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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onsolidated and permeable alluvial deposit composed of sand and gravel is distributed

along the fluvial plain at the Iryong study area. Previous studies on the area show that a

single alluvial well can produce at least 1,650m3d-1 of bank infilterated shallow

groundwater(BIGW) from the deposit.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and simulate the

influence that seasonal variation of water levels and temperatures of the river have an

effect on those of BIGW under the pumping condition and also to compare seasonal

variation of COPs when indirectly pumped BIGW or directly pumped surface water are used

for a water to water heat pump system as an heat source and sink using 3 D flow and heat

transport model of Feflow. The result shows that the magnitude influenced to water level of

BIGW by fluctuation of river water level in summer and winter is about 48% and 75% of

Nakdong river water level separately. Seasonal change of river water temperature is about

23.7 ℃, on other hand that of BIGW is only 3.8℃. The seasonal temperatures of BIGW are

ranged from minimum 14.5℃ in cold winter(January) and maximum 18.3℃ in hot

summer(July). It stands for that BIGW is a good source of heat energy for heating and

cooling system owing to maintaining quite similar temperature(16℃) of background shallow

groundwater. Average COPh in winter time and COPc in summer time of BIGW and

surface water are estimated about 3.95, 3.5, and about 6.16 and 4.81 respectively. It clearly

indicates that coefficient of performance of heat pump system using BIGW are higher than

12.9% in winter time and 28.1% in summer time in comparision with those of surface water.

Key words : EWT(Entrance water temperature, 입구온도), BIGW(Bank infilterated shallow groundwater, 강

변여과수),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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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국내 하천 연변에 분포되어 있는 충 퇴 층

은 비교 투수성과 유성이 양호한 입상의 미

고결 사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부지하수를

부존하고 있어 인근 하천수와 수리 으로 서로

연결된 하천- 수층계(hydraulically connected

stream-aquifer system,충 수층) 이다. 국내

충 퇴 층의 분포면 은 약 27,380㎢이며, 평균

두께는 약7m이고, 평균공극율과 평균비산출율은

각각 35%와 14.2%이어서 충 층내에 부존된 천

부 지하수의 부존량은 약575억㎥이다[1]. 2005년

말 국내에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량은 연간

약 37.2억㎥정도이며 연평균 지하수의 수온은 14～

16℃이다[2].

냉난방시 30RT규모의 지열펌 시스템의 열원

(source)쪽에서 입구온도와 출구온도의 차(△T℃)

는 체 으로 5℃정도이다[3]. 충 층 지하수 부

존량과 이용가능한 지열(△T=5℃)을 바탕으로 하

여 산정한 국내 천부 지하수열에 지 부존량은

약38,400㎿(약9,600toe)이다. 이 가운데 지하수 함

양율과 충 층 지하수의 최 개발가능량(51억

㎥/년)을 바탕으로 하여 천부지하수 열에 지 개

발 가능량을 산정해 보면 약3,400㎿(약850toe)이

다.[4]

하천과 수리 으로 연결된 충 수층에서 장

기간 강변여과수(bank infilterated groundwater,

BIGW)를 채수하면 인 한 하천수 의 경계조건

(고정수두경계와 변동수두경계)에 따라 약 78.5∼

82.4%의 하천수가 충 수층으로 유입[6]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충 층지하수의 개발가능량과

지하수 열에 지 개발가능량은 상술한 51억㎥/년

과 3,400㎿(850toe)를 상회할 것이다.

하천- 수층계에서 충 층지하수의 지하수

와 수온은 인근 하천수의 수 와 수온에 직

인 향을 받는다. 따라서 강변여과수를 시한

충 층지하수를 냉난방에 지의 열원으로 이용하

는 열펌 시스템에서 시기별 지하수의 수온변화

는 결국 열펌 의 입구온도와 성 계수에

인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하천-충 층계에서 강변여과수를 장

기간 채수 할 때 계 별로 변하는 하천수온과 하

천수 가 인 충 수층내에 부존된 천부지하

수와 강변여과수의 수온과 지하수 에 미치는

향을 3-D flow & heat transport model[7]을 이용

하여 분석 측하 고 아울러 강변여과수를 지하

수열펌 시스템의 열원이나 열배출원(heat sink)

으로 이용할 경우에 계 별 열펌 의 열효율분

석(COP변화)을 동시에 실시하 다. 연구결과는

추후 질화된 하천수의 직 취수를 지양하고 자

연여과기법을 최 한 활용하는 강변여과수 개발

시 요한 요소 의 하나인 취수시설의 최 설계

인자와 지하수 열펌 시스템 설계 기 자료를 제

공하려는데 있다.

2. 연구지역 개요

2.1 치

연구지역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와

선리일 에 리 분포된 낙동강 본류의 사행하

천 내측의 충 평야에 소재하며 낙동강 하구에서

77.35~79㎞ 상류지 의 박진교 직하류 우안에 폭

이 250~550m정도 되는 주로 과수원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고수부지로 이루어져 있다(Fig 1).

본 역은 노년기와 장년기말에 해당하는 완만한

지형경사를 갖는 구릉성 야산이 남측일 에 분포

되어 있고 연구지역 충 층 분포지역의 해발고

도는 EL 7.27～12.12m 규모이다. 수계는 남류하

던 낙동강 본류가 장암지구에서 남강과 합류하면

서 동서쪽으로 유로를 바꾸고 양강 하류에서

남동류-남류하여 남해로 유입된다. 본 역은 남강

과 낙동강 합류지 에서 약 6㎞ 동측하류에 치

한다.

2.2 기상 수문

재 본역 인근에서 운 되고 있는 기상 측소

가운데 비교 장기간의 기상 측자료을 보유

하고 있는 측소는 양 측소와 마산 측소

이다.

이들 측소에서 측정한 2000～2005년 사이의

월평균기온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지역에서 직 측정한 월강수량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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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Jan. Feb. Mar. Apr. May Jun. July Agu.. Sep. Oct. Nov. Dec.

Annual

mean
Remarks

Air

temperature(℃)
1.7 3.6 8.0 13.8 18.1 32.1 25 25.9 21.8 16.2 9.6 3.4 14.1

Masan&Milyang

(2000~2005)

Mean precipitation

(㎜)
25.1 39.4 48.4 98.6 135 265 395.6 490.4 170.6 42.6 47.8 28.2 148.9

Jindong Station

(2000~2005)

Mean River-stage

(EL, m)
0.073 0.1 0.16 0.04 0.11 0.39 0.99 1.02 1.45 1.13 0.97 1.96 0.62

Jindong Station

(2000~2005)

Mean river

temperature(℃)
3.7 4.4 8.1 12.9 18.9 23.4 24.3 2.4 24.7 21.3 15.0 7.6 15.98

Namji Station

(2000~2006)

Table 1. Monthly mean of air temperature, rainfall, river-stage, and river water temperature in the study area

Fig.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and equipotential 

       lines constructed with groundwater level 

       measured at 1998

한 낙동강에서 측정한 시기별 하천수 와 수온변

동에 한 자료들은 가용하지 않아, 월평균 강수

량과 월평균 하천수 변동은 연구지역 인근에 소

재하는진동 수 표 지 (건교부운 )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 고 월별 하천 수온변동자료는 제

환경부가 운 하고 있는 남지 측소의 월평균 수

온변동자료를 사용하 다(Table 1).

연구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4.1℃이며 월평균

최고기온은 8월달의 25.9℃이고 월평균 최 기온

은 1월달의 1.7℃이다. 난방기인 10월 순∼4월말

까지의 월평균 기온도는 1.7℃～13,8℃규모이고

냉방기인 6월 순∼10월 순까지의 월평균 기

온은 22.1～25.9℃이다[9]. 연평균 강수량은 1,786.7

㎜이며 월평균 최 강수량은 우기인 8월에 490.4

㎜이고, 월평균 최소강수량은 건조기에 속하는 1월

의 25.1㎜이다.

진동 수 표지 에서 측정된 하천수 월평

균 하천수 가 가장 낮은 시기는 강수량이 가장

게 발생하는 1월달이며 이때의 월평균 하천수

는 EL+0.073m이다[10]. 이에 비해 월평균 하천

수 가 가장 높은 시기는 우기말인 9월달이며 이

때의 월평균 하천수 는 EL 1.45m로써 연 월평

균 하천수 의 차는 약 1.44m/년이다.

월평균 기온과 월평균 하천수온의 변동형태

는 서로 비례한다. 동 기인 1월의 월평균 하천수

온은 최 수온인 3.7℃이며 하 기인 8월의 월평

균 하천수온은 최고수온인 27.4℃를 보여 연간 월

평균 하천수온의 차는 23.7℃이다[11].

2.3 수문지열계의 수리지질

부산, 경남지역에 안 한 용수를 공 하기 하

여 1997.6～1998.12월 사이에 환경부와 경상남도

가 주 하여 본 지역 일 에 분포된 충 수층

과 강변 여과수에 해 시범개발조사 사업을 실

시하 다[8].

본 조사사업시 연구지역내에 총 46개공의 다목

시험시추공과 7개공의 다목 시험정을 설치

하고 각종 지구물리탐사와 장기 수성시험을

시한 정 수리지질을 조사를 수행하여 하천-

수층계의 지하지질분포 상태, 수리지질특성 지

하수 유동분석등을 규명한바 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 역에는 투수성이 매우 양호한 제4기의

미고결 하상 퇴 층인 충 퇴 층이 낙동강 하도

를 따라 두텁게 발달 분포되어 있으며 퇴 층 하

부에는 생 백악기의 투수성 셰일과 사암으

로 구성된 경상계의 신라통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충 퇴 층은 자유면 수층으로서 투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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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No

ground

elevation

(m)

Static

water

level

(EL,m)

Upper sand

layer(m)
Lower

sandy

gravel

layer

(m)

Upper sand layer Pumping

rate

(m
3
/d)

(day)
clay sand

specific

gravity

water

content

(%)

dry

density

(g/㎤)

poro

sity

(%)

PW-1 11.14 3.23 - 28 8.0 2.59 12.2 1.46 1,642(228)

PW-2 11.28 3.22 - 29 6.0 2.59 13.6 1.29 766(198)

PW-3 11.57 3.18 - 30 5.0 2.54 15.7 1.43 1,384(174)

PW-4 11.77 3.21 - 30 5.5 2.6 8.1 1.48 1,378(224)

PW4-1 11.78 1.62 2.5 25.5 8.5 - - - 1,574(31)

PW4-2 11.54 2.11 1.0 27 8.0 - - - 1,445(31)

PW-5 11.86 3.18 - 30 6.0 2.66 1.04 1.31 626(208)

Range
11.14～

11.86
1.62～4 0～2.5 25.5～3

5～

8.5

2.59～

2.66
- 0.09-0.36 626∼1,642

mean 11.4 3～4 0.5 28.5 6.7 2.59 12.5 1.4 0.13 max.1,736

Table 2. Subsurface hydrogeologic conditions of alluvial aquifer and soil properties of upper sand layer

과 구성물질의 입경에 따라 상 층과 하 층으로

구분된다[5].

양수정 가운데 PW-3양수정과 그 주변에 설치

한 4개 측정을 이용하여 실시한 장기 수성 시

험결과 도출된 충 수층의 평균투수량계수는

2.54×10-2㎡/s(2,190m2/d)이고 평균 유계수는 0.09-

0.15정도이며. 평균수리 도도는 8.21×10-4m/s

(71m/d) 다.

본 역에서 시범개발 조사사업시(1988년) 평균

심도 가 35∼40m되는 양수정 7개공(Table 2)을

설치 하여 장기 수성시험을 실시하 는데 이

때 1개 양수정에서 평균 채수한 지하수 채수율은

약626∼1,650m3/d 규모 고, 평균비양수량

(specific capacity)는 약 343m2/d이 다.

3. 연구방법과 모델설계

1일 750RT규모의 냉난방 열에 지를 공 하기

하여 연구지역과 인 하여 북서측에 소재하는

낙동강변과 약 120～150m상거한 지 에 충

수층을 완 통한 양수정 5개로 이루어진 우물

장(well filed)을 설치하여 1일 약 8,250㎥/d(공당

1,650의㎥/d)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경우에

각 양수정에서 채수되는 강변여과수의 경시별 수

온변화와 수 변화를 3차원 지하수유동 열흐

름모델인 Feflow model V5.1을 이용하여 모의하

다.

3.1 공간 인 이산화와 경계조건

모의 상지역은 Fig. 1과 같다. 즉 북서쪽에

치한 시간 변동수두인 낙동강본류와 우물장

(well field)에서 장기간 지하수를 채수하더

라도 향을 미치지 않는 환언하면 향권 밖

에 소재하면서 동서쪽에 형성된 지하수의 유선

(groundwater flow line)과 우물장으로 부터 500m

이상 상거하여 상류구배(up gradient)구간에 형성

된 EL 10m의 수두를 갖는 지하수 를 경계로 하

는 역이다. 모의지역은 6개격자 을 갖인 삼각

리즘형태의 총 1826개의 유한 요소와 총 1473

개의 격자 으로 이루워 있다(Fig. 2).

하천수 와 수온과 인근에 분포된 충 층의 천

부지하수의 수 나 수온과의 상 계를 규명하

기 해서 본 연구지역과 가장 인 하여 소재하

는 진동 수 표지 의 6년(2000～2005년)간의 월

평균 수 와 남지 측소의 월평균 수온을 본 연

구지역 북서측에 소재하는 낙동강의 시기별 변동

수두 (time varying monthly mean river-stage)

와 변동수온 경계조건으로 설정하 다. 진동 수

표지 의 월평균 하천수 와 남지 측소의 월평

균 하천수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우물장일

의 기수두는 EL 4m이며, 기 지하수의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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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로 설정하 다.

3.2 개념모델의 주요 입력변수

모의 상지역은 Fig. 2와 같이 미고결상태의

2개의 층으로 이루워 있다. 본역에 분포된 충

퇴 층의 지표면 표고는 EL 7.27∼12.12m이고

평균 해발표고는 EL 11.4m이다. 따라서 상 층

의 지표면 표고에 해당하는 slice1은 EL 11.4m,

상 층의 바닥표고인 slice(2)는 EL -17.6m, 하

층의 바닥표고인 slice(3)는 EL -24.3m로 설정하

다.

Fig. 2  Conceptual model showing grid system 

            and pumping & observation points at the 

            study area.

2개 층은 모두 등방,균질의 다공질매체(Kx=Ky=Kz)

로 처리 하 으며 상 모래층의 평균수평수리

도 도는 5.2x10
-4
m/s(45m/d), 세립질 silt를 다소

포함 하고 있는 하 사력층의 평균 수평수리

도도는 2.17x10
-4
m/s(18.7m/d),그리고 비산출율은

0.13을 용하 다. 98년도에 본역에 한 수리지

질조사시 비담수기에 답에서 측정한 지하수 함양

율은 강수량의 22.5% 다. 따라서 지하수 함양율

은 1.1x10
-3
m/d (1.786x0.225/365)을 용하 다.

본역에 분포된 충 층을 구성하고 있는 silt, 모

래, 자갈 함수비를 바탕으로 하여 이미 알려

있는 함수비 별 실트질 토,모래 자갈의

열 특성에 한 기본값 (default value)을 용

하여 본역에 발달된 충 수층의 열 특성을

추정하 다 .

Table 3. Input parameters of bank infilterated shallow

  groundwater and alluvial aquifers in the study area.

Parameter Value Unit Remarks

Porosity(specific yield) 0.13

Upper layer, K (Kx=Ky=Kz) 5.2x10-4 m/s

Lower layer, K (Kx=Ky=Kz) 2.17x10
-4

m/s

Storativity 3.6x10-3 m-1

Volumetric heat capacity(gw) 4.2x106 Jm-3/K

Volumetric heat capacity(aquifer) 2.52x10
6

"

Heat conductivity(Kw) 0.65 J/(msK)

〃           (Ks) 2.6 "

Longitudinal dispersivity:⍺L 5 m

Transverse dispersivity⍺T 0.5 m

(Source & sink) for slice-3 5000 Jm-2/d

Rechage rate at slice-1 1.1x10-3 m/d

Initial gw temperature 16 ℃

Table 3은 상술한 방법으로 추정한 충 수층

의 열 특성인자와 98년도 조사시 도출된 수리

지질 특성인자를 요약한 입력 자료들을 나타낸

표이다. 연산방법은 stream up winding법을 사용

하 다.

3.3 우물장에서 지하수의 양수스 쥴

본 연구지역 인근에서 비교 장기간의 기상자

료가 가용한 지역은 마산과 진동 수 표지 이다.

이 지역들의 일평균 기온을 분석한 바 냉난방

이 필요치 않은 평형온도(16.7～19.5℃)를 유지하

는 기간은 1월1일을 기 으로 해서 매년 120～

165번째일(5월～6월 순)사이의 1.5개월과 275～

290번째일 사이의 9월 ∼ 순에 해당하는 0.5개

월을 포함하여 총2개월 간이다. Table 4는 본역

에서 충 층 지하수의 열에 지를 지하수열펌

의 열원으로 이용할 경우에 2년간 모의기간 냉

난방기와 평형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즉 연간 약

10개월간의 냉난방기간동안에는 1일 약8,250㎥의

천부지하수를 채수하여 냉난방에 지의 열원과

열배출원으로 이용하고 평형기간 2개월 동안은

천부지하수를 채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하수 유

동과 지열거동을 모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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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day no. of month heating & cooling pump operation
pumping

rate(m3d-1)
Remks.

0～120 120 4 1st-heating pumping 8,250

120～165 45 1.5 balanced period non-pumping 0

165～275 110 3.5 1st-cooling pumping 8,250

275～290 15 0.5 balanced period non-pumping 0

290～485 195 6.5 2nd-heating pumping 8,250

485～530 45 1.5 balanced period non-pumping 0

530～640 110 3.5 2nd-cooling pumping 8,250

640～655 15 0.5 balanced period non-pumping 0

655～730 75 2.5 3rd-heating pumping 8,250

#Balanced period means the period when air temperatures are in range of 16.7 to 19.5℃ which do not require
heating and cooling load for buildings and houses.

Table 4. Pumping schedule at heating and cooling periods during 2 years simulation periods

         (based on Masan Weather Station)

4. 결과 및 토의

4.1 우물장을 구성하고 있는 양수정과 측

지 의 계 별 지하수 변동 특성

Table 4에 제시한 양수스 에 따라 5개의 양

수정(양수정(a)∼(e))에서 총 8,250㎥/d의 채수율로

천부지하수를 시한 강변여과수를 2년간 채수하

는 경우에 각 양수정과 측지 에서 계 별 지하

수 를 모의한 결과는 Fig. 3과 Table 5와 같다.

Time-series groundwater level at observation & pumping well(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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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variation of simulated water levels at 

       observation points and pumping wells (8,250m3/

dpumping from 5 pumping wells during heating 

& cooling period, non pumping  during balanced 

periods which make 4 peak portions of water level) 

우물장내에 소재하는 5개 양수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하거나 단할 때 발생하는 계 별 지하수

의 변동형태는 양수정이 소재하는 치와 하천과

의 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반 으로 매

우 유사하게 주기 으로 반복 변동한다. 우물장을

구성하고 있는 5개소의 양수정 가운데 수 강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양수정은 양수정(d), (c), (e)

,(b) (a)의 순이다. 이 가운데 우물장의 심에

치해 있는 표 인 양수정(c)의 계 별 수 변

동 형태와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 양수개시후 기 10.5일 동안 본공에서 발생

한 수 강하량은 1차 난방기말(4월말)에 발생한

총수 강하량의 98%에 해당하는 7.41(4 +3.41)m

정도이다

- 그러나 양수개시 10.5일째부터 120일사이의 1

차 난방기동안에 발생하는 수 강하량은 고작 총

수 강하량(7.56m)의 약2%에 해당하는 0.15m이

다. 따라서 모든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은 지하

수를 채수하기 시작한 후 10.5일 이후부터 거의

정류(st-st)상태로 바 다.

- 지하수를 채수하지 않는 120～165일째의 1차

평형기간(비채수기간)동안 본 양수정의 지하수

는 기 지하수 (EL 4m)의 86.5%에 해당하는

EL3.46m까지 빠르게 회복된다.

- 이와 같이 빠르게 회복된 수 는 1차 냉방기

에 열원으로 필요한 지하수 채수로 인해 빠르게

하강하여 양수개시 181일 후에는 다시 EL-2.99m

까지 약 6.45m 정도 하강한다.

- 그러나 우기인 6월과 9월사이의 진동수 표

지 의 월평균 하천수 가 EL 1.06m까지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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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duration

(day)

river

stage

(EL, m)

pumping well observation point

Remarks
a b c d e 1 2 3 4 5

0～10.5 0.073 -0.9 -2.49 -3.41 -3.62 -3.49 0.073 -0.911 1.58 1.15 1.61
1st heating

period(120d)

10.5～120 0.04 -0.945 -2.58 -3.56 -3.84 -3.75
0.073～0.

16
-1.04 1.49 0.948 1.34

120～165 0.11 4.29 3.82 3.46 3.39 2.17 0.11 2.47 4.83 1.58 2.13
1st balanced

period (45d)

165～181 - -0.568 -2.11 -2.99 -3.21 -3.10 0.39 -0.06 1.95 1.33 1.86
1st cooling

period(110d)181～275
0.39～

1.45
-0.082 -1.6 -2.48 -2.71 -2.56

0.31～

1.45
0.013 2.22 2.02 2.39

275～290 1.13 4.67 4.2 3.84 3.73 3.33 1.13 2.94 5.02 2.11 2.57
2nd balanced

period (15d)

290～304 1.13 -0.13 -1.62 -2.47 -2.67 -2.52 1.13 0.01 2.28 2.01 2.4
2nd heating

period (210d)
304～365 0.96 -0.31 -1.87 -2.78 -3.04 -2.91 0.96 -0.26 1.98 1.75 2.09

365～381
0.073～0.04

-0.89 -2.5 -3.45 -3.7 -3.6 0.073～0.

04

0.95 1.59 1.05 1.48

381～485 -0.95 -2.58 -3.56 -3.84 -3.75 -1.04 1.49 0.95 1.34

485～495 0.11 3.94 3.36 2.91 2.75 2.31 0.11 1.95 4.16 1.11 1.58 3nd balanced

period(45d)495～530 0.11 4.29 3.82 3.46 3.39 2.96 0.11 2.47 4.83 1.58 2.13

530～546 0.39 -0.55 -2.09 -2.98 -3.20 -3.09 0.39 -0.5 1.94 1.45 1.84 2nd cooling

period(110d)546～640 1.45 -0.82 -1.6 -2.48 -2.71 -2.56 1.45 -0.013 2.22 2.02 2.39

640～655 1.13 4.67 4.2 3.84 3.73 3.33 1.13 2.94 5.02 2.11 2.57
4nd balanced

period(15d)

655～666 1.13 -0.13 -1.62 -2.47 -2.67 -2.53 1.13 0.006 2.28 1.99 2.39 3nd heating

period666～730 0.96 -0.31 -1.87 -2.78 -3.04 -2.91 0.96 -0.26 1.98 1.75 2.09

Ran

ge

Min. 0.073 -0.9 -2.49 -3.56 -3.84 -3.75 0.073 -1.04 1.49 0.948 1.34

Max. 1.45 4.67 4.2 3.84 3.73 3.33 1.45 2.94 4.83 2.11 2.57

Mean
0.7±

0.69

1.8±

2.78

0.8±

3.34

0.1±

3.7

0.0±

3.79

0.2±

3.54

0.95±

1.99

3.16±

1.67

0.53±

0.58

1.9±

0.6

Table 5. Time series-simulated groundwater levels of BIGW at observation points and pumping wells 

         (above mean sea level in meter).

기 때문에 하천- 수층계내에 소재하는 모든

측지 의 동수 는 하천수 변동에 향을 받아

우물장으로 부터 지하수를 채수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0.51m 정도 상승한다. 즉 하천수

변동이 그 인근에 부존된 지하수체의 수 에 미

치는 향은 약 48%정도이다.

- 1차 냉방기 기의 동수 (動水位)는 EL-

2.99m 까지 하강하 지만 1차 냉방기 말인 275일

째의 동수 는 도리 E-2.48m로 상승하 는데

이는 상술한 하천수 의 상승 때문이다.

- 양수개시 후 275～290일째 사이의 2차 평형기

의 양수 지와 더불어 지하수는 빠르게 회복하여

평형기 말인 290일째의 지하수 는 EL3.84m까지

약 6.32m 상승한다. 2차 평형기가 끝나고 2차난방

기 개시일부터 약 15일이 지난 양수개시 304일 째

의동수 는 EL-2.47m까지 하강하다가 2차 난방기

말인 양수개시후 485일째의 동수 는 EL-3.56m까

지 하강한다.

- 이 기간(290～485일)동안 인근하천의 월평균

수 는 EL 1.13에서 EL 0.073m로 하강하기 때문

에 각 양수정의 동수 는 지하수채수에 의한 실

수 강하량에다 하천수 의 강하에 따른 향을

추가 으로 받는다. 이 경우 하천수 변동이 지

하수 변동에 미치는 향은 약 75%이른다.

이러한 양수 의 하강과 상승 상은 모든 양수

정에서 지하수채수 유무에 따라 거의 유사한 형

태로 주기 으로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은 하

천 층 수층에 설치한 우물장에서 장기간 천부

지하수를 시한 강변여과수를 채수하면 인근 하

천수가 충 수층으로 유입됨을 암시한다.

이에 비해 낙동강에서 50m상거하여 낙동강과

우물장 사이에 소재하는 측정(2)의 연 수



한찬․ 재수․윤운상․한 상․한정상

(사)한국지열에너지학회

46

변동범 와 변동차는 각각 (0.95±1.99)m와 3.98m

정도이다. 그러나 우물장의 향범 밖에 소재하

는 측정 (4)와 측정(5)의 연 수 변동범

는 각각 (1.53±0.58)m과 (1.96±0.61)m로서 그 변

동차는 1.2m/년 정도이다. 즉 향범 밖에 소재

하는 측지 의 수 변동은 우물장을 구성하고

있는 양수정의 수 변동에 비해 약 5～7배 고

한 측정(2)의 수 변동차에 비해 약3배 정도

게 발생한다. 이는 본 지역의 자연수 의 연

변동 범 에 속한다. 우물장의 상류구배구간에 소

재하는 측정(3)의 연간 수 변동범 는 EL(3.16±

1.67)m로서 연간 3.34m정도 변동하는데 이는 우

물장에서 지하수 채수로 인해 우물장과 측정(3)

사이 구간에 격한 동수구배가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4.2 우물장에서 계 별 수온변동 특성

본지역의 충 층에 설치한 5개의 우물에서 각

각 1.650㎥/일의 지하수 채수율로 2년간 연속 으

로 지하수를 채수(단 평형기간동안 지하수 채수

지)하는 경우에 각 양수정과 측지 에서 계

별 강변여과수의 수온변화는 각각 Fig 4(a)와

Fig 4(b) Table 6과 같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Fig.4(a)와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천

수온이 지하수의 기배경수온(16℃)보다 훨씬

낮은 평균 7.3℃(3.7∼12.9℃)이하를 유지하는 1차

난방기간(1～3월말, 양수개시 90일째 이 시기)동

안에 모든 양수정의 지하수온은 인 하천수가

수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기 지하수온인 1

6℃로부터 차 하강하여 약 14.6℃정도를 보인

다. 특히 양수정(c)와 양수정(e)의 수온은 14.5℃

와 14.7℃까지 하강하고 양수정(b)와 양수정(d)는

각각 15.6℃와 15.1℃를 유지한다.

- 그런 다음 1차 평형기간인 양수개시 120일까

지 다소 상승한다. 그러다가 120일째에 양수정의

지하수온이 0.1～0.2℃정도 격히 하강하는데 이

는 120일째 하루사이에 격히 변하는(8.1℃에서

12.9℃) 월평균 하천수온을 입력 자료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 비채수기간인 1차 평형기간을 지나는 동안

모든 양수정의 수온은 서서히 회복되어, 1차 평형

기간 지나고 양수개시 181일째 되는 날의 양수정

(a), (b) (c)의 지하수온은 기배경 지하수 수

온과 동일한 16℃에 도달한다. 이에 비해 하천에

서 다소 멀리 떨어져 소재하는 양수정(d)와 (e)의

수온은 이 보다 다소 늦은 양수개시 197일과 204

일째에 16℃도달한다.

- 하 기(6, 7, 8 9월)의 하천수온은 배경 지

하수의 수온보다 훨씬 높은 23.4～27.4℃를 유지

한다. 1차 냉방기동안에 우물장에서 강변여과수

를 채수하면 하천수가 수층으로 유입되어 양수

개시 275일째인 10월 (2차-평형기 )까지 양수

정에서 채수하는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16.2～18.

0℃까지 상승하며 상승폭은 0.2～2.0℃정도이다.

- 그러다가 2차 평형기말인 비채수기간(290일

째 까지)동안 양수정들의 수온은 서서히 다시 하

강하다가 310일째에 0.1℃정도 소폭 상승한 후 2

차 난방기간(290～446일째)까지 계속 하강한다.

양수개시 약446일째의 양수정(a), (c), (d) (e)

의 지하수온은 각각 16℃, 15.5℃, 14.4℃, 15.1℃

14.8℃를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 양수정의 지하

수온은 3차 평형기 까지 0.2～2.1℃정도 상승한다.

그후 양수개시후 547일째에는 양수정(a),(b),(c)의

수온이 16.1℃로 모두 동일해지며 양수정(d)

(e)의 수온은 이보다 약간 낮은 15.9℃와 15.7℃를

나타낸다

- 이와 같이 각 양수정에서 채수하는 강변여과

수의 계 별 수온변화는 그 다음 해의 냉난방기

와 평형기에도 해와 동일하게 주기 으로 반복

된다.

- 측정(2)는 하천에서 50m상거하여 하천과

우물장사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물장에서

지하수채수와 하천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한다. 월평균 하천수온이 3.7∼4.4℃인 동 기

에 난방용 열원으로 인근 우물장에서 천부지하수

와 강변여과수를 채수하는 경우에 본 측정의 2

월말의 지하수온은 약5.32℃로 측되며 반 로

월평균 하천온이 23.4∼27.4℃를 유지하는 냉방기

9월말의 지하수온은 약 25.4℃로 측되어 하

천과 지하수사이의 최고 최 수온 출 시기의

차이는 약 2개월이다(Fig.4(b)와 Table 6).

- 이에 비해 우물장의 상류구배구간에 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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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정의 지하수온은 체기간동안 배경지하

수온과 유사한 16∼16.2℃의 온도를 유지한다.

- 우물장의 향권밖에 소재하는 측정(4)는

하천에서 60m상거하여 치하는 측정으로서

연간 수온의 변동범 는 (16.3±2.76)℃이며 하

천과 120m거리 떨어져 소재하는 측정(5)의 연

수온의 변동범 는 배경수온과 거의 동일한

(16±04)℃를 나타낸다.

 Fig 4(a)와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과

양수정에서 천부지하수온의 계 별 변동특성은

모두 정 변동(sinusoidal fluctuation)을 하며 인

근하천의 피크수온(최 수온와 최고수온)과 지하

수의 피크수온의 출 시기와의 차인 lag time은

하천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하나

체 으로 측정들은 약 2개월이고 양수정들은

약 1개월이다.

진동수 표지 의 월평균 하천수온은 최 3.5℃

에서 최 27.4℃까지 연간 약 23.7℃정도 변하나

주변의 하천 수층계에 설치한 우물에서 취수하

는 강변여과수 가운데 연 수온의 변동폭이 가장

큰 양수정(c)에서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최 14.

5℃에서 최 18.3℃로써 연간 변동폭이 3.8℃정도

이다. 이에 비해 기타 양수정에서 채수되는 강변

여과수의 연간 수온 변동폭은 모두 3.0℃이내이다.

강변여과수의 냉방기간동안의 연평균 수온은 16.

6℃정도이고 난방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온은15.9

7℃(Table 5)이며 냉난방기간을 모두 합친 연평균

수온은 배경지하수의 수온과 유사한 16.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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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Seasonal variation of simulated water
              temperatures at  pumping wells (pumping 

8,250m3/d during heating &cooling period 
from 5 water wells, non pumping during 
balanced period)

  Fig. 4(b)  Seasonal variation of simulated water 

              temperatures at observation points(pumping 

8,250m
3
/d during heating & cooling period 

from 5 water wells, non pumping during 

balanced period)

특히 난방기가 지난 직후인 5월과 6월 순의

평형기 동안의 평균지하수온은 동 기에 수층

으로 유입된 하천수로 인하여 배경 지하수온 보

다 다소 낮은 15.71℃를 보이고 여름철의 냉방기

직후인 10월 순의 평형기 동안의 평균 지하수온

은 여름철에 수층으로 유입된 하천수의 향으

로 17.27℃정도이다.

따라서 강변여과수의 연평균 수온은 기지하

수의 배경수온과 유사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열펌 의 입구온도(enterance water

temp., EWT)와 난방기의 열원과 냉방기의 열배

출원역할을 한다.

5. 열원으로 강변여과수와 인근 지표수를 

   이용할 경우의 열펌프시스템의 열효율 

     분석

연구지역에서 냉난방기간동안 강변여과수를

간 취수하여 지하수 열펌 시스템의 열원으로

이용할 경우와 순수지표수를 직 취수하여 지표

수 열펌 시스템의 열원으로 이용 할 경우에 계

별 열펌 의 입구온도변화가 열펌 시스템의

열효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 검토하 다. 여기서

취수하는 강변여과수와 지표수의 수온은 사용할

열펌 시스템의 입구온도가 된다. 강변여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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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ime series-simulated water temperatures of BIGW at observation points and pumpingwells

month-date
Duration

(day)

River temp.

(℃)

Mean Temp. of pumping well Mean Temp. of obs. point
Mean

Temp.

of

pumping

well
a b c d e 2 3 4 5

1st

heating
Jan.1～Apr.30

23 3.7 16 16 15.7 16 16 11.5 16 16 15.8

59 4.4 16 15.7 14.7 15.4 15.1 5.3 16 14.6 16

90 8.5 16 15.6 14.5 15.1 14.7 8.22 16 15.1 15.6

120 12.9 16 15.6 14.9 15.2 14.8 11.1 16.0 14.9 15.6 B>P

average(1) 7.3 16 15.76 15.09 15.51 15.28 15.53

1st B.P May1～Jun15 140 18.9 15.9 15.6 15.2 15.2 15.2 12.6 16.0 14.6 15.7 15.46

1st

cooling
Jun16～Oct2

165 23.4 16 15.9 15.7 15.6 15.5 14.2 16.0 14.9 15.9

181 24.3 16 16 16 15.8 15.6 17.2 16.0 15.5 15.9

223 27.4 16.1 16.4 17.1 16.5 16.5 22.6 16.1 15.6 16.2

275 24.7 16.2 16.8 18 17.3 17.6 25.4 16.1 17.5 16.2

average(2) 25.2 16.1 16.41 17.07 16.5 16.56 16.53

2st B.P Oct3～Oct17 285 21.3 16.3 17.0 18.0 17.5 17.4 23.7 16.1 17.2 16.3 17.24

2nd

heating

Oct18～Dec31

(75)

Jan1～Apr30

(120)

331 15.0 16.2 16.4 16.9 16.9 17.2 18 16.1 17.2 16.4

351 7.6 16.1 16.3 16.3 16.9 16.9 14.4 16.1 17.8 16.3

412 3.7 16.1 15.8 14.8 15.5 15.5 7.1 16.1 16 16

446 8.1 16 15.5 14.4 15.1 14.8 7.4 16.1 15.2 15.8

485 12.9 16 15.7 15.0 15.2 14.9 11.2 16.1 15.1 15.8

average(3) 10.4 16.1 16.05 15.67 15.97 15.96 15.95

3nd B.P May1～Jun15 515 18.9 16.0 15.9 15.5 15.5 15.5 14 16.1 15.2 15.9 15.6

2nd

cooling
Jun16～Oct2

547 24.3 16.1 16.1 16.1 15.9 15.7 17.3 16.1 15.5 16.1

590 27.4 16.2 16.5 17.2 16.6 16.6 22.9 16.1 15.7 16.3

629 24.7 16.2 16.9 18.1 17.3 17.6 24.5 16.2 16.8 16.4

average(4) 25.2 16.17 16.49 17.08 16.56 16.61 16.58

4nd B.P
Oct.3～Oct.17

(15)
655 21.3 16.3 16.9 17.6 17.3 17.3 22.2 16.2 17.2 16.4 17.3

3nd

heating
Oct18～Dec31

678 15.0 16.2 16.6 17.3 17 17.3 21.2 16.2 18 16.4

716 7.6 16.2 16.4 16.4 16.7 17 14.4 16.2 17.9 16.4

730 3.7 16.2 16.2 15.8 16.4 16.6 12.0 16.2 17.3 16.4

average(5) 13.3 16.22 16.52 16.82 16.86 17.1 16.7

Range

min 3.7 16 15.5 14.5 14.9 14.7 4.7 16.0 13.5 15.6 15.53

max 27.4 16.3 17.2 18.3 17.7 17.7 25.3 16.2 19.0 16.4 17.3

15.55
16.15±

0.15

16.35±

0.15

16.4±

1.9

16.3±

1.4

16.2±

1.5

15±

10.3

16.1±

0.1

16.3±

2.7

16±

0.4

16.42±

0.26

Mean 16.12 16.25 16.35 16.35 16.3 16.26

BP:balanced period



하천-충 수층계의 강변여과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열펌 시스템의 계 별 입구온도와 효율성 평가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49

수온과 지표수의 수온에 따른 물원 열펌 시스템

의 성 계수(COP)는 COP405 산program을 이

용하여 산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Table 7

과 같다.

본역에서 1개 정당 개발가능량은 약1,650m
3
/d

이고 1RT당 필요로 하는 유량이 체 으로 11

∼13m3/d[12]로 가정하는 경우에 1개 정에서 취

득 가능한 열에 지는 약 150RT 규모이므로 30RT

규모의 물원 열펌 5 이면 충분하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월 순부터 시

작하여 그 다음해의 4월말까지 6.5개월간의 난방

기간동안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하 기에 23.4∼

27.4℃에 이르는 높은 온도의 인근 하천수가 수

층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는 지하수의

배경수온보다 다소 높은 17.2℃까지 상승한다. 그

런 다음 동 기에는 반 로 3.7∼8.1℃규모의

온의 하천수가 수층내로 유입되므로 4월말의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15.2℃까지 내려간다.

Table 7과 같이 1월달의 강변여과수의 월평균

수온(입구온도)은 16℃이고공 수의유량이 257.8l/

분(371m3/d)이며 난방용 공 온수의 수온을 50℃

로 유지할 때 공 가능열에 지는 약96.6Kw이며

이때의 COPh는 4정도 이다. 이에 비해 인근 지표

수의 1월달 월평균수온(입구온도)은 3.7℃이고 공

수의 유량과 공 온수의 수온을 술한 조건으

로 공 할 때 공 가능한 열에 지는 강변여과

수에 비해 약 29%감소된 75.3Kw이며 이 경우의

COPh는 3.1로 떨어진다.

6월 순부터 9월말까지의 하 기에 강변여과수

의 월평균 수온은 15.7∼17.1℃범 이고 이때 열

펌 의 COPc는 6.3∼6.1정도이다. 이에 비해 지표

수를 직 취수하여 열펌 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하 기의 월평균 수온은 23.4∼27.4℃이고

COPc는 4.5∼5.1규모로서 강변여과수의 COPc에

비해 열효율이 평균 23.5∼35.4% 떨어진다.

10월 순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의 동 기에

강변 여과수의 월평균 수온은 17.2℃에서 15.2℃

로 계속 하강하며 열펌 시스템의 COPh는 3.9∼

4.0로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인다. 그러나 동일기간

동안 지표수의 월평균 수온은 10월 순에 21.3℃

에서 1월말에 3.7 ℃로 하강하다가 4월말에 12.

9℃로 다소 상승하긴 하나 반 으로 강변여과

수의 월평균 수온보다 낮으며 이 때 COPh는 체

으로 4.4∼3.1규모이다. 즉 강변여과수를 이용

하는 지하수열펌 시스템의 동 기의 평균 COPh

는 3.95인데 반해 지표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동

기의 평균 COPh는 3.5로써 강변여과수에 비해

열효율이 12.9%정도 낮다. 한 하 기의 냉방기

3.5개월간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열펌

시스템의 평균 COPc는 6.16인데 비해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표수열펌 시스템의 COPc는 4.81로써

약 28.1%정도 열효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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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 between monthly mean 

             temperatures(℃) of surface water and bank 

infilterated groundwater and COP

6. 결 론                             

낙동강과 약 120～150m상거한 지 에 충 수

층 을 완 통한 양수정 5개로 이루어진 우물장

(well filed)을 설치하여 1일 약 8,250㎥/일(공당

1,650㎥/d)의 강변여과수를 취수 개발하는 경우에

1일 약 750RT규모의 냉난방 열에 지를 공 할

수 있다.

우물장내에 소재하는 5개 양수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할 때 발생하는 계 별 지하수 의 변동형태

는 양수정이 소재하는 치와 하천과의 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반 으로 매우 유사하게

주기 으로 반복 변동한다. 모든 양수정에서 지하

수 유동은 지하수를 채수하기 시작한 후 10.5일

이후부터 거의 정류(st-st)상태에 도달한다.

우기이며 냉방기간인 6월과 9월사이의 월평균

하천수 는 EL 1.06m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하천

- 수층계내에 소재하는 모든 양수정의 동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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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contents
Jan Fed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remarks

GW

GW/mean(℃) 16 15.6 15.3 15.2 15.13 15.7 16.5 16.6 17.1 17.2 16.9 16.6

GW/capacity(㎾) 96.6 95.9 95.3 95.1 95 85.9 85.6 85.6 84.9 98.9 98.4 97.8

GW/COP 4 3.9 3.9 3.9 3.9 6.3 6.2 6.1 6.1 4 4 4

SW

SW/mean(℃) 3.7 4.4 8.1 12.9 18.9 23.4 23.4 27.4 24.7 21.3 15 7.6

SW/capacity(㎾) 75.3 76.5 82.5 90.9 102.3 80.1 79.5 79.1 79.1 107.3 94.7 81.6

SW/COP 3.1 3.1 3.4 3.7 4.2 5.1 4.9 4.9 4.9 4.4 3.9 3.3

∆COP/SWCOP(%) 25.8 25.8 14.7 5.4 23.5 26.5 24.5 24.5 2.6 21.2

othe

r

Heating condition.

source water flow :

257.8ℓ/min
Balanc

ed

Period

(45d)

Balanc

ed

Period

(15d)

SWF :

257.8ℓ/min

leaving water flow :

204.8ℓ/min

LWF :

204.8ℓ/min

LLWT : 50℃ LLWT : 50℃

Cooling

condition.

SWF : 257.8ℓ/min

LWF : 204.8ℓ/min

LLWT :

GW; ground water, SW: surface water LLWT:load side leaving water temperature

SWF: source water flow, LWF: leaving water flow

Table 7. Monthly mean water temperatures(EWT) & estimated Kw and COP of pumping well(d) 

계 별로 변동하는 하천수 의 향을 받아 우물

장으로 부터 지하수를 채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0.51m정도 상승한다. 즉 하천수 변동

이 그 인근에 부존된 지하수계의 지하수 에 미

치는 향은 약 48%정도이다. 이에 비해 10월

순과 다음해 4월까지의 난방기간동안 인근하천의

월평균 수 는 EL 1.13에서 EL 0.073m로 하강하

기 때문에 각 양수정의 동수 는 지하수채수에

의한 실수 강하량에다 하천수 의 강하에 따른

향을 추가로 받는다.이 경우 하천수 변동이

지하수 변동에 미치는 향은 약 75%이른다.

하천과 지하수사이의 최고 최 수온 출 시기

의 차이는 약 2개월이다.

우물장의 향권밖에 소재하는 측정(4)(하천

에서 60m상거하여 소재)의 연간 수온의 변동범

는 (16.3±2.76)℃이며 하천과 120m거리 떨어져 소

재하는 측정(5)의 연 수온의 변동범 는 배경

수온과 거의 동일한 (16±04)℃이다.

진동수 표지 의 월평균 하천수온은 최 3.

7℃에서 최 27.4℃까지 연간 약 23.7℃정도 변

화하나 주변의 하천- 수층에 설치한 우물장에서

간 취수하는 강변여과수((양수정(c))의 수온은

최 14.5℃에서 최 18.3℃로써 연간 변동폭이

3.8℃정도로서 하천수의 그것에 비해 연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이러한 상은 양수정(c) 이외의

기타 다른 양수정에서 채수되는 강변여과수의 연

간 수온변동폭도 모두 3.0℃이내이다.

난방기간동안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하 기에

23.4∼27.4℃에 이르는 높은 온도의 인근 하천수

가 수층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채수되는 강변여

과수는 지하수의 배경수온보다 다소 높은 17.2℃

까지 상승한다. 그런 다음 동 기에는 반 로 3.7

∼8.1℃규모의 온의 하천수가 수층내로 유입

되므로 4월말의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15.2℃까지

내려간다.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열펌 시스템의

동 기의 평균 COPh는 3.95인데 비해 지표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동 기의 평균 COPh는 3.5로

써 강변여과수에 비해 열효율이 12.9%정도 낮다.

한 하 기의 냉방기 3.5개월간 강변여과수를 이

용하는 지하수열펌 시스템의 평균 COPc는 6.16

인데 반해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표수열펌 시스

템의 COPc는 4.81로써 약 28.1%정도 열효율이

낮다.

이와 같이 강변여과수의 수온은 기지하수의

배경수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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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원과 열배출원으로 매우 양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수 열펌 시스템에서 최 의 입구

온도(enterance water temperature, EWT)을 유

지하고 있다.

 사    사

이 연구는 에 지 리공단의 일반기술개발사업

으로 시행 인 지하수 축열을 고려한 수층 냉

난방 시스템 개발(1차년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

으며 본고 작성시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지 과

수정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 원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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