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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roundsourceheatpumpsystem canachievehighefficiencyofperformancebyutilizingannually

constantundergroundtemperaturetoprovideheatsourceforspaceheatingandcooling.Generally,thedepthof

constant-temperaturezoneunderthegrounddependsonsurfaceheatfluxandsoilproperties.Thedeeperthe

groundheatexchangerisinstalled,thehighertheheatexchangeratecanbeacquired.However,inorderto

optimallydesignthesystem,itisnecessarytoconsiderboththeinstallationcostandthesystem performance.

Inthisstudy,performanceanalysisofgroundsourceheatpumpsystemaccordingtothedepthhasbeenconducted

throughthe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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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지열 히트펌 시스템은 지 항온층과의

열교환을 통해 보다 효율 인 열원을 공 함

으로써 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이다.일반 으로 지표면 부근의 온도는 태양

의 복사열 외기온의 향으로 계 변동

이 크지만,지 5~10m 이하의 깊이에서는

그 지역의 연 기온과 비슷한 수 의 일정온

도를 유지할 수 있다.한편,항온층의 시작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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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표면 열복사 토양 조건에 따라 결

정되고,천공 깊이가 깊을수록 보다 효율 인

열원온도를 확보가 가능하다.하지만,천공

깊이의 증가가 열원온도 상승과 비례 계에

있지 않으므로,최 설계를 해서는 시공비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종합 분석이 필요

하다.

천공 깊이에 따른 지 채열량 열원온도

변화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시뮬 이션이나 실험을 통한

근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시뮬 이션에

의한 근 방법으로는 LineSourceModel이

나 실린더 모델에 근거한 해석 수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최근 연구로서,ZongheZheng

et.al.
(1)
은 수치시뮬 이션을 통한 U-tube열

교환기의 깊이,간격,지질조건등의 다양한 변

수를 통한 주변의 토양온도 변화를 분석하

고,MaeirZalmanOlfmanet.al.
(2)
은 시뮬

이션과 모델 실험을 통한 깊이에 따른 열

특성을 분석하 다.국내에서도 민경천(3)등

은 설계 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변수에 따른

지 열교환기 길이의 변화를 고찰하 고,실

험결과를 통해 각종 변수가 지 열교환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한,황 일
(4)
등

은 실증실험을 통해 수직형 지 열교환기의

깊이별 지 온도 변화를 분석하 고,선종철
(5)
등은 실증실험을 통해 깊이,거리별 지 온

도 분포와 순환수 치에 따른 온도분포 특성

을 분석하여,수직 폐형 지 열교환기의 채

열특성을 악하 다.

이처럼 지열시스템의 최 설계를 한 장

실험이나 해석 근에 한 연구들은 있으

나,지 열교환기와 순환수 토양내 열이동

을 정 하게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한 부

분의 해석 연구들은 지 열교환기의 평균 인

열교환 열량을 계산하므로 깊이별 채열특성의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지열설비

의 용량 결정이나 지 열교환기의 설계에 있

어,단순히 단 지열공당 채열량을 일률 으

로 산정하거나,지 열교환기 단 길이당 채

열량을 단순하게 결정할 경우 실제 채열량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지 열교환기의 채열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지표면 부근 태양 복사열

과 토양내의 열이동,지 열교환기내 순환수

의 열교환 등을 상세하게 재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자 등(6)은 지열시스템의 최 설계법

개발을 해,지 열이동 모델,지표면 열교환

모델,지 열교환기 모델을 조합한 지 채열

량 측 시뮬 이션을 개발하 다.본 시뮬

이션 수법의 타당성에 해서는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정확도가 확

인되었다.본 논문에서는 Casestudy를 통한

깊이별 채열특성 검토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 다.

개발 시뮬 이션 수법을 통해 지 열교환기

심도별 순환수 온도 채열 성능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수직 폐형의 시스템의 깊이별 채

열 특성을 악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선

행연구에서 개발된 해석 수법을 이용하여 심

도 20~300m의 지 열교환기에 해 채열량

평균열원온도를 계산하고 가장 효율 인

심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지 채열량 측 시뮬 이션

2.1시뮬 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 열교환기와 토양과의 열

교환 지 열교환기와 열교환기내 순환수의

열교환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선행연구

(6)에서 개발된 연성 시뮬 이션 수법을 이용

하여 채열량 모델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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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 수법은 지하수 지 열이동 해석

모델과 지 열교환기 해석모델,지표면 열교

환 해석모델을 연성하여 구축한 해석수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실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 다.토양 내 지 열 수분

이동의 해석은 유한요소법에 근거한 FEFLOW

를 이용하 다.이 코드는 지하수의 흐름이나

토양오염의 해석에 리 이용되는 해석코드로

서,토양내 고체상,액체상 기체상의 열,물질

에 지 보존법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

로 구성되어 있다.

지 열교환기 모델은 1차 류확산방정식

에 근거하 고,열교환기 이 내벽과 순환

수의 열교환량을 계산하여,각 지 의 순환수

온도와 지 으로 방출하는 열류량을 동시에

산출하는 비정상 계산을 실시하 다.식 (1)은

본 해석 모델에서 이용된 순환수 모델의 계산

식을 나타낸다.


















   (1)

여기서 T는 순환수온도(℃),ρ는 도(kg/

㎥),U는 유속(m/s),P는 유량(l/s),λ는 열

도율(W/mK),C는 비열(J/kg℃),A는 면

(㎡),h는 열교환기내 순환수의 류열 달율

(W/㎡K)을 나타낸다.Fig.1은 지 열교환기

모델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지표면 열교환 모델은 표 기상데이터에 기

반하여 태양 장 복사 단 복사,지표면 장

복사, 류열 달,잠열이동을 이론식에 근

거하여 계산되는 모델이다.본 연구에서는 지

표면 부근에서의 열교환이 채열량에 향을

것으로 단하여 지 열교환기 모델과의

연성 계산을 실시하 다.지표면 열 럭스는

모델 상부 체면에 입력되어 그 향 범 는

심도 약 5m에 이른다.상세 계산모델에 한

설명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생략한다.

Fig.1Circulatorywatermodel

2.2해석 조건

Fig.2는 수직 폐형 지 열교환기를 모의

한 해석 모델을 나타낸다.40m×40m×100m

의 역 심에 직경 0.2m의 보어홀 역을

확보한 후,그 안에 지 열교환기(U-tube,32A,

내경 26mm,외경 32mm)를 삽입하고 보어홀

과 U-tube사이에는 콘크리트를 충진한 모델

을 재 하 다.정확한 채열량 측을 해

Tetramesh를 이용한 이 형상 재 을 실

시하 으며,토양 그라우트, 이 의 열물

성치를 Table1와 같이 각각 입력하 다.지

반 조건은 화강암으로 가정하여 기온도 1

6℃로 설정하 다.

열원매체인 순환수는 지 의 열교환 이

내부를 이동하면서 열교환을 하게 되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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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식(1))에 의해 순차 으로 열교환기 출

구온도를 포함한 각 Layer별 순환수 온도가

결정된다.

Fig.2SimulationModel

Porosity

Thermal

Conductivity

(W/mK)

Heat

Capacity

(MJ/m³K)

Granite 0.1 3.5 2.92

Concrete 0.001 1.5 2.8

U-tube 0.58 0.41 2.38

Table.1ThermalProperties

출입구 온도차(∆T)의 기치를 10℃로

설정하고 출구온도(Tout)-∆T가 5℃ 이하

가 되면 ∆T를 여서 입구온도를 5℃로 입

력하게 하는 연산로직으로 계산하 다. 이

를 통해 각 조건별 채열가능량 평균열원

온도를 산출하고 비교검토를 실시하 다.운

기간은 동계 3개월로 하 고 운 시간은

09:00∼ 18:00로 가정하 다.Table2에 시

뮬 이션 조건 계산 이스를 요약하여

정리하 다.

CalculationTool FEFLOW +Usersubroutine

GroundHeat
Exchanger(GHE)

SingleU-tube32A
BoreHole

ConcreteGrouting

Operation
Condition

Initial△T10℃
LimitationTemp.5℃

Domain 40m ×40m ×100m

Operation
12/1~2/28.3months

09:00~18:00

Flow rate 9.3L/min

SoilCondition
Granite(λ :3.5W/mK)
InitialTemp.16℃

CalculationCase
(GHELength)

Case1:20m,Case2:50m
Case3:100m,Case4:150m
Case5:200m,Case6:300m

Table.2Simulationconditions

3.시뮬 이션 결과

3.1열원온도 지 채열량 분석

Fig.3은수직 폐형지 열교환기깊이를 100

m로 설정한 Case3의 결과로서 1주일간의 순환

수 출입구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히트펌 시스

템의열원온도가되는순환수출구온도는운

기에 약 16℃를 얻을 수 있으나 지 채열로 인한

지 온도 하로 격히낮아지는 상을확인할

수 있다.다음날의 순환수 출구 온도는 회복되나

날의 시작온도보다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이것은 평균 열원온도 하로 이어진다.

결국 운 기간 3개월간의 평균 순환수 출구온도

는 10.4℃로 산출되었고 평균 출입구 온도차

채열량은 각각 5.4℃,34.9W/m로 나타났다.

Fig.3Fluctuationofcirculatorywater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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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는 각 이스별 3개월간의 일평균 채

열량(HeatExchangeRate,HER)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지 채열량은 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 온도 하로 감소하

지만 감소폭은 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ase1~6의 기간 평균 채열량은 각각

51.6W/m,45.2W/m,34.9W/m,27.7W/m,22.8W/m,

16.7W/m로 나타났다.

Fig.4Dailyaverageofheatexchangerate

3.2지 온도 변화 온도분포

Fig.5는 깊이 50m,100m,200m의 보어홀

로부터 0.5m떨어진 치의 1주일,1개월,3개

월의 심도별 온도변화를 각각 나타낸다.일

정 깊이 이하의 지 온도는 안정된 값을 나타

내고 있으나 지표면 부근에서는 외기온 지

표면 복사에 의한 향으로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상 으로 단 길이 당 채열량이 높

은 Case2의 지 온도 변화가 Case3 Case

4의 변화에 비해 큰 것을 알았다.

Fig.6은 지 열교환기 주변의 지 온도 변

화에 한 해석 결과로서 Case2의 깊이 1m

와 30m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심도 1m의

지 온도는 외기온의 향으로 체 으로 낮

은 온도를 보이며,보어홀과 심거리 2m의

온도차는 약 0.4℃의 차이를 나타냈다.한편,

심도 30m의 지 온도는 심도 1m에 비해 체

으로 높지만,보어홀과 심거리 2m의 온도

차는 약 1℃로 비교 큰 값을 유지하 다.이

것은 심도 30m에서 지 채열로 인한 열교환

기 주변의 온도 하가 지표면 부근의 그것에

비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5Undergroundsoiltemperaturevariationnearthe

groundheatexchanger

Fig.6Distributionofgroundtemperatureatthedepth

of1m and50m (Unit:℃ )

4.결과 고찰

Table3은 체 시뮬 이션 결과로서 각

Case의 평균열원온도 평균열원온도차,총

채열량 단 길이당 채열량을 비교하여 나

타낸다.지 열교환기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총 채열량(HeatExchangeRate,HER)은 증

가하지만,단 길이당 평균 채열량은 20m의

51.62W/m에서 300m의 16.65W/m로 차 작

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평균 열원온도(EWT)는 깊을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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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며 이것은 히트펌 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Fig.7은 각 Case별 총 채열

량 단 길이당 채열량을 각각 나타낸다.

Case
Depth

(m)

EWT

(℃)

Average

△T(℃)

Total

HER

(W)

Average

HER

(W/m)

1 20 6.6 1.6 1032.4 51.6

2 50 8.5 3.5 2261.0 45.2

3 100 10.4 5.4 3487.0 34.9

4 150 11.5 6.5 4157.2 27.7

5 200 12.0 7.0 4558.1 22.8

6 300 12.7 7.7 4994.0 16.7

Table.3SimulationResults

Fig.7SimulationResults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열시스템의 성능 특성 분

석을 하여 지 채열량 측 수법을 이용한

수치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지 열교환기 심도별 채열량 분석결과,평

균 열원온도는 심도가 깊을수록 높았으며,

총 채열량 한 높은 수 을 유지할 수 있

었으나 비례 계에 있지않음을 확인하 다.

(2)한편,각Case의단 길이당채열량은Case1

(심도 30m)의 51.62W/m에서 Case6(심

도 300m)의 16.65W/m까지의 수치를 나

타냈으며,심도가 얕을수록 단 길이당 채

열량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3)지 온도는 지표면에서 깊어질수록 안정

된 온도를 유지하 으며,보어홀 주변의

온도 하도 하게 나타났다.이것은

깊은 지 에서의 채열이 탁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실증 실험을 통한 측 모델의 개선과

굴삭비,열교환기 설치비 등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지열시스템의 최 설계수법을 구축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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