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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come important for unutilized energy to be used for air conditioning of building. Economic

evaluation on energy system by using treated sewage water as heat source, which is one of unutilized

energy, was performed. The floor area of the subject building and the distance between heat source

equipment and sewage treatment plant was assumed 30,000m2 and 200m. Absorption chiller-heater

system was used for comparing to the energy efficient system, and payback period method was applied

to carry out economic evaluation. Although the operating cost of this system is reduced compared to

general heat source system, the ratio is not meaningful compared to the initial investment cost increase,

and payback period was calculated to be about 36.1 years. However, when calculated based on the

2014 rate of electricity and city gas, it will be greatly reduced to 3.1 years.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s are constantly changing, and therefore national policy on the spread of unutilized energy should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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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건축물도 단순한 거주 장소

라고 하는 역할에서, 보다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의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건축공간을 질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 종

류의 환경공간이 있는데, 이들 환경공간을 보다 쾌

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건축적 수단으로

는 불가능했던 것이 공기조화기술의 발달 등에 의

해 해결이 가능해졌다. 근년,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밀집됨에 따라 건축물은 대형화·고층화 되고 있

으며, 인간 생활의 중심은 점점 실내로 되어가고 있

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

이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범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이 국가정책상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에너

지 빈국인 우리나라 또한 다방면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으며, 건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

력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는, 외

벽의 기밀화, 단열성능의 향상이라고 하는 방향과,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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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미활용에너지 중 하수처리수는 해수, 하천수

등과 같이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외기에 비해 겨울철에는 온도가 높고 여름

철에는 낮기 때문에 공기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열

원시스템보다 에너지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에너

지이용 효율향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Heat Island)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일

컬어지는 대기에의 냉방배열 억제에 대한 효과가

생성되는 것도 근래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

리수를 열원으로 이용할 경우, 하수처리수 속에 포

함되어 있는 이물질로 인한 장비 오염의 부작용과

함께, 공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초기공사비

증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등 시스템

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홍원화 등[1]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할

경우의 소요비용과 발생편익을 비교한 비용편익비

(B/C)를 이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하였으며, 장기창

등[2]은 전국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배출 현

황 및 특성을 조사하여 하수처리수 부존량 및 열펌

프 운전특성을 파악하였다. 또 박률[3]은 특정 하수

처리장의 처리량과 주변현황을 분석하여 하수처리

수의 재이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하수

처리수를 이용할 경우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하수처리수

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외하

면 열원시스템으로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

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수

를 건물 냉난방 열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일

반적인 건물 냉난방시스템인 도시가스 이용방식과

공사비 및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경제성

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2.1 수요처 조건

대상건물은 서울에 입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무소건축물의 개략적인 열원기기 용량을 추정하

는 문헌에, 일반사무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3,000~

35,000m2를 대상으로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4]. 미

활용에너지를 도입하는 시스템은 비교적 대형건물

인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일반사무소 건물 중 비교적 대형이라 할 수

있는 연면적 30,000m2를 건축적 조건으로 하였다.

한편 열원기기와 열원(하수처리수)과의 거리도

초기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도시 하수처리장

의 경우 주변 건물과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

로 거리는 200m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거리에 대

해서는 거리에 따라 공사비가 비례적으로 할증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또 냉온수펌프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높이는 10층 건

물을 가정해서 40m로, 공급수와 환수와의 온도차는

일반적인 값인 5oC로 가정한다. 

2.2 적용 하수처리수 조건

대상 지역을 서울로 가정하여, 이용하는 하수처리

수는 서울시에 위치한 처리장 중 하나인 중랑물재

생센터로부터 배출되는 것으로 하였다. Table 1에

2016년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의 연간 월 평균 하수

처리수 온도를 나타낸다. 

3. 시스템 개요

하수처리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에는 하

수처리수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과, 하수처리수와 맑

은 물 사이에 열교환을 먼저 시키고 이 맑은 물을 열

펌프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 방법에 비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열펌프 본체의 부식과 같은 문제는 있지만 열펌프

안에서 온도차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면에서는 직접이용방식이 유

리하다. 하수처리수의 수질을 조사한 기존의 문헌

[2]에서, 장치의 성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는 SS성

분이 대부분 10 이하로서 장치 재질에 큰 영향을 끼

치지 않으며, 다만 인(燐)과 이끼류가 있으므로 자

Table 1. Monthly average temperature of treated sewage water (In 2016)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Temp. [oC] 13.0 12.7 15.3 19.0 21.9 24.9 25.5 27.8 26.1 24.5 19.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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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세정장치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 에너

지 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직접적 열교환방식을 검

토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앞서 조건 설정에서 언급했듯이 하수처리수

이용 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스템으로는 현재 사무소건물을 비롯한 여러 용도

의 건물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방식인 도시가스

를 이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두 방식에 대한 열원측 부분에서의 시스템 개념도

를 Fig. 1과 2에 나타내고, 기기비 및 공사비 산정은

이 개념도의 범위인 열원기기 부분으로 한다. 

4. 초기투자비 산정

각종 기기비 및 배관 등의 공사비를 초기투자비

구성 항목으로 하였으며, 앞에서 기술했듯이 초기투

자비는 Fig. 1과 2의 범위에서 산정하였다. 수요처의

조건 중 하나로, 검토 대상의 건물 규모를 연면적

30,000m2로 하였는데, 이 규모에 대한 대략적 열원

기기 용량은 3,000 kW(약 860RT)로 규정할 수 있으

며[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00 kW 용량으로 검

토하기로 한다. 

기기 종류별 대수는 부분부하 운전 및 시판되고

있는 기기 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기기

비와 공사비의 데이터는 물가정보에 관련된 시판

자료 및 설계 및 시공업체로부터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Fig. 1에 나타나 있는 이물질

제거용 스트레이너는 전체 공사비 대비 비율이 크

지 않아 기기부속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Table 2와 3에 두 시스템의 초기투자비 산정 결과를

나타낸다. 

5. 연간 운전비

5.1 운전비 산정방법

1년 단위의 운전비를 산정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해야 하나, 이에 관련한 자료는 국내

와 국외 모두 매우 부족하고, 더욱이 각 자료 또한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공기조화위생공학회에서 제시한 자료인 전부

하상당시간(全負荷相當時間)(냉난방 합계 1,398h)을

연간의 에너지사용량과 운전비 계산에 이용하였다

[5].

한편 Table 1에 제시되어 있는 월별 평균수온에

따라 열펌프의 COP가 달라지므로, 열펌프의 연간

운전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열펌프의

에너지사용량은 COP에 의거하여 산정하였다. 하수

처리수 온도에 따른 열펌프의 COP는 열펌프 제조

업체의 자문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Table 4에 나타

나 있다. 

5.2 연간 에너지사용량 

앞서 기술했듯이 열펌프의 에너지사용량을 산정

하기 위해 월별 COP를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6]에서 적용한 월 단위의 에너지

사용 비율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 건물 용량에 환

산 적용하였다. Table 4에 기존의 연구에서 적용한

월별 에너지사용 비율과 본 연구에서 환산 적용한

Fig. 1. Diagram of heat source part on treated sewage

water using heat pump system.

Fig. 2. Diagram of heat source part on gas using absorp-

tion chiller-he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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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프의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나타낸다. 셋째 칸에

나타낸 것이 환산량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

로 한 건물의 피크부하 3,000 kW에 전부하상당시간

1,398시간을 곱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둘째 칸에

나타나 있는 월별 비율을 곱한 것이다. 이 값에 월

별 COP를 적용하여 열펌프의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탑, 펌프류

등의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하였다. 이들 기기는

월별 COP의 변화와 관계없으나, 전기요금 기준이

월별로 차이가 있어 에너지사용량을 월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수 이용 시스템에서의 냉온수 및 열원 펌

프의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Table 5에, 그리고 도시

가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의 각 기기의 월별 에

너지사용량을 Table 6에 나타낸다. Table 5와 6에서

도 전부하상당시간 개념에 의거해서 에너지사용량

을 산정하였다. 또 도시가스 요금은 열량을 기준으

로 산정하므로, Table 6에서 흡수식 냉온수기가 사

용하는 가스량은 1 kW＝3.6 MJ/h(따라서 3,000 kW

＝10,800 MJ/h)로 하여 산정하였다.

5.3 연간 운전비 

Table 4~6에 나타나 있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시

스템별 연간 운전비를 산정하는데, 운전비 산정을

Table 2. Initial cost of treated sewage water using heat pump system (1,000won)

Categories
Each capacity and 

quantity
Unit price Price

Equip.

cost

(1) Water-source heat pump
150RT

(≒520kW)×6
140,000 840,000

(2) Hot and cold water pump 22kW×3 7,500 22,500

(3) Heat source pump 18kW×3 7,000 21,000

(4) Equipment related construction - {(1)~(3)}×0.25 220,880

Const.

cost

(5) Pipe
Indoor 250A×40m 100 4,000

Outdoor 250A×400m 100 40,000

(6) Automatic control - {(1)~(5)}×0.15 172,260

(7) Electricity 40% of pipe - 17,600

(8) Other expenses - {(1)~(7)}×0.1 133,820

Total - - 1,472,060

Table 3. Initial cost of gas using absorption chiller-heater system (1,000won)

Categories
Each capacity and 

quantity
Unit price Price

Equip.

cost

(1) Absorption chiller-heater 300RT×3 160,000 480,000

(2) Cooling tower 450RT×3 51,000 153,000

(3) Pump
Hot and cold water 22kW×3 7,500 22,500

Cooling water 30kW×3 9,500 28,500

(4) Equipment related construction - {(1)~(3)}×0.25 171,000

Const.

cost

(5) Pipe
Equip. room 250A×40m 100 4,000

Cooling tower 350A×100m 90 9,000

(6) Automatic control - {(1)~(5)}×0.15 130,200

(7) Electricity 40% of pipe - 5,200

(8) Other expenses - {(1)~(7)}×0.1 100,340

Total - - 1,103,740



20 이철구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위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산정기준을 Table 7과 8

에 나타낸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요금체계 중

본 연구 대상 시스템의 용량 및 조건에 적합한 ‘일

반용전력(을) 고압B 선택Ⅱ’를 기준으로 하였고[7],

가스요금은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요금체계에

서 ‘냉방용(냉난방 공조용)’을 기준으로 하였다[8].

Table 4~6에 나타낸 에너지사용량과 Table 7과 8에

Table 4. Monthly and annual energy use of heat pump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nual

Energy use rate in existing 

study [%][6]
12.2 10.2 7.8 5.1 4.9 7.0 12.2 11.8 7.6 3.9 7.5 9.8 100

Amount of energy use for 

this study [MWh]
511.7 427.8 327.1 213.9 205.5 293.6 511.7 494.9 318.7 163.6 314.6 411.0 

3,000kW×1,398h

=4,194MWh

COP 3.56 3.55 3.65 3.78 5.20 4.89 4.81 4.50 4.73 4.20 3.81 3.67 4.20

Energy use [MWh] 143.7 120.5 89.6 56.6 39.5 60.0 106.4 110.0 67.4 39.0 82.6 112.0 1027.3

[Remark] The peak power was calculated based on January in which there are most electricity use and lowest COP. The

result is as follows, 3,000/3.56 ≒ 843 kW.

Table 5. Monthly and annual energy use of hot and cold water pump, heat source pump in treated sewage water using

syste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nual

Hot and cold water

pump [MWh]
11.2 9.4 7.2 4.7 4.5 6.5 11.3 10.9 7.0 3.6 6.9 9.1

66kW×1,398h

=92.3MWh

Heat source pump

[MWh]
9.2 7.7 5.9 3.9 3.7 5.3 9.2 8.9 5.7 3.0 5.7 7.4

54kW×1,398h

=75.5MWh

Table 6. Monthly and annual energy use of absorption chiller-heater, cooling tower and pumps in gas using chiller-heater

syste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nual

Absorption chiller-

heater [GJ]
1,842 1,540 1,178 770 740 1,057 1,842 1,782 1,148 589 1,133 1,480

10,800MJ/h×1,398h

≒15,100GJ

Cooling tower 

[MWh]
- - - - 2.1 3.0 5.1 4.9 3.2 - - -

30kW×1,398h

=41.9MWh 

Hot and cold water 

pump [MWh]
11.3 9.4 7.2 4.7 4.5 6.5 11.3 10.9 7.0 3.6 6.9 9.1

 66kW×1,398h

=92.3MWh

Cooling water pump 

[MWh]
- - - - 6.2 8.8 15.3 14.8 9.6 - - -

90kW×1,398h

=125.8MWh

[Remark] Energy use of cooling tower and cooling water pump was adjusted assuming that they were operated 5 months

(May~Sep.) in summer.

Table 7. System of electric rate

Categories Rate Remarks

Basic rate 7,380 won/kW
More than 300 kW of 

contract demand

Meter rate

108.5 won/kWh Nov.~Feb.

78.5 won/kWh Mar.~May., Sep.~Oct.

108.5 won/kWh Jun.~Aug.

Table 8. System of gas rate

Meter rate Remarks

15.4413 won/MJ Dec.~Mar.

8.2332 won/MJ May~Sep.

13.8878 won/MJ Apr., Oct.~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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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시스템별 운전비를 Fig. 3(하수처리수 이용

시스템)과 4(도시가스 이용 열원시스템)에 나타낸다.

5.4 투자비 회수기간

회수기간 방법에서 투자비 회수기간을 계산할 때

회수기간 중 이자는 통상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생략하였다. Table 2와 3에 나타낸 두

시스템의 초기투자비와, Fig. 3과 4에 나타낸 두 시

스템의 연간 운전비에 따라 투자비 회수기간을 계

산하면 약 36.1년으로 나타난다. 

회수기간 중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투자

비 회수기간으로서 약 36.1년이라는 기간은 경제성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Table 9에

나타나 있듯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국가의 에

너지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 가스요금이

비교적 높았던 2014년도와 현재를 비교하면, 전기

요금의 변화는 전혀 없지만 가스요금은 동절기

48%, 중간기 61%, 하절기 77%가 내렸음을 알 수 있

다. 2014년도의 요금 기준으로 Fig. 4의 총 운전비를

계산하면 322,559천원으로 약 50% 증가하며, 따라

서 현재 기준이 아닌 2014년도 요금 기준으로 투자

비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약 3.1년으로 크게 줄어들

게 된다. 

실제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하수처리수를 비롯한

미활용에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곳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2014년과 2017년도의

에너지요금으로 산정한 경제성 평가에서 알 수 있

듯이, 미활용에너지에 관한 정책은 보다 넓은 범위

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의 국제 에너지가격에 관한 향

후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활용에너

지에 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하수처리수 이용 시

스템에도 이루어진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더 큰 가

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수요처와의 거

리를 200m로 가정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주변상황

에 따라 200m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는 초기공사비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Table 2에 의

하면 전체 공사비 중 하수처리장과 수요처 사이의

배관공사비 비율은 약 2.7%로, 무시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회수기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액 또

한 아니다. 실제로 하수처리장과 수요처와의 거리를

400m로 할 경우 회수기간은 약 40.0년(2017년도 요

금 기준) 및 3.5년(2014년도 요금 기준)으로 산정되

며, 200m일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

서 하수처리장과 수요처와의 거리가 수 km와 같이

Fig. 3. Monthly and annual running cost in treated sewage

water usingsystem (heat pump＋heat source pump＋hot
and cold water pump) (1,000won).

Fig. 4. Monthly and annual running cost in gas using

chiller-heater system (absorption chiller-heater＋cooling

tower＋cooling water pump＋hot and cold water pump)
(1,000won).

Table 9. System of electric, gas meter rate (In 2014 &

2017)

Categories 2014 2017

Electric

(won/kWh)

Nov.~Feb. 108.5 108.5

Mar.~May., 

Sep.~Oct.
78.5 78.5

Jun.~Aug. 108.5 108.5

Gas

(won/MJ)

Dec.~Mar. 22.8719 15.4413

May~Sep. 14.5688  8.2332

Apr., Oct.~Nov. 22.3714 13.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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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길지 않다면,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열원시스템

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결 론

미활용에너지 중 하나인 하수처리수를 건물 냉난

방 열원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관해 경제성을 평

가한 본 연구에서 이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현재 기준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운전비

를 계산할 경우 도시가스 이용 시스템에 비해 운전

비가 경감되지만 초기투자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줄어든다.

(2) 두 시스템에 대해 초기투자비와 운전비에 따

라 계산한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36.1년으로, 이 수

치로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전기

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크

게 변화할 수 있고, 실제로 2014년도 기준이라면 회

수기간은 3.1년으로 크게 줄게 된다.

(3) 지자체에 따라서는 하수처리수를 비롯한 미활

용에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2014년과 2017년도의 에

너지요금으로 산정한 경제성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이, 미활용에너지에 관한 정책은 보다 넓은 범위에

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원유, 천연가스 등의 국제 에너지가격에 관한

향후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활용에

너지에 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하수처리수 이용

시스템에도 이루어진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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