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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pplying geothermal systems in cities such as seoul where high density development prevails,

the selection of geothermal system capable of obtaining a large capacity in the limited grounds is

necessary. In this study, an easy-to-use design tool is developed in the form of spreadsheet by applying

the calculation theory of existing closed-loop vertical ground heat exchanger that can be used in the

early design stage of the open-loop ground heat exchanger. By only using the maximum cooling and

heating load, it is possible to calculate optimal design open-loop ground heat exchang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we are plan to improve the program considering the heat loss of groundwater flowing in

the inner casing, G-Function for Open-Loop, and verification by applying actual projects.

Key words: Open-Loop Ground Heat Exchanger(개방형 지중열교환기), Close-Loop Ground Heat

Exchanger(밀폐형 지중열교환기), Annual Heating & Cooling Load(연간냉난방부하), Polyno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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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L ：지열 우물공 길이 [m]

ay, qm, qh : 지중으로 들어가는 연간(장기), 월간(중

기), 시간(단기)별 부하 [kW]

R10y, R1m, R6h : 지중의 10년간(장기), 월간(중기), 6시

간(단기)의 열저항 값 [m·K/W]

Rb,close, Rb,open, Rg, Rp, RCONV : 밀폐형 & 개방형 보어홀,

지중, 파이프, 지하수대류 열저항 [m·K/W]

qload ：시간별 건물 부하 [kW]

qground ：시간별 지중 부하 [kW]

α ：열확산율 [m2/sec]

k ：지중 열전도도 [W/m·K]

rb ：보어홀 반지름 [m]

t ：시간

1. 서 론

제 1, 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

지 소비구조 개선 등의 필요성을 실감한 정부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석유·

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대체에너지 총 9

가지를 지정[1]하고 이에 대한 상용화 보급을 시작

하였다. 2002년 동법에 지열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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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총 11가지가 되었고, 2004년에는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법제

명이 전면 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2]에 의해

2011년도까지 1,412건의 설치계획서가 검토되었고,

168,947toe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확보하

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3]. 2004년 다소

뒤늦게 신·재생에너지 대열에 합류한 지열에너지는

최근 공공공사에 많이 적용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

치의무화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건물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신·재

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의 연

도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사업 보급 잠재

량 중에서 지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시행

된 2004년 이후 누적 보급량에서도 그 비중이 78%

로 가장 높다[3]. 

설치의무화제도에서 지열에너지의 선호도가 높

은 이유는 지열에너지가 계절과 기상조건에 관계없

이 직접적으로 건물의 냉난방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비용 효율적이기 때

문이다. 최근에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

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4]를 보면, 집광채광(7.74),

BIPV(5.48), 그리고 연료전지(2.84)의 순서로 크고,

지열에너지인 수직밀폐형(1.09)과 개방형(1.00)이

가장 작다.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원 도입 시기

에 산업간의 고른 성장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

서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지열에너지

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

에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하수를 직접

순환시키는 개방형(Open-Loop Type) 지중열교환기

방식(이하 개방형)과 열매를 통해 지중과 간접 열교

환하는 밀폐형(Close-Loop Type) 지중열교환기 방

식(이하 밀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밀폐형은 다시

수직과 수평 방식으로 구분되며, 수직형(이하 수직

밀폐형)이 주로 사용된다. 개방형은 지하수를 직접

순환하여 열교환하기 때문에 전도만으로 열교환하

는 밀폐형에 비해 지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고밀도 개발이 이

루어지는 도시에서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할 경

우, 작은 부지에서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는 개방형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방형 설계를 위한 컴퓨

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열

이용검토서에서도 수직밀폐형 전용 프로그램인

GLHEPro 등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직밀폐형 용량 계산 이론을

응용하여 개방형 설계 초기에 컴퓨터 Spreadshee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제

안하였다.

2. 지중열교환기 용량 계산 이론

Mikael Philippe et al.[5]은 수직밀폐형 용량 계산

및 길이 계산을 위해 식 (1)을 사용하였다. 이 식에

서 qh, qm, qy은 각각 지중으로 들어가는 시간(단기),

1월간(중기), 연간(장기)별 부하이며, R6h, R1m, R10y은

각각 6시간(단기), 월간(중기), 10년간(장기)의 지중

열저항 값이다. Tm은 보어홀 내 유체의 평균온도를

나타내며, Tg는 교란된 지중온도, 그리고 Tp는 지중

열교환기 간의 열적 간섭으로 인한 페널티(Penalty)

이다.

수직밀폐형은 Fig. 1(a)와 같이 두 개의 파이프, 지

중과 파이프를 열적으로 연결하는 그라우트재로 구

성된다. 보어홀의 열저항은 식 (2)와 식 (3)을 이용

하여 그라우트 열저항과 HDPE 파이프 열저항, 그

리고 파이프 내를 흐르는 유체의 저항을 합성하여

사용한다. 식 (4)~식 (6)은 각각 지중의 6시간(단기),

월간(중기), 10년간(장기) 열저항 계산 방법으로 지

반의 열확산율, 열전도도, 그리고 G-Function 계산

이 필요하다. 여기서 열확산율이란 물질이 얼마나

빨리 온도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

으로 불안정한 열전도특성을 규정하기 위한 물질의

고유 물성이다. 지중은 대기 공간과는 열의 확산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열전도도와 함께 사용된다. G-

Function은 주어진 지중열 특성 하에서 지중열교환

기의 온도변화와 상응하는 열전달과의 관계를 설명

하는 이론으로, ASHRAE에서 제공하고 있는 G-

Function은 Table 1과 같다.

개방형은 Fig. 1(b)와 같이 중앙에 위치한 내부케

이싱을 통해 열교환된 지하수가 히트펌프로 공급되

며, 내부케이싱 외부는 공벽과 열교환을 위한 지하

수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그라우트 및 파이프의 열

저항이 제외되기 때문에 식 (2)는 식 (7) 또는 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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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하여야 한다. 미국 IGSHPA (International

Ground Source Heat Pump Association)[6]의 연구에

서 개방형 보어홀 열저항을 지하수의 대류열전달

계수만을 고려한 식 (7)을 사용하여, 보스턴 지역의

개방형 열저항을 지하수 브리딩 유무에 관계없이

0.0011 mK/W로 계산한 사례[7]가 있다. 그러나 열

저항 계산 시 지반과 열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

부케이싱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고, 내부케이싱에

서 발생하는 열량, 즉 지하수가 지반과 열교환 후 내

부케이싱을 거쳐 히트펌프로 이송되는 동안의 에너

지 득실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식을 단

순화하기 위하여 내부케이싱을 완전 단열로 가정하

고 내부케이싱의 면적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

반과 내부케이싱 사이의 지하수에 의한 대류의 열

저항만을 고려한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국내의 일반적인 개방형 보어홀의 열저항

은 0.00153 mK/W로 계산되었다. 미국의 사례와 비

교하여 높으나, 안전율로 감안하여 적용하였다.

(1)

(2)

(3)

(4)

(5)

(6)

(7)

(8)

개방형은 바둑판식의 격자 배열로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Tp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Function 또한 별도의 계산 없이 수

직밀폐형에서 사용한 값을 사용하였다. 추후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G-Function 계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지중열부하 계산을 위한 연간부하 예측

식 (1)을 이용한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계산 시 지

중으로 투입되는 건물의 단기, 중기, 장기 부하인 qh,

qm, qy 계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ASHRAE의 개념

은 Fig. 2와 같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L = 
qhRb + qyR10y + qmR1m + qhR6h

Tm Tg Tp+( )–
------------------------------------------------------------------------------

Rb close,  = Rg + 
Rp + RCONV

2
-----------------------------

RCONV = 
1

2πrp, hCONV∈
----------------------------------

R
6h = 

1

k
---G αt

6h/rbore
2( )

R
1m = 

1

k
--- G α

1m 6h+
/rbore
2( ) − G αt

6h/rbore
2( )[ ]

R10y = 
1

k
--- G α10y+1m+6h/rbore

2
( ) − G αt1m+6h/rbore

2
( )[ ]

Rb open,  = 
1

2πrborehCONV
---------------------------------

RB open,  = RCONV = 
1

2π rbore rp IN,–( )hCONV
------------------------------------------------------

Table 1. G-Function of ASHRAE

f6h f6m f10y

α0 0.6619352 0.4132728 0.3057646

α1 −4.815693 0.2912981 0.08987446

α2 15.0357 0.07589286 −0.09151786

α3 −0.098794211 0.1563978 −0.03872451

α4 0.02917889 −0.2289355 0.1690853

α5 0.1138498 −0.004827554 −0.02881681

α6 0.005610933 −0.002694979 −0.002886584

α7 0.7796329 −0.6380360 −0.1723169

α8 −0.3243880 0.2950815 0.03112034

α9 −0.01824101 0.1493320 −0.1188438

Fig. 1. Section of Ground Heat Exchanger.

Fig. 2. Underground load puls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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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동적 열부하 해석을 통한 연간 냉난방부하가

필요하며, 매우 정밀한 모델링과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건물의 냉난방부하가 연간 외기온도의 주기에

따른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간부하 계산을 단순화하

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 (9)의 Sine함수를 이용하

여 개략적인 연간부하를 추정하였다[8]. Fig. 3은

Sine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방법은 함수의 극값인 최대 냉방부하 및 난방부

하 값과 일일부하변화 진폭은 표현할 수 있지만, 일

일부하변화는 냉방 시에는 최대냉방부하 곡선(그래

프의 굵은 선)의 아래, 난방 시에는 최대난방부하 곡

선의 윗부분에서 나타나 실제와 동떨어진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부하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극점이 12월 31일로

고정되어 변경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최근 식 (10)과 같이 두 개의 이중근을 갖고 x =

0에서 f (x) 값이 근의 네제곱이 되는 형태의 다항함

수를 이용하여 연간부하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다[9]. 이 방법을 이용하면, 건물의 최대 냉난방

부하 결과값, 건물의 예상 사용시간 및 재실자 스케

줄,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1년간 평균온도,

건물의 최대 냉난방부하에 대한 일일부하 진폭률

만으로 연간건물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

정이 가능한 이유는 건물의 최대 냉난방부하 계산

시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냉난방 온도조건, 인체, 기

기, 조명 등의 발열특성 등이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를 연간부하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 (11)

로 변형해야 한다. 여기서 A, B는 최대냉난방부하

를 이용하여 식 (12)와 식 (13)을 구한다. 식 (14)는

식 (11)을 이용하여 시간별로 계산된 건물부하가 지

중으로 투입되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냉방 시

에는 시스템의 COP에 따라 압축기와 펌프의 발생

열이 지중으로 투입된다. 

Table 2는 최대 냉방부하 700 kW, 최대 난방부하

400 kW로 가정하여 1년 365일에 해당하는 총 8,760

시간에 대해서 계산한 후, 냉방 6월 5일 ON, 10월 5

일 OFF, 난방은 11월 5일 ON, 3월 5일 OFF, 가동시

간은 9시~18시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Table

2의 첨자 a, b, c가 지중열교환기 계산에 필요한 건

물 부하인 qy, qm, qh이다.

(9)

(10)

(11)

(12)

(13)

(14)

4.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Tool

Fig. 5는 개발된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용 Spreadsheet이다. 그림에서 ‘A’에는 냉난방기간

및 가동시간, 지중온도, 성능계수, 지반 열전도율 및

열확산율 등을 입력하여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되는

현장 정보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공되는 지중열교환기의 길이와 유입

/유출되는 파이프의 길이를 입력하면 유효 지중열교

qload = − A+Bsin 270
t

8760
------------360+⎝ ⎠

⎛ ⎞ sin×
h

24
------180⎝ ⎠

⎛ ⎞

 f x( ) = x a–( )2 x a+( )2

y t,q( ) = 
t HPeak( )–( )

2
t 8760 HPeak–( )+( )

2
A–×

B
---------------------------------------------------------------------------------------------

A = 
Max Cooling Load  Max Heating Load–

2
--------------------------------------------------------------------------------------------------

B = 
Max Cooling Load  Max Heating Load–

2
--------------------------------------------------------------------------------------------------

qground = qload 1 ± 
1

COP
------------

⎝ ⎠
⎛ ⎞×

Fig. 3. Annual load calculation results using sine function.
Fig. 4. Annual load calculation results using polynom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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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길이를 계산하여 시공 수량이 결정된다. ‘B’에서

는 건물과 지중의 연중 부하 곡선이 생성되며, ‘C’

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부하 값을 계산하여 지중열

교환기 수량이 결정된다. 개방형 지중열교환기는 지

중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지중온도 경사

로 인해 지하수 흐름 방향에 따라 냉난방 시 성능이

Table 2. Result of monthly building & ground load

Mon

Total

Time

(hour)

Monthly Building

Load (kWh)

Monthly

Peak Heat Extraction (kW)

Monthly

Ground Heat 

Emission (kWh)

Monthly Ground 

Heat Emission 

Rate (kW)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1 744 −20,657 −246 −14,755 −20

2 672 −15,754 −225 −11,253 −17

3 744 −3,315 −164 −2,368 −3

4 720 0

5 744 0

6 720 122,393 909 157,362 219

7 744 155,479 908 199,902 269

8 744 155,583 930c 200,035 269b

9 720 124,441 834 159,996 222

10 744 20,296 779 26,095 35

11 720 −6,757 −129 −4,826 −7

12 744 −17,863 −228 −12,759 −17

Sum 　 　 　 　 　 69,7428 　

Avr. 　 　 　 　 　 80a
　

Fig. 5. Tool for Open-Loop Ground Heat Exchanger Capac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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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기 때문에[10], 지중열교환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혼합 시공이 가능한 정보를 제

공한다. 현재 계산된 수량은 520 m 천공 시 약 6.8

공이며, 이 경우 하향흐름으로는 1.1공, 상향흐름으

로는 5.7공을 굴착하고, 냉난방 시즌에 따라 교번 운

전되도록 조닝하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설계가

된다. 또한 단순 최대부하로만 설계 시 9공을 설계

하는 것에 비해 2공 이상 수량을 줄일 수 있다. ‘D’

는 가동시간 설정에 따른 최대부하, 연중건물부하,

연중지중부하 및 냉난방 구성 비율을 보여준다. 본

계산 Tool의 항목별 자세한 기능과 설명은 Table 3

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직밀폐형 용량 계산 이론을

수정하여 개방형의 용량 및 길이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Spreadsheet 형태의 계산 Tool을 개발하였다.

본 Tool에서는 개방형 시공 구조에 맞는 보어홀 열

저항을 고려하였으며, 지하수 흐름 방향 및 건물의

냉난방 부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또한 건물의 연간부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접목하여, 실제 건물의 운전 스케쥴을 고려

한 지중열교환기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설

계 Tool은 추후 내부케이싱 내 지하수 이송 중의 열

출입과 개방형에 맞는 G-Function 연구가 추가로 필

요하며, 실제 프로젝트 적용 등을 통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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