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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water flow in confined aquifer and heat transport in underground geologic media

are using same governing equation(line source) like well fuction. Therefore the conventional

slope method using only later data obtained from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to determin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vertical geothermal heat exchanger(GHEX) is basically identical

with one of Theis straight line method of aquifer test under artesian condition.

In case that the pumping rate(Q, m
3
/d) and drawdown(s,m) which are used for input data

of existing hydrogeologic computer programs for aquifer test are replaced and converted to

supplying heat energy per unit length of bore hole(Q/L,w/m or Kcal/h.m) and temperatures

(T,℃)measured at in and out-let of GHEX as in put data respectively, thermal conductivity

around geothermal heat exchanger can be easily estimated without any special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hydrogeologic computer program. Two numbers of time series temperature

variation data obtained from in situ geothermal response test are analized using Theis

methods(standard curve and straight line method) by using existing aquifer test program

and conventional Slope method proposed by ASHRAE. The results show that thermal

conductivity values estimated by two straight methods are identical and the difference of

estimated values between standard curve methods and Slope method are also within

acceptable ranges. In general,the thermal conductivity estimated from Theis straight line

method gives more accurate value than the one of Slope method due to that Slope method

uses only visual matching otherwise Theis method uses automatic curve matching

estimation with reducing R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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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Ke : 겉보기 열 도도

Gh(μh) : 지열함수

V : 지하수의 공극유속

T : 온도(℃)

1. 서 언

지표에서 약 3000m 심도구간에 소재한 천부지

각에서 지열에 지의 분포는 주로 류에 의한

열 달(convection)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비해

열 도(conduction)는 지 매체의 일부 구간이 열

원과 직 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주변부가

이 으로 더워지는 기작으로서 류에 의한

열 달(일명 류)은 주로 지하수가 유동 하는 방

향으로 지하수와 함께 지 열에 지(지열)가 이

동된다.

열 도도는 지하수유동계에서 수리 도도(K와

유사한 인자이며, 열유량은 2지 사이의 온도구

배에 비례한다(Carslaw와 Jaeger,1959). 즉 열

도도는 단 온도구배 하에서 지 매체의 단 면

을 통해 단 시간동안에 유동하는 열량이다.

따라서 열유량은 공간 인 2지 사이의 온도차에

비례한다(Carslaw와 Jaeger,1959). 수층을 시

한 각종 암체내에서 열 이동량(H)은 열 도-열

달식(conductive-convective equation)을 이용하

여 (1)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div H = -div[-K grad T + nC
TV

= 'C' 


(1)

윗식에서 K, n, ⍵, C⍵가 일정하고 지하수의

흐름이 정상(평형)상태일 때

(1)식은 (2)식과 같이 된다.

K▽
2
T−n CV․▽T='C'




(2)

윗 식들은 열 에 지가 한 지 에서 다른 지

으로 순수한 열 도와 수층내에 유되어 있

는 지하수의 거동에 따른 열 달기작에 의해 이

동하는 열평형식 으로서 일종의 질량 보존법칙으

로 나타낸 식이다. (2)식을 1차원 으로 표 하면

(3)식과 같다.





 

-

 








(3)

여기서 Vx ; x방향의 지하수 유속

 : 공극율

K/'C': 열분산계수(thermal diffusivity, ⍺)

윗식 왼쪽항의 첫째항은 열 도때문에 이동

한 열에 지량을 나타내고 둘째항은 열 달에 의

해 이동된 열에 지 이동량을 뜻한다. 윗 식들은

모두 지 매체( 수층)와 유체(지하수)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열분산에 의한 열 달효과는 K와 깊은 련이

있다. 만일 지 매체내에 유된 유체(지하수)가

유동하지 않을 경우에 열분산계수는 열확산계수

(⍺)와 같아진다.

2. 연구방법 및 재료

2.1 지하수가 유동하지 않는 지열수문계에서

지열이열 도에의해 달될경우의선원

열모델

피압 수층은 균질 등방이고 범 가 무한 이

며 수층의 두께는 역을 통해 동일하고

수층과 지하수의 도, 수층의 열 도도와 비열

은 공간 으로 일정하며 열 달율에 비해 역

인 지하수유속은 매우 어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에 완 통 주입정을 통해 열에 지만 피압 수

층으로 주입될 때 주입열량을 라 하면 열 도

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지배식(3)식의 해인 t시간

이후의 측지 에서의 온도()는 (4)식과 같다

(Fig. 1 참조).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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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iformly porous non leaky aquifer with constant thickness 

                 and fully penetrating wells 

여기서

 () : 열 장능(heat storage capacity)

이 없는 열주입정과 열 측정이

설치되어 있는 비 수 피압 수

층에서 순수한 열 도에 의해 열

이동이 발생되는 지열함수

 : 열기의 공 열량, 열주입율   

 : 지 매체의 열 도도(Kcal/h.m.K)

 : 측지 에서 측정한 t시간이후의 온도

변화(℃),

L : 수직지 Loop의 길이(m)

 : 주입정과 측정사이의 거리(m)

 : = 수층의 열확산계수

()=


∞ 


 (5)

 = 


(6)

(4)식을 지열분야에서는 지 열교환기와 주변

암체사이에서 발생하는 열 도에 의한 선원 열이

동모델(Line source method)의 지배식이라 하고

지하수 수리학에서는 부정류의 비 수 피압 수

층의 비평형모델(일명 Theis모델)이라 한다[1].

일반 으로 주입정의 반경은 해당 수문지열계의

크기에 비해 매우 고 시험기간을 장기간 실시

하면 는 0 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에 지열함수

()는 Taylor의 무한 수해로 표 할 수 있

고[2].특히 <<0.03이면 지열함수는 다음과 같

이 간단한 근사해로 표 할 수 있다.

()= -0.5772 - ln  (7)

윗 식은 도에 의해 열에 지가 달되는

도성 지열함수의 근사해라 한다. (5)식을 이용하

여 값에 한 ()값을 구하여 도표화하면

Table 1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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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The values of       

 1.0 3.0 5.0 7.0 9.0

×1 0.22 0.013
1.1

×10
-3

1.2

×10
-4

1.2

×10
-5

×10
-1

1.82 0.91 0.56 0.37 0.26

×10-2 4.04 2.96 2.47 2.15 1.92

×10-3 6.33 5.23 4.73 4.39 4.14

×10
-5

10.94 9.84 9.33 8.99 8.74

×10
-7

15.54 14.44 13.93 13.60 13.34

×10-9 20.15 19.05 18.54 18.20 17.95

×10-11 24.75 23.65 23.14 22.81 22.55

×10
-13

29.36 28.26 27.75 27.41 27.18

  

      

체 으로 수문지열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체의

체 열용량은 300∼700Kcal/m
3..
K 정도이고, 열

도도(K)는 1∼4 Kcal/h.m.K이므로 열확산계수는

0.0014∼0.013m
3
/h 정도이다. 따라서 <<0.03의

조건을 만족 할 수 있는 시간 즉 열흐름이 정상상

태에 도달할 수 있는 장 열응답 시험기간은 약

5.6∼14시간 정도이다. 장 열응답시험시 측정

이나 U-Tub의 입구와 출구에서 경시 별로 측정한

온도를 이용하여 지 매체의 열 도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4].

2.2 해석 방법들과 용조건

2.2.1 표 곡선 첩법  

Fig. 2는 Table 1의 값에 따른 지열 함수 

()의 값을 양 수 방안지(log- log paper)에 작

도한 곡선으로서 이를 도성-지열함수의 표 곡

선(standard curve)이라 한다. 이에 비해 장 열응

답 시험 기간동안 측정에서 경과시간()별로 측

정한 온도변화()를 이용하여 작도한 곡선은 장

데이터곡선(data curve) 는 시간-온도변화곡선

(  curve, time- temperature variation curve)

이라 한다.

(4)식과 (6)식의 양변에 수를 취하면

 = 



+log   ,

log = 



+log 



{=



(), =



}

지열함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와   으

로 구성된 표 곡선과 와 로 이루어진 시간-온

도곡선들의 4가지 변수 들은 서로 1 1로 응되

는 값이다.즉 와 를 각각 , 축으로 취하여 양

수 방안지상에 작도한 시간-온도의 data곡선과

와   를 축으로 취하여 양 수 방안지상

에 작도한 표 곡선을 서로 첩시켰을 때 두곡

선이 완 히 일치하는 경우에 는 ()에, 는

(혹은


)에 완 히 응된다[2]. 장열응답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한 경과시간별 온도 변화치

를 이용하여 작도한 시간-온도data 곡선과 표

곡선을 서로 첩시킨 후 두곡선이 서로 일치 되

었을 때 곡선상의 임의의 지 에서 1개 을 선

정하고, 이 지 에 해당하는    , , 값

을 읽은 후 이 값을 각각 (4)식과 (6)식에 입하

여 지 매체의 열 도도를 산정한다(Fig. 3 참조).

Fig. 2 Time-temperature type curve for uniformly 

         porous nonleaky artesian media with constant 

         thickness and fully penetrating wells having 

         infinitesimal daimeter and no heat storage 

capacity

2.2.2 Theis 직선법(Jacob법)

주입정과 측정의 구경은 시험 상매체의 규모

에 비해 매우 고(r→0) 장열응답 시험을 장

기간 실시(t→∞)하면 값은 어진다. 술한

바와 같이 체 으로 자연상태의 지열수문계에

서  는 0.03 이하이다. 이 경우에 지열함수(7

식)의 근사해와 (5)식으로 구한   값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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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정도이다[5]. 이 경우 ( ≪ )에 (4)식

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log 


=



log









(8)

(8)식을 수정 지열 비평형식이라 한다. 상기 식

에서 온도변화()와 경과시간 () 와의 계는

수(log) 계이다. 따라서   자료를 Fig. 3 

처럼 반 수 방안지(lin-log)상에 작도하면  

곡선은 직선으로 나타난다.

Fig. 3에서 시간 일 때 측정된 온도를  , 일

때 라하고 이를 (8)식에 입하면 (9)식과 같이

된다.

 =



log



(9)

(9)식은 후술할 수직 지 열교환기에서 장 열

응답시험을 실시한 후 U-tube의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한 시간-온도치를 이용하여 열 도도를 산정

하는 식으로 IGSHPA나 ASHRAE가 제시한 식

과 동일하다.

       Fig. 3 Straight line method 

상술한 2기 이 제시한 방법보다 간단하게 열

도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Fig. 3에서 과 가 1 cycle log 일 때의

 △ 라하면 (9)식 에서


= 10 이므

로 (log


=1) (9)식은 (10)식과 같이 된다.

△ =



이며

∴ =

△

(10)

윗식에서

Qh: 열기에서 공 한 열량으로 Watt

는 Kcal/h

L: HDPE 루 이 의 설치심도(m)

△T: 경과시간이 one cycle log일 때의 입 출

구온도 기울기

 Fig. 3에서  직선을 연장해서 온도()가

(0)이 되는 시간은 이라 하고 이를 (8)식에

입하면, 그 결과는 (11)식과 같이 된다.

0 =



log




∴=



(11)

따라서 시간-온도변화자료를 반 수 방안지상

에 작도하여 △와 를 구하고 이 값들을 각각

(10)식과 (11)식에 입하여 지 매체의 열 도도

()와 열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Ka/Ca⍴a)를 이용하여 해당매체의 체 열용량과

비열을 구할 수 있다.

2.2.3 지 열 환기를 이용한 장시험 분석법

(JGSHPA/ASHRAE법)

IGSHPA 등이 제시한 열 도도 산정법은

에서 설명한 직선법과 같은 동일한 방법이다. 천

공 주 에 분포된 암체의 지 온도가 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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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에 설치한 지 루 (지 열교환기)에 일정량

의 열에 지를 장기간(정류상태)주입할 때 열이

동을 단순화시킨 선원해는 다음 (12)식과 같다[7].

 = A +



ln  (12)

윗 식에서 온도()는 시험 상 해당 지

루 의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한 온도를 직 사

용하거나 그 평균값인 (출구온도+입구온도)/2을

사용한다. 이때 (9)식은 (13)과 같이 된다.

△T =



  (13)

여기서  : watt 는 Kcal/h

L : 지 루 의 설치심도(m)

△T = T1-T2, 입출구에서 온도차

경시별로 측정한 출구와 입구온도의 평균치를

반 수 방안지상에 작도하면 직선으로 나타난다.

(13)식에서 경과시간이 각각 과 t2일 때 출구와

입구온도의 평균치를 각각  , 라 하면

=



ln






log



윗식은 IGSHPA등이 제시한 Slop식이라 불리

우는(14)식과 동일해 진다(7).

=


(ln


)/(T2-T1)

=



(14)

여기서 ⍺는 기울기로서 = (T2-T1)/(ln


)

(14)식에서 과 을 1 cycle log으로 취하고

(log


=1),이때  =△라 하면 윗 식은

술한 (10)식과 같이 된다.

Slope법과 술한 직선법을 용할 수 있는 조

건은 <<0.03인 경우이다. 환언하면 장시험기

간이 길면 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기 들은 직선법을 용할 수 있는

장 열응답 시험기간을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즉 IEA는 약 50시간을[8], IGSHPA는 최소

36∼48시간을[9], Kavanaugh 와 ASHRAE는 36

∼48시간을[10]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 으로는

① 비포화 내에 설치된 지열교환기의 주변부

가 건조해 서 K값이 감소될 수 있으며.

② 열 도도가 양호한 수문지열계에서는 권

장시간 이 에 열평형이 도달 가능하며.

③ 시험 상 암체와 그 인근에 열 도도가

서로 다른 암체가 존재하여 수문지열학

인 경계조건(일종의 면경계)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자료 분석이 난해해 진다.

④ 한 인 으로 열 흐름상태를 평형(정

상류)으로 만들기 해 장시간동안 시험을

실시함으로 인해 시험비용이 과다하게 소

요된다.

동일한 지열함수를 지배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리지질학의 우물수리학(well hydraulics)에서는

비정상-비평형상태 (transient state)에서도 장

시험을 분석 할 수 있는 표 곡선법과 직선법등

이 개발 되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물수리학에서 제 사용하

고 있는 기존의 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에

서 실시한 장 열응답시험 자료를 합성 분석하

고 이로 부터 산정된 장 열 도도와 Slope법

을 이용하여 산정된 장 열 도도를 서로 비교

검토하 다.

본 로그램은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장에서 측정한 시간경과별 온도 는 수 강하

자료가 표 곡선해와 직선법해에 자동으로 일치

하도록작성되어있으며연산치와측정치사이의오

차와 잔차가 최소가 되도록 고안된 로그램이다.

3. 대표사례와 분석결과 

본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표 인 암종별로

실시한 2개소의 장 열응답시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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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해 약산온천 실버타운

동해 약산온천 실버타운은 기존의 보일러 시스

템을 이용하여 난방에 지를 공 하 으나 운

비 감을 해 2007년4월에 수직 폐형 지열시

스템으로 완 교체하 다.

이를 해 냉난방용으로 30∼33RT크기의 지열

펌 8 와 탕용으로 20∼30RT크기의 지열 펌

4 등 총 364RT를 설치하 다. 지 열교환기

는 구경이 150mm인 시추공을 부지내에 총 134공

을 최소 6m씩 이격시켜 설치하고 시추공마다

1.25인치 HDPE loop pipe를 공내에 설치하 다.

본역에 분포된 지층 최상 층은 두께가 20∼

30m정도되는 토질각력으로 구성된 붕 층이

하 의 열 도성이 양호한 석회암 퇴 층을 부정

합 으로 피복하고 있다. 지하수는 지표하 15∼

20m 하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장 열응답시험은

공내에 그라우 을 실시한 후 약 7일 이후에 48시

간동안 연속 으로(2007.4.10∼4.12)실시하 다. 시

험기간동안 열기에 공 된 평균 열량은 7.8KW

이며 단 천공 심도당 평균 열공 량은 52W/

m℃ 다. 지 열교환기의 입출구에서 각각 측정

한 온도측정치 가운데 그 평균치를 이용하여 시

간-온도변화곡선을 작성한 후 이를 본 산 로

그램을 이용하여 표 곡선법과 직선법으로 분석

한 결과는 각각 Fig. 4-1과 Fig .4-2와 같다.

즉 표 곡선법과직선법을이용하여산정한열

도도는 모두 3.64W/m.℃이다. 한 IGSHPA가 제

시한 12시간 이후의 data만을 이용하여 Slope법

을 이용하여 산정한 시험공주변의 열 도도는 약

3.70W/m.℃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값과 같다.

3.2 평화 생명동산 시

본역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의

DMZ 평화 생명동산내에 소재한다. DMZ 평화 생

명동산 시 의 냉방부하와 지열시스템의 설치용

량(냉방)은 각각89.7RT와 90RT이고, 난방부하와

지열펌 설치용량은 각각 204Mcal/h와 300Mcal/h

이다.

이에 필요한 지열에 지를 공 하기 하여 구

경이 150mm이고 심도가 150m되는 시추공 33개

공을 5m씩 이격시켜 설치하 다. 천공 굴착후 1.25

인치규격의 SDR-11 HDPE loop pipe를 공 까지

설치하고 벤토나이트 그라우 을 부설하 다. 본

역의 지질은 지표에서 4.5m심도까지 황갈색의 표

토와 갈색의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부

150m심도까지는 회갈색의 석 반암으로 이루워

있다.

Silver Town ,Standard Curve Matching(Th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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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tandard curve method  

         (Donghae Silver Town)

Displacement: Measured temperature(℃)

Silver Town Straight Line or Slope Method

1. 10. 100. 1000. 1.0E+4
12.

14.

16.

18.

20.

22.

24.

26.

Time (min)

D
is

p
la

c
e
m

e
n
t 
(m

)

Obs. Wells

OW 1

Aquifer Model

Confined

Solution

Cooper-Jacob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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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traight line method

            (Donghae Silver Town) 

장 열응답시험은 Grouting을 부설한 후108시

간(4.5일)이 지난 2007.7.14∼7.16일 사이에 총 49

시간동안 실시하 으며 단 심도당 평균 열공

량은 약 67.9W/m 고 지 열교환기의 입출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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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는 약 4.3℃ 다. 시험기간동안 입구측에서

측정한 온도를 이용하여 시간-온도변화곡선을 작

성한 결과는 각각 Fig. 5-1과 Fig. 5-2와 같고 이

를 표 곡선법과 직선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열

도도는 모두 2.06W/m.℃으로서 Slope법으로 산정

한 2.24W/m.℃와 약 8%정도의 차가 있으나 이는

분석자의 fitting기법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 의 값이다.

4. 결과 및 토의

1) 피압 수층에서 일정한 율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 장 수성시험 분석시 사용 하는 Theis식

의 우물함수(well fuction)와 장 열응답시험

분석시 사용하는 선원해의 지열함수는 동일한

함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Theis식의

간이해법인 Jacob 법(Theis직선법)과 IGSHPA

나 ASHRAE가 제시한 Slope법은 동일한 분석

방법이다.

2) 번에 제시한 표 곡선법은 열주입정에서 주

입한 열흐름이 비정상상태(dT/dt≠0)인 경우

에도 용가능한 분석방법인데 반해 Jacob법

은 열흐름이 정상상태(dT/dt=0)일 경우에 사

용하는 분석방법이다[11].

3) IGSHPA나 ASHRAE는 장 열응답시험결과

를 해석할 때 Slope법을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 상 매체가 등방 균질매체

(isotropic,homogeneous media)라는 가정하에

시험을 장시간동안 실시하면 열 주입정과 그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열흐름이 정상상태가

되도록 하여 분석하기 함에 있다.

4) 그러나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 으로는

①시험 상 암체와 그 인근에 열 도도가 서로

다른 암체가 존재하여 수문지열학 인 경계조

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료분석이 매우 난

해해지며, ② 한 인 으로 열 흐름상태를

정상상태로 만들기 해 불필요하게 장시간동

안 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

제 인 부담이 증가한다.

5) 장 열응답시험 결과는 수리지질학분야에서

제 사용하고 있는 수성시험 분석용 산

program 가운데 가장 간단한 피압 수층의

Theis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분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배식에서 서로 1 1로 응되는

변수와 단 는 Table 2와 같다.

DMZ Peace Hall, Straight Line or Slop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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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Standard curve method(DMZ Peace Hall)  

DMZ Pea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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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Straight line method(DMZ Peace Hall)

6)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장시간에 비해

비정상 상태하에서 측정한 비교 단기간의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표 곡선법으로 장자

료를 분석하더라도 정상상태의 직선법과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7) 재 수리지질학분야에서는 장의 수리지질

학 인 고유특성과 경계조건에 따라 약 30여

종 이상의 산해법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

다. 따라서 앞으로 수직 지 열교환기를 이용

한 장 열응답시험 결과를 분석할 때 상 지

암체의 수리지질특성과 경계조건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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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quifer test
Thermal

response test

Governing
equation

W(μ) Gh()

Pumping rate
Q:
(m3/h)

Qh: electric
power supplied
(Kcal/h or Watt)

Other
variables

s:
drawdown
(m)

Tt: temperature(℃)

Storage
S:

Storativity
:

heat capacity

Diffusion
coefficient

S/T =

존의 수리지질 산Program을 사용해도 무방

함을 확인하 다.

Table 2. Conversion table of corresponding varaiables 

used to aquifer test and thermal response test

후    기

이 연구는 에 지 리공단의 일반기술개발사업

으로 시행 인 지하수 축열을 고려한 수층 냉난

방 시스템 개발(1차년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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