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Vol. 16, No. 4, pp. 24~30 (2020)

24

ISSN 1738-6985 (Print)
ISSN 2713-9174 (Online)

https://doi.org/10.17664/ksgee.2020.16.4.024

지중온도회복을 고려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전방법 검토

배상무·전재영·권영식*·남유진**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학부과정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Study on the Operation Method of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 Considering Recovery of Ground Temperature

Sangmu Bae, Jae-Young Jeon, Young Sik Kwon*, and Yujin Nam**
†

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Abstract

Ground source heat pump (GSHP) systems are actively introduced as cooling and heating conditioning

systems of buildings due to annual stable performance and easily maintenance. However, ground

temperature imbalance is occurred when the GSHP is used for a long period.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operation method of the system that considered the recovery time of heat source

temperature. The entering water temperature (EWT) and heat exchange rate (HER)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tinuous and intermittent operation. Furthermore, the underground thermal

environment was evaluated by numerical analysis model. As the result, the intermittent operation was

a maximum of 12.3% higher HER during the heating period than the continuous operation. In addition,

the overall ground heat source temperature at the intermittent operation was higher than it at the

continuous operation.

Key words: Ground source heat pump(지열 히트펌프), Ground temperature(지중온도), Hea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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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지중열교환기 내경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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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N(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따

르면 건축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36%,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다[1]. 건축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술 및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2]. 한편,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기존 공기열원 냉난방 시스템보다 성능과 비용측면

에서 효율적이다[3, 4].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절감할 수 있어 탄소제로형빌딩(Zero Carbon

Building)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5]. 이 외에도, 연

간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과 유지관리의 용이함으로

인해 건물의 냉난방 공조설비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6, 7].

그러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지중온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중온

도의 불균형은 지중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과 더불어 시스템의 연간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

다[8]. 지중온도 변화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해 (1) 보어홀의 간격 증가, (2) 지중열교환기의 설

치깊이 증가, (3) 태양열, 히터 등의 열원융합 및 보

조열원 사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9, 10, 11].

 보어홀의 간격과 설치깊이를 증가시키면 불필요

한 현장면적 및 초기투자비용이 증대된다. 특히, 도

심지에서는 작업공간이 협소하므로 보어홀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12]. 태양열과 지열 히트펌

프의 융합 시스템은 각 열원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

열 히트펌프의 부하를 절감시킬 수 있다[13, 14, 15].

그러나, 열원융합 시스템은 지중온도의 불균형에 대

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시스템 설치비

용의 증대,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장

면적의 추가확보와 복잡한 열원융합이 아닌 기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중온도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중온도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중온도 회복시간을 고려한 시스템

운전방법을 제안한다. 시스템 운전방법을 연속운전

과 지중온도 회복시간이 있는 간헐운전으로 구분하

였다. 지중온도회복을 고려한 시스템의 운전방법 검

토를 위해 포화 및 불포화 지반에서의 물질과 열이

동 동시해석이 가능한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ase Study를 통해 연속운전과 간

헐운전에 따른 지중열교환기의 출수온도와 채열성

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지중열환경 평가를 위

해 지중온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중열교환기 채

열성능과 지중온도 결과를 통해 시스템 성능과 지

중열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전방법을 제안한다.

2.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2.1 수치해석 모델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운전에 따른 지중열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양과 지중열교환기

에서 교환되는 물질 및 열이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6]에서 개발한 수치

해석 모델에 근거하여 지중열환경을 분석하였다. 수

치해석 모델은 포화 및 불포화 지반에서 다공질매

체의 열전달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FEFLOW)과

지표면 열유속 모델, 지중열교환기 모델(User sub-

routine)이 결합된 모델(Coupled Model)이다. 수치해

석 모델과 해석방법에 대한 신뢰성은 선행연구[16,

Fig. 1. Numerical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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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 실증실험과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Fig. 1은 수치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모델구축에

이용된 메시(Tetra-mesh)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지중열교환기 근처에는 작은 크기로 세밀하게 형성

되어있으며 반대로 멀어질수록 큰 크기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해석경계면에 도달한 열이 반사되어 다

시 지중열교환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계

면은 단열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 모델의 최상부 레이어에는 서울지역의

외기조건(태양복사, 기온, 풍속)을 고려한 지표면 열

유속(Heat Flux) 모델이 입력되어 있다.

Table 1은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조건을 나타낸다.

해석영역 20m × 20m × 150m 레이어 중심에 직경

0.15m 보어홀을 구성하였다. 보어홀 내부에는 외경

(dc) 0.04m, 내경(di), 0.0326m, 심도 150m의 지중열

교환기가 삽입되어 있다.

초기 지중온도는 16°C로 설정하였고, 순환유량은

ASHRAE [18]에서 제안하는 설계 값(2.7~3.2 L/

min·kW)을 참조하였다. 시스템 운전기간은 12월 1

일부터 2월 28일까지 난방기간 3개월, 운전시간은 6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토양, 그라우트 및 지중열교환기 모델

의 열물성 조건을 나타낸다. 토양은 국내 기반암인

화강암으로 설정하고 그라우트는 콘크리트로 가정

하였다. 또한, 지중열교환기는 HDPE 재질의 파이프

이다. 각 모델의 열물성치 조건은 선행연구를 참조

하였다[12].

2.2 Case study 조건

본 연구에서는 지중온도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지중온도 회복시간을 고려한 간헐운전

방법을 제안하였다. Table 2는 Case study 조건을 나

타낸다. 간헐운전에 따른 시스템 성능 및 지중온도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속운전을 Base Case

(Case 1)로 설정하였다.

간헐운전은 연속운전과 총 운전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지중온도 회복시간을 1시간 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시스템 운전을 수행한다(Fig. 2

참조).

3. 수치해석 결과

3.1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

Fig. 3은 시스템 운전조건에 따른 지중열교환기의

출수온도를 나타낸다.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의 분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Parameter Condition

Calculation tool FEFLOW + User subroutine

Location Seoul

Analysis domain 20 m × 20 m × 150 m

Ground heat 

exchanger

Single U-tube 

(do: 0.04 m, di: 0.0326 m)

Borehole Diameter: 0.15 m, Depth: 150 m

Ground temperature 16°C

Flow rate 25.5 lpm

Operation period
December 1st ~ February 28th 

(Heating season)

Operation time 6 hour

Table 2. Thermal property condition

Porosity 

(%)

Conductivity

(W/m·K)

Heat capacity

(MJ/m3·K)

Soil 1 3.5 2.92

Grout 0.1 1.5 2.80

U-tube 0.1 0.41 2.30

Table 3. Case study condition

Operation method Interval time

1 Continuous -

2 Intermittent 1

3 Intermittent 2

Fig. 2. Op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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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일주일간 시간단위로 분석하였다.

Fig. 3(a)는 6시간 연속운전에 따른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이다. 초기 출수온도는 16.0°C, 일주일 뒤

의 출수온도는 15.1°C로 확인되었다. 초기 지중열교

환기 출수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는 12월 1일부터 16.0

°C에서 9°C까지 감소되었다. 지중온도가 지속적으

로 감소함에 따라 12월 2일부터는 출수온도가 9°C

이하로 확인되었다.

Fig. 3(b)는 1시간 간격으로 시스템 운전과 지중온

도 회복을 수행했을 때의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를

나타낸다. 일주일 뒤의 출수온도는 초기 출수온도보

다 1.2°C 감소되어 14.8°C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간

헐운전의 출수온도가 연속운전의 출수온도보다 낮

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운전방법의 차이로 인해

연속운전의 비운전시간이 간헐운전의 비운전시간

보다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주일 동안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는 9°C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이하로 감소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중온도 회

복시간이 고려된 간헐운전은 연속운전보다 지중온

도 감소방지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Fig. 3(c)는 2시간 간격으로 시스템 운전과 지중온

도 회복을 수행한 출수온도를 나타낸다. 일별 운전

초기 출수온도는 Case 2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

다. 그러나, 12월 4일부터는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

가 9°C 이하까지 감소되었다.

3.2 시스템 채열성능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운전방법에 따른 채열 성능

분석을 위해 지중으로부터의 채열량을 실시간으로

비교하였고 식 (1)은 채열량 계산식을 나타낸다.

(1)

여기서 Q는 지중열교환기 채열량(W/m), 는 순환

수의 밀도(kg/m3), v는 순환수 유속(m/s), A는 지중

열교환기 단면적(m2), C는 비열(kJ/kg·K), Ti와 To는

지중열교환기 입출수온도(°C), l은 지중열교환기 길

이(m)이다.

Fig. 4는 난방기간 동안의 평균 채열량 및 출수온

Q = 
vAC T

o
T
i

– 

l
------------------------------------

Fig. 3. EWT during a week. Fig. 4. Average HER and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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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낸다. 연속운전과 간헐운전에 따른 평균

채열량은 최대 12.3%의 차이를 나타냈다. 간헐운전

을 수행함에 따라 평균 채열량이 5.9 W/m 향상되었

다. 또한,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의 차이는 1°C로

계산되었다. 간헐운전이 시스템 성능측면에서 효과

적인 운전방법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간헐운전의 시간간격이 증가됨에 따라 평균

채열량과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는 각각 2.2 W/m,

0.3°C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간격을 갖는

간헐운전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3.3 지중열환경

시스템 운전방법에 따른 지중열환경 변화량 비교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정조건을 고려하

였다. (1) 시스템 운전시작으로부터 약 1개월(12월

25일)과 3개월(2월 25일)이 지난 시점, (2) 각 Case

별 운전이 종료되는 시간, (3) 보어홀을 중심으로한

1m × 1m의 측정영역, (4) 지중항온층이 형성되는 깊

이(10m)에서 측정하였다 [19].

Fig. 5는 Case 1의 지중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12

월 25일에 측정된 보어홀 중심부의 지중온도는

7.9°C로 확인되었다. 보어홀 경계면에서는 지중열

교환기 입수온도의 영향으로 8.6°C까지 감소되었

다. 반면,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 근처의 지중온도

는 11.1°C로 확인되었다. 2월 28일에 측정된 보어홀

중심부의 지중온도는 7.5°C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

석영역 경계부의 지중온도는 초기 지중온도보다 최

대 3.9°C 감소되었다.

Fig. 6은 Case 2의 지중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12

월 25일과 2월 25일의 지중온도는 Case 1보다 전반

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12월 25일과 2월 25일의

보어홀 중심부의 지중온도 차이는 각각 0.5°C,

0.3°C로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연속운전(Case 1)이

간헐운전(Case 2)보다 지중온도 변화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은 Case 3의 지중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지

중온도 분포는 전반적으로 연속운전보다 높게 확인

되었으나, 시간간격이 짧은 간헐운전(Case 2)보다

지중온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운전과 회복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지중열환경 측면에서 더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온도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중온도 회복시간을 고려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전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

의 운전방법에 따른 채열성능과 지중열환경은 수

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

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시스템 성능과 지중온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운전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시스템 운전방법에 따른 난방기간 동안의 평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round heat source in

Case 1.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round heat source in

Case 2.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round heat source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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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채열량은 최대 12.3%의 차이를 나타냈다. 간헐운

전이 연속운전보다 평균 채열량이 5.9 W/m 향상되

었다. 또한, 지중열교환기 출수온도는 간헐운전이

연속운전에 비해 최대 1°C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

었다.

(2) 간헐운전 방식에 따른 난방기간 동안의 평균

채열량은 4.3% 차이를 나타냈다. 간헐운전에서 운

전과 회복시간이 짧을수록 시스템 성능측면에서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다.

(3) 지중온도는 간헐운전이 연속운전보다 전반적

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보어홀 중심부의 온도는 간

헐운전이 연속운전보다 최대 0.5°C 높았다. 난방기

간 동안 연속운전이 간헐운전보다 지중온도 감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4) 간헐운전 시간간격이 2시간(Case 2)으로 증가

하여도 연속운전보다 지중온도는 전반적 높은 양상

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중열환경 측면에서는 운전

과 회복시간의 간격이 짧을수록(Case 1) 더 효과적

이었다. 이것은 축열조를 가진 지열시스템의 경우,

지중온도 회복을 고려한 간헐 운전이 연속 난방운

전에서의 지중온도 저하를 방지하고 시스템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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