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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relative heat exchange rate is numerically compared for cast-in-place concrete energy piles with different heat exchange 

pipe configurations, and a new design method for energy piles is proposed. An equivalent heat exchange rate was estimated for the 

W-type (one series loop), multiple U- type (four parallel loops), and coil-type heat exchanger installed in the same large-diameter drilled 

shaft. In order to simulate a cooling operation in summer by a CFD analysis, the LWT (leaving water temperature) into a energy pile 

was fixed at 35 °C and then the EWT (entering water temperature) into a heat pump was monitored. In case of continuously applying 

the artificial maximum cooling load for 100 hours, all of the three types of heat exchangers show the marginally similar heat exchange 

rate. However, in case of intermittently applying the cooling load with a cycle of 8 hours operation-16 hours off for 7 consecutive days, 

the coil type heat exchanger exhibits a heat exchange rate only 86 % of the multiple U-type due to measurable thermal interference 

between pipe loops in the energy pile. On the other hand, the W-type possesses the similar heat exchange rate to the multiple U-type. 

The equivalent heat exchange rates for each configuration of heat exchangers obtained from the CFD analysis were adopted for 

implementing the commercial design program (PILESIM2). Finally, a design method for cast-in-place concrete energy piles is 

proposed along with a design chart in consideration of typical des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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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파이프 배치 형태별 열교환율을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FLUENT)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파일의 설계법을 제시하였다. 등가열교환율을 산정하기 위해 동일한 현장타설말뚝 제원에 대해 열교환파이프 배치 형태를 W-

형(직렬), 복합 U-형(병렬 4쌍), 나선형의 3가지로 고려하였다. 건물측 부하조건은 여름철 냉방운용를 모사하기 위해 순환수의 에너지파일 유입

온도, 즉 히트펌프 유출온도(Leaving water temperature, LWT)를 35°C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에너지파일 유출온도, 즉 히트펌프 유입온도

(Entering water temperature, EWT) 변화를 관찰하였다. 지반에 최대 가상부하를 적용한 경우(100시간 연속 냉방부하 조건)에는 3가지 열교

환기 형태가 유사한 열교환율을 보인 반면, 실제 히트펌프 가동에 의한 건물 냉방운용을 모사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일일 8시간 운용-16시간 정

지를 7일간 반복 해석한 경우에는 W-형(직렬연결)과 복합 U-형(병렬 4쌍) 열교환기는 유사한 열교환율을 보이나, 나선형 열교환기는 파이프 루

프 상호 간 열간섭으로 인해 복합 U-형 열교환기에 비해 약 86%의 열교환율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산유체해석에 의해 계산된 열교환파

이프 배치 형태별 에너지파일의 등가열교환율을 에너지파일 설계프로그램(PILESIM2)에 적용하여 다양한 형상의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

한 설계법과 대표적인 설계변수에 대한 설계도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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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화석연료 고갈위기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등의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의 관련 법규

에 의한 1,000m
2
 이상 규모의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전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1%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는 

고온의 지열유체를 추출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지열발전과 

같은 간접이용 방식과 히트펌프(heat pump)나 냉동기와 같은 에너

지 변환기기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직접이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열의 직접이용 방식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반영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서 최근 들어 그 적용성에 대해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의 기후특성은 춘하추동의 

뚜렷한 4계절을 보여 봄과 가을의 경우에는 특별한 냉난방이 필요하

지 않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냉방과 난방이 각기 요구된다. 이러한 

기후적 조건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즉, 여름에는 실내를 냉방하기 위해 지중으로 방열하고 

겨울에는 항온성의 지중으로부터 흡열하여 건물의 냉난방을 운용

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지중온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미국 환경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은 

현재까지 개발된 냉난방 시스템 중 연중 안정적인 지중 온도를 

활용하는 지열시스템을 가장 효율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

로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천부지열을 직접 활용하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90% 이상이나,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어홀 천공과 

그라우팅 등에 많은 비용이 소모(전체 시스템에 50% 이상)되어 

초기투자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다른 열원과의 경쟁에서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적용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초구조물을 이용하는 지중열교환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Baek, 2004; Ryu, 2008; Gao et 

al., 2008b; Jun et al., 2009; Man et al., 2010; Nam et al., 

2008, 2011). 

에너지파일이란 기초구조물로 이용되는 콘크리트 또는 강관 

말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설치하고 파이프 내부에 유체를 

순환시켜 지중과 열교환을 유도하는 구조물로서 기존 건축 구조물

의 기초로 사용되는 말뚝을 이용함으로써 구조물의 지지 기능 

뿐 아니라, 열교환기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orino and Oka (1994)은 외경 400mm 길이 20m의 강관파

일에 두 쌍의 PVC 파이프를 설치한 에너지파일을 지중열교환기로

서 처음 활용하였다. 이후 에너지파일에 대한 많은 실험적,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냉난방시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능력, 

열교환파이프와 말뚝 형상에 따른 열교환 효율평가, 그리고 에너지

파일 활용에 따른 지중 온도변화 예측 등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

다 (Li et al. 2006; Hamada et al. 2007; Pahud and Hubbuck 

2007; Gao et al. 2008a, 2008b; Nam et al. 2008; Wood et 

al. 2009).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파일 운용 중에 발생하는 말뚝 

내 열적-역학적 거동에 대한 지반공학적 접근이 Laloui et al. 

(2003, 2006), Bourne-Webb et al. (2009), Knellwolf et al. 

(2011)에 의해 시도되었다. 또한, Man et al. (2010)과 Cui et 

al. (2011)는 선형 열원모델에서 발전된 에너지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에너지파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콘크리트 기성말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말뚝의 중공에 열교환파이프를 삽입한 에너지파

일의 열적 거동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Min and Jeong, 2012; 

Park et al, 2012; Baek, 2004; Ryu, 2008; Ryu et al, 2012; 

Lim, et al., 2012; Jeong, et al., 2010; Choi and Lee, 2010; 

Lee et al., 2012; Park et al., 2012). 이는 국내 건설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는 지형적으로 일부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양호한 암반이 조기 출현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구조물

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성말뚝을 이용하여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수요적인 측면에서 

기성말뚝을 이용한 에너지파일에 대한 연구의 집중은 당연한 흐름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기술의 향상에 따른 

고층 건물의 증가, 준설매립을 통한 육지의 확장으로 불량한 지역에

서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기성말뚝 이외에 

대구경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사용량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Pahud and Hubbuck(2007)이 스위스 쮜리히 공항

에 설치된 총 440본의 현장타설말뚝 중 306본을 에너지파일로 

시공하고 2004년 10월부터 2년간 순환수의 온도변화를 관측하여 

에너지파일의 시스템을 평가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파

일 설계 프로그램인 PILESIM2를 개발하는 등,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대규모 공공건물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대규모 건축구조물의 기초로 설계되는 현장타설말

뚝을 이용한 지중열교환기의 개발 및 설계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

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기초구조물과 지열 냉난방시스템 가동을 

위한 열교환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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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type (b) Multiple U type (c) Coil type

Fig. 1. Configuration of heat exchange pipe embedded in energy piles 

열교환파이프 배치 형태별 열교환율을 전산유체해석(Computional 

fluid dyanmics, CFD)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여 현장

타설 에너지파일의 설계법을 제시하였다. 등가열교환율을 평가하

기 위한 전산유체해석은 상용 유한체적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를 이용하여 외경이 1.5m이고 길이가 20m인 가상의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모사하고 파이프 총길이가 약 159m로 동일한 열교환

파이프를 배치 형태별로 W-형(직렬연결), 복합 U-형(병렬 4쌍), 

나선형의 3가지 형태를 적용하였다. 특히, W-형은 U-형 열교환파

이프 4쌍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각각 병렬로 상부에서 헤더로 

연결된 복합 U-형과 구분이 된다. 건물측 부하조건은 여름철 냉방운

용을 모사하기 위해 순환수의 에너지파일 유입온도, 즉 히트펌프 

유출온도(Leaving water temperature, LWT)를 35°C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에너지파일의 유출온도, 즉 히트펌프 유입온도(Entering 

water temperature, EWT) 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지반에 최대 

가상부하를 적용한 경우에 대한 열교환율 비교를 위해서 각 현장타

설 에너지파일에 대해 100시간 연속 냉방부하(유입온도 경계조건)

조건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제 히트펌프 가동에 

의한 간헐적 냉난방 운영을 모사하기 위해 일일 8시간 운용-16시간 

정지를 7일간 반복하는 과정을 모사하였다. CFD 수치해석에서 

나타난 유입/유출 순환수의 온도와 유량을 이용하여 각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평균 및 총 열교환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가열교환율을 계산하여 에너지파일 설계프로그램(PILESIM2)

을 보완하기 위한 설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PILESIM2는 에너지

파일의 직경, 길이, 개수, 간격 등의 파일 조건과 지반의 열전도도, 

지하수 존재 여부, 지하수 흐름(유속) 등의 지반 조건을 입력한 

후 최대 50년까지의 냉/난방 모사를 통하여 에너지파일의 최적 

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는 에너지파일 설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PILESIM2에서 설계 가능한 에너지파일의 열교환파이프 형상은 

복합 U-형(1쌍~5쌍)과 이중관형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열교환파이

프 형태의 에너지파일 설계는 불가능하다(Pahud and Hubbuck, 

200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교환파이

프 형태에 따라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산정한 등가열교환율을 평가

하고, 이 값을 PILESIM2 에너지파일 설계에 활용하는 설계 알고리

즘을 통하여 대표적인 설계변수들에 대한 설계도표를 제시하였다.

2. 에너지파일 전산유체해석 모델링

현장타설말뚝을 이용한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효율을 전산유체

(Computional fluid dyanmics, CFD)해석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

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열교환파이프의 길이가 수치

모델링 오차한계에서 동일하도록 W-형(직렬연결) 열교환파이프는 

159.52m, 복합 U-형(병렬 4쌍)은 159.04m, 그리고 코일모양의 

나선형 열교환파이프는 길이가 159.46m로 에너지파일을 모델링하

였다. W-형은 열교환 파이프가 한 개의 유입구(inlet)과 한 개의 

유출구(outlet)로 구성되어 에너지파일 길이방향으로 4회 왕복하는 

직렬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복합 U-형은 단순 U-형 열교환 

파이프 4쌍이 삽입되어 4개의 유입구와 유출구가 지상에서 연결되

는 병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나선형은 W-형과 동일하게 

에너지파일 당 한 개의 유입구과 한 개의 유출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열교환 파이프 배열은 코일 형태로 현장타설말뚝 피복 내부에 

철근망 외주를 감고 있는 형상이다 (Fig. 1).

본 논문에서 열교환파이프를 순환하는 유체의 흐름에 따른 열전

달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열전달과 유체의 흐름간의 연계해석이 

가능한 유한체적 수치해석(Finite Volume Method) 프로그램인 

FLUENT를 적용하였다. FLUENT는 해석대상의 형상을 시각화

하고 격자를 생성하는 전처리기(Pre-processor), 해석조건과 물성

치를 입력하고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는 연산기(Solver), 그리고 

해석결과를 시각화하는 후처리기(Post-processor)로 구성된다. 전

산유체해석에 적용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해석단면은 Fig. 1과 

같이 직경 1.5m의 현장타설말뚝에 깊이 20m까지 내경 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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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CFD anslysis (Lee et al., 2011; Engineering tool box, 2005)

Ground Energy pile (concrete) HDPE pipe

Density (kg/m
3
) 1700 2162 955

Specific heat (J/kg·K) 2500 800 525

Thermal conductivity (W/m·K) 1.71 2.11 0.4

(a) W type heat exchager (b) Multiple U type heat exchanger

(c) Coil type heat exchanger (d) Mesh configuration of energy pile

Fig. 2. Numerical model configuration of energy piles

외경 35mm을 갖는 열교환용 HDPE 파이프를 3가지 형태로 구성하

고, HDPE 파이프 단면을 제외한 현장타설말뚝 내부는 콘크리트로 

외부는 지반으로 모사하였다.

전산유체해석에 적용한 지반, 콘크리트, HDPE 파이프의 물성

치는 기존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Lee 등, 2011)와 

Engineering tool box(2005)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FLUENT를 이용하여 열전달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3차원 수치해석 격자는 Fig. 2와 같이 해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Hex-dominant 격자 생성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반 

외부의 경계를 충분히 모사함으로서 순환수가 열교환파이프를 통

해 순환하면서 지중으로 방열이나 흡열하여 열전달이 파이프를 

통하여 에너지파일, 지반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모사하였다.

3. 에너지파일 열교환율 평가

3.1 100시간 연속 냉방과정 모사

전산유체해석에 적용한 에너지파일의 길이는 20m로 비교적 

저심도이므로 지반의 지열경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깊이에 지반 

초기온도를 15°C로 적용하였다. 또한, 열교환파이프를 순환하는 

순환수의 질량유속을 0.56 kg/s, 에너지파일로 유입되는(히트펌프

에서 나가는) 순환수의 온도(Leaving water temperature, LWT)를 

35°C로 고정하여 100시간 동안 연속 냉방운용(최대 가상부하 적

용)하는 조건에 대하여 에너지파일에서 유출되는(히트펌프로 들어

가는) 순환수의 온도(Entering water temperature, EWT) 변화를 

관찰하였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냉방모드의 경우 열방출율)은 에너지파

일로 유입되는 순환수 온도(LWT, 

)와 에너지파일에서 유출되는 

순환수 온도(EWT, 

)의 차에 순환유체의 질량유속()과 비열

()의 곱으로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1)

Fig. 3에서는 시간에 따른 각 에너지파일에서 유출되는 순환수 

온도변화와 열교환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식 (1)을 이용하여 산정한 

에너지파일 형태별 열교환율은 Table 2에 비교하였다. 열교환 파이

프 길이 당 100시간 총 열교환율은 각각 W-형 에너지파일이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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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type energy pile (b) Multiple U type energy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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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il type enery pile (d) Comparison of heat exchange rate

Fig. 3. Comparison of EWT and heat exchange rate (100-hours continuous cooling)

Table 2. Heat exchange rate of each energy pile (100-hours continuous cooling)

W type Multiple U type Coil type

Temp. difference per unit (°C) 2.56 2.47 2.42

Mass flow velocity per unit (kg/s) 0.56 0.14 0.56

Number of units 1 4 1

Total pipe length (m) 159.52 159.04 159.46

Ave. heat exchange (kW) 5.95 5.74 5.63

Ave. heat exchange rate (W/m) 37.32 36.12 35.29

Total heat exchange rate (kW�h/m) 3.73 3.62 3.52

Equivalent heat exchange rate (over Multiple U type) 1.03 1 0.98

kW�h/m, 복합 U-형 에너지파일이 3.62 kW�h/m, 나선형 에너지파

일이 3.52 kW�h/m로 산정되었다. 동일한 열교환파이프 길이에 

연결방식만 달리한 W-형과 복합 U-형의 열교환율 차이는 에너지파

일을 순환하는 순환수의 총 유량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W-형 

열교환파이프 내 순환유속이 복합 U-형에서 개별 U형 열교환파이프 

내 순환유속의 4배가 되도록 했으므로(Table 2 참조), 이에 따른 

순환수의 난류유동의 열전달 특성의 차이로 판단된다.

각 에너지파일의 상대적 열교환율을 비교하면 W-형 에너지파일

은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103% 열교환율을 갖는 반면에, 

나선형 에너지파일의 경우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98% 

열교환율을 보였다. 산정된 복합 U-형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 대비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의 비 즉, 등가열교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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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type energy pile (b) Multiple U type energy pile (c) Coil type energy pile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n cross section after 100-hours continuous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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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type energy pile (b) Multiple U type energy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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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il type energy pile (d) Comparison of heat exchange rate

Fig. 5. Comparison of EWT and heat exchange rate (7-days intermittent cooling)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에 대해 각각 1.03과 0.98로서 열교환기 

형태에 따른 100시간 연속 냉방운용 시 열교환율의 차이는 미미하

다. 이는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효율은 열교환 파이프 

배열 형태 보다는 열교환파이프 전체 길이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

다. 하지만, 100시간 연속 냉방운용은 실제 건물 냉난방운용을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하고, 히트펌프 가동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에너지파일의 열적 회복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실제 

냉난방운용 조건에 대한 각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에 대한 검토가 

다음 절에서 수행되었다. Fig. 4는 100시간 연속 냉방가동 후 

각 에너지파일의 형태별 횡단면의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3.2 간헐적 냉방운용을 고려한 수치해석 모사

에너지파일을 이용한 실제 여름철 냉방운용을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모사하기 위하여 일반 상업용 건물의 일일 냉방운용 일정을 

고려하여 7일간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여름철 

냉방을 위해 일일 8시간 운용, 16시간 정지를 반복하는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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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type 
(after 7th day 8 hours cooling operation)

(c) Multiple U type 
(after 7th day 8 hours cooling operation)

(e) Coil type 
(after 7th day 8 hours cooling operation)

(b) W type (after 7th day 16 hours off) (d) Multiple U type (after 7th day 16 hours off) (f) Coil type (after 7th day 16 hours off)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on cross section after 7-days intermittent cooling

Table 3. Heat exchange rate of each energy pile (7-days intermittent cooling)

W type Multiple U type Coil type

Temp. difference per unit (°C) 3.64 3.69 3.14

Mass flow velocity per unit (kg/s) 0.56 0.14 0.56

Number of units 1 4 1

Total pipe length (m) 159.52 159.04 159.46

Ave. heat exchange (kW) 8.46 8.50 7.30

Ave. heat exchange rate (W/m) 53.01 53.43 45.80

Total heat exchange rate (kW�h/m) 2.97 2.99 2.56

Equivalent heat exchange rate (over Multiple U type) 0.99 1 0.86

냉방운용을 7일간 모사하였다. 7일간 냉방과정 모사에는 앞 절

의 100시간 연속 냉방운용 조건과 동일하게 지반의 지열경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반 초기온도를 15°C로, 열교환파이프를 순환하는 

순환수의 질량유속을 0.56 kg/s, 에너지파일로 유입되는(히트펌프

에서 유출되는) 순환수의 온도(LWT)를 35°C로 고정하여 에너지

파일에서 유출되는(히트펌프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시간에 따른 

온도(EWT) 변화를 추적하였다.

Fig. 5는 각 에너지파일에서 유출되는 순환수의 7일간 온도변화

와 열교환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각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은 

식 (1)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유출수 온도(EWT)는 냉방 초기에

는 지반과 원활한 열교환이 이루어져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하다

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냉방운용 정지 

시에 유출수의 온도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은 지반과 에너지파일이 

열적 회복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일일 냉방 정지기

간(16시간) 동안 지반의 초기온도(15°C)까지 지반의 온도가 완전

하게 회복되지 않고, 8시간 냉방운용에 의한 잔류지열이 존재한다. 

또한, 냉방이 정지된 기간에 회복되는 지반(또는 유출수) 온도는 

일일 냉방 주기가 증가되면서 점차 증가되다가 냉방 가동 후 약 

6일 후는 일정한 온도(약 20°C 내외)로 유지되었다. Fig. 6은 

마지막 날(7일째) 8시간 냉방 가동 후와 냉방 정지 16시간 지난 

시점에서 각 에너지파일의 횡단면의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일일 8시간 운용, 16시간 정지를 반복하는 7일간 간헐적 냉방운

용을 통해 발생한 각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은 Table 3에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7일 냉방운용 중에 발생한 열교환파이프 길이 당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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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put parameter for energy pile design program (PILESIM2)

Air temperature/daily sunligth Annual time-based data 

Heat pump/cooling machine Electric power, COP, EWT

Energy pile Diameter, length, number, space, thermal resistance 

Heat exchange pipe (HDPE) Number(length), ID/OD

Ground condition Initial temperature,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depth, groundwater flow rate

Limitation Exclusively design multiple U type and co-axial type

Fig. 7. Design algorithm for cast-in-place energy pile (determination 
of available heating/cooling load)

열교환율은 W-형 에너지파일이 2.97 kW�h/m, 복합 U-형 에너지

파일이 2.99 kW�h/m, 나선형 에너지파일이 2.56 kW�h/m로 각각 

산정되었다. W-형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은 복합 U-형 에너지파

일에 비해 약 99%로 거의 유사한 것에 비하여, 나선형 에너지파일의 

경우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86% 열교환율을 보였다. 

또한, 복합 U-형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 대비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 열교환율의 비 즉, 등가열교환율은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에 대해 각각 0.99와 0.86으로 산정되었다. 이 결과는 

나선형 열교환기가 갖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W-형이나 복합 U-형

에 비해 파이프루프 상호 간 열간섭이 커서, 상대적으로 낮은 열교환

율을 갖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본 논문에서 산정한 등가열교환율은 간헐적으로 일일 8시간 운용

-16시간 정지를 반복하여 7일간 냉방운용 모사를 통해 얻어진 

값이다. 즉, 일반적으로 실제 연간 냉난방 기간(약 2-3개월)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의 모사결과이므로 실제 냉난방 기간 동안에 각 

에너지파일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열교환율 비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7일간 냉방모사를 통해 얻어진 열교환율이 

각 에너지파일의 열거동 특성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형상별 에너지파일의 설계법을 제시하였다.

4.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설계법

본 논문에서는 앞 절의 7일 냉방운용 모사를 통해 산정한 열교환기 

형태별 등가열교환율을 에너지파일 상용설계 프로그램인 PILESIM2

에 적용하여 새로운 에너지파일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상용 에너지

파일 설계 프로그램인 PILESIM2는 Pahud and Hubbuck(2007)

가 스위스 쮜리히 공항에 설치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순환수의 

온도변화를 장기간 관측하고 시스템 평가를 통해 검증한 설계 

프로그램으로, Table 4와 같이 에너지파일의 직경, 길이, 개수, 

간격 등의 말뚝제원과 지반의 열전도도, 지하수 존재 여부, 지하수 

흐름(유속) 등의 지반조건을 설계변수로 하여 최대 50년까지의 

냉/난방 모사를 통한 EWT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파일의 최적 부하량 또는 에너지파일 제원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PILESIM2에서는 에너지파일의 단면을 복합 U-형(1쌍-5쌍 열교

환파이프의 병렬연결)과 이중관형(co-axial type)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설치 가능한 W-형(직

렬연결)이나 나선형 열교환기와 같은 다양한 열교환파이프 배치 

형태에 대한 에너지파일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수행한 7일간 간헐적 

냉방모사(8시간 가동-16시간 정지를 반복) 전산유체해석 결과로 

산정된 열교환파이프 배열 형상에 따른 등가열교환율을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대한 상대적인 열교환 능력으로 보고 이를 등가 

환산계수로 적용하는 설계알고리즘을 Fig.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PILESIM2를 이용하여 복합 U-형 열교환기의 현장타설 에너지

파일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여기에 열교환기 형상에 따른 

상대적인 열교환 효율(등가열교환율)을 등가 환산계수로 적용하여 

기본 설계된 건물의 최대 가용 냉난방부하량을 조정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설계방법은 현장타설 에너지파일뿐 아니라 PHC말뚝이

나 강관말뚝 등의 기성말뚝을 활용한 에너지파일에도 Table 5에서 

제시한 에너지파일의 직경 및 길이 등과 같은 입력변수의 조절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파일은 기초구조체로서 상부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설계가 우선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에너지파일 설계조건(말뚝의 직경, 길이, 개수 및 이격거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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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ign parameters adopted for energy pile

Simulation length 20 years

Initial ground temperature 15°C

Heat exchange pipe Multiple U type (4 parallel loops)

Design heat pump EWT 5°C(heating)/30°C(cooling)

Heat pump COP 3.8

Cooling machine COP 4.9

Ground thermal conductivity 2.0W/mK, 3.0W/mK

Groundwater flow None, 1m/day, 2m/day

Number of energy pile 1, 4

Diameter of energy pile 1.0m, 1.5m

Space of energy piles 3m, 5m

Length of energy pile 10m, 20m, 30m

(a) Annual air temp. in middle Korean Peninsula (in 2010) (b) Design heating/cooling load pattern

Fig. 8. Annual air temperature and design heating/cooling load pattern (Case G1)

냉난방 설비가 원활히 운용될 조건(작동 EWT가 설계 EWT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에서 획득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냉난방 부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지식경제부, 2012)에는 에너지파일의 설계 적합성은 

건물의 요구 냉난방부하량에 대해 20년간 냉난방 운용시 예측되는 

작동 EWT가 히트펌프 설계 EWT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LESIM2를 적용하여 총 108개의 Case에 대하

여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설계를 수행하였다. 지반 초기온도는 15°C

로 가정하고 히트펌프 설계 유입온도(EWT)를 난방 시에는 5°C, 

냉방 시에는 30°C를 적용하였다. PILESIM2를 적용하기 위해 

4쌍의 복합 U-형 열교환 파이프가 병렬로 설치된 에너지파일에 

대해 Table 5에 제시한 설계인자(지반의 열전도도, 지하수 흐름 

등의 지반 조건과 에너지파일 직경, 길이, 간격 등의 말뚝조건)를 

고려하고 Fig. 7의 설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0년 냉난방 모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설계변수 중 에너지파일 개수를 1개와 4개로 

구분한 이유는 말뚝 간의 간섭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즉, 에너지

파일 4개 조건(Case G7 – G18)에 대해서는 말뚝 사이 간격이 

3m와 5m인 조건을 반영한다. 이 조건에 대해 다수의 에너지파일을 

실제로 설계할 경우에는 4개 에너지파일을 한 개의 그룹(군말뚝 

그룹)으로 간주하여 말뚝 간 간섭효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파일 1개 조건(Case G1 – G6)에 대한 설계는 

말뚝 간의 간섭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즉, 말뚝 사이 간격이 5m 

이상인 경우) 조건으로 에너지파일을 단말뚝으로 고려한다.  

Fig. 8은 실제 에너지파일 설계 예를 보여 준다. Fig. 8(a)의 

2010년 중부지방 기상데이터를 활용하고 각 Case에 대한 총 냉난방

부하량을 가정하여 Fig. 8(b)과 같이 설계 부하패턴을 입력변수로 

적용한다. Fig. 8(b)는 해석 Case G1(에너지파일 개수=1본,  지하

수 유속=0 m/day, 지반 열전도도=2.0 W/mK)에 대해 에너지파일 

직경이 1.0 m이고 길이가 10 m인 조건에 대해 설계 EWT 조건을 

만족하는 냉난방 부하패턴이다. 이 조건에 대해 최적화된 건물 

냉난방부하량으로 20년간 냉난방 모사 시, EWT의 변화를 Fig. 

9(a)에 예시하였다. 만약, 20년간 냉난방 모사에서 계산된 EWT가 

히트펌프 설계 EWT 상한(30°C)를 벗어나게 되면 이는 에너지파일

이 담당할 수 있는 건물 냉방부하량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설계 EWT 하한(5°C)를 벗어나게 되면 이는 건물의 

난방부하량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이다. 한편, Fig. 9(b)와 같이 

계산된 작동 EWT가 설계 EWT 범위에 비해 너무 좁은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설계된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법에서는 Fig. 7의 

설계 알고리즘을 따라 주어진 에너지파일 제원에 대하여 건물에서 

요구되는 연간 냉난방부하량을 변화시키면서 냉난방운용을 모사하

여 20년간 EWT의 변화가 히트펌프 설계 EWT 범위에 존재하도록 

시행착오를 통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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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mized heating/cooling condition (b)  Underestimated heating/cooling load

Fig. 9. Variation of heat pump EWT for 20 years (Case G1)

Fig. 10. Energy pile design cases (Case G1-G18)

Fig. 10은 본 논문에서 Table 5의 설계인자를 PILESIM2에 

적용하여 4쌍의 복합 U-형 열교환파이프가 병렬로 설치된 에너지

파일에 대해 수행한 총 108개의 Case에 대한 설계 수형도를 보여준

다. 또한, Fig. 11은 Case G1에서 G18까지 18가지 기본조건에 

대하여 말뚝직경(1.0, 1.5m)과 말뚝길이(10, 20, 30m)의 6가지 

말뚝제원을 조합하여 설계한 에너지파일 유닛당 냉난방 획득 부하

량을 보여준다. 실제 에너지파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에너

지파일 설계배치와 지반조건에 대해 Fig. 10의 설계 Case를 선정하

고 설계말뚝제원(직경과 길이)에 해당하는 에너지파일 유닛당 냉난

방 획득 부하량을 Fig. 11의 설계도표로부터 찾은 후, 전체 설계 

에너지파일 개수를 곱하는 과정을 갖는다. 만약, 에너지파일을 

구성하는 열교환 파이프 형상이 복합 U-형(병렬 4쌍)이 아니고 

동일한 길이를 갖는 열교환 파이프가 W-형(직렬) 혹은 나선형이라

면, Fig. 11의 설계도표에 Table 3에서 제시한 에너지파일 열교환파

이프 형상별 등가열교환율을 가중인자로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

다. 단, Fig. 11의 설계도표는 오직 4쌍의 복합 U-형 열교환 파이프

가 병렬로 설치된 에너지파일에만 해당하고, 3쌍 혹은 5쌍의 복합 

U-형에 대해서는 PILESIM2를 적용하여 추가 설계를 통해 Fig. 

11와 유사한 설계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중부지방 기상데이터(Fig. 8(a))를 설계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Fig. 11의 설계도표는 난방부하가 냉방부하보다 큰 설계가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Fig. 9(a)에서 20년 히트펌프 운전 시, 지중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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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1 (b) G2 (c) G3 (d) G4

(e) G5 (f) G6 (g) G7 (h) G8

(i) G9 (j) G10 (k) G11 (l) G12

(m) G13 (n) G14 (o) G15 (p) G16

(q) G17 (r) G18

Fig. 11. Design chart for annual heating/cooling capacity of energy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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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히트펌프 유입온도(EWT)가 점차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계 최저온도(5°C) 보다는 펌프유입 온도가 높게 유지되

어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판단된다. 또한, Fig. 11의 설계도표에

서 지하수 흐름이 있을 때와 지반의 열전도도가 높을 때는 순환수와 

지반사이의 열교환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큰 냉난방 부하량을 

얻을 수 있고, 파일 간격이 감소하면 각각의 에너지 파일간의 열간섭

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는 부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에너지파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파일의 열교환파이프 

형태에 따른 열교환 효율 및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W-형(직렬), 복합 U-형(병렬 4쌍), 나선형 열교환파이프가 삽입된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효율을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에너지파일 상용 설계 프로그램인 PILESIM2에 적용하여 현장타

설 에너지파일의 설계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열교환파이프 길이 당 100시간 총 열교환율 비교에서는 W-형

과 나선형 에너지파일은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각각 103%와 98%의 상대적 열교환율을 보였다. 이는 복합 

U-형 에너지파일의 열교환율 대비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

의 열교환율의 비 즉, 등가열교환율은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

일에 대해 각각 1.03과 0.98로서 열교환파이프 배치형상에 

따른 열교환율의 차이는 매우 작아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 효율은 열교환 파이프 배열 형태 보다는 열교환파이프 

길이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여름철 냉방을 위해 일일 8시간 운용, 

16시간 정지를 반복하는 간헐적 냉방운용을 7일간 모사한 

결과, 발생한 열교환파이프 길이 당 총 열교환율은 W-형 에너

지파일의 열교환율은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99%로 

거의 유사한 것에 비하여, 나선형 에너지파일의 경우 복합 

U-형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86% 열교환율을 보였다. 즉, 복합 

U-형 에너지파일 대비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의 등가열

교환율은 W-형과 나선형 에너지파일에 대해 각각 0.99와 0.86

이다. 

(3) 에너지파일에 설치된 열교환파이프 형태에 따른 등가열교환율

을 PILESIM2를 이용한 에너지파일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에너지파일 설계변수에 대한 

설계도표를 제시하였다.

(4) 가상설계 결과 지하수 흐름이 있을 때와 지반의 열전도도가 

높을 때는 순환수와 지반사이의 열교환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높은 부하량을 획득할 수 있고, 파일 간격이 감소하면 에너지파

일 간의 열간섭에 의하여 설계 냉난방 획득 부하량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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