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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und source heat pump (GSHP) system is recommended as a heating and cooling system to solve

the pending energy problem in the field of air conditioning, because it has the highest efficiency.

However, higher initial construction cost works as a barrier to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GSHP system.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pipe with spiral inside was executed. The heat transfer and flow characteristics of it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conventional smooth HDPE pipe.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pressure

drop of the spiral HDPE pip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smooth HDPE pipes at the same fluid

flow rate. By decreasing the flow rate, the spiral HDPE pipe represented similar value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pressure drop to the smooth HDPE pipe. The lower flow rate of the spiral HDPE pipe

comparing with it of the smooth HDPE pipe is estimated to reduce the length of the ground loop heat

exchanger.

Key words: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Ground loop heat exchanger(지중열교환기), Geothermal heat

pump(지열원 열펌프), Heat transfer coefficient(열전달계수)

기호설명

D : 배관 직경 [mm]

f : 마찰계수 

L : 배관 길이 [m]

NuD : 누셀 수 

Pr : 프란틀 수

ReD : 레이놀즈수

V : 속도 [m/s]

△P : 압력강하 [kPa]

ρ : 밀도 [kg/m3]

1. 서 론

향후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친환경 및 고유가에 대

한 대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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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세계적으로 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발전함

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어 건물의

냉난방 분야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함에 따라 공조

기기 산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이 국

가적 경제·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1].

연중 일정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열원 열펌

프 시스템은 기존 냉난방 설비보다 효율이 높기 때

문에 경제적이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특히,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기존 냉난방

설비와 비교했을 때, 72%까지 에너지 소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3].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을 지중열교환기 방식에 따

라 분류하면 폐회로방식(closed loop type, 밀페형)과

개회로방식(open loop type, 개방형)으로 분류되며,

주로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적용한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다. 수직밀폐형 지중열교

환기는 일반적으로 직경 100~150 mm, 깊이 75~200

m의 보어홀을 천공한 후 내부 평활관 고밀도폴리에

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배관을 U자

관의 형태로 성형하여 삽입하고, 보어홀 안의 빈 공

간을 그라우트(grout)로 채워 완성한다[4-6]. 수직밀

폐형 시스템은 시공부지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으

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중열교환기

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열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천공비용으로 인하여 초기 설치비가 다소 고

가라는 단점이 있다[7-9].

Sepehr and Behzad[10]는 수직밀폐형 지열원 열펌

프 시스템에서 토양의 종류, 보어홀 개수, 열펌프의

용량 변화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Kadir

Bakirci[11]는 추운지역에서 수직밀폐형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의 난방 성능계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Rasim et al.[12]은 수직밀폐형 지열원 열펌

프 시스템에 대하여 일사량, 외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의 변화에 따른 열펌프의 성능계수 변화에 대

해 연구하였다. Yu et al.[13]은 수직밀폐형 지중열교

환기를 80m 깊이에 시공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공기열원 열펌프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2년 동안

55.8%의 운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

였다. Christopher et al.[7]은 U-tube 방식과 coaxial

방식을 적용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성능 및 유

량 변화 등을 연구하였으며, coaxial 방식이 U-tube

방식에 비해 시공비는 줄일 수 있지만 성능은 감소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Xiaoyu et al.[14]은 수직

밀폐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을 냉방만 할 때와 냉

방과 급탕을 같이 할 때의 시스템 온도 변화 및 성

능계수 변화를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직

밀폐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으며, HDPE 배관의 열전달 향상에 관

한 연구 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지중열교환기에 적용된 HDPE 배관과 달

리 배관 내부에 나선관을 갖는 내부나선형 HDPE

배관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형상의

HDPE 배관의 열전달 성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온 HDPE 배관은 내부 및

외부가 모두 평활관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이 HDPE 배관 내부에 나선형 돌기를 형성하

여 관내의 난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고려

하였다. 내부 나선형 HDPE 배관의 열유동 특성은

나선 돌기의 높이, 두께, 피치 등의 형상에 따라 변

화하므로 나선 돌기의 형상에 따른 유동 및 열전달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를 사용하여 내부 나선형 HDPE 배관의 유동 및 열

Fig. 1. Geometries of a spiral HDP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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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특성을 검토하였다. FLUENT는 유동 및 열전

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속방정식, 운동량 보

존 방정식 및 에너지 보존 방정식 등의 지배방정식

과 여러 가지 난류모델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지배방정식들과 SST k-ω 난류모델을 적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나선형 돌기에서 발생하는

박리(separation)에 의한 유동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

록 Wall function을 사용하지 않고 경계층 격자 및

Enhanced wall treatment를 사용하여 해석모델을 구

성하였다. 주기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영역을 나

선 돌기 한 개의 피치 크기만으로 구성하고 완전 발

달된 유동조건에서 열유동 특성을 검토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내부 나선형 HDPE 배관은 평

활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KS 50 mm의 공

칭치수 HDPE 배관에 내부 나선형 돌기를 구성함으

로써 모델링하였으며, 배관 형상과 물성치는 Tables

1, 2에 나타내었다[14, 15].

내부 나선형 돌기형상 변화에 따른 유동 및 열전

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조건으로 34.2LPM

(1LPM=1.667×10−5 m3/s) 유량이 30oC 온도로 내부

나선형 배관으로 완전 발달된 유동 상태에서 유입

되고 배관 바깥 벽면온도는 15oC로 고정한 경우를

표준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16]. 나선형 돌기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 돌기 한 피치의 길이에 대해 해

석하였다. 내부 나선형 배관에 대해 수치해석 결과

의 비교를 위해 내부나선이 없는 동일한 관경의 평

활형 HDPE 배관에 대한 수치해석을 함께 수행하

였다.

해석모델은 Gambit 2.4.6을 사용하여 작성했으며

평활관과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은 각각 총 165,120

개와 384,548개의 육면체 격자로 구성되었다. 벽면

근처에 조밀한 경계층 격자를 배치하여 Wall function

을 사용하지 않고 벽면 유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 내부에는 성긴 격자를 사용

하여 효과적인 격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배

관 유입부와 유출부에는 주기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유동적으로, 열적으로 완전 발달된 상태에 대한 열

유동 특성을 검토하였다.

나선형 돌기의 형상 변경에 따른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나선의 높이, 피치를 변경

하여 총 12가지의 해석 Case를 선정하였다(Table 1).

표준 조건에서 평활관과 내부나선형 배관에 대한

수치해석 후에 표준 조건에서 순환수 유량을 10.26

LPM에서 34.2LPM까지 변화시키면서 순환수 유량

변화에 따른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의 열전달 특성

에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평활관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평활관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압력강

하량과 Nu수를 기존의 문헌[16]으로부터 평활관의

실험식 값과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평활

관의 실험식 값에서 단위길이당 압력강하는 Eq. (1)

으로 산정하고, Nu 수는 Eq. (2)로 산정하였다.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값과 4.6% 이내의 범위에서

매우 잘 일치하므로 수치해석 절차 및 방법이 타당

하고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 

(2)

ΔP = f 
L

D
----

1

2
---ρV

2

Nu
D

 = 
 f /8( ) Re

D
1000–( )Pr

1 12.7  f /8( )
1/2

Pr
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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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Geometries of spiral HDPE pipes

Case

Spiral geometries

(Thickness 3.0mm) 
Pipe geometries

Height

[mm]

Pitch

[m]

Inner 

diameter

[mm]

Outer 

diameter

[mm]

1

2

3

4

1.0

0.3

0.5

0.7

0.9

40.4 50.2

5

6

7

8

3.0

0.3

0.5

0.7

0.9

9

10

11

12

5.0

0.3

0.5

0.7

0.9

Table 2. Properties of fluid and HDPE pipe

Properties Water HDPE

Density [kg/m3] 998.2 950

Specific heat [J/kg·K] 4182 2250

Thermal conductivity [W/m·K] 0.6 0.4

Viscosity [Pa·s] 0.001003 −

Roughness −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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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와 3은 내부나선의 두께 3 mm, 높이 5 mm,

피치 0.5m의 내부나선형 HDPE(Case 10) 배관의 내

부 유속분포 및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내부나선형

돌기의 영향으로 유속분포가 관중심의 대칭을 이루

지 못하고 회전방향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나선형

돌기 부근의 유동은 나선형 돌기의 회전 방향으로

는 유속이 증가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와류가 발

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내부 나선형 돌기에 의해 돌

기의 회전방향과 같은 방향의 큰 와류가 관 내부에

형성되어 유동을 교란하는 것을 나타낸다. 내부나선

회전방향으로 온도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그

반대방향은 국부 와류의 영향으로 활발한 섞임이

일어나 온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의 열

전달 성능 향상을 통한 지중열교환기 길이 감소 가

능성과 함께 유동 저항에 의한 펌프 소요동력 영향

도를 평가하였다. 열전달 성능에 관한 지표로서 내

부나선형 HDPE 배관의 관내측 열전달 계수를 사용

하였고, 유동 저항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관내측의

압력강하량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는 내부나선형 HDPE 배관에서의 내부나

선형상에 따른 압력강하량과 열전달계수를 평활관

과 비교한 결과이며, Fig. 4부터 Fig. 7은 내부나선의

높이와 피치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량과 열전달계수

변화를 나타낸다. h/f ratio는 열전달계수 증가율을

압력강하 증가율로 나눈 것이며, h/f가 1보다 클 경

우에는 열전달계수의 증가율이 압력강하 증가율보

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전달계수의 증가에 비해 압력강하의 증가가 매

우 커서 높이 5 mm, 피치 0.3m인 Case 9의 경우, 열

전달은 평활관 대비 2.47배 증가한 반면 압력강하는

11.19배 증가하였다. h/f ratio 값으로부터 가장 성능

이 우수한 내부나선의 형상은 높이 1 mm, 피치

0.9m인 Case 4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Case 4의 경우,

열전달 증가량이 평활관 대비 약 13% 정도로 타

Table 3.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smooth HDPE pipe

Results Pressure drop [Pa/m] Nu

Numerical 66.962 129.01

Experimental(15) 66.274 135.14

Deviation (%) +1.04 -4.54

Fig. 2. Velocity contour (Case 10).

Fig. 3. Temperature contour (Case 10).

Table 4.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ratio based on

smooth HDPE pipe

Case 
Pressure 

drop ratio

Heat transfer 

coefficient ratio
h/f ratio

Smooth 1.0 1.0 1.0

1 3.94 1.62 0.41

2 2.72 1.38 0.51

3 1.93 1.21 0.63

4 1.56 1.13 0.72

5 6.31 1.95 0.31

6 4.54 1.62 0.36

7 3.18 1.40 0.44

8 2.23 1.29 0.58

9 11.19 2.47 0.22

10 7.55 1.93 0.26

11 4.81 1.59 0.33

12 2.96 1.46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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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에 비해 낮게 나타나 내부 나선관을 사용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열전달 효과가 큰 경

우 압력강하의 증가는 실제 지중열교환기 설치 길

이 감소 및 유량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감

소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열전달 증가

효과를 포함하기 위해 열전달 증가율 50% 이상의

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내부나선의 높이

1 mm는 가공 및 제작 공정상 품질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내부나선의 높이가 3 mm와 5 mm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높이 5 mm의 내부나선 형상에 대해 살펴보면 피

치가 작을수록 열전달계수 증가 효과가 크나, 압력

강하도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ase

9(피치 0.3m)와 Case 10(피치 0.5m)의 경우, 그 차이

는 평활관 압력강하의 +3.6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압력강하의 증가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났

다. 높이 3 mm의 돌기 형상에서도 압력강하 증가량

을 살펴보면 피치 감소에 따라 압력강하가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나나 그 최대 증가폭은 평활관 압력

강하의 +1.77배(Case 5와 Case 6 비교)로 5 mm 돌

기 형상의 절반으로 평가되었다. 

높이 3 mm, 피치 0.5m 돌기 형상의 Case 6의 경

우, Case 7과 비교할 때 평활관 대비 압력강하증가

량이 +1.36배로 크지 않고 그 크기도 5배 이하이며

열전달계수는 +1.62 이상으로 나타나, 높이 5 mm,

피치 0.7m의 돌기 형상의 Case 11보다 압력강하가

작으며 높은 열전달계수를 나타내므로 선택 가능한

조합 중 최적 안으로 평가되었다. 

내부나선의 높이 3 mm, 피치 0.5m(case 6)의 내부

나선관과 평활관에 대해 유량 변화에 따른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8과 9는 유량 변화에 따른 내부나선관과 평

Fig. 4. Pressure drop according to spiral pitch.

Fig. 5. Pressure drop according to spiral height.

Fig. 6. Heat transfer coefficient according to spiral pitch.

Fig. 7. Heat transfer coefficient according to spiral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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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관의 압력강하와 열전달계수 변화를 나타내며,

Table 5는 내부나선관과 평활관의 압력강하량 및 열

전달계수 비를 나타낸다. 

내부나선관과 평활관 모두 유량이 증가할수록 열

전달계수 및 압력강하량이 증가하였으며, 내부나선

관의 압력강하는 평활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압력강하는 유량이 가장 많은 34.2LPM

조건인 경우, 평활관에 비해 약 4.31배 큰 값을 나타

냈으나 유량감소에 따라 압력강하량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가장 적은 유량인 10.26

LPM 조건인 경우, 약 2.94배 큰 값을 나타냈다.

내부나선관의 열전달 계수는 평활관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유량인 34.2LPM 조건인 경

우, 62% 증가하였다.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부나

선관의 열전달계수의 평활관 대비 증가폭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가장 유량이 적은

10.26LPM 조건인 경우, 열전달계수는 최대 69.3%

증가하였다. 

내부나선형 배관의 유량이 17.1LPM이고, 평활관

의 유량이 34.2LPM인 경우 열전달계수는 각각

1816.56 W/m2k와 1856.51 W/m2k로 유사한 값을 나

타냈고, 압력강하량은 각각 74.20 Pa/m와 66.96 Pa/

m으로 10.8% 증가하였다. Cho and Choi[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중열교환기에서 지중순환수 유량

이 40% 감소시에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8% 이상 감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을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열교환기로 적용할 경

우 순환수 유량 감소가 가능하므로 지중열교환기

길이 감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열원 열

펌프 시스템의 시공비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된다. 하지만, 내부나선형 HDPE 배관 내부에 나선

설치에 따른 재료비 및 공정비용 증가 등과 실제 지

열시스템 적용시의 지중열교환기 길이 감소율 등을

연계한 세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

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상태에서의 내부 나선형 배관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실제 과도적 운전 특성을 갖는 지중열교환

기의 과도 해석이나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열교환기 내부에 설

치되는 HDPE 배관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배관 내부에 나선형 돌기를 설치한 배관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부 나선의 피치가 감소하고, 높이가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 및 압력강하량이 증가하였다. 

열전달계수의 증가에 비해 압력강하량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높이5 mm, 피치 0.3m인 경

우, 평활관 대비 열전달은 2.47배 증가한 반면 압력

Fig. 8. Pressure drop according to flow rate.

Fig. 9. Heat transfer coefficient according to flow rate.

Table 5. Comparison of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spiral and smooth HDPE pipe

Flow rate

[LPM]

Ratio of Spiral to smooth HDPE

Pressure drop
Heat transfer 

coefficient

34.20 4.31 1.62

27.36 4.06 1.63

17.10 3.45 1.65

10.26 2.9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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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는 11.19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의 유량변화에 따른 수치

해석 결과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은 유량감소에 따

라 압력강하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내부나선형 배관

의 유량을 34.2LPM에서 17.1LPM으로 50% 감소시

킨 경우 내부나선형 HDPE 배관의 열전달성능은

34.2LPM의 평활관 HDPE 배관과 유사한 성능을 나

타내고, 압력강하량은 10.8% 증가하였다. 유량 감소

에 의해 실제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열교환

기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내부나선형 배관

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기존의 평활관과 유사한 열

성능과 함께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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