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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 he design condition for appropriate design factor at geothermal system

design documents. It is intended to provide the proper information of geothermal system design

condition when construct new building, designer can use design conditions more efficientl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lan for domestic geothermal system, through utilization at design element, to provide

as a good information that can predict the approximate underground condition. Thus, provided the basic

design conditions that can predict the capacity of the geothermal system. It will be the first step to

solve the problem.

Key words: Geothermal system(지열 시스템), Design element(설계요소), Heat pump(히트펌프),

Underground temperature(지중 온도)

기호설명

EST : 지중 순환수 온도 [oC]

X : 히트펌프 설치용량 [kW]

Y : 지중열교환기 길이 [m]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화석원료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사막지역의 확장,

기상이변 등은 이제 21세기의 주요 환경과 에너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

여 정부에서는 Table 1과 같이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이 신·증축하는 연면적 1,000 m2 이상의 건축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2012년도 10% 이상으

로부터 시작하여 2020년 20% 이상을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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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ulsory usage of renewable energy in public

building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compulsory 

usage (%)
10 11 12 13 14

year 2017 2018 2019
after

2020

compulsory 

usage (%)
15 16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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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중이다[1].

일반건축물에서 지열냉난방방식은 지중 열교환

기의 지하천공 설치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초기

설치비가 기존 냉난방 시스템보다 많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중 열교환기 보어홀의 천공 및 지중열

교환기 설치비용이 전체 초기 투자비의 50% 전후를

차지하므로 냉난방 열원방식의 선정시 지열시스템

의 선택여부는 초기 투자비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계획된 국내 75곳의

지열시스템을 적용한 업무용 공공건축물의 지열설

계 자료에서 지중초기온도·지중열전도도·보어홀

열저항 분포와 지중초기온도에 따른 지중열전도도,

보어홀열저항 분포의 상관관계, 히트펌프 설치 용량

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분석함으로서 지열시

스템의 초기계획단계와 지중열전도도 시험을 하지

않은 지열 시스템 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현황 분석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 논문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정근 외 2명[2]의 논문에서는 시험용 보어홀

100여곳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중 초기온도 등

의 구간을 나누고 지역별·계절별 지중열 이용 분

포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초기온도는 지중열전도도

와 보어홀 전열저항의 집중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보어홀열저항은 어느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손병후[3]의 논문에서는 지중열교환기 설계 보어

홀 열저항과 지중열확산 산정방법을 정리하고 실제

현장 시험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보어 홀 열저항이

지중 열교환기 설계길이와 지중 순환수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병천 외 1인[4]은 지중 열전도도, 시스템 운전시

간,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의 관경 및 지열 순환수 설

계온도 변화에 따른 지중 열교환기 설계 길이 변화

를 고찰하였다. 기준설계 조건에서 지중 열전도도가

0.2 W/mK 증가함에 따라 지중 열교환기 길이는 평

균 1.5%감소하였고, 지중 열전도도 0.2 W/mK 감소

시 지중 열교환기 길이는 평균 2.1% 증가함을 제시

하였다. 또한 지중 열교환기의 파이프관경, 그라우

트 주입시 실리카샌드 첨가의 영향, 지중 열교환기

배열,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간격 등의 영향 등에 대

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실험용 보어홀을 기준으로 한 연

구가 아닌 실제의 지열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중열교환기의 설계변수를 분석하고 보

어홀열저항의 상관관계와 히트펌프 용량에 따른 지

중열교환기 길이를 나타내었다.

2. 지중 열교환기 설계 요소

2.1 지중 특성

지중의 특성 중 지중의 열전도율, 열확산율과 더

불어 지중 평균온도는 지중열교환기 설계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중 특성은 일반적으로 지중

열전도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공공건물이나 대규

모 지열히트펌프 프로젝트에서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중열전도 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주택과 같은 소규모에서는 경제적

으로 지중열전도시험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된 평균값을 적

용한다.

2.2 지중 열교환기 재료 및 형상

지중열교환기를 구성하는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재질과 보어홀의 벽과 파이프 사이의 빈공간을 메

우는 그라우팅 재료가 지중열교환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서 폴리에틸렌

파이프는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요소이며, 그라우팅

재료도 순수한 벤토나이트만을 적용하는 경우 열전

도율도 또한 매우 낮다.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리카샌드 등 고형질의 함유량을 늘리는 열강화

그라우팅이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보어홀의 직경과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직경, 그리고 U파이프의 개수

가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이다.

2.3 보어홀 구성

여러개의 지중열교환기가 모여서 보어필드를 구

성하며, 지중열교환기 사이의 간격 그리고 보어필드

의 형상이 지중열교환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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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교환기가 시공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보어

홀 간격과 보어필드의 형상이 결정되는데, 보어홀의

간격이 너무 적어지면 시공상의 문제와 더불어 열

교환기의 총 길이가 길어지게 되므로 일정한 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지중 순환수

지중 순환수에 포함된 부동액의 비율과 순환수의

유량이 지중열교환기 설계 과정에서 GLD프로그램

에 입력한다. 히트펌프로 유입되는 지중순환수 온도

를 EST(Entering source temperature)로 부르며, 이러

한 EST는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전에 따라서 항

상 변화하는 인자이다. 지중열교환기의 설계 수명기

간(일반적으로 15~20년을 사용) 동안 변화하는 EST

의 한계를 규정하는 EST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지중

열교환기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5].

3. 설계요소 현황분석

3.1 보어홀 일반현황

공공건축물 신축시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적용, 공

공 또는 민간건축물 중 시설비의 일부를 정부지원

지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 에

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사업신청 후

평가, 승인을 받고 설비설치 완료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지열시스템 설계자료 분석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제출한 지열이용 계획서에 제시된 설계요소

들을 정리하였다[8].

3.2 설계요소별 분포 현황

3.2.1 지중 초기온도

지중초기온도는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13.7oC에서 최대 19.1oC까지 나타나 있었다. 

Fig. 1은 지중초기온도를 1oC 단위로 분포를 나타

낸 그래프로 16~17oC 사이가 29.6%로 가장 많았으

며, 14~15oC 사이는 26.8%, 15~16oC 사이는 25.4%

로 나타났다. 14~17oC 사이가 전체의 81.8%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조사한 자료의 평균값은 15.8oC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지열시스템 설치 시 지중초

기온도 평균값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2.2 지중 열전도도 

Fig. 2는 지중열전도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최소 1.58 W/m·K에서부터 5.93 W/m·K까지 분포되

어 있다. 이 중 2.4~3.0 W/m·K 사이가 4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1.8~2.4 W/m·K 사이가

38%를 차지했다. 지중열전도도 같은 경우 1.8~3.0

W/m·K 사이가 전체의 83%로 집중적인 분포를 보

였다. 또한 조사한 자료의 평균값은 267 W/m·K로

분석되었다.

3.2.3 보어홀 열저항

Fig. 3은 보어홀의 열저항치를 구간별로 나누어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최소 0.112 m·K/W부터

0.223 m·K/W까지의 통계치를 통해 나온 결과이다.

0.116~0.164 m·K/W사이가 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Fig. 1. Distribution of underground temperature.

Fig. 2. Distribution of thermal conductivity of underground

Boal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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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지만, 다소 산발적인 분포를 보였다. 평균값

은 0.156 m·K/W로 분석되었다.

3.3 설계요소간의 상관관계

Fig. 4는 지중초기온도의 빈도가 가장 높은 세구

간과 전체온도 분포를 지중열전도도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로, 각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차이가 어떠

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전체온도의 분포

와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구간들의 온도 분포가 대

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5는 보어홀열저항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이다.

14~15oC 구간이 전체온도의 분포보다 그 비율이 높

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지중열전도도 그래프처럼 특정구간에 집

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구간에 걸쳐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보아 지중초기온도나 지중열전도도는

일정구간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보어홀

열저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지중초기온도와 지중열전도도를 점 분포

도로 나타내어 어떤 구간에 집중적 분포되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해보았다. 지중초기온도

14~17oC, 지중열전도도 약 1.9~3.0 W/m·K 사이에

Fig. 3. Distribution of heat resistance of underground.

Fig. 4. Thermal conductivity analysis about underground

temperature.

Fig. 5. Borehole heat resistance analysis about under-

ground temperature.

Fig. 6. Heat resistance by underground temperature.

Fig. 7. Distribution of borehole heat resistance by under-

grou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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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는 지중초기온도와 보어홀열저항을 점

분포도로 나타내었는데, 이때 지중초기온도 14~1
oC, 보어홀열저항은 약 0.12~0.16 m·K/W 사이에 대

부분 분포하였고, 0.18~0.22 m·K/W 사이에 약간의

분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4 설치용량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 분석

Fig. 8은 각 건축물들의 설치용량과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점분포도로 나타낸 그래프 이다. 통계치를

통해 지중열교환기 길이/설치용량을 계산한 결과

평균값이 16.35 m/kW가 나왔고, 평균오차범위는

± 2.3%이다.

그리고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 일차선형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식 (1)과 같은 일차방정식이 나왔고 결

정계수 R2은 0.9267로 나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식은 현재 설치된 건물들의 설치

용량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대략적으로 산출

할 수 있는 식으로 지열시스템 적용 건물 설계 시 설

치용량을 산출한 후 지열교환기의 길이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

중열교환기 길이를 구할 때에는 GLD프로그램을 통

해 여러 가지요소와 변수들을 입력하여 구하기 때

문에 위의 식처럼 설치용량과의 관계만으로 지중열

교환기 길이를 산출한 식을 100% 신뢰하여선 안되

므로 대략적인 예측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 = 15.884X + 380.11 (1)

Table 2는 국내 지열시스템 적용 건축물 75곳을

대상으로 설계 요소별 평균값을 나타내어 보편적인

지열시스템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지열시스템 계획단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75개소 업무용용도 등

의 공공건축물의 지열시스템 설계자료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중초기온도 분포 분석결과는 평균값 15.8oC

이고 16~17oC 구간이 29.6%로 가장 많았다.

(2) 지중열전도도는 평균값이 2.56 W/m·K이고,

2.4~3.0 W/m·K 사이가 4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

타내었다. 

(3) 지중열교환기 열저항은 평균값이 0.156 m·K/

W이며 0.116~0.164 m·K/W 사이가 69%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중초기온도와 지중열전도

도처럼 어느 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인 분포를 보였다.

(4) 지중초기온도나 지중열전도도는 일정 범위 내

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중열교환기 열저

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점 분포도

로 분석한 결과 지중초기온도 14~17oC, 지중열전도

도 1.9~3.0 W/m·K, 지중열교환기 열저항 0.12~0.16

m·K/W 구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5) 설치용량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 분석 결

과로는 지중열교환기 길이/설치용량을 계산해 본

결과 평균값이 16.35 m/kW, 오차범위는 ± 2.3이 나

왔고, 점 분포도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일차 선형

그래프로 나타내본 결과 Y = 15.884X + 380.11이라

는 방정식이 나왔다. 결정계수 R2는 0.9267이 나왔

다. 위의 식은 설치용량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

Fig. 8. Underground heat exchanger length by installation

capacity.

Table 2. The average value of each design factor

Initial ground 

temperature

(oC)

Thermal 

conductivity

(W/m·K)

Thermal 

resistance of 

borehole

(m·K/W)

minimum 

value
13.8 1.58 0.112

average 15.8 2.67 0.156

maximum 

value
19.1 5.9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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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설계 시 설치용량을 산출

후 대략적으로 지중열교환기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지열시스템 설계

에 적용하는 지중조건에 대하여 분포와 평균값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지열시스템 용량과 지중 열교환

기 상관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소형 지열시

스템 설계시 개략적인 계산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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