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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중온도 측정이 지중 열교환기 설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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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nitial ground temperature measurement on the desig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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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compared relative importance of thermal conductivity and initial 
ground temperature in designing borehole heat exchanger network and also we test 
accuracy of ground temperature estimation in thermal response test using a 
proven 3-D T-H modeler. The effect of error in estimating ground temperature on 
calculated total length of borehole heat exchanger was more than 3 times larger 
than the case of thermal conductivity in maximum 20% error range. Considering 
10% of error in estimating thermal conductivity is generally acceptable, we have 
to define the initial ground temperature within 5% confidence level. Utilizing 
the mean annual ground surface temperature and the geothermal gradient map 
compiled so far can be a economic way of estimating ground temperature with some
caution. When performing thermal response test for estimating ground temperature
as well as measuring thermal conductivity, minimum 100 minutes of ambient 
circulation is required, which should be even more in case of very cold and hot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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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중 열교환기를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중 열교환기 설계를 위
한 중요 변수인 초기 지중온도, 지반의 열전도도 
및 열확산 계수의 측정을 위한 표준 지침 또는 
engineering standard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서식에 의거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국가 전
체의 standard로 보기에는, 독일의 기준[1]을 비롯
한 유럽의 기준에 비해 전반적인 분야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지열원 열펌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열응답시험(Thermal Response 
Test; TRT)을 수행하여 지반의 열전도도를 측정하
며 또한 부수적으로 초기 지중온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열전도도가 지중 열교환기 설계
값 즉, 총 필요 길이를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받
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변수인 초기 지중
온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서 

심지어는 대략적인 추정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열원 열펌프 시장은 과도한 

초기 투자비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능한 한 최적설계를 통하여 설치비
를 줄이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기본 요소임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각 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
된다. 이 연구에서는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Ground Loop Design (GLD; www.gaiageo.com) 소
프트웨어를 이용해 전형적인 우리나라 지반의 경
우에 대해 초기 지중온도 및 열전도도 값이 설계
값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TRT 수행시 정확한 초기 지중온도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순환수 순환시간에 대해 검증된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2. 상업적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지중 열교환기 
설계 - GLD의 예

지중 열교환기는 지열원 열펌프의 냉난방 성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상업적 소프트웨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기본 원
리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상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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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는 GLD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중요한 
입력변수별로 설계값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2.1 GLD 기본입력변수

잘 알려져 있다시피 GLD는 크게 부하측 입력 부
분과 열교환기(즉, 시추공 관련) 사양, 그리고 지반 
물성 입력부분에 적절한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를 
만족하는 총 지중 열교환기 길이를 계산해낸다. 이 
연구의 목적이 지하매질의 열전도도 및 초기 지중온
도가 전체 지중 열교환기 설계값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한 나머
지 변수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1) 냉난방 기기 용량: 350 kW

2) 냉난방 부하: 315 kW (기기 용량의 90%)
3) 시추공 배열: 17 × 2개; 6 m 간격
4) 순환수 온도, EWTc: 25 °C; EWTh: 5 °C
5) 열교환기 타입: single U-tube
6) 부동액: ethanol 15%
7) 모델링 기간: 15년
8) 토양의 열확산 계수: 0.10 m2/day
9) 시추공 직경: 6 inch

그 외 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
로 시공하는 방식을 따랐으며, 이 연구의 목적인 상
대적인 영향 비교면에서 다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겠다.

Table 1  Change of borehole heat exchanger length

기준×80％ 기준×85％ 기준×90％ 기준×95％ 기준 기준×105％ 기준×110％ 기준×115％ 기준×120％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초기 

지중온도(℃)
12 12.75 13.5 14.25 15 15.75 16.5 17.25 18

루프길이

(m)
6,059.8 7,846.4 6,367.2 7,237.6 6,707.6 6,716.5 7,086.3 6,265.3 7,510.4 5,871.0 7,988.5 5,523.4 8,662.5 5,150.6 9,154.0 4,938.5 9,874.3 4,690.2

기준대비

변동율
81％ 134％ 85％ 123％ 89％ 114％ 94％ 107％ 100％ 100％ 106％ 94％ 115％ 88％ 122％ 84％ 131％ 80％

열전도도

(W/m-K)
2 2.125 2.25 2.375 2.5 2.625 2.75 2.875 3

루프길이

(m)
8,367.4 6,526.3 8,115.4 6,333.6 7,891.3 6,162.2 7,690.9 6,009.0 7,510.4 5,871.0 7,347.2 5,746.2 7,198.8 5,623.7 7,063.0 5,529.1 6,939.1 5,434.2

기준대비

변동율
111％ 111％ 108％ 108％ 105％ 105％ 102％ 102％ 100％ 100％ 98％ 98％ 96％ 96％ 94％ 94％ 92％ 93％

2.2 초기 지중온도와 열전도도 변화에 따른 
시추공 길이 변화 계산

Table 1은 교란전 초기 지중온도 15 °C, 그리고 지
반의 열전도도 2.5 W/m-K을 기준값으로 하였을 때, 
둘 중의 하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변수를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GLD로부터 계
산된 필요 시추공 길이를 보여주고 있다. 열전도도
가 최대 20% 변화했을 때의 기준대비 변동율이 최
대 11%인 것에 비해 초기 지중온도의 변화는 최대 
34%에 이르러 초기 지중온도의 오차에 설계값이 훨
씬 더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열전도
도 변화에 따른 총 시추공 길이 변화(하늘색 원) 보
다 초기 지중온도 변화에 따른 변화(냉방은 붉은 색 
사각형; 난방은 푸른색 삼각형)가 최대 3배 이상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림에서 열전도도 
변화에 따른 시추공 길이의 변화는 냉방시에나 난방
시에나 동일함을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열전도도
라는 지반의 물성이 열확산계수와 함께 땅속에서 열
이 전파하는 정도를 규정하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위의 결과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이던 것과는 달리, 열전도도의 오차보
다 초기지중온도의 오차가 과다설계를 야기하여 시
공비를 증대시키거나, 혹은 과소설계로 인하여 지
열원 열펌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초기 온도측정이 경

제적인 시공과 높은 냉난방 효율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Fig. 1. Change of borehole heat exchanger length as 
function of the ground temperature and thermal 
conductivities (calculated results out of GLD).

위와 같은 판단은 또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변
수가 얼마나 큰 오차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지에 따
라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열전도도는 
시추코아를 이용하거나 TRT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 암반의 공극률 및 지
하수 부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1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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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차범위로 본다[2]. 따라서 열전도도 허용오차 범
위를 10%라 할 때, 위의 결과는 4-5%의 시추공 길이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열전도도를 고정시킨 상태에
서 초기 지중온도의 변화로 본다면 대략 5% 범위 이
내의 오차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는 초기 지중온도가 5%의 오차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3. 초기 지중온도 및 열전도도 측정값의 정확도

3.1 기존자료를 통한 초기 지중온도 산정

우리나라 연평균 지표면온도는 연평균 대기온도
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약 2 ℃ 정도 높게 나타나
고 있다[3]. 즉, 우리나라 내륙의 54개 기상관측소에
서 관측한 자료의 분석결과, 열섬효과를 보이는 대
도시의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상관도로
(R2=0.94) 위도 및 고도에 대한 선형 의존성을 보이
고 있다. 이를 이용해 전국을 1 km × 1 km의 격자로 
나누게 될 경우에 인근에 기상관측소가 위치하고 있
지 않더라도 최대 오차 0.5 ℃ 이내(대부분  0.3 ℃ 이
내)에서 연평균 지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지온증가율 분포도는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upgrade하고 있는데[4], 평
균적으로 약 25 ℃/km를 보이고 있으며 극히 일부지
역을 제외하고는 최대 20%이내의 오차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지표온도 12.5 ℃, 지온증가율 
25 ℃/km인 지역에서 200 m의 시추공을 굴착할 경
우 초기 지중온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init = 0.5 * (T0 + T200M)
       = 0.5 * (12.5 +12.5 + 25*0.2)
       = 15 ℃

만약 지표면 온도 및 지온증가율을 최대로 잘못 
추정하여 각각 13 ℃, 30 ℃/km로 계산한다면

     T'init = 0.5 * (13 + 13 + 30*0.2)
       = 16 ℃

로 정확한 값보다 1 ℃ (6.7%) 높게 나타난다. 즉 앞
서 살펴본 5% 오차범위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최
대한의 오차를 가정한 것으로서 인근에 시추공을 이
용해 지온증가율 측정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허용 오차범위내의 초기 지중온도 추정이 충분히 가
능하게된다.

3.2 TRT 시험을 통한 초기 지중온도 추정

우리나라 지열 냉난방 시스템 시공시 많은 경우 
TRT 시험의 시작시에 열을 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물을 순환시킨 후 출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를 
초기 지중온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
도 기간 동안 순환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
요할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기준
을 위한 근거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TRT 결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이미 한국지질자원
연구원내 지중 열교환기에 대한 시험 결과를 이용해 
그 정확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3차원 지하수 및 
지중 열 거동 모델인 TOUGH-REACT를 개량하고 3
차원 mesh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한 것으

로서 이론값 및 실제값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확도
가 입증된 바 있다[5].

Table 2는 지중 열교환기 및 TRT 시뮬레이션에 동
원한 입력변수를 보여주는데, 이는 실제 한국지질
자원연구원내 지진연구동에 설치된 지중 열교환기
와 동일한 사양이다. 지중 열교환기 즉, 시추공의 깊
이는 200 m 이고 따라서 초기 지중온도는 16 ℃가 된
다. 한편 순환수의 유량은 0.8 L/sec이고 초기 순환수
의 온도는 계절별로 지표의 온도와 동일하다고 가정
한 5, 10, 15, 20, 25 ℃이다. 물론 혹한기나 혹서기에
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의 다섯 
가지 경우만의 비교만으로도 충분하다 하겠다.

Table 2  Model parameters for simulating the thermal 
response test

BHE
Dimensions

Depth: 200m
Borehole radius: 82.5 mm
U-tube radius (inner): 17 mm
U-tube radius (outer): 21 mm
U-tube type: Double U-tube

Thermal
Conductivity

(W/m-K)

U-Tube: 0.366 (polyethylene pipe)
Grout: 0.760 (Sand－E-plug mixture)
Circulating fluid: 0.580 (Water)
Ground: 3.0

Specific Heat
(kJ/kg-K)

U-tube: 2.09
Grout: 2.20
Circulating fluid: 4.18
Ground: 0.82

Boundary
and

Intial
Conditions

Ground surface temp.: 5℃, 10℃, 15℃, 20℃ and 25℃
Average annual ground surface temp.: 14 ℃
Temperature boundary: constant (depth dependent)
Bottom boundary: basal heat flow (60.0 mW/㎡)
Flow rate of the circulating fluid: 0.8 L/sec)
(Initial temp. of the fluid) = (Ground surface temp.)

Fig. 2는 다섯 가지 초기 온도를 갖는 순환수가 계
속 순환할 때에 시간에 따른 출구온도의 변화를 보
여주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10시간 이상 순환되어
야만 계기 측정 오차 범위내에서 지중온도인 16 ℃
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10분-1000분 범위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 
Fig. 3이다.

Fig. 3에서 보면 초기 순환수 온도가 지중온도에 
비해 가장 차이가 나는 5 ℃ 물의 경우에는 60분 이
상이 경과해야만 실제와 1 ℃ 오차 이내로 지중온도 
추정이 가능하며 0.5 ℃ 오차 범위 이내의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195분 동안 순환시켜야 함을 알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오차는 초기 순환수의 온도가 실제 
지중온도와 가까울수록 줄어들며 따라서 정확한 온
도를 얻기위한 순환시간도 짧아지겠지만,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오차범위 5% 이내(이 경우 0.8 ℃ 이
내)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100 분 동안의 순환
이 필요하다고 나타난다.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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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variations of circulating water in 
borehole heat exchanger with various initial 
entering water temperatures.

Fig. 3. Enlarged from 10 to 1,000 minutes in Fig 2. 

4. 토의 및 결론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중 열교환
기 설계 프로그램인 GLD의 입력변수 중 초기 지중
온도 및 지반의 열전도도의 오차가 야기하는 설계값
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초기 지중온
도 추정의 정확도를 기존 자료 이용과 TRT를 통한 
측정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초기 지중온도가 15 ℃, 열전도도가 2.5 W/m-K, 
열확산계수가 0.1 m2/day 인 지반에서 냉난방 부하 
315 kW를 만족하기 위해서 6 m 간격으로 single 
U-tube를 채택한 지중 열교환기를 17 × 2 개의 형태
로 시공한다고 할 때, 초기 지중온도의 오차는 열전
도도의 오차에 비해 3배 이상까지의 시추공 길이 변
화를 야기하며, 20% 오차시에 정확한 경우에 비해 
30% 이상의 시추공 길이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경
우에 통상적인 지반의 열전도도 측정 오차 범위 
10%를 고려할 때, 초기 지중온도는 5% 오차 범위 이
내로 측정되어야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축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지온증가율 분포도 및 연평균 지표면 온도분포 
추정 알고리듬을 통해서 최대 오차 6.7% 이내로 초
기 지중온도 추정이 가능하였다. 지온증가율 분포
도의 upgrade 추진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많은 경우 
지중 열교환기 설치 지역 근처에 시추공을 이용한 
지온증가율 측정 자료가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5% 
이내의 정확도로 초기 지중온도 추정이 가능한 지역
이 다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말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축적한 database가 시범적으로 web 
service에 착수할 것이며 2010년 중에 본격적으로 대
외 서비스를 가동하면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기본설계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 
TRT 시작시의 물 순환을 통한 초기 지중온도 추정
은 최소한 100분 이상의 순환을 거쳐야만 오차 5% 
이내의 값을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났으며, 혹한기나 
혹서기와 같이 순환수의 초기 온도차가 클 경우에는 
이 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례에 대한 적용이 없이 대표적인 한, 두가
지 경우에 대한 비교를 통한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초기 지중온도 측정방식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
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중 열교환기 설계에서 열
전도도 보다 초기 지중온도의 정확한 측정이 중요함
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TRT 수
행시 적어도 100분 이상의 가열없는 순환수 순환이 
필요함을 보였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시공현장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지반의 열전도도가 떨어질수록 순환수의 
온도가 지반온도와 같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
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토대
로 많은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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