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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다중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 분석

박도현*, 박의섭, 선우춘

Thermal Performance Analysis of Multiple Thermal Energy Storage 
(TES) Caverns with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Dohyun Park*, Eui-Seob Park, Choon Sunwoo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thermal performance of multiple rock caverns for large-scale thermal energy storage 
(TES)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for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the caverns through heat transfer 
analysis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FLUENT. The thermal performance of multiple caverns was 
assessed in terms of the thermal stratification within the caverns and the heat loss to the surroundings, and the 
heating characteristics of the rock around the cavern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showe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rmal performance between multiple TES caverns with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when the surrounding rock was less heated and it reached thermal steady-state, which represent the thermal 
states of the surrounding rock at the early and long-term operational stages of the TES caverns, respectively. 
However, as the separation distance decreased, the rock between the caverns reached thermal steady-state more 
quickly, and thus the heat loss from the caverns tended to converge rapidly to the value of heat loss occurred 
under thermal steady-state conditions in the surrounding rock.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operating cost of heating 
the surrounding rock (i.e., rock heating) can be reduced with a reduction in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multiple 
caverns, and suggests that the separation distance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operating cost of rock 
heating as well as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caverns.

Key words Cavern thermal energy storage, Multiple rock caverns, Separation distance, Thermal performance, Thermal 
stratification, Heat los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FLUENT를 이용한 열전달 해석을 통해 대규모 열에너지 저장을 위한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저장공동 내부의 열성층화와 공동 외부로의 열손실 측면에

서 열적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이격거리별로 시간경과에 따른 공동 주변 암반의 히팅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주변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초기 운영단계와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한 장기 운영단계에서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른 열적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공동간 이격거리가 감소함

에 따라 공동 사이의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하고, 이에 따라 저장공동 외부로의 열손실이 주변 

암반의 열적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열손실 값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를 줄임으로써 주변 암반의 히팅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로부터 다중 열저장

공동의 이격거리 결정시 공동의 건설비용과 함께 암반히팅에 대한 운영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암반공동 열에너지 저장, 다중 암반공동, 이격거리, 열적 성능, 열성층화, 열손실

1. 서 론

열에너지 저장(thermal energy storage, TES)은 고온 

또는 저온의 에너지를 특정 공간에 장단기적으로 저장

하는 기술로써,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및 양

적 차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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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rock used in the present study (KIGAM, 2012)

Density (kg/m3) Specific heat (kJ/m3-K) Heat conductivity (W/m-K)

2,680 2,310 3.0

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열
에너지 저장소의 열적 성능(thermal performance)은 저

장소 내 유체의 열성층화(thermal stratification)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는 목표 저장온도 범위 내에서 열에너지

가 성층화되지 않고 하나의 온도로 혼합된 경우, 필요

시 원하는 온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열교환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열성층화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하는 유체의 특성으로 인해 고온과 저온의 유체가 층

을 이루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용가능한 유

효에너지(available energy or exergy)를 증대시켜 열저

장 시스템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저
장소 내부의 열성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중 

하나는 저장소의 종횡비(aspect ratio, 저장소의 폭에 대

한 높이의 비)로써, 종횡비가 커질수록 열성층화가 높

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o 외, 2008, Park 
외, 2013). 그러나 종횡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소의 폭

에 비해 높이가 커지고, 이는 저장소의 구조 안정성 측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하 암반공동

을 활용하여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경우, 암반공동의 저

장용량(굴착규모) 및 종횡비, 암반조건(암반의 변형 및 

강도 특성, 현지응력 등)에 의해 공동의 안정성이 영향

을 받으므로 열적 성능 측면에서 유리한 높은 종횡비의 

설계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 저장용량의 단

일 암반공동 대신 단위 저장용량을 줄인 다중 암반공동

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ark 외, 2013). 또한 설

계 저장용량 확보를 위한 긴 터널형의 단일 저장공동이 

열저장 및 주입을 위한 지상설비와의 연결에 있어 효율

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종방향 길이를 줄인 다중 암반공

동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ark 외, 2014). 
다중 암반공동을 활용하여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경

우, 공동간 이격거리는 저장공간 계획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설계인자이며, 이격거리 결정시 공동의 구조 안정

성(structural stability)뿐만 아니라 열저장소의 장기 운

영에 따른 주변 암반의 히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공동 

주변 암반의 거동이 역학적 및 열적으로 상호 간섭하게 

되는데, 역학적 거동(암반의 변형)에 대한 상호 간섭은 

공동의 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Park 외, 
2014)하는 반면, 열적 거동(암반 내 열전달)에 대한 상

호 간섭은 암반의 히팅 효율, 즉 열적 성능 측면에서 유

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 열저장

공동을 활용하는 경우, 공동간 이격거리에 따른 역학적 

안정성 분석과 함께 열적 성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중 지하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 분석과 관련된 연

구는 토목 및 광산 시설(도로 및 철도 터널, 광산 갱도 

등)을 대상으로 기존에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열
에너지 저장을 위한 다중 지하구조물의 열적 성능 분석

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중 암반공동을 활용한 열에너지 저장시 공

동간 이격거리가 저장소의 열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중 열저장공동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규

모 지하 열수(hot water) 저장을 위한 다중 암반공동을 

대상으로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을 이용한 열전달 해석(heat transfer analysis)을 수행하

였다. 다중 암반공동의 열적 성능은 저장공동 내부의 

열성층화와 공동 외부로의 열손실 측면에서 평가되었

으며, 이격거리별로 운영시간 경과에 따른 공동 주변 

암반의 히팅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열전달 해석을 위한 수치 모델링

2.1 입력 물성

본 연구에서는 다중 암반공동의 열적 성능을 분석하

기 위해 CFD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FLUENT(ANSYS, 
2014)를 이용하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전달 

해석에 적용한 물의 물성(밀도, 비열, 열전도도, 점성)은 

Fig. 1과 같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온도에 따른 물의 열

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였다. 암석의 물성(밀도, 비열, 열
전도도)으로는 KIGAM(2012)의 국내 황등 화강암과 단

양 석회석에 대한 실내시험 자료를 적용하였다(Table 1). 
참고로 KIGAM(2012)에서는 국내의 화강암과 석회암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 열에너지 저장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황등 화강암과 단양 석회석을 대표 암종으로 선

정하여 역학적 및 열적 물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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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nsity (Lide, 1990) (b) Specific heat (Johari 외, 1996)

(c) Thermal conductivity (XYdatasource.com, 2012) (d) Viscosity (Cho 외, 1999a, 1999b)

Fig. 1. Thermal properties of water with respect to temperature used in the present study

Table 2.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the twin tunnel-shaped rock caverns with an aspect ratio of 2.0

Separation distance between caverns (m) Rd-w

15 0.52 

30 1.03 

45 1.55 

60 2.07 

75 2.59 

90 3.10 

105 3.62

Rd-w =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2.2 다중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별 수치 모델 및 해석 

조건

2.2.1 수치 모델

본 연구에서는 Park 외(2014)의 다중 암반공동을 대

상으로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Park 외
(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 암반공동은 국내 주거

지역의 열수 공급을 위한 터널형 열저장공동으로써, 단

일 공동의 종횡비와 종방향 길이는 각각 2(공동 폭 = 29 
m, 높이 = 58 m)와 50 m이었고, 저장용량은 약 84,000 
m3

이었다. 이 용량은 아파트 1,000세대(세대당 주거면

적 106 m2)가 동절기 2개월 동안 열수를 사용할 수 있

는 부피이다. 위의 단일 저장공동을 다중 배치하는 경

우 공동간 이격거리가 열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해석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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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erical model used for assessing the thermal per-
formance of the twin tunnel-shaped rock caverns (Wp

= Separation distance between the caverns)

Fig. 3. Ini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tored water assumed 
in the present study에서 Rd-w는 저장공동의 굴착 폭에 대한 다중 공동간 이

격거리의 비를 나타내며, 여기서 이격거리는 두 개 공

동의 인접한 굴착 벽면 사이의 수평 직선거리이다. 다
중 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 평가를 위한 수치모델

은 Fig. 2와 같다. 해석영역은 가로 801 m, 세로 456 
m이었으며, 공동의 설치 심도는 지표면-공동 천단부 거

리 기준으로 50 m로 설정하였다. 

2.2.2 해석 조건

저장공동의 운영시간 경과에 따른 공동 내 열에너지

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비정상상태(transient state)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고려한 총 해석시간은 10일이었

다. FLUENT의 solid 조건을 이용하여 주변 암반을 모

델링하였고, 주변 암반을 불투수층으로 가정하여 암반 

내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공동 내부에 단열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열저장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동 내 저장되는 물과 주변 

암반 사이에 형성되는 wall의 경계에는 coupled 조건을 

적용하여 유체와 고체간의 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주변 암반의 초기 온도는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18℃
로 설정하였다. 암반의 초기 온도(18℃)는 KMA(2011)
에서 측정한 지하 5 m 심도의 전국 땅속 온도의 평균값

(15.3℃)과 암반공동의 바닥부와 지표면 사이의 거리

(108 m)를 고려한 온도이다(국내 평균 지온 증가율 25℃
/km(Song, 2008)를 적용함). 지표면에는 자연대류 열전

달 계수(free-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9 
W/m2-K와 대기 온도(ambient temperature) 25℃인 대

류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지표면과 대기의 열교환을 고

려하였다. 위의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는 Takakura(1989)
가 제안한 식 (1)을 토대로 산정되었다.

  
  (1)

여기서 hc는 지표면에서의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W/m2-K), 
dT는 지표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K)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거지역의 열수(열교환용 난방

수와 직접사용 급탕수) 공급을 위한 지하 열저장 모델

을 고려하였다. KDHC(2013)에 따르면, 공동주택 난방

시 열교환용 공급온도는 75-115℃이고, 사용온도는 난

방의 경우 45-60℃, 급탕의 경우 45-55℃이다. 이로부

터 열교환용 열수 공급과 저장온수의 직접 사용을 위한 

온도 범위는 45-115℃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암반공동 내 열수 저장을 위한 온도 범위를 50-9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 미만의 열에너지 저

장을 대상으로 하여 저장온도 범위의 상한값을 95℃로 

설정하였고, 저장온도 범위의 하한값(50℃)은 열에너지 

저장 후 발생하는 외부로의 열손실을 고려하여 사용온

도 범위의 하한값인 45℃에 5℃를 추가한 온도이다. 열
전달 해석을 위한 저장공동 내 물의 초기 온도분포는 

Fig. 3과 같이 공동의 바닥부에서부터 천정부까지 일정

한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를 갖는 열성층화 상

태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공동의 장기 운영으로 인한 주변 

암반의 히팅이 공동의 열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주변 암반의 온도분포를 달리하여 열전달 해

석을 수행하였다. 고려한 주변 암반의 온도조건은 두 

가지로써 열에너지 저장을 시작하기 전의 초기 암반온

도(18℃)인 경우(초기 운영단계)와 저장온도(50-95℃)
의 평균인 72.5℃의 열에너지에 의해 암반이 히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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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0.52

(b)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3.62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surrounding rock at 
the long-term operational stage

(a)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0.52

(b)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1.55

(c)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3.62

Fig. 5. Temperature variations of stored water with time in 
the case without rock heating

경우(장기 운영단계)이었다. 72.5℃의 열에너지에 의해 

암반이 히팅된 경우의 온도분포는 저장공동 내 물의 온

도를 72.5℃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정상상태(steady state) 
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적용하였다(Fig. 4). 참고로 

스웨덴 Lyckebo 열수 저장공동의 열성층화 거동을 분

석한 Park 외(2012)에 따르면, 저장공동의 운영 초기에

는 공동 내 열에너지에 의한 암반의 히팅이 거의 발생

하지 않으므로 열에너지 저장을 시작하기 전의 암반온

도를 적용한 해석결과는 초기 운영단계에서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고, 저장공동을 장기 운영함에 따라 주변 

암반이 저장온도의 평균값에 반복 노출되므로 물의 온

도를 저장온도의 평균값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정상

상태 해석으로부터 얻은 암반의 온도분포는 장기 운영

단계에서 온도분포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3. 다중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 
분석결과

3.1 이격거리별 열성층화 거동

다중 암반공동 내 열수 저장 후 시간경과에 따른 물

의 온도 변화는 각각 Fig. 5와 Fig. 6과 같다. 그림에서 

무차원 높이(dimensionless height)는 저장공동 바닥부 

기준으로 측정된 공동 내 연직높이 z를 암반공동의 높

이 H로 나눈 변수(= z/H)이다. 이와 같이 저장소 내 위

치별 온도 본포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성층화 정도를 평

가하는 것은 도해적 방법(graphical method)에 해당되

며 성층도의 정성적인 평가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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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0.52

(b)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1.55

(c)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3.62

Fig. 6. Temperature variations of stored water with time in 
the case with rock heating at 72.5℃

Fig. 5와 Fig. 6에 표시된 시간은 열에너지 저장 후 

경과한 시간, 즉 대기 운영모드(standby mode of operation) 
시간을 의미하며, 시간 = 0에서의 실선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초기 열성층화 상태(Fig. 3 참조)를 나타낸다. 이 

실선으로부터 편차가 커질수록 열성층화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무차원 높이에서 온도는 해당 높

이의 수평선을 따라 측정된 열에너지의 온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Fig. 5와 Fig. 6으로부터 공동간 이격거리와 

암반의 히팅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경과에 따라 열성층

화가 점차적으로 감소, 즉 초기 열성층화시 온도분포와

의 편차가 점차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

한 편차는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경우에 더 크게 발생

하였다. 한편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경우(Fig. 5)와 72.
5℃로 암반이 히팅된 경우(Fig. 6)의 열성층화 거동을 

살펴보면, 공동간 이격거리에 따른 열성층화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도해적 방법에 의해 분석된 시간경과에 따

른 열성층화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Shyu 
외(1989)가 제안한 변온층 구배법(thermocline gradient 
method)을 이용하여 열성층화 비(thermal stratification 
ratio)를 분석하였다. 변온층 구배법은 성층화 상태로 

저장된 열에너지의 온도구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식 

(2)에 의해 열성층화 비가 계산된다. 열성층화 비가 1인 

경우는 열에너지 저장 초기에 형성된 열성층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stratified)를 의미하고, 0인 

경우는 초기에 형성된 온도층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

고 하나의 온도로 열에너지가 혼합된 상태(mixed)를 의

미한다.

 



 







 



 (2)

여기서 RTS는 열성층화 비, T는 온도(℃), z는 열에너

지 저장소 바닥으로부터의 높이(m), i는 열에너지 저장

의 초기 시점, t는 경과한 시간을 의미한다.
식 (2)에 의해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성층화 

비를 분석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그림으로부터 시간

경과에 따라 열성층화 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암반

이 히팅된 경우(Fig. 7(b))가 그렇지 않은 경우(Fig. 7(a))
에 비해 열성층화 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장공동의 장기 운영으로 인해 주변 

암반이 충분히 히팅되는 경우, 저장된 열에너지와 암반

의 온도차이가 줄어들어 공동 외부로의 열손실이 감소

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Fig. 7(a)와 Fig. 7(b)
로부터 공동간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시간경과에 따라 

열성층화 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초기 운영단계

와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한 장기 운영단계에서

는 이격거리가 열성층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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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without rock heating

(b) Case with rock heating at 72.5℃
Fig. 7. Thermal stratification ratios for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Rd-w =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Fig. 8. Heat fluxes for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when 
the surrounding rock was not heated and heated at 
72.5℃ (Rd-w =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a) Aboveground TES tanks

(b) Underground TES caverns

Fig. 9.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heat losses from 
aboveground TES tanks and underground TES caverns

3.2 이격거리별 열손실

Fig. 8은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른 공동 외부

로의 열손실을 분석한 결과로써, 저장공동 벽면부에서 

발생하는 열유속(heat flux, 단위 면적당 열손실) 값을 나

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경우와 히

팅된 경우 모두 이격거리별로 열유속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암반이 히팅된 장기 운영단계에서의 열손실이 

초기 운영단계에 비해 약 1/14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71.5 
W/m2

의 열유속이 발생하고, 암반이 72.5℃로 히팅된 경

우에는 평균 5 W/m2
의 열유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열저장공동의 초기와 장기 운

영단계에서는 이격거리가 열손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저장공동의 장기 운영시 암반 히팅으로 인

해 외부로의 열손실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상의 열저장소의 경우 단열시스템을 적용하더

라도 외부로의 열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장기 운영시 

주변 암반의 히팅으로 인해 열손실이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지하 저장소와는 달리, 지상 저장소는 외부 

대기로의 열손실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

문에 장기 운영에 따른 열손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

다(Fig. 9). 특히 지상 저장소는 외부 대기온도, 풍속,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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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1.03

(b)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2.07

(c)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 3.10

Fig. 10. Temperature variations with time along the horizontal 
line crossing the center of the pillar between the 
twin tunnel-shaped caverns

향 등의 기후조건의 영향도 크게 받으므로 열손실 측면

에서는 지상 저장소보다는 지하 저장소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3 이격거리별 암반의 히팅 특성 및 열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

3.1절과 3.2절에서 언급한대로 주변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초기 운영단계와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한 

장기 운영단계에서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공

동의 열적 성능(열성층화와 열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앞서 분석된 장

기 운영단계의 열적 성능은 저장공동 주변 암반의 열적 

거동(암반 내 열전달)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결

과로써,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이전, 즉 초

기와 장기 운영단계 사이의 열적 성능을 이격거리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공동 주변 암반의 거동이 열적으로 상호 간

섭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 열적 성능 측면에서 유

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간 이격거리 감소에 따른 

주변 암반의 열적 상호 간섭은 앞서 Fig. 4의 장기 운영

단계에서의 이격거리별 온도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격거리가 가까운 경우 두 개 

저장공동 사이의 암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상승하는 중첩효과가 발생하였다. 
저장공동의 운영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 암반의 히팅 

특성과 공동의 열적 성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동 

내 물의 온도를 72.5℃(저장공동을 운영함에 따라 주변 

암반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물의 온도, 2.2.2절 참조)
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주변 

암반의 온도 변화와 공동 외부로의 열손실 발생 경향을 

분석하였다. Fig. 10은 다중 암반공동 사이의 필라부 중

심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따라 측정된 시간경과에 따

른 암반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이격거

리 조건에 관계없이 운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필라부 

암반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열적 정상상태의 

온도분포에 근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격거

리가 가까울수록 열적 정상상태의 온도분포에 도달하

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시간

경과에 따른 저장공동 벽면부의 단위 면적당 열손실(열
유속)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single cavern”으로 표시

된 점선은 단일 저장공동만 설치했을 때의 열유속 발생 

경향을 나타내고, “steady state”로 표시된 점선은 다중 

저장공동 주변의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한 경우

의 열유속 값(5 W/m2 = Fig. 8의 암반이 72.5℃로 히팅

된 경우의 평균 열유속)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공

동간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열적 정상상태에서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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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eat fluxes with time for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Rd-w =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Fig. 12. Total energy losses per unit area during an operational 
period of 50 years for different separation distances 
(Rd-w = separation-distance-to-cavern-width ratio)

유속 값으로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 공동만 설치했을 때의 

열유속 값으로 근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격거리가 커질수록 암반 내 열적 거동에 대한 상호 간

섭의 영향이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감소

함에 따라 공동 사이의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더 빠

르게 도달하고, 이로 인해 저장공동 외부로의 열손실이 

주변 암반의 열적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열손실 값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

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변 암반의 히

팅과 열손실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열적 성능 측면

에서 유리함을 나타낸다.
한편 저장공동 내 열에너지에 의한 주변 암반의 히팅

시 열-역학적 상호 작용으로 인해 암반의 강도가 저하

되어 저장공동의 역학적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100℃ 미만의 열에너지 저장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열-역학적 상호 작용으로 인한 영향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익산 화강암, 충
주 백운석, 천안 석영섬록암의 온도에 따른 강도 특성

을 분석한 Lee & Lee(1996)에 따르면, 100℃ 조건에서의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점착력이 상온(room temperature) 
조건에서의 값들에 비해 각각 6.6-7.6%, 4.2-9.6%, 5.1- 
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도저하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3.4 결과 고찰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을 분석한 결

과, 주변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초기 운영단계와 암반

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한 장기 운영단계에서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공동의 열적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격거리 

감소에 따라 공동 사이의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

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외부로의 열손실이 열적 정상상

태에서의 열손실 값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의 단축

은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변 

암반의 히팅에 소요되는 비용, 즉 열저장 시스템의 운

영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Fig. 12는 저장공동

의 운영을 시작한 후 50년 동안 발생한 공동 벽면부의 

단위 면적당 총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Fig. 
11의 이격거리별 열유속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얻은 

결과이며, 계산된 총 에너지 손실은 암반의 히팅에 소

요되는 비용과 직접 관련된다. Fig. 12로부터 공동간 이

격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총 에너지 손실(암반의 히팅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단일 저장공동만 설치했을 때의 에너지 손

실 값으로 근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다중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별 공동의 굴착 안

정성을 분석한 Park 외(2014)에 따르면, 이격거리 감소

에 따라 공동의 파괴확률이 증가, 즉 굴착 안정성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간 이격거리가 감소

함에 따라 굴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의 지보(support) 
및 보강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경향은 위의 이격거리 감소에 따른 암반

의 히팅 비용의 감소와는 상반된 것으로써, 다중 열저

장공동 계획시 이격거리에 따른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Park 외(2014)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중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다중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별 열적 성능 분석210

(a) ΔCoperating > ΔCconst

(b) ΔCoperating < ΔCconst

Fig. 13. Variations in construction cost (Cconst) and operating 
cost (Coperating) when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multiple TES caverns is reduced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른 암반의 히팅 비용과 공

동의 지보 비용의 변화를 Fig. 13과 같이 예상할 수 있

다. 즉 저장공동간 이격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공동 사

이의 암반 거동이 열적 및 역학적으로 상호 간섭하게 되

는데, 열적 상호 간섭은 암반 히팅 비용의 감소에 기여

하고, 역학적 상호 간섭은 공동의 지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Fig. 13(a)와 같이 공동간 이격거리가 

Dsp1에서 Dsp2로 줄어들 때 암반 히팅 비용의 감소액이 

공동 지보 비용의 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저장공동의 

지보량이 늘어나더라도 이격거리를 감소시켜 열저장 

시스템의 운영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Fig. 13(b)와 같이 공동 지보 비용의 증가

액이 암반 히팅 비용의 감소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격거

리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

이다.
위의 예와 같이 다중 열저장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저장공동의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 열에너지 저장을 위한 다중 암반

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른 열성층화 거동, 외부로의 열손

실, 운영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 암반의 히팅 특성을 수

치해석적으로 검토하였고,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변 암반이 히팅되지 않은 저장공동의 초기 운영단

계와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에 도달한 장기 운영단계에

서는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에 따른 열적 성능의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다중 공동 사이의 암반이 열적 정상상태

에 더 빠르게 도달하고, 이로 인해 외부로의 열손실이 

열적 정상상태 조건에서 발생한 열손실 값으로 더 빠르

게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다중 암반공동

의 이격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변 암반의 히팅에 소

요되는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공동

의 구조 안정성이 저하되고, 이는 공동의 지보와 관련

된 건설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다중 암반공동의 

이격거리 결정시 공동의 구조 성능과 열적 성능에 대한 

비용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운영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 암반

의 온도분포와 외부로의 열손실을 저장공동 내 열에너

지를 평균 저장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조건에서 분

석하였으나, 이는 해석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저장공

동의 실제적인 운영 스케줄을 고려한 분석이 향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열에너지의 주입 및 생산 주기, 
열에너지를 공동 내에 저장한 상태로 두는 대기모드 시

간을 고려한 열적 성능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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