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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ling using the Han River has recently been spread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ubmitted a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to include river water in renewable energ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water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Han River.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hot summe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water temperature of the last 11

years. It is intended to utilize the Han River for building cooling in the future. 

Key words: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Han River(한강), Water temperature(수온), Surging(서징

현상)

기호 설명

TOE : 석유환산톤 

원유 1톤의 순발열량, 1 TOE = 107 kcal

*에너지의 단위를 발열량으로 환산하여 계

산하기 위해 사용

TCO2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경유 1L 사용 시 배출되는 CO2

*지구온난화지수(GWP)의 기준

CO2 : CH4 : N2O = 1 : 21 : 310

1. 연구 목적

1.1 한강물을 활용한 냉방시스템

2018년 여름철은 최고 기온이 40℃ 가까이 상승

하여 냉각탑 설계 조건인 3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냉각탑의 냉각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서징현상이 나타났으며 지역냉방이 공급되고 있는

상암지구에서는 냉방 공급량이 감소하여 비상운영

을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한강물을 냉각

수로 활용하는 기술이 검토되고 있어 수온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4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롯데월드타워 냉동공

조설비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Fig. 1

과 같이 한강물과 수축열조를 활용하여 건물냉난방

에 적용 중이며 발전기실과 전기실 냉방, 지열에너

지 열 축적 해결용으로도 활용 중이다.

롯데월드타워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은 연료전

지(400 kVA, 2대), 태양광(375 kVA), 한강수열(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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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T, 6대), 지열(474.9 USRT, 6대)로 구성되어 있

다. Fig. 2의 2015년과 2016년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

적을 보면 한강수열이 80% 내외를 차지하여 비슷한

설비용량인 지열에 비해 3~6배 높은 생산량을 보이

고 있다. 하천수인 한강수열은 지열에서 나타나는

열 축적 현상이 없고 수축열조를 활용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ang and Ryu [1]에 따르면 한강물을 활용한 롯데

월드타워 설비는 Table 1과 같이 에너지를 약 34%,

온실가스(Green House Gas)를 약 36% 감축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서울시는 한강물을 활용한 냉방을 원전하나줄이

기 기술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

별시공고 제2017-1969호(2017.9.7.)를 통해 환경영

향평가 조례의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율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

진법 제2조(정의) 및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물을 지열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열

관련 주요 도서와 관련 문헌들은 지표수를 지열의

범주에 포함하여 소개하고 있다[2-6]. 한국에너지공

단에서 발간된 각종 연구자료, 논문, 기술자료집도

Fig. 3과 같이 지열에너지의 범주에 지표수를 포함

하여 소개하고 있다[5].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는 지열 시공기준에 지중열방식 4가

지만 서술하고 있으며, 지표수형 지열에 대해서는

시공기준이 없어 신재생에너지 인증에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에너지

공단에 지열 시공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0월 1일 시행령

제2조(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개정을 통해 하천수를 수열에 포함하였다. 

하천수를 활용한 냉방은 기존 기술에 비해 경제성

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비싸고 효율이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시

행령이 개정되면 2020년부터는 하천수를 활용한 냉

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 하천

수 온도 특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

유이다. 본 연구는 수량이 가장 풍부한 한강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추후 타 수계의 온도 특성 연구

에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기온의 상승과 함께

하천수 수온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Fig. 4에서

2017년 이전 여름철 한강물의 평균수온은 25℃ 이

Fig. 1. Lotte World Tower System Using Han River

Water.

Fig. 2. The Situation of Renewable Energy in Lotte World

Tower.

Table 1. Energy and GHG Reduction Effects

River Water/

Heat Storage

Absorption

Refrigeration

Energy

kWh 189,093,098 3,332,838

Nm3 0 4,943,325

TOE 3,890 5,932

GHG TCO2 8,048 12,509 

Fig. 3. Geothermal System Composition Diagram (Zero

Energy Building Technology,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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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며 평균기온과는 약 5℃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ig. 5에서 2018년 여름 평균기온은 34

℃, 낮 기온은 39℃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되고

한강 평균수온도 29℃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이 기간 온도 변화가 냉동공조 설비 효율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하천수를 활

용한 냉방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데이터 측정과 분석

본 연구는 ‘08년~’18년의 기온과 수온을 대상으

로 하였다. 기온은 기상청 서울관측소 자료를 사용

하였고, 한강 수온은 한강에 인접한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덕소정수장 자료를 사용하였다. 

덕소정수장은 팔당역 인근의 덕소취수장에서 한

강물을 취수하여 정수장 유입부에서 자동계측기를

사용하여 수질 정보를 측정하고 있다. 덕소정수장

유입 원수 수온을 분석한 결과 11년간의 일평균 수

온 중 69개의 결측값(1.72%)이 있었고, 결측값은

전후 일자의 수온을 참고하여 중간 값을 입력하

였다.

2.1 최근 10년간 및 2018년 평균기온 비교

Fig. 6에서 2018년 평균기온이 10년 평균기온에

대해 양선(주황색)과 음선(회색)을 반복하며 상하변

동하고 있으나 Fig. 7과 같이 여름철은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Min et al.[7]은 2018년은 우리나라

11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한 폭염이며 전 지구

예측모델(UM GDAPS)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Lee et al.[8]은 기상청에서 기후예측

시스템(GloSea5)을 이용하여 폭염 발생 원인을 분

석한 결과 한반도 여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은 북태평양고기압, 티베트고기압, 해양/해빙이며

티베트 고원의 눈과 북극 빙하가 녹는 정도에 따라

한반도 여름철 기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 세계일보기획 기사도 2018년 폭염 원인을

Fig. 8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9]. 

2.2 최근 10년간 및 2018년 평균수온 비교

Fig. 9에서 최근 10년간 한강 평균수온과 2018년

Fig. 4. Average temperature and average water temperature

during the summer of ’08~’17 (Seoul, Han River).

Fig. 5. Average temperature and average water temperature

during the summer of ’18 (Seoul, Han River).

Fig. 6. Comparison of average temperature in the last 10

years (’08~’17) and temperature in 2018.

Fig. 7. Comparison of the Daily Average Temperatures in

the Summer Season in 2018 and the L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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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온을 비교하면 Fig. 6의 기온에 비해 연중 상

하 폭이 작으나 여름철에는 약 5℃의 수온상승을 보

이고 있다. 이는 Min et al.[7]의 연구와 같이 기후변

화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0에서 2012년

과 2016년 여름철 약 1주간 수온이 27℃ 이상을 유

지한 기록이 있으나 2018년은 약 3주간 27℃ 이상

을 유지하고 있다.

2.3 기온과 수온의 온도 특성 비교

Fig. 11과 Fig. 12는 2018년 여름철 기온과 한강 수

온을 시간별 및 일평균별로 분석한 그림이다. 기온

은 사인파를 그리며 주야 온도차가 10℃ 이상 발생

하지만 수온은 주야 온도차가 2℃ 이내로 미미하다.

Fig. 13에서 7월초(7.2, 7.9, 7.10)의 일시적인 강우

시 기온은 5℃ 이상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으나 수온

은 큰 변화가 없다. Fig. 14에서 8월말 3일간(8.27~

8.29)의 연속된 강우기에 기온은 7℃, 수온은 5℃ 정

도 급격히 하락하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Fig. 8. Factors Affecting the Summer Heat on the Korean

Peninsula.

Fig. 9. Comparison of the average water temperature in

2018 and the Last 10 Years.

Fig. 10. Average summer temperature (’08~’18).

Fig. 11. Temperatures per hour and daily average during

the summer of 2018.

Fig. 12. Water Temperatures per hour and daily average

during the summer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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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특성은 하천수 지열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요

소이다. 

2.4 2018년 기온과 수온 온도차 비교

Fig. 15에 2018년과 최근 10년의 여름철 한강 수

온과 기온을 하나의 그림으로 비교하였다. 수온 그

래프는 5일~10일 정도의 시간 지연을 보이며 기온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시간 지연은 2018년 여름철 시간별 기온과 수온

을 결합하여 비교한 Fig. 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온은 8월 초가 피크이고, 수온은 8월 중순이 피크

이다. 물이 공기에 비해 비열이 커서 온도변화가 늦

어지는 일반적인 물리 현상이 한강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천수 지열을 이용하는 설계자 입장에

서 긍정적인 조건이다. 기온의 피크 시점과 수온의

피크시점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피크부하 시 수온

의 활용 여건이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설계 시

고려할 요소이다. 

3. 설계 적용 방안

3.1 터보냉동기 냉각수 온도에 따른 효율 변화

Fig. 17은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터보냉동

Fig. 13. July 2018 Temperature and Rainfall.

Fig. 14. August 2018 Temperature and Rainfall.

Fig. 15. Comparison of Temperatures and Water Temper-

atures in the Summer of 2018 and the Last 10 Years.

Fig. 16. Comparison of Temperatures and Water Temper-

atures in Time and Day in Summer 2018.

Fig. 17. Power consumption of Centrifugal Chiller accord-

ing to Coola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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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냉각수 온도에 따른 냉동기 전력소비 그래프이

며 제작사별 제시 자료이다[10, 11]. 일반적으로 냉

각수 입구의 온도가 낮을수록 냉동기 전력소비가

감소한다. 냉동기 종류와 규모, 냉수출입구 온도 조

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냉각수 온도 조건을 32℃

설계기준에서 1℃ 낮게 공급할 경우 소비전력은 약

3% 절감된다[12]. 

Fig. 18은 국외 냉동기에서 제시하는 냉각수 입구

온도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산출 프로그램이다[13].

Fig. 9에서 한강물은 4월∼10월에 15℃~25℃의 평

균수온을 유지하므로 냉각수로 활용할 경우 15% 이

상의 전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18

년 여름과 같은 폭염에서는 냉각수 온도가 설계조

건인 32℃ 보다 높아져 냉동기 서징현상 등의 문제

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한강물은 폭염에서도 29

℃ 이하의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

원이다. 

3.2 설계 검토 사례

Table 2는 H백화점에 한강물을 활용하여 냉방 효

율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자료 중 일부이다. 15%의

전력절감과 약 1.5%~2%의 냉각수 보충량 감소 효

과 적용 시 연간 운영비를 38% 절감할 수 있다. 또

한 옥상 냉각탑을 제거하여 백연 발생이 없어지므

로 주변 아파트 단지의 백연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백화점 옥상 공원의 이용 가치도 높아진다. 특히 백

화점의 옥상 공원은 레지오넬라균, 백연 및 소음으

로 인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한강 수열 활용 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건물

가치도 높일 수 있다. 

Table 3은 L연구소에 한강물을 활용하여 냉방 효

율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자료 중 일부이다. 15%의

전력 절감과 약 1.5%~2%의 냉각수 보충량 감소 효

과 적용 시 연간 운영비를 45% 절감할 수 있다. 운

영비 절감량은 냉동기 용량뿐 아니라 연간 가동 시

간에 따라 달라진다. L연구소의 냉각탑은 아파트 단

지와 인접한 도로변에 위치하여 백연 민원도 해결

할 수 있다. 

3.3 이상 기후에 따른 냉방 효율 변화

3.2 설계 검토 사례는 냉동기 제조사들이 제시하

는 냉각수 입구 온도와 전력량 그래프를 참고하여

24℃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소 절감량이다. Fig. 9와

같이 실제 수온은 연중 대부분 25℃ 이하를 유지하

므로 실제 절감량은 더 증가한다. Fig. 16을 보면 일

반적으로 여름철 최고기온과 수온은 5℃∼15℃의

Fig. 18. Chiller Program (Increased efficiency by 2.7%

with Reduced condensation temperature of 1°C).

Table 2. Effect of H Department Store Cooling Equipment

on the Han River Water Application

Chiller Capacity
Cooling 

Tower 

River 

Water
Save

Chiller 1 1,200 USRT 743.0 kW 631.6 kW 111.4 kW

Chiller 2 800 USRT 484.0 kW 411.4 kW 72.6 kW

Chiller 3 800 USRT 484.0 kW 411.4 kW 72.6 kW

Chiller 4 250 USRT 151.3 kW 128.6 kW 22.7 kW

Chiller 5 150 USRT 90.8 kW 77.1 kW 13.7 kW

Table 3. Effect of L Laboratory Cooling Equipment on the

Han River Water Application

Chiller Capacity
Cooling 

Tower 

River 

Water
Save

Chiller 1 300 USRT 210 kW 178.5 kW 31.5 kW

Chiller 2 600 USRT 390 kW 331.5 kW 58.5 kW

Chiller 3 600 USRT 390 kW 331.5 kW 58.5 kW

Chiller 4 600 USRT 390 kW 331.5 kW 58.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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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여름 날씨에는 수온

이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혹서기와

같이 기온이 39℃에 육박할 경우 수온도 29℃를 유

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온이 39℃에 육박할 경우 일반적인 냉각탑은

서징현상으로 인해 냉동기의 급격한 효율저하가 발

생하여 정상적인 냉방 공급이 어렵다. 2018년과 같

은 이상 기후 발생 시에 한강물을 이용할 경우, 수

온이 절감량 산출 기준인 24℃보다 높게 유지되어

냉동기 에너지 절감량이 줄어들 수 있다. Fig. 16에

서 8월 1일 최고 기온이 39.6℃일 때 수온은 27℃를

유지하여 약 13.5%~15%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물과 공기의 비열 차에 의한 최고 온도 시

점 차이가 발생하여 냉방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강물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냉방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결과 하절기 기온과 수온은 약 10℃ 내외

의 차이를 보이며 온도 변화 패턴은 7~10일차의 간

격으로 수온이 기온그래프를 후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온이 강우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것과 달리 수온

은 강우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강물을 건축물 냉방에 활용할 경우 평시에

는 1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되고 2018년과

같은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냉동기 서징현상

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오는 10월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시키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냉동공조설비 설계자나 운영자들이 하천수의 특성

을 이해하여 기후변화 대비에 활용할 방법을 숙고

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

로 후속 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예

정이다. 서징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 안전

율은 관련 업계에서 각 건물의 부하 특성에 맞게 찾

아야 할 것이다. 안전율을 크게 잡고 설비용량을 선

정할 것인지, 설비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추후 변화

하는 기후에 연동하여 설비를 증량할 것인지 그 범

위 안에서 안전율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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