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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vel steel-pipe energy pile is introduced, in which the deformed rebars for main reinforcing are replaced with
steel pipes in a large diameter cast-in-place energy pile. Here, the steel pipes act as not only reinforcements but also
heat exchangers by circulating the working fluid through the hollow hole in the steel pipes. Under this concept, the
steel-pipe energy pile can serve a role of supporting main structures and exchanging heat with surrounding mediums
without installing additional heat exchange pipes. In this study, the steel-pipe energy pile was constructed in a test
bed considering the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pipes and the subsoil investigation. Then, the thermal performance
test (TPT) in cooling condition was conducted in the constructed energy pile to investigate therm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steel-pipe energy pil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large
diameter cast-in-place energy pile to evaluate its applicability. As a result, the steel-pipe energy pile showed 11%
higher thermal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energy pile along with much simpler construc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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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C : 순환수의 비열 [J/(kg·K)]

m : 순환수의 질량 유속 [kg/s]

T : 순환수의 입출구 온도차이 [K]

Q :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량 [W]

1. 서 론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히트펌프에 설치되는 지중열교환기는 지중열을 활용하여 히트펌프의 전력소모량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중열교환기는 일반적으로 설치 형상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 밀폐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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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교환기로 분류되며, 설치된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 대비 높은 열교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수

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사용한다. 다만, 지중열교환기는 추가적인 공사부지가 필요하며, 특히 수직 밀

폐형 지중열교환기의 경우 천공비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지열 냉난방 시스

템의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1]. 따라서, 최근에는 지중열교환기의 초기 투자비용 감소를 위해 토목

구조물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설치하여 지중열교환기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2-4].

토목구조물을 활용한 지중열교환기 중 에너지파일은 말뚝 구조체에 열교환 파이프를 삽입하여 순환유

체와 지반사이의 열교환을 유도하는 구조물이다[5, 6]. 일반적인 에너지파일의 설치 심도는 20~50m로,

50~200m의 설치 심도를 가지는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비해 열교환이 가능한 구간이 짧다. 즉, 에너

지파일은 말뚝 내 설치할 수 있는 열교환 파이프 길이가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비해 짧아 낮은 열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에너지파일은 천부 지반에 설치되어 열성능이 외기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7]. 따라서, 최근에는 대구경 현장타설 말뚝을 이용하여 에너지파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9].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은 보어홀 부피가 일반적인 에너지파일에 비해 크

기 때문에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와 유사하거나 긴 열교환 파이프를 말뚝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은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에 비해 높은 열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

가된다[7]. 다만,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도 기존 에너지파일과 동일하게 말뚝의 지지성능과는 무관한

추가적인 열교환 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인장용 주보강재로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강관으로 대체하는 강관 에너지파일을 고안하였다. 강관 에너지파일은 강관의 중공 구조를 활용하여 열교

환 유체를 순환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열교환 파이프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신개념 에너지파일이다. 특

히, 말뚝 내에서 동일한 배근지점에 이형철근을 강관으로 대체할 경우, 동일한 허용응력과 허용휨강도 대

비 철근량은 약 60% 정도 감소하여 시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동재하시험 결과 강관

에너지파일은 허용지지력을 만족하는 안정적인 지지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강관 에너지파일의 지중열교환기로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

하였다. 먼저 시공 전 실내시험을 통해 강관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을 검증하였다. 그 후 실내시험을 통

해 선정된 강관을 사용하여 테스트베드에 강관 에너지파일을 시공한 뒤 냉방조건에서의 현장 열성능 평가

시험(Thermal performance test, TPT)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문헌의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과의 열성능을 비교하여 강관 에너지파일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강관 에너지파일 시공

2.1. 강관 부착력 실내시험

일반적인 이형철근 대신 강관을 에너지파일에 적용할 경우 이형철근의 비표면적이 강관에 비해 크기 때

문에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Fig. 1). 따라서 강관 에너지파일의 현장 시공 전 이

형철근과 동등 이상의 마찰력을 갖는 강관의 직경을 도출하기 위해 인발지그(Drawing jig)를 이용한 시험

을 수행하였다. Fig. 2은 부착력 시험에 사용된 시험 장비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시험체의 길이는 3,000mm

로 제작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이형철근과 강관은 Table 1과 같다. 1개의 시험체 당 4회의 시험을 수행

한 뒤 평균값을 산정하였으며 시험결과는 Fig. 3과 같다.

시험결과 ST30.4는 DR19에 비해 높은 부착력을 나타내었으며 ST31.8은 DR19와 유사한 부착력을 나타

냈다. 즉, ST31.8과 같거나 큰 직경을 가지는 강관은 상용 이형철근과 유사한 부착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부착력 확보를 위해 ST31.8(직경 31.8mm, 두께 3.6mm)과 직경

38.1mm, 두께 2.9mm의 ST38.1을 적용하여 현장 시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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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테스트베드 개요 및 시공

강관 에너지파일이 시공된 테스트베드는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인근으로 지반조사(표준관입시험)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장 지반은 깊이 방향으로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그리고 경암 순으로 분포

하였으며, 여기서 경암은 지표면으로부터 13.0~15.0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관 에너지

파일은 깊이는 15m 이상으로 선단부가 경암에 위치하도록 말뚝설계를 하였다.

Table 2. Results of subsoil investigation (Standard penetration test)

Depth (m) Ground type
SPT result

(blow/cm)

0 ~ 4.8 Buried layer 3/30 ~ 32/30

4.8 ~ 7.0 Weathered soil 45/30 ~ 50/23

7.0 ~ 10.0 Weathered rock 50/20 ~ 50/13

10.0 ~ 13.0 Soft rock 50/12 ~ 50/7

13.0 ~ 15.0 Hard rock 50/4 ~ 50/3

Fig 1. Deformed rebar and steel pipe considered in 

laboratory test Fig. 2. Schematic diagram of pull-out force test

Table 1. Specifications of deformed rebars and steel pipes 

used in laboratory tests

Type
Diameter

(mm)

Thickness

(mm)

Deformed 

rebar

(DR)

19 -

22 -

25 -

29 -

Steel pipe

(ST)

19.1 2

21.7 2.6

22.2 3.2

25.4 3.6

26.7 2.3

27.2 4

28.8 5.1

30.4 5.3

31.8 3.6

34.0 7.3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pull-ou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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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 지반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관 에너지파일을 설치하기 전과 후 천공부지 주변에서 임의로

선정된 6곳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열전도도 측정은 비정상 열선법 기반의 KD2-pro

를 이용하였으며[11], 천부지반의 열전도도는 평균 2.02W/mK으로 측정되었다. 설계된 강관 에너지파일은

Fig. 4에 도식되어 있고, SPile-1의 경우 총 길이 223m의 ST31.8 강관이 설치되었으며, SPile-2의 경우 총

길이 231m의 ST38.1 강관이 설치되었다.

Fig. 5는 강관 에너지파일의 강관망 조립 순서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은 철

근 조립 후 추가적인 열교환 파이프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만[7], 강관 에너지파일은 강관이 주철근과 열교

Fig. 4. Schematic diagrams of steel-pipe energy piles

Fig. 5. Assembly process of steel pipe frame

Fig. 6. All-casing method to prevent collapse of 

borehole wall

Fig. 7. Installation of tremie pipe for cast-in-place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을 통한 강관 에너지파일의 적용성 평가 5

Korean Society for Geothermal and Hydrothermal Energy (KSGHE)

환 파이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열교환 파이프 설치 작업이 생략되었다. 단, 강관은 6m 단위

로 생산되므로 커플러를 통해 강관을 연결하였으며, 모든 강관이 하나의 열교환 파이프 루프로 연결되도

록 각 선단부를 U형 강관으로 연결하였다(Figs. 5(a), (b)). 이후 케이싱 압입, 굴착, 강관망 근입, 콘크리트

타설의 순서로 일반적인 현장타설말뚝과 동일한 시공 과정을 통해 강관 에너지파일을 시공하였다. 강관 에

너지파일 시공 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요동 압입장치를 부착한 올케이싱(All casing) 공법으로 수

행하였으며(Fig. 6)[12],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Tremie) 관을 이용하였다(Fig. 7). 타설이 완료된 후 케이

싱을 인발하고 두부정리 및 두부보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강관 에너지파일의 지중열교환 성능 검

증을 위한 입출수 연결관을 설치하였다.

3.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현장 시공이 완료된 강관 에너지파일에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Thermal performance test, TPT)을 수행하

였다.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은 일정 온도에서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히트펌프를 항온수조로 모사하는 시험

방법으로, 특정 지반 조건에서 지중열교환기가 실제 히트펌프에 연결되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열성능을

예측하는 시험방법이다[2, 7, 13, 14]. 특히, 본 시험은 지중열교환기의 입출수 온도차이로 계산되는 열교

환량을 통해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을 평가하므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는 지중열교환기의 열성능을 비

교할 수 있다[14].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에서는 유입수의 온도와 순환수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수행

한다. 냉방 및 난방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유입수 온도는 각각 30 및 5 oC로 유지하며, 순환수의 유

량은 열교환 파이프 내 흐름 조건이 완전 난류(R
e
> 4000)가 되는 최소 유량을 만족하도록 설정한다. 지중

열교환기의 열교환량 산정은 시험 간 유출수와 유입수 간의 온도차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 Eq. (1)을 사용

한다[14].

(1)

여기서, Q는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량, C는 순환수의 비열, m는 순환수의 질량 유속, 그리고 T는 순

환수의 입출수 온도차이를 나타낸다.

Fig. 8은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의 전경을 보여준다. 항온수조는 –30oC부터 40oC까지 유출수 온도 제어가

가능하며, 25L/min까지 유량 제어가 가능한 순환펌프가 내장되어 일정한 유량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간

헐적 거동 모사를 위해 전력공급 타이머를 항온수조에 설치하였다.

Q = C m T 

Fig. 8. Overview of thermal performance test (TPT)

Table 3. Test condition for TPT in cooling operation

Type Specification

Inlet temperature 30oC

Flow rate 11.2 L/min

Operation type

Activating 8 hours – 

Deactivating 16 hours 

(Intermittent operation)

Total test duration 7 days

Sample interval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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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에 적용된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조건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냉방조건 열성능 평가시험을 수

행하기 위해 유입수의 온도는 30℃로 유지하였다. 강관에서 순환수 흐름을 완전 난류로 유도하기 위한 유

량은 설치된 두 강관 에너지파일의 강관 직경 및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유입수 유량이 11.2L/min

일 경우 SPile-1과 SPile-2에 설치된 강관 내부에서의 레이놀즈수는 각각 약 8,800, 6,700으로, 강관 내부 순

환수의 완전 난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 유량은 11.2L/min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

반적인 상업 건물에서의 히트펌프를 모사하기 위해 8시간 가동, 16시간 휴식의 간헐적인 가동조건을 부여

하였으며[2, 7], 시험은 총 7일간 진행하였다. Fig. 9은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중 유출입수 온도 및 외기온

도를 나타내며,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단, SPile-2에 대한 시험 초기 3일간은 유입수 온도가 안정

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시공 후, 에너지파일 간의 열성능 비교는 4일 이후의 시험결과를 활용하였다.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결과, 강관 에너지파일은 추가적인 열교환 파이프 설치 없이 강관을 통해 순환수

가 지반과 안정적으로 열교환하며, 평균 열교환량은 SPile-1와 SPile-2에서 각각 3,906.75, 4,492.25W로 산

정되었다(Table 4). 또한, 보어홀 깊이당 열교환량과 열교환 파이프 길이당 열교환량 모두 SPile-2가 SPile-

1에 비해 크게 평가되었다. 이는 직관적으로 직경이 큰 강관의 경우 순환수와 콘크리트 사이의 열교환 면

적이 증가하여 강관 에너지파일의 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결과 중에서 7일간 유입수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SPile-1과 기존문헌의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9]과의 열성능을 비교하여 강관 에너지파일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9]에서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 중 강관 에너지파일과 가

장 형태가 유사한 U형 8쌍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냉방조건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비

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s. 10, 11).

Table 4. Results of TPT according to type of constructed energy pile after three days

Type

Average heat exchange 

amount

(W)

Average heat exchange 

amount per borehole depth

(W/m)

Average heat exchange 

amount per pipe length

(W/m)

SPile-1 3,906.75 260.45 17.52

SPile-2 4,492.25 264.25 19.45

Fig. 9. Variation of outlet, inlet and ambient air temperatures during TPT in coo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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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에너지파일의 보어홀 깊이와 설치된 열교환 파이프의 길이가 다르므로 보어홀 깊이 및 열교

환 파이프 길이 당 열교환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강관 에너지파일(SPile-1)은 기존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7% 긴 열교환 파이프 길이와 보어홀 깊이로 시

공되었으며, 강관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4,428W)은 기존 에너지파일(3,712W)에 비해 20% 높은 것으로 산

정되었다. 또한, 강관 에너지파일의 보어홀 깊이 당 열교환량(295.2W/m)과 열교환 파이프 길이 당 열교환

량(19.86W/m)은 비교 대상 에너지파일의 265.14W/m와 17.85W/m에 비해 약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로 다른 두 현장의 지반 및 콘크리트의 열전도도, 지반 초기온도와 같은 다양한 조건이 두 에너지

파일의 열성능 차이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강관 에너지파일의 열성능이 기존 에너지 파일에 비해 높게 산정

된 이유는 강관의 열전도도(33.6W/mK)가 기존 에너지파일에 설치된 HDPE 파이프의 열전도도(0.67W/mK)

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순환수에서 주변 매질로 직접 열을 전달하는 열교환 파이

프 간의 극단적인 열전도도 차이가 두 에너지파일의 열성능 차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전

체적인 에너지파일의 부피를 고려할 때 열교환 파이프가 에너지파일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매우 작다. 따

라서, 강관의 열전도도가 HDPE 파이프에 비해 약 50배 높은 열전도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강관 에너지

Table 5. Comparison between steel-pipe energy pile and conventional energy pile

Type SPile-1 Conventional energy pile

Pipe diameter (Thickness)
31.8 mm

(3.6 mm)

27 mm

(3 mm)

Pipe material Carbon Steel HDPE

Borehole diameter 1,500 mm 1,500 mm

Borehole depth 15 m 14 m

Heat exchange pipe length 223 m 208 m

Average heat exchange amount 4,428 W 3,712 W

Average heat exchange amount per 

borehole depth
295.2 W/m 265.14 W/m

Average heat exchange amount per 

heat exchange pipe length
19.86 W/m 17.85 W/m

Fig. 10. Configuration of 8-pair-parallel U-type 

energy pile [9]

Fig. 11. Result of thermal performance test using 

8-pair-parallel U-type energy pi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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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보어홀 깊이 및 열교환 파이프 길이당 열교환량은 기존 에너지파일에 비해 11%만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강관 에너지파일은 기존 에너지파일에 비해 우수한 열성능을 가진 지중열교환기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관 에너지파일을 테스트베드에 시험시공하여 냉방조건의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을 통

해 열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과 열성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1) 강관에 대한 콘크리트 부착력을 시험에서 ST31.8과 같거나 큰 직경의 강관은 상용 이형철근과 유사

한 부착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험시공에는 직경 31.8mm, 38.1mm 강관을 사용하였다. 경

암이 지표면으로 13m 아래부터 분포하여 시험시공용 강관 에너지파일의 깊이는 15m 이상으로 설계하였다.

(2) 현장 열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통해서 강관 에너지파일은 추가 열교환 파이프 시공 없이 지반과 안정

적인 열교환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관 에너지파일 시공 시 직경이 큰 강관을 설치하면

순환수와 콘크리트 사이의 열교환 면적 증가를 통해 강관 에너지파일의 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강관 에너지파일의 열성능을 기존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성능과

비교한 결과, 두 에너지파일의 극단적인 열교환 파이프 열전도도 차이로 인해 강관 에너지파일의 보어홀

깊이 및 파이프 길이 당 열교환량이 기존 에너지파일에 비해 약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관 에

너지파일은 단순화된 시공과정과 높은 열성능으로 기존 대구경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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