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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개별 대수층 축열 시스템 활용성 예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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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개별 대수층에 냉수와 온수를 저장하여 수자원과 냉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를 지열-지하수 부정류 모델링을 통해 수행하였다. 저장 및 회수 가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각의 
대수층 내에 온열과 냉열이 축열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지하수 유동에 의해 축열된 수체가 지하수 
흐름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 하여 지하수 유동이 축열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설정된 모델에 대하여, 두 개의 개별  대수층 사이의 열 간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입과 양수의 가동 횟수가 증가되면, 대수층 축열 효과는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지하수 모델
링을 통한 온도 예측은 실제 냉난방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수온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
술로 평가됨과 더불어, 수자원의 지하 저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ATES, 대수층 축열), Thermo-hydraulic modeling(지열-
지하수 모델링), Geothermal Energy(지열 에너지), Heat Transfer(열 전달), Heating and Cooling(냉난
방),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ASR, 대수층 저장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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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수층 축열 시스템(ATES)은 천부 지중열을 
이용하여 대상 건물 등에 냉난방을 하는 지열 에
너지 분야의 한 종류이다. ATES의 기본 원리는 시
추공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겨울에 축열한 냉열을 
생산하여 건물에 냉방을 하고 반대로 겨울에는 
여름에 축열한 온열을 생산하여 건물에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ATES는 체적 열용량이 높은 지
하수를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효율이 높
으며, 열교환에 이용된 지하수는 곧바로 주입정
을 통해 재주입 되므로 지하수 고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ATES 에 관한 연구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1,2,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
근에 ATES 에 대한 수치모델링과 시공이 이루어
졌다4,5,6,7). 또한 대수층 저장 회수(ASR) 기술은 
풍수기에 대수층으로 지표수를 저장한 후, 갈수
기에 대수층으로부터 수자원을 공급받는 방식으
로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수자원의 새
로운 활용과 관리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8,9). 
ATES와 ASR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수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의 활용은 천부 지열의 특성상 냉
난방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
열 냉난방 시스템에 이용되는 heat pump의 효율
은 시스템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일 대수층 축열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

과는 달리 분리된 개별 대수층을 활용한 축열 시
스템에 대한 지열-지하수 거동 모델링을 통하여 
냉난방을 위한 온수와 냉수의 회수온도를 산출하
는 방식을 수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개별 대수층 축열 시스템 모델링

지열-지하수 거동 부정류 모델링은 상용 프로
그램인 FEFLOW를 이용 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열-지하수 거동 모델링을 위한 열 유량
() 또는 열 유속 방정식과 열 거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들로 표현된다. 

J i=ηc wρ wv i(T-T 0)-λ ∂T
∂x j
-ηc wρ wD ij

∂T
∂x j

여기서 η 는 공극율, cs, cw 는 고체와 물의 비열
(J/(kg-K)), vi 는 지하수의 평균 속도(m/s), Dij 
는 수리동역학적 분산텐서(m2/s), ρw, ρs 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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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체의 밀도(kg/m3) 그리고 T, T0 는 온도(K)
와 기준온도(K), λ 는 대수층의 열전도도
(J/(m-s-K))이다. 

∂T
∂t
+
v i
R
∂T
∂x i
-
∂
∂x i {(

λ
c sρ s
+
Dij
R ) ∂T∂x j }=

Qh
ηCwρw

   

  

여기서, Qh 는 유출량(m3/d), vi/R 은 열거동 전

면의 대류속도(m/s), λ/csρ s 는 열전도 계수, 

D ij/R 은 열분산 계수 그리고 R=c sρ s/ηc wρ w 

는 열적 지연계수이다. 
모델영역은 4 km× 4 km× 0.5 km로 설정하였

으며, 모델영역 내에는 두 개의 대수층(aquifer)
과 세 개의 준대수층(aquitard)이 존재한다. 기
본적인 지층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상부 대수층은 지하 146 ~ 168 
m 구간, 하부 대수층은 지하 420 ~ 450 m 구간에 
존재토록 설정하였다. 모델 영역 중심에는 온열
과 냉열을 각각 축열 하기 위한 800 m 의 이격거
리를 갖는 두 개의 시추공을 설정하였다. 좌측 
정호는 상부 대수층에 설치되었으며, 동절기에 
냉수(6.1℃)을 주입하고 주입된 물을 하절기에 
양수 할 수있는 형태이며, 우측 정호는 하부 대
수층에 온수(54.4℃)를 하절기에 주입하고, 동절
기에 양수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정되었다. 시추
공을 통해 주입/양수 되는 수량은 각각 5,500 
m3/day, 8,000 m3/day 로 설정하였으며, 이 값은 
두 개의 정호에서 동일하다. 

모델영역의 우측 방향으로의 지하수 유동을 
위해서 초기 경계 조건에서 지하수의 수두구배를 
0.001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모델의 최하부면에
서는 유체의 입출이 없으며, 온도의 초기 조건은 
모델 최하부면과 지표면에서 각각 30℃와 15℃ 
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지하 온도는 하부로 내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나, 대수층 구간에 대
해서는 일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때, 상
부 대수층의 온도는 15.5℃, 하부 대수층의 온도
는 29.4℃ 이다. 모델 영역 측면에서는 열의 입
출입이 없도록 설정하였으며, 실제 관심 영역에 
비해 모델 설정 영역이 5배 이상이므로 이러한 
경계 조건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Table 1은 모델에 사용된 대수층과 
준대수층(aquitard)의 수리지질학 물성과 열물
성을 보여준다. 

유체의 체적 열용량과 열전도도는 각각 
4.2×106 J/m3K, 와 0.65 W/mK 으로 설정하였다. 
모델링 가동조건은 Table 2 와 같다. 지하수의 
주입은 4 개월 동안 진행된다. 즉, 상부 대수층
에는 겨울철에 주입이 이루어지고, 하부 대수층
에는 여름철에 주입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냉난
방을 위한 생산은 3 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 즉, 
상부 대수층에서는 여름철에 양수가 이루어지고,  
하부 대수층에서는 겨울철에 양수가 이루어진다. 
위의 가동조건을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예비적
으로 2 년 동안의 지열-지하수 거동 부정류 모델
링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Property
Values

aquifer aquitard

Porosity 0.3 0.2

Vol. Heat capacity (J/m3K) 1.84×106 1.0×106

Thermal conductivity (W/mK) 1.63 2.04

Longitudinal dispersivity (m) 5 5

Transverse dispersivity (m) 0.5 0.5

Hydraulic conductivity (m/s) 1.0×10-4 5.0×10-9

 Table 1 Hydrogeolog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aquifer and the aquitard

Table 2 System operation conditions

Time (month) Cold aquifer Hot aquifer
1 Injection Production
2 Injection No operation
3 Injection No operation
4 No operation No operation
5 Production No operation
6 Production Injection
7 Production Injection
8 No operation Injection
9 No operation Injection

10 No operation No operation
11 No operation Production
12 Injection Production

3. 모델링 결과 및 토의

두 개의 개별 대수층에 대한 축열 시스템에서
의 지열-지하수 거동 부정류 모델링을 2년에 걸
쳐서 수행하였다. 상부 대수층에 냉열을 축열 한 
좌측 정호 주변의 온도 분포는 Fig. 1과 2 에 도
시하였다. 그림에서 I, N,그리고 P는 각각 
Injection, No operation 그리고 Production 을 
의미한다. 온도 범위는 0℃ 에서 17℃ 까지 이
다. Fig. 1과 2에서 보면 주입이 시작되면 지층 
내 온도변화가 주입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생
산이 시작되면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생산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냉열이 지층 내 
분포하는 현상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열 
현상은 가동이 더 진행된 Fig. 2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년의 장기적 운영이 이루어 
질 경우, 상부 대수층의 온도는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저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ig. 3과 4는 하부 대수층에 온열을 축열한 우
측 정호 주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온도 범위
는 25℃에서 60℃까지 이다. 이 그림 역시 상부 
대수층과 마찬가지로 주입이 시작되면 주입정 주
변으로 온도가 확산되고, 생산이 시작되면 원위치
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대수층 내 온열이 축열 되는 현상은 Fig. 
4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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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upper 
aquifer after one-year operation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upper 
aquifer after two-year operation

시간에 따른 대수층내 축열 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서 아래의 Fig. 5 와 6을 도시 하였다. Fig. 
5 는 상부 대수층 내 시간에 따른 시추공 주변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수층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낮
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추공을 중심으로 지
하수 유동 하류 방향에서 관측된 대수층 내 온도
가 상류 방향에서 관측된 온도 보다 낮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lower 
aquifer after one-year operation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lower 
aquifer after two-year operation

이는 대수층 내 지하수 흐름 때문으로 판단되지
만, 지하수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느려 그 효과가 
매우 뚜렷하지는 않다. Fig. 6은 하부 대수층 내 
시간에 따른 시추공 주변의 온도 변화를 보여준
다. 하부 대수층의 온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추공을 중
심으로 유동 하류방향에서 관측한 온도가 상류방
향에서 관측한 온도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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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variations near borehole 
in upper aquifer

Fig. 6 Temperature variations near borehole in 
lower aquifer

모델 영역의 중심지점에서의 대수층 내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이 결
과로부터 두 대수층에 저장된 축열체 사이의 열 
간섭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수층 내에서 온열과 냉열이 전달되는 정도는 
Fig. 7 과 8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Fig. 7은 4 
개월 동안 냉열의 주입이 끝나고 한 달 동안 시스
템이 가동 되지 않은 상태 즉, 온도가 가장 많이 
전달되는 시기에 대해서 상부 대수층 내 냉열의 
전달 정도를 도시화 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냉
열은 시추공을 중심으로 약 반경 100 m 정도 전달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하수 유동에 따라 지
하수 하류 방향으로 영향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Fig. 8은 Fig. 7과 같은 조건에
서 온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온열은 냉
열보다 전달 정도가 약 10 m 정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수층의 온도와 주입 온도의 차
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열 펌프 활용 냉난방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수 온도를 산출하였다(Fig. 
9). 가동 첫 해의 냉열과 온열의 회수 온도범위는 
각각 약 6.1~14℃ 와 약 38~54.4℃ 이며, 가동 두 
번째 해의 냉열과 온열의 회수 온도범위는 각각 
약 6.1~12℃ 와 약 40~54.4℃ 로 나타났다. 따라
서 시스템 가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냉열과 온열이 
지층 내 더 많이 축열이 되므로 시스템의 효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Fig. 7 Temperature profile of upper aquifer 
at the time of one month after second year 
injection

Fig. 8 Temperature profile of lower aquifer 
at the time of one month after second year 
injection 

Fig. 9 Temperature in Wells (left : upper 
aquifer well, right : lower aquifer well, I : 
injection, N : No operation, P :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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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의견
 

개별 대수층 축열 시스템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열-지하수 거동 부정류 모델링을 2년 동

안 수행하였다. 모델링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확인 하였다.

① 가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 대수층 

내에 온열과 냉열의 축열이 진행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② 지하수 유동에 의해 축열체가 지하수 

흐름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 하였으며 지

하수 유동이 축열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③ 설정된 모델에 대하여, 두 개의 

개별  대수층 사이의 열 간섭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④ 냉방을 위해 동절기에 6.1℃로 주입된 

냉수의 하절기 회수 온도는 첫 해에 약 6.1~14℃, 

두 번째 해에 약 6.1~12℃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하절기에 54.4℃로 주입된 온수의 경우, 첫해에 

약 38~54.4℃, 두 번째 해에 약 40~54.4℃의 범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

서 나타난 온도 분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별 대

수층 축열이 냉난방에 뚜렷한 효과를 보여줄 것으

로 예측하게 한다. 이 결과로부터 가동시간이 경

과할수록 축열이 진행되어 냉열체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고, 온열체는 상대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⑤ 지열-지하수 모델링을 통

한 대수층내의 온도 예측은 실제 냉난방의 효율성

을 결정짓는 수온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평가된다. 

향후, 개별적인 대수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

장하는 축열 기술에 대한 수치 모델링 평가 기법

은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실제 현장에 대한 평가는 실제 관련 

사업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여 줄 뿐 아니라, 대수층 저장 회수

(ASR;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기법과 연

계 활용 될 경우,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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