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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round heat source in thermal labyrinth on

pre-heating in winter season and pre-cooling in summer season, the followings are made as

a conclusion through case study of H project by using the weather data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CFD model. By making outdoor air inlet via ground heat

source in thermal labyrinth for conduction, convection and etc., the temperature rise is 13.

4℃as the effect of pre-heating in winter season. On the other hand, as the effect of

pre-cooling in summer season, the temperature decrease is 7.2℃. The energy saving rate

by the application of ground heat source in thermal labyrinth is 9.1%.

Key words: Thermal Labyrinth(열미로), Ground Heat Source(지중열원),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Energy Saving(에너지절감)

기 호 설 명
1)

 : 관류점성도(Turbulent viscosity)

 : 대류열전달계수(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 유효점성도(Effective viscosity)

0.03874 : 실험상수(Empirical constant)

 : 벽체로부터 거리(Distance from wal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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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유효플란트수 (Effective Prandtl number)

 : 유체비열(Fluid specific heat)

 : 벽과 격자의 간격

(Grid spacing adjacent to the wall)

그리스 문자

 : 밀도(Density, kg/㎥)

 : 속도(Velocity, m/s)

 : 점성도(Viscosity of the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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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녹색건축물에 대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건축

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 에너지절감 및 대체에

너지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중열원에너지에 대한

에너지기술과 그 활용방안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있

는 지중열원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중열원은 연중 온도가

일정한 지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절기에는 외

기온도보다 낮아 냉방열원으로 활용하며 동절기

에는 외기온도보다 높아 난방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중건물의 환기를 위한 DA(Dry Area)를

지중 열미로 방식으로 환기방식을 개선하여 열미

로에서 지중열교환이 이루어져 하절기에는 외기

온도보다 내려간 급기 그리고 동절기에는 외기온

도보다 올라간 급기를 이용하여 관리 업무공조

조닝에 급기로 대체하여 냉난방 부하절감으로 에

너지를 절감한 설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지중열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열적미

로란 불리는 지중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

여 외기를 유입하여 열교환 면적을 최대한 높여

외기온도를 여름철에는 낮추고 급기하고 겨울철

에는 높여 급기하여 건물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

템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로 2001년 이윤규 외의 연구에

서는 쿨튜브시스템의 최적설계에 필요한 성능평

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설계사례를 가정하여

쿨튜브 시스템 핵심 설계변수의 최적화 과정 및

결과를 예시함으로서 일반건물에 손쉽게 적용 가

능한 쿨튜브 시스템 설계방법을 정립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5]

2005년 이상엽 외의 연구에서는 건축계획중인

ECC(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 적용된 Thermal

labyrinth(열미로)를 대상으로 하여 건물에너지

절감 효과를 TRNSYS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축열성이 높은 토양은 무한한 에

너지를 갖고 있으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3]

2004년 손원득 외의 연구에서는 지열을 이용한

어스튜브시스템과 공기식 집열기를 병용하여 부

하저감시스템연구와 지하피트내의 지중벽에 설치

되어져 있는 개구부의 크기, 위치 및 간격에 따라

시스템의 열적 특성 및 기류성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4]

2008년 민준기 외의 연구에서 기존 피트(Pit)를

활용한 환기방식을 개선하여 피트내의 지중열 교

환이 이루어져 하절기에는 외기온도보다 내려간

배기를 이용하여 인접한 콤프레샤실에 급기로 대

체하여 냉방열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1],[2]

국외에서는 지중열교환 성능에 대한 연구가 일

본에서 2004년 다나카 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기조화기의 외기유입시 여름철에는 예냉효과,

겨울철에는 예열효과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온도 등을 측정하여 에너지절감감량을 연구하였

다. 이 연구의 쿨튜브시스템 구조물의 지중깊이는

지면에서 1.8m, 폭 12m, 높이 1.5m의 콘크리트 구

조물이며 취출구의 길이는 70m에서 최장 110m가

된다. 연구결과 동절기에는 예열효과로 40%의 에

너지절감 효과가 얻어졌다.[7]

본 연구범위 및 방법은 첫째, 기상청 기후자료

강릉지역의 지중온도와 정선지역의 계절별 외기

온도 등을 조사하여 활용한다. 둘째, CFD 모델을

활용하여 온도분포 예측치인 예열 및 예냉효과를

산출한다. 셋째, 연구대상물에 대한 에너지절감량

및 비용을 산출하여 예열 및 예냉효과 예측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2. 연구 대상

2.1 개요

본 연구대상은 DA를 활용한 열미로로 구성되

어있으며 이러한 지중열원시스템을 적용한 건물

의 부지는 강원도 정선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미로를 이용한 급기구로 계획되었다. 또한, 업

무시설(관리부) 일부에 공기조화기에 연결하여

외기도입시 동절기에는 예열효과 그리고 하절기

에는 예냉효과에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에너지절

감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2.2 연구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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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Fig. 1과 Fig. 2와 같이 DA의 열미로

시스템은 지상층의 DA로 외기를 급기로 유입하

여 열미로내의 지중열을 전도, 대류 등을 통하여

열교환이 이루어져 연구대상 부대시설(1,034㎡)의

신선외기로 활용된다. 열미로의 규모는 길이 57m,

폭 3m, 높이 2.8m 이다. 급기 풍량은 정풍량으로

급기 377CMM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Fig. 3은 3D

열미로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Fig. 1 Site Plan & DA

Fig. 2 Thermal labyrinth Section plan

Fig. 3 3D Diagram of thermal labyrinth

2.3 기류시뮬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열미로의 열전달시험 관련 기류

분포를 모사하기 위하여 유체역학의 다양한 모델

중에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은 Fluent 14.0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적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

다.[8]

   (1)

 Pr




(2)

   (3)

2.4 기류시뮬레이션 절차

본 연구의 기류시뮬레이션 절차는 첫째로, 기류

시뮬레이션 작업을 위한 도서를 입수 및 검토하

여 해석영역을 설정하고 둘째로, 해석영역의 경계

조건 및 입력조건을 분석하고 셋째로, 입수한 도

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넷째로, pre-process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기본 3D 모델링(Fig. 4 참

조) 및 격자형성을 위한 Mesh 모델링(Fig. 5 참

조)을 병행하고 여섯째로, 공기유동 해석을 위한

solving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post process을

통한 토출부의 평균온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

석하였다.

Fig. 4 3D Modeling of Thermal labyr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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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sh of Thermal labyrinth 

3. 열미로의 기류시뮬레이션

3.1 기류시뮬레이션의 조건

본 연구의 기류시뮬레이션 경계조건은 검증을

위하여 기상청 기후자료에서 제공하는 2012년도

1월과 7월의 지중평균 최대치인 5m의 최고 및 최

저평균온도와 지중벽체에 대한 물성치 등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9]

기류시뮬레이션(CFD) 프로그램 입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급기풍량과 배기풍량은 동일한

풍량으로 계산하였으며 요소 변수를 검증하기 위

하여 풍량을 설계기준으로 최소 377CMM, 외기

온도 1월은 –9.2℃, 7월은 29.1℃ 및 열적미로 내

벽온도는 지중온도(강릉, 2012년)를 기준으로 1월

(15.2℃), 7월 (12.7℃)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열적미로의 격자 설정

값을 1,220,000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고 3차원 모델링에 입력조건 및 분석코드의 자

체 계산 조건 등을 입력한 후 solving을 실행하여

일정 오차 범위 내(10-4)로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하

여 계산하였다.

3.2 기류시뮬레이션의 결과

본 연구의 기류시뮬레이션 열유동 해석에 있어

서 격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열미로

를 이용한 지중열원 열유동의 결과는 다음의 Fig.

6부터 Fig. 7 과 같다.

Section Boundary

KMA’s

Weather
Data

Kangleung:
Soil

Jaengsun:
Temp./RH

Jan (2012yr)

Low
temperature

-14.7℃

RH 59.6%

Soil temp.

(5m)
15.3℃

July (2012yr)

High

temperature
31.6℃

RH 76.3%

Soil temp.

(5m)
12.7℃

Mesh model Tetrahedrons:1,220,000ea

Solver
ANSYS Fluent 14.0
State Incompressible

Flow

Viscous model k-epsilon / Standard

Pressure

Velocity Coupling
SIMPLE

Convection Flux
Central differencing

scheme

Discretization
Upwind scheme

Second-order upwind
scheme

Table 1 Boundary conditions of solver 

(1) 동절기 효과 : 외기 최저온도 –14.7℃에서

열미로를 통과한 온도는 –1.3℃로 동절기

의 외기온도를 13.4℃ 상승한 예열효과를

나타났다.

(2) 하절기 효과 : 외기 최고온도 31.6℃에서 열

미로를 통과한 온도는 24.4℃로 하절기의

외기온도를 7.2℃ 내려간 예냉효과를 나타

났다.

3.3 에너지 절감량 및 비용

에너지소요량 개략산출을 위한 운전조건은 다

음과 같다. 운전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

지로 하루 13시간이며 주 7일 가동한다. 난방가동

률은 12월에서 2월까지 100%, 3월과 11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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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ter, section view (b) Winter, horizontal view

(c) Summer, section view (d) Summer, horizontal view

Fig. 6  Result of CFD

50% 이며 냉방가동률은 6월에서 8월까지 100%,

5월과 9월에는 50%이고 최소외기도입량은

0.417CMM/㎡ 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상기의 조건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산정은 동절기

의 예열효과와 하절기의 예냉효과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계절별 운전시간에 따른 최소외기도입량

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로 열미로 미적용시 1차

에너지소요량은 367,655 ㎾h/yr(355.6㎾h/㎡yr) 이

며 열미로 적용시 1차에너지소요량은 334,073 ㎾

h/yr(323.1㎾h/㎡yr) 이다.

따라서, 에너지절감량은 33,582 ㎾h/yr 으로 개

략 에너지절감비용은 일반용 전기요금평균치, 부

가가치세 및 전력기금을 포함하여 105원/㎾h을

적용하여 3,526,110원/yr 이며, 기존에 계획되어진

DA를 이용한 지중열원 열미로를 적용시에는 추

가공사비는 발생하지 않아 연간 삼백오십만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절감량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

CO2 배출량 저감효과는 국내 발전비율을 고려한

평균치인 0.495㎏-CO2/㎾h 적용하여 16.6tCO2/yr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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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thermal dynamic fluid

4. 결론

지중열원을 이용한 열미로의 동절기의 예열 및

하절기의 예냉효과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자 기

류시뮬레이션을 H프로젝트 설계사례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동절기의 예열효과는 외기를 열미로를 통하

여 지중열원에 대한 전도 및 대류 등에 따

른 효과는 13.4℃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절기의 예냉효과는 외기를 열미로를 통하

여 지중열원에 대한 전도 및 대류 등에 따

른 효과는 7.2℃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중열원 열미로 적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량, 비율 및 비용은 각각 33,582 ㎾h/yr,

9.1% 및 3,358,200원/yr 으로 나타났고

CO2 배출량 저감효과는 16.6tCO2/yr 산출되

었다.

추후, 본 연구대상에 대한 준공후 열미로 적용

시에 대한 동절기 예열효과 및 하절기 예냉효과에

대한 검증과 비정상계산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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