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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ergy pile, used for both structural foundations and heat exchangers, brings about heat exchange

with the ground formation by circulating a working fluid for heating and cooling buildings. As heat

exchange occurs in the energy pile, thermal stress and strain is generated in the pile body and

surrounding ground form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an energy

pile, a comprehensive experimental program was conducted, monitoring the thermal stress of a cast-in

place energy pile equipped with five pairs of U-type heat exchanger pipes. The heating and cooling

simulation both continued for 30 days. The thermal strain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energy

pile was monitored for a 15 operation days and another 15 days monitoring followed, without the

application of heat exchange. In addition, a finite element model was developed to simulate the thermo-

mechanical behavior of the energy pile. A non-linear contact model was adopted to interpret the

interaction at the pile-soil interface, and thermal-induced structure mechanics was considered to handle

the thermo-mechanical coupled multi-field problem.

Key words: Energy pile(에너지파일), Thermal stress(열응력), Mechanical behavior(역학적 거동),

Geothermal energy(지열 에너지)

기호설명

αc, E :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σT : 온도변화에 의한 파일의 열응력

εfree :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파일의 변형률

εobs : 실험에서 측정된 변형률

εrestrained : 지반에 의해 구속된 변형률

1. 서 론

최근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부족 현상과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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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다. 이 중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냉난

방 시스템은 지열에너지를 건물의 냉난방 부하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시스템으로서 건물부문냉난

방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한 국내 실정에 매우 적합

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연구 및 현장에

서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직 밀폐

형 지중열교환기는 시공을 위해 많은 초기투자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엔 상부 구조물을 지

지하기 위한 기존 말뚝 기초에 열교환기를 병행 설

치한 형태인 에너지파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에너지파일 가동으로 인한 온도변화

는 에너지파일과 주변 지반에 열응력 및 변위를 발

생시키며, 이는 파일의 역학적 거동에 큰 영향을 끼

치므로 구조물 설계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현장 열응

력 시험을 수행하여 파일과 주변 지반의 온도변화

에 따른 에너지파일의 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

는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수치해석 결과와

현장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적

합성을 판단하였다.

2. 에너지파일에서의 열응력 이론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의한 파일의 변형을 주변지

반이 구속하면서 발생한다. 열교환으로 인하여 에너

지파일이 냉각·가열되면 파일은 수축·팽창하게

되며, 파일에 어떠한 구속도 없을 때 파일의 변형률

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1)

에너지파일은 지반의 구속에 의해 변형이 자유롭게

발생할 수 없으며, 현장시험으로부터 측정되는 변형

률은 구속이 없을 경우의 변형률에서 지반의 구속

에 의해 감소한 변형률을 제외한 값이다. 

 (2)

지반에 의해 구속된 변형률은 파일에 열응력을 발

생시키며,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된 열응력은 식 (3)

으로 산정한다.

 (3)

음의 부호는 지반에 의한 구속응력이 파일의 변형

의 반대방향으로 가해짐을 의미한다[1].

3. 현장시험 및 수치해석

3.1 현장시험의 개요

에너지파일 현장 열응력 시험은 경기도 용인시 기

흥구에 위치한 부지에서 병렬 U형의 고밀도 폴리에

틸렌 파이프(HDPE)가 5쌍이 삽입된 에너지파일 1

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파일의 직경은 1.5m, 길

이는 14m이며 Fig. 1에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자

세한 형상을 나타냈다. 

지질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 부지에서 약 20m

떨어진 위치에 30m 깊이의 시추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Table 1에 현장부지 시추조사 결과를 나타냈다.

시추조사 결과 지반은 사질토 지반으로 깊이가 깊

어질수록 상대밀도가 높아지며, 8.5m 부터는 암반

층이 발견되었다. 

현장 열응력 시험은 파일두부를 구속하지 않은 상

태에서 열교환에 의한 열응력 변화를 관찰하는 방

εfree = αcΔT

εfree = εobs + εrestrained

σT = −E αcΔT εobs–( )

Fig. 1. Specific configuration of energy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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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수행되었다. 건물의 냉난방 가동에 따른 에

너지파일 내부 온도변화와 그 확산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철근망 2m, 5m, 8m, 11m, 14m 지점에 열전

대를 설치하였으며, 온도변화에 따른 파일의 변형률

을 측정하기 위해 철근망 3.5m, 7m, 10.5m 14m 지

점에 변형률계를 설치하였다.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모사하기 위해 항온 수조를 제작 및 이용하여 난방

시에는 6~9oC, 냉방 시에는 29~30oC의 유입수를 에

너지파일에 적용하였으며, 지반과의 열교환이 이루

어진 후의 유출수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지반, 에너

지파일, 유입수 및 유출수 온도와 순환수의 유량은

전력공급 타이머와 데이터수집장치(Data logger)를

이용하여 5분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축 방향 변형률

은 변형률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24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현장시험은 총 30일간 진행됐으며, 15

일간 에너지파일에 냉난방 부하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열응력을 측정한 후, 15일간 휴식시킴으로써

파일의 회복거동을 관찰하였다(Fig. 2). 현장시험 중

계측된 유입수와 유출수 온도는 Fig. 3에 나타냈다.

3.2 현장시험 결과

Fig. 4는 현장 열응력 시험을 통해 측정된 시간에

따른 열응력을 깊이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a), (c)는 가동기의 그래프로, 냉난방 부하가 주입

되어 파일 및 주변 지반의 온도변화가 커질수록 응

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현장 지반은

하부에 편마암이 존재하고 상부 사질토 역시 깊이

가 깊어질수록 상대밀도, 탄성계수,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지반의 깊이별 특성이 반영되어

깊이가 깊어질수록 열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단지지력의 영향으로 냉방시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Fig. 4(b), (d)는 휴식 기간의 열응력의 분포를 나

타낸 그래프로, 시간에 따라 파일에 발생했던 열응

력이 점차 감소하여 15일 후에는 파일에 발생했던

응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Summary of geotechnical investigation

Depth Type of soil N value Characteristic

0.0~6.0m Residual silty sand with gravel 5/30~18/30 Wet condition with loose or dense relative density

6.0~8.5m Weathered rock 50/10~50/4 Dense relative density

8.5~30.5m Bed rock - Rock quality designation of 61~100%

Fig. 2. Schematic diagram of smart monitoring system

Fig. 3. Inlet and outlet fluid temperature of energy pile

during heating and cool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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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4.1 수치해석 개요

건물의 냉난방 가동에 따른 에너지파일의 열역학

적 거동을 수치해석을 통해 모사하기 위해 유한요

소 상용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Ver.

4.4)를 사용하였다. 에너지파일의 열응력을 모사하

기 위해서 유체의 흐름, 유체 및 고체에서의 열전

달, 열전달로 인한 파일 및 지반의 역학적 거동, 파

일과 지반사이의 Contact U형 열교환 파이프 5쌍을

모델링할 경우, 해석 시 열교환 파이프 부분에서의

온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며, 열교환기의 형

상이 전체 수치해석 모델의 형상에 비해 길고 가늘

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격자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미세한 격자와 다양한 물리모

델이 결합된 해석은 과도한 해석시간과 컴퓨터 메

모리가 요구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수치해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

였다. 1단계로 3차원 전산유체해석(CFD, Computa-

tion fluid dynamics)과 고체에서의 열전달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통해 파일 표면과 지중 온도변화를 파

악하고, 2단계로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여 온

도변화에 의한 에너지파일의 역학적 거동을 모사하

였다. 2차원 축대칭 모델에서는 열교환기를 직선 형

태로 모사하였고 1단계의 3차원 열전달 모델로부터

얻은 시간에 따른 파일 표면온도를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여 순환수의 거동을 대체하였다[3, 4].

4.2 3차원 CFD 수치해석 모델

먼저 3차원 CFD 수치해석을 통해 현장 타설 에너

지파일의 열전달 거동을 모사하였다. 지반은 원기둥

형태로, 직경 8m, 깊이는 20m로 모델링하였다. 열

교환 파이프는 ‘Non-isothermal pipe flow 모듈’을 이

용하여 선으로 모사하고 가상의 직경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파일 표면에서 0.1m 안쪽 위

치에 모델링하였다. 파일, 지반, 열교환기의 형상 및

유한요소 격자는 Fig. 8에 나타냈다. 

에너지파일은 콘크리트, 지반은 사질토와 암반층

으로 구분하여 모델링하였다. 지반과 에너지파일,

열교환 파이프의 제원은 Table 2에 나타냈다. 에너

지파일, 열교환 파이프, 사질토와 암반층의 물성은

실내실험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이는 Table 3에 나

타냈다. 

Fig. 4. Thermal stress on energy pile surface 

Fig. 5. Geometry and finite element mesh of 3D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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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험 시 측정한 깊이별 지중온도 및 대기온도

를 초기·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고, 현장실험에서

측정한 유입수 온도를 열교환 파이프의 유입 경계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냉·난방 각각 15일의 현장

시험을 모사하였고 시간에 따른 파일표면의 깊이별

온도, 유출수 온도 및 지중온도를 관찰하였다. Fig.

6은 3차원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얻은 유출수 온도

와 현장시험 중 측정된 유출수 온도를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내며, 매우 적은 오차를 보였다. 이는 개발된

전산유체해석 모델을 통해 에너지파일 및 지반의

온도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4.3 2차원 열응력 수치해석 모델

해석시간의 단축과 컴퓨터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

기 위해 열역학적 해석은 2차원으로 수행되었다. 기

존 U형 열교환 파이프를 직선 형태의 등가 경계조

건으로 변환하고, 3차원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얻은

시간에 따른 파일표면 온도를 경계온도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에너지파일의 두부는 구속되지 않은 자

유단으로 설정하였고 지반 하부와 측면 경계는 고

정 경계면으로 적용하였다. 지반은 현장 지반조건을

반영하여 2개의 층으로 나눠 상부는 사질토, 하부는

암반층으로 구분하였다. 콘크리트, 사질토, 암반층

의 물성 값은 Table 4에 나타냈으며, 개발된 2차원

축대칭 열응력 수치모델의 모식도와, 유한요소 격자

는 Fig. 7에 나타냈다.

열응력 수치해석에서 에너지파일과 지반 사이의

경계면 조건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는 파일과 지반 사이의 Contact Interface를 고려한

비선형 해석을 위하여 Augmented lagrangian method

를 사용하였다.

4.3 수치해석 결과

Table 2. Geometry of ground formation, energy pile and

heat exchanger pipes

Ground 

formation

Diameter 8m

Depth 20m

Energy pile
Diameter 1.5m

Length 14m

Heat exchanger 

pipes

Inner/outer diameter 21 mm/27 mm

Total length 130m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Specific heat

(J/kg·K)

Thermal 

conductivity

(W/m·K)

Energy pile Concrete 800 1.868

Heat exchanger 

pipes
HDPE - 0.3

Ground

formation

Sand 1600 1.41

Bedrock 1400 3.3

Fig. 6. The results of thermal stress simulation of the

energy pile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Concrete 23 GPa 0.33 10-6

Sand 88 MPa 0.25 6-6

Rock 44 GPa 0.2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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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열응력 수치해석 결과와 현장시험 데이

터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 모델을 검증 하였으

며, Fig. 8과 9에 시간에 따른 깊이별 열응력을 나타

냈다.

현장시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 결과,

발생한 최대 오차는 냉방 모사 시 3.5m 깊이에서

11%로 발생하였다. 모델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정확

도로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현장 지반에서의 열

응력 시험을 모사하였으며, 개발된 해석모델이 현장

타설 에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을 모사하는데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에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30

일간의 에너지파일 냉난방 가동을 모사한 현장시험

을 수행했다. 시간에 따라 에너지파일 표면에 발생

하는 열응력을 측정하였으며,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모델

을 개발하였다. 수치해석결과와 현장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모델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보름간의 냉난방 가동으로 에너지파일에 발생

되는 최대 열응력은 2.6 MPa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설계 압축강도의 약 10%에 해당한다[5]. 이는 파일

하부에 암반층이 존재할 경우 열응력이 에너지파일

의 열역학적 거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계 지지력 계산 시 열역학적

거동을 고려한 안전율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

Fig. 7. Schematics of numerical modeling and finite

element mesh

Fig. 8. Thermal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energy pile

length : cooling operation

Fig. 9. Thermal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energy pile

length : heat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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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2. 에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은 주변 지반의 물

성이 다를 경우 물성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보였으

며, 이는 파일과 주변 지반 사이의 경계면 조건이 에

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ugmented lagrangian

method를 활용하여 에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을

모사한 수치해석에서도 파일과 지반사이의 Contact

interface 조건의 설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3. 파일과 지반 사이(Contact interface)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파일의 열역학적 거동을 모사

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4. 3차원 전산유체해석 모델과 2차원 열응력 수치

해석 모델은 에너지파일 현장 열응력 시험을 최대

오차 11%로, 높은 정확도로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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