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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geothermal energy has increased for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utilization, and a geothermal 

heat pump (GSHP) system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is being used widely. As ground thermal properties such as 

ground thermal conductivity and ground thermal diffusivity are substantial parameters in the design of geothermal heat 

pump system, ground thermal conductivity should be obtained from in-situ thermal response test (TRT).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nd thermal properties of U and 2U type ground heat exchangers (GHEs) measured 

by TRTs. The U and 2U type GHEs were installed in a partially saturated dredged soil deposit, and TRTs were conducted 

for 48 hours. A method to derive the thermal diffusivity as well as thermal conductivity was proposed from a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remolded soil samples from different layers were collected from the field, and soil 

specimens wer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field ground condition. Then equivalent ground thermal conductivity and 

ground thermal diffusivity were calculated from the lab test results and they were compared with the in-situ TRT results.

 

요   지

최근 들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지열에너지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열히

트펌프 시스템(geothermal heat pump system)으로 불리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적용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에서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와 같은 지중 열물성은 설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에 현장 열응답 시험(thermal response test)을 통해 지반의 열전도도를 산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와 2U 타입의 

지중 열교환기를 매립지 지반에 설치한 후 48시간 동안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지반의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지반의 열확산계수를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

된 지반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열물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도출된 지반의 열전도도 

및 열확산계수 값과 비교하였다.

Keywords : Thermal response test, Ground thermal conductivity, Ground thermal diffusivity, Non-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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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ground heat exchangers (GHEs)

1. 서 론

최근 들어 화석 연료 고갈 및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

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지열에너

지를 이용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geothermal heat 

pump system)은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을 

열원으로 이용하여 여름철에는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겨

울철에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지

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크게 지열 히트펌프(geothermal 

heat pump)와 지중 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로 

구성되며 이중 지중 열교환기는 지중에 설치된 열교환 

파이프를 통해 물 또는 부동액과 같은 순환유체를 이용

하여 주위 지반과의 열교환을 하는 역할을 한다(Roque 

et al., 2015; Yoon et al., 2013). 지중 열교환기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초기 설치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며 일반적으로 깊이 150∼200m의 수직밀폐형 타입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직밀폐형 타입은 수직으

로 천공된 보어홀과 U자 형태의 지중과의 열교환 파이

프, 그리고 보어홀과 파이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라우트로 구성된다(Remund, 1999; Park et al., 2013).  

수직밀폐형 지중 열교환기는 다른 타입과 달리 초기 

시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열효율을 얻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Beck et al., 2013; Min et 

al., 2011; Jun et al., 2009; Pahud et al., 1999). 지중 열교

환기를 통해서 주변 지반과 열을 교환하는 열전달은 열교

환기 파이프 내를 순환하는 유체와 이 파이프 주위의 복

합매질(그라우트/지반)간의 열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Sohn et al., 2005). 이중 지중 열전도도(ground thermal 

conductivity)와 지중 열확산계수(ground thermal diffusivity)

와 같은 지중 열물성(ground thermal properties)은 지열 히

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중 열전도도는 현장 열응답 시험(in-situ 

thermal respose test)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되고 여기서 

얻어진 값이 설계 변수로 입력된다(Sohn et al., 2005; Lim 

et al., 2011). 하지만 지중 열확산계수는 주로 문헌값을 

근거로 설계 변수로 입력되어지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도 수직밀폐형의 

경우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한 지중 열전도도 측정 기준

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을뿐 열확산계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지중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지중 열확산계수도 도출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U자형과 2U자

형 지중 열교환기를 매립지 부지에 설치한 후 48시간 

동안 현장 열응답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비선

형 회귀분석(non-linear regresssion analysis) 방법을 적

용용하여 지중 열전도도와 지중 열확산계수를 예측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상이한 지층

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비정상 탐침법(non-steady 

state probe method)을 이용하여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

확산계수를 측정하여 현장 열응답 시험 결과와 비교 분

석하였다. 

2. 현장 열응답 시험   

2.1 지중 열교환기 설치 조건 

본 연구에서는 매립지 지반에 U자형과 2U자형 지중 

열교환기를 15cm 보어홀 직경 내에 수직 깊이 50m로 

설치하였다(Fig. 1). Yoon et al.(2013)은 U자형과 W자

형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지중과의 열효율을 측정

할 수 있는 열성능 실험(thermal performance test)을 수

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W자형과 거의 유사한 열전

달 거동을 보이는 2U자형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였다. 

지중 열교환기는 PB(polybutylene) 소재의 파이프(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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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lling log of the test site

내경: 20mm/16mm)가 사용되었고 보어홀 내부는 벤토

나이트 그라우트를 채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어홀 

간 간격은 6m이며 실험지역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한 

결과 실트 및 모래질 퇴적층과 풍화암, 연암 등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Fig. 2). 퇴적층은 9/30∼33/30의 표준관

입 N 값을 나타냈다. 지하수위는 지표면에서 GL(-)3.5m 

심도에 위치해 있었으며 GL(-) 30m 지점부터 풍화암 및 

연암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열응답 시

험 전 주요 시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2 열응답 시험 원리 

 

지중 열교환기의 열전달 메커니즘은 열전달 유체가 

보어홀 내의 파이프 내를 이동하면서 그라우트 재료와 

주변의 지반으로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과정이다. 열

전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선형 열원모델(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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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치해석 모델 등이 있으며 이 중 무한 선형 열

원 모델(infinite line source model)이 해석의 간편성과 



8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2권 제7호

(a) Drilling of borehole (b) Installation of GHEs (c) Bentonite grouting

(d) Curing of grouting (e) Connection to TRT equipment

Fig. 3. Construction process of GHEs

편리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Kelvin의 

열 이론으로부터 Carslaw and Jaeger(1947)에 의해 제안

되었다. 지중 열교환기는 보어홀의 깊이에 비해 직경이 

매우 작은 경우에 무한한 선형 열원(Infinite line source)

으로 가정될 수 있다. 무한히 길고 열 유속이 일정한 선

형 열원이 초기온도 의 균일한 무한 매질 속에 매설

되어 있고, 열이 가해진 후 시간 t가 경과되었을 때 반경

이 r인 지점의 지반 온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가 

성립한다. 

2

2

4

/
( , ) ( )

4 4 4

u

ro i

at

Q L e du Q r
T r t T E

u t  


  ∫  (1)

식 (1)에서 는 열원으로부터의 거리 , 시간 

에서의 온도이며 는 지반의 열전도도, 는 지반으로 

전달되는 열량, 은 보어홀의 길이이며 따라서 은 

보어홀의 단위 길이 당 열량이 된다. 또한 는 지반의 

열 확산율이다. 그리고 는 지수 적분으로 식 (2)와 같

이 정의되며 u는 지수 적분에서의 적분 변수이다.  

2 2 2 2

21
( ) ln( ) ( ) ...
4 4 4 4 4

i

r r r r
E

t t t t


   
      (2)

여기서 는 Euler상수로 0.5772의 값을 갖는다. 따라

서 보어홀 벽면(보어홀 중심에서 만큼 떨어진 지점)의 

임의 시간에서 초기 온도와의 차이는 다음 식 (3)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보어홀 

벽면의 온도이다. 

2

2 2

/ 4 4
ln( )

4 16

b

b o

b b

rQ L t t
T T

r r t

 
 

⎡ ⎤
    ⎢ ⎥

⎣ ⎦
 (3)

보어홀 내부의 열저항()은 파이프 내를 순환하는 

순환수 입출구의 평균 온도()와 보어홀 벽면에서의 

온도 차이와 단위 길이당 열량을 사용하여 식 (4)와 같

이 정의된다. 

 

 



 (4)

또한 식 (3)과 식 (4)를 연립하여 이를 에 관해 정리

하면 식 (5)와 같다. 

 



ln



l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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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variation of fluids

식 (5)에서 
 가 매우 작으면 식 (6)과 같이 우측 

마지막 항이 무시될 수 있다. 

 



ln



ln











 (6)

식 (6)에서 평균온도 는 식 (7)처럼 lnt에 관한 1차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   ln,   ln












이다. 따라서 지중 열전도도는 식 (8)을 사용

하여 열응답시험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유체온도를 측

정하고 그 결과를  ln의 반대수 관계에 도시한 그

래프의 기울기(a)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8)

또한 식 (7)에서 b 값을 구하면 식 (9)와 같이 열확산

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9)

2.3 열응답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지반의 열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U자형과 2U자

형 지중 열교환기에 대해 현장 열응답 실험을 실시하였

다.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된 보어홀에 장비를 연결하여 

48시간 동안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히터 

투입 전 30분간 무부하 운전을 통해 도출된 지반의 초

기 온도는 15.8∼16.5°C였으며 실험 시 유량은 난류 조

건 형성을 위하여 6∼8lpm 값으로 제어하였고 순환수 

온도뿐만 아니라 유량 값도 1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계측 저장하였다. 48시간 동안의 열응답 시험 후 초기 

열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초기 12시간 온

도 자료를 제외하고(Lee et al., 2012; Lim et al., 2011) 

식 (8)을 이용하여 지반의 열전도도를 산정하였다. Fig. 

4와 Fig. 5는 U자형과 2U자형 지중 열교환기 이용 시 

열응답 실험 시간에 따른 순환수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열응답 시험을 통해 산정된 단위 길이당 열량은 식 (10)

을 통해 산출되었다. 

   (10)

여기서, 은 순환수의 질량 흐름 속도(mass flow rate, 

kg/s)이고 c는 순환수의 비열 그리고 L은 보어홀의 설치 

깊이이다. 48시간 동안의 입출구 온도차는 4∼7°C 정도 

값을 나타냈으며 U자형의 경우 38W/m, 2U자형의 경우 

62W/m의 열량이 산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U자형과 2U

자형 지중 열교환기 이용에 따른 지반의 열전도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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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variation of fluids with respect to logarithmic time

각 2.127과 2.166W/(m･K) 값을 보였다. 열교환기 형태

별 지반의 열전도도가 1∼2%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

으나 이는 지반의 초기온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열교환기 형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실내 열전도도 실험 

3.1 비정상 탐침법 

현장 열응답 시험으로부터 산출된 지중 열물성 값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된 지

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각 지층별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SPT(standard penetration test) 

시험시 교란 시료를 실내로 운반하여 현장 물성에 맞게 

시료를 성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cagon사의 비정

상 탐침 장비인 KD2 Pro가 사용되었으며 비정상 상태

법은 식 (1)의 무한 선형 열원 이론에 기반하여 매우 가

는 금속선에 전류를 흘려 시간에 따른 금속선의 온도 

상승 경향으로부터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Park, 

2011). 비정상 탐침 방법은 시험방법이 간편하고 측정

시간이 짧기에 실내에서 손쉽게 지중의 열물성을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지중 열전도도뿐만 아니라 열확산계수

도 같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2 실내 열전도도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크게 네 개 층으로 구성된 

시료 중 지표면에서 3.5m까지의 매립층의 경우 현장에서 

탐침장비를 지반에 꽂아 열물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밖

의 세 지층은 현장 SPT 시험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였

다. 마지막 층인 화강풍화암(weathered granite rock)을 제

외한 퇴적층(sedimentary soil)과 화강풍화토층(weathered 

granite soil)은 현장 단위중량과 함수비에 맞게 실내에

서 시료를 성형하여 열물성을 측정하였다. 퇴적층의 현

장 간극비(0.912)와 현장 함수비(28.5%)에서의 지반 열

전도도는 1.803W/(m･K), 열확산계수는 0.798mm
2
/s로 측

정되었다. 하지만 화강풍화토층의 경우 건조단위중량이 

매우 높아 현장 함수비와 간극비에 맞게 시료를 조성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화강풍화토는 Lee(2010)

에 의해 제시된 식 (11)을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도출하

였으며 현장 함수비(w)는 30.6%, 건조밀도()는 1.65t/m
3

로 조사되었다. 

   (11)

또한 열확산계수는 Table 1과 같이 함수비를 달리하

면서 계측된 실험데이타를 근거로 외삽을 이용한 회귀

분석 값을 적용하였다(Yoon et al., 2014). 이를 근거로 

화강풍화토층의 열전도도는 2.497W/m･K, 열확산계수

는 1.620mm
2
/s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화강풍화암

층은 풍화된 암석의 특성상 실내 탐침법으로 물성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GLD(2012)에 의거하여 

열물성을 도출하였다. Table 2는 지중 열교환기가 설

치된 지반에서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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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al conductivity of weathered granite soils varying with water content (Yoon et al., 2014)

Water content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W/m･K)

Thermal conducitvity (W/m･K) 

Lee (2010)

Thermal diffusivity

(mm
2
/s)

0% 0.407 0.2633 0.297

5% 1.071 0.6283 0.722

6.8% 1.474 0.7597 1.078

10% 1.839 0.9933 1.290

21% 1.958 1.7963 1.411

22.4% 2.063 1.8985 1.458

30.6% 

(No specimen)
2.4971 1.620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different ground layers

Layer (depth) Thermal properties Measurement method

layer Ⅰ

(0~3.5m) 



 = 1.075 W/m･K

α = 0.956 mm
2
/s

Field measurement

layer Ⅱ

(3.5~20.7m) 



 = 1.803 W/m･K

α = 0.798 mm
2
/s Non-steady probe & 

estimation layer Ⅲ

(20.7~29m) 



 = 2.497 W/m･K

α = 1.620 mm
2
/s

layer Ⅳ

(29~50m) 



 = 2.420 W/m･K

α = 1.030 mm
2
/s

GLD (2012)

Fig. 6.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el

Table 3. Results of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U type GHE)

B Standard error t P-value

Constant (b) 13.190 0.275 47.964 <0.01

a 1.420 0.024 59.167 <0.01

R
2

0.9429

adjR
2

0.9427

RMSE 0.1328

B: non-standardized coefficient, t: B/standard error

Table 4. Results of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2U type GHE)

B Standard error t P-value

Constant (b) 9.896 0.277 35.790 <0.01

a 2.278 0.024 94.917 <0.01

R
2

0.9761

adjR
2

0.9760

RMSE 0.1375

4. 통계분석 결과  

4.1 비선형 회귀분석 

Fig. 4와 Fig. 5와 같이 도출된 U자형과 W자형의 지

중 열교환기의 현장 열응답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비선

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12시간의 데이터를 제

외한 후의 Fig. 4의 그래프를 상세히 도시하면 Fig. 6과 

같다. 식 (7)과 같이 비선형 회귀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MATLAB의 surface tool 모듈을 이용하였다. Table 3과 

4는 U자형과 2U자형 현장 열응답 시험을 이용한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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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ANOVA analysis (U type GHE)

DF SS MS F P-value

Regression 1 6.1069E+01 6.1069E+01 3438.69 <0.01

Residual 209 3.7117E+00 1.7759E-02

Total 210 6.4780E+01

Table 6. Results of ANOVA analysis (2U type GHE)

DF SS MS F P-value

Regression 1 1.5713E+02 1.5713E+02 8110.31 <0.01

Residual 209 4.0493E+00 1.9374E-02

Total 210 1.6118E+02

Table 7. Summary of test results

Thermal conductivity 

(W/m･K)

Thermal diffusivity

(mm
2
/s) Borehole Thermal resistance

(m･K/W)
Lab test In-situ TRT Lab test In-situ TRT

U type
2.126

2.127
1.043

1.139 0.233

2U type 2.166 0.902 0.209

형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모형 요약표를 나타낸다. Table 

3과 4에서 상수(b) 및 계수(a)에 대한 유의확률이 0.01보

다 작기에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

다(Lee, 2014). 상수(b)와 계수(a)는 식 (7)의 a와 b를 뜻

한다. 또한 결정계수(R²)와 조절 결정계수(adjR
2
)는 회

귀식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가를 나타내는 계

수이다.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

계를 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회귀식이 실험 데이

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Yoon et al., 2015). 

Table 5와 6은 U자형과 2U자형에 대한 ANOVA 결과표

를 보여주고 있다. ANOVA 분석은 분산비 검증이라고

도 하며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독립변수의 기여

도를 나타낸다(Anthony, 2007, Yoon et al., 2015). 본 회

귀식에 대한 유의확률 역시 0.01보다 작기에 이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유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

다(Lee, 2014). 따라서 현장 열응답 시험동안 시간에 따

른 순환수의 분포는 식 (7)로 근사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식 (8)을 통해 도출된 지반 열전도도와 식 

(9)를 통해 도출된 지반의 열확산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4.2 실내 열전도도 실험과의 결과 비교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현장 열응답 

시험 후 초기 12시간을 제외한 후 시간에 따른 순환수

의 온도 분포는 식 (7)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7)∼(9)를 통해 도출된 현장 지반에서의 등가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 값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Table 2의 네 개의 현장 지층에 따른 열전도도와 열확산

계수 값을 깊이별 가중 평균하여 얻어진 등가 환산된 

값과 비교하였다. 이 중 식 (9)를 통해 열확산계수를 구

하기 위해 적용된 보어홀 열저항 값은 Multipole 방법을 

통해 산출되었다. Multipole 방법은 보어홀 열저항을 산

정하는데 있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net 

et al., 1987; Yoon et al., 2014). Table 7은 실내 실험을 

통해 도출된 등가 열물성 값과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도출된 열물성 값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 결과 현장 실

험과 실내 실험을 통해 도출된 지반 열전도도와 열확산

계수 값은 10% 이내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지반의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에서 또다른 중요한 설계 변수

인 열확산계수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립토 지반에 U자형과 2U자형의 지

중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48시간 연속으로 현장 열응답 

시험을 실시하였다. 열응답 시험 결과를 무한 선형 열원 

이론에 대입하여 지반의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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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값을 도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렇

게 도출된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 값의 적합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상이한 지층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비정상 팀

침법을 이용하여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를 측

정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1) 48시간 동안의 현장 열응답 시험시 시간에 따른 순

환수의 분포는 비선형 거동을 보이며 초기 12시간

의 데이터를 제외한 후 이를 무한 선형 열원 모델에 

대입하여 비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계수에 대한 유의성 및 분산비 검증에서 모두 유

의성을 충족하였으며 결정계수 값도 0.94∼0.98 정

도의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U자형과 

2U자형 지중 열교환기 이용에 따른 지반의 열전도

도는 각각 2.127과 2.166W/(m･K) 값을 보였으며 열

확산계수는 각각 1.139와 0.902mm
2
/s 값을 보였다. 

(2) 현장 열응답 시험 결과를 비선형 회귀분석에 적용

하여 도출된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 값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층별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비정상 탐침법을 실시하거나 문헌값을 이용하

였다. 각 지층별로 얻어진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 

값을 깊이별 가중 평균하여 등가의 단일 지반으로 

환산 결과 열전도도는 2.126W/(m･K), 열확산계수

는 1.043mm
2
/s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장 열응답 

시험을 비선형 회귀분석에 적용하여 도출된 지반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는 실제 지반 시료를 채취하

여 실내 탐침법을 통해 얻어진 열전도도와 열확산

계수 값과 10% 이내에서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3)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시 지반의 열전도도는 현

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도출된 값을 적용하지만 지

반의 열확산계수는 기존 문헌을 통해 임의의 값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는 설계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현장 열응

답 시험을 통해 지반의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지반

의 열확산계수 값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실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계시 지반의 

열확산계수 값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도출된 값을 적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지중 열물성 값이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지중에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열-수리-역학 해석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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