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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순환수의 수치해석 모사를 통한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단면의 열전달 효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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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Evaluation of Heat Transfer un Ground Heat Exchanger 
Considering Flow through U-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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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s on the thermal performance 
and sectional efficiency of a closed-loop vertical ground heat exchanger (U-loop) equipped in a 
geothermal heat pump system (GHP). A 3-D finite volume analysis (Fluent) was used to simulate the
operating process of the closed-loop vertical ground heat exchanger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thickness of HDPE pipe and grout thermal properties, distance between the inflow and outflow
pip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latticed HDPE pipe system. It was observed that the thermal 
interference between the two strands of U-loop is of importance in det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 ground heat exchanger, and thus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modify the cross section 
configuration of the conventional U-loop system by including a thermally insulating latice 
between the two st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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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K: coefficient of thermal conductivity, W/mK

Subscript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GHP : geothermal heat pump
★

1. 서 론

1992 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된 ‘기후 변
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에 이어, 1997 
년에 채택되어 2005 년 2 월 16 일 부로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2008 년부터 2012 년까
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
을 1990 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
지 절약사업과 효율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풍력, 지열, 태양광 등), 저
탄소연료 사용 확대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는 국제 정세에 맞추어 정부
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관심을 가지
고 이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지열에너지
는 재생에너지로서 비고갈성이며 환경친화적인 에
너지원이다.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
가 지중 열교환기를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시장 규

1)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mail : kilmanner@korea.ac.kr   
Tel : (02)3290-3742  Fax : (02)928-7656

2)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mail : rkdwk2000@korea.ac.kr
Tel : (02)3290-3742  Fax : (02)928-7656

3)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과정
E-mail : cryfreer@korea.ac.kr
Tel : (02)3290-3742  Fax : (02)928-7656

4)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부교수
E-mail : hchoi2@korea.ac.kr
Tel : (02)3290-3326 Fax : (02)928-7656



- 584 -

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EPA 보고서에 
의하면 지열원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이 가장 에
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공
조 시스템(기존 공조시스템에 비해 25～50%의  전
력소비)이라고 하였다. 현재 지열을 이용한 냉난
방 시스템은 지하 약 200m 까지의 비교적 심도가 
얕은 천부 지열자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지하
열원(연중 15± 5℃)을 이용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
템은 개념적으로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
중열을 흡수하여 난방하며, 여름에는 차가운 지중
으로 실내의 더운 열을 버리는 원리를 이용하여 
냉방하게 된다. 지열 냉난방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냉매를 이용한 열펌프(Heat Pump), 지중 열교환기
(Ground Heat Exchanger), 그리고 공조설비
(Distribution System)로 이루어 지며, 열매체(부
동액)가 열펌프와 땅 속에 매설된 지중 열교환기 
내부를 순환함으로서 지중 열교환기를 통해 지중 
열에너지를 열펌프로 공급하여, 열펌프가 냉난방
을 하게 된다. 지중 열교환기는 설치 방식에 따라
서 수직형, 수평형, 지표수형, 지하수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설치 부지 문제로 수직 
밀폐형 지중 열교환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밀폐형 지중 열교환기의 열전달 
거동 예측 및 단면의 형상에 따른 효율 분석을 위
해 지중열 교환기와 뒷채움재 그리고 지반간의 열
의 이동을 수치해석으로 모사하였다. 지중열 교환
기 파이프 내로 유체의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의 
열전달 거동 해석을 위해 열전달과 유체의 흐름 
간의 연계 모델 해석이 가능한 유한체적해석(FVM)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유입 파이프와 유
출 파이프 사이의 이격거리 및 뒷채움재의 종류, 
파이프 사이의 단열을 위해 새로 고안된 격자형 
파이프 모델에 대한 3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
다. 

2. 해석 조건

2.1 열교환파이프 두께를 고려한 해석

본 연구에서 해석에 사용된 수직 밀폐형 지중 
열교환기의 형상은 실제 현장조건을 고려하였으며 
전체 형상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00m
의 긴 사각기둥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유한 
체적 해석에서 합리적인 격자의 구성과 일정한 비
율의 격자의 사용은 해석 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사용 가능한 격자의 수는 컴퓨
터의 성능에 따라 제한을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지중열 교환기 형상의 경우 수평 방향 
길이에 비해 수직 방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많은 양의 격자를 필요로 한다. 지중 열교
환기의 형상을 실제 조건으로 모사하는데 있어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자수의 제한으로 인해 
HDPE 파이프의 두께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
이프의 두께가 0mm라 가정하고 형상을 구축하였
다. 따라서 해석 시에는 파이프 두께를 고려하지 
않은 대신 해석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Wall 
Thickness 기능을 이용하여 파이프 두께를 고려하
였다. 해석에 적용한 HDPE 파이프의 실제 두께는 
4.5± 0.3mm의 값을 가지므로 5mm의 두께를 가정하

여 해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련의 해석
에 사용된 수치해석 격자 형상의 경우, HDPE 파이
프 두께를 직접 모사하지 않았으므로 지중열 교환
기 전체 형상의 해석에 앞서 파이프의 두께가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로 1m, 
세로 1m, 높이 20m의 한 방향 파이프로 간단히 모
사하고 파이프 두께가 0mm인 경우와 5mm인 경우, 
그리고 wall Thickness 기법을 사용하여 5mm의 파
이프 두께를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냉방 과정에 
대한 해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지반의 초기 온도
는 12℃, 유동액의 유입 온도는 25℃를 각각 사용
하였고 유입 속도는 0.1m/s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쓰인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특히 파이프의 물성
치는 밀도, 열용량, 열전도도로 각각 955 kg/m3, 
525 J/kg・K, 0.4 W/m・K의 값을 사용하였다.

표 1. 해석에 쓰인 물성치

물성치 지반 그라우트 유동액

밀도(kg/m3) 1820 3640 1000

열용량(J/kg・K) 440 840 2360

열전도도(W/m・K) 2.5 2.02 0.55

점성계수(kg/m・K) - - 16.1

2.2 이격거리에 따른 해석

지중열 교환기 파이프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
의 간격에 따른 지중열 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표 2 와 같은 3가지 조건으로 3차
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2. 해석 단면 조건

case D(mm) s(mm) s/D

1 150 4.5 0.03

2 150 27 0.18

3 150 49.5 0.33

(a) 일반형 파이프 (b) 격자형 파이프

그림 1. 지중열 교환기 해석 단면 형상

그림 1은 해석에 사용한 일반형 파이프와 격자
형 파이프의 단면 형상을 보여준다. 전체 해석 모
델은 지중열 교환기의 실제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가로 1m, 세로 1m, 높이 100m의 사각기둥 모양의 
지반에 직경 3cm의 두가닥 HDPE 파이프와 직경 
15cm의 보어홀과 보어홀 내의 뒷채움재를 모사 하
였다. 해석 모델은 파이프와 뒷채움재, 지반 등을 
포함하여 1707764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파이프
를 순환하는 열유동액의 유입 온도는 25℃(298K)
로 적용(냉방모드)하고, 지반과 보어홀의 온도에 
관한 초기조건은 지반과 보어홀의 지하 5m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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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온도는 대기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중 약 12-15℃를 유지하므로 해석에서는 12℃으
로 가정하였다. 그라우트재로는 시멘트를 사용하
였고, 보편적인 지반 조건을 가정하여 지반정수를 
입력하였다. 파이프 내를 순환하는 유동액의 속도
는 0.6m/s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해석 조건은 앞
절의 표 1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2.3 뒷채움재 종류에 따른 해석

뒷채움재의 열전도 특성에 따른 지중열 교환기
의 열전달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벤토나이트 뒷채
움재와 시멘트 뒷채움재에 대한 해석을 실시 하였
다. 벤토나이트 뒷채움재의 경우 열전도도를 높여 
지중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키는 목적으
로 천연규사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최항석 
등, 2008).

해석에 쓰인 뒷채움재의 열전도도는 순수 벤토
나이트 그라우트가 아닌 천연규사와 혼합한 상태
의 뒷채움재를 고려하였다. 뒷채움재의 해석에는 
유입파이프와 유출파이프간의 간격으로 s/D=0.18
을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뒷채움재의 물성치
는 표 3와 같다. 뒷채움재 이외의 해석조건은 앞
절의 case 2 해석과 동일하다. 

표 3. 해석에 쓰인 그라우트의 물성치

물성치 벤토나이트 시멘트 

밀도(kg/m3) 1580 3640

열용량(j/kg・K) 380 840

열전도도(w/m・K) 0.9 2.02

2.4 지중열 교환기 단면 형상 효과

유입파이프와 유출파이프 사이의 열간섭 현상
이 지중열 교환기의 전체적인 열전달 효율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앞의 그림 1 (b) 같은 
새로 고안된 격자형 파이프 형상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유입 파이프와 유출 파이프 사이에 단열
효과를 위해 그라우트 대신 상대적으로 열전도도
가 낮은 공기를 채워넣은 격자형 파이프를 모사하
여 해석에 적용 하였다. 일반형 파이프와의 열전
도 효율 비교를 위해 유입 파이프와 유출 파이프
의 간격이 s/D=0.18인 형상에 대해 해석하였다. 
격자 형태의 파이프 이외의 보어홀 직경과 해석 
지반의 범위는 일반형 파이프 해석시와 동일하다. 
해석 모델은 파이프와 뒷채움재, 지반, 격자등 을 
포함하여 585874개의 절점와 535267개의 요소로 
구성 되었다. 해석에 쓰인 물성치로 그라우트와 
지반 유동액은 표 3과 같고, 격자안의 공기에 대
한 물성치를 추가하였다. 공기의 밀도는 
1.225kg/m3 , 열용량은 1006.43j/kg・k, 열전도도
는 0.01w/m・k, 점성계수는 0.0000179kg/m・s로 
적용하였다..

3. 해석 결과c

 3.1 파이프의 두께를 고려한 해석

파이프의 두께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파이프 두께에 따른 열전달 해석을 실
시하였다. 그림 2 (a)와 같이 두께 0mm의 파이프
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형상에 대해 Wall 
Thickness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그리고 파이
프 두께를 5mm로 형상화 하여 해석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a)파이프 두께 0mm (b)파이프 두께 5mm

그림 2. 파이프 두께 고려를 위한 해석 형상

그림 3. 열교환 파이프 조건에 따른 결과

  

 
 유입 온도 25℃에 대해 파이프 두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유출 온도는 20.15℃, Wall 
Thickness를 고려한 경우의 유출 온도는 21.55℃
로 나타났다. 또한 두께 5mm에 대해  해석한 결과 
21.17℃의 유출 온도를 보였다. 정확한 해석을 위
해서는 파이프 두께를 여실히 고려하는 것이 좋으
나, 격자 수의 제한에 대한 문제의 대안으로 두께
를 고려하지 않은 형상에 wall Thickness를 5mm로 
고려한 경계조건 설정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련의 해석에서는 
Wall Thickness를 통해 파이프 두께를 모사하였
다.   

 3.2  열전달 해석 결과

이격거리에 따른 해석을 통해 일반형 파이프의 
경우 유입 파이프로부터 유출파이프로의 열간섭 
영향을 파악하였다. 순환 파이프 내 유체 흐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3차원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실시한 이격거리에 따른 해석 
결과는 그림 4과 같다. 그림 4는 지면에서의 보어
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반경방향 온도분
포를 보여준다. 표 4 는 이격거리에 따른 유입 파
이프 및 유출 파이프 내의 온도를 나타낸다. 유출 
온도를 살펴보면 s/D=0.03의 경우 유입 파이프 내 
온도는 20.883(℃), s/D=0.33의 경우 1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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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격거리가 클수록 열간섭이 적어짐을 정량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 이격 거리에 따른 파이프 내의 온도 분포

case 유입 파이프 유출 파이프

s/D=0.03 25 20.88

s/D=0.18 25 20.56

s/D=0.33 25 19.68

그림 4. 이격거리에 따른 온도분포

이격거리 s/D 비가 0.18인 경우에 대해 그라우
트재의 종류에 따른 FLUENT 해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열전도도가 높은 시멘트 그라우트가 
벤토나이트 보다 열간섭이 더 크게 발생하였다.  
 그림 5는 그라우트의 종류에 따른 지면에서의 온
도 분포를 보여준다. 뒷채움재 종류에 따른 유입
온도와 유출온도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그라우트재의 종류에 따른 파이프 내의 

온도 분포

case 유입 온도(℃) 유출 온도(℃)

벤토나이트 25 21.389

시멘트 25 20.564

그림 5. 그라우트 종류에 따른 온도분포

  
시멘트 그라우트의 경우 높은 열전도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유입 파이프 내의 열유동
액으로 부터 유출 파이프에 열전달이 원활하게 발
생함에 따라 유출 파이프 내의 온도가 벤토 나이
트 그라우트에 비해 높게 열간섭을 받았다. 따라
서, 파이프간 열간섭을 줄일 수 있는 지중열 교환
기 단면 형상이 아니면 열전도성이 큰 뒤채움 그
라우트재(예를 들면, 시멘트 그라우트)가 오히려 
지중열 교환기의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이프간 열간섭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격
자형 파이프에 대한 FLUENT 해석을 실시한 결과, 
격자형 파이프의 경우 일반형 파이프보다 열간섭
이 월등히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6은 지면에
서 격자형 파이프와 일반형 파이프를 비교한 것이
다. 단면 형상에 따른 유출온도를 표 6에 나타내
었다.   유출 온도를 살펴보면 일반형 파이프는 
20.56℃, 격자형 파이프는 20.33℃로 격자형 파이
프의 열간섭이 적어, 지중열 교환기 효율을 향상
시킴을 보여준다.

그림 6. 파이프 형상에 따른 온도 분포

표 6. 파이프 형상에 따른 온도 분포

case 유입 온도(℃) 유출  온도(℃)

일반형 파이프 25 20.56

격자형 파이프 25 20.33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 열교환기의 HDPE 파이프의 
열전달 거동 예측 및 단면의 형상에 따른 효율 분
석을 위해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
여 지중열 교환기의 열전달 거동을 해석하였다. 
FLUENT 이용하여 이격거리에 따른 냉방시의 열간
섭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격자형 파이프의 해
석을 통해 기존 파이프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기존 HDPE 파이프의 경우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유
입 파이프와 유출파이프 간의 높은 열간섭 현상을 
보였다. 격자형 파이프는 유입 파이프와 유출 파
이프사이에 그라우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열전도
도를 갖는 공기를 채움으로써 유입 파이프와 유출 
파이프의 열간섭 효과가 일반형 파이프의 경우보
다 적음을 확인하였다. 그라우트재에 따른 열전달 
해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전도도가 높은 시멘트 
그라우트의 경우가 벤토나이트 그라우트 이용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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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큰 열간섭을 유발하였다. 유입 파이프와 유
출 파이프 사이의 열간섭은 지중열 교환기의 효율
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격거리나 격자형 파이
프와 같은 효율적인 단면의 형상 등 기존 HDPE파
이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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