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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rizontal earth-to-air heat exchanger (HEAHES) thermal performance is excellent on cooling and

heating season in hot arid regions was reported. But the HEAHES thermal performance results is

difficult to find on intermediate season. This paper was performed full scaled experiment to investigate

HEAHES thermal performance on intermediate season (Oct. 10th ~ 12th Nov. 12th). When the air

entering to HEAHES is the lowest 2.3oC, outlet air temperature from HEAHES is 15.95oC through

PVC pipe that buried length 60m and depth 3m. When the air entering to HEAHES is the highest

24.8oC, outlet air temperature from HEAHES is 22.05oC. During intermediate season, the HEAHES

COP is 2.71 in daytime and 6.53 in evening. 

Key words: HEAHES(수평형 지중열교환기), Full scaled experiment(실물실험), Intermediate season

(중간기), COP(성적계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기후변화를 보면, 초여름에 해당되는 봄철

일평균기온 20oC 이상인 경우가 평년값(1971~2000

년)인 6.1일/년에서 최근 10년간(1996~2005년) 8.1

일/년으로 증가하였고, 가을은 15.5oC에서 16.1oC로

증가하였다고 발표[1]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간기

의 기온 변화로 인하여 냉방과 난방이 필요한 시점

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냉방(6~9월)과 난방

기간(12~익년 3월)동안 중앙 공조를 실시하는 공공

기관의 경우, 냉난방이 요구되는 중간기에는 공조기

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연중 온도가 거의 일정한 지열을 이용하는 방안이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열이용은 크게 히트펌프(heat pump)와 연계하

는 경우와 팬(fan)동력만 이용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 팬 동력만에 의한 지중열 교환 시스템

(Earth-to-Air Heat Exchange System, 이하 HEAHES

라함)에 대한 냉난방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는 어

느 정도 발표되고 있으나, 중간기에 대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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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중냉열을 이용하기 위

하여 이중으로 된 지하벽의 지중 연속벽과 실내측

내벽사이에 존재하는 공기층을 실내에 순환시켜 여

름철에는 냉방에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개구부를 봉

쇄하여 단열층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

[2]를 하였다. Kim et al.[4]은 돈사(豚舍)에 쿨튜브

를 설치하기 위한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쿨튜

브의 외부 유입온도와 비교하여 11:00~14:00를 제외

한 모든 시간대에서 1.5oC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사량이 많은 14시와 15시 유입온도가

28oC와 28.7oC이나 출구온도는 23.4oC와 23.6oC로

5oC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는 지중열교환기 자체에 대한 효과

보다는 이를 다른 열원과 연계시킨 결과가 발표되

고 있다. Sanjeev Jakhar et al.[5]는 인도북서부의 건

조기후에 대하여 태양열 시스템과 조합한 지중열교

환기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난방능력

은 1,217~1,280 kWh, 실온은 1.1~3.5oC 상승하였다

는 보고를 하고 있다. 

Guohui Gan[6]은 Earth-air tunnel 시스템은 건축물

로 공급되는 공기 냉각 및 예열에 효과적인 수단이

므로, 토양과 대기상황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파악

을 위하여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단위

길이 당 공급공기의 온도상승과 열이동률은 열교환

기의 길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공

급공기의 온도상승과 열획득은 길이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Trilok Singh Bisoniya et al.[7]는 고온 건조지역에

서 Earth-air tunnel시스템에 대한 열적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1월과 5월의 난방과 냉방 잠재에너지는

각각 191,06 kWh, 247.25 kWh이며, 유속 5m/s인 시

스템 연간 에너지 출력은 1,290.53 kWh라고 보고하

고 있다.

이상과 같이 HEAHES 고온 건조 지역에서 난방

과 냉방에 대한 열적성능을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와 국외 연구결과 가운데 중간기에 대

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기(10월 10일~11월 12일,

총 34일)에 대한 HEAHES의 열적성능 파악을 위하

여 실물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HEAHES에 대한 실험 및 결과

2.1 실험개요

중간기에 대한 HEAHES의 성능 파악을 위하여

실물 실험을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C대학에서

수행하였다. HEAHES 매설깊이는 지중 3 m, 길이

는 60 m로 하였고, 공기통로는 지름 100 mm인 PVC

관을 매설하여 블로워를 가동하여 외기공기를 PVC

관내로 유입시켰으며, 유속의 범위는 1.8~2.0 m/s이

고, 이에 대한 개요는 Table 1과 같다. 지상에 노출

된 유입구와 유출구는 외기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 후 단열시공을 하였고, Radionode(온습도센스)

위치 또한 외기영향을 고려하여 유입구 상부에 구

멍을 뚫어 삽입하였다. 

그리고 블로워의 가동으로 인하여 공기온도의 상

승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Radionode의 위치는

블로워의 후면에 설치하였으며, 계통도는 Fig. 1과

같다. Radionode에 의한 온도와 습도의 측정값은 컴

퓨터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Fig. 2는 지중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위치를,

Fig. 3은 단열 시공 전, 지상에 노출된 유입구와 유

출구 나타내고 있다. 지중온도는 총 24개 지점에 대

하여 깊이별로 측정하였으며 Fig. 4와 같다. 

2.2 측정결과

HEAHES에 대한 중간기 열적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지중온도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 이

를 근거로 외기온도의 변화와 유입 및 유출구 공기

변화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지중온도와 외기온도 및 실내온도

각 지점별 지중깊이와 외기온도의 평균값은 Fig.

5와 같다. 측정 기간 동안 표면(surface_0m)의 평균

온도는 14.7oC, 깊이 1m (surface_1m)는 18.1oC, 깊

이 2m (surface_2m)는 20.0oC이고, 깊이 3m

(surface_3m)는 19.7oC을 보이고 있다. 이때의 외기

온도의 평균값은 12.6oC로 관이 매설된 지중깊이

3m와의 평균 온도 차이는 7.1oC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평균온도 변화폭을 살펴보면, 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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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저값과 최고값은 각각 9.4oC와 20.8oC로

11.4oC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중깊이 1m 지

점에서는 온도 변화폭이 7.8oC로 크게 줄어들었고,

지중깊이 2m와 3m 지점에 대한 온도변화폭은 각각

3.2oC와 2.4oC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도편차가 적은 관의 매설 깊이는 3m

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중 깊이가 깊을수록 진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깊이가 깊

을수록 지중온도는 안정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측정기간 동안 평균 외기온도와 실내온도와의 차

이는 Fig. 6과 같다. 외기온도와 실내온도의 평균값

은 각각 12.6oC와 16.3oC이다. 외기온도에 대한 최

저 및 최고온도는 각각 2.0oC와 24.1oC이고, 실내온

도는 각각 9.5oC와 25.6oC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의

경우 태양 복사에 의한 영향으로 외기온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외기온도에 대한 최저값과 최고값의 변화폭은

Table 1. Model experiment summary

Division Contents

Measurement

contents

Start date and time 14.10.10., 15:00
Blower on

End date and time 14.11.12., 24:00

 Measuring interval
30 minute Radionode

1 hour Under ground 

Point

Inlet of HEAHES

3 pointTube in HEAHES

Indoor 

Underground 0m, 1m, 2m, 3m 6 point, respectively

Measuring 

instrument

Temperature & humidity
Radionode

(± 0.3oC, ± 2.0%RH)
DEKIST. 

Temperature
Thermocouple K-type

Data Logger GL-820

HEAHES 

contents

Buried Length 60m

Buried Depth 0m, 1m, 2m, 3m Depth

Quality of Tube PVC

Fig. 1. Measurement schematic diagram.

Fig. 2. Temperature measured

point.

Fig. 3. Inlet and outlet of 

HEAHES.

Fig. 4. Temperature measured location by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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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oC인 반면, 실내온도에서는 변화폭이 16.1oC로

외기온도와 비교하여 6.0oC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온도 편차가 큰 외기온도가 어느 정도 일

정한 온도 편차를 가진 지중 깊이 3m 지점을 통과

함에 따라 일정한 온도로 공급됨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2) HEAHES의 출구온도 상태

지중열교환기인 HEAHES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HEAHES로 유입되는 공기상태와 유출되는

공기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주간과 야간시간대

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측

정 기간 동안 주간과 야간시간대로 분리하여 온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측정 기간 동안 일출시간은 08:15, 일몰시간은

19:16로 상정하였으며, Fig. 7에서 원형 부분은 온도

가 낮은 야간시간대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HEAHES 유입공기 즉 외

기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는 22.5oC의 큰 폭인 것과

비교하여 출구온도의 변화폭은 6.2oC로 크게 줄어

드는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측정 기간 동

안 HEAHES로 유입되는 평균 공기온도는 13.2oC이

고, 유출되는 공기의 평균온도는 18.4oC를 나타내고

있다. 

주간 시간대에서 유입과 유출구의 온도 차이는

8oC 이하에서 대부분이 발생한 반면, 야간 시간대에

서는 50% 이상이 8oC 이상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주간과 야간에 대한 유입구와 유출구의 온도변화

는 Table 2와 같다. 주간의 경우에는 유입과 유출구

의 온도변화가 작은 반면, 야간의 경우에는 온도차

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주간시간대, 유

입공기와 유출공기의 최저값은 각각 2.4oC와 15.2oC

이며, 최고값은 각각 24.8oC와 22.1oC로 나타났다.

2.4oC의 최저 유입온도는 매설길이 60m, 깊이 3m의

매설관을 통과하여 13.7oC 상승한 16.0oC로 유출되

고, 24.8oC의 최고 유입온도는 매설관을 통과하여

22.1oC로 2.7oC 하강하여 유출되는 것으로 측정결과

를 얻었다. 

주간과 야간시간대를 비교해보면, 유출-유입온도

의 평균값은 2.7oC와 7.5oC로 4.8oC의 차이를 보이

고 있으므로, 유입구의 평균온도가 낮은 경우에 보

다 지중열과의 열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기 일시적인 기온 상승(하강)에는 공조기기

에 의존하지 않고, 지중열 교환기를 통하여 외기보

다 높은 온도 또는 낮은 온도의 공기를 실내로 공급

Fig. 5. Average temperature distribution by outdoor and

underground depth.

Fig. 6. Difference temperature between indoor average

temperature and outdoor average temperature.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outlet temperature

and surface_3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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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HEAHES의 COP계산

HEAHES의 COP를 계산하기 요소로서는 매설관

을 통과하는 입구와 출구온도 및 소요되는 동력이

필요하다. HEAHES시스템은 공기를 유출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블로워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된 블로워 사양은 Table 3과 같다. 

HEAHES의 COP는 온도 차이에 의하여 크게 변

화됨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었고, 유출구에

서의 평균 유속은 2.0 m/s로 하여, 식 (1)을 활용하

여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Figs. 8, 9와 같다. 

 (1)

여기서, Cp : 비열[1,001J/㎏K], 

 m : 질량유량[㎏/s],

 Tinlet, Toutlet : 유입과 유출온도[oC]

 WM :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 동력이며, 블

로워의 전력소비량[W] 

주간 시간대에서 유입과 유출구의 평균 온도차 이

는 2.7oC, 평균 COP는 2.7로 나타났다. 유입구 온도

가 가장 낮은 2.4oC일 때, 유출구 온도는 15.2oC로

12.8oC 상승하였으며, 이 경우 COP 11.1으로 최고값

을 나타내고 있다. 야간 시간대에서 유입과 유출구

의 평균 온도차 이는 7.5oC, 평균 COP는 6.5으로 주

간과 비교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구 온도가 가장 낮은 2.3oC일 때, 유출구 온도는

15.9로 13.7oC 상승하였으며, 이 경우 COP 11.9로

최고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관이 매

설된 깊이의 지중온도와 유입온도와의 차이가 클수

록 COP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주간보다는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COP = 
Qout

WM

----------- = 
mCp Tinlet Toutlet–( )

WM

---------------------------------------------------

Table 2.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outlet and inlet

during measured time

Temp. [oC]
Daytime Night

inlet outlet △t inlet outlet △t

Average 16.3 19.0 2.7 10.3 17.8 7.5

Minimum 2.4 15.2 - 2.3 15.9 -

Maximum 24.8 22.1 - 20.1 20.2 -

Table 3. The blower specification

Mode
Frequency 

[Hz]
RPM

Air 

volume

[CMM]

Air 

pressure

[mmAq]

Power 

input

[W]

DJF-12 60 2,590 8.2 36 87

Fig. 8. The HEAHES COP in the daytime.

Fig. 9. The HEAHES COP in the evening.

Fig. 10. The relationship temperature difference and COP

in the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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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온도와 유입공기와의 차이와 HEAHES의

COP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10과 같다. 상관계수는 0.000

(양쪽)으로 0.01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매우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중간기에 대한 HEAHES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실물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측정 기간 동안 지표면 평균 온도는 14.7oC, 지

중 깊이 1m에서는 18.1oC, 깊이 2m는 20.0oC, 깊이

3m에서는 19.7oC을 보이고 있다. 측정기간 동안의

온도변화폭은 깊이 1m지점에서 7.8oC, 2m 지점에서

는 3.2oC, 3m 지점에서는 2.4oC로 깊이가 깊을수록

온도 변화폭은 줄어들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매설관의 깊이는 지중 3m가 적정하다고 판단

된다. 

(2) 측정 기간 동안 HEAHES로 유입과 유출되는

공기의 평균온도는 각각 13.3oC, 18.4oC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시간대에서는 유입공기와 유출공기의

최저값은 각각 2.4oC와 15.2oC이며, 최고값은 각각

24.8oC와 22.1oC이고, 야간시간대에서는 유입공기

와 유출공기의 최저값은 각각 2.3oC와 15.9oC이며,

최고값은 각각 20.1oC와 20.2oC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간기 온도변화가 큰 경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3) HEAHES의 COP는 유입과 유출구의 온도 차

이와 블로우에 소비되는 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으

며, 본 실험에서는 주간 시간대의 평균 COP는 2.7

이고, 야간시간대에는 6.5으로 나타났다. 유입구와

유출구의 온도차이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에 따라

주간 시간대 보다는 야간시간에 COP는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4) 본 실험을 통하여 관이 매설된 깊이의 지중온

도와 유입온도와의 차이가 클수록 COP는 크게 나

타났고, 이에 대한 상관계수는 0.000(양쪽)으로 0.01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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