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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조건 변화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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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und loop heat exchanger for the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is the important

equipment determining the thermal performance and initial cost of the system. The length

and performance of the underground heat exchanger is dependent on ground thermal

conductivity, operation hours, ground loop diameter, grout, ground loop arrangement, pipe

placement and design temperature. In this study we find out heat exchanger length with

various design factor

Key words: Ground loop design simulation (GLD시뮬레이션), Geothermal heat exchanger (지중열교환
기), Geothermal system (지열시스템), Design condition (설계조건)

EST : 히트펌프 인입 열원수 온도[℃]

ELT : 히트펌프 인입 냉온수 온도[℃]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에너지비용 증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면서 친환경적인 측

면 뿐 만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고

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크게 지중열교환기와 히

트펌프 및 배관설비로 구성된다. 이 중 지중열교

환기는 시스템 설치비의 절반을 차지하며 지열

냉난방 시스템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열 시스템 설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지중열교환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

었으나 설계변수들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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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설계범위 중에서 시

스템 운전시간과 지중순환수 온도에 따른 용량변

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으나[1][2], 본 연구에서

는 지중열전도도, 보어홀 열저항, 지중초기온도,

파이프의 관경, 시추공내 파이프의 위치, 실리카

샌드의 질량분율, 보어홀 간의 이격거리와 시추공

배열방식의 변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중열교환

기 길이의 변화정도를 GLD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분석하여, 지열시스템의 열교환기 길이와 설계

조건의 상관관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고찰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열시스템이 적용된 기준 모델 건

물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중열교환기 설계에

관련된 지중열전도도, 보어홀열저항, 지중초기온

도, 실리카샌드의 질량분율, 보어홀 간의 이격거

리 등을 GLD프로그램을 이용해 변수를 적용하여

열교환기 기준길이에서 변화되는 열교환기의 길

이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한 모델건물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지열시스템이 시공된

대상건물의 지중초기온도, 지중열전도도, 보어홀

저항 등을 범위에 따른 도수분포표를 활용하여,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각각의 설계변수의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 논

문에서는 냉방용 열교환기 길이의 변화를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2. GLD 시뮬레이션
2.1 기준모델설계조건

기준모델건물의 설계조건은 이전 연구에서 350

kW 용량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1], 본 연구에

서의 건축물 사용 조건은 냉방기준 하절기 최대

부하 450 kW 주 5일 사용 1일 부하시간 10시간으

로 하였다. 히트펌프 설정조건은 냉방 EST 30℃,

ELT 12℃, 난방 EST 5℃, ELT 40℃를 적용하였

다. 그 외에 지열시스템 설계에 적용된 기준은 전

체 조사된 71개의 지열시스템 설계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평균값을 찾은 후 이를 적용하였다. 유

량 12.1 (L/min)/3.5 kW, 부동액 에탄올 10% 수

용액, 비열 4.138 kJ/(kg·K), 밀도 999.6 kg/m3,

토질에 관한 설계기준은 지중온도 15.8℃, 지중열

전도도 2.66 W/m·K, 열 분산 0.128 m2/day, 모델

링 기간은 20년으로 적용하였다.

지중열교환기의 설계 기준은 보어홀 열 저항

0.156 m·K/W, 관경 37.5 mm, Type-SDR11, 보

어홀 구경은 150 mm, 보어홀 내의 파이프는 싱글

타입으로 튜브간의 거리는 보통으로 설계하였다.

보어홀은 4행 10열로 40 개소로 장방형 배치하였

으며, 시추공간의 거리는 6m로 설정하였다.

위 내용의 기준설계의 결과 GLD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을 때 열교환기의 길이는 냉방은 9473m

로 계산되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3.1 지중열전도도의 영향

지중열전도도는 지열시스템이 설계되는 지역에

따라 변화되는 요소 중 토양의 구성상태에 따라

열전도도의 크기가 달라지며 열전도도가 높을 수

록 지열시스템의 회복속도와 능력도 상승하게 된

다[2]. 그러므로 건물의 냉난방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지중 열교환기 적정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되는 현장의 열전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뮬레이션에는 지중열전도도의 변화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길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

준설계조건 2.66 W/m·K에서 최소 1.5 W/m·K 최

대 6 W/m·K 까지의 범위를 10등분하여 지중열

전도도 0.5 W/m·K 변화 할 때마다 열교환기 길

이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 Fig. 1과 같이 지중열교환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지중열전도도가 낮을수록 열

교환기의 필요길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중 열

전도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 열교환기의 길이

도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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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heat exchanger length by bore hole 
heat resistance

Fig. 1  Change of heat exchanger length by thermal 
conductivity

3.2 보어홀 열저항의 영향

열교환기용량은 그라우트의 종류, 열전달성능,

파이프의 관경과 위치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3][5]. 보어홀 열 저항의 범위를 0.1

m·K/W에서 0.4 m·K/W까지 0.02 m·K/W의 간

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열교환기의 길이

를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이 냉방과 난방의 열
교환기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함을 알 수 있

었다. 냉방의 경우 보어홀 열 저항 0.02 m·K/W

증가 마다 총길이 9473 m의 7.17%, 679.2 m 증가

하였으며 난방은 총길이 2647 m의 9.3%, 246.2 m

증가 하였다.

3.3 지중초기온도의 영향

지중 초기온도는 기준설계조건 15.8℃ 에서 냉

방, 난방의 열교환기의 길이를 100%라 하였을 때,

냉방시에는 지중온도 0.5 ℃ 변화 시 마다 열교환

기 변화율은 평균 3.2% 열교환기 길이가 증가하

였으며, 난방 시 열교환기 길이는 냉방과 반대로

지중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열량이 많아지므로 열

교환기 길이가 감소하며, 그 변화량은 0.5℃ 당 난

방 기준 설계길이의 평균 4%의 열교환기 길이가

감소하였다.

3.4 파이프관경의 영향

일반적으로 지중열교환기의 깊이가 150m에서

200m로 증가되면 순환수의 마찰손실수두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지중열교환기 파이프의 관경을 30

A에서 40A로 변경한다.

이러한 지중열교환기 파이프의 관경의 변경은

보어홀 열저항에 영향을 주어 열교환기길이 변화

가 발생한다.

시뮬레이션은 파이프 관경 20 mm, 25 mm, 32

mm, 37.5 mm의 4가지 종류의 배관으로 시뮬레이

션을 시행하였으며 파이프관경 변화시의 유속변

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관경 20 mm에 따른 지중

열교환기의 길이는 기준길이의 3.3%, 25 mm는

2.2%, 32 mm는 1.1%의 열교환기 길이의 변화를

보임으로서 관경이 증가함에 따라 1.1%의 지중열

교환기 길이의 변화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관경이 커짐에 따라 열 교환 면적

이 증가하고 보어홀 열 저항의 감소로 인해 지중

열교환기 길이가 짧아지는데, 이 시뮬레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지중열교환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암반층의 비율이 높아져

지중열전도도가 증가하므로 Fig. 4에서의 열교환
기 길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4].

3.5 보어홀 내 파이프의 위치에 따른 영향

지중열교환기 설치시 보어홀 내의 파이프는 U

자 형태로 설치되며 인입구와 토출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시추공 내 U-tube를 하나로 하였을 경우를 기준

으로 하였다. 시추공 단면을 보았을 경우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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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heat exchanger length by 
underground temperature

Fig. 4  Change of heat exchanger length by pipe 
diameter

Clos

e

Average Along outer wall

Fig. 5  Pipe placement in bore hole

와 같이 파이프간의 간격이 가까운 정도에 따라

근접, 보통, 벽에 밀착의 순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시추공 내에는 파이프간의 열 간섭으로 인해

파이프와 지중간의 열 교환에 방해를 하게 된다.

결국 단계마다 파이프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록 열저항이 약 0.014 m·K/W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근접과 벽에 밀착의 차이는 Fig. 6에서와
같이 모델건물에서 열교환기 길이가 1000 m의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보어홀 내의 파이

프간의 거리는 열 교환 성능의 중요한 인자 중 하

나이며 그러므로 지열시스템 시공 시 불합리한

조건이 아닌 이상 보어홀 내의 파이프의 위치는

최대한 파이프간의 간격을 이격하여 지중과 파이

프간의 열 저항을 줄이는 것이 열교환기 길이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실리카샌드 질량분율에 따른 영향

시추공 내에는 지중의 열에너지가 보어홀벽을

통과하여 U-tube에 도달하기 위해 시추공 내를

그라우트로 채우는데 그라우트의 구성은 물, 벤토

나이트 외에 지중열교환기와 지중 열 간의 열전

달 성능을 높이기 위해 실리카샌드를 혼합하여

그라우팅을 한다[6].

시뮬레이션에서는 실리카샌드의 종류 중 현재

국내 지열시스템 설계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그라우트 중 가장 열전도도가 높은

Volcay grout를 기준으로 벤토나이트가 30%일

때 실리카 샌드의 질량분율을 0 ~ 50%까지 5%

의 비율로 증가 시켜 그라우트의 열전도율을 변

화하며 시뮬레이션 실시하여 지중열교환기의 변

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실리카샌드의 질량 분율이 5% 증가시 Fig. 7과
같은 열교환기 길이변화를 보였으며, 보어홀 내의

열저항이 평균 0.007 m·K/W 의 감소하며 열교환

기 길이가 총길이의 평균 2.5%의 변화를 보였다.

3.7 보어홀 간의 배열 및 이격거리의 영향

지중에서 지열시스템의 냉방과 난방의 가동시

각각의 보어홀에서 열을 방사하거나 흡열을 하기

때문에 보어홀 간의 거리와 밀집도는 열간섭에

의하여 열교환기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보어홀간의 이격거리 정도에 의

한 열교환기 길이변화와 설치면적의 변화를 나타

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격거리와 행열의 배열

방식을 바꾸므로써 4행 10열과 2행 20열의 배열

을 비교하였다.

이격거리에 따른 열교환기 길이변화는 Fig. 8
과 같이 이격거리 4 m에서 5 m 로 변경될 경우,

길이차 325 m 총길이의 3.3% 감소의 변화를 보이

며 4 m에서 6 m로 변경할 경우, 길이차 500 m 총

길이의 5% 감소를 보였다. 이격거리와 배열방법

을 모두 고려할 경우 최대 600 m, 약 6%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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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이것은 지중초기온도 0.5℃ 변화 일

때 총길이의 평균 4% 변화, 실리카 샌드 질량분

율 10% 증가시 총길이의 평균 5%의 변화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6  Change of heat exchanger length by pipe 
placement

Fig. 7 Change of heat exchanger length by silica sand

Fig. 8  Geothermal heat exchanger length by distance of 
bore hol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설계범위 중에서 설계

조건 변화에 따라 얻어지는 열교환기 길이의 변

화정도를 알아냄으로서, 지열시스템의 열교환기

와 설계조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지열시스템

설계자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 두고

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중열전도도 0.5 W/m·K 변화 할 때 지중

열전도도가 낮을 수록 열교환기의 길이가

늘어나고 전도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

서 지중열교환기의 변화율도 줄어든다.

(2) 보어홀 열 저항이 0.02 m·K/W증가시 총길

이의 냉방은 7.2%, 난방은 총길이 9.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3) 지중초기온도 0.5℃마다 열교환기는 냉

방의 경우 3.2%의 열교환기 길이가 증가하

며 난방시 열교환기 길이는 냉방과 반대로

0.5℃ 당 기준설계길이의 평균 4%열교환기

길이가 감소한다.

(4) 관경 40 mm기준으로 20 mm로 설계시 지

중열교환기의 길이는 기준길이의 3.3%, 25

mm는 2.2%, 32 mm는 1.1%의 열교환기 길

이의 변화를 보임으로서 관경의 변경에 따

라 1.1%의 열교환기 길이의 변화를 보였다.

(5) 지중열교환기내 파이프 위치의 근접, 보통

벽에 밀착의 단계마다 파이프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록 열 저항이 약 0.014 m·K/W이

감소하는데 근접과 벽에 밀착의 차이는 약

1000m 기준길이에 10%의 차이가 발생한다.

(6) 실리카샌드의 질량 분율이 5% 증가 시, 보

어홀 내의 열저항이 평균 0.007 m·K/W 의

감소하며 열교환기 길이는 평균 2.5%의 변

화를 보인다.

(7) 배열에 의한 지중열교환기 길이변화는 모델

건물의 경우 이격거리 4 m 일 때 배열이 4

열에서 2열로 바뀌면서 약 300 m의 열교환

기 길이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이격거리 5

m일 때 150 m, 이격거리 6 m 일 때 100 m

의 미소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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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에 따른 열교환기 길이변화는 이격거

리 4 m에서 5 m 로 변경될 경우 3.3%의 변화를

보이며 4 m에서 6 m로 변경할 경우, 5%의 변화

를 보였다.

이격거리와 배열방법을 모두 고려할 경우 최대

약 6%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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