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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nergy pile is a novel type of ground heat exchangers (GHEX’s) which sets up heat exchange pipes inside a 
pile foundation, and allows to circulate a working fluid through the pipe for exchanging thermal energy with the 
surrounding ground stratum. Using existing foundation structure, the energy pile can function not only as a structural 
foundation but also as a GHEX. In this paper, six full-scale energy piles were constructed in a test bed with various 
configurations of the heat exchange pipe inside large-diameter cast-in-place piles, that is, three parallel U-type heat 
exchangers (5, 8 and 10 pairs), two coil type heat exchangers (with a 500 mm and 200 mm pitch), and one S-type 
heat exchanger. During constructing the energy piles, the constructability of each energy pile was evaluated with 
consideration of the installation time, the number of workers and any difficulty for installing. In order to evaluate the 
thermal performance of energy piles, the thermal performance tests were carried out by applying intermittent (8 hours 
operating-16 hours pause) artificial cooling operation to simulate a cooling load for commercial buildings. Through the 
thermal performance tests, the heat exchange rates of the six energy piles were evaluated in terms of the heat exchange 
amount normalized with the length of energy pile and/or the length of heat exchange pipe. Finall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energy pile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s of heat exchange pipe by calculating demanded 
expenses per 1 W/m based on the thermal performance test results along with the market value of heat exchange pipes 
and labor cost.

 

요   지

에너지파일이란 새로운 형식의 지중열교환기로서, 건물의 기초 구조물인 말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삽입하고 

파이프 내부로 유체를 순환시켜 지반과 말뚝 매질사이의 열교환을 유도한다. 에너지파일은 기존의 기초 구조물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지지 기능과 지중열교환기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너지 구조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파일의 실증연구를 위하여 총 6가지 형태의 열교환 파이프가 삽입된 실규모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시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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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열교환 파이프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별 성능 및 시공성 비교를 위해 병렬 U형 3본(5쌍, 8쌍, 10쌍), 코일형 

2본(피치간격 200mm와 500mm), S형 1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6가지 형태의 열교환 파이프를 시공하면서 시공 소요 

시간, 인력 소요, 필요 부대시설,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각 형태별 시공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공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은 실제 상업 건물의 냉방 부하를 모사

하기 위하여 8시간 가동 16시간 휴지의 간헐적 가동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통하여 각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에너지파일 근입 깊이 및 열교환 파이프 길이로 정규화하여 

각 형태별 열교환 효율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형태별 에너

지파일의 시공비와 에너지파일 단위 길이 당 열교환 성능을 통해 1W/m 당 소요 비용을 산정하였다.

Keywords : Energy pile, Ground heat exchanger, Constructability of energy pile, Thermal performance test, 

Economic feasibility of energy pile

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극복과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

으로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의

정서 체제에 의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그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는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구축하고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

며 특히,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에너지공급원별 비중에

서 신･재생에너지가 11% 이상 담당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토목 및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공공기관이 신축

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

지 사용량의 1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

무화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의 

활용은 상기에 언급한 에너지 안보문제와 온실가스 배

출 제한 등 대외적인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 및 건물부분에서

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열에너지의 활용

은 최종 생산물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열을 생산하는 

직접이용 방법과 전기를 생산하는 간접이용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직접이용 방법은 지중의 연중 일

정한 온도를 열펌프(heat pump)나 냉동기(refrigerator)와 

같은 에너지 변환 기기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서 건물난방, 지역난방 등에 활용되어 건물부분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직접이용 

방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은 지열 열펌프 

시스템(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GSHP system)

이다. 이 기술은 열펌프와 지중에 설치된 지중열교환기

(ground heat exchanger)를 이용하여 냉방 시에는 건물 

내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고, 난방 시에는 지중의 열을 

실내와 온수에 공급함으로써 냉난방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환경청(US EPA, 1993)은 현재

까지 개발된 냉난방 시스템 중 지열 열펌프 시스템이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중열교환기로는 일반적으로 수직밀폐형 지중열교

환기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

기의 경우에는 시공을 위한 별도의 부지 필요 및 별도의 

시공비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보급과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응용 기술

로서 에너지파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에너지파일이

란, 기초 구조물로 이용되는 콘크리트 또는 강관 말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설치하고 파이프 내부에 유체

를 순환시켜 지중과의 열교환을 수행하는 구조물로서, 

구조물의 지지 기능 뿐 아니라 열교환기로서의 역할로

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Gao et al., 2008; 

Jun et al., 2009; Wood et al., 2009). 에너지파일은 기존

의 기초 구조물을 활용하므로 지중열교환기의 시공을 

위한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 없으며, 수직밀폐형 지중

열교환기 전체 시공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천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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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이미 에너지파일을 대규모 공공건

물에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Pahud and Hubbuck, 2007; 

Nam et al., 2007),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성능 향상 및 

주변 지반의 열환경 변화 등에 대한 연구(Li et al., 2006; 

Hamada et al., 2007)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냉

난방 가동에 따른 에너지파일 내부의 열응력 및 변형률

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된 사례가 있다(Laloui et al., 2003, 

2006; Bourne-Webb et al., 2009). 반면에 국내에서는 에

너지파일 관련 연구가 대부분 열교환 성능연구 등 초기 

단계의 연구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증 연구 및 

시공, 설계법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며, 실제 적

용 사례 역시 많이 부족하다(Baek, 2004). 또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PHC 말뚝, 강관 말뚝 등의 기성말뚝에 

치중해 있다(Park et al., 2007; Yu, 2008; Lee et al., 

2010).

본 논문에서는 최근 건축 구조물에 활용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현장타설말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다양

한 형태로 설치한 실규모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시스템

을 시험시공하고 시공법에 따른 시공성을 평가하였다.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은 열교환 파이프의 형상에 따라 

병렬 U형 3본(병렬 U형 5쌍, 8쌍, 10쌍), 코일형 2본(피

치간격 200mm, 500mm), S형 1본 등 총 6본을 시공하였

다. 또한 시공된 에너지파일에 대한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을 수행하여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열교환 효율을 평가하였다.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은 최적 운전온도 조건에서 지중

열교환기의 유출수 온도(EWT, Entering Water Temperature)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대상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량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업용 건물의 

하절기 냉방운용에 따른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항온수 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인공 냉방

부하를 간헐적으로(일일 8시간 냉방운용 - 16시간 휴지) 

적용하였다. 인공 냉방부하는 항온수 순환장치를 이용

하여 에너지파일의 내부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온도(LWT, 

Leaving Water Temperature)를 30℃로 유지시켜 건물 

냉방 가동을 모사하였다. 시험 결과를 통해 산정된 열교

환량은 에너지파일의 근입 깊이 및 삽입된 열교환 파이

프의 길이로 정규화하여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열교환 

효율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열교환 효율과 

재료비, 천공비, 시공비 등의 에너지파일 설치비용을 고

려하여 열교환 파이프 형태에 따른 현장타설 에너지파

일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2.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시험시공 개요

2.1 열교환 파이프 형태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 시스템의 성능은 삽입된 열

교환 파이프를 순환하는 유체와 열교환 파이프 주위의 

복합매질 즉, 파이프, 콘크리트, 철근망, 토양 간의 열전

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열교환 파이프와 복

합매질의 열전도도가 높을수록, 열교환 파이프와 복합

매질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할수록 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져 그 성능이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중열교환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열

교환 파이프와 복합매질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방

법은 시공 위치, 시공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

다고 판단하여, 열교환 파이프와 복합매질 사이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열교환 

파이프의 형태를 선정하였다.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은 

근입 깊이가 평균 약 30m로 기존의 수직밀폐형 지중열

교환기와 같이 150∼200m까지 깊게 시공되지 않아 지

중의 항온성을 이용하는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

어진다. 따라서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비해 약 10

배 이상의 큰 직경을 활용하여 많은 수의 열교환 파이프

를 설치하고 열교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열교환 파이프가 설치될 

경우 시공성 및 부착성의 문제와 인접 열교환 파이프 

간의 열간섭 현상으로 인해 열교환 효율이 저하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Park et al., 2013), 열교환 면적 

증대와 동시에 시공성 및 부착성, 열간섭 현상(열교환 

파이프간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총 6가지의 형태를 선

정하였다.

우선 국외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병렬 

U형 5쌍(Pahud and Hubbuck, 2007)의 형태를 선정하였

고, 이 형태에서 열교환 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시공성과 

열간섭 및 열저항 현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병렬 U형 

8쌍, 병렬 U형 10쌍의 형태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또한 

열교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열교환 파이프

가 철근망을 따라 나선 형태로 감아 내려가는 형태인 

코일 형태를 선정하여 시공성 및 열간섭 현상의 평가를 

위해 피치간격을 각각 200mm와 500mm로 구분하여 시

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공성과 열교환 면적 확보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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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and configurations of heat exchange pipe

Material property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Specification   
Inner diameter 21 mm

Outer diameter 27 mm

Configurations and total length

Parallel U-type 5 pairs 130 m

Parallel U-type 8 pairs 208 m

Parallel U-type 10 pairs 260 m

coil-type pitch 500 mm 101 m

coil-type pitch 200 mm 240 m

S-type 160 m

Table 2. Summary of geotechnical investigation

Depth Type of soil N value Characteristic

0.0m~6.0m Residual silty sand with gravel
5/30 ~ 18/30 

(Blow count/cm)
Wet condition with loose or dense relative density

6.0m~8.5m Weathered rock
50/10 ~ 50/4 

(Blow count/cm)
Very dense relative density

8.5m~30.5m Bed rock (gneiss) - Rock Quality Designation (RQD) of 61~100%

시에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된 S 형태를 선정하였다. S 

형태는 말뚝 전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상으

로서 철근망의 곡률반경과 동일한 곡률을 주어 부착성

을 확보하였다.

열교환 파이프의 재료는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와 유연성, 내식성, 내산성을 가져야 한다. 폴

리에틸렌(polyethylene)은 열교환 파이프의 재료로 사용

되는 가장 일반적인 파이프 재질이며(Bourne-Webb P. 

J et al., 2009; Brandl H, 2006),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

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 (2014)’ 에 의하면 

“지중열교환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순환 열매체(이하 ‘지중 순환수’)

의 누수 방지를 위해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폴리에틸

렌 파이프를 적용하여 에너지파일을 시공하였다. 고밀

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는 경량이며 취급이 쉽고, 절단 등

의 작업이 용이하다. 또한 강도가 크고 내식성, 내한성

이 크며 연결방법이 다양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열교환 파이프의 직경은 순환유체와 토양 사이의 열

전달뿐만 아니라, 유체 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

실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열교환 파이프의 

직경이 작으면 파이프 내의 유체가 난류유동(turbulent 

flow)을 하여 열전달이 향상되지만 펌프의 소비동력은 

증가한다. 반대로 직경이 크면 순환펌프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료의 가격 또한 상승한다. 또한 파이프 직경

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나 시공성도 동시에 고려되어

야 한다. 기존 국내외 에너지파일 시공사례에 의하면 일

반적으로 외경 25mm에서 32mm의 직경을 활용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 동력, 난류유동 구현, 시공성 

및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외경 27mm, 내경 21mm의 고

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최적의 열교환 파이프로 선

정하였다. 다음 Table 1에 선정된 열교환 파이프의 재원 

및 형태를 정리하였다.

2.2 현장 조건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시공을 위해 선정된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시험시공 부지이다. 시공 부지 

북동측에는 산이 위치하여 시공 부지 방향으로 능선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신선한 편마암으로 구성된 기반암

이 낮은 깊이에서 출현하였다. 지질조건을 파악하기 시

공 부지에서 약 20m 떨어진 위치에 30m 깊이의 시추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 결과 전반적으로 매립층이 두

껍게 분포하고 그 하부로 풍화대가 박층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추조사 결과는 Table 2에 나타

냈다.

시추조사 결과, 6m의 매립토, 2.5m의 풍화암, 22m의 

기반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타설 에너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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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laboratory test for residual silt sand

Water contents

(%)

Specific

gravity

Liquid/plastic limit Grain size analysis (%) Unified soil 

classificationLL (%) PI (%) No.4 No.10 No.40 No.200

9.5 2.66 NP NP 32.7 27.0 17.3 8.1 GW-GM

Table 4. Specifications of cast-in-place energy piles

Type Diameter (mm) Penetration depth (m) Number Configuration of heat exchange pipe

Large diameter 

cast-in-place

energy pile

∅1,500 mm 14.0 m 5

Parallel U-type (5 pairs, 8 pairs, 10 pairs)

Coil-type (pitch 200 mm)

S-type

∅1,500 mm 12.5 m 1 Coil-type (pitch 500 mm)

Fig. 1. Plan view of test bed with six cast-in-place energy piles

일이 시공된 부지에서는 3m의 매립토, 2m의 풍화토, 9m

의 풍화암이 출현하였다. 최하부의 기반암은 코아회수

율은 100%, 암질지수는 61∼100%로 매우 신선한 편마

암류로 판단되었다. 상부의 매립토에 대해서는 기본물

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상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말뚝은 경암층 전까지

의 깊이인 14m 심도로 시공하였으며, 현장타설 에너지

파일 직경은 부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1,500mm로 선정

하였다. 단, 피치간격이 500mm인 코일형의 열교환 파

이프가 삽입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시공한 지반은 

경암층이 일찍 출현하여 12.5m까지만 천공하였다. 에너

지파일 시공 후 에너지파일 상부에는 1.5m 두께의 배수

용 모래층과 주차장 보도블럭을 시공하였으며, 현재 주

차장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시공된 에너지파일의 제원

은 Table 4에 나타냈다.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배치도는 

Fig. 1에,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형태 및 구조는 Fig. 

2에 나타냈다.

3. 현장 시험 시공

3.1 열융착 작업

본 연구에서 계획한 다양한 열교환 파이프의 형태 중 

S형을 제외한 병렬 U형 및 코일형의 열교환 파이프는 

현장에 롤(roll) 또는 직선 형태로 반입되기 때문에 철근

망 부착 전에 설계된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 열융착 작업

을 수행해야 한다(Fig. 3). 열융착 작업은 가열된 열판을 

이음관에 밀어 넣고 일정시간 유지한 후, 파이프를 이음

관에 연결하여 가압 및 용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에

너지파일은 지중에 매설된 후에는 향후 보수 및 보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열융착 작업을 수행

해야 한다.

3.2 열교환 파이프 철근망 부착

병렬 U형 및 S형 열교환 파이프는 철근망에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 후 케이블 타이 및 철선을 이용하여 부착

된다. 병렬 U형 5쌍의 열교환 파이프는 철근망의 외부 

전단면을 활용하는 형태로 부착되었다. 병렬 U형 8쌍은 

5쌍은 철근망 외부에, 나머지 3쌍은 철근망 내부에 부착

되었으며, 병렬 U형 10쌍은 5쌍은 철근망 외부에, 나머

지 5쌍은 철근망 내부에 부착되었다. 마지막으로 S형의 

열교환 파이프는 1쌍이 철근망 반단면을 차지하는 형태

로서(Fig. 2(d)) 총 2쌍이 철근망 외부에 부착되었다. 

Fig. 4는 병렬 U형 및 S형 열교환 파이프의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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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llel U-type 5 pairs (b) Parallel U-type 8 pairs

(c) Parallel U-type 10 pairs (d) S-type

Fig. 2. Configurations of six cast-in-place energy p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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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il-type pitch 200 mm (f) Coil-type pitch 500 mm

Fig. 2. Configurations of six cast-in-place energy piles (Continued)

  

Fig. 3. Hot plate bonding operation of heat exchange pipe

  

(a) Marking installation position of heat exchange pipe (b) Attachment of heat exchange pipe (Outside of rebar frame, U-type)

Fig. 4. Attachment process of heat exchange pipe to energy piles (parallel U-type and S-type)

순서를 나타낸 모습이며, Fig. 5는 열교환 파이프 설치 

후 모습을 나타냈다.

코일형 열교환 파이프의 설치작업 순서는 Fig. 6에 나

타냈다. 코일형의 경우에는 열교환 파이프가 철근망을 

나선 형태로 감아 내려가는 형상으로 인하여 철근망을 

크레인으로 인양한 후, 인력을 이용하여 열교환 파이프

를 철근망에 감으면서 부착하였다. 따라서 작업인원은 

병렬 U형 및 S형 열교환 파이프보다 증가하였으며 크레

인의 유무 조건에 따라 시공이 제한된다. 



12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1권 제5호

  

(c) Attachment of heat exchange pipe (Inside of rebar frame, U-type) (d) Attachment of heat exchange pipe (S-type)

Fig. 4. Attachment process of heat exchange pipe to energy piles (parallel U-type and S-type) (Continued)

  

(a) Parallel U-type 5 pairs (b) Parallel U-type 8 pairs

  

(c) Parallel U-type 10 pairs (d) S-type

Fig. 5. Assemblage of energy piles (parallel U-type and S-type)

시공결과, 타 형태와 비교하여 병렬 U형 8쌍 및 병렬 

U형 10쌍과 같이 열교환 파이프를 내부 철근망에 고정

할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증가하였고 부착에도 어려움

이 있었다. 또한 병렬 U형의 경우에는 열교환 파이프가 

병렬로 부착되어 설치 완료 후 유출･유입구의 개수가 

많고 서로 복잡하게 엉켜 배관 연결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철근망 매설 후에도 같은 쌍끼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반면에 S형은 철근망의 곡률

을 고려하여 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형태이므로 시

공성과 부착성이 매우 뛰어났으며 열교환 파이프 부착 

소요시간도 가장 적었다. 코일형도 일단 열교환 파이프

를 철근망에 감아 놓은 후에는 부착이 용이하였으나, 철

근망 부착을 위한 작업인원의 증가 및 크레인 등의 요구

조건이 발생하였다. 각각의 열교환 파이프 설치 시 유의

사항 및 소요시간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단, Table 5

는 열교환 파이프를 철근망에 부착하는 공법에 대한 평

가이며, 열교환 파이프의 제작 방법이나 양생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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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ting rebar frame (by crane) (b) Winding heat exchange pipe

  

(c) Attachment of heat exchange pipe (d) After attachment 

Fig. 6. Attachment process of heat exchange pipe to coil-type energy piles 

Table 5. Summary of attachment procedure of heat exchange pipe  

Type Installation procedure Workers
Working time for attachment

(time per pile length)
Note

U-type 

5 pairs
- Marking installation position 

- Fixing-up heat exchange pipe 

to outside of rebar frame (Cable 

tie or wire)

- Fixing-up heat exchange pipe 

to inside of rebar frame

2 people

75 min

(5.36 min/m)
- 15 min for 1 pair when 

attaching to outside of 

rebar frame

- 20 min for 1 pair when 

attaching to inside of 

rebar frame

- Necessary to identify 

both inlet and outlet 

- Required installation 

time increase when 

attach to inside of  

rebar frame

U-type 

8 pairs

135 min

(9.64 min/m)

U-type 

10 pairs

175 min

(12.5 min/m)

S-type

- Marking installation position 

- Fixing-up heat exchange pipe 

to outside of rebar frame

2 people 60 min (4.28/m)

- Attachment quality 

and constructability 

are excellent

Coil-type 

pitch 500 mm
- Lifting-up rebar frame by crane

- Winding heat  exchange pipe to 

outside surface of rebar frame

- Fixing-up heat exchange pipe

5 people

60 min (4.80 min/m)
- Need of sufficient 

number of workers 

and crane

- Attachment quality is 

excellent

Coil-type 

pitch 200 mm
100 min (7.14 min/m)

3.3 철근망 근입 및 콘크리트 타설

열교환 파이프를 철근망에 부착한 후, 철근망 근입 및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며 작업 순서 및 과정은 Fig. 

7에 나타냈다. 철근망 근입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열교환 

파이프의 손상과 파이프 내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U형 열교환 파이프는 같은 쌍의 유입･유

출구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4.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

4.1 시험 조건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냉방 가동 시의 열교환 성능 평

가를 위하여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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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ring (b) Lifting-up rebar frame (c) Inserting rebar frame

(d) Concrete pouring (e) Removing casing (f) After construction

Fig. 7. Overall procedure for cast-in-place energy pile construction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은 최적 운전온도 조건에서 

에너지파일 지중열교환기의 유출수 온도 변화를 파악

함으로써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즉, 건물 냉방부하를 모사하기 위해 항온수 순환 장치를 

통해 에너지파일 내부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온도(LWT)

를 30℃로 유지시키면서 유출수 온도의 변화를 파악한

다. 시험결과를 통해 산정된 열교환량은 에너지파일의 

근입 깊이 및 삽입된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로 정규화하

여 에너지파일 단위 길이 당 열교환 성능(W/m) 또는 열

교환 파이프 단위 길이 당 열교환 성능(W/m)으로 표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업용 건물의 하절기 

냉방운용에 따른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인공 냉방부하를 간헐적으로 (일일 8시간 냉방

운용 - 16시간 휴지) 적용하였다.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통해 산정되는 에너지

파일의 열교환량()은 순환수의 유입수 온도 ()와 

유출수 온도()의 차와 순환유체의 질량유속( ), 비
열()의 곱으로 Eq. (1)과 같이 표현된다.

× ×   (1)

4.2 열교환 성능 평가 결과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은 1주일씩 수행되었으며, 

각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시험결과는 Fig. 8∼13에 나타

냈다. 시험 결과는 시간에 따른 유량 및 입출구 온도 변

화와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

였다. 1주일간의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동안 현장

타설 에너지파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1.5m 떨어진 지

점 즉, Fig. 1의 관측공 A와 B에서 지반의 온도를 깊이

별로 측정하였다. 관측공은 PVC 파이프에 1m, 2m, 3m, 

5m, 7m, 9m, 11m, 13m, 15m 깊이에 열전대를 부착한 

후, 천공홀에 삽입하여 현장시험 전에 설치하였다. 측정 

결과, 1주일간의 간헐적 냉방 가동으로 인한 지반의 온

도변화는 열원으로부터 1.5m의 범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1주일 냉방 가동에 따른 인접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간의 열간섭은 없다고 판단하여, 매주 연속

적으로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과정에서 유입수의 온도가 30℃로 정확하게 유

지되지 않고 최대 ± 0.6℃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항온

수조의 성능 및 현장 조건에 의한 오차이다. 그러나 유

입수의 온도에 따라 유출수의 온도도 변화하는 도중에 

유출입수의 온도 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유

입수 온도의 오차는 현장시험의 주된 목표인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 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에

서 유출수 온도가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

상을 보였는데, 시스템 정지 이후 항온수 순환 장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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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outlet temperature and flow rate

  

(b) Heat exchange amount

Fig. 8. Results of 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 for coil pitch 500 mm energy pile

(a) Inlet/outlet temperature and flow rate

(b) Heat exchange amount

Fig. 9. Results of 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 for coil pitch 200mm energy pile

부의 잔열로 인해 가열된 온수가 순간적으로 역류하면

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코일형 피치간격 

500mm)과 마지막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S형) 수

행 시작일은 약 7주 정도 기간 차이가 있다. 이 기간 동

안 1주일 평균 대기온도가 약 5℃ 정도 감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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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outlet temperature and flow rate

(b) Heat exchange amount

Fig. 10. Results of 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 for parallel U-type energy pile (5 pairs)

(a) Inlet/outlet temperature and flow rate

(b) Heat exchange amount

Fig. 11. Results of 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 for parallel U-type energy pile (8 pairs)

에너지파일 상부에 시공된 배수층과 주차장 보도블록

이 단열층 역할을 하여 지반 상부의 온도는 약 3℃ 정도

만 감소하였다. 또한, 지중 약 3m 깊이 이후부터는 지중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기온도로 인한 

오차는 시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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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outlet temperature and flow rate

 

(b) Heat exchange amount

Fig. 12. Results of 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 for parallel U-type energy pile (10 pairs)

(a) Inlet/outlet temperature and flow rate

 

(b) Heat exchange amount

Fig. 13. Results of cooling thermal performance test for S-type energy pile

현장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으로부터 각 에너지파일

의 1주일간 평균 열교환량과 에너지파일 근입 깊이 당 

열교환 성능( ), 그리고 열교환 파이프 단위 길이 당 

열교환 성능()을 Table 6에 요약하였다. 또한 병렬 

U형 5쌍의 열교환 성능을 기준으로 각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열교환 성능에 대한 상대적인 비를 산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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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ion of heat exchange amount per pile and pipe length

Type
Length of pipe

Heat exchange 

amount

Heat exchange amount 

per pile length

Heat exchange amount 

per pipe length

 Ratio  (W)    (W/m) Ratio Rank     (W/m) Ratio Rank

Coil-type 

pitch 500 mm
101 m 0.78 3152 248.19 1.08 D 31.21 1.26 A

Coil-type 

pitch 200 mm
240 m 1.85 3995 285.36 1.24 A 16.65 0.67 E

U-type 

5 pairs
130 m 1.00 3217 229.79 1.00 F 24.75 1.00 B

U-type 

8 pairs
208 m 1.60 3712 265.14 1.15 C 17.85 0.72 D

U-type 

10 pairs
260 m 2.00 3902 278.71 1.21 B 15.00 0.61 F

S-type 160 m 1.23 3261 232.93 1.01 E 20.38 0.82 C

교하였으며, 열교환 성능에 대한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순위를 A∼F 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에너지파일 내부에 삽입되는 전체 열교

환 파이프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에너지파일이 지반과 

열교환을 통해 획득하는 열량은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냉방 열교환 성능 비교 결과, 코일형 피치

간격 200mm가 피치간격 500mm 보다 2배만큼 긴 길이

의 열교환 파이프가 삽입되어 있으나  은 1.2배 차

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즉, 코일형태에서 에너지파일

의 열교환 성능은 삽입된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와 단순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에너지파일 내부에 삽

입되는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접 파이

프 루프 간 피치간격이 작아져 열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지반과 에너지파일 사이의 열교환 효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간섭은 코일형 피치간격 

200mm의 (0.67)가 피치간격 500mm의 (1.26)

에 비해 50%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병렬 U형태 에너지파일은 내부에 삽입된 열교환 

파이프 길이가 1.6배, 2배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은 

1.15배, 1.21배로 증가하며, 은 병렬 U형 5쌍에서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즉, 병렬 U형 에너지파일에서도 

삽입된 열교환 파이프 길이가 증가할수록 열간섭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너지파일 설계 시 삽입

되는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 및 형태 이외에도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열간섭과 이로 인한 열교환 효율 저하를 

고려해야 하며, 냉난방시스템의 목표 설계 부하량과 함

께 시공성 및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피

치간격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병렬 U형과 코일형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병

렬 U형에서 열교환량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코일형

은 순환수가 직렬로 흐르는데 반해 병렬 U형은 순환수

가 병렬로 분산되어 흐르면서 관 이음새 및 구부에서 

수두손실이 커지고, 이에 따라 열교환 효율 역시 저하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열간섭 현상으로 인한 

열교환 효율 저하와 비교하여 병렬 연결로 인한 열교환 

효율 저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열교환

의 성능은 삽입된 파이프의 길이와 파이프 간 피치간격

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 본 연구에서 

고려한 1.5m 직경의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내부에 병렬 

U형의 열교환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10쌍 이상의 열교

환 파이프 삽입은 불가능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넓은 열

교환 면적 확보에는 코일형 열교환 파이프가 더 큰 장점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4.3 경제성 비교 평가

경제성 분석은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에너지파일의 

시공비용을 산정한 후,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통

해 평가된 열교환 성능을 고려하여 1W/m 당 소요 비용

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에너지파일의 시공

비용은 천공비, 그라우팅 및 열교환 파이프의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

이 다른 일반적인 지중열교환기와는 달리 에너지파일

은 기존에 시공되는 말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천

공비용이나 그라우트 비용이 소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 파이프의 재료비와 시공 시 투입

되는 작업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열교환 파이

프 형태별 에너지파일의 시공비용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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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construction cost per unit heat exchange rate

Table 7.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of cast-in-place energy piles

Type Material cost Labor cost Crane lease cost
Construction cost 

of energy pile

Coil-type 

pitch 500 mm
111,100 Won

6,000 Won/person/hr ✕ 5person

✕ 1hour = 30,000 Won

250,000 Won/hr

✕ 1hour = 250,000 Won
391,100 Won

Coil-type 

pitch 200 mm
264,000 Won

6,000 Won/person/hr ✕ 5person

✕ 1.7hour = 51,000 Won

250,000 Won/hr

✕ 1.7hour = 425,000 Won
740,000 Won

U-type 

5 pairs
295,000 Won

6,000 Won/person/hr ✕ 2person

✕ 1hour = 12,000 Won
- 307,000 Won

U-type 

8 pairs
472,000 Won

6,000 Won/person/hr ✕ 2person

✕ 1.3hour = 15,600 Won
- 487,600 Won

U-type 

10 pairs
590,000 Won

6,000 Won/person/hr ✕ 2person

✕ 3hour = 36,000 Won
- 626,000 Won

S-type 880,000 Won
6,000 Won/person/hr ✕ 2person

✕ 1hour = 12,000 Won
- 892,000 Won

먼저 열교환 파이프의 재료비는 시험시공시 적용된 

견적을 바탕으로 미터 당 1,1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인

건비의 경우 Table 5를 기준으로 일인당 6000원/시간으

로 계산하였다. 단, 열교환 파이프의 재료비에서 병렬 

U형은 U자 이음관 및 전자 소켓 이음관의 비용이 추가

되며, S형의 경우에는 미리 공장에서 가공 제작되어야 

하므로 단위 길이당 소요되는 재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가공 제작된 S형은 미터 당 5,500원으로 계산하였다. 마

지막으로 코일형 에너지파일의 시공시 필요한 크레인 

임대비는 80톤 크레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250,000원으

로 계산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된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에너지

파일의 시공비용은 Table 7에 정리하였다.

Table 7을 통하여 산정된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에너

지파일의 시공비과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통해 

분석된 열교환 성능을 고려하여 1W/m 당 소요 비용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4에 나타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코일형 에너지파일은 같은 코일형

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치간격이 작을수록 1W/m 당 소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치간격이 작아질수록 인접 파이프 루프간 

열간섭 현상이 발생하여 에너지파일의 전체적인 열교

환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코

일형태의 에너지파일 설계 시, 에너지파일 전체 열교환

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과도한 양의 열교환 파이프 삽입 

시 발생하는 열간섭과 1W/m 당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

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병렬 U형에서도 많은 양의 

열교환 파이프가 촘촘히 삽입될수록 경제성은 저하되

었다. 병렬 U형과 코일형을 비교하면 코일형 에너지파

일에서 크레인 임대비용으로 인해 1W/m 당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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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제성

을 보인다. S형은 열교환 파이프 부착등의 시공성은 매

우 뛰어났으나, 가공 제작되는 특이점으로 인하여 경제

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공성 및 시공 시간을 시간당 인건비 

또는 시간당 부대시설 임대비 형태로 환산하여 열교환 

파이프 형태에 따른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병렬 U형 5쌍, 코일형 피치간격 500mm, 

병렬 U형 8쌍, 병렬 U형 10쌍, 코일형 피치간격 200mm, 

S형 순서로 높은 경제성을 보였다. 단, 실제 에너지파일 

설계 및 시공 시에는 부대 시설, 시공성, 공사 기간, 건

물의 요구 부하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열교

환 파이프 형태를 선정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장타설말뚝을 지중 열교환 시스템

으로 활용하는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실증 연구

를 위하여 총 6본의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시험시공하

였으며,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시공성을 평가하

였다.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은 열교환 파이프의 형상에 

따라 병렬 U형 3본(5쌍, 8쌍, 10쌍), S형 1본, 코일형 2본

(피치 500mm, 200mm)을 시공하였다. 또한 시공된 에너

지파일에 대한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1주일간의 열교환량을 비교하였

다. 시험결과를 통해 산정된 열교환량은 에너지파일의 

근입 깊이 및 삽입된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로 정규화하

여 열교환 파이프 형태별 열교환 성능으로 표현하였으

며, 산정된 열교환 성능과 재료비, 천공비, 시공비 등의 

에너지파일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

환 성능 평가와 시공성 및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병렬 U형 8쌍 및 병렬 U형 10쌍과 같이 열교환 파

이프를 내부 철근망에 고정할 경우 소요시간이 증

가하고 부착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반면에 S형은 

시공성과 부착성이 매우 용이하며 부착시간도 적게 

소요된다. 코일형도 부착이 용이하였으나, 부착을 

위한 작업인원의 증가 및 크레인 등의 요구조건이 

발생하였다.

(2) 냉방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 결과, 에너지파일 내부

에 삽입되는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접 파이프 루프 간 피치간격이 작아져 열간섭 현

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지반과 에너지파일 사

이의 열교환 효율이 저하되었다. 즉, 현장타설 에너

지파일의 열교환 성능은 삽입된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이는 에너지파

일 설계 시 삽입되는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 및 형태 

이외에도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열간섭을 복합적

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성능은 삽입된 파이

프의 길이와 파이프 간 피치간격의 영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논문에서 고려한 1.5m 

직경의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내부에 병렬 U형의 열

교환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10쌍 이상의 열교환 파

이프 삽입은 불가능하였으며, 넓은 열교환 면적 확

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코일형 열교환 파이프가 

더 큰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경제성 분석 결과, 피치간격이 작을수록 발생하는 

열간섭으로 인하여 1W/m 당 소요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S형의 경우에는 열교환 파이프 부착등의 시공

성은 매우 뛰어났으나 가공 제작되는 특이점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단, 실제 에

너지파일 설계 및 시공 시에는 부대 시설, 시공성, 

공사 기간, 건물의 요구 부하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 적정 열교환 파이프 형태를 선정해야 할 것

이다.

(5) 시공성과 열교환 성능, 그리고 경제성을 복합적으

로 고려한다면 코일형 열교환 파이프가 타 형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병렬 U

형은 철근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시공성이 불량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병렬로 설치

된 파이프들은 추가적인 배관 연결 공사가 수행되

어야 한다. 또한 열교환 성능 측면에서도 수두손실 

및 열간섭 현상에 의해 열교환 효율이 저하되는 단

점이 있다. S형은 시공성 및 부착성이 매우 우수하

지만 가공 제작되기 때문에 열교환 면적 확보에 제

한이 있고 경제성도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코일형 열교환 파이프는 열교환 면적 확보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공성 및 부착성도 

크레인과 시공인원이 확보되는 경우에 양호하게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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