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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sign coaxial-type Ground Heat Exchangers (GHEXs) efficiently, the effect of components

(i.e, heat exchange pipe and grouting material) 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coaxial-type GHEXs

should be identified in advance. In this paper, three coaxial-type GHEXs with different configurations

were constructed in a test bed. Then, the effect of heat exchange pipes and grouting materials 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coaxial-type GHEXs was investigated by performing in-situ thermal response

tests (TRTs) and thermal performance tests (TPTs). In the TRTs,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coaxial-type GHEXs with concrete grouting and STS pipes were improved by 6.15 and 22.7%,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bentonite grouting and HDPE pipes. Additionally, in the TPTs, the

use of concrete grouting and STS pipes in the coaxial-type GHEXs enhanced the in-situ thermal

performance by 15 and 33.8%, respectively. 

Key words: Coaxial-type ground heat exchanger(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 Thermal response test(열

응답 시험), Thermal performance test(열성능 시험), Pipe material(파이프 재료), Grouting material

(그라우팅 재료)

기호 설명

Qinjected : 열 주입량, W

Q : 열교환량, W

L : 보어홀 깊이, m

C : 순환수의 비열, J/kgK

m : 순환수의 유량, lpm

T : 유입수 온도와 유출수 온도 차, °C

slope : 시간의 자연로그에 대한 유입수와 유출 수

의 평균 온도변화의 기울기

그리스 문자

 : 지반 유효 열전도도,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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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냉난방에 요구되는 에너

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반

적으로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는 천공깊이를 50

m 이상으로 시공하고, 순환수를 통해 지반과 열교

환을 유도함으로써 지열을 획득한다. 하지만,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는 천공비나 시공부지 등의 초

기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목 구조물에 지중

열교환기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많

이 연구되고 있으나, 그 열성능은 기존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성능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성

능을 보이기 때문에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완

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1-7].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

감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천공비의 감소, 즉

지중열교환기의 설치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

를 위해서는 단위 길이당 지반과 열교환을 통해 획

득할 수 있는 열량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직형 지중열교환기로서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된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가

있다.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는 열교환 면적이 크고

관내에 난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어, 동일한 길이를

갖는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비해 큰 열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8]. 단, 이중관형 지중열교환

기는 설계 및 시공기술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국내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최근 이중관형 지중열

교환기 내의 열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시공을 통한 실험적

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9-11].

본 논문에서는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

에 대한 열교환 파이프 및 그라우팅 재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세 가지 이

중관형 지중열교환기를 시공하였다. 이후 현장 열응

답 시험(Thermal response test, TRT) 및 열성능 시험

(Thermal performance test, TPT)을 수행함으로써 각

구성요소가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현장 시험시공 

2.1 테스트베드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매방리에 위치하는 테스트베드

는 지반조사를 통하여 규암(quartzite) 및 석영질 사

암(quartz arenite) 그리고 화강암(granite)으로 구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 10.6 m 하부부터 연

암층이 출현하였으며, 18.6 m 이하부터는 경암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여기서 N value는

표준관입시험 시 63.5 kg의 추가 76 cm 높이에서 로

드를 타격할 때 로드가 관입 된 cm 당 타격횟수를

나타낸다. N value가 3/30일 경우 토질이 매우 느슨,

30/30 이상일 경우는 토질이 조밀함을 나타내며, 테

스트베드의 지표 약 10 m 이하부터는 암반층으로

인해 관입이 불가하여 시험을 종료하였다.

2.2 지중열교환기 구성

테스트베드에 시공된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시공조건과 시공전경은 Table 2와 Fig. 1에 정리하

였다.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측면도와 단면도는

Fig. 2에 나타냈다.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은 열교환 파이프 재료와

주변 매질(지반, 그라우팅 등)의 열물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단, 지중열교환기 주변 지반의 조성을 인위

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라우팅과 외관 파이프 재료를 달리하

여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라우팅 재료로 벤토나이트와 시멘트 그라우트

를 사용하였다. 비정상 열선법을 적용한 QTM-500

으로 재료 자체의 열전도도 측정한 결과, 벤토나이

트와 시멘트의 열전도도는 각각 0.86 W/mK, 1.37

W/mK로 나타났다. 외관 파이프는 Stainless steel

(STS)과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가 선정

되었고 각 재료의 열전도도는 STS는 16 W/mK,

HDPE는 0.4 W/mK이다. STS의 열전도도가 월등히

Table 1. Boring investigation results

Type
Depth

(m)

N value

(blow count/cm)

Colluvium 0.0~2.7 3/30~33/30

Weathered soil 2.4~9.8 18/30~50/14

Weathered rock 9.8~10.6 50/5~50/6

Soft rock 10.6~18.6 -

Hard rock 18.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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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에 외관이 HPDE인 이중관형 지중열교환

기에 비해 열교환 효율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 시공 

테스트베드에 시공된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는

Fig. 3에 제시한 순서와 같이 시공하였다. 외관 파이

프 결속 시, 6 m의 분절형 파이프를 HPDE 파이프

는 전기 융착, STS 파이프는 용접을 이용하여 연결

부위의 수밀성을 확보하였으며, 내관은 연결부위 없

이 50 m의 롤형 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3.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 현장 시험

3.1 현장 열응답 시험(TRT) 

현장 열응답 시험(Thermal Response Test, TRT)은

현장에 설치된 지중열교환기를 포함한 전체 주변매

질의 유효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현장 열

Table 2. Construction conditions of GHEXs

Type

Inner/

outer pipe 

material

Pipe diameter

inner/outer

(mm)

Grouting 

material

Borehole 

diameter/

Pipe length

Case 1
HDPE/

HDPE
40/75 Bentonite

150 mm/

50 m

Case 2 HDPE/STS 40/75 Bentonite
150 mm/

50 m

Case 3
HDPE/

HDPE
40/75 Cement

150 mm/

50 m

Fig. 1. Overview of test bed.

Fig. 2. Sectional view of coaxial-type GHEX.

Fig. 3. Construction procedure of coaxial-type G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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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시험을 통해 산정된 지중열교환기의 유효 열

전도도가 클수록 지중열교환기의 실제 가동 시 더

큰 열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장 열응답 시험시,

지중열교환기 순환수에 일정한 열량을 주입하여 유

입수와 유출수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그 후 측정

결과를 선형 열원 모델(line heat source model)에 적

용하여 분석하게 된다[12]. 유효 열전도도 산정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1)

 

이때, 선형 열원 모델의 경우에는 지중열교환기를

선으로 가정하며, 외관 내에 내관이 삽입되어있는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형상은 정밀하게 고려하

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유효 열

전도도 값은 시공된 지중열교환기 간에 상대적인

열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테스

트베드 지반의 등가 열전도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장 열응답 시험의 시험조건은 Table 3에 정리하

였으며, 시험 장치 구성도는 Fig. 4-(a)와 같다.

Fig. 5는 현장 열응답 시험 진행 중 이중관형 지중

열교환기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온도변화를 보여준

 = 
Qinjected

4 slop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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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Schematic of field test (TRT and TPT).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of TRT

Type Condition

Average amount of heat injection 3,196 W

Flowrate of inlet fluid 29.8 lpm

Sample interval 2 min

Test duration per each case 2,880 min

Fig. 5. Results of TRT (Inlet and out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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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각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유입수와 유

출수의 평균 온도 변화와 시간의 자연로그에 대한

그래프와 산정된 유효 열전도도를 Fig. 6에 정리하

였다.

그라우팅 재료의 열전도도 차이에 의하여 시멘트

로 그라우팅한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Case 2)가 벤

토나이트로 그라우팅한 Case 1에 비하여 유효 열전

도도가 6.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을 STS 파이프로 시공한 Case 3의 유효 열전

도도는 동일한 규격의 HDPE 파이프로 외관과 내관

을 시공한 경우(Case 1)보다 비해 유효 열전도도가

22.7% 상승하였다.

3.2 현장 열성능 시험(TPT) 

현장 열성능 시험(Thermal Performance Test, TPT)

은 간헐적으로 일정한 온도에서 가동하는 지열 냉

난방 시스템을 모사하는 시험방법이다[13-15]. 이

시험방법은 현장 열응답 시험(TRT)이 실제 지열냉

난방 시스템에서의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을 나타

내는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수행

하였다. 현장 현장 열성능 시험(TPT)은 동일한 현장

에 시공된 지중열교환기 간의 실제 열성능을 비교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항온수조를 통해 유입수 온

도와 순환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행한다.

유입수 온도는 냉방의 경우 30°C로 설정하며, 순환

수 유량은 열교환 파이프 내에서 난류조건이 형성

되는 최소 유량 이상으로 유지한다. 현장 열성능 시

험(TPT)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다음 식 (2)에 적용하

여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량을 산정하였다.

Q = C·m·T (2)

Fig. 6. Results of TRT (Analyzed by infinite line source

model). Fig. 7. Experimental set-up of T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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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일주일간 수행되었으며, 간헐적 거동을 적

용하여(8시간 가동-16시간 정지) 일반 상업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모사하였다. Fig. 4-(b)와 Fig. 7은 각

각 시험 개요도 및 현장 전경을 나타낸다. 본 현장

에서 수행된 현장 열성능 시험의 시험조건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8은 현장 열성능 시험에서 측정한 유입수와

유출수의 변화와, 식 (2)로 계산한 평균 열교환량을

나타낸다. 

그라우팅 재료를 시멘트로 사용한 경우(Case 2),

벤토나이트로 그라우팅한 경우(Case 1)에 비해 이중

관형 지중열교환기의 평균 열교환량이 약 15% 증가

하였다. 특히, 현장 열성능 시험의 경우 Case 1과

Case 2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라우

팅 재료의 열전도도가 높을수록 가동기의 열전달뿐

만 아니라 휴지기의 열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 휴

지기에 그라우팅 재료가 주변 지반에 의해 초기 조

건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본 현장에서 사용된 시

멘트 그라우팅의 가격은 약 2,400원/m로 약 3,600원

/m인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에 비해 경제적이다. 단,

시멘트 그라우팅은 재료선정이나 시공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이

프와 그라우트 사이에 공극이 형성되어 지중열교환

기의 열성능 감소를 초례할 수 있다 [16, 17]. 따라

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아직까

지 대부분의 현장에서 벤토나이트를 그라우팅 재료

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중관형 지중열

교환기 뿐만 아니라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대

해서도 시멘트 그라우팅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 성능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관을 STS 파이프로 시공한 Case 3은 Case 1에

비해 열교환량이 약 33.8% 향상하였다. 이는 STS의

열전도도가 HDPE의 열전도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휴지기로 인하여 현장

열응답 시험에 비해 Case 3와 Case 1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현장에 시공된 STS 파

이프의 단위 길이당 가격은 약 20,000원으로 단위

길이당 가격이 12,000원인 HDPE파이프에 비해 약

67%가 높으므로, 설계단계에서 성능 향상으로 인해

절약되는 천공깊이와 파이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파이프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of TPT

Type Condition

Operation type 8 h operation – 16 h pause

Flowrate of inlet fluid 11 lpm

Inlet fluid temperature 30°C (Cooling)

Sample interval 5 min

Test duration per each case 7 days

Fig. 8. Results of TPT (Operation tim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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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구성에

따른 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세가지 이중관형 지

중열교환기를 현장에 시공하고 현장 열응답 시험

및 열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시험 결과를 이

용하여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의 파이프 재질과 그

라우팅 재료가 유효 열전도도와 평균 열교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에 현장 열응답 시험

(TRT)를 수행한 결과, 콘크리트 그라우팅을 사용할

경우,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효 열전도도가 6.15% 향상되었다. 또한, 지열냉난

방 시스템의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현장 열성능 시험(TPT)에서 콘크리트 그라

우팅을 사용한 경우, 평균 열교환량이 15% 증가하

였다. 따라서 시멘트 그라우팅에 대한 적절한 재료

선정과 시공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열냉난방 시스

템에서는 시멘트 그라우팅이 벤토나이트 그라우팅

보다 우수한 열성능과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

라 사료된다.

(2) 현장 열응답 시험(TRT) 결과, STS파이프를 사

용한 이중관형 지중열교환기가 HDPE파이프를 사

용한 경우에 비해 유효 열전도도가 22.7% 증가하였

다. 또한, 현장 열성능 시험(TPT) 결과, STS파이프

를 사용한 경우의 평균 열교환량, 즉 열성능이

33.8% 증가하였다. 단, 파이프 재료는 열성능 향상

으로 감소되는 천공 깊이와 파이프 가격을 고려하

여 선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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