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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ergy slab is a ground coupled heat exchanger equipped in building slab structures, which

represents a layout similar to the horizontal ground heat exchanger (GHEX). The energy slab is installed

as one component of the floor slab layers in order to utilize the underground structure as a hybrid

energy structure. However, as the energy slab is horizontally arranged, its thermal performance is

inevitably less than the conventional vertical GHEXs. Therefore, stainless steel (STS) pipes are

alternatively considered as a heat exchanger instead of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pipes in order

to enhance thermal performance of GHEXs. Moreover, not only a floor slab but also a wall slab can

be utilized as a heat-exchangeable energy slab in order to maximize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effectively. In this paper, four field-scale energy slabs were constructed in a test bed, which consist of

the STS and HDPE pipe, and a series of thermal response tests (TRTs) was conducted to evaluate

relative heat exchange efficiency per unit pipe length according to the pipe material and the

configuration of energy slabs. The energy slab equipped with the STS pipe shows higher thermal

performance than the energy slab with the HDPE pipe. In addition, thermal performance of the wall-

type energy slab is almost equivalent to the floor-type energy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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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시간, min

R : 열저항, mK/W

Lp : 열교환 파이프 길이, m

slope : 시간의 자연로그에 대한 유입수와 유출 수

의 평균 온도변화의 기울기

eff :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

그리스 문자

λ : 지반 유효 열전도도, W/mK

α : 열확산계수, ㎡/s

γ : 오일러상수

하첨자

b : 보어홀

1. 서 론

최근 자원고갈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Park et al,

2015). 신재생에너지 활용 설비 중 지열냉난방시스

템은 지열에너지를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

템으로, 냉난방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

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직밀폐형 지중열

교환기는 천공비 등 많은 초기 투자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기존의

건축 혹은 토목 구조물을 활용하여 지중열교환기를

적용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Boënnec,

2008; Lee et al., 2012; Markiweicz, 2004; Brandl,

2006; De Moel et al., 2010; Park et al., 2017). 그 중

에너지 슬래브는 건물의 바닥 또는 벽면 슬래브에

지중열교환기를 삽입하는 구조물로, 얕은 지반에서

지반과의 열교환을 유도하기 때문에 외기영향으로

인해 일반적인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비해 열

교환율이 낮은 단점이 존재한다(Choi, 2012, Choi

and Sohn, 2012). 최근에는 깊은 지하 및 지중의 항

온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철역사 및 지하쇼핑센

터 등의 지하구조물에 에너지 슬래브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구조물에서의 에너지 슬래브

활용방법과 열교환 성능 향상 방법을 모색하기 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슬래브를 현장 시공하

고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여 열교환 파이프 재

질과 에너지 슬래브 형상에 따른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성능을 비교평가 하였다.

2. 현장 시험시공 

2.1 에너지 슬래브 구성

지하구조물에서는 바닥 슬래브뿐만 아니라 벽체

슬래브도 지반과 열교환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슬래

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 및

벽체 슬래브의 열교환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두 형태의 에너지 슬래브를 현장에 시험 시공하

였다.

Fig. 1는 설치된 벽체 및 바닥 에너지 슬래브의 단

면도를 나타낸다. 시험 시공현장에 설치된 에너지

슬래브는 외기와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받아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지하구조물에 에너지 슬래브가 설치

될 경우, 지하공간 내부 온도가 지중열교환기의 가

동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공간의 냉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두 가

지 시스템 성능저하 기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중

열교환기와 지하공간 사이에 열적 단절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슬래브 내에 단열

층을 설치하여 지하공간의 외기가 지중열교환기에

미치는 열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단열층은

열전도도가 0.018 W/mK인 페놀폼(PF board)을 단

열재로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Fig. 1. Sectional view of energy slab constructed in test

bed (Wall,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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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 성능은 주변

매질(지반, 콘크리트, 열교환 파이프, 단열층 등)의

열전도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주변

매질의 열전도도가 높아지면 매질에서 열교환이 활

발하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주변 지반이나 건설

재료는 건물의 구조적 설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이를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설계요소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 파이프의 열전도도를 증가시켜 열교환 성능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에 설치하는 HDPE(High Density Poly-

ethylene) 파이프는 0.4 W/mK의 낮은 열전도도를 갖

는다. 반면에 STS(Stainless Steel) 파이프의 열전도

도는 16.0 W/mK이므로, STS 파이프로 구성된 지중

열교환기는 HDPE 파이프로 구성된 지중열교환기

에 비해 높은 열교환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시공된 에너지 슬래브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슬래브 및 파이프 재료에 따라

Fig. 2에 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다.

Fig. 3은 현장에 설치된 파이프 재질 별 열교환 파

이프 배열 형상을 나타낸다. STS 파이프의 경우, 개

별 유닛시공이 가능하도록 병렬로 구성하였다.

HDPE 파이프는 곡률반경의 제한으로 인해 시공성

을 고려하여 나선 형태로 시공하였다. 각 열교환 파

이프 형상 별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테스트베드 지반 조건

현장 시공부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매방리에 위치

하고 있다. 지반은 대체로 규암, 석영질 사암, 화강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현장에 대한 시추조사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붕적층은 2.4-2.7m 내외에서 자갈 섞인 모래질 실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실트 섞인 모래질 자갈

이 혼재되어 분포되어 있다. 풍화토층의 경우 7.1-

7.4m 층에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운모

화강암의 완전 풍화구간으로 일부 모암의 조직이

관찰되었다. 풍화암층은 0.7-1.0m 층에 실트질 모래

로 구성되어 모암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별

풍화에 따라 암편이 함유되어있다. 연암층은 4.9-

8.0m 내외로 분포되어 있으며, 모암인 흑운모 화강

암의 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암층의 경우 6.5-

9.3m 두께로 모암인 흑운모 화강암의 경암이 분포

되어있다.

테스트베드 지반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정상 탐침법을 기반으로 하는 KD2-pro를 이용하

였으며, 실험결과 지반의 열전도도는 1.232 W/mK

으로 측정되었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constructed energy slab.

Fig. 3. Configurations of HDPE and STS heat exchange

pipe.

Table 1. L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of each heat

exchange pipes

Type Material

Thermal 

conductivity

(W/mK)

Length 

(m)

Floor slab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0.4

85

Wall slab 58

Floor slab Stainless steel

(STS)
16

53

Wall slab 35

Table 2. Summary of boring investigation

Type Depth
N value

(blow count/cm)

RQD

(%)

Colluvium 0.0 ~ 2.7 3/30 ~ 33/30 -

Weathered soil 2.4 ~ 9.8 18/30 ~ 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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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 슬래브 시공

현장에 시험시공된 에너지 슬래브는 Fig. 4에 제

시한 순서로 설치되었다. 벽체 에너지 슬래브의 경

우 뒷채움 흙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슬래브 내부

를 철근으로 보강하였다.

3. 현장 열응답 시험

현장에 설치된 에너지 슬래브의 열교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현장 열응답 시험(Thermal Response

Test, TRT)을 수행하였다. 현장 열응답 시험은 지중

열교환기에 일정한 열량을 주입할 때 열교환기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시스템의

열교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의 현장 열응답 시험으로 관찰

된 유입수와 유출수의 온도는 선형 열원 모델(line

heat source model)의 이론해를 적용하여 지중열교

환기를 포함한 매질의 유효 열전도도를 계산할 때

활용된다(Carlslaw and Jaeger, 1959). 선형 열원모델

을 이용하여 지중열교환기를 포함한 매질의 유효

열전도도의 계산은 다음의 식 (1)을 이용한다.

(1)

단, 에너지 슬래브의 열원은 선형 열원모델을 직

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면형 열원으로 선형 열원

모델식의 적용을 통해 에너지 슬래브의 지중열교환

기를 포함한 매질의 유효 열전도도를 계산할 수 없

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교환 파이프의 설

치 형상 및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선형 열원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각 에너지 슬래브의 열교환 성

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

시공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슬래브간의 열교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

교환 효율의 개념을 도입하였다(Lee et al., 2012;

Park et al., 2015).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이란 같은 길이의 에너지 슬래브를 시공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열교환 성능을 간접적

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의 식 (2)로 계

산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시공된 에너지 슬래브에 대

하여 현장 열응답 시험을 수행하고 에너지 슬래브

간의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 비교하

였다. 현장 열응답 시험 조건은 Table 3에 정리하였

으며, Fig. 5는 현장 열응답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열교환기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다. 유입수와 유출수의 평균 온도변화와 시간의 자

ΔT = 
Q

4πλL
-------------- t( )ln  + 

Q

L
----

1

4πλ
----------

4α

γrb
2

-------
⎝ ⎠
⎜ ⎟
⎛ ⎞

ln +Rb

eff = 
Q

slope Lp×
--------------------------

Fig. 4. Procedure of the energy slab construction.

Table 3. Test conditions of TRTs

Type
Pipe 

material

Total 

duration 

(min)

Average heat 

injection from 

electronic heater

(kW)

Average 

flow rate

(LPM)

Floor slab HDPE 2,880 1.99

6~8
Floor slab STS 2,160 1.99

Wall slab HDPE 2,880 1.95

Wall slab STS 2,88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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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thermal response tests (TRTs).

Fig. 6. Results of TRTs for energy slab analyzed by

infinite line heat sour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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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그에 대한 그래프는 Fig. 6과 같으며, 에너지 슬

래브의 상대적인 열교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계

산된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 및 각

에너지 슬래브의 파이프 길이는 Table 4에 정리하

였다.

파이프 재료에 따른 에너지 슬래브의 상대적인 열

교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바닥 및 벽체 에너지 슬

래브에 각각 HDPE 파이프와 STS 파이프가 설치된

경우의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을 비

교하였다. STS 파이프가 설치될 경우 약 67% 높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같은 파이프 길이로 에너지 슬

래브를 설계 할 경우 STS 파이프가 설치되었을 때

높은 열교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

서 2.1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HDPE 파이프의

열전도도(k=0.4 W/mK)에 비해 STS 파이프의 열전

도도(k=16 W/mK)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슬래브가 바닥 및 벽체에 설치되었을 때

상대적인 열교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같은 재료

의 파이프를 사용한 경우 벽체 및 바닥 에너지 슬래

브의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을 비교

하면 그 값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형

태의 에너지 슬래브 간의 열교환 성능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하구조물에 에너지 슬

래브 시공 시, 바닥뿐만 아니라 벽체 슬래브에도 에

너지 슬래브를 시공한다면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

용을 통해 높은 열교환 성능을 획득 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에서의 에너지 슬래브

활용과 에너지 슬래브의 성능 향상을 연구하기 위

하여 현장 시험 구성하고 현장 열응답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현장 열응답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STS 파이

프가 설치된 에너지 슬래브와 HDPE 파이프가 설치

된 에너지 슬래브의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

환 효율을 비교한 결과, 열교환 파이프 재료간의 열

전도도 차이로 인해 STS 파이프가 설치된 에너지

슬래브의 단위 파이프 길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이

약 67% 높다. 이는 같은 길이의 파이프로 에너지 슬

래브가 설치될 경우 STS 파이프가 설치된 에너지

슬래브가 향상된 열교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2) 벽체 및 바닥 에너지 슬래브의 단위 파이프 길

이 당 상대 열교환 효율을 비교한 결과, 두 형태의

열교환 성능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지하구조물에

에너지 슬래브 시공 시 벽체와 바닥슬래브에 에너

지 슬래브를 모두 설치함으로써 지하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높은 열교환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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