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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oundwater heat pump (GWHP) systems have great potential for heating-cooling system which

use annual constant groundwater temperature for heat source. Generally, the performance of GWHP

system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geological and hydraulic properties such as hydraulic conductivity,

thermal conductivity, soil condition so on. Therefore, in order to use GWHP system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 of design factors on the system performance. However, there are a few

researches on the optimum design method for the open-loop geothermal system. In this research, the

design factor in the open-loop geothermal system was analyzed quantitatively for the optimal design

method by using numerical simul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emperature change of heat

source depends on the desig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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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뮬레이션), Groundwater heat pump(지하수이용 히트펌프)

1. 서 론

지반이나 지하수의 항온성을 이용하여 건물의 냉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Geo-

thermal Heat Pump System)은 공기열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온도의 열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은 지중열교환기의 설치 유형에 따라 크게 지중열

을 이용하는 밀폐형(Closed-loop) 시스템과 지하수

를 직접 이용하는 개방형(Open-loop) 시스템으로 나

뉜다. 그 중 개방형 시스템은 단일 관정(SCW, Stand-

ing Column Well)과 복수정(Multi-Well) 시스템으로

나뉘며, 열원인 지하수와 직접 열을 교환하기 때문

에 밀폐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높고 단위 길이당

채열량이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지하수 수질이 좋고

대수층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시공비용 대비 용량을

크게 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하지만, 개방형 시

스템은 지하수 조건에 따라 시공비나 성능이 크게

좌우되며 도입 가능지역 또한 지하수의 유무에 따

라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특히, 복수정 지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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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수정과 주입정의 이격거리와 적정 양수량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시스템 운전 중

지하수를 동시에 취수하고 주입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시공 전에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설계인자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1,2].

미국 뉴욕시는 개방형 지열 시스템의 시공 지침

[3] 을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도입 적합지역,

설계 인자 및 시공 시 검토 사항, 유지 관리 항목 등

의 단계별 검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일본

의 환경성[4]도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 이용에 대한 각종 검토 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시공 지침[5]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직밀폐형, 수평형, 에너지

파일형 및 SCW형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복수정 지열 시스템에 대

해서는 설계나 시공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

편, 개방형 시스템의 성능은 밀폐형 시스템에 비해

지반이나 지하수 조건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정

량적 분석에 근거한 설계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

요하다.

개방형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서, Minea[6]은 한랭

기후를 대상으로 SCW형 시스템의 블리딩 운전 없

이 시스템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속

난방운전이 가능한 시간은 관정 깊이가 깊을수록

지속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Russo et al.[7-9]

은 복수정(Multi-well) 지열 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을 대상으로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관정주변 열

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지반 및 지하수 조

건 등의 타 설계인자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하였

다. Casasso et al.[10]은 지하수 히트펌프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FEFLOW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관정간 이격거

리 및 지반 조건 등을 고려한 관정 주변의 열환경

분석이 미흡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개방형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거나 시스템 현황 및 시

스템 도입 장벽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Lee et al.[11]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SCW형

지열 시스템의 난방 운전시 열원 온도 회복속도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블리딩 운전 유무

에 따른 히트펌프 성능 및 열원온도 회복 속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Hwang[12]은 지중열교환기

의 설계를 위한 지하수 특성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하여 관정내 양수 시험을 통해 토양의 수

리학적 물성치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외에

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개방형 시

스템을 대상으로 지반조건 및 투수계수, 양수량 등

다양한 설계인자를 고려한 해석적 연구들은 드물

다. 따라서, 저자는 선행연구[1]에서 복수정(Two-

well) 시스템의 관정간 이격거리 및 양수량 조건에

따른 열원수 온도 및 지중온도의 영향범위를 분석

하였다. 한편, 개방형 시스템의 적정 지역 선정 및

적정 설계법 제시를 위해서는 지반이나 지하수 조

건이 본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투수계수

는 지하수 유동 및 이류(advection)에 의한 열이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양수량과의 관계성을 규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복수정(Two-well)

을 이용한 개방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3D 모델링을

실시하고 지하수 및 지중열 이동 동시해석 시뮬레

이션을 통해, 지반 조건과 시스템 성능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개방형

시스템의 설계 가이드라인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시뮬레이션 개요

지반 열물성 및 암반조건, 투수계수, 지하수 수질,

관정간 이격거리 등은 개방형 시스템의 주요한 설

계인자이다. 이러한 설계인자의 영향을 정확하게 해

Fig. 1. Concept of Open-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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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관정 주변의 전도(Conduction), 대

류(Convection), 지하수 이류(Advection), 부력(Buo-

yancy)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13].

본 논문에서는 복수정 지중 열교환 시스템을 포함

한 지반내 지하수 및 열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토양을 3상(고체, 액체, 기체)으로 모델화하고

각 상에 대해 에너지, 질량, 운동량 보존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해석법(FEFLOW)을 이용하였다. 이 해석

법은 유한요소법에 근거하여 지중열이동 해석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FEFLOW를 이용한 해석 방법

의 신뢰성 검토는 선행연구에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14], 세부 해

석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생략한다[1].

2.2 시뮬레이션 조건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관정을 지중열교환기로 이

용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지반의 투수계수

및 양수량에 따른 열원수 온도변화를 검토하였다.

Fig. 2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60 m × 40

m × 100 m의 해석 영역 내에 직경 200 mm의 관정

을 이격거리 20 m로 설정하였다. 각 관정은 깊이 30

m~40 m에 대수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스

크린을 설치하였으며, 운전 스케줄에 맞추어 열량

및 유량을 Flux조건으로 입력하였다. 지중 초기온도

는 17oC, 지하수 수위는 -5 m, 순환수의 온도차

(△T)는 5oC로 가정하였다. 시스템 운전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운전기간은 18

개월로서 냉방-난방-냉방의 계산 스케줄을 적용하

였다. 시뮬레이션 스케줄에 따라 Well 1과 Well 2은

취수정과 주입정의 역할이 바뀌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냉방 운전시 Well 1에서 취수하여 운전이 끝난

후 Well 2로 주입하며, 난방 운전시는 Well 2에서 취

수하여 운전이 끝난 후 Well 1로 주입한다. Table 1

은 시뮬레이션 조건을 나타낸다. 지반 조건 및 투수

계수, 양수량 변화에 따라 열원수 온도 변화 및 지

중온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지중 온도변화 분석

복수정 지열 시스템에서 관정간 이격거리 및 양수

량 변화에 따른 지중 온도변화는 선행연구에서 검

Fig. 2. Simulation modeling.

Table 1. Case condition

Permeability

(10-4 m/s)

Flow rate

(m3/day)
Soil type

Case 1 10-4

300

Granite

Case 2 10-2 

Case 3 1

Case 4 10-4

500Case 5 10-2 

Case 6 1

Case 7 10-4

1,000Case 8 10-2 

Case 9 1

Case 10 10-4

300

Gravel

Case 11 10-2

Case 12 10

Case 13 10-4

500Case 14 10-2

Case 15 10

Case 16 10-4

1,000Case 17 10-2

Case 18 10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Soil type
Porosity

(-)

Thermal 

conductivity

(W/mK)

Heat 

capacity

(MJ/m3K)

Granite 0.01 3.50 2.92

Gravel 0.35 1.83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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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반 및 양수량

이 동일한 조건에서 투수계수 변화에 따른 지중 온

도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3 및 Fig. 4는 화강암 및

양수량 500 m3/day 조건에서 각각 투수계수 10-8 m/

s(Case4) 과 투수계수 10-6 m/s(Case5)의 냉난방 운전

시 지중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관정 주변의 지중 온

도는 투수계수 10-8 m/s와 투수계수 10-6 m/s를 비교

하였을 때, 투수계수가 클수록 온도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반의 투수계수가 클수록 주입정에

서 방출된 열이 취수정 주변의 지중 온도에 더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중 온도변화는

양수량이 많아질수록 크게 나타난다. 

Fig. 5는 화강암 및 양수량 300 m3/day 조건에서

Fig. 3. Underground temperature change (Case 4).

Fig. 4. Underground temperature change (Case 5).

Fig. 5. Annual change of underground temperature.

Fig. 6. The change of heat source wat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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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Two-well) 시스템의 관정주변 지중온도 변

화를 나타낸다. 지중온도는 스크린이 위치한 지하

30 m 지점의 각 Well로부터 0.5 m 떨어진 지점의 온

도를 나타내며, 냉방-난방-냉방의 운전 스케줄에 따

른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2 열원수 온도 변화량 분석

Fig. 6은 복수정 시스템의 Case 1 조건에서 냉·난

방 운전시 열원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열원수 온

도는 시스템의 스크린이 설치된 30 m 지점에서 측

정하였으며, 취수정과 주입정의 냉난방 운전 스케줄

에 따른 열원수 입출구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난

방 운전시 열원수 온도는 계산 스케줄에 의해 전시

즌(냉방)에 주입정으로 방출된 열원이 취수온도에

영향을 주어 초기 설정온도인 17oC 보다 열원수 온

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Fig. 7은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운전

시작점(start point)에서 운전을 마친 시점(end point)
Fig. 7. The differential of EWT from start point to end point.

Table 3. Simulation result

Case
Soil

condition

Flow rate

(m3/day)

Permeability

(10-4m/s)

Heating(oC) Cooling(oC)

Ground

→HP

HP

→Ground

△T
(start-end)

Ground

→HP

HP

→Ground

△T
(start-end)

1

Granite

300

10-4 21.80 16.80 5.32 18.25 23.25 4.46

2 10-2 21.11 16.11 7.17 18.76 23.76 6.40

3 1 21.10 16.10 7.18 18.75 23.75 6.41

4

500

10-4 23.40 18.40 6.80 19.63 24.63 6.03

5 10-2 22.36 17.36 10.00 20.40 25.40 9.23

6 1 22.34 17.34 10.02 20.37 25.37 9.25

7

1,000

10-4 26.86 21.86 8.97 22.54 27.54 8.72

8 10-2 25.33 20.33 15.56 24.17 29.17 15.35

9 1 25.29 20.29 15.60 24.14 29.14 15.35

10

Gravel

300

10-4 21.74 16.74 4.92 18.06 23.06 4.06

11 10-2 21.21 16.21 6.50 18.55 23.55 5.79

12 10 21.20 16.20 6.51 18.55 23.55 5.80

13

500

10-4 23.10 18.10 6.37 19.26 24.26 5.54

14 10-2 22.28 17.28 9.11 20.02 25.02 8.32

15 10 22.27 17.27 9.12 20.01 25.01 8.33

16

1,000

10-4 26.14 21.14 8.57 21.85 26.85 8.18

17 10-2 24.82 19.82 14.26 23.32 28.32 13.85

18 10 24.78 19.78 14.31 23.29 28.29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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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변화량을 각 케이스별로 나타낸다. 취수정의

EWT는 개방형 시스템의 설계인자(지반조건, 투수

계수, 양수량)에 따라 일견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투수계수 10-6 m/s 이상일 경우 각

Case별 열원수 온도 변화는 거의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 지반 조건에서 양수량이 많

아질수록 열원수 변화는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평균 열원수 온도변화 분석

Table 3은 냉난방운전시 평균 열원수 온도 및

온도 변화량 결과를 나타낸다. Fig. 8 및 Fig. 9는 각

각 화강암 및 자갈 조건에서 양수량 및 투수계수 변

화에 따른 냉난방 운전시 평균 EWT 결과를 나타낸

다. 평균 EWT 온도는 동일 지반 및 양수량 조건에

서 투수계수가 10-6 m/s 이상일 경우, Case 2 및 Case

3에서 난방시 각각 21.11oC와 21.10oC로 나타났으

며, 냉방시 각각 18.76oC와 18.75oC로 나타나 평균

EWT 변화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평균

EWT 변화는 동일 지반 및 투수계수 조건에서 양수

량이 많아질수록 Case 1 및 Case 4는 난방시 각각

21.80oC와 23.40oC로 나타났으며, 냉방시 각각

18.25oC와 19.63oC로 온도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지열 시스템의 설계 가이드

라인 설정을 위해 지반 투수계수 및 양수량 조건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방형 지열 시스템의 양수량이 증가할수록

주입정에서 방출된 열이 취수정의 열원수 온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반 투수계수가 높은 지반에서 보다 탁월하게 나

타났다. 

(2) 화강암 및 양수량 300 m3/day의 조건에서 열

원수 온도변화는, 투수계수 10-8 m/s에서 5.32oC,

10-6 m/s에서 7.17oC, 10-4 m/s에서 7.18oC로 투수계

수가 커질수록 열원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투수계수가 클수록 주입정에 방출된 열이

Fig. 8. Average heat source temperature in the condition

of granite.

Fig. 9. Average heat source temperature in the condition

of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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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

지만, 투수계수 10-6 m/s 이상일 경우에는 열원수 온

도 변화가 거의 일정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관정 주변의 지중 온도변화는 지반의 열전도

율 및 투수계수에 따라 온도구배가 크게 달라지므

로 시스템 설계 시 지중 온도 분포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보다 다양한 지반 조건을 고려한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여 개방형 지열 시스템의 최적 설계법

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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