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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관 U밴드>

<

지열관 무게 중심추>

<

지열관 파이프 삽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ISO 14001

환경인증 신기술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Tel. (031) 559-0400

열매체 순환시 마찰 저항을 최소화 합니다.

품질인증

간격고정식
지열관
지중열교환기의 열효율이 달라집니다

Fax. (031) 769-9111

관
련
제
품

ISO 9001

지열관 융착기>

<

휴대가 간편하고 파이프 융착이 용이합니다.

제품용도

지열공(지중열교환기) 열교환용 파이프

제품특성

「간격고정식 지열관」은 특허제품입니다

간격고정식 지열관은 지열을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지열공(지중열교환기)에 유입관과 유출관
파이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파이프간 열 간섭을 방지함으로서 지열냉쪾난방시스템의
열효율을 크게 높여 줍니다.

쪾발명특허등록 제 10-1090163호 쪾디자인특허등록 제 30-0609322호
쪾발명특허등록 제 10-1167987호 쪾디자인특허등록 제 30-0653211호
쪾디자인특허등록 제 30-0653210호

■ 파이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지름 15cm, 깊이 150m 이상으로 땅속을 굴착한 지열공에 삽입
되어 열 전달 물질을 순환시키는 유입관과 유출관 파이프의 간
격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 파이프 간에 열 간섭 방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된 유입관과 유출관은 열전달 물질이 순환
되는 과정에서도 양 파이프간에 열 간섭이 방지되므로서 지열
공(지중열교환기)의 열효율을 높여줍니다.
■ 지열공 부실 시공을 사전 방지

유입관과 유출관의 간격이 고정된 제품으로, 지열공 안에 삽입
하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서로 밀착되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없
습니다.

제품규격
품명

간격고정식 지열관

호 칭(외경기준)
32A
40A
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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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mm)
이상
3.7 이상
4.6 이상

비고

3.0

SDR 11

기준 충족

품질확보
열효율 증대
관리감독 불필요

「간격고정식 지열관」은 공장 생산과정에서 유입관
과 유출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만들어 내
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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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와 효과

지열설비(지중열교환기)의 열효율은
“간격고정식 지열관”이 보장 합니다!

한번 잘못된 땅속의 지중열교환기는
고칠수도 없고, 바꿀수도 없습니다!

■ 올바른 시공

■ 잘못된 부실 시공

지중열교환기의 수명이 길어지고 열효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지중열교환기의 고장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

.

간격고정식 지열관 사용

지열공 전 구간에 유입관과 유출관의 간격이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파이프
간에 열 간섭이 최소화되므로 지열설비의 열
효율이 높아집니다.
평면도

정면도

.

일반 지열관 사용

지열공 전 구간에 유입관과 유출관이 아래 그
림과 같이 밀착되거나 뒤틀린 상태로 설치되
므로 파이프 간에 열 간섭이 심해지고 지열설
비의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평면도

쪾통상적으로 지름 15cm 깊이 150m 이상으로 굴착되는 지열공의 바닥까지 두 가닥의 파이
프(유입관과 유출관)를 아래가 연결되게 삽입해서 지중열교환기를 완성하게 되는 구조.
쪾양 파이프 사이에 간격을 확보하지 않은 채 유입관과 유출관을 삽입하게 되므로 150m 깊
이의 지열공 내부 전 구간에서 파이프가 서로 꼬이거나 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
쪾따라서 각기 다른 온도가 이동하게 되는 유입관과 유출관 사이에 열 간섭이 발생하게 됨으
로서 지중열교환기의 열효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냉난방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쪾통상적으로 지름 15cm, 깊이 150m 이상으로 굴착되는 지열공의 바닥까지 두 가닥의 파이
프(유입관과 유출관)를 아래가 연결되게 삽입해서 지중열교환기를 완성하는 구조.
쪾유입관과 유출관 파이프 사이에 50cm마다 간격유지판이 부착된「간격고정식 지열관」을 사
용하여 150m 깊이의 지열공 내부에서 유입관과 유출관 파이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쪾이에 따라 각기 다른 온도가 이동하게 되는 유입관과 유출관 파이프의 열 간섭이 방지되고,
땅속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를 온전하게 관련설비에 전달함으로서 열효율을 증대.
“간격고정식 지열관”사용으로 파이
프 간격이 유지된 간격고정식 지열
관을 삽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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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일반 지열관”사용으로 양 파이프가
밀착된 채 삽입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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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지중열교환기의 파이프 간격 유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열설비 시공기준에
「간격고정식 지열관」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시공 가이드라인(제7조제2항 관련)에서는「지중열
교환기는 유입관과 유출관의 열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파이
프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spacer)를 설치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서를 설치해야 할「적절한 간격」이란 1m이내이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1m마다 스페이서(spacer)를 설치해야만 지름이 15cm인 지열공에 두 가닥의 PE파이
프를 동시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서로 밀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열간섭 비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고시”라 한다)
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지열설비 시공기준

[

5.

8)

<

「간격고정식 지열관」사용

「일반 지열관」사용

가) KS품질기준 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사용하고, 열융착법으로 연결하
여야 한다.
나) 열간섭 최소화를 위해 유입 . 유출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이용 검토서의 열교환기 유입 . 유출관
을“붙임”간격으로 설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1-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가이드라인
지열설비 시공가이드라인

[

3.

150m 전 구간에서 유입관과 유출관의 열 간섭이 최소
화되므로, 열효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열설비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지중열교환기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중열교환기의 유입 . 유출관 간격을 25mm이상으로 하거나,
스페이서를 1m이내 등간격으로 설치하도록한다.

전 구간에서 유입관과 유출관 사이에 열 간섭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중열 교환기의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개선 불가)

150m

지중열교환기 부실 시공>

<

직경으로 땅속을 150m이상 굴착하는 지열공 전구간에 두 가닥의 파이프를 유입관과 유출관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파이프 간에 스페이서(spacer)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이와같은 부실시공은 150m 전구간에서 유입관과 유출관 사이에 열 간섭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중열교환기의 열효율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개선조차 할 수 없는 불량한 시설이 됩니다.
>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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