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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seasonal geothermal storage system and studied the applicability in the

alluvial aquifer. We conducted a basic survey to apply this system to greenhouses actually operated in

the Geum river basin alluvial aquifer. After choosing a potential area through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the system parameters were set using drilling survey and pumping test result. We installed a system

based on the factors, and operated for about 9 months. As a result, high temperature water(injection

temperature 30oC) was stored at 22.5 Mcal (1,609 m3) for 3 months in cooling operation and 125

Mcal (16,960 m3) of low temperature water (injection temperature 7oC) were stored for 6 months in

the remaining heating operation.

Key words: Geothermal energy(지열에너지), Seasonal thermal storage(계간축열), Alluvial aquifer(충

적대수층)

1. 서 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

회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1908~2007)은

약 1.7oC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폭인

0.74oC(1906~200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

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에 대해서 과거 1992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브라

질 리우에 모여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

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며 이

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며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체결했고, 1995년 1월

에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하여 구속력 있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이행의무를 부과 받는 나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온실가스 목록인 인벤토리 작성이나 정보

제공 등과 같이 공통 의무로 규정된 부분도 있어, 이

에 대해 우리 정부도 자발적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

응대책을 수립하여(2011년~2015년) 기후변화의 심

각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

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1]. 최근에는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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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결정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

bution)에 대한 이행의무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농림수산식품산

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에 따르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국가가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저탄소의 지

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자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시설원예의 유류의존도를

현재 90%에서 2020년까지 70% 수준으로 완화할 계

획이다.

본 연구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

결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충적대수층 지역 계

간축열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적용성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계간축열이란 계절 별로 열교환이 완료된

열에너지를 충적층에 저장하여 반대 계절에 사용하

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수일 단위로 열에너

지를 저장하였다가 공급하는 단기 축열 방식을 채

택하여 태양열 설비, 심야 전력이용 공조 시스템, 지

역난방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연 단위로 계절 변

화에 따른 에너지를 저장 및 소비하는 장기 축열시

스템인 계간 축열시스템은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수층

에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은 1970년대 제안되어

프랑스, 스위스, 미국 및 일본에서 현장 실험과 타당

성 조사를 진행했고[4], 현재에 와서는 전국토에 충

적대수층이 발달되어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주

로 이용하며, 상업화하여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3].

본 연구는 계간축열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내 축열기술 향상

도모와 최적화를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을 금강 하류지역 충적대수층으로 선정

하고 연구지역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한 뒤, 계간

축열 방식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계·시공하였다.

이 후 본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시스템을 약 9개월간 운영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에 지열정 축열량 및 축냉량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2. 충적대수층 계간축열을 위한 

양수 및 주입 시스템

2.1 시스템적용 지역의 위치 및 특성

본 연구는 부여 금강유역에 위치한 충적대수층 지

역 토마토재배농가의 단동온실 3개(2,100 m2)동을

대상으로 충적대수층 계간축열 온실냉난방시스템

을 설치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방형(SCW)방식에서 이

용하는 암반대수층을 대신하여 하천 및 강하류 지

역에 발달된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충적대수층의 지

하수를 이용하는 계간축열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

치하였다. 강하류 지역의 충적대수층은 미사, 자갈,

모래 및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 없는 지질 구조

로 지하수 개발에 주로 이용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도 정보

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지질은 제 4계 현세통 충적층

으로 신생대 제 4기 시대에 해당하며 대표암상으로

는 이토, 점토, 사암 및 역암이다.

2.2 기초조사

2.2.1 전기비저항탐사

관정설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전기비저항탐사

를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직접 지반을 굴착

하는 시추조사보다 광범위 한 지역에 대해서 적은

비용 및 시간으로 지하구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탐사 방법이다. 측선 위치는 Fig. 2(a)와 같고 측점

간격 5m, 측선 당 21ch로 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L-1은 주변 농경지 및 소하천의 물에 의한 영향

을 받아 20~103 Ω-m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비저항

Fig. 1. Study area for applying seasonal thermal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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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분포를 보이고, 전체구간에 대한 풍화대 출현심

도는 약 17.0~24.0m, L-2는 약 15.0~23.0m, L-3는 약

15.0~23.0m 하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P/IW-1지점과 P/IW-2지점이 풍

화대 출현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되어 지열

관정설치 위치로 선정하였다.

2.2.2 시추조사

정확한 지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P/IW-1 지점과

P/IW-2 지점에서 시추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퇴적점토, 실트, 모래,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토층이 12.7~14.4m의 두께로 두껍게 형성되어 있

고, 양수량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자갈층은 2.7~3.6

m의 두께로 조사 되었다(Table 1).

2.2.3 지하수량조사

계간축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열교환을 마친 지

하수를 지중에 재주입하여 충적층에 축열을 하기

Fig. 2. Resistivity survey result. (a) sitemap for the survey lines and location of the wells, (b) L-1, (c) L-2 and (d) L-3.

Table 1. Geological information of P/IW-1 and P/IW-2

No. Layer Composition
Depth

(GL.-)

Thickness 

(m)
Relative density

P/IW-1

Surface soil Silty clay 0.3 0.3 Very soft

Sedimentary layer

Silty clay 14.0 13.7 Very soft

Silt mixed gravel 15.3 1.3  medium dense

Sandy gravel 18.0 2.7  medium dense

Weathering soil layer Silty sand 18.5 0.5  very dense

P/IW-2

Surface soil Silty clay 0.3 0.3 soft

Sedimentary layer

Silty clay 13.0 12.7 Very soft or soft

Silt mixed gravel 14.7 1.7  medium dense

Sandy gravel 17.7 3.0  very dense

weathering soil layer Silty sand 18.1 0.4  very d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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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적정 양수량 및 주입량 산정을 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지열

관정설치 위치 P/IW-1과 P/IW-2를 대상으로 단계양

수, 주입시험 및 정수위 투수시험을 수행하였다. 단

계양수시험은 비수위강하량을 이용한 방법[2]으로

수행하였으며, 주입시험은 지표면으로 역류현상발

생 직전까지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P/IW-1, P/IW-2

의 투수계수는 각각 3.759×10−
3 cm/sec, 5.898×10−3

cm/sec로 시추조사에서 나타난 실트질 점토, 모래질

자갈의 일반적인 투수계수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단계양수시험 결과 P/IW-1 관정에서 적정양수량

373 m3/day, P/IW-2에서 407 m3/day으로 측정되었다.

주입시험은 P/IW-1 관정에서 270 m3/day, P/IW-2에

서 300m 3/day으로 측정되었다. 시험 결과는 지열냉

난방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하였다.

양수, 주입 시험결과 적정양수량이 주입량보다 약

100m3/day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스템 운영 시

양수량을 적정주입량에 맞춰야 하므로 시스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운영효율

극대화 방안으로 보조주입정을 추가 적용하고자 하

였다. 보조주입정은 지열관정주변으로 50 mm,

20m로 구축하여 양수 및 주입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정양수량은 51 m3/day, 주입량은 43.1 m3/

day로 조사되어, 보조주입정 1공당 주입량 40 m3/

day로 설계에 반영하였다.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Fe

6.25~12.18 mg/L, Mn 0.50~0.77 mg/L로 나타나 히

트펌프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3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등 기초조사 결과를 토

대로 계간축열 지열온실냉난방 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하였다.

∅

Fig. 3. Diagram of seasonal thermal storage system.

Fig. 4. Diagram of seasonal thermal storage system in the study area.



충적대수층 지역에서의 계간축열 지열냉난방시스템 적용 연구 5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지열시스템 구성은 히트펌프 50RT, 축열조 40m3,

지열정 2공( 200 mm, 100 m), 각 지열정 당 주입

을 위한 보조주입정 6공, 총 12공( 50 mm, 20m)

및 원격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성하여 연구지역에 설치하였다(Fig. 4).

본 연구의 지열시스템의 설치심도는 주관정

100m, 보조주입정 20m로 일반적인 지열 시스템 설

치 깊이보다 낮아,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시공비용

을 낮춘, 경제성을 확보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이다.

동절기 난방시에는 Zone 1에서 양수하여 Heat

Pump 열교환을 통해 냉각된 저온수를 Zone 2로 주

입·저장하고, 하절기 냉방시에는 Zone 2에 저장된

저온수를 지열원수로 사용하고 Heat Pump 열교환

을 통해 가열된 고온수를 Zone 2에 주입·저장하도

록 설계하였다(Fig. 3). 관정의 사양은 Table 2와 같

고, 보조주입정의 설치위치는 주관정을 중심으로

5m 간격으로 이격하여 주입 및 축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2.4 실증시험

본 연구는 강하류 충적대수층 지역에 계간축열 지

열냉난방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한 뒤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증시험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하절기 냉방운전시 지하

수 흐름은 Zone 2에서 대기보다 저온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열교환을 통해 냉방에 사용한 뒤 배출되

는 고온의 지하수를 Zone 1로 주입하였고, 동절기

난방운전시에는 하절기동안 충적대수층에 축열되

어 평균 지중온도인 14oC 보다 높은 도의의 지하수

를 Zone 1에서 양수하여 열교환을 통해 난방에 사

용한 뒤 Zone 2로 낮은 온도의 지하수를 주입하였

다. 냉방운전은 8월~10월, 난방운전은 10월~4월까

지 진행하였다. 운전조건은 낮에는 30~32oC 밤에는

23~24oC로 설정하여 설정온도 이하일 때 상시 운전

되는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실제 방울토마토

가 재배되는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기 때문

에 매일 변화하는 날씨나 온도에 따라 설정 온도 및

운전 여부를 조절하였다.

Fig. 5는 Zone 1과 Zone 2의 온도모니터링 결과로

T형 온도센서를 P/IW-1, P/IW-2의 주요 대수층인 지

표에서 19m 깊이에 설치하여 하절기 냉방운전과 동

∅

∅

Table 2. Main and sub well drilling description

Main well Sub well

Drilling 

description

0-20m, 450 mm

20-100m, 200 mm
0-20m, 76 mm

Perforated 

drainpipe

diameter 200 mm diameter 50 mm

depth 17-20m depth 17-20m

slot 1.0 mm slot 0.3 mm

Filter

material

size 2-5 mm size 2-5 mm

depth 5-20m depth 5-20m

Table 3. Thermal storage test result for 9 months (August 2016 to September 2017)

Year 2016 2017

Month 8 9 10 11 12 1 2 3 4

Injection time (min) 816 6,668 264 7,724 13,000 16,584 12,968 7,614 6,289

Injection water flowrate(m3) 165 1,391 53 2,020 3,294 4,614 3,550 1,883 1,599

thermal storage (Mcal) 2.2 19.5 0.8 14.5 22.8 33.9 27.7 14 11.9

High temperature water 

injection (cooling)

Low temperature water injection

(heating)

Fig. 5. Temperature monitoring result of Zone 1 and Zone

2 from August 2016 to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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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 난방운전 시 온도변화를 모니터링 한 결과이

다. 상시 운전 설정으로 매일 가동시간이 다르기 때

문에 5분마다 측정되는 온도자료의 일평균을 이용

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장시간 시스

템이 가동됐을 경우 일 평균 온도가 높아져 그래프

상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나타나므로 해

석에 유의해야한다.

점토, 미사, 자갈등으로 이루어진 충적대수층의

비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2배 이상

높아[5], 열 저장원으로 쓰이기 적절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3개월의 짧은 냉방운전기간 및 적은 주

입량에도 운전종류 후 약 3개월간 지역 지중 평균

온도인 14oC 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다. 난방운

전시에는 2월 이후 지중 온도 변화 기울기가 냉방운

전 때 보다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 지역에서 계간축열을 이용한 지열냉

난방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실증시험 축열량을 수치화한 결과로 하

절기 냉방시 외기온도가 29oC일 때 온실내부 설정

온도 23oC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총 1,609m3의 고온

수(주입온도 30oC)를 주입하여, 총 22.5 Mcal의 고

온열량을 축열하였다. 동절기 난방시 외기온도 –

12oC에서 설정온도인 13oC을 유지한 것으로 측정되

었으며, 평균 열원수와 7.5oC의 온도차를 유지하였

으며, 냉방시 축열된 원수의 온도 낮아질수록 함량

정의 온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난방운전 6

개월동안 16,960 m3의 저온수를 주입하여, 총 125

Mcal의 저온열량을 축열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는 강하류 충적대수층 지역에 대해서 계간

축열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한 뒤 실증

실험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지열시스템 중에서 Two-well 방식을 채택

하여 단심도 굴착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보조주입정

의 적용으로 굴착 비용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한 지

열냉난방시스템 설비를 강하류 충적대수층 지역에

구축하였고, 약 9개월 간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계간

축열량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을 위

해 기초조사로 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및 지하수

수량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계획 수립 및 설계에 필요한 지질특성을 확인

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된 지열냉난방시스

템의 주요 특징은 단심도 굴착을 이용하여 시스템

설치비용을 최소화하였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보조주입정을 추가 설치하여 양수 및 주입량

의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냉수정(zone 2)과 온수정

(zone 1)으로 구분하여 하절기 냉방운전에서는 zone

2를 지열원으로 사용하고 zone 1에 열교환이 완료된

지하수를 주입하여 고온수를 축열하고, 동절기 난방

운전에는 하절기에 축열된 고온의 지열원을 동절기

난방시 사용하였다. 축열량은 zone 1에서 고온수

22.5 Mcal을 축열하였고, zone 2에 저온수 125 Mcal

를 축열하였다. 하지만 온실냉난방의 경우 냉방운전

은 사용기간이 7~10월 난방운전 기간은 10~4월로

각 3개월과 6개월로 사용기간과 사용에너지의 소비

량의 차이가 커, 난방시에는 축열량이 부족하고, 냉

방시에는 축냉되어 있는 에너지의 소비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2년 이상의 장기 모니터링과 충적대수층에 저장

되는 축열량과 축냉량에 대한 회수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0833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Lee, Hyun-Jeong and Kim, Ha-Na, 2017, Legal Issues

on Power Retailers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 Focused on the case in Japan -, Environ-

mental Law and Policy, Korea, Vol. 18, pp. 123-149.

2. Lee, Jin-Yong, 2010, Problems in determing optimal

discharge using step-drawdown test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ol. 46, No. 5, pp. 485-

495.

3. Sommer, W., J. Valstar, I. Leusbrock, T. Grotenhuis,

and H. Rijnaarts, 2015. Optimization and spatial

pattern of large-scale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Applied Energy 137, pp. 322-337.

4. Tsang, C. F., D. Hopkins, and G. Hellstrom, 1980,



충적대수층 지역에서의 계간축열 지열냉난방시스템 적용 연구 7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 a surve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5. Wildemeersch, S., Jamin, P., Orban, P., Hermans, T.,

Klepikova, M., Nguyen, F., Brouyère, S., and Dassargues,

A., 2014, Coupling heat and chemical tracer experiments

for estimating heat transfer parameters in shallow

alluvial aquifers, Journal of Contaminant Hydrology,

Belgium, Vol. 169, pp. 9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