)에 하여 열선

의 온도 상승을 도시할 경우, 식(4)는 직선 형태

를 보인다. 따라서 식(4)의 기울기와 평균 열 공

량 등을 다음 식(5)에 입하면 시료의 열 도

도를 산정할 수 있다.

 

    
(5)

3. 측정 장비  방법

3.1 측정 장비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도시한 상용 측정 시스

템(TPSYS02, Hukseflux)을 이용하여 혼합물 시

료의 열 도도를 측정하 다. 측정 시스템은 제어

기 역할을 하는 본체(MCU, Hukseflux), 열선

(heating wire)과 열 (K-type thermocouple)가 

내장된 탐침(TP02, Hukseflux), 시료(samples) 그

리고 데이터 장용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측정 시스템의 열 도도 측정 범 는 0.1～

6.0 W/mK이며, 정확도는 ±3%이다. 여기에 열  

감도오차는 ±0.02 %/℃이다.

Fig. 1의 탐침(sensor probe)에서 시료와 

하는 부분의 길이와 직경은 각각 150 mm와 1.5 

mm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다. 이 탐침 안

에 2개의 열  이 용 되어 있다. 두 열

 , 탐침 끝에 용 되어 있는 열 (⑤)는 시

료의 기 온도를 그리고 열선(②)에 용 되어 

있는 열 (④)는 열선의 표면온도를 측정한다. 

측정 , 열선에 공 되는 열(q)은 열선 주변으

로 되며, 이때 두 열  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최종 으로 시간 경과와 온도차 그리

고 공  열량을 식(5)에 입하여 시료의 열 도

도를 산정하게 된다.

본 측정에 앞서, 측정 시스템의 신뢰성과 측정 

결과의 재 성을 확인하기 해, Table 1의 기  

시료를 상으로 상온에서 열 도도를 측정한 후 

문헌(10)에 제시된 값과 비교하 다. 각 기  시료

의 열 도도는 7회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값이

며, ±2.5% 내에서 문헌(10)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2 시료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합물의 주재료인 모래로 천연

규사(silica sand), 인조규사(quartzite sand), 인조석

회사(limestone sand), 인조사암사(sandstone sand), 

인조화강사(granite sand), 두 종류의 건축용 강

모래(masonry sand)를 사용하 다. 각 모래의 입

자크기는 0.02～2 mm이며, 체분석을 통해 균등

한 입자 크기를 갖는 모래를 주재료로 사용하

다. 체분석, 건조 시료의 도 측정, 포화 시료와 

불포화 시료의 수분함량 측정 등은 한국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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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turated state 

Fig. 2 Thermal conductivity of dry and saturated mixtures with respect to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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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ical measurement results of thermal 

conductivity with respect to water content.

(11-14)을 따랐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입자 도

와 열 도도(ks), 건조 도, 간극률(porosity), 수분

함량(water content)의 범 , 시료의 제조와 측정 

차 등은 Sohn(8)의 논문에 상세히 언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Kline(15)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측정 결과에 

향을 미치는 데이터와 변수의 편차들을 조합하여 

열 도도의 상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계산한 

결과 ±3.03% 다.

4. 결과  고찰

4.1 건조 시료와 포화 시료의 열 도도

Fig. 2는 건조 시료(Sr=0)와 포화 시료(Sr=1)의 

열 도도를 간극률()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간극률은 시료의 체 체 에 한 간극 

체 의 비로 정의되며,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6)

Fig. 2에서 간극률이 증가할수록 즉, 입자와 입

자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각 시료의 열 도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성분 혼합물 

시료의 간극 내 물질(공기와 물)은 고체 입자보

다 상 으로 작은 열 도도 값을 갖기 때문이

다. 한 건조 시료보다 포화 시료의 열 도도가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간극률이 같을 때, 입자의 

열 도도(ks)가 클수록 시료의 열 도도는 크게 

나타났다. 이상으로부터 2성분 혼합물 시료의 열

도도는 간극의 크기와 함께, 간극 내 물질 그

리고 입자 열 도도 등에 크게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다.

4.2 불포화 시료의 열 도도

Fig. 3은 3성분(모래-공기-물) 불포화 시료의 

열 도도에 한 형 인 측정 결과를 수분함량

(w)의 함수로 표 한 것이다. 여기서 수분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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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rmal conductivity of some sand-water mixtures as a function of degree of saturation(Sr) 

and dry density( ). 

함수비와 같은 의미이며, 불포화 시료의 간극에 

존재하는 물의 질량을 건조 시료의 질량으로 나

 값으로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림에서 수분

함량 값이 0인 경우는 완  건조상태(건조 시료)

를 의미하며, wsat은 완  포화상태(포화 시료)의 

수분함량 값을 의미한다. 체 으로 불포화 시

료의 열 도도는 건조 시료와 포화 시료의 열

도도 값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앞

의 2성분 시료와 마찬가지로, 간극률이 유사한 

경우(silica  quartzite)에는 입자의 열 도도가 

그리고 입자의 열 도도가 유사한 경우(quartzite 

 masonry A)에는 간극률이 혼합물의 열 도도 

변화에 큰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불포화 시료의 열 도도 측정 결과를 

포화도(degree of saturation, Sr)와 시료의 건조

도를 함수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모래 

입자 사이의 간극 체  , 물이 차지하는 체

의 비율을 포화도로 정의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이때 포화도는 수분함량과 간극률 

그리고 시료의 건조 도와 물의 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7)

Fig. 4에서 각각의 불포화 시료의 열 도도는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즉 간극 내 수분함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 다. 아울러 포화도가 같을 경

우 건조 도가 증가할수록, 즉 간극률이 감소할

수록 시료의 열 도도는 증가하 다.

4.3 기존 상 식에 의한 열 도도 측

Kersten
(16)
은 여러 종류의 토양(soil)에 해 동결 

상태(frozen state)와 미동결 상태(unfrozen state)

에서 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열 도도를 측정한 후 

상 식을 도출하 다. 이때 크기가 0.05 mm 이하

인 입자의 함유량이 50% 이상인 시료를 실트-

토질토(silt-clay soils)로,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질토(sandy soil)로 구분하 다. 본 실험의 시료

와 유사한 미동결 사질토(unfrozen sandy soil)에 

한 상 식은 다음과 같다. 

     ×


(8)

식(8)에서 건조 도인 d의 단 는 g/cm
3
이다.

Johansen
(17)
은 동일한 건조 도를 갖는 건조 토

양과 포화 토양의 열 도도를 이용하여 불포화 

토양의 열 도도(k)를 측할 수 있는 상 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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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ment results and the existing correlations for the thermal 

conductivity of soils.

식(10)에서 kr은 포화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무차

원 열 도도(normalized thermal conductivity)를 

의미한다.

식(9)에서 건조상태의 인조토양(crushed rocks)

의 열 도도는 식(11)로 그리고 건조상태의 천연

토양(natural soils)의 열 도도는 식(12)로 각각 

계산되며, 포화 토양의 열 도도는 식(13)으로 계

산된다.

  ± (11)

 

  
± (12)

    (13)

식(13)에서 kw는 물의 열 도도(0.60 W/mK)이

며, ks는 고체 입자(모래 입자)의 열 도도로서 석

(quartz)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4)

 ×     (15)

식(14)와 식(15)에서 kq는 석 의 열 도도이며, 

값은 7.69 W/mK이다.

Fig. 5는 기존 상 식에 의한 열 도도 계산결

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Kersten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는 본 실험결과

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Johansen모델은 상

으로 잘 일치하 다. 하지만 포화도가 낮은 역

(Sr<0.4)과 천연토양에 해서는 Johansen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도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

다. 이는 포화도가 낮은 역, 즉 3성분 혼합물의 

간극에 물보다 공기가 더 많은 혼합물이 열 도

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단된다.

기존 모델에 해 Farouki
(18)
는, 미동결 사질토

의 포화도가 0.2(20%) 이상일 때, Johansen모델이 

Kersten모델보다 더 정확하며 범 하게 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 다.

4.4 불포화 시료에 한 열 도도 상 식 도출

이상으로부터, Johansen모델은 시료의 성질에 

상 없이 Kersten모델보다 상 으로 정확한 값

을 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 입자의 석  함

량 값을 알아야만 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포

화도가 낮은 역에서는 오차가 다소 크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료를 상으로 열 도도를 측정한 후, 상 식

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상 식은 식(9)의 무차원 열 도도

에서 출발하 다. 식(9)를 구성하는 요소 , 완

 건조상태의 인조 모래와 천연 모래(강모래)의 

열 도도를 계산할 수 있는 상 식을 각각 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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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ment 

results and the calculated thermal con- 

ductivity values using the proposed cor- 

relation.

0 0.1 0.2 0.3 0.4 0.5 0.6 0.7
0.1

1.0

2.0

Eq. (17) Eq. (16)

Present study
 Crushed sands
 Natural sands

Kersten(16)

Johansen(17)

Smith(19)

0.5

k d [W
/m

K
]

Porosity, φ [-]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rmal conductivity 

and porosity for dry sands.

과 식(17)로 제시하 다. Fig. 6은 본 측정결과와 

문헌에 제시된 측정결과를 간극률의 함수로 나타

낸 그래 다. 

 ×  (16)

 ×  (17)

다음으로, 무차원 열 도도를 포화도의 함수로 

나타내고 곡선맞춤(curve fitting)을 하여, 식(18)

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상 식을 도출하 다. 이 

식에서 상수 는 3.52다. 

 


(18)

Fig.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 식을 용하여 

계산한 열 도도와 측정결과를 비교한 그림으로, 

±15% 범  내에서 잘 일치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형 지 열교환기의 보어홀

이나 수평형 지 열교환기의 트 치 뒤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래-물 혼합물을 상으로 열 도도를 

측정하 다. 아울러, 기존 상 식에 의한 계산결

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하 으며, 열 도도를 측

할 수 있는 상 식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조 시료와 포화 시료의 열 도도는 간극

률()이 증가할수록 즉,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

이 클수록 감소하 다. 

(2) 모래-공기-물로 구성된 불포화 혼합물 시료

의 열 도도는 포화도(Sr)가 증가할수록, 즉 간극 

내 수분함량(w)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아울

러 포화도가 같을 경우 건조 도(d)가 증가할수

록, 즉 간극률이 감소할수록 시료의 열 도도는 

증가하 다. 

(3) 포화도와 건조 도가 동일할 경우, 3성분 

혼합물을 구성하는 모래 입자의 열 도도(ks)가 

클수록 불포화 시료의 열 도도 값도 크게 나타

났다. 

(4) 기존 모델 , Johansen모델은 Kersten모델

보다 상 으로 잘 일치하 다. 하지만 포화도가 

낮은 역(Sr<0.4) 역에서는 본 실험결과와 다

소 차이가 있었다.

(5)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 식으로 계산한 열

도도와 측정결과는 ±15% 범  내에서 잘 일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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