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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limited areal space for installation, borehole heat exchangers (BHEs) at depths deeper than 300 m are

considered for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in the urban area. The deep vertical closed-loop BHEs are

unconventional due to the depth and the range of the typical installation depth is between 100 and 200 m in Korea.

The BHE in the study consists of 50A (outer diameter 50 mm, SDR 11) PE U-tube pipe in a 150 mm diameter

borehole with the depth of 300 m. In order to compensate the buoyancy caused by the low density of PE pipe

(0.94 ~ 0.96 g/cm3) in the borehole filled with ground water, 10 weight band sets (4.6 kg/set) were attached to the

bottom of U-tube. A thermal response test (TRT) and fundamental basic surveys on the thermo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 were conducted. Ground temperature measures around 15oC from the surface to 100 m,

and the geothermal gradient represents 1.9oC/100 m below 100 m. The TRT was conducted for 48 hours with

17.5 kW heat injection, 28.65 l/min at a circulation fluid flow rate indicates an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8.9oC

between inlet and outlet circulation fluid. The estimated thermophysical parameters are 3.0 W/mk of ground thermal

conductivity and 0.104 mk/W of borehole thermal resistance. In the stepwise evaluation of TRT, the ground thermal

conductivity was calculated at the standard deviation of 0.16 after the initial 13 hours. The sensitivity analysis on

the borehole thermal resistance was also conducted with respect to the PE pipe diameter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backfill material. The borehole thermal resistivity slight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two

parameters.

Key words : deep borehole heat exchanger,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thermal response test, borehole thermal

resistance, ground thermal conductivity 

300 m 이상의 장심도 지중열교환기는 도심지나 넓은 부지를 확보가기 어려운 지역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경제적

으로 설치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 시공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시도되지 않았고, 일반적

으로 100 ~ 200m 심도로 설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시추공 직경 150 mm에 U 파이프는 50A 규격으

로 외경 50 mm의 300 m 심도로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였다. 고밀도 PE관은 단위 길이당 비중이 0.94~0.96 g/cm3

으로 지열공 내부에 채워진 지하수 영향으로 부력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4.6 kg 무게의 금속으로 제작된

하중밴드 10개조를 설치하여 부력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지중열교환기의 길이 산정 및 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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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및 열응답실험이 실시되었다. 지반내 온도구배는 100 m 심도까지는 주변 지하수 이용에 의한 영향 등으로

15oC 정도의 분포를 보이며 그 하부는 1.9oC/100 m의 지온증온율을 나타내고 있다. 열응답실험은 기존에 설정된 표

준 방식으로 48 시간 진행되었으며 평균 주입전력은 17.5 kW이며 평균 순환수 유량은 28.5 l/min, 그리고 평균 입출

구 온도차는 8.9oC로 나타났다. 측정된 지중열전도도는 3.0 W/mk이며, 공내열저항은 0.104 mk/W로 나타났다.

Stepwise 평가에서 지중열전도도 변화는 초기 13시간을 제외한 이후에는 표준편차가 0.16으로 매우 안정된 값으로 수

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내열저항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파이프의 구경과 그라우팅 물질의 열전도도가 증

가함에 따라 그 값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장심도 지중열교환기, 지열냉난방, 열응답 실험, 지중열전도도, 공내열저항

1. 서 론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최종에

너지 소비의 8.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목표

를 설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지속될 것

으로 판단된다(2014, MOTIE). 최근 지열 냉난방시스

템의 설치는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 시장에서도 확

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대로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다양한 방면으로 급속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관련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지열시스템은 초기설치비 비

중이 크지만 안정적인 효율을 보장하므로 신재생에너

지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다.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시스템은 최근까지 지열냉

난방 시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대개 100 ~

200 m 심도로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지열시스템

의 많은 수요가 도심지나 기존 건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중열교환기 설치에 부지 부족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라우팅재, 스페이서 설치 등의 부분

적 개량에 의한 성능향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나 10% 이상 성능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Koenig and Helmke, 2014). 따라서 대용량 고효율의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

며 국내에서 500 m 정도의 장심도 밀폐형 지중열교환

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수행되었으나 아직 실제 적용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Cho et al., 2012). 

굴착기술의 발달로 최근 300 m 정도의 장심도 지중

열교환기 설치도 기존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경

제적으로 장심도를 활용한 대용량의 열교환기의 설치

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열시스템 시장의 확대 보급

을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시스

템이 설치되는 기본적인 지질 및 지형과 지온구배 측

정을 파악하여 장심도 지중열교환기의 성능에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실시된 열응답 실험은 일반적으

로 실시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실

험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중열교환기

성능에 미치는 인자를 평가하였다. 특히 Stepwise 평

가법(Sanner, 2007)을 이용하여 여러 스케일의 시간범

위로 측정된 지중열전도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

반의 열적 균질성이나 지하수의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중열교환기의 성능에 미치는 인자로서 측정된

시추공 열저항을 분석함으로써 설치된 지중열교환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지형 및 지질

본 지열시스템의 대상 건물은 4층 구조의 노인복지

시설로서 춘천 서면 현암리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으

로 가덕산, 북배산과 계관산으로 이어지는 800 m 안

밖의 산세가 자리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소양강이 흐

르고 있어 전반적인 지하수의 유동이 좌에서 우측으로

유동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형에 따른

수리지질학적인 조건으로 본 지중열교환기 시스템이 지

하수 유동의 영향으로 지하수가 유동하지 않는 조건보

다 원활한 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km

이내 조사된 지하수공은 2개공으로 심도는 약 10 m

내외로서 20 m3/day 이내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지질은 1:50,000 축척 춘천도폭(Lee,

1974)을 참고로, 조사지역은 흑운모화강암을 충적층이

덮고 있는 지역으로 기반암은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

는 지역이다(Figure 1). 이 흑운모화강암의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퍼다이트와 흑운모, 감섬석을

포함한다. 특히 흑운모화강암은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

이 약해 침식을 받아 구릉지에 풍화된 사력들이 넓은

충적층을 이룬다. 시추공내 30 m 구간 간격으로 채취

된 슬러지를 육안 관찰한 결과 기반암은 흑운모화강암

과 담홍색화강암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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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DB의 665개 열물성시료에서 측정된 화강암의 평

균열전도도는 3.06 W/mK로 나타나 있다(Shim and

Park, 2013). 

3. 지중열교환기 설치

지중열교환기의 PE(Polyethylene) 파이프는 단위길

이당 비중이 0.94~0.96 g/cm3인 상태에서 지열공 내부

에 채워진 지하수에 의해 삽입과정에서 파이프 부력이

존재하여 설치 심도가 깊어질수록 삽입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속으로 제작된 하중밴드(4.6 kg/1조)

를 U-tube 바닥 하부에 융착포인트 기준 2 m 간격으

로 10개 조를 설치하고 관 내부를 공기로 인한 부력증

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워 설치하였다

(Figure 2). 이때 설치한 밴드는 비중증가 및 고정 역

할과 함께 두 관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스페이서

역할도 수행한다. 일반적인 공경이 100 ~ 200 mm 인

시추공에 설치하는 지중열교환기 파이프의 외경이 30

~ 40 mm를 이용하지만 본 현장의 U-tube는 50A(외경

50 mm, 내경 40.8 ~ 39.6 mm)이며 공경은 150 mm로

같다. 구경이 큰 파이프는 순환수의 유량을 증가시키

는데 도움이 되며, 지열공 공벽과 가까이 밀착되어 열

교환에 장점이 있는 반면, 공내 삽입시 시공에 어려움

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설치지점과 주변

의 기존 지하수공의 거리가 가까워 벤토나이트 그라우

트로 충진시 지하수 오염과 대수층에 존재하는 지하수

의 상호유동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내 2 ~ 5 mm의 자갈을 충진하였으며 지

표유출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 1 m 깊

이까지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을 실시하였다.

대상 건물은 현재 사용중인 상태로 냉난방 부하는

전체 4개 층의 복도부분과 일부 사무실 면적(700 m2)이

며 계산된 총 부하용량은 163 kW이다. 대상건물 출입

구쪽의 주차장과 건물 뒤편의 공간이 있으나 실질적으

로 지중열교환기 설치가 가능한 곳은 건물 뒤의 협소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Figure 3). 일반적으로 150 m

내외의 지중열교환기 배열을 위한 지중열교환기의 간

격을 4 ~ 7 m로 설치하는데 본 지점에서 굴착을 위

한 작업공간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

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site (Jbgr – biotite granite, PCEgn – granite gneiss, Qa – Alluvial, modified from Lee, 1974).

Fig. 2. The mold of weight band (left) and the installation on PE pipe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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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은 개수의 장심도 지

중열교환기들을 설치하여 필요한 냉난방 부하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지중열교환기 길이

및 심도는 열응답실험에 의한 지중열전도도와 공내열

저항치에 의해 결정된다. 

심도별 온도자료는 활용하고자 하는 온도범위를 추

정할 수 있으며, 지중열교환기의 설계 및 성능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깊은 심도의

온도를 활용하면 난방 성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므

로 전체적인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고려하여 냉난방 부

하를 균형있게 해결할 수 있다. 위 지중온도 단면을

참고로 지중열교환기 심도가 100 m이면 약 15oC를

평균지중온도로 설정하지만 300 m 심도에서는 17oC가

평균지중온도로 설정되어 보다 같은 길이에서 난방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설계될 수 있다. 열교환지중온도 측

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Thermo

couple이나 로거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을 일정 심도의 지중 온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

으며, 심도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본 사업

에서 이용한 광섬유 온도센서를 이용한 방법(DTS)에

서는 장심도의 지중열교환기내 온도변화를 50 cm 간

격으로 측정하여 심도별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00 m 이하 심도에서의 온도 기울기는 약

1.9oC/100m로 나타났다(Figure 4). 약 100 m 상부에

서는 지속적인 등온구배가 나타나지 않고 약 15oC 정

도로 머물러 있는 것은 기존 건물에서의 지하수활용

또는 국지적인 지하수 유동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4. 열응답 실험

4.1. 지중열전도도 측정 

Figure 5는 춘천 현장에서 실시된 열전도도 측정 실

험에 대한 사진과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며, 일반적인

열응답 실험 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 선

형열원 방정식(simplified line source equation)을 적

용한다(Gehlin, 2002). 

(1)

 

(2)

(3)

여기서 r는 공에서 방사상 방향으로의 거리, t는 주입

열량이 지속된 시간, α는 열확산율(thermal diffusivity),

Q는 열주입 또는 열추출율(heat injection or extraction

rate), H는 지중열교환기의 길이 그리고 γ는 Euler

상수로 0.5772이다. k는 온도와 순환수의 대수시간간의

곡선의 기울기, λs는 유효 열전도도(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지중열전도도를 나

타낸다.

라인소스모델에 의한 지중열전도도 측정 및 해석은

T r, t( )
Q

4πk
---------ln t( )

Q

4πk
--------- ln

4α

r
2

------
⎝ ⎠
⎛ ⎞ γ–⎝ ⎠

⎛ ⎞ QRb T0+ + +=

T t( ) k ln t( ) m+•=

λs

Q

4πH k•
----------------=

Fig. 3. Layout of the building ( : the available area for

borehole heat exchanger installation, ○: the location of the

test borehole).

Fig. 4. Temperature profile of the borehole measured by

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method with 2 channels. 

Table 1.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depths of 50, 100,

150, 200 and 300 m 

Depth(m)

Method
50 100 150 200 300

DTS 14.8 15.5 16.4 17.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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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요구하는데, 먼저 지반이 열적

으로 균질하고, 라인을 따라 주입된 일정한 열량이 방

사상으로 같은 속도로 확산되며, 지하수 등의 열적유

동이 없어야 한다(Raymond, 2011). 그러므로 실험이

이상적인 조건에서 실시되면 시간에 따른 지중열전도

도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며, 지반내 열적특성 변화나

지하수 유동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그 값들이 변하

여 나타날 수 있다. 주입열원에 의한 열확산 범위는

시간에 따라 점차 확대되며, 실험초기에 공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험해석시 확산되는 열거동에서 t≥

20r2/α에서는 2.5%, 그리고 t≥5r2/α에서는 10%의 최

대오차를 가진다(Gehlin, 2002). 따라서 실험시간이 길

어질수록 보다 넓은 범위의 지중열전도도를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을 위한 설계요소로

서 실험시간은 현실적으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제약

이 따르므로, 기존측정실험들에 대한 경험치에 따르면

최소 48 ~ 50시간 이상의 실험시간을 추천하고 있다

(Kavanaugh, 2000). 그리고 최근 모델링 등을 통하여

실험시간과 대표성의 범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실험결과들과 유사하게 일치한다(Focaccia

2013, Signorelli et al., 2007).

본 실험에서 300 m 심도의 초기 평균지중온도는

17oC로 측정되었으며 실험기간중 대기온도는 낮 피크

시간에 36oC, 야간에는 25oC정도로 높은 편차를 나타

내었으나 배관에 차열재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시켰다(Figure 6). Figure 7은 수식(1)에 의해 만들어

진 model 그래프와 순환수의 평균온도 측정치인

(measured) 그래프와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비

교는 선형열원이론에 의한 이상적인 실험이 실제 실험

과 비교하여 측정된 지중열전도도나 공내열저항 등의

인자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측정 방

법 및 각 장치 등에서 많은 오차 요소들을 포함하고

Fig. 5. Photo of the thermal response test and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borehole heat exchanger.

Fig. 6. Monitored parameters during the thermal response

test. Entering water temperature (Tin), leaving water

temperature (Tout), average circulation water temperature

(Tf), ambient temperature, and injected power (Input P.)

were measured during 48 hours.

Fig. 7.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modeled

temperature of average circulation fluid. The difference

were plotted by the righ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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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지정된 방법에 의해 측정된 지중열전도도도

약 10% 정도 이내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Wagner and Clauser, 2005). 측정치와 모델과의

평균온도차는 0.4oC이며, 이러한 오차의 원인은 대부분

기계장치 센서 등에 의한 오차로 발생된다. 순환펌프

의 소비전력은 30 W로 평균주입전력 17.5 kW의

0.17%로서 장기간 순환시 미미한 온도변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일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순환수 온

도기울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 

열응답실험시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주어진 전력소

스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실험

에서 평균주입열원은 58.3 W/m으로 발전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파워안정성(Standard deviation/average)

은 본 실험에서는 0.06%으로 나타났다(Austin, 1998).

그리고 지중열교환기에 주입된 평균전력은 17.5 kW과

순환수 유량 28.3 l/min로 설정하여, 전체 실험시간내

거의 주입수(EWT: Entering Water Temperature)와

유출수(LWT: Leaving Water Temperature) 온도차는

8.9oC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Table 2는 지중열전도

도 실험 요소들을 요약한 것으로 측정 간격은 1분 단

위로 전체 48시간 동안 열량을 주입하였다. 그리고 파

이프 제원은 50A를 이용하여 순환수가 열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150 mm 공경은 기존

100 m 안팎의 심도에서 굴착하는 것과 비슷한 사이즈

로 파이프가 공벽에 보다 가까이 붙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파이프내 순환수와 주변 지반

간의 열교환이 보다 원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거나

공내열저항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열응답실험을 일

반적으로 수행되는 간략한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 측정

된 지중열전도도는 3.0 W/mk이며, 공내열저항은

0.104 mk/W로 나타났다(Table 3). 국내 암석시료에서

측정된 열전도도 자료를 참고하면 화강암의 암석 열전

도도는 대략 2.5 ~ 3.3 W/mK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범위는 지중열전도도 측정 및 해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Shim and Park, 2013).

4.2. Stepwise 평가 

Stepwise 평가방법은 Austin(1998) 및 Sanner(2007)

에 의하여 소개되어 왔으며, 특히 지중내 불균질한 열

Fig. 8. Calculation of the slope (K) by fitting of the

temperature of circulation fluid.

Table 2. Detailed parameter of the thermal response test and the borehole heat exchanger

Parameter Value

Borehole depth (m) 300

Borehole diameter (m) 0.15

Test period (hr) 48

Data sampling frequency 1/min

Circulation fluid Water

Average input electricity (kW) 17.5

PE tube specification 
50A (outer dimeter: 50 mm, 

 inner diameter: 40 mm)

PE tube density 0.95

PE tube thermal conductivity (W/mk) 0.4 

Backfill material
Surface ~ 1 m: Bentonite,

1 m ~ 300 m: Gravel (Φ 2 ~ 5mm)

Table 3. Interpreted results of thermal response test

Parameter Value

Initial ground temperature (oC) 17.0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EWT – LWT, oC)
8.9

slope of the fitting line 1.53

Borehole thermal resistance (mk/W) 0.104

Ground thermal conductivity (W/mk) 3.0



열응답 실험 및 열저항 해석을 통한 장심도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성능 분석 465

적분포나 지하수의 영향 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

하여 이용되었다. 수식 (4)와 같은 Stepwise 평가를

통하여 시간에 따른 지중열전도도 도시화는 이러한 열

적환경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여기서 Ki(ti)는 시간 ln(ti)와의 기울기로서 특정 실

험시간 범위(ti)에 따른 순환수온도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실험 시간 변화(ti)에 따른 연속적인 지중열전

도도 λi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 9는 Stepwise 평

가에서 12 ~ 48시간 사이의 지중열전도도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13시간 실험 이후에 표준편차는 0.16으로

서 매우 안정된 값으로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형태는 지중내 열적균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3. 지중열교환기 열저항 

지중열교환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내열저항을

줄이는 설치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높은 열전

도도의 그라우트재를 충진하거나, 스페이서를 이용한

U 튜브를 공벽에 가까이 붙이는 방법, 그리고 파이프

의 표면적을 높여 열교환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Koenig, 2015). 지중열교환기 설치는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150 mm 지름 시추공에서 50 mm 외경의 큰 구경

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40 mm나

32 mm의 열교환되는 표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

른 파이프가 공벽에 보다 밀착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지중열교환기는 150 m

안팎의 심도에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을 실시한 지중열

교환기들에서 측정된 공내열저항이 0.06 ~ 0.20 mk/W

사이이며, 평균이 0.13 mk/W이다. 이번 열응답 실험

에서 라인소스 모델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공내열저항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α는 열확산율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B의

국내 화강암의 평균열확산율로 1.34×10-6 m2/s로 설정

하였다. 위 식(5)를 이용한 최종 공내열저항은 0.104

mK/W로 계산되었다. 

지열시스템의 효율은 지중열교환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반과의 열교환에 의해 결정된다. Koening and

Helmke (2014)에 의하면 공내 파이프 배열과 거리인

자 등의 관계 통한 단순화된 공내열저항 계산법을 다

음 식 (6) ~ (9)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6)

(7)

(8)

(9)

여기서, Rp는 파이프의 열저항, R1과 R2는 지중열교환

λi ti(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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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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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 ) H⁄
-----------------

1

4πK
---------- ln

4α

r
2

------t⎝ ⎠
⎛ ⎞ γ–⎝ ⎠

⎛ ⎞–=

Rp

1

πdihcv

-------------
ln do di⁄( )

2πkp

-------------------–=

R1

cosh
1– D

2

do

2

4x1

2

–+

2Ddo

-------------------------

2πkgrout

---------------------------------------------=

R2

cosh
1– D

2

do

2

4x2

2

–+

2Ddo

-------------------------

2πkgrout

---------------------------------------------=

Rb

R1R2

R1 R2+
--------------

Rp

2
-----–=

Fig. 9. Stepwise evaluation of ground thermal conductivity

with the elapsed time n. 

Fig. 10. Schematic diagram of borehole heat exchanger

model for the borehole thermal resistance calculation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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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파이프 1과 2의 열저항, D는 시추공지름, do와 di

는 파이프의 외경과 내경, x1과 x2는 공의 중심에서

각 파이프 중심간의 거리, kgrout는 공내 충진재(backfill

material)의 열전도도로서 본 계산에서는 1.0 W/mk로 가

정하였다. 그리고 hcv는 열교환계수(thermal exchange

coefficient)로서 파이프내 순환수의 열교환계수는 500

~ 1200 W/m2K이며, 본 계산에서는 1100 W/m2K를

이용하였다. x1과 x2는 같은 값이며, Figure 10에서와

같이 본 현장에 설치된 형태의 모델을 이용하여 공내

열저항을 계산하면 0.107 mK/W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PE 파이프

(SDR 11) 구경의 영향을 비교한 결과 파이프의 공경

이 작은 외경 32 mm와 40 mm에서는 공내열저항이

각각 0.116과 0.124 mK/W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파이프의 구경이 늘어날 경우 지중열교환

기의 성능 향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라우팅의 열전도도 증가에 따른 공내열저항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그라우팅의 열전도도가 0.2 W/mK씩

증가할 때 공내열저항은 0.005 mK/W 씩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11).

5. 결 론

최근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설치 수요가 증대되고 있

으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도

심지내에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장심도 대용량 지중열교환기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

방법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내 지하수에 의한 부력 감

쇄를 위한 4.6 kg 무게의 하중밴드를 부착함으로써 장

심도 지중열교환기 설치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중열교환기의 열적특성을 파악하는데 48시간의

열응답실험을 통하여 지중열교환기 설계인자로 필요한

지중열전도도는 3.0 W/mk과 공내열저항 0.104 mk/W

를 구하였다. 지반내 지하수의 유동이나 열적균질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Stepwise 평가법

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지중열전도도의 변화를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는 실험 초기에 지중열전도도가 수

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지중열교환기 공내열

저항은 이전 조사된 자료의 평균 지중열교환기의 공내

열저항보다 20%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본 지중열교환기에 설정된 인자들의 영

향을 파악하면 설치된 장심도 지중열교환기 성능이 일

반적인 32와 40 mm 외경 크기의 PE 파이프로 설치

되는 것보다 다소 양호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장심도 지중열

교환기의 설계 및 설치를 하는데 활용하면, 경제적으

로 좁은 부지에 고효율의 지열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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