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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water supply system with water storage is generally applied except for small building such as

single-family houses, and water supply system on replacing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by direct

connecting system has been increasing because of sanitary and energy-saving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energy-saving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of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The architectural condition of the

evaluation subject is ten-story apartment house in which sixty households live. To calculate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pump, the volume of water supply was determined from existing data and other

data, such as head, efficiency of the pump, was the value used for general application in design office.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water supply pump for one day was 8.5 kWh for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 and 22.5 kWh for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and the former system showed

energy savings of 62% compared to the latter system. Reduced power consumption also leads to

reduction of CO2 emiss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presented in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reducing the 2,410 kg CO2 emission is possible per year.

Key words: Water supply system(급수방식),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수도직결 증압방식),

Water storage installed booster pump system(저수조 설치 방식, 펌프직송방식), Energy-saving(에너지절약)

1. 서 론

1.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물 내

급수방식은 저수조(물탱크)를 설치하는 방식과 저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직결식으로 대별할 수 있으

며,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은 펌프직송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으로, 또 직결식은 직압

방식과 증압방식으로 각각 세분할 수 있다. 과거 건

축법 등 제도적 문제 및 단수의 염려 등 기술적 문

제 등을 고려해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을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는 급수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생활환경에 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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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에 관한 행정기관의 서비스의식 향상과 기

술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종래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질적 공급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저수조

설치 급수방식이 직결 급수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직결 급수방식은 위생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수도본관으로부터의 수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설비에서의 에너지소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수도직결방식 중

아직 국내에서 적용 예가 드문 수도직결 증압방식을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펌프직송방식과 비

교하여 에너지절약성 및 환경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2 급수방식의 동향

과거 건물의 지하층은 유사시 대피소 개념으로,

법에서 정한 규모나 용도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적이 있었으며, 동일한 개념으로 지하층에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을 제외하고는 이 저수조

를 이용하는 급수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 저

수조 설치 급수방식은 제도적 이유 외에도 물 사용

량이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경우 수도본관에 미치는

영향, 수압 부족, 주변 공사에 따른 단수 등의 기술

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다. 

저수조 설치 급수방식 중 초기에는 지하 저수조와

옥상의 고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 중력으로 급수를

함으로써 필요한 수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고가수조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하에만 저수조를 설치하는 펌프직송방식에 비해

저수조의 유지관리 면에서 불리하여 현재는 펌프직

송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초기에 펌프직

송방식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제어계통의 고장

등 신뢰성 문제 및 설비비 면에서 불리했기 때문이

나, 현재는 이러한 것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상

황이다. 

위생적 물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저수조를 설치하

지 않는 수도직결방식 적용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

가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지자체에서도 배수관(配

水管)에서의 수압을 크게 하는 방법을 통해 이 방식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압력을

높여서 급수하는 수도직결 직압방식으로는 공급 가

능한 건물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5층 이상

의 건물에도 직접 물 공급이 가능한 수도직결 증압

방식의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수도직결 증압방식이 1960년

대에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기술적 문제에 대

한 신중함으로 인해 1990년대 초반 시범운영을 시

작하였다. 이후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고 실제로 고

층건물을 대상으로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필드테스

트를 실시한 결과 급수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점

이 발견되지 않아 1990년대 중반 대도시를 중심으

로 이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많은 지자

체에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1]. 

2. 조건 설정

2.1 건축적 조건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일본의 경우, 증압용으로 이용하는 펌프의

능력 및 급수압력의 관계로 인해 수도직결 증압방

식의 적용은 19층 이하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10~15

층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0층의 공동주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급수대

상 세대 수는 한 층당 6세대 총 60세대로 가정한다.

2.2 급수패턴

본 연구의 모델로 삼은 공동주택에 대해 수도본관

과 직접 연결하는 수도직결 증압방식과 저수조를

설치하는 펌프직송방식에 대한 에너지절약성 및 환

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급수패턴은 기존의

연구자료[3]를 활용하였다. 인용한 연구에서는 시각

별 세대 평균 급수량으로 급수패턴을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급수패턴에 대해 우리와 생활양식이

유사한 일본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위해 인용 연구

에서 나타낸 세대 평균 급수량에 의거해서 급수율

을 산정하였다. 급수율의 의미는 1일 급수량에 대한

시간대별 평균값을 100%로 하고 그 평균값에 대한

각 시간대별 비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인용한 연구

에서는 급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급수율의 계산을 위해서 그래프

의 내용을 수치화시킨 관계로 미세한 오차는 발생

할 수 있다. 

1월~12월의 급수율을 평균한 값과,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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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이 유사한 일본의 주택을 대상으로 급수패

턴을 조사한 값[4]을 Fig. 1과 Fig. 2에 나타낸다.

Fig. 2는 일본의 재단법인 베터리빙(Better Living)에

서 규정한 BL규격 중 하나로, 일본에서 건물의 급

수펌프시스템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터이다. Fig. 1 및 Fig. 2에서 시간대가 ‘0’인 것은

Table 1과 Table 2에서의 0시에서 1시까지를 의미하

며, 마찬가지로 ‘10’인 것은 10시에서 11시까지를

가리킨다. 두 경우 모두 출근 전 아침 시간대와 저

녁 시간대에 급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나,

Fig. 2의 경우 시간대별 편차가 10%~247%로 Fig. 1

의 16%~157%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Fig. 2는

1970년대에 작성된 것이고 Fig. 1은 2012년의 연구

데이터로, 최근 특히 젊은 층에서 야간 생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이 하나의 이유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데이터에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일치하고, 또 한국의 도시

생활자의 현 생활양식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

므로 Fig. 1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급수패턴의 조건

을 설정한다. 

3. 결 과

3.1 에너지절약 효과

Table 1과 Table 2에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수도

직결 증압방식과 저수조를 설치하는 펌프직송방식

에서의 소비전력 계산값을 나타낸다. Table 1은 급

수량이 가장 적은 1월의 소비전력을 비교한 것이고,

Table 2는 급수량이 가장 많은 7월의 소비전력을 비

교한 것이다. 

Table 1과 Table 2에서 급수율은 조건 설정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급수사용 패

턴 및 사용량을 조사한 연구 내용에 의거해서 산정

한 것이다. 급수량은 같은 연구에서 나타낸 세대별

평균 급수량을 본 연구의 건축적 조건인 60세대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급수펌프의 시간대별 소비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서 본 연구의 평가대상에 대한 급수펌프 용량을 산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정을 위해 공동주택의 급수

설계를 할 때 실무 설계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수량은 공급대상

세대 수에 따라 결정하는 일본의 BL 규격에 의거해

서 식 (1)로 산정하며, 따라서 60세대인 경우의 유량

은 295 l/min이 된다. 한편 대부분의 급수시스템에

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복수의 펌프를 설치해서

대수 제어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대를 설치하

는 것으로 하여 한 대당 유량은 150 l/min으로 결정

하기로 한다. 

Q = 19 × N 0.67 [l/min] (10≤N≤600) (1)

 

N : 세대 수

양정에 대해서는, 지상층 각 층의 층고를 3m, 펌

프 설치 위치에서 지상 1층 바닥면까지의 높이를

6m로 가정하여 실양정은 36m로 한다. 또 수직 및

수평 부분 배관의 총 길이를 100m로 가정하고 직관

부의 마찰손실은 0.05 mAq/m, 국부저항의 직관상당

길이를 50%인 50m로 하여 손실양정은 150 × 0.05

= 7.5m로 산정한다. 그리고 펌프 흡입측에서 토출측

까지의 기기손실을 5m로, 세대 내 샤워기의 필요 최

소압력을 70 kPa(≒7m)로 가정하여 펌프의 전양정

Fig. 1. Domestic data of water supply pattern at apartment

houses.

Fig. 2. Japanese data of water supply pattern a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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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6＋7.5＋5＋7≒56m로 한다.

펌프의 효율은 동일한 펌프라 해도 순간적인 유량

등에 따라 달라지나, 상기 조건인 경우 대략 65% 정

도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급

수펌프는 유량 150 l/min, 양정 56m, 효율 65%에 해

당하는 것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수조를 설치하

는 급수방식은 수도본관에서의 압력을 이용할 수

없으나,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수도직결방식은 수

도본관에서의 압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의

수도본관 압력에 따라 소비전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배수관(配水管)

에서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지점에서의 수압으로 규

정하고 있는 150~740 kPa 범위 중, 실제 많은 지자

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300~400 kPa의 중간인 350

Table 1. Comparison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between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 and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in January

Time 

zone

Water 

supply rate

[%]

Volume of 

water 

supply

[l/min]

Consumption of electrical 

power [kWh]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0~1  61  8.7 0.30 0.80

1~2  32  4.6 0.32 0.84

2~3  21  3.0 0.26 0.69

3~4  16  2.3 0.26 0.70

4~5  20  2.8 0.24 0.64

5~6  24  3.4 0.29 0.78

6~7  71 10.0 0.31 0.83

7~8 115 16.3 0.35 0.93

8~9 146 20.7 0.36 0.95

9~10 162 23.0 0.39 1.05

10~11 147 20.8 0.36 0.95

11~12 127 18.0 0.35 0.92

12~13 118 16.7 0.36 0.96

13~14 111 15.7 0.36 0.96

14~15 100 14.2 0.38 1.00

15~16 100 14.2 0.38 1.00

16~17 109 15.5 0.36 0.95

17~18 122 17.3 0.33 0.88

18~19 141 20.0 0.36 0.96

19~20 148 21.0 0.36 0.96

20~21 150 21.2 0.36 0.97

21~22 148 21.0 0.36 0.96

22~23 113 16.0 0.35 0.92

23~24  97 13.7 0.36 0.96

계 8.10 21.6

Table 2. Comparison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between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 and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in July

Time 

zone

Water 

supply rate

[%]

Volume of 

water 

supply

[l/min]

Consumption of electrical 

power [kWh]

Direct 

connecting 

booster pump 

system

Water 

storage 

installed 

system

0~1 58 12.7 0.36 0.97

1~2 26 5.8 0.33 0.88

2~3 18 4.0 0.27 0.73

3~4 14 3.1 0.27 0.71

4~5 18 4.0 0.27 0.73

5~6 42 9.3 0.32 0.85

6~7 114 25.0 0.37 0.99

7~8 162 35.7 0.41 1.09

8~9 154 34.0 0.39 1.04

9~10 144 31.7 0.39 1.04

10~11 129 28.3 0.39 1.04

11~12 117 25.7 0.38 1.02

12~13 108 23.7 0.39 1.03

13~14 100 22.0 0.38 1.01

14~15 94 20.7 0.36 0.95

15~16 89 19.7 0.36 0.95

16~17 99 21.7 0.37 0.99

17~18 111 24.5 0.38 1.02

18~19 130 28.7 0.39 1.05

19~20 147 32.3 0.40 1.06

20~21 148 32.6 0.40 1.07

21~22 159 35.0 0.40 1.07

22~23 119 26.3 0.39 1.05

23~24 100 22.0 0.38 1.01

계 8.8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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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을 급수펌프 흡입측 압력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5].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Table 1의 9~10시의 소비

전력 계산 과정을 나타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결

정된 펌프는 유량이 150 l/min일 때 최고효율을 나

타내나, Table 1과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간에

는 급수량이 매우 적으며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도

최고 유량의 15~24%에 불과하다. 건물에서의 순간

최대급수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펌프 용량이기는 하

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운전 시의 펌프 효율

은 매우 낮게 된다. 현재 시판되는 일반적인 펌프 중

본 연구의 대상 용량인 경우 급수량이 설계 유량의

15%라면 효율은 65%에서 20%로 저하되며 급수량

이 적을수록 효율은 더 낮아진다[6]. 따라서 Table 1

및 Table 2의 소비전력은 펌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

는 효율에 의거해서 식 (2)와 (3)과 같이 계산하기로

한다. 식 (2)는 저수조 설치 펌프직송방식에 대한 계

산식이며, 식 (3)은 수도직결 증압방식에 대한 계산

식이다. 

 (2)

≒ 1.05 [kWh]

W : 소비전력 [kWh]

Q : 유량 [l/min] 

H : 양정 [m]

η : 효율

수도직결 증압방식은 수도본관에서의 압력이 급

수펌프 유입측 압력이 되므로 급수펌프의 양정이

덜 필요하게 되며, 수도본관의 압력을 350 kPa

(≒35m)로 가정했으므로 양정은 약 21m가 된다.

 (3)

≒ 0.39 [kWh]

Table 1의 9~10시에 대해 계산한 식 (2)와 (3)과 같

은 방법으로 각 시간대별 급수량에 따른 효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것이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낸 소

비전력이다. 1월의 경우 하루 소비전력은 저수조 설

치 펌프직송방식이 21.6 kWh, 수도직결 증압방식은

8.1 kWh로 하루 13.5 kWh의 전력 절감이 이루어진

다. 7월에는 각각 23.4 kWh, 8.8 kWh로 하루 14.6

kWh의 전력 절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1월과

7월의 평균을 연간 평균이라고 가정하여 산정하면

두 방식은 하루 각각 22.5 kWh, 8.5 kWh의 전력이

소비되어 1년 단위로는 약 5,110 kWh의 전력 절감

이 이루어진다. 

이 수치들은 본 연구에서 임의로 가정한 조건들에

의해 산정된 것이므로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는 없

으나, 앞에서 밝혔듯이 가정한 조건들은 실제의 설

계사무소에서 급수설계를 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

급수량은 실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존

의 연구자료들이므로 상대적으로 사실에 근접한 수

치들이라 판단된다. 

3.2 환경성 효과

한국에너지공단(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산

화탄소를 배출하는 매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

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전기에 대해서는

소비전력 기준으로 0.47 kgCO2/kWh를 제시하고 있

다[7]. Table 1과 Table 2의 결과에 따라 산정한 연간

소비전력 절감량이 약 5,110 kWh이므로 연간의 이

산화탄소 배출 삭감량은 5,110 × 0.47≒2,400 kgCO2

가 된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

치 대비 37% 줄이기로 결정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

출 경감을 큰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급수

시스템에서의 소비전력 감소는 에너지절약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결 론

현재 건물 급수방식의 일반적 형태인 저수조 설치

펌프직송방식을 수도직결 증압방식으로 전환할 경

우의 에너지절약성과 환경성을 검토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수도직결방식의 적용

이 늘고 있으나, 아직은 거의 모두 수도본관의 공급

압력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는 수도직결 직압방식이

다.

(2) 저수조를 거치지 않아 고층건물에도 위생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고, 수도본관의 압력을 그대로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유리

W = 
Q H×

6,120 η×
----------------------- = 

23 56×

6,120 0.2×
--------------------------- × 1 h[ ]

W = 
Q H×

6,120 η×
----------------------- = 

23 21×

6,120 0.2×
--------------------------- ×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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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도입이 서울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 그 실적은 미미하다. 

(3) 10층의 공동주택으로 세대 수가 60세대로 가

정할 경우 수도직결 증압방식은 펌프직송방식에 비

해 연간 5,110 kWh의 소비전력 절감이 가능하다.

(4)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할 경

우, 연간 5,110 kWh의 소비전력 절감으로 인해 2,400

kgCO2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이룰 수 있다.

(5)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신중함으로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적용이 늦어졌던

일본의 경우,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고 실제로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필드테스트

를 실시한 결과 급수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이 이루

어지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수도직결 증압방식의

적극적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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