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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method for the horizontal straight ground heat exchanger (GHE) based

on the Kavanaugh design method. In order to examine suitability of the suggested design method, a

horizontal line type GHE was installed in a steel box of which the size was 5m x 1m x 1m filled

with dried Joomunjin standard, and a thermal response test (TRT) was conducted for 21 hours. A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a simulation of a peak month operation and for its verification

by finite element method (FEM).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suggested design method for a horizontal straight GHE is reliable for the estimation of a design length.

Key words: Horizontal ground heat exchanger(수평형 지중 열교환기), Thermal response test(열응답

실험), Heat exchange rate(열교환율), Numerical analysis(수치해석)

기호설명

AS : 지표면에서의 연중 온도차 [oC]

C : 순환유체의 비열 [Kcal/Kg·K]

dh : 수리역학적 평균 지름 [m]

COP : 히트펌프의 냉난방 성능 계수

Di : 파이프의 내경 [mm]

Do : 파이프의 외경 [mm]

fD : Darcy의 마찰계수

Fsc : 열교환기 부근의 단기적 열 손실계수

LH,C : 설계 난방, 냉방 길이 [m]

PLF : 월간 부분 부하계수

Rb : 보어홀의 열저항 [m·K/kW]

Rg : 지반의 열저항 [m·K/kW]

Rga : 연 단위 지중의 열 저항 [m·K/kW]

Rgd : 일 단위 지중의 열 저항 [m·K/kW]

Rgm : 월 단위 지중의 열 저항 [m·K/kW]

Rp : 파이프의 열저항 [m·K/kW]

t : 시간 [일]

t0 : 지표면에서 위상 변화일수 [day]

tg : 지중의 온도 [oC]

tw : 지중 열교환기의 외측 표면온도 [oC]

Tg : 지반의 초기 온도 [oC]

Tin : 열교환기 입구에서의 순환수 온도 [oC]

TL,H : 지중의 최저 및 최고 온도 [oC]

TM : 지중 온도의 평균값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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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 : 열교환기 출구에서의 순환수 온도 [oC]

Tp : 천공간 열 간섭 온도 지수 [oC]

Q : 지중으로 방출하는 열량 [kW]

qa : 연간 지중에서 발생하는 열이동량 [kW]

qlc : 냉방 피크부하 [kW]

qlh : 난방 피크부하 [kW]

V : 순환유체의 유량 [lpm]

z : 지중 열교환기 설치 심도 [m]

λpipe : 파이프의 열전도도 [W/m·K]

α : 토양의 열 확산 계수 [m2/d]

ρ : 순환유체의 밀도 [g/cm2]

μ : 접선속도 [m/s]

1. 서 론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

구온난화 등의 환경적인 문제와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고갈 등의 문제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원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신재생 에너지 중

에서도 특히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중의 온도

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그 활용과 빈도가 점점 늘어나 신축 구조물이나 초

고층 빌딩 등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

내에서도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

무화 조치로 인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지중 열교환기의 형태에

따라 크게 밀폐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

로 밀폐형은 지중 열교환기의 설치 방향에 따라 수

직형과 수평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

지 소요가 적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수직

밀폐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별

도의 천공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초기 설치

비용이 저렴한 수평형 지열 시스템의 사용이 대두

되고 있다[1].

이에 따라 그동안 수직형에 비해 미비했던 수평형

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수평형 지중 열

교환기에 대한 최근의 주요 연구로 Congedo et

al.[2]은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성능에 미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한 분

석을 하였으며, 열교환기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지반의 열전도도임을 밝혔다. 또한

Yoon et al.[3]은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종류별 성

능과 그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종류

들 중 직선형이 설치부지는 많이 소요되나 파이프의

단위 길이당 성능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수평형 시스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열

교환기의 성능 분석이나 영향 인자 분석에만 국한

되어 있으며,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지열히트펌프협회(IGSHPA, international

ground source heat pump association)[4]에서는 수평

형 설계에 관한 간편식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지열

시스템의 기본 설계 인자인 건물의 월별부하와 연

간부하만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사용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

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직선

형 열교환기에 대한 설계 길이 산정 방안을 식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설계식은 수치해석을 이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수치해

석의 검증은 실내 열응답 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2.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 방안

2.1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 

Ingersoll은 정상상태의 열전도 방정식으로 식 (1)

과 같이 열저항을 정의하였다[3]. 

 (1)

이를 통해 정상상태일 때 지중 열에너지 이동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지중 열교환기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Kavanaugh and Rafferty [4, 5]는 식 (1)을 응용하

여 지중 루프를 통해 지반에 가해지는 열 펄스를 연

간 열에너지 비평형 이동량(장기), 월평균 열이동율

(중기), 단기 최대 열 이동량의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지반의 열 저항을 적용하여 식 (2)와

같이 지중 루프의 길이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q = 
L tg tw–( )

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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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식인 식 (2)는 지열

설계 프로그램인 GLD(Ground Loop Design)에 적용

되어 있어[6, 7], 국내에서도 실제 지열 시스템 설계

시에 사용되고 있다.

2.2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 설계 방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기존 수직형 지중 열

교환기의 설계방법과 동일한 개념을 이용하되 식

(2)에서 수직형과 관련된 일부 인자들을 다음과 같

이 수평형 지열 시스템의 설계에 맞게 수정하여 수

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1)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는 지중 온도가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는 150~200 m의 심도에 설치되어 지

중의 평균 온도를 설계에 사용하나, 수평형 지중 열

교환기는 지중온도가 외기 조건과 설치 심도의 영

향을 많이 받는 1.5~3 m의 깊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심도에서의 지중 온도를 고려해야한다.

(2)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에서는 열교환기

와 그라우트가 포함된 보어홀이 하나의 열원으로

간주되나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에서는 열교

환기 파이프 하나만을 열원으로 볼 수 있다.

(3)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에 반영된 보어

홀간의 열 간섭 효과는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

계에 고려하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이점을 반영하여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 설계식을 식 (3)과 같이 제안 하였다.

(3)

냉방 설계에는 열교환기 설치 심도에서의 지중 최

고온도를, 난방 설계에는 지중 최저온도를 이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보어홀의 열저항 대신에 열교

환기의 열저항을 반영하였다. Tp는 설계에 고려하

지 않았다.

파이프 열저항은 식 (4)와 같다[8]. 

 (4)

지중의 최소 및 최대 온도는 식 (5)와 같다[9].

 (5)

 

2.3 GLD와 비교

GLD 프로그램은 현재 유일하게 수평형 지중 열

교환기의 설계 길이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며, 국내에서도 GLD만을 이용하여 수평형 열교환

기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6,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설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평

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 길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GLD를 이용하여 구한 설계 길이를 비교해보았다.

두 경우 모두 건물 부하, 히트 펌프 성능, 지반의 열

물성, 순환 유체, 그리고 열교환기의 제원을 입력 변

수로 하여 열교환기의 길이를 산정하는데, 이를 위

해 사용된 입력변수는 Table 1과 같다. 건물 부하는

Fig. 1과 같이 8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별 부하를 0

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냉방 피크달인 8월에 대해서

만 연속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설정해주는 것으로

써, 본 연구에서 수행할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의 결

과와 정확히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LH C,  = 

qaRga+qlh,lc
COP±1

COP
-------------------
⎝ ⎠
⎛ ⎞× Rb PLF+ Rgm⋅ RgdFsc+( )

Tg

Tin Tout+

2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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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C,  = 

qaRga+qlh,lc
COP±1

COP
-------------------
⎝ ⎠
⎛ ⎞× Rb PLF+ Rgm⋅ RgdFsc+( )

TL H,

Tin Tou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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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 
1

2πλpipe
-------------------ln

Do

Di

-------
⎝ ⎠
⎛ ⎞

TL H,  = TM ±As exp z–( ) π

365α
--------------
⎝ ⎠
⎛ ⎞

1

2
---

 ×⋅

cos
2π

365
--------- t t

0
–

z

2
---–

365

πα
---------
⎝ ⎠
⎛ ⎞

1

2
---

Fig. 1. Monthly building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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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설계를 하였을 때, 식 (3)을 이용한 지

중 열교환기의 설계 길이는 462 m가 나왔으며,

GLD를 이용한 설계 길이는 450 m가 나왔다. 또한

수평형 열교환기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인자가 지

반의 열전도도이기 때문에 열전도도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설계 길이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11]. Fig. 2

는 비교 결과를 나타내며, 두 방법의 차이는 최소

2.7%, 최대 3.6%의 오차범위를 보였다. 

3. 수치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설계식을 이용하여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를 설계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피크

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설계식의 사

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해석

에 앞서 실내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수치해

석과 비교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사용이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3.1 실내 열응답 시험

본 연구에서는 5 m × 1 m × 1 m 크기의 실내 모

형 토조를 제작한 후 토조 내부에 주문진 표준사를

채워 지중 열교환기 주변을 둘러싼 지반을 조성하

였다. 토조 내부에 PB (Polybutylene)로 제작된 U자

형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이를 Yoon et al.[12]이 개

발한 열응답 시험장비에 연결하여 실내 열응답 시

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주문진 표준사의

물성과 열응답 시험 장비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순환수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교환기의 입

구와 출구에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센

서를 설치하였으며, 지반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교환기의 끝부분에서 10 cm 이격된 지점에 센서

Table 1. Input data and specification

Input data Value

Building
Total cooling load (kWh) 5952

Peak cooling load (kW) 8.2

Heat pump

COP (Heating/Cooling) 3.9 / 3.7

Heating inlet/

outlet temperature (oC)
4.4 / 1.1

Soil

Ground temperature (oC) 16

Thermal conductivity (W/mK) 1.8

Thermal diffusivity (m2/d) 0.116

Pipe Outer/inner diameter (mm) 26.7 / 24.9

Ground 

Heat 

Exchanger

Installation depth (m) 1.6

Circulating fluid Water

Configuration 1×1, Line-type

Fig. 2. Comparison of pipe lengths according to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variation.

Fig. 3. Process of TRT.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test

Properties Value

Joomunjin 

standard

sand

Uniformity Coefficient 2.06

Curvature Coefficient 1.05

Specific Gravity 2.65

Maximum Dry Density 16.17 (kN/m3)

Minimum Dry Density 13.49 (kN/m3)

Water Content, w (%) 0

TRT 

equipment

Heater capacity 5 kW

Water Tank 20L (SUS 304)

Flow meter 2~20 lpm

Pump 40 m head, 100 lpm

Sensor 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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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였다. 실내 열응답 시험을 통해 일정한 시

간 간격으로 순환수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를 측정

하여 식 (6)을 이용하여 열교환기의 열교환율을 산

정하였다. 

 (6)

시험은 Fig. 3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변 지반으로 조성된 모형 토조 내부 주문진 표

준사의 초기 온도는 17.6oC였으며, 지중 열교환기

내부의 순환 유체는 6 lpm의 동력으로 순환되었다.

시험은 약 2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중 열교환

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입구와 출구에서의 순

환수 온도와 차이는 약 7시간 이후에 일정하게 보이

는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3.2 수치해석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 기반의 CFD 해석을

통한 유체의 흐름에 따른 열전달 해석이 가능한 수

치해석 상용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5.1

을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13].

수치해석에서 고려된 유체의 흐름에 따른 열전달

해석이 가능한 대류와 전도에 의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는 일반적인 열원을 나타내며, Qwall은 파

이프 벽면을 통한 열 교환에 의해서 생기는 열원을

나타낸다. 은 점성에 의한 열손실에 해당

한다. 

유한요소모델은 실내 열응답 시험의 제원과 동일

하게 5 m × 1 m × 1 m 크기이며, 수치해석의 경계

조건은 Fig. 4 및 Table 3과 같다.

Q = m· c Tin Tout–( )

ρAcu∇T = ∇ A⋅ λ∇T + fD
ρ

2dh
-------- u

3
 + Q + Qwall  fD

ρ

2dh
-------- u

3

Fig. 4. Inlet fluid temperature of the experiments and

numerical analysis.

Table 3. Specification of numerical analysis

Properties Value

Fluid

Circulating fluid Water

Flow rate 6 lpm

Velocity 0.497 m/s

Soil

Density 1400 kg/m3

Thermal conductivity 0.26 W/mK

Specific heat 807 J/kgK

Fig. 5. Heat exchange rate.

Fig. 6. Relative err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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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수치해석 검증의 결과는 Fig. 5와 같다.

모형토조 시험을 통해 구한 열교환율과 수치해석

을 통해 얻은 값은 각각 210.7 W와 204.5 W였다.

Fig. 6은 실험과 수치해석의 상대오차를 나타내며,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와 지반의 온도 변화를 각각

비교하였다. 상대오차 분석 결과 오차범위는 순환수

출구 온도는 0.3%, 지반의 온도는 1.8%를 보였으며,

이는 센서의 위치와 단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통해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의

사용을 검증하였다.

3.3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식 사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Table 1의 인자들을 입력 변수로 하여 제안된 설

계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중 열교환기의 길이를

수치해석을 통해 모델링하여 냉방 피크달인 8월에

대하여 연속가동 조건으로 가동한 후 설계의 적합

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 및 경계 조건은

Fig. 7과 같다.

설계의 적합성 여부는 히트펌프의 성능을 결정하

는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를 비교하여 확

인하였다. 건물에 대한 설계 냉난방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는 온도를 설계 EWT라고 한다면 그에 해

당하는 LWT(Leaving water temperature)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여기서 Q는 지중으로 방출하는 열량으로 냉방 피크

달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식 (8)로 구할 수 있다

[7].

 (8)

식 (8)에 설계 EWT를 대입하여 구한 LWT를 수

치해석 시뮬레이션에서 경계 조건으로 대입하였고,

해석기간 동안 구한 EWT값을 설계 EWT와 비교하

였다.

해석 시간은 냉방 피크달인 8월에 대한 1달로 설

정하여 해석하였으며, 파이프의 입구온도는 히트펌

프의 LWT인 37.9oC로 설정하였다. 1달간 시뮬레이

션 결과 히트펌프의 EWT에 해당하는 열교환기의

출구온도가 31.9oC를 보였으며, 이는 히트펌프의 설

계 EWT인 32.2oC 보다 낮은 값으로 건물 설계 부

하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Steady-

state해석을 해봤을 경우 EWT는 최종적으로 33.1oC

에 수렴하게 된다.

Fig. 8의 결과와 같이 1개월의 해석 기간 동안 얻

은 EWT값이 설계 EWT값보다 낮게 나왔고, 이는

히트펌프 성능이 건물의 설계 부하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식

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평 직선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LWT × EWT + 
Q

60 C× ρ× V×
-----------------------------------

Q = qlc
COP 1+

COP
----------------------⎝ ⎠
⎛ ⎞×

Fig. 7. Simulation model and boundary condition.

Fig. 8.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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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식에서 수직형에

해당하는 보어홀의 열저항, 지중온도, 온도간섭효과

를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에 맞게 수정하여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의 설계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열교환기 성능의 영향인자인 지반의 열전도도에 대

하여 GLD를 이용한 설계 결과와 비교해보았으며,

결과로 약 3.5% 이내의 차이를 보여 두 방법의 설

계 결과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2)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실내 열응

답 시험을 수행하여 열교환기의 성능을 구하였고,

이를 수치해석으로 구해본 결과 각각 210.7 W,

204.5 W가 나왔다. 또한 지반의 온도와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에 대해 상대오차 분석을 해본 결과 오차

율이 각각 1.8%와 0.3% 이내로 나타나 수치해석의

사용을 검증하였다.

(3) 제안된 설계식을 이용하여 임의의 경우에 대

하여 수평형 지중 열교환기 설계를 하였고, 설계 결

과를 이용하여 피크 달에 대하여 수치해석 시뮬레

이션을 수행해본 결과 32.2oC 보다 낮은 31.9oC를

보여 건물 부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발휘하여 설계

길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식을 바탕으로 수평

형 열교환기의 형태 또는 다양한 지반 조건을 고려

한 열교환기의 설계가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추가

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핵심개인연구 지원사

업(2013R1A2A2A01067898)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발사업

(16RDRP-B076564-03)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1. Chang, K. S., Kim, M. J., and Kim, Y. J., 2016, A study

on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Horizontal Ground

Heat Exchanger using Thermal Response Tes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24-30. 

2. Congedo, P. M., Colangelo, G., and Starace, G., 2012,

CFD simulation of horizontal ground heat exchangers:

A comparison among different configuration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 33-34, pp. 24-32.

3. Yoon, S., Lee, S. R., and Go, G. H., 2016, Evaluation of

thermal efficiency in different types of horizontal

ground heat exchangers, Energy and Buildings, Vol.

105, pp. 100-105.

4. International Ground Source Heat Pump Association.,

2011, Ground Source Heat Pump Residential and Light

Commercial Design and Installation Guide.

5. Kavanaugh, S., and Rafferty, K., 1997, Ground-source

heat pumps: Design of geothermal systems for com-

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s, ASHRAE, USA.

6. Gaia Geothermal Ground Loop Design Software,

GLD2012.

7.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7,

Development of design package for ground loop heat

exchanger of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8. Bose, J. E., Parker, J. D., and McQuiston, F. C., 1985,

Design/data manual for closed-loop ground-coupled

heat pump system, ASHRAE, 3-40p.

9. Kusuda, T. and Achenbach, P. R., 1965, “Earth temper-

atures and thermal diffusivity at Selected stations in the

U.S.” ASHRAE Transactions, Vol. 71, Part 1.

10. New and Renewable Center of Korea Energy Mana-

gement Corporation, 2015, New and renewable energy

equipment guideline.

11. Kim, M. J., Lee, S. R., Yoon, S., and Go, G. H., 2016,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parametric study

of a horizontal ground heat exchanger Geothermics,

Vol. 60, pp. 134-143.

12. Yoon, S., Lee, S. R., Go, G. H., Jianfeng, X., Park, H.,

and Park, D., 2014, Thermal transfer behavior in two

types of W-shaped ground heat exchangers installed in

multilayer soils,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Vol.

6, No. 1, pp. 79-98.

13. Comsol Inc., 2015, Comsol Multiphysics reference

manual Version. COMSOL 5.1.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