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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ater source heat pump (WSHP) system is regarded as an energy-efficiency heating and cooling supply system
for buildings due to its high energy efficiency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Recently, water sources such as
river water, lake water, and raw water are attracting attention as heat sources for a heat pump system in Korea. This
paper analyzed the applicability of a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RSHP). The river water temperature level
was compared with the outdoor air and ground temperature levels to present applicability. In addition, the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were compared through a simulation approach for the RSHP and a ground source heat
pump (GSHP) applied to a large-scale office building. To compare the temperature level, the actual data were applied
to the river water and the outdoor air, while the simulation results were applied to the ground circulation wa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in river water temperature throughout the year was similar to the change in outdoor
air temperature. However, unlike the outdoor air temperatu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urly and daily average
river water temperatures was not large. The temperature level of river water was lower during the heating season
and somewhat higher during the cooling season than that of the ground circulation water.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RSHP system was 13.4% lower than that of the GSHP system on an annual-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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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i : 성능 계산 식에서 계수, 식(1) [-]

Bi : 성능 계산 식에서 계수, 식(1) [-]

COP : 냉난방 성능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

T : 온도 [oC]

: 체적 유량 [m3/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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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첨자

in : 히트펌프 입구

L : 히트펌프 부하측(load side)

ref : 기준(reference)

S : 히트펌프 열원측(source side)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의 열원으로 하천수(river water), 호소수(Lake water), 원수(raw water)

와 같은 수열원(water source)이 주목받고 있다[1, 2]. 정부가 관리하는 수열원(수자원) 중, 하천수, 광역원

수, 댐호소수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건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에 풍부하

게 존재하는 수열원을 건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목표 달성은 물론 히트펌프

열원 다변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급에 앞서 시스템 설계 데이터 개발 및

시공 기준 구축, 수열 히트펌프 인증 기준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은 물 대 물 히트펌프(water source heat pump)를 중심으로 열원측(source side)과

부하측(load side)으로 구성된다. Fig. 1은 수열원 중 하천수를 이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이하 ‘하천수 열

원 시스템’)의 구성도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시스템의 열원측은 하천수 취수구와 배수구, 필터, 순환 펌

프,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며, 공기열원이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부하측은 기존

히트펌프 시스템과 비슷하며, 히트펌프, 냉온수 저장 탱크, 실내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설계와 성

능 구현에 하천수 온도와 이용 가능 수량이 중요하며, 여기에 열원과 사용자(건물) 사이의 거리는 경제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3].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실험 연구와 시뮬레이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4]. Shibuola et

al.[5]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오래된 건물에 적용한 하천수 열원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후, 기존 시스템

(공기 열원 히트펌프와 냉동기/보일러)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하천수 열

원 시스템은 공기 열원 시스템 대비 17.1% 그리고 냉동기/보일러 시스템 대비 36.9%를 줄일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Liu et al.[6]은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하천수 열원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을 분석하였다. 히트펌

프 평균 COP는 6.5(냉방)와 7.4(난방)이었으나, 시스템 평균 COP는 2.6(냉방)과 5.4(난방)까지 떨어졌다. 하

천수 순환 펌프의 소비동력이 과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실험 연구는 실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많이 따른다. 또 실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성능 예측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며, 성

능 평가[7], 설계 최적화[8], 제어 최적화[9] 등의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었다. Wang et al.[10]

은 개방형 수열원 시스템에서 취수구 위치에 따라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Lv et

al.[11]은 수열원 시스템의 열역학 사이클 모델을 이용하여 냉방 성능을 분석한 후, 수온이 1oC 떨어질 때

마다 시스템 COP는 2.3%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Oh et al.[12]은 원수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히트펌프와 열저장 탱크 개수에 따라 시스템 냉난방 COP에서 다소 차이

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관심 그리고 히트펌프 시스템의 열원 다변화 노력 등의 영향으

로 국내에서도 실험 연구와 시뮬레이션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만 실험 연구[13, 14]는 수열원 시스템과 다

소 거리는 있지만, 국내에서 지표수 열원(연못)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뮬레이션 연

구[15]는 하천수 열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지역과 건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간 냉난방 성능을 분석하였

다. 이 분석 결과는 하천수 열원 시스템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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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은 하천수 열원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하천수는 서울 한강을 의미한다. 적

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하천수 온도 수준을 외기 온도와 지열(지중 순환수)의 온도 수준과 비교

하였다. 이때 온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하천수와 외기 온도는 실측 데이터를, 지중 순환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였다. 이어서 대형 업무용 건물에 가상의 하천수 열원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와 지열 히트펌

프 시스템(이하 ‘지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로 구분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냉난방 성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냉난방 성능을 비교할 때 순환수 펌프의 소비 동력은 제외한 후, 즉 히트펌프만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대상 건물은 실제 건물이지만, 위치만 한강에 인접한 건물이라고 가정하였다. 참

고로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가능성(economic applicability)은 다루지 않았다.

2. 분석 방법

2.1 하천수 온도 획득

하천수 열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가 히트펌프 열원(난방 모드)이나 히트싱크(냉방

모드) 역할을 수행하는 하천수의 온도다. 이는 지열 시스템인 경우 지중 순환수 온도,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인 경우 외기 온도에 따라 시스템 용량과 성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하천수 온도(이하 ‘수

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16]이 제공하는 시간대별

수온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여러 측정 지점 중, 구리 하수처리장에서 하류 방향으로 4.5 km 떨어진 구리

측정소(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4)의 수온을 이용하였다(Fig. 2). 한편 구리 측정소는 외기 온도를 직접 측

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리 측정소에서 직선 거리로 약 2.2 km 떨어진 기상청 강동 관측소의 외기 온도를

이용하였다. 향후 전국 하천수를 대상으로 수온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하천수 열원 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2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및 조건

대상 건물의 최대 냉난방 부하와 시간대별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한 후, 이에 상응하는 히트펌프 용량을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 대상 건물은 지상 19층, 지하 2층 규모이고 공조면적은 약 23,010 ㎡다. 참고로 본

논문은 건물 모델링이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논문[17]에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건물

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외장은 건식벽체(dry wall) 마감에 2중 유리 구조이고, 지하 기계실과 건물 중심부

Fig. 1. Schematic diagram of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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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전체 공간 공조에 공조기(AHU)를 사용한다. 하루 15시간(07:00~20:00), 주 5일 재실자가 있으

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재실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상 건물의 시간대별 에너지 요구량 계산을 위

해 DesignBuilder(V6.1)[18]를 이용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물 에너지 해

석 프로그램인 EnergyPlus(V8.9)를 계산 엔진으로 이용한다. 에너지 요구량 계산 결과 냉방 2,495.7 MWh/

year, 난방 1,997.2 MWh/year이다(Fig. 3).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표준 건축물을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 요

구량을 산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 성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국내 K사, KGH0500W)는 물 대 물 방식이며, 정격조건(열원 온도 기준, 냉방 25oC/난방 5oC)

에서 냉난방 COP는 4.4와 3.7이다(Fig. 4, Table 1). 설계 결과 대상 건물의 최대 냉난방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히트펌프 2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Table 1). 시스템이 부분부하 운전 중일 때 히트펌프 냉

난방 COP, 용량(capacity), 압축기 전력 소비량 등은 열원과 부하 순환수의 온도와 유량에 따라 변한다.

EnergyPlus는 부분부하 조건에서 히트펌프 COP와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곡선 맞춤법(curve fit method)

과 변수 추정법(parameter estimation-based method)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는 곡선 맞춤법을 적

Fig. 2. Temperature measurement locations and outside/inside of river water temperature measurement station

Fig. 3. Exerior of target building and calculated hourly energy load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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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는데, 히트펌프 제조사가 제공하는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과 용량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조사의 성능 데이터는 열원측과 부하측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 유량, 성능 특

성(용량, 전력 소비량, 성능계수)을 포함하고 있다. EnergyPlus에서 곡선 맞춤법에 의한 히트펌프 냉난방

COP 변화는 식(1)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히트펌프의 냉난방 용량과 전력 소비량 역시 곡선 맞춤 계

수(coefficiencts)만 다를 뿐 식(1)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참고로 제조사의 COP

데이터와 식(1)로 계산한 COP는 ±2.0% 범위에서 일치하였다. 

(1)

Fig. 4.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of heat pump unit in this simulation study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heat pump systems and Spefication

Parameters Specification

Conditioned area (total area) [m2] 23,010(32,488)

Cooling energy load [MWh/y] 2,495.7

Heating energy load [MWh/y] 1,997.2

Heat pump nominal capacity [kW] 160.1(cooling)/159.8(heating)

Heat pump total capacity [kW] 3,190.0

Heat pump cooling COP [-] 4.4

Heat pump heating COP [-] 3.7

Design EST* for cooling [oC] 25.0

Design EST* for heating [oC] 5.0

Borehole number/diameter [m] 342/0.15

Borehole depth for cooling [m] 153

Borehole depth for heating [m] 100

U-tube configuration Single

Pipe inner/outer diameter [mm] 27.3/33.4

Thermal conductivity [W/mK] 2.68

Thermal diffusivity [m2/day] 0.063

* EST: Entering Source temperature to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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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열원 시스템 성능 분석에서 하천수 취수구(intake)는 하천 흐름의 상류에 설치하며 배수구는 취

수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히트펌프 입구 수온은 연중 시

간대별 수온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천수 열원 시스템의 열원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성능은 감소

[3, 15]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열원과 히트펌프 사이의 수평 배관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 현상은 고려하

지 않았다.

한편, 지열 시스템에서 지중 순환수 온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열 시스템 설계 기준을 전용 프로그램

에(GLD 10.0.47)[19]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지중 순환수 온도는 지중 유효 열전도도, 열저항, 그라

우팅 재료의 열전도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시스템이 아닌 가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

터를 적용하였다(Table 1). 아울러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재질로 국내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밀도폴

리에틸렌(HDPE)을 적용하였다. 대상 건물의 시간대별 에너지 요구량과 각종 입력 정보를 적용하여 수직

지중열교환기 사양을 설계한 결과, 깊이 150 m 지중열교환기 342개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Table 1

은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히트펌프 용량과 성능, 지열 시스템의 지중열교환기 설계 변수 등을 정리한 것

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하천수 온도 특성

히트펌프 시스템 용량 설계와 성능 변화에 열원(난방 모드) 또는 히트싱크(냉방 모드)의 온도가 중요하

다. 본 분석에서는 수온(하천수 열원 시스템)과 지중 순환수(지열 시스템)의 시간대별 온도를 비교하였다. 여

기에 외기 온도 수준도 같이 참고하였다. 먼저 수온과 외기 온도를 비교하였으며, Fig. 5에 2019년과 2020

년의 시간대별 수온(파란색 실선)과 외기 온도(회색 실선) 변화를 도시하였다. 그래프에서 2020년에는 비

어있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연도별 차이를 보기 위해 두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 시간대별 온도

Fig. 5. Hourly temperature variation of river water and outdoor air in 2019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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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 겨울과 여름철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표시하였다. 시간대별 외기 온도는 있지만 수온 데

이터가 없는 지역에서 하천수 열원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외기 온도와 수온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때 전

국 단위에서 다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계를 구축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 논

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온도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수온과 외기 온도 변화 양상은 연도와 상관없이 비슷하였다(Fig. 5). 다만 하루 중 변화 폭은 수온이 외

기 온도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 또 난방 기간(1월~3월, 10월~12월)은 수온이 외기 온도보다 높은 반면,

냉방 기간(6월~9월)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았다. 최고 수온은 29.1oC(2019년)와 28.9oC(2020년)로

지열 시스템 설계 온도인 25oC보다 다소 높았다. 최저 수온은 1.6oC(2019년)와 2.0oC(2020년)로 지열 시스

템 설계 온도인 5oC보다 낮았다. 여기서 지열 시스템 설계 온도는 정부 보급사업 설계시 기준 온도를 의

미한다. 참고로 2020년은 1월과 8월 온도가 많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최고 수온으로 볼 수 없다. 또

2019년 외기 온도는 최저 –10.0oC, 최고 35.4oC이었으며, 2020년에는 최저 –12.3oC와 최고 35.5oC이었다. 특

정 기간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수온 변화가 외기 온도 변화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 아울러 수온은 동절

기보다 하절기에 외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은 일평균 수온과 시간대별 수온을 비교한 결과다. 본 논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외기 온도인 경

우 시간대별 데이터와 일평균 데이터가 크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수온인 경우에는 일평균 수온과 시간

대별 수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시간대별 수온이 없는 지역에서 일평균 수온을 이용하여 하천수 열원 시

스템을 설계해도 용량과 성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7은 수온을 외기 온도의 함수로 표현한 결과다. 시간대별 결과와 일평균 결과 모두 상관관계

Fig. 6. Hourly and daily average temperatures of river water on particular cooling and heating days

Fig. 7. River water temperature with respect to outdoor air temper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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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s r)는 우수하지만, 1년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계를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수온 데이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간대별 또는 일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

계할 수 있지만, 수온 데이터가 없는 지역은 외기 온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수

온과 외기 온도 관계는 시스템 선정 단계나 초기 의사결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1차식으로 관계를 표시하였지만, 시간대별 데이터는 외기 온도 변화 폭보다 수온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단순 1차식으로 표현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한편 일별 데이터는 1차식으로 표현해도 우수한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

3.2 히트펌프 시스템 성능 비교

Fig. 8은 앞서 제시한 수온과 외기 온도에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지중 순환수 온도까지 포함한 결과다.

그래프에서 수온과 외기 온도는 2019년 데이터이고, 지중 순환수는 EnergyPlus의 단기 g-함수 모델(short

term g-function model)로 계산한 결과다. 지중 순환수 온도 역시 측정값을 적용하면 온도 수준 비교의 일

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가상 지열 시스템에 대한

계산 결과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EnergyPlusd의 단기 g-함수 모델로 계산한 연구[20]가 많기 때

문에, 지중 순환수 온도 계산의 신뢰성은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Fig. 8에서 보듯이, 수온 범위는 지중 순환수와 외기 온도의 중간 수준이다. 이는 연중 시간대별 온도를

Fig. 8. Hourly temperatures of river water (WSHP), ground circulation water (GSHP), and outdoor air in 2019

Fig. 9. Comparison of temperatures of river water (WSHP), ground circulation water (GSHP), and outdoor air 



18 손병후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1월과 8월로 한정하여 나타낸 결과인 Fig. 9(a)와 Fig. 9(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중열교환기를 더

시공하면, 즉 설계 온도를 낮추거나(여름) 높이면(겨울) 지중 순환수의 온도 조건은 더 좋아진다. 하지만 이

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 수열원과 히트펌프 사이의 열교환기를 분

석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하천수 열원 히트펌프의 입구 수온은 직접 측정한 수온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여기에 수열원 인입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동절기)과 열획득(하절기)까지 감안할 경우, 더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난방 부하가 크게 걸리는 기간 중(12월~2월)의 수온은 외기 온도보다 높으면서 일일 변화 폭

도 거의 일정하였다. 냉방 기간 중에도 수온 조건은 외기 조건보다 우수하였지만, 하루 중 변화 폭은 난방

기간보다 컸다. 이는 기후 조건, 즉 강우 등에 의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난방 기간(1월~3월, 11

월~12월) 동안 수온은 평균 7.3oC이었고, 냉방 기간(6월~9월)에는 평균 24.7oC이었다. 지중 순환수보다 난

방 기간에는 낮고, 냉방 기간에는 다소 높았지만, 히트펌프 열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온도 수준이

다. 참고로 지중 순환수의 히트펌프 입구 온도(EST)는 설계 온도인 30oC(냉방)와 5oC(난방) 사이에 있으

며, 최고·최저 온도는 각각 26.8oC(8월 20일)와 6.7oC(1월 14일)이다.

하천수 열원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의 연중 시간대별 COP(Fig. 10)와 에너지 생산량 변화(Fig. 11)를 비

교하였다. 순환수 펌프의 소비 동력은 같기 때문에, 이 값을 제외한 히트펌프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하

천수 열원 시스템은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시간대별 실제 수온을 적용하였으며 지열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모델로 계산한 값을 적용하였다. 하천수 열원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의 연중 냉난방 COP는 비교적 안정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시스템에서 히트펌프가 같다고 가정하였지만, 열원 온도에 따라 성능에서 다

Fig. 10. Hourly COP trends of WSHP and GSHP systems

Fig. 11. Hourly cooling and heating capacity of WSHP and GSHP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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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차이를 보인다. 하천수 열원 시스템이 지열 시스템보다 연평균 13.4% 낮은 수준이다. 지열 시스템의 연

평균 냉난방 COP는 4.99(냉방)와 3.98(난방)이며, 하천수 열원은 시스템은 4.36(냉방)과 3.42(난방)이다. 아

울러 Fig. 11에서 보듯이, 히트펌프 성능 즉 용량 차이가 발생하여 시간대별 에너지 생산량에서도 다소 차

이를 보인다. 물론 본 논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하천수 열원 시스템이 공기열원 시스템보다 우수할 것

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연중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난방 설계일(1월 14일)과 냉방 설계일(8월 20일)을 기준으로 10일 동

안의 특성을 비교하였다(Fig. 12, Fig. 13). 두 그래프에서 하천수 열원 히트펌프의 하루 중 냉난방 COP는

지열 시스템보다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하천수 열원 시스템에서 냉방 기간 중 하천

수 온도 변화가 난방 기간 중 온도 변화보다 크기 때문에, 난방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다. 한편 지

열 시스템의 지중 순환수는 하루 중에도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운전 초기에 성능이 높았다가 뒤로 갈

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히트펌프만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지열 히트펌프의 난방 COP는 평균

3.98이고, 냉방 COP는 평균 5.01이었다. 한편 하천수 열원 히트펌프인 경우, 난방 COP는 평균 3.51, 냉방

COP는 평균 4.49로 지열 히트펌프보다 평균 11.1%(난방 11.8%, 냉방 10.4%) 낮은 수준이다. 앞선 연평균

성능과 차이(13.4% 차이 대 11.1%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간절기 때 지열 시스템의 냉방 성능이 연평균 결

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천수 열원 시스템의 최대 에너지 소요량은 난방 737.4 kW와 냉방 675.9 kW

Fig. 12. Comparison of heating performance for WSHP and GSHP system on particular heting day

Fig. 13. Comparison of cooling performance for WSHP and GSHP system on particular cool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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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냉방 500.3 MWh/year, 난방 501.9 MWh/year이다.

4. 결 론

하천수 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하천수 온도 수준

을 외기와 지열(지중 순환수)의 온도 수준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대형 업무용 건물에 하천수 열원 시스템

을 적용할 경우와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로 구분한 후, 연중 성능 변화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중 하천수 온도(수온) 변화는 외기 온도 변화 경향과 유사하였다. 다만, 외기 온도에 비해 하루 중

온도 변화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따라서 공기 열원 히트펌프보다 성능 면에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평균 온도 변화 특징을 보면, 난방 운전 기간(1월~3월, 10월~12월)은 하천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높은 반면, 냉방 기간(6월~9월)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았다.

(3) 외기 온도와 달리, 시간대별 수온과 일평균 수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대별 수온 데이

터가 없는 지역은 일평균 값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해도 용량 산정과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지중 순환수 온도와 비교했을 때, 하천수 온도 수준은 난방 기간에는 낮고, 냉방 기간에는 다소 높았

다. 하지만 히트펌프 열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온도 수준이다. 다만, 동절기 수온에 따른 시스템 운

전제어 조건 설정, 취수 깊이 및 열교환기 용량 설정 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관련 기준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5) 열원 온도 수준에 따라 하천수 열원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 성능도 차이를 보였다. 하천수 열원 시스

템이 지열 시스템보다 연평균 13.4% 낮은 수준이다.

(6) 히트펌프만의 성능만 비교하면, 하천수 열원 히트펌프의 연평균 냉난방 COP는 4.36(냉방)과 3.42(난

방)이며, 지열 히트펌프의 연평균 냉난방 COP는 4.99(냉방)와 3.98(난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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