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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performed to investigate of cooling effect and total enthalpy variation on 

EAHES(Earth-to-Air Heat Exchanger System) that is buried 3m depth and 60m length. 

Using EAHES, the reduction of the sensible heat is obviously but latent heat is showed 

increased trend. Although the outdoor average latent heat accounts for 53.2% of total 

enthalpy, latent heat of the exit air from EAHES was raised as 58%. For improving cooling 

effect of EAHES, it has to considered that how to remove the latent heat from EA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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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에 지 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하여 

연  온도변화폭이 은 지  는 지열이용에 

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지 열 교환 시스템(Horizontal Earth-to-Air Heat 

Exchange System, 이하 EAHES라 칭함)은 팬(fan)

이나 블로워(blower)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하

기 더운 외기 공기를 지 에 매설된 을 통과

시켜 온도를 하강시켜 실내로 취출하는 방식으로 

운송동력 외의 동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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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EAHES의 경우, 국내에서는 실질 인 건축물

에 용된 사례는 드물고, 연구소 등에서 실험용 

건축물에 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코오롱건

설의 실험용 주택인 이 러스 그린홈 실험결과에

서는 지후드  화장실 배기량 발생 시 형성된 

부압에 의한 기를 쿨튜 (지 매설 )를 설치

하여, 겨울철은 외기온도와 비교하여 6-7℃ 높이

고, 여름철은 외기온도 비 5-6℃ 낮추어서 실내

부하를 일 수 있다는 보고[1]를 하고 있다. 

Kim et al.[2]은 다양한 축열 냉각을 기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쿨튜 와 할로우 코어를 병행

한 방안을 채택하여 ESP-r를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를 발표하 으며, 쿨튜 를 통과한 공기가 외

기온도보다 최소 6℃ 이상 낮은 공기를 할로우 코

어로 유입하 을 경우 타 방법과 비교하여 60.6%

와 75.3%의 냉방 에 지소비량  비용 감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m[3]은 쿨튜 의 성능을 악하기 하여 환

기횟수 0.7회/h, 1.5m/s를 용하여 130m의 지

매설 을 설치하여, 동 기 3개월간 측정한 결과

에 따르면, 동 기 일  기온이 낮은 22시부터 07

시까지 실내 환경을 측정한 결과 12월에는 17.5℃, 

1월에는 14.5℃를 일정한 온도를 공 하고, 실내

습도의 변화에는 23-43%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결과를 발표하 다. 

국외에서는 EAHES에 한 다양한 연구 결과

가 발표가 되고 있으며, Yuebin et al.[4]은 지 열

교환기를 가진 지 쿨링시스템과 태양열굴뚝과 

조합을 한 실험에서 강한 일사를 가지는 낮 동안

은 태양열굴뚝은 더 많은 환기량을 제공하 으며, 

PMV와 PPD를 분석한 결과는 강제 환기보다 자

연환기에서 실내환경이 보다 열 으로 쾌 하다

는 보고를 하고 있다. 실질 으로 건축물에 용

시킨 Trilok Singh Bisoniya et al.[5]은 2012년 6월

에 완공된 인디아의 학 건축물에 설치한 EAHES

에 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약 30%의 기

감을 꾀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 다. 

한, Huijun Wu et al.[6]은 Earth-air-pipe 시

스템의 냉방능력  성능을 악하기 하여 CFD

와 수치  열이동을 바탕으로 한 모델을 개발하

고, 이를 검토하기 하여 실험 인 조사도 수행한 

결과, 개발된 모델과 실험값은 잘 일치하며, 일일 냉

방능력은 반지름 0.2m인 경우에는 43.2kWh, 반지름 

0.3m 인 경우에는 74.6kWh를 측하 고, 환기량 

정 설계는 열 하와 Earth-air-pipe 시스템의 

냉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발표하 다.

EAHES에 한 국내와 국외의 고찰을 통하여 

냉방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나, 더운공

기와 차가운 표면과의 열교환으로 인한 습도 변

화 즉 열량의 변화에 한 연구 결과가 미미함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질 모델 실험을 통하여 

매설 을 지  3m 깊이, 길이 60m를 매설하여, 1

차 으로 냉방효과를 검증하고, 2차 으로 열

량의 변화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실온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는 열

과 잠열의 두 요소이므로 EAHES를 통과하는 공

기에 한 열량은 고려되어야 한다. 

EAHES를 통과하는 공기의 열량을 조사하기 

하여 온습도센스를 유입구와 출구에 설치하여 

온습도의 변화량을 측정하 고, 측정된 값을 토

로 열과 잠열로 구분하 으며, 연구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①유입공기와 출구공기의 열량을 측정하기 

하여 온습도센스를 부착하여 5분간 측정

②온도측정을 통하여 EAHES 냉방효과 검토

③ 열량을 열과 잠열로 구분하기 하여 건

공기와 수증기의 엔탈피 계산 

④ 열량의 변화를 토 로 블로워 ON과 OFF

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

2. 전열량 계산을 위한 이론적 고찰

실제 공기는 건공기와 수증기를 포함한 습공기

이며, 습공기의 열량은 온도변화에 따른 열량

과 상변화에 따른 잠열량의 합으로 표 된다.

습공기의 열량은 공기 온도에 한 함수 계 

이므로 식(1)과 같고, 수증기의 엔탈피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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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수증기 엔탈피를 구하기 해서는 상온도  

상 습도에 한 습도량과 포화수증기압이 

필요하며, 이는 식(3)～식(5)부터 구할 수 있다. 




 ∙ ∙∙ (3)

여기서, C1 = 2.16679

   ∙ (4)

   ∙ 

∙  

(5)

여기서, C2 = 6.116441, C3 = 7.591386

C4 = 240.7236 

온도범  = -20℃～+50℃

식(1)～식(5)로부터 상공기 상태에 한 열

량은 식(6)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 (6)

EAHES의 성능을 악하기 하여 외기상태에

서 통과된 공기 상태에 한 열량을 구할 수 있

으며, EAHES내의 수분에 의한 잠열량은 열량

에서 열량을 빼면 식(7)과 같다. 

    (7)

3. EAHES에 대한 실험 및 결과

3.1 실험개요

EAHES의 성능 악을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EAHES의 매설깊이는 지  3m, 매설길이

는 60m, 지름 100㎜인 PVC 을 경상남도에 치

한 C 학에서 설치하 으며, 개요는 Table 1과 

같다. 지상에 노출된 유입구와 유출구는 외기 

향을 이기 하여 공사 후 단열시공을 실시하

고, Radionode(온습도센스) 치 한 외기 향

을 고려하여 유입구 상부에 구멍을 뚫어 삽입하

다. 

그리고 블로워에 의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Radionode의 치를 블로워의 뒤에 두었

으며, 이에 한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Fig. 2는 지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총 6개 

지 에 열 를 설치하는 사진이고, Fig. 3은 매

설 의 단열시공을 하기  지표 로 노출된 유

입구와 유출구를 나타내고 있다. 

Division Contents

Measure-
ment

contents

Date

14.08.31., 
00:03-17:30

Blower 
off

14.09.05., 
11:00-18:00

Blower 
on

Interval 5 minute

Point

Inlet of EAHES

3 point
Tube in EAHES

Indoor of 
Container

underground 3m 6 point

Measuring 
instrument

Temperature 
& humidity

Radionode
(±0.3℃, ±2.0RH)

DEKIST. 

Temperature
Buried 
Length

Thermocouple
Data Logger

60m

K-type
GL-820

EAHES 
contents

Buried Depth 3m Depth

Quality of 
Tube 

PVC

Table 1 Model experiment summary

Fig. 1 Measurement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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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measured point. 

 Fig. 3 Inlet and outlet of 

EAHES. 

3.2 측정결과

블로워 가동유무에 따른 외기와 실내의 온도변

화는 Fig. 4와 Fig. 5와 같다. 

블로워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평균외기온도와 

실내온도는 각각 20.4℃와 23.5℃이며, EAHES의 

온도는 21.9℃로 외기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콘테이 박스의 축열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외기온도가 낮은 야간의 경우에는 외기온

도보다 EAHES의 온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

오시간 와 비교하면, 온도에 해서는 역 상

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0

5

10

15

20

25

30

35

0:03 0:54 1:45 2:35 3:26 4:17 5:08 5:58 6:49 7:40 8:31 9:21 10:1211:0311:5312:4413:3514:2615:1716:0716:58

Temp.[℃]

Time

out_Temp tube_Temp in_Temp

tube Temp. > out Temp.

tube Temp. < out Temp.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HES at blower off.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HES at blower on.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blower-on and 

blower-off in the same time.

Temperature
[℃]

Blower on Blower off

Out Tube In Out Tube In

Average 28.8 24.3 31.5 24 23 27.8

Minimum 25 22.6 29.1 22.1 21.8 25.3

Maximum 30.5 25.1 33.2 25.2 23.9 29.6

Table 2 Results of temperature with blower on/off

블로워를 가동하는 경우, 평균외기온도와 출구

온도는 각각 28.8℃, 24.3℃로 그 차이는 4.5℃이

나, 최고온도가 30.5℃인 경우, EAHES의 출구온

도는 25.1℃로 5.4℃의 온도 하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외기온도가 높을수록 EAHES

의 출구온도와의 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  외기온도와 실내온도는 각각 25.0℃와 

29.1℃이고, 최고 외기온도와 실내온도는 각각 

30.5℃와 33.2℃로 실내온도가 2.7℃ 상승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컨테이  박스의 축열에 의

한 것으로 단된다. 

동일 시간 에 한 블로워의 가동 유무에 따

른 온도 분포는 Fig. 6이고, 평균외기온도  출

구온도와 실내온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최  온도를 살펴보면, 블로워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기와 내와의 온도 차이는 2.3℃인 

것과 비교하여 블로워를 가동한 경우에는 5.4℃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EAHES

는 블로워의 가동과 계없이 온도하강효과 즉 

열량의 감소가 확실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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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열량을 고려한 EAHES 성능 검토

여름철 EAHES은 더운 공기를 냉각시킴에 따

라 결로에 따른 내의 수분발생으로 인하여 출

구온도는 잠열에 한 향을 받을 것으로 단

됨에 따라, 열량 변화에는 어느 정도의 향이 

미치는 가를 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장에서는 EAHES에서 블로워를 가동한 경

우에 하여 외기상태와 EAHES의 출구상태를 

비교하고자 하며, Fig. 7은 외기와 EAHES를 통

과한 공기의 열량과 잠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Enthalpy distribution of EAHES at blower on.

체 으로 열량은 외기보다 EAHES를 통과

한 공기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

기의 더운 공기가 지 열과의 열교환을 통하여 

열에 해서는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

게 된다. 그러나 잠열량은 EAHES를 통과한 공기

가 외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잠열측

면에서 보면 외기는 열획득이 발생하게 된다. 

외기에 한 열량과 잠열량에 한 평균값은 

각각 62.2kJ/㎏, 33.1kJ/㎏이고, EAHES를 통과한 

공기에 한 각각의 값은 58.3kJ/㎏, 33.8kJ/㎏로 

나타났다. 

여름철 더운 공기는 EAHES를 통과하면서 

열량은 어든 반면 잠열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열량과 잠열량  열량에 

한 변화량은 Table 3과 같다. 열량은 EAHES

를 통과한 경우 낮게 나타났으나, 평균값을 보면, 

열량의 감소는 15.8%를 보이는 반면, 잠열량은 

2.1%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외기가 EAHES를 통과하게 되면, 열량은 평

균 4.6kJ/㎏, 최  5.4kJ/㎏의 감소되나, 잠열량은 

반 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측정데이터를 바탕으로 2장의 식을 활용하여 

얻은 열량에 한 값으로, 외기와 EAHES를 통

과한 경우, 통과 후의 공기에 한 열량과 잠

열량의 시간 별 엔탈피 차이는 Fig. 8과 같다.

열량은 (+)의 값이고, 잠열량은 부분 시간

에서 (-)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의 값은 외

기에서 열손실, (-)값은 외기에서 열획득이 발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nthalpy
[kJ/㎏]

Outdoor Exit of EAHES

Total
Dry 
air

Vapor Total
Dry 
air

Vapor

Average 62.2 29.1 33.1 58.3 24.5 33.8

Minimum 51.3 25.3 26.0 49.9 22.8 27.1

Maximum 72.9 30.8 42.1 65.8 25.4 40.4

Table 3 Results of Enthalpy with blower on

Fig. 8 Enthalpy difference between outdoor and exit air 

of EAHES. 

EAHES 통과 후의 열량에 한 열과 잠

열량의 비율은 Fig. 9와 같다. 외기 열량에 

하여 평균 열량은 46.8%, 잠열량은 53.2%인 상

태의 공기가 EAHES를 통과하여 되면, 열량의 

평균값은 4.8%감소하는 반면 잠열량의 평균값은 

4.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기가 EAHES로 유입될 때, 최소와 최 값에 

한 열량과 잠열량의 변화는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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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atio of Dry and vapor enthalpy/ Total 

enthalpy. 

Fig. 10 Enthalpy variation when the minimum and

maximum outside air enthalpy have passed

the EAHES. 

최소값을 살펴보면, 열량과 잠열량은 각각 

9.5%와 3.6%로 감소하는 반면, 최 값에서는 

열량은 19.5%로 크게 감소하나, 잠열량에서는 약

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을 살펴보

면, 최소값의 감속폭은 5.8%이나, 최 값에서는 

9.4%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EAHES의 경우, 열량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에서 열량의 감소폭이 크게 나

타남에 따라 EAHES는 열량이 높은 경우에 보

다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열량의 감소

폭과 비슷한 잠열량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냉방효

과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단됨에 따라, 잠열을 

조 하여 잠열량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EAHES의 설치는 상지역

의 기후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름철 

기후 특징인 고온 다습한 경우, EAHES가 보다 

나은 냉방효과를 얻기 해서는 수분에 의한 잠

열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한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5. 결 론

지  3m깊이에서 길이 60m, 경 Φ100인 수평

형 지 열 교환기(EAHES)에 하여 온도하강효

과에 한 검토와 열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모델실험을 수행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1) EAHES를 설치하여 블로워를 작동시킨 경

우, 외기와 EAHES의 출구온도와 차이는 

평균 4.5℃의 온도 하강효과를 나타냄에 따

라 이는 다수의 연구 발표된 결과와 비교하

여 온도 하강 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

하 다. 

(2) 본 실험을 통하여 더운 외기가 EAHES를 

통과하게 되면, 열량은 평균 으로 4.6kJ/

㎏의 열손실을 발생시키고, 잠열량은 0.7kJ/

㎏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다. 

(3) 측정기간  외기공기의 엔탈피가 최소값

인 경우 열량과 잠열량은 각각 9.5%와 

3.6%로 감소하 으나, 외기공기 엔탈피가 

최 값인 경우에는 열량은 19.5%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잠열량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EAHES는 외기의 열량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서 열량이 큰 폭으로 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각효과를 높

이기 해서는 잠열량을 일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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