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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ternative energy has lately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due to the 

high oil price and environment problem. In this study, field test of facility for using the 

geothermal energy source from water-purifying device was constructed and monitoring 

devices are installed to estimate the efficiency of this system. Initial installation cost can be 

saved efficiently by connecting a heat pump system into the existing pumping well in site of 

water-purifying in Cheongju. One set of monitoring results during summer was present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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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기 을 심으로 

신재생에 지 보  확 를 하여 노력하고 있으

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비해 많

은 기 투자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신재생에

지  하나인 지열에 지는 땅속에 있는 열을 

끌어내어 냉난방 시설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것으

로 태양열,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 지에 비하여 

기투자비가 게 들고 소규모 이용이 가능하

며, 시설의 수명이 반 구 이며, 지속가능한 에

지라는 장 이 있다. 지열에 지를 이용한 냉

난방시스템은 열펌  냉난방 시스템의 일종으로 

지 매체(토양, 암반, 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하

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

스템에는 비연소형 열 달 시스템이 용되는데, 

비연소형 열 달 시스템(heat transfer system)에

서는 열에 지를 생산하기 해 새로운 화석연료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열에 지를 지

으로부터 필요한 수요처로 이동시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열원(정수장 원수)

을 직  사용하는 개회로 방식으로 기투자비와 

열섬 상이 발생하는 도시지역에 용 할 수 있

는 열펌  냉난방시스템 구축을 목 으로, 수도

시설 원수의 열자원활용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

를 용한 시험 시설을 설치하여 용성을 실증

으로 확인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지열원 열

07-W-099대한설비공학회 2007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629 ~ 634



- 630 -

펌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객 인 신뢰성을 

검증하고 자료를 획득하여 지열시스템의 타당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청주 수도사업소 냉난방 시스템은 청  

도 취수장에서 청주 정수장 착수정으로 들어오는 

원수를 열펌  시스템 열원으로 이용하 다. 

이에 기존의 지열열펌  냉난방 시스템 기투

자비의 40～50%를 차지하는 지 열교환기를 정

수장 원수 에서 분기하여 기투자비를 약하

다. 한 열교환을 끝낸 열원수는 다시 정수장

으로 보내져 정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수자원의 

낭비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2. 수도시설을 이용한 시범시설

 2.1 수도시설 개요

청주 정수장은 청주시 홍덕구에 있으며, 최  

정수능력은 250,000 ㎥/day을 정수하고 청  

도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다.

 2.2 수도시설 수온 측정 결과

Fig.1 청주정수장에서 2005년 6월 17일부터 

2006년 7월22일까지 측정된 원수의 온도와 유량 

그래 로 월별 평균으로 작성하 다. 

온도는 약 4℃ ～ 24℃로 정수장 원수는 연간 

약 20℃의 큰 온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청주장수

장 원수를 활용한 열펌  냉난방 시스템 운 시 

연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열펌  시스템(GWHP)에 비하여 상 으로 불

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Fig. 1   청주정수장 온도-유량

2.3 냉난방 부하량 계산

냉난방부하량 계산에 있어 정확한 부하계산이 

필요하지만 제반사항이 많아 면 당 부하량으로 

계산하 다. 냉방부하량은 면 당 120kcal/h

의 부하량을 가지고 난방부하량은 100kcal/h

로 계산하 다. 청주정수장은 리동과 수돗

물서비스센터로 건물 2개동이 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돗물서비스센터 185평으로 면

을 기 으로 냉난방부하량을 계산하 다.  

Table. 1은 각 실별 부하량을 구한 것으로 냉

방부하는 98,560kcal/h, 난방부하 71,100kcal/h로 

설계하 다.

Table 1.  냉난방부하

구분

냉.난방

면

단 부하 
(kcal/hr,
m2)

냉방 
부하

난방 
부하 비고

(㎡) (평) 냉방 난방 (kcal/h) (Kcal/h)

1층

사무실 120 36 150 110 18,000 13,200 

식당 96 29 200 110 19,200 10,560 간헐 운

방(주방) 10  3 120 110 1,200 1,100 

주방 4,000 4,000 

화장실 24  7 120 110 2,880 2,640 

소
계 250 76 45,280 31,500 

2층
사무실 336 102 150 110 50,400 36,960 

화장실 24 7 120 110 2,880 2,640 

소계 360 109 53,280 39,600 

합계 610 185 98,560 71,100 

3. 시범시설 냉난방 시스템 설계

  지열원 열펌  시스템은 공기열원 열펌  시

스템 보다 에 지 소비가 고, 열원이 공기보다 

안정 이며, 기 에 노출된 기기가 없으며, 사

용되는 냉매의 양이 상 으로 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의 시범시설인 청주정수장에 설치된 지

열원 열펌  시스템(GHP : Geothermal heat 

pumps)은 첫 번째 정수과정인 착수정  혼화지 

과정으로 공 되는 원수 에서 분기하여 열원으

로 사용함으로 기존의 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하

는 열펌  시스템(GWHP)의 경우 지하수를 취수

하기 한 많은 설치비를 약하고, 수질과 부유

물질을 고려하여 2차 열교환기를 설치하 다. 2

차열교환기는 형열교환기로 스 일, 부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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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부착에 열펌  본체 열교환기를 보호하고

자 하는 목 으로 설치되었다. 

3.1 장비선정

지열냉난방시스템 구축시 직 으로 물을 열

원으로 하기 때문에 열펌 에 한 제원을 선정

하는 것이 요하다. Table 2, 3, 4.에서는 시범시

설 장비요약을 나타낸 것으로 원수의 연 온도의 

변화가 커서 열교환기 설정 온도를 냉방은 3℃, 

난방은 2℃로 설정 하고 유량을 590 l/min으로 

증가시켰다.

Table 2.  히트펌 의 제원

구분

히트펌  
열량(kcal/hr)

소비

력

(kw)

유량 
(l/min)

온도(℃) 크기 
(LxWx
H)증발

열량

응축

열량
입구 출구

냉방 91,600 114,000 25.10 324 12.0 7.0 1,300 x 
900 x 
1,500난방 70,000 97,000 32.47 324 45.0 50.0 

Table 3.  열교환기 설정 온도와 유량

구분

2nd 순환 (℃) 열원수 (℃) 비 고

유량 
(l/min)

온도(℃) 유량 
(l/min
)

온도(℃)

입구 출구 입구 출구

냉방 380 35.0 30.0 590 26.8 30.0 

난방 380 2.9 6.0 590 8.0 6.0 

Table 4.  지열냉난방시스템 장비요약

구  분 형 식 수량
유 량 
(l/min)

양  
정 동  력

   
원

비 
고

히트펌 스크롤 1 C: 
25.1

H: 
32.4
7

3Φ 
380V 
60HZ

2ND 
순환펌 인라인 2 380 10 m 1.5 kw

3Φ 
380V 
60HZ

열원 
순환펌

심정

펌
2 590 20 m 3.0 kw

3Φ 
380V 
60HZ

냉난방 
순환펌 인라인 2 330 20 m 3.7 kw

3Φ 
380V 
60HZ

소비 력

합계
일반

하 기 33.3 kw

동 기 40.7 kw

4. 온도 모니터링 

4.1 실험장치  방법

  본 기술지원은 청주정수장에 설치된 수온차 냉

난방시스템의 에 지 감 효과 분석을 목 으로 

정수장 원수를 지열원으로 이용하는 열펌 의 시

스템효율과 효과를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청주정수장에 설치된 열펌  시스템은 정수

의 원수 에서 분기하여 열원으로 사용하 다. 

수질과 부유물질을 고려하여 2차 열교환기를 설

치하 다. 2차열교환기는 형열교환기로 스 일, 

부식 등의 오염물 부착에 열펌  본체 열교환기

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 으로 설치되었다. 2차열

교환기와 기계실에서 사무실까지 긴 배 으로 인

한 열손실은 무시하 다.  

  모니터링 장비는 온도센서 10(T형 : 6, 표면부

착형 : 4)와 유량계( 자장 유량계) 2개 력량계 

2개로 측정하 다. 그 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Fig. 2  센서 설치 계략도

온도센서는 원수입출구 2개, 2차열교환기 입출

구 2개, 압축기입출구 2개, 팽창밸  입출구 2개, 

사무실 순환 배  입출구 2개 등 총 10개를 설치

하 고, 유량계는 배 치를 고려하여 원수 입

구와 순환수 출구에 각 1개씩 2개를 설치하고, 

력량계는 압축기와 체 시스템에 각 1개씩 설

치하 다. data 장은 데이터 수집장치를 이용하

여 1  간격으로 측정하여 30  간격으로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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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니터링결과  고찰

 본 기술지원은 2007는 8월 8일부터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일일 24시간 측정을 수행하 다, 아

래 그림은 기온도는 10  간격으로 1번 장 

하 고, 원수온도는 모니터링 자료로 8월 8일부

터 8월 16일 오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측정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기 온도는 I 버튼이라

는 센서를 이용하여 장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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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청주정수장 원수온도 분포

  Fig. 3에서 보면 일과 시간 즉 8시에서 7시까지는 원

수의 온도분포가 기온도에 비하여 낮지만 그 외 시간

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월 11일과 13일은 비의 

향으로 원수의 온도보다 기온도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원수온도가 평균 약 27℃로 수열원 열펌

 시스템의 열원으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2.1 청주 정수장 수온차 냉난방시스템 효과 

     분석

  청주 정수장 수온차 냉난방시스템 효과를 분석 하

여 8월 16일자를 상으로 선정하여 각 온도센서와 유

량계, 력량계등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이 자료는 시험 

목 으로 24시간 동안의 자료로 정리하 으며, 압축기

가 작동 시간을 상으로 작성하 다.

  Fig. 4에서 원수의 온도는 오  8시에서 오후 10까지 

기온도보다 낮고 그 이후 시간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수온차 냉난방시스템이 운 되어야 하는 오  8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온도분포는 원수의 온도와 기온

도가 약 1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냉난방시스템은 약 2～3℃의 열을 청주정수장 원수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며, 정수장의 많은 원수를 

이용하여 열교환 온도는 이고 수량을 늘려 설계되었

고, 설계와 같은 수 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4   원수 입출구 온도 분포

  Fig. 4는 2차 열교환기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2차 열교환기는 청주정수장의 원수를 열원으로 사

용함으로 인하여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로부터 

히트펌  장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를 보호하

는 목 으로 장치되었으며, 그 설계 온도 범 는 30～

35℃이고 2차 열교환기 입구는 온도는 27℃정도이고 

출구 32℃정도로 약 5℃정도 열교환되고 있으며, 이것

은 열펌 에서 약 5℃의 열교환을 하는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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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2차 열교환기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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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는  열펌  시스템에서 건물(사무실)로 열을 

공 하는 순환수 입․출구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열펌  설정온도는 7～12℃로 설계되었다. 측정된 

Data를 분석한 결과 순환수 입구 온도분포는 7～13℃, 

순환수 출구 온도 분포는 12～16℃이며, 입구온도 분

포가 설계치 보다 다소 높은 것은 순환수량, 즉 열펌

에서 사무실까지 배 (85m)이 길어, 유량으로 인한 부

하측 열교환의 지연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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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순환수 입출구 온도 분포

  Fig. 7은 원수 측과 순환수 측에 장치한 유량계의 유

량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차 열교환기 측의 유량은 측

정하지 않았다. 원수와 순환수량은 43ton/h와 18ton/h 

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 유량이 많

은 것은 원수의 온도조건이 좋지 못하여 부하측 순환수 

유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원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다.

Fig. 7 원수와 순환수의 유량 분포

Fig. 8은 체시스템 력과 냉방능력, COP등을 나타

낸 것으로 압축기가 작동할 경우 32kw정도 력을 사

용하고, 열량은 평균 100Mcal/h정도 생산되었으며, 

COP는 평균 3.9로 상당히 좋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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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력사용량과 냉방능력, COP의 변화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최 로 용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에 한 에 지 감 효

과분석을 하고자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

지 냉방에 한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1) 정수장의 원수의 온도는 최고 27.5℃로 수열

원 열펌  시스템의 열원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 가능유량이 3,500ton/h으로 지

열냉난방 시스템 용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2) 재, 냉방시스템은 약 2～3℃의 열교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수의 온도상승

으로 인한 수질의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본 시스템은 2차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원수

의 부유물질이 시스템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여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감시킬 수 있다.

4) 본 시스템의 효과분석을 하여 평균 력

과 냉방능력, COP는 각각 32kW, 100Mcal/h, 

COP=3.9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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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본 연구는 2005년도 에 지자원기술개발 사업

의 일환으로 에 지 리공단에서 지원하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주 한, “강변여과수(충 층 

 하상)열 자원 활용기술”의 과제로 수행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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