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 지학회논문집 Vol. 3, No. 1, (2007) pp. 11~16 11

직  지열  입․출 도에 한

실 과 CFD 결과 비

우상우, 헌
*
, 신승

*
, 일

**†

한국해양 학교 학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기술연구소, **한국해양 학교 기계정보공학부

The Comparison of the EWT&LWT between Field Measurement and 

CFD of Vertical-type Geothermal Heat Exchanger

Sang-woo Woo, Joong-hun Kim
*
, Seung-ho Shin

*
, Kwang-il Hwang

**†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606-791, Korea

*Research of Technology, Sams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Gyonggi-Do 463-771, Korea

**Dept. of Mechan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606-79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the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for the

ground source heat pump(GSHP) system with vertical U-tube ground heat exchangers. In

order to predict LWT(leaving water temperature) in the length of time, This simulation is used

by utilizing FLUENT which is commercial CFD code. It was performed by based on four

boreholes in the field. Comparing with the results of CFD and field measurement for LWT, the

results of CFD was presented very good agreement with 1.0% averag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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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우리나라의 에 지 수입 의존율은 2004년 97%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의존율이 말하듯이 불안

한 국제정세와 증가하는 에 지 소비량에 따라

화석연료의 무기화에 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약(교토의정서)에 의

거 2차(2013～2017년) 의무감축 상국에 해당한

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은 산업․경제에 치

명 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을 개정하여 2004년 3월 이후 신축되는

공공건물에는 신․재생에 지 활용시스템의 용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이후 상기 법

이 용되는 신축건물을 심으로 지열에 한

심과 함께 매년 보 이 확 되고 있다.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은 기본 냉동사이클에서 역사이클

회로가 가능토록 하기 한 4방밸 와 지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방기에는 히트펌 에서

생긴 응축열을 지 으로 방열(reject)하고, 반 로

난방기에는 히트펌 에서 생긴 증발열을 지 에

서 추출(absorb)하여 냉․난방에 지로 공 한다.

따라서 지열원 히트펌 를 이용하여 얻는 에 지

의 효율은 지열교환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온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열교환기 설계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 하나이다.

지열에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

첫째, 지열교환기 U-tube 등을 임의로 형상화

하기 쉽다. 둘째, 작동유체의 유동에 한 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량, 유속, 작동유체의 물성치

등을 여러 조건에서 시험운 이 가능하다. 셋째,

실험 측정이어려운 지 온도에 한 근이

용이하다. 넷째, 다양한 지 환경과 운 시간에

따라 시공 에 미리 지열교환기에 한 성능 측

이 가능하다.

재 CFD 기법을 이용한 지열교환기의 해석에

한 연구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CFD 기법의 활용에 앞서, 우선 CFD

기법을 이용한 지열교환기 해석에 한 정확성을

평가하여 향후 CFD 기법을 이용한 지열교환기

성능 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2 연구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의 정확성을 확인하

기 해 지열교환기의 입구온도(EWT)와 출구온

도(LWT)를 실측하 다. 시뮬 이션에서는 실측

과 거의 동일한 입구온도에서 출구온도를 계산하

고, 장의 4개 천공에 한 실측과 시뮬 이션

출구온도를 비교하여 시뮬 이션을 평가하 다.

시뮬 이션은 격자생성 로그램인 GAMBIT

과 상용코드인 FLUENT Version 6.2.16를 이용하

여 CFD 기법으로 수행하 다.

2. 본 문

2.1 장의 개요

본 시뮬 이션의 상 기본 형상은 서울시

에 소재한 신축 건물의 지열교환기이며, Fig. 1은

Fig. 1. Site view and installation of U-tube

Location Seoul

Gross floor area 152,569 m2

Building area 11,376 m2

Lot area 19,138 m
2

Scale BF 4, F 22

Use Business

Table 1. Outline of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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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easuring boreholes in the field

Month
Monthly load

[kcal]

Hourly peak

load[kcal/h]

Jan 157,500,400 476,742

Feb 157,500,400 476,742

Mar 140,000,260 423,770

Apr 87,500,700 264,858

May 148,262,280 672,883

Jun 237,219,820 1,076,613

Jul 266,872,620 1,211,191

Aug 266,872,620 1,211,191

Sep 237,219,820 1,076,613

Oct 87,500,700 264,858

Nov 140,000,260 423,770

Dec 157,500,400 476,742

Table 2. Monthly load and hourly peak load

Fig. 3. U-Tube and ground cylinder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이 시공되고 있는 건설

장과 U-tube 이 를 나타낸 그림이다. 지열

교환기의 이 매설깊이는 200m(트 치에서

U-tube까지 길이)이며, 이 의 종류는 HDPE-

30호 다. 설치된 총 천공의 수는 112개이고, Fig. 

2와 같이 건물 외곽을 둘러싸며 1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천공 #1～#4는 열 도 테스트를 실시한

천공을 나타내고 있다. 장 건물의 냉난방 부하

는 Table 2과 같다.

2.2 모델링 시뮬 이션 방법

 Fig. 3는 장의 지열교환기를 단순 형상화하고

격자(Mesh)를 생성한 그림이다. 지열교환기의 주

변 열환경을 분석하고 표 하기 해 지 을 실

린더 형태로 형상화하여 나타냈고(이후 지 실린

더(Ground cylinder)로 표기함), 지 실린더의 직

경은 12m, 길이 206m로 생성하 다. 3D 모델링

격자 생성 로그램인 GAMBIT 2.3.16을 이용

하여 약 40만개의 비정렬격자로 구성하 다. 수치

해석 방법으로는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

으며, 비정상 유동에 한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 지방정식 그리고 k-epsilon 난류모델

을 이용하 다. 운동량방정식 해석을 해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SIMPLE 알고

리즘의 계산순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① 압력을 가정한다.

② 가정 압력으로 속도를 구한다.

③ 가정된 속도와 압력으로부터 수정 압력 구

한다.

④ 수정 압력으로 속도 압력을 개선한다.

⑤ 개선된 속도와 압력으로부터 운동량 방정식

해석한다.

⑥ 수렴 정 조건이 만족되도록 다시 ③～⑤를

반복한다.

2.3 물성치 경계조건

BH #1 BH #2 BH #3 BH #4 avg

date
06/08/28
～30

06/08/25
～27

06/09/03
～05

06/08/23
～25

-

Total heat
duration[min]

2,883 2,883 2,883 2,883 -

Flow rate
[lpm]

47.7 46.9 47.5 48.1 47.5

average input
power[W]

3253 3266 3175 3237 -

Slope 0.4317 0.3809 0.3977 0.4285 -
Conductivity
[W/m․K]

2.94 3.35 3.12 2.95 3.1

Table 3. Conductivity measurement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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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kg/m3]

Specific heat
[j/kg․K]

Conductivity
[W/m․K]

Viscosity
[kg/m․s]

Ground 2800 860 3.1 -

Water 998.2 4182 0.6 0.001003

Table 4. Properties[2]

2.3.1 물성치

장에서의 지열교환기의 작동유체는 물이고,

그라우트재로는 혼합 의 체 질량 벤토나

이트 분말 는 과립의 질량 비율이 약 16%인 벤

토나이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 열 도율 값은 Kelvin의 Line Source 이

론에 용하여 단순화된 선형 방정식인 식 (1)을

사용[1]하여 계산하 으며, 총 112개의 천공 4

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Table 3과 같이 각각 2.94,

3.35, 3.12, 2.95 ⋅으로 나타났다. 도와

비열은 일반 암석의 평균치[2]인 Table 4과 같

이 물성치를 설정하 다.

  
× × 

(1)

2.3.2 지 도

수직형 지열교환기의 경우 일반 으로 지표면

이하 2～3m 사이의 상부연결 과 연결되도록 설

치되어진다. 그리고 Fig. 4는 2006년 서울시의 지

온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심도 5m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약 15℃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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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und temperature(2006)[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Location
Gradient
[℃/km]

Seoul

Seocho Seocho 23.88

Nowon Junggye 25.11

Sungdong Kwangjang 26.25

Gangseo Yumchang 23.25

Table 5. Ground temperature gradie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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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und temperature gradient of SI

뮬 이션에서는 지표면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심도 5m에서 이 매설깊이 200m까지를 경계

조건으로 하 으며, 지표면에서 심도 5m까지는,

체 으로 미치는 향이 을 것으로 단되어

생략하 다.

서울의 지온경사는 Table 5와 같이 조사되었으

며[3], 4개 지역은 평균 지온경사는 약 25℃/km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도 5m에서는 15℃, 심도

205m에서는 20℃가 되도록 지 온도를 Fig. 5와

같이 선형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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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W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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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입구 도

시뮬 이션 상에서 실측의 입구온도를 그 로

입구조건으로 용하기가 쉽지 않다. Fig. 6은 천

공 #1의 입구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며, 시뮬 이션

에서는 실측 입구온도와 거의 동일한 입구조건을

주기 해 Fig. 7과 같이 시간에 따른 함수식을

구하여 입구조건으로 설정하 으며, 천공 #2～#4

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입구조건을 설정

하여 출구온도를 계산하 다.

2.4 결과

장에서는 지 열 도율을 계산하기 해

EWT와 LWT를 측정하 다. 본 시뮬 이션에서

는 2.3.3에서 제시한 EWT를 입구조건으로 하

을 때, 실측값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연구방법

에 한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Fig. 8~11는

천공 #1～#4의 실측과 시뮬 이션 결과에 한

입․출구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뮬 이션과

실측이 가장 잘 일치하는 천공 #2의 결과를 Table 

6에서 요약하여 정리하 다.

Time

[min]

EX[℃] SI[℃]

EWT LWT  EWT LWT 

1 16.7 16.7 0.1 16.7 15.9 0.8

100 19.1 17.9 1.2 19.1 18.1 1.0

500 20.0 18.8 1.2 19.9 18.8 1.1

1000 20.4 19.1 1.3 20.3 19.1 1.2

1500 20.5 19.2 1.3 20.5 19.3 1.2

2000 20.6 19.3 1.3 20.6 19.4 1.2

Table 6. EX-data and SI-data of B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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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data and SI-data of B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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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data and SI-data of B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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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data and SI-data of B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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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WT[℃] SI-EWT[℃]

BH #1 21.1 21.1

BH #2 20.5 20.5

BH #3 21.3 21.2

BH #4 20.9 21.0

Table 7. EWT of EX and SI in 2000 minute

EX-LWT[℃] SI-LWT[℃] Difference

BH #1 20.2 19.9 0.3(1.5%)

BH #2 19.2 19.3 0.1(0.5%)

BH #3 20.0 19.9 0.1(0.5%)

BH #4 20.0 19.7 0.3(1.5%)

average - - 0.2(1%)

Table 8. LWT of EX and SI in 2000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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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각 천공에 대한 입․출구 도(EWT ․ LWT)

각 천공의 실측과 시뮬 이션의 차이를 나타내

기 해 2000분을 기 으로 하 으며, Table 1

7과8은 지열교환기의 입․출구온도에 해 나타

내고 있다.

천공 #1에서는 실측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가

21.1℃와 20.2℃로 나타났으며, 시뮬 이션에서는

21.1℃와 19.9℃로 나타나, 출구온도에서 0.3℃의

차이를 보 다. 천공 #2에서는 실측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가 20.5℃와 19.2℃로 나타났으며, 시뮬

이션에서는 20.5℃와 19.3℃로 나타나, 출구온도에

서 0.1℃의 차이를 보 다. 천공 #3에서는 실측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가 21.3℃와 20℃로 나타났

으며, 시뮬 이션에서는 21.2℃와 19.9℃로 나타

나, 출구온도에서 0.1℃의 차이를 보 다. 천공 #4

에서는 실측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가 20.9℃와

20℃로 나타났으며, 시뮬 이션에서는 21℃와

19.7℃로 나타나, 출구온도에서 0.3℃의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링 방법과 조건

에서 천공 #1～#4의 실측과 시뮬 이션에 한

출구온도 차이는 1.5%, 0.5%, 0.5%, 1.5%로 평균

출구온도 차이는 1.0%로 나타났다.

2.5.2 실 과 시뮬 이션의 차이에 대한 분석

본 연구 결과, 실측값에 비해 시뮬 이션에 의

한 출구온도가 상 으로 낮게 계산되었다. 이는

실측에서 출구온도의 측정 이 열 도테스트기와

인 해있기 때문에 히터의 향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일사 등으로 실측된 출구온도가 다소 높

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3.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의 지열교환기를 바탕으로, CFD 기법을 이

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지열교환기로

들어가는 입구온도에 따른 출구온도를 계산하기

해 지 물성치 경계조건을 설정하고, 시뮬

이션의 결과값과 실측값을 비교한 것으로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 형상화 물성치 그리고 경계조건 설정

에 한 CFD 활용 기법을 제시하 다.

2) 실측과 거의 동일한 지열교환기의 입구온도에

서 시뮬 이션 출구온도와 실측 출구온도의

오차는 0.5～1.5% 범 로 시뮬 이션과 실측

은 비교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FD를 활용하여, 지 온도 변화 운 시간

그리고 지열교환기의 배열 형상 등에 한

세부 성능 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지열교환기 해석을 한 기

CFD 기법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시뮬 이션의

오차를 이고, 다양한 지열교환기의 형태에서

용 가능한 CFD 기법을 활용하기 해 다양한

장의 정확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지 환경과 지열교환기에 한 추

가 시뮬 이션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Yim, S. K., The Practical Study of Geotheramal

HeatPump System., 2005, 2002-N-GE11-P-030.

2. 한정상, 한규상, 한 상, 한찬., 2004, 친환경

체에 지인 천부 地中熱을 이용한 地熱펌 冷

煖房 시스템, , 도서출 한림원, 서울, pp.

8-27, 9-22.

3. 김형찬., 1990, 韓半島 地溫特性과 岩狀과의 關

聯性 硏究., 박사학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