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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energy pile foundation has been increased for economic utilization of geothermal energy. In particular, a coil-

shaped ground heat exchanger (GHE) is preferred than conventional U-shaped heat exchanger to ensure better efficiency of

heat exchange rate.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by changing different pitch spaces of spiral coils. Joomunjin sand

was filled in a steel box of which the size was 5m×1m×1m. Thermal response tests (TRTs) were conducted to measure the

ground thermal conductivity with temperatures of circulating water using line source model and ring coil model.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tical solutions were compared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of these models. Ring coil model showed more

accurate similar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rather than line source model and cylindrical sour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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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들어 경제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지열에너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U자형

지중열교환기보다 열교환 면적이 넓어 더 높은 열 교환 효율을 보이는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다양한 피치 간격에 따른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5m×1m×1m 크기의 모형 토조 내에

주문진 모래가 균질하게 조성되었으며 열응답 시험이 수행되었다. 코일형 지중열교환기 내를 순환하는 순환수 온도값을 이용

하여 선형 열원 이론과 고리-코일 열원 모델을 적용하여 지반의 열전도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모형 토조 내의 코일에서 일

정한 거리의 계측 온도값과 이론해를 비교하였으며 고리-코일 열원 모델이 선형 열원 모델과 원통형 열원 모델보다 코일형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된 지반의 온도값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 열전도도, 열응답 시험, 스파이럴 코일, 고리-코일 열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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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인하여 에너

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

대되고 있다. 지중열교환기 시스템은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을 열원으로 이용하여 여름철에는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겨울철에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스템이다. 지중

열교환기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로써 국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에너지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정 신재생에너

지이다. 지중열교환기 중 연직 밀폐형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구조로써 그림 1과 같이 평균 150~200m 심도의 연직

천공을 굴착 후 U자형 교환기를 설치하여 교환기 내부로 순

환유체의 공급을 통하여 지중과의 열교환이 이루어진다. 또

한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파일형으로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지중열교환기가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구조물의 기초 말

뚝에 지중 열교환기를 매입한 형태로써 초기 투자비가 저렴

하며 건축 공정상 별도의 공사기간이 필요 없는 등 1990년

대 이후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활발히 연구

되고 시공되어 지고 있다(그림 2). 

문헌에 따르면 단일 U자형 지중열교환기 또는 여러 개의

U자형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된 에너지파일의 경우 다양한 실

험적,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있다(Laloui 등, 2006).

또한 코일형 지중열교환기가 매입된 에너지파일의 경우 코

일의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최근 들어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1c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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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15cm, 25cm 피치 간격에 따라 실내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5m×1m×1m 크기의 모형 토조를 제작한 후 주

문진 표준사를 모형 토조 내에 균질하게 조성한 후 코일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였으며 순환수의 온도값을 기준으로

무한 선형 열원 모델과 Cui 등(2011)에 의해 제안된 고리-

코일 열원 모델식을 이용하여 지반의 열전도도를 산출하였

다. 또한 모형 토조 내 일정한 거리에서 계측된 온도값과

이론해를 비교하여 이론해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지중열교환기의 열전달 메커니즘은 열전달 유체가 보어홀

내의 파이프 내를 이동하면서 그라우트 재료와 주변의 지반

으로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과정이다. 지중열교환기와 주

변 지반으로의 열전달 거동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메커니즘

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반으로의 열전달은 전도에 의

해 이루어진다(Brandl, 2006). 지반에서의 전도에 의한 열전

달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ρ는 밀도, c는 비열, λ는 열전도도, T는 온도, t는

시간 그리고 qi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량이다. 이러한 열전

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선형 열원 모델(line

source model), 원통형 열원 모델(cylindrical source model)

그리고 수치해석 모델 등이 있으며 이 중 선형 열원 모델과

원통형 열원 모델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2.1 무한 선형 열원 모델(Infinite line source model)

우선 선형 열원 모델은 지중 열교환기를 무한히 긴 열원

으로 가정한다. 즉, 무한히 길고 열유속이 일정한 선형 열원

이 초기온도 To의 균일한 무한 매질속에 매설되어 있는 경

우 다음의 해가 성립한다.

(2)

식 (2)에서 T(r,t)는 열원으로부터의 거리 r, 시간 t에서의

온도이며 Q는 토양으로 전달되는 열량, L은 보어홀의 길이

이며 따라서 Q/L은 보어홀 단위 길이 당 열량이 된다. 또한

α는 λ/ρc로 정의되는 지반의 열확산율이다. 식 (2)는 무한히

긴 선형열원에 적용되는 완전해이지만 열응답 시험 수행 시간

을 충분히 길게 하여 파이프나 그라우트의 열저항을 무시할

수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Mogensen

(1983)은 제안하였다.

 for (3)

(4)

여기서 rb는 보어홀의 직경이며 식 (3)으로 표현되는 근사해

는 ≥5의 조건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시험 시간 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Roth 등, 2004) 식 (4)에서의 열원의 온도

는 열응답 시험에서 구한 순환수 입출구 온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2.2 원통형 열원 모델(Cylindrical source model)

원통형 열원 모델은 Carslaw와 Jaeger(1946)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Ingersoll(1948) 등에 의해 확장 변화되었다. 열교

환 방식이 선형 열원이 아닌 실런더 열원을 사용한 것으로

해는 다음과 같다.

(5)

, 이며 J와 Y는 각각 Bessel 함수이다.

위의 두 모델은 열원의 직경에 비하여 길이가 무한히 긴 연

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타입의 지중 열전도도를 구하는데에

는 비교적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코일형 교환기를 사

용한 에너지파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n 등, 2010; Cui 등, 2011).

2.3 고리-코일 열원 모델(Ring coil heat source model)

Cui 등(2011)은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에 대해 열원의 불

연속성과 코일 간격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고리-코일 열

원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Man 등

(2010)은 코일형 지중열교환기를 Solid cylinder 형태의 열

원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코일 피치 간격이 넓을 때는 이

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i 등,

2011). 따라서 Cui 등(2011)은 코일 치피 간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열량이 방출되는 단일 고리(ring)에 대해 식 (6)과

같은 비정상 열전도 지배방정식을 세우고 Green's function

theory를 이용하여 지중 온도 분포에 대한 해를 도출 후,

중첩을 통해 무한 및 유한한 길이를 갖는 코일형 지중열교

환기에 대한 무차원화된 이론해를 산정하였다. 본 모델에서

지반은 균질하며 온도에 따라서 열적 성질이 변하지 않으

며 열전달 매체는 동일한 초기온도를 가진다는 가정에 근

거를 두고 있으며 고리 코일의 무게, 두께 및 열용량은 무

시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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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직 밀폐형

(Man 등, 2010)

그림 2. 에너지 파일형

(Man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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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 (6)

여기서, θ는 온도 증가량, τ는 시간, τ '은 열공급 시작 시간,

r은 코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z는 깊이, q는 단일 고리에

서 지반에 가해지는 열량, r0는 코일의 반경, z '는 고리가

놓인 연직 좌표, 그리고 δ(x)는 Dirac's delta function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유한한 길이를 갖는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에 대한 이론해는 식 (7)과 같다.

(7)

여기서, Θ는 무차원화된 온도 변화량 (=λθr0/q; q=qlr0, ql

은 단위깊이 당 방출되는 열량), F0는 무차원화된 시간(=ατ/

r0
2), F0'은 무차원화된 열 공급 시작 시간(=ατ/r0

2), R은 무차

원화된 반경거리변수(=r/r0), Z는 무차원화된 깊이(=z/r0), H1

은 무차원화된 최상부 코일의 위치(=h1/r0), B는 무차원화된

코일 피치(=b/r0), 그리고 m은 코일의 갯수를 의미한다. 유

한 고리-코일 열원 모델은 무한 모델이 고려하지 못하는 길

이 방향으로의 열흐름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험 원리 및 방법

3.1 모형 토조 열응답 시험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5m×1m×1m 사이즈의 모형 토조에 주문진

표준사로 이루어진 단일지반을 구성하여 코일형 지중열교환

기를 제작하여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토사는 주위 토양

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1차원 모델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모래 영역도 원통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제작상 어려움으

로 인하여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다. 모형 토조는 열연코일

형 철판 5mm 두께로 제작되었으며 10mm의 단열 폴리에틸

렌폼으로 토조 내부, 외부 및 바닥에 이중으로 단열처리 되

었다. 또한 보다 확실한 단열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조 및

열응답 시험기 외부 전체를 3m×6m×3m 크기의 천막으로

두른 후 CJH-200 원적외선 히터를 실험기간동안 내내 가동

하여 천막 내의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

였다(그림 4). 또한 본 실험에는 광섬유 기반 열응답 시험기

가 사용되었으며 본 시험기는 RTD 센서 외에 광섬유 온도

센서도 실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응답 시험기의 제원 및 사진은 표 1과 같다.

∂θ

∂τ
------ α

∂2θ

∂r
2

-------- 1

r
---
∂θ
∂r
------

∂2θ

∂z
2

--------+ +
⎝ ⎠
⎜ ⎟
⎛ ⎞ qδ r r

0
– z z'–,( )

2πr
0
ρc

----------------------------------+=

0 r ∞< < ∞– z ∞< < τ τ '>

Θr f, R Z F
0

, ,( ) B

8π
3 2⁄

-------------
1

F
0

F
0
'–( )
3 2⁄

----------------------------I
0

R

2 F
0

F
0
'–( )

------------------------- exp
R
2

1+

4 F
0

F
0
'–( )

-------------------------–×
0

F
0

∫⋅=

 exp
Z H

1
– n 0.5+( )B–( )

2

4 F
0

F
0
'–( )

------------------------------------------------– exp
Z H

1
n 0.5+( )B+ +( )

2

4 F
0

F
0
'–( )

-------------------------------------------------––
⎩ ⎭
⎨ ⎬
⎧ ⎫

i 0=

m

∑ dF
0
'×

그림 3. Ring coil 열원 모델(Cui 등, 2011)

그림 4. 모형토조

표 1. 열응답 시험기의 제원(윤석 등, 2011)

부품명 비고

Heater 순환 열유체 가열 (총 용량 10kW)

Water Tank 50L (SUS 304)

Flow meter 2~120 lpm

Pump 40lpm, 50m 양정

Temp. Sensor RTD, FBG

Recorder 4ch interrogator 

그림 5. 코일형 지중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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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과정

모형 토조 내에 주문진 표준사가 균질하게 조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응답 시험기 내의 순환 배관은 모

형 토조 내의 지중열교환기와 연결된 후 열응답 시험이

수행되었다. 특히 표준사를 균질하게 조성하는게 쉽지는 않

았으나 분산 시스템에 근거하여 최적의 낙하높이와 분산체

공칭치수에 맞추어 최대한 균질하게 조성되도록 한 후 그

림 5와 같이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피치 간격 1cm, 5cm,

10cm, 15cm, 25cm에 따른 열전달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

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피치 간격에 따른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총 길이는 각각

128m, 61m, 42m, 32m, 18m이고 직경은 0.25m였으며

연직길이는 4m였다. 또한 온도센서는 코일형 지중열교환

기의 입출구와 열교환기로부터 10cm, 20cm 떨어진 지점

에 설치되었으며 RTD 센서가 사용되었다. 주문진 표준사

로 모형토조 내에 조성된 지반의 물리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토조 내 시료는 건조단위중량(γd) 14 kN/m3에 맞

추어 조성되었다. 모형 토조가 수평방향이고 함수비를 변

화시켜가며 시료를 조성할 수는 없기에 건조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그림 6의 (a)~(e)는 주요 실험과정을

나타낸다.

4. 실험 결과 및 비교

4.1 실험 결과

이와 같이 조성된 시료에 코일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여

400 W의 열량을 순환수를 통하여 시료에 공급하였다. 지반

의 초기 온도는 15~16oC 정도였으며 대략 25시간동안 열응

답 시험이 진행되었다. 그림 7은 시간에 따른 순환수의 입

출구 온도값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피치 간격이 작을수록

순환수 온도가 작게 올라갔으며 이는 그만큼 지반과 열교환

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치 간격이 작

을수록 지반내에 순환수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투

입열량대비 지반으로의 방출열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방출열량은 순환수의 유량과 입출구 온도변화 그리고 순

환수의 비열을 곱한 값이다. 순환수 온도값을 가지고 보편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 식 (4)의 무한 선형 열원

모델과 식 (7)의 고리-코일 열원 모델을 이용하여 지반의 열

전도도를 도출하였다. 에너지파일의 열 교환 거동을 평가하

는데 있어 R=1에서의 온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상기하여

볼 때(Claesson과 Eskilson, 1988) 고리-코일 열원 모델 적

용시 순환수의 온도는 R=1때의 온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

한 해석해에 의한 코일과 코일간의 중간 지점에서의 온도와

열교환 파이프 내의 순환수 온도값이 비슷하게 산출되었기

에 코일 설치 시작점으로부터 1.8m 지점 부근에서의 순환수

온도의 평균값을 해석해에 적용하였다. 해석을 위해 사용된

밀도값은 1400 kg/m3였으며 비열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제

시된(정상섬 등, 2010) 불포화 모래의 비열값인 800 J/kg·K

값을 적용하였다. 고리-코일 열원 모델을 이용한 열전도도

값은 이론식으로부터 도출된 계산온도와 열응답시험에서의

순환수 평균 측정온도를 비교하여 두 온도의 차에 관한 자

승오차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자승오차의 총합이 최소가 될

때를 기준으로 지반의 열전도도를 역해석으로 도출하였다.

표 2. 주문진 표준사의 물리적 특성(윤석 등, 2011)

Properties Value

Uniformity Coefficient, cu 2.06

Curvature Coefficient, cc 1.05

Specific Gravity, Gs 2.65

Maximum Dry Density, γdmax (kN/m3) 16.17

Minimum Dry Density, γdmin (kN/m3) 13.49

Water Content, w (%) 0

그림 6. 열응답 시험 과정(윤석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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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선형 열원 간편식을 이용한 열응답 시험 결과 추정

된 지반의 열전도도 값은 대략 피치 간격에 따라 0.3~0.7

W/m·K 값의 분포를 보였으나 고리-코일 열원 모델을 이용

할 경우 피치 간격이 1cm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0.26~

0.28 W/m·K로써 일정한 값을 보였다(표 3). 피치 간격

1cm인 경우는 링 형태의 코일이 거의 밀착되어 있어 토사를

코일 내에 균질하게 조성하기가 어려워 상당히 조밀하게 토

사를 다진 결과 열전도도가 크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 등(2011)은 실내 정상상태법인 HFM(Heat Flow Method)

에 의해 산정된 주문진 표준사의 열전도도 값을 0.25~0.28

W/m·K로 제시하였다. HFM에 의한 주문진 표준사의 열전

도도 값은 표 2의 주문진 표준사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최

소 건조밀도 13.5 kN/m3와 최대 건조밀도 16 kN/m3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토조 내의 주문진 표준사의 건조밀도는

14 kN/m3 정도였기에 고리-코일 열원 모델로부터 도출된 주

문진 표준사의 열전도도 값은 HFM에 의해 산정된 값과 비

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일 피치 간격값이 달라지더라도 지반으로의 방출열량은

변화할 수 있지만 지반의 열전도도는 동일하기에 이는 고리

-코일 열원 모델이 코일형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열응

답 시험을 통해 지반의 열전도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파일은 연직 방향으로 설치가 되기 때

문에 시공 전에 코일형 지중열교환기 입구에서부터 임의의

코일과 코일간의 중간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열응답

시험 중 파이프 내의 순환수 입출구 온도의 평균값이 계측

되어야만 고리-코일 열원 모델을 이용하여 지반의 열전도도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실험 결과와 이론해 비교

고리-코일 열원 모델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코일로

부터 반경방향으로 0.1m 및 0.2m 이격된 거리에 온도 센서

를 매설하여 열응답 시험 시간동안 변화된 지중 온도를 측

정하였다. 열응답 시험 시간동안 지반으로의 방출 열량과 고

리-코일 열원 모델로부터 도출된 지반의 열전도도 값을 이용

하여 피치 간격 5cm, 10cm, 15cm 그리고 25cm 경우에

대하여 계측된 지중 온도와 고리-코일 모델로부터 도출된 온

도값을 상호 비교하였다. 1cm 피치는 실험 오차로 지반의

열전도도가 과대하게 도출되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코일 끝에서부터 반경방향으로 0.1m 떨어진 지점은 식 (7)

에서의 R값이 2이며 0.2m 떨어진 지점의 R 값은 3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의 (a)~(d)는 코일 피치 간격에 따라 계측된

온도와 이론해로 구해진 지중 온도값의 분포를 보여준다.

비교 결과 모든 피치 간격에서 무한 선형 열원 모델은 지

반의 온도를 과소하게 예측하였으며 원통형 열원 모델은 과

대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고리-코일 열원 모델과 실제 계

측된 지반의 온도값은 거의 일치하였다. 표 4는 각각의 피

치 간격별 실제 계측된 온도값과 이론해 모델간의 상대 오

차를 보여주고 있다. 계측값을 기준으로 고리-코일 모델은

각각의 피치 간격별로 2~10% 내외의 상대 오차값을 나타낸

반면에 무한 선형 열원 모델과 원통형 열원 모델은 30~

70% 정도의 매우 큰 상대 오차를 보였다. 그림 8(b)의 경

우 실험 결과값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그림 7.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표 3. 코일 피치 간격에 따른 열응답 시험 결과

코일 Pitch 1cm 5cm 10cm 15cm 25cm

무한선형모델열전도도
(W/m·K)

0.72 0.71 0.70 0.66 0.56

고리-코일모델
열전도도(W/m·K)

0.48 0.28 0.28 0.28 0.26

방출열량(W) 442 405 416 380 283

그림 8. 열응답 시험 중 계측된 지중 온도와 이론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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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시 온도센서의 이상으로 인해 측정값의 변동이 심하

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치 간격에 따른 각각의 모델

을 사용했을 때 상대오차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

체적으로 R 값이 3일 때 보다 높은 상대오차가 도출되었다.

이는 실험시 단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등 실험오차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코일형 지중열교환기 설

치 시 지반의 온도 분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한 선형 열원 모델과 원통형 열원

그림 8. 계속

표 4. 계측값과 이론값의 상대오차

R=2 R=3

LS Model CS Model RC Model LS Model CS Model RC Model

Pitch 5cm 33.42 74.57 7.29 53.15 61.81 7.40

Pitch 10cm 44.94 49.98 2.58 53.54 32.93 9.48

Pitch 15cm 40.14 45.28 3.21 45.33 49.18 8.59

Pitch 25cm 43.40 36.74 8.25 51.73 48.87 9.03

(LS : Line Source, CS : Cylindrical Source, RC : Ring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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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고리-코일 열원 모델

이 보다 합리적으로 지반의 온도분포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형태쪽에 선 열

원이 하나 더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보다 정확한 해석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코일형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되는 경우 열응

답 시험을 통한 지반의 열전도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자

5m×1m×1m 크기의 모형 토조를 제작 후 주문진 표준사를

토조에 조성하여 실내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1cm,

5cm, 10cm, 15cm, 25cm의 코일 피치에 따른 열응답 시험

결과를 무한 선형 열원 모델과 고리-코일 열원 모델 등과

같은 이론해에 대입하여 열전도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살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열응답 시험 결과 코일 피치 간격이 작을수록 지반과의

열접촉 면적이 넓고 순환수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

에 지반으로의 방출열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코일형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내를 순환하는 순환수 온

도값을 무한 선형 열원 모델에 대입한 결과 지반의 열전

도도 값은 피치 간격에 따라 0.3~0.7 W/m·K 값을 보였

으며 고리-코일 열원 모델에 대입한 결과 코일 피치 1cm

인 경우를 제외하면 0.26~0.28 W/m·K 값을 보였다. 코

일 피치 간격이 1cm인 경우는 링 형태의 코일이 거의

밀착되어 있어서 토사를 코일 내에 균질하게 조성하기 어

려워 상당히 조밀하게 토사를 다진 결과 열전도도가 크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1cm 피치 간

격을 갖는 코일을 지반에 설치하는 것은 시공적인 측면에

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정상상태법에 의

한 주문진 모래의 열전도도 값이 0.25~0.28 W/m·K로 예

측되었으며 코일 피치 간격이 달라지더라도 지반으로의

방출 열량은 변화될 수 있지만 지반의 열전도도는 고유한

물성값이기에 이는 고리-코일 열원 모델이 코일형 지중열

교환기를 이용한 열응답 시험으로부터 지반의 열전도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계측값과 이론해의 보다 상세한 비교를 위하여 코일로부

터 반경방향으로 0.1m 및 0.2m 이격된 거리에 온도 센

서를 매설하여 열응답 시험 시간동안 변화된 지중 온도를

측정하였다. 열응답 시험 시간동안 지반으로 방출된 열량

과 고리-코일 열원 모델로부터 도출된 지반의 열전도도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피치 간격에 따른 계측값과 이론해

를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모든 피치 간격에서 무한

선형 열원 모델은 지반의 온도를 과소하게 예측하였으며

원통형 열원 모델은 과대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고리-코

일 열원 모델은 계측값을 기준으로 대략 2~10%의 상대

오차를 나타냈다.

3.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코일형 지중열교환기 설치 시

지반의 온도 분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무한 선형 열원 모델과 원통형 열원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고리-코일 열원

모델이 보다 합리적으로 지반의 온도분포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코일형 지중열교환기의 형태

는 출구쪽에 추가적으로 직선 열원이 하나 더 존재하기에

이를 고려한 보다 정확한 열 전달 거동 모델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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