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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of a heat pump using river water as a heat source was 

compared with that of a conventional air-conditioner for cooling and a boiler system for 

heating. The heat pump system using river water considered the 1-stage cycle for cooling 

and the 2-stage cycle for heating. The COPs of the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were 0.5～

1.1 higher than those of the conventional system in the cooling season. The LCC of the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was lower 13.5% and 32.4%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ystem Ⅰand Ⅱ. In addition, when the initial cost ratios of the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to the conventional system Ⅰand Ⅱ were less than 1.2 and 1.4, respectively, 

an acceptable payback was found to be less than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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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DR :  할인율 [%]

 IC :  기투자비 [원]

 OP :  운 비 [원]

 PP :  투자회수기간 [년]

 PV :  존가치 [원]

 PWAF:  연 가계수

 

하첨자

 n :  열펌  시스템

 o : 기존 시스템

 

1. 서 론

최근 산업화의 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에 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에 지의 량 소비와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에 지자원과 지구환경에 한 심이 높아

지면서 1차에 지의 사용을 최 한 이면서 환

경친화 인 산업구조의 형태를 갖는 에 지 이용

기술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도시 지역이나 공업단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미활용에 지를 이

용하는 것은 시스템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미활용에 지란 에 지 자원으로서는 존재하고 

있으나 양  질 인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사용

되지 못하고 자연계로 배출되는 에 지를 말한

다. 미활용에 지의 하나인 하천수는 겨울철에는 

외기온도에 비하여 높고, 여름철에는 외기온도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열펌 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에 효과 이며, 연  안정 이기 때문에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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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monthly average temperature 

in Daegu.

Fig. 2 Schematic of the heat pump system.

성능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수를 열원으

로 사용하는 열펌  시스템은 기존의 공기열원 

냉방기와 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과 비교

하여 기 투자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

석을 통한 용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를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열원의 온도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을 시뮬 이션하 고, 기존의 냉난

방 시스템을 비교시스템으로 하여 기투자비와 

연간운 비를 산정하여 투자회수기간과 생애주기

비용(LCC) 분석방법에 의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

하 다.

2. 하천수 열원 열펌  시스템

2.1 하천수 열원 특성

열펌  시스템은 열원의 온도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변화한다. 하 기 냉방시에는 응축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의 성능은 하되고 난방

시에는 증발열원의 온도가 낮을수록 시스템의 성

능이 크게 하된다. 열펌 의 열원으로는 일반

으로 시스템의 간단하고 설치비가 렴한 공기 

열원 공조장치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기의 

공기는 연 온도변화가 크게 나타나서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

다. 따라서, 열펌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공기열원에 비하여 상 으로 연  일정

한 온도변화를 나타내는 하천수와 지열 등을 

체 열원으로 용하고 있다. 

Fig. 1은 우리나라 구지역의 하천수와 기

의 연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하 기 8월과 동

기 1월의 온도차이를 비교해보면 하천수와 

기는 각각 13.2℃와 28.3℃의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천수가 기에 비하여 연  안정 인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하천수 열원 열펌  시스템 모델링

열펌 가 하 기에는 냉방을 하여 7～12℃ 

정도의 냉수를 생산하게 된다. 하 기의 하천수

의 온도는 략 20～25℃ 범 이므로 응축기와 

증발기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고, 압축기의 

토출온도가 비교  높지 않기 때문에 1단압축을 

하여도 냉방성능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동 기

의 경우에는 난방이나 탕을 하여 55℃ 이상

의 온수를 필요로 한다. 한, 동 기의 하천수의 

온도는 10℃ 이하이므로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1단압축을 할 경

우 압축기의 토출온도가 매우 높아지고, 압력비

가 증가하여 소요동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압

축기의 효율이 하되어 격한 난방성능의 하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방

은 1단압축으로, 난방은 2단압축으로 작동하는 

R-134a용 열펌  시스템을 Fig. 2와 같이 구성하

여 모델링하 다. 냉난방 사이클의 시뮬 이션은 

Visual basic 5.0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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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
tion

Basic
cost

Power demand cost 

Summer
(6-8)

Spr./Fall
(4.-5, 8)

Winter
(10-3)

High
voltage
power A
Choice Ⅱ

5,870
(won/kW)

81.80
(won/kWh)

51.30
(won/kWh)

55.70
(won/kWh)

Fuel type Caloric value Cost Boiler
efficiency

Light oil 9,200
(kcal/L)

821.40
(won/L)

82%

LNG 10,500
(kcal/m3)

604.44
(won/m3)

Table 1 Electricity and fuel cos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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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onthly operation cost 

per cooling/heating capacity. 

고, 냉매물성치는 Reprop 7.0에서 값을 호출하

도록 하 다.

Fig. 3은 월별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

템과 기존의 공기열원 냉방기의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하 기 냉방시에 하천수 열원 이용 열

펌 시스템이 공기열원 냉방기 보다 성 계수가 

0.5～1.1 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 동 기에는 기

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일러를 사용하므로 하천

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의 난방성능만을 나

타내었다.

3. 경제성 평가 결과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의 경제성 평가를 분

석하기 하여 비교시스템으로 하 기에는 공기

열원 에어컨시스템을 용하 고 동 기에는 보

일러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용하 다. 

경제성 평가는 생애주기비용(LCC)과 투자회수

기간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용 시스템의 생

애주기비용을 구하기 하여 존가치와 연

가계수는 각각 식 (1)과 (2)를 사용하 다. 여기

서, DR은 할인율을 나타내고 A0는 운 비  유

지보수비용과 같은 반복소요비용을 말한다. 투자

회수기간을 구하기 해서는 식 (3)을 사용하

다. 여기서 분모는 기존 시스템과 하천수 열원 

열펌 인 새로운 시스템의 운 비 차이를 나타내

고, 분자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시스템의 기 

투자비 차이를 나타낸다.

  

   (1)

 

   (2)

  

  
(3)

Table 1은 경제성 평가를 하기 하여 용된 

기요 과 가스  경유 가격과 보일러의 효율

을 나타낸다. 여기에 표시된 값들은 한국물가정

보자료집(2007)을 참고하 다.

Fig. 4는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과 비

교시스템과의 단 용량당 운 비를 월별로 비교

하 다. 비교시스템인 기존시스템의 운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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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perating cost(won)

Cooling Heating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626,580 729,465

Conventional systemⅠ Air-conditioner + LNG boiler 689,309 1,413,717

Conventional system Ⅱ Air-conditioner + Light oil boiler 689,309 2,192,632

Table 2 Comparison of operating cost 

System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Conventional 

system Ⅰ

Conventional 

system Ⅰ

Life initial cost (won) 24,144,187 (loan) 20,600,000 18,600,000

Life operation cost 

(won)

Cooling 5,360,936 5,897,637 5,897,637

Heating 6,241,206 16,560,473 31,809,701

Life maintenance cost (won) 4,246,954 3,181,355 2,872,485

Life cycle cost (won) 39,993,283 46,239,465 59,179,823

Useful life (year) 10 10 10

Discount rate 5% 5% 5%

Interest rate 2.5% - -

Escalation of energy rate 2% (Electricity) 8% (LNG) 12% (Light oil)

Table 3 Results of LC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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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Comparison of the LCC analysis results.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와 비교하여 단 용량당 

2～28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연면  331 m
2
의 건물에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과 기존의 비교시스템에 하여 1

년 운 비용을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하천수 열원 열펌 시스템의 운 비용은 공기열

원 냉방기와 가스보일러 난방기를 사용하는 기존 

시스템 Ⅰ과 비교하여 운 비용이 36%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기열원 냉방기와 경유보일러 

난방기를 사용하는 기존 시스템 Ⅱ에 비해서는 

53%의 운 비용 감율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과 

비교시스템의 경제성평가를 하여 생애주기비용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하천

수 열원 열펌 의 경우 정부로부터 에 지이용합

리화자 을 장기 리로 2.5%의 이자율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 다. 생애주기비용 분석에 

용한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 고, 할인율은 

5%로 용하 다. 유지보수비용은 기투자비의 

2%, 기요 의 연간 인상율은 2%, 가스와 경유

의 연간 인상율은 각각 8%와 12%를 용하 다. 

이러한 변수값들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를 도시

하여 Fig. 5에 기투자비용, 운 비용,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을 비교시스템과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의 생애주기

비용이 비교시스템 Ⅰ과 Ⅱ에 비하여 13.5%와 

32.4% 낮게 나타났다. 



- 1428 -

1.0 1.2 1.4 1.6 1.8 2.0 2.2
0

5

10

15

20

25

30

35

P
ay

ba
ck

 p
er

io
d 

[y
ea

r]

Initial cost ratio

 Compared with conventional system I
 Compared with conventional system II

Fig. 6 Payback period according to initial cost 

ratio. 

Fig. 6은 하천수 열원 열펌 시스템과 비교시

스템의 기투자비의 비율에 한 투자회수기간

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

내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스보일러 

난방을 사용하는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천수 

열원 열펌 시스템의 기투자비용이 기존시스템

에 비하여 1.2배 이내일 때, 경유보일러 난방을 

사용하는 기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천수 열원 열

펌 시스템의 기투자비용이 기존시스템에 비하

여 1.4배 이내일 때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하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

템을 기존시스템과 비교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 기 냉방시에 열원이 연 일정한 온도

변화특성을 갖는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

이 공기열원 냉방기 보다 성 계수가 0.5～1.1 정

도 더 높게 나타났다. 

(2) 생애주기용방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하천수 열원 이용 열펌  시스템의 생애주

기비용이 비교시스템 Ⅰ과 Ⅱ에 비하여 13.5%와 

32.4% 낮게 나타났다.

(3) 하천수 열원 열펌 시스템의 기투자비용

이 공기열원 냉방기와 가스보일러 난방시스템과 

비교해서는 1.2배, 공기열원 냉방기와 경유보일러 

난방시스템과 비교해서는 1.4배 보다 낮을 경우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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