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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reliminary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rmal performance and initial cost of U, W and coil type ground heat exchangers

(GHEs). Heat exchange rate of the individual GHE was evaluated from the thermal

resperformance test (TPT) results, and the construction cost was also calculated. For more

information, GLD (ground loop design) simulations of various piping size are carried out.

From simulation results, the optimized GHE was suggested based on the thermal

performance and construction cost as well. Besides, the required borehole length of U and

W type GHEs was calculated considering a real construction condition using GLD program.

Key words: Ground heat exchanger(지중 열교환기), Thermal performance test(열성능 실험), Heat
exchange rate(열교환율), Economic analysis (경제성 분석), Ground loop design simulation
(GLD시뮬레이션)

기 호 설 명
1)

c : 비열, [J/kg·°C]

L : 보어홀 길이, [m]

Q : 열전달량, [W]

T : 온도, [°C]

t : 시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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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첨자

inlet : 열교환기 입구

outlet : 열교환기 출구

f : 지중 열교환기 순환 유체

1. 서 론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인

하여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일정한 지중열을 열펌프의 열원(heat

source)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냉난방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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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GHEs(Yoon et al,[6])

원 열펌프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지중 열교환기

(GHE: Ground heat exchanger)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초기 설치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깊이 150∼200m의 수직밀폐형 타입

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지중 열교환기는 수

직으로 천공된 보어홀, 지중과의 열교환 파이프

그리고 보어홀 내부를 채우는 그라우트로 구성된

다.

수직밀폐형 지중 열교환기는 초기 높은 시공비

로 인하여 보다 높은 열효율을 얻기 위한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 지반과의 열전달

은 보어홀 내의 그라우트의 열물성, 열교환기 파

이프 타입 및 간격 그리고 열교환기 배열 등과 같

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 특히, Yoon et al.[6]은 다양한 열

교환기 형태에 따른 현장 열성능 실험(TPT:

Thermal performance test)을 실시하여 열교환기

형태별 그리고 운전조건에 따라 열교환율을 분석

하여 이의 적용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Yoon et

al.[6]의 연구에서는 현장 열성능 실험을 통하여

단순히 열교환율을 측정하였을 뿐 투입 비용 대

비 효율 분석과 같은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oon et al.[6]이 수행한

현장 열성능 실험에 사용되었던 지중 열교환기의

형태별 시공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열효율과 비

교하였다. 아울러 GLD(Ground loop design) 프로

그램[7]을 이용하여 현장 열성능 실험에 적용된

지반 조건 및 실제 냉난방 부하를 가지고 보어홀

의 깊이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시공방안을 검토하

였다.

2. 현장 열성능 실험

2.1 열성능 실험 원리

지중 열교환기의 열교환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는 열전달 매개체의 열 저항을 산출하여 열교환

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열성능 실험을 통하여 열

교환기로 유입되는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한 후

유출수 온도를 측정한 후 식 (1)을 이용하면 열

교환율이 산정될 수 있다(Gao et al.[8]).

     (1)

여기서, 은 순환수의 질량 흐름 속도(mass

flow rate, )이고 c는 순환수의 비열 그리
고 L은 보어홀의 길이이다.

2.2 열성능 실험 결과

Yoon et al.[6]은 인천국제공항 제 2 여객터미

널 건설 부지에 여러 가지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

하고, 이의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아래에

간단히 요약하였다. Yoon et al.[6]은 U자형과 W

자형 및 2U자형 지중 열교환기를 15cm 보어홀

직경 내에 수직 깊이 50m로 설치하였다. 코일형

열교환기의 경우 코일의 외경이 28cm, 보어홀의

직경은 30cm로 설치하였으며, 깊이는 30m이다.

파이프는 PB (polybutylene) 소재의 파이프(외경/

내경 : 20mm /16mm)가 사용되었으며, 그라우트

는 벤토나이트가 적용되었다. Fig. 1은 지중 열교

환기 배치 형태를 나타낸다.

냉방 가동시를 모사하기 위해 지반으로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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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GHE

Heat exchange rate under the continuous
operation [W/m]

Heat exchange rate under the intermittent operation [W/m]

100 hr averaged 6-month averaged 1day 2day 3day 4day 5day
5-day

averaged

6-month

averaged

U 35.74 24.10 - - - - - - -

W 40.76 27.11 58.7 55.6 53.6 52.2 50.7 54.2 40.63

2U 39.03 27.62 - - - - - - -

Coil 76.80 32.84 117.5 107.1 100.6 96.4 94 103.1 65.60

Table 1 Summary of TPT Results (Yoon et al, 2013)

Classification U type W type Coil type

Specification
D=15cm
L=100m

D=15cm
L=85m

D=30cm
L=45m

Drilling cost [\] 5,200,000 4,300,000 5,400,000

Grouting [m³] 1.8 1.5 3

Pipe length [m] 200 340 550

Table 2. Construction costs and quantities of GHEs 

는 온도는 31°C로 일정하게 제어하였으며 100시

간 연속운영조건과 부분운영조건 (8시간 운영, 16

시간 대기)으로 5일간 진행하여 지중 열교환기 형

태에 따른 열교환율이 산정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예측된 결과로 6개월 열교환율 값이 예측되었다.

Table 1은 지중 열교환기 형태별 실험결과와 6개

월간 예측된 열교환율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24시간 연속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U자형의 열교환율이 35.74 W/m인

데 비하여, W형, 2U형 및 코일형 GHE의 열교환

율은 100시간 평균 열교환율이 40.76, 39.03, 76.80

W/m으로, 14.0, 9.2 및 114% 높았다. 6개월 평균

열교환율은 12.5, 14.6 및 32.3%가 높았다.

3. 경제성 분석 

3.1 열교환율에 따른 시공비 비교

앞장에서 지중 열교환기의 종류에 따른 열교환

율을 알아보았다. 열교환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

열량을 내기 위하여 적은 천공수 혹은 얕은 천공

깊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U자형 대신 W자형을 사용했을

때는 천공 깊이를 약 100m 당 15m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코일형의 경우 약 55m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분 가동의 경우 열 성능

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열의 경우 대부분 낮 시간에 가동되고 저녁시

간에 휴지되는 경우가 있어 부분 가동에 대한 값

이 중요하지만, 공항의 여객 터미널의 경우 24시

간 또는 6개월 이상의 연속 가동이 예상되기 때문

에 연속가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중 열교환기 시

공비를 산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지중 열교환기의 시공 과정은 크게 보어홀 천

공, 열교환 파이프 설치 그리고 내부 그라우팅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과정의 시공비 중 보어홀

천공비가 전체 공사비의 75∼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목 표준품셈에는 직경 15cm와 30cm

크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개별 견적으로 천

공비를 산정하였다. 이때, Yoon et al.[6]이 제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하 40m에서 암반이 출현한다

는 가정하에 토사와 암반의 천공비를 다르게 적

용하였다. 천공비만 단순 비교했을 경우 W자형이

U자형과 코일형에 비해 20% 정도 공사비가 절감

됨을 알 수 있다. 그라우팅 물량의 경우, W자형의

경우 U자형보다 그라우팅 물량이 16.7% 절감될

것이며 코일형에 비해서는 약 50% 절감될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파이프의 경우 U자형에 비해

1.75배 정도 물량이 증가하지만 이는 그라우팅비

용과 파이프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에 동일한 지중 열량을 기준으

로 지중 열교환기 시공비를 산정하면 W자형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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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 type W type

Annual Equivalent Full-Load Hour [hr] ▪Cooling : 884, ▪Heating : 1,030

Heating Pump
▪COP : 4.4(Cooling), 3.8(Heating)

▪Flow Rate : 10.4 L/min/ 3.5kW

Unit Inlet [℃] ▪Cooling : 30, ▪Heating : 5

Solution Properties
▪Fluid Type : Ethanol, 20%
▪Specific Heat : 4.124 kJ/K․kg

▪Density : 969.1 kg/㎥

Ground Condition
▪Ground Temperature : 16.7 ℃

▪Thermal Conductivity : 2.46 W/m․K

▪Thermal Diffusivity : 0.051 ㎡/day

Modeling Time Period [yr] 20

Borehole Thermal Resistance [m․K/W] 0.215 0.208

Borehole Diameter [mm] 150 mm

Back fill Thermal Conductivity [W/m․K] 0.99

Vertical Grid Arrangement
▪Borehole Number : 460, ▪Rows Across : 23
▪Rows Down : 20, ▪Borehole Separation : 6 m

Boreholes per Parallel Circuit U-Tube Singe U-Tube Double

Pipe Parameters

Pipe Resistance : 0.061 Pipe Resistance : 0.041

▪Pipe Type : SDR 11, ▪Flow Type : Turbulent

▪Pipe Size : 3/4 in. (20 mm)
▪Outer Diameter : 26.70 mm ▪Inner Diameter : 21.80 mm

Table 3 Input parameters in GLD simulation

Classification U type (Borehole Diameter 150 mm)
W type (Borehole Diameter 150

mm)

Boreholes per Parallel Circuit U-Tube : Singe U-Tube : Double

Borehole Thermal Resistance [m․K/W] 0.176
0.175 (20 mm)
0.158 (25 mm)

0.142 (32 mm)

Pipe Parameters

Pipe Resistance : 0.061 Pipe Resistance : 0.041

Pipe Size : 40 mm

Outer Diameter : 48.3 mm
Inner Diameter : 39.40 mm

Pipe Size : 20 mm

Outer Diameter : 26.70 mm
Inner Diameter : 21.80 mm

Pipe Size : 25 mm
Outer Diameter : 33.40 mm

Inner Diameter : 27.30 mm

Pipe Size : 32 mm
Outer Diameter : 42.20 mm

Inner Diameter : 34.50 mm

Table 4. Pipe sizes in GLD simulation

3.2 GLD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적용된 지중 열교환기의 파이프

사이즈는 20mm인데 실제 지열시스템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U자형은 대략 32mm, 40mm의

PE(polyethylene)관이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실제 사용되는 파이프 사이즈에 대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GL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이

프 사이즈를 변화하면서 실제 U자형과 W자형의

소요 깊이를 계산하였다. Table 3은 현장 열성능

실험에 사용된 지반조건 등을 그대로 반영한

GLD 프로그램의 입력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

선 열성능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20mm 파이프를

적용시 GL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어홀 깊이를

계산하였을 때 U자형의 경우 104,688m, W자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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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Type
Pipe Diameter
[mm]

No. of

Borehole

Total Length
[m]

Borehole
Length [m]

Ground Temperature
Change [℃]

U type 40 460 90,322 196 Cooling : +0.7, Heating : +1.0

W type

20 460 89,569 195 Cooling : +0.7, Heating : +1.0

25 460 84,454 184 Cooling : +0.7, Heating : +1.0

32 460 79,852 174 Cooling : +0.7, Heating : +1.1

Table 5. Results of borehole lengths in GLD simulation

89,569m로 현장 열성능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약

14% 정도의 열효율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Table 4와 같이 W자형의 보어홀 지름

150mm에 파이프 지름 20mm, 25mm, 32mm가 각

각 설치된 경우와 보어홀 지름 150mm에 파이프

지름 40mm U자형 경우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W자형 파이프의 지름이

25mm, 32mm인 경우에는(GLD Program에서 제

시한 파이프 지름 : 20, 25, 32, 40mm) 각각

84,453m, 79,852m로 총 천공 길이가 상당히 줄어

든다. 7%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이를 공당 수직

길이 200m로 환산하면 약 30공을 절감할 수 있

다. 이 때 보어홀 길이를 더 줄일 수 있는 32mm

관은 보어홀 관경이 150mm인 경우 그라우팅재

의 시공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어 25mm의 파이프 직경으로 시공하는 것이 시공

적인 면이나, 경제적, 효율적인 면에서 40mm U

자형 열교환 파이프 보다는 우수할 것이라 판단

된다. 40mm U자형 열교환기 200m 깊이의 공당

공사비는 대략 12,760천원이었으며 W자형 25mm

열교환기 200m깊이의 공당 공사비는 대략 13,500

천원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W자형 25mm 열교

환기를 사용했을 경우 U자형 40mm 열교환기에

비해 12공이 절감되기에 전체 공사비는 17,000천

원 정도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U자형

32mm 열교환기를 사용한다면 절감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Yoon et al.[6]이 수행한 현장 열

성능 실험에 사용되었던 지중 열교환기의 형태별

시공비를 산정하여 지중 열교환기 형태별 성능

대비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Yoon et al.[6]이 수행한 현장 열성능 실험

결과 W자형은 U자형에 비해 약 10∼15%

정도 열성능이 우수하였으며 코일형은 U자

형에 비해 약 200∼220% 정도의 높은 열교

환율을 보였다. 따라서 동일한 지중 열량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W자형을 사용했을

때는 U자형에 비해 천공 깊이를 약 100m

당 15m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코일형

의 경우 약 55m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가

정하에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결과

W자형의 시공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열교환기 파이프 사이

즈가 20mm이기에 실제 지열시스템에 적용

되는 32mm, 40mm 파이프와의 비교 검토

를 위하여 GL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이

프 사이즈를 변화하면서 실제 U자형과 W

자형의 소요 깊이를 계산하였다. W자형 파

이프의 지름이 25mm, 32mm인 경우에는

(GLD Program에서 제시한 파이프 지름 :

20, 25, 32, 40mm) 각각 84,453m, 79,852m

로 총 천공 길이가 상당히 줄어든다. W자

형 파이프 지름이 25mm 경우 약 7%의 절

감효과가 있었고 이를 공당 수직 길이

200m로 환산하면 약 30공을 절감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보어홀 길이

를 더 줄일 수 있는 32mm 관은 보어홀 관

경이 150mm의 경우 그라우팅재의 시공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5mm의 파이프 직경으로 시공하는 것이

시공적인 면이나, 경제적, 효율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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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m U자형 열교환 파이프 보다는 우수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40mm U자형 열

교환기 200m 깊이의 공당 공사비는 대략

12,760천원이었으며 W자형 25mm 열교환

기 200m깊이의 공당 공사비는 대략 13,500

천원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W자형

25mm 열교환기를 사용했을 경우 U자형

40mm 열교환기에 비해 12공이 절감되기에

전체 공사비는 17,000천원 정도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GHE의 경제적인 시공 방안 제시를 위해 시

공비용 및 효율뿐만 아니라 시공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열교환기 파이프 유형별 시공성과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의 자문을 토대로 유형별

시공성에 대한 정석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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