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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a heating and cooling 

system with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ATES heat pump system) known as one of the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application systems. The ATES system was composed of heat 

pump unit and ATES, which was installed in a factory building located in Anseoung. The system 

represented very high heating and cooling performance, and showed nearly constant COP at each 

heating and cooling season due to the stability of EWT. The economic analysis about an ATES 

system and a conventional system was also executed. The conventional system adopted an 

air-conditioner in the summer season and a LNG boiler in the winter season. The payback period 

of the ATES system was estimated by 6.6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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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AO ： 기비용 [원]

COPHP ：열펌  유닛 성 계수

COPsys ：ATES 시스템 성 계수

Cp ：비열 [kJ/kg․
o
C]

DR ：할인율 [%]

ICalter ： 안 시스템의 기투자비용 [원]

ICconv ：기존 시스템의 기투자비용 [원]

 ：질량유량 [kg/s]

MW ： 측공

OPalter ： 안 시스템의 운 비용 [원]

OPconv ：기존 시스템의 운 비용 [원] 

PP ：투자회수기간 [년]

PV ： 재가치 [원]

PW ：양수정

PWAF ： 재가치계수

Qid ：냉방 는 난방용량 [kW]

Ti ：실내열교환기 입구온도 [
o
C]

To ：실내열교환기 출구온도 [
o
C]

WHP ：히트펌  유닛 소비 력 [kW]

Wpump ：심정펌  소비 력 [kW]

1. ATES 시스템 실증 성능 분석

 세계 으로 화석연료 매장량의 제한을 극복하

고,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하여 신․재생에 지 개

발  이용의 필요성이 증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 사용 시스템 에 지열원 열펌  시스템은 

존하는 냉난방 방식 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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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 인 시스템으로 그 사용  기술 개발이 증가

되고 있다.
(1)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장 은 상용 공

기 열원 열펌  시스템보다 에 지 소비량이 고, 

기 에 노출되는 기기가 없으며, 사용되는 냉매

의 양이 상 으로 다는 것이다. 한 난방  

냉방 사이클에서 지열은 공기보다 안정 이기 때문

에 지열원 열펌  유닛은 높은 효율과 우수한 성능

을 갖는다. 그러나 지 열교환기의 매설을 포함한 

체 시스템의 기 설치비가 기존 설비보다 크다

는 단 이 있다.
(2, 3)
 이러한  때문에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기 투자비를 이기 하여 유럽, 

국 등에서는 건물기 를 활용한 에 지 일, 복수

정 시스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 열교환기를 활

용한 지열원 열펌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4,5)

일본에서는 재까지 리 보 된 수직 폐형 시

스템에 비해 기설치비가 은 복수층의 수평형 열

교환기의 성능 향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6)
 

한, Hamada et al.
(7)
과 Yu

(8)
는 건물 기 를 활용하

여 천공비용 감이 가능한 에 지 일형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성능 평가  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터키에서는 수층을 활용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에 한 연구를 추진하 다.
(9)
 

수층축열(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용 

지열원 열펌  시스템(이하 ATES 시스템)은 하

기에는 열펌 에서 생성된 온수를 수층으로 주입

시켜 지 축열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동 기에는 

열펌 에서 생성된 냉수를 수층으로 주입시켜 축

열체의 온도를 하강시켜 연간 지  열원의 안정성

과 효율 증 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10)
 

하지만, 재까지 국내에서 ATES 시스템에 한 

기  성능  경제성에 한 연구 성과는 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ATES 시스템을 설계  시공하

여 하 기와 동 기의 실증 성능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기반으로 ATES 시스템에 한 경제성 분

석을 수행하 으며, 기존에 리 사용되고 있는 에

어컨과 LNG 보일러 시스템과의 경제성을 비교 평

가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ATES 시스템의 국내 

용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ATES 시스템 실증 성능 분석

2.1 ATES 실증 시스템 개요

본 연구의 ATES 시스템 용 상 사이트는 안

성에 소재한 J기업의 작업실이다. 지상 1층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작업자들이 주간에 기업에서 생산되

는 제품을 조립하는 작업공간이다. 작업공간은 495.9 

m
2
이며, 냉난방 피크부하는 각각 43.5 kW와 59.2 

kW이다. Fig. 1은 본 연구의 ATES 시스템의 개요

도를 나타내고 있다. 부하량에 따라 20 RT 용량의 

물 물 지열원 열펌  유닛을 설치하 으며, 열펌

에서 생성된 냉수 는 온수는 축열조에 장된

다. 실내 부하 공간에는 2개의 FCU가 설치되어 축

열조로부터 계 에 따라 냉수 는 온수가 공 되

어 냉난방 기능을 수행한다. 수층으로부터 열펌

로 지하수를 공 하기 하여 2개의 주입정과 양

수정을 설치하 다. 여름 냉방 운  에 한 개의 

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가 열펌  유닛의 실외열교

환기로 유입된 후 타 우물공에 축열하고, 동 기에 

여름에 축열된 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가 열펌 로 

유입되어 타 우물공에 주입한다. 즉, 계 별로 수

층에 냉열 는 온열을 축열하기 하여 주입정과 

양수정이 바 게 된다.  

주입정과 양수정은 윙비트(Φ300∼400 ㎜)로 굴착 

가능한 지층까지 굴착한 이후 풍화  하부부터 연암

층 상부까지는 트리콘비트(Φ250 ㎜)로 굴착하 다. 

지하수면 상부까지는 무공 (Φ200 ㎜)을 설치하

으며, 지하수면 하부 포화 에는 유공 (Johnson 

Screen, Φ200 ㎜, 슬롯크기 0.2∼0.7 ㎜)을 지층조건

에 따라 설치하 다. 굴착지름과 우물자재 사이공

간에 입경 2에서 8 ㎜의 자갈을 충진하 으며, 지하

수  상부부터 지표하 1.5 m 구간은 그라우 을 실

시하 다.

Fig. 1에서 PW-1은 난방시 양수정, 냉방시 주입

정이며, 공 로부터 1.5 m 구간에 무공 을 설치하

다. 상부에는 지표하 9.0∼49.0 m까지 스크린(슬롯

크기; 0.7 mm)을 설치하 고, 지표부터 지표하 9.0 

m까지 무공 을 설치하 다. PW-2는 냉방시 양수

정, 난방시 주입정의 역할을 한다. 제일 하부에 3.0 

m의 무공 을 설치하 으며, 그 상부에 슬롯크기 

0.7 mm인 스크린 20.0 m와 슬롯크기 0.2 mm인 스

크린 20.0 m를 설치하고, 스크린 상부 8.5 m 구간은 

무공 을 설치하 다. 

ATES 시스템 성능평가를 하여 지경부 고시 제 

2008-3호
(11)
에 따라 ATES 시스템 성능 분석을 

한 각종 센서를 설치하 다. RTD 센서를 이용하여 

지 순환수의 열펌  유닛 실외열교환기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 으며, RTD의 정확도는 ±0.15
o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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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n ATES system.

다. 열펌  유닛의 소비 력은 산 력계(WT 230, 

Yokogawa Co., 정확도：±0.2%)로 측정하 으며, 순

환수의 유량은 마그네틱 체 유량계(KTM-800, Korea 

flow meter Co., 정확도：±0.5%)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지  온도 변화 모니터링을 하여 PW-1과 

PW-2 사이에 5개의 측공을 시공하 으며, 측

공에는 T형 열 (T-Type, Omega Co., 정확도：

±0.15%)를 지 에 매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열펌 의 실내열교환기를 순환하

는 지하수의 입출구 온도와 유량으로 냉방  난방 

용량을 산정하 으며(식(1)), 열펌  유닛 COP와 시

스템 COP는 각각 식(2)와 식(3)으로 계산하 다. 시

스템 COP는 열펌 의 소비 력과 심정펌 의 소비

동력을 고려한 ATES 시스템 COP이다. 본 시스템

의 냉방  난방용량과 COP의 불확실성은 각각 3.1%

와 3.3% 으며, ASHRAE
(12)
에 따라 평가하 다. 본 

ATES 시스템 구조 등에 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련 참고문헌
(10)
를 참조하도록 한다. 

         (1)

       (2)

        (3)

2.2 ATES 시스템 냉난방 성능

본 연구에서는 ATES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해 ATES 실증 시스템에 한 데이터 취득  분석

을 수행하 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 련 DB로 활

용될 수 있는 범 에 국한하여 ATES 시스템의 성능

을 간략히 분석하 다. 

Fig. 2는 2009년 8월의 주요일자별 ATES 시스템

의 냉방운  가동 기간 의 일일 평균 냉방용량  

외기온도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외기온도의 변화

에 따라 지열원 열펌  시스템의 성능은 향을 받

지 않지만, 하 기 지속 인 사용에 따라 지 열원

의 온도가 차 으로 증가하게 되어 냉방 성능이 

하된다. 하지만, 본 ATES 시스템은 8월  모든 

일자에 하여 시스템 냉방용량이 유사한 값을 나

타냈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펌  유닛 

COP와 시스템 COP도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냉방시 양수정인 PW-2로부터 수층 지하수

의 온도 변화가 없어서 열펌  유닛으로 공 되는 

수층 지하수의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가 일정하 기 때문이다. 일자별 냉방용량과 COP

가 미소량 차이가 난 것은 일자별로 시스템 가동율 

차이에 따른 단속운  손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8월 

하 기 냉방운  기간 동안의 일일 평균 열펌  유

닛 COP와 시스템 COP는 각각 4.78과 3.49를 나타

냈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 기 운 에 따

라 주입정(PW-1)에 근 한 지 온도 측공 MW1

의 온도가 일부 상승하 으며, 동 기까지 유지된

다면 동 기 성능은 기존의 지열 시스템 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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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cool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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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COP in the cool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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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heat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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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COP in the heating mode.

한 조건의 지 온도 환경에서 시스템이 운  될 것

으로 상된다.

Fig. 5는 2010년 3월 의 주요일자별 ATES 시스

템의 난방운  가동기간 의 일일 평균 난방용량

과 외기온도를 나타낸다. 일자별 평균 외기온도가 

다르지만 난방용량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즉, 공

기열원과 달리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에도 시스템 

난방용량 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례로 2010년 3

월 6일 외기온도가 6.6℃로 3월 10일의 -0.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일 평균 난방용량은 각각 67.3 

kW와 66.9 kW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한, ATES 

시스템은 3월 난방 운  에 열펌  유닛 COP와 시

스템 COP 변화도 미소하 다(Fig. 6). 이는 Fig. 7

에서 보여지듯이 난방 운  시 양수정인 PW-1에 

인 한 측공 MW1의 온도변화가 일정하여 PW- 

1으로부터 열펌 로 공 되는 EWT가 일정하 기 

때문이다. 3월 가동 기간 의 기간 평균 열펌  유

닛 COP와 시스템 COP는 각각 5.3과 3.9로 높게 나

타났다. 

Fig. 4와 Fig. 7에서 보여지듯이 냉방  난방 운

 시 ATES 시스템의 열원은 안정 이었으나, 축열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ATES 시스템 설

치 사이트의 지하수 유동 특성과 지질학  변수 분

석자료에 의한 모델링 결과 축열에 의하여 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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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monitoring well tempera-

ture in the heating mode.

Table 1  Initial charges for energy

Electricity
Classification Base rate(won/kW)

Cost(Won/kWh)

Summer Spring/Fall Winter

High volt, A choice 2 5,280 93.5 62.3 69.5

LNG
Classification Caloric value(kcal/Nm

3
) Cost(won/Nm

3
)

Charge(Heating) 10,500 764.49

Table 2  Initial cost of the system

ATES system
(Won)

Well Screen Piping Heat pump Pump Total

26,000,000 6,400,000 5,000,000 35,000,000 4,000,000 76,400,000

Conventional system
(Won)

LNG Boiler(heating) Air-conditioner(cooling) Total

3,320,000 9,920,000 13,240,000

MW1에서의 온도 상승과 MW5에서의 온도 하강은 

552일 이후 발생하기 때문이다.(10) 따라서, 본 ATES 

시스템의 장기간 사용에 따라 냉난방 용량과 COP

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3. ATES 시스템 경제성 분석

ATES 시스템은 외기의 격한 변화에도 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며, 축열에 의한 

사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하는 에 지 

약형 냉난방 시스템이다. 여름과 겨울의 계  

차이가 확연한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서 활용 가능

성이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10)
 

한 본 시스템은 연간 유지․ 리비용이 게 들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존 냉․난

방 설비에 비해 상 으로 은 친환경 인 시스

템이다. 그러나 체 시스템의 기 설치비가 기존 

냉․난방 설비보다 다소 큰 것이 단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처음 시공하여 얻은 ATES 시

스템의 성능 자료와 시공비용 등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다. 

ATES 시스템에 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기 하여 난방은 LNG 보일

러를 용하고, 냉방은 공기열원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선정하 다. 

경제성 평가의 방법으로는 생애주기법과 투자회

수기간법을 사용하는데, 생애주기법은 일반 으로 제

품의 생산, 사용, 폐기처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투자회

수기간법은 안의 투자로 인해 상되는 편익이 투

자된 액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구하는 방

법이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법을 통

해 각 시스템의 설치  운 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

을 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회수 기간법을 

통해 ATES 시스템의 투자회수 기간을 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법을 용하기 해서 

재가치법을 사용하 고, 이는 수명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투자비용과 감액을 일정한 시 을 기 으로 

등가환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가치법에 사용되

는 재가치는 식(4)와 같이 기비용과 재가치

계수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재가치 계수

는 식(5)의 임의의 이자율로 일정기간 동안 정기

인 할부 액이 립될 때의 재 액을 구하기 

해 사용하는 계수를 의미한다.
(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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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itial operation cost

System Mode
Operation cost
(won/year)

ATES system
Cooling 1,415,791

Heating 1,222.123

Conventional
system

Cooling 1,830,040

Heating 7,559,039

Table 4  Data for LCC analysis

Items
ATES 
system

Conventional 
System

Useful life(year) 20
7：boiler
10：aircon

Discount rate(%) 5 5

Escalation of 
energy rate(%)

3
(Electricity)

9
(LNG)

Table 5  Results of LCC analysis

System Items Cost

ATES 
system

Life initial cost(won)  76,430,000

Life 
operation 
cost(won)

Cooling  28,315,811

Heating  24,442,459

Conventional 
System

Life initial cost(won)  30,296,000

Life 
operation 
cost(won)

Cooling  36,600,808

Heating 151,180,784

   
  

       (5)

Table 1은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계 별 기

요 과 LNG 가스요 을 나타내며, 각각 (주)한국

력공사와 (주)한국가스공사의 2011년 고시요 을 

참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ATES 시

스템 실증 시스템 설치용량인 20 RT를 상 건물

로 가정하 고, 이에 해 기투자비를 선정하 다. 

기투자비는 크게 공사비와 냉난방 설비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 해서는 (사)한국

물가정보(KPI)의 고시 데이터를 사용하 다. ATES 

시스템은 국내 시공 사례가 무하여 본 연구의 사

이트 설치  구축에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하 다. 

이때, 연구용 데이터 취득 등을 한 력계  DAQ 

시스템과 센서들의 비용은 제외하 다. 

시스템의 상세 기투자비는 Table 2에 나타내었

으며, 각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와 기요 , LNG 가

스요 을 바탕으로 일일 8시간 사용기 으로 계 별 

력요 을 고려하여 기 연간 운  비용을 Table 

3과 같이 산정하 다. 이때, 냉난방 기간은 각각 3개

월과 5개월로 선정하 으며 부하율 80%를 사용하

다. 운 비용은 물가상승율과 할인율 등을 감안하

여 생애운 비용 산정 시에 계산하 다. LNG 가스

의 연료비가 높기 때문에 난방의 경우에 ATES 시

스템의 운 비용이 매우 크게 감되었으며, 냉방

의 경우에도 공기열원 에어컨보다 ATES 시스템의 

열원측 온도 조건이 양호하여 운 비용이 약되었

다. ATES 시스템 용 시 냉방비용과 난방비용은 

각각 22,6%와 83.8% 감되었다.

각 시스템에 한 생애주기 비용을 환산하기 

하여 에어컨과 보일러의 가용연수는 각각 10년 과 

7년으로 선정하 고, ATES 시스템의 가용연수를 

20년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년

을 생애주기로 선정하 으며, 기투자비 산정시에

는 에어컨과 보일러의 교체비용을 함께 고려한 것

이다. 유지보수 비용은 기투자비용의 2.5%로 가

정하 다. 할인율은 은행 이자를 기 으로 5%

로 설정하 다. 기와 LNG의 요  상승률은 (사)

한국물가정보를 바탕으로 각각 3%와 9%로 선정하

고, 이러한 경제성 평가의 기존 요소를 Table 4에 

정리하 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애주기법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세부항목별로 Table 5에 나타

내었다. ATES 시스템의 경우 생애운 비용이 

기투자비용보다 게 나타났으며, LNG 보일러와 

공기열원 에어컨 시스템은 생애운 비용이 기투

자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는 ATES 시스템에 비하여 기투자비용은 지만, 

기  가스요  등을 포함한 생애운 비용이 매

우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생애주기법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에 한 ATES 

시스템의 효용가치가 검증되었지만, 기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합리 이지 않다면 경제 인 이득

이 없다. 이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투자회수기간법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ATES 시스템을 설치하기 해 투자된 액을 회

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 다. 일반 으로 사용

되는 기존의 장치를 신하여 새로운 안이 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회수기간은 식(6)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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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하 다.
(13)
 

   

  
    (6)

본 연구의 ATES 시스템 실증 성능 결과와 생애

주기 비용을 용한 결과 ATES 시스템에 하여 

공기열원 에어컨과 LNG 보일러 용한 기존 시스

템에 한 투자회수 기간은 6.62년으로 나타났다. 

본 ATES 시스템은 최  국내에 용된 시스템

으로 이에 한 시공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향

후에는 천공비와 스크린 설치 등의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 부분에 해서 비용 감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용량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 경우 

부속 장비들의 설치비용 감소가 가능하다. 한, 지

속 인 운 에 따라 축열효과에 의하여 시스템의 

효율이 향상될 것이므로 투자 회수 기간 등은 더욱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 로 ATES 시스템에 

한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 기와 동 기의 단

기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인 LNG 보일러와 에어컨과의 경제성을 비

교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ATES 시스템은 하 기와 동 기에 열원의 안정

성으로 인하여 지속 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냉난

방 용량  COP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 변화가 거의 없었다. 

ATES 시스템은 냉방의 경우 공기열원 에어컨에 

비하여 운 비가 22.6% 감되었으며, LNG 보일러

와 비교하여 난방 운 비는 83.8% 감되었다. 

기존에 리 보 되고 있는 냉난방 시스템과 비

교하여 생애주기비용 분석 방법에 따른 ATES 시

스템의 투자회수기간은 6.62년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본 연구의 ATES 시스템은 국내 최 로 연구목

으로 시공됨에 따라 고가의 스크린 등이 채용되

었으며, 시스템의 용량화에 따라 부속장비 등의 

단가 감과 시공비 감이 가능할 것이므로 투자

회수기간은 더욱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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