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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건물 단위부터 지역 단위 네크워크까지

서울시, 수열에너지 확대 장단기전략 세워야

204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 달성하려면 미활용에너지 발굴 필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

울시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를 목표로 설

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8년 기준 2.6%에 그쳐,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리적인 한계로 해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미약하고, 가용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에너

지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도 도심 내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미활용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월 수열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추가 ‘냉·난방 열원 중요성 부각’

2019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

열에너지원의 범위가 기존의 해수 표층수에서 하천수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광

역상수도의 상수원수, 한강 및 주요 지천의 하천수를 이용하여 생산한 열에너지가 재

생에너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구분 내용

기준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범위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화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자료: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1]

[표 1]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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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약 20~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

출지하수 사업장, 정수장, 개별건물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법적으로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해수와 하천수로 한정되지만, 물의 열을 히트

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키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유출지하수, 수돗물,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의 발굴과 활용에 고려가 필요하다. 

서울엔 하천수·수돗물·하수 등 잠재 수열원 다양 … 수요처가 인근에 위치

수열에너지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 조건으로서, 수열원이 에너지 냉․난방 수요

처 인근에 위치하여야 이용가치가 높고 열원수의 이송과 배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은 하천수, 수돗물, 하수, 유출지하수 등 크고 작은 다

양한 수열원이 분포하며, 이들의 위치가 수요처와 가까워 활용에 유리하다. 대규모 

하천수열원인 한강이 동서로 흐르고, 남북으로는 주요 지천이 뻗어있으며,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이 도심 곳곳에 위치하여 

활용하기 쉽다. 또한, 지하철역 등에서 일평균 약 45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

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도 수열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수열원은 서울시 에너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의 난방수요, 상업건물의 냉·난

방 수요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열에너지 적용 시 주택 난방수요, 상업건물 냉·난방 수요에 초점 둬야

국내 에너지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기후조건에 따라 계절별 부하가 크고, 겨울철 난

방에너지와 여름철 냉방에너지 소비가 뚜렷하므로 냉난방에너지 믹스의 다변화가 필

요하다. 특히, 지역난방 소비량은 2016년 이후부터 비주택용 부문에서 냉방을 위한 

열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건물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

방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냉방용 열에너지 수요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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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월별 도시가스 소비량 [그림 2] 서울시 월별 지역난방 소비량

서울시는 난방에 사용되는 열의 약 90%를 주택에서 소비하며, 냉방에 사용되는 열의 

약 80~98%는 업무용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에 수열에너지 적용 시 주택의 난방수요, 

상업건물의 냉난방 수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시 수열에너지 잠재량 230만TOE로 ’18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배

서울시에서 활용 가능한 하천, 수돗물, 하수, 유출지하수의 이용가능량은 약 2백3십

만TOE로 2018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약 6배에 해당한다. 하천, 수돗물은 

수온변화를 고려하여 유량의 일정 비율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하수나 유출지하

수는 100%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잠재량이 크다.

수열원
부존량

(Tcal/년)
이용가능량
(Tcal/년)

에너지생산량
(천TOE)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대비 비율(%)

하천 37,769 545 54 14.3

수돗물 13,180 828 83 21.7

하수 15,428 20,861 2,085 547.2

유출지하수 449 622 62 16.3

계 66,826 22,856 2,284 599.5

주1) 수열에너지 잠재량을 파악한 것으로서 하천은 유량관측지점별 합계, 수돗물은 배수지별 합계이며,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유입량을 기준으로 함

주2) 2018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생샨량 381천TOE

[표 2] 서울시 수열에너지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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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생활하수는 가장 유용하고 활용성도 높은 수열에너지원

생활하수는 에너지 공급처(하수열 발생)와 수요처가 인구밀집지역에 같이 존재하므로 

도심에서 가장 유용한 열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하수가 공공하수도에 도달

하는 동안에 손실되는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유량의 10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열수

요지와 가까워 열수송을 위한 배관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경제성 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생활하수는 수온이 높아 에너지 밀도가 높으므로 타 수열원에 비해 냉난방 에너

지원으로 활용하기 좋으므로 공공하수도로 이동 중 열에너지가 손실되기 이전에 회수

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부지면적 대비 하수 발생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활용성이 높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하수의 열을 해당 건물에서 

다시 회수하여 활용한다면, 공동주택 1~2개 층에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3] 공동주택 생활하수 적용방안 및 사용대상

수온변동 가능성, 적지 않은 초기 투자비 등 수열 이용 걸림돌 해결해야

수열에너지는 열 이용 후 배출되는 유량과 오염물질 변동은 거의 없으나 배출수 수온

에 의한 수질인자 변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천수나 수돗물은 수온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영향 범위 내에서 적정 유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열에너지 시

스템 설치 시 이용하고자 하는 수열원의 수온, 유량, 수열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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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온 영향 및 고려사항

하천수
에너지가 회수된 후 배출수의 수질오염도가 증가하지는 않으나, 배출수의 수온변화가 

하천의 수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수돗물
열 회수 후 배출수의 수온이 변화함. 이후 수요처에서 가온을 위한 에너지 추가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하수
기존 시스템에서도 하수관로 이동 시 자연적인 수온의 변화가 있으므로 열 회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로부터 열회수 후 이를 하천유지수로 활용 시 적정 수온을 유지하도록 

열에너지 회수량을 산정하여야 함 

[표 3] 수열원별 열에너지 회수 시 수온 영향 및 고려사항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수요처와 수열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효용성이 담보되며, 거

리가 멀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기존 설비의 열공급 온도와 히트펌프 열공급 온도

가 서로 달라 설비 간 융합이 불가한 경우도 나타나며, 히트펌프 전용 냉난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히트펌프는 보일러로 재순환되는 관로에 열교환을 통해 기존 설비

의 보조 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로부터 냉·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지하

공간이나 미화원 생활공간 등 냉·난방 사각지대의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한계 해소 방안

열원과 수요지까지의 지리적 

불일치

- 거리가 멀수록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온수배관, 히트펌프 설치, 

설치 공간 제약 등 초기 

투자비 소요

- 재정지원 등 보조금 지급, 저금리 융자 등 기초 투자비용 절감

- Energy Station 개념 도입으로 열에너지 공급 거점 구축: 대규모 

시설 공급 등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

히트펌프 설비 용량 제약 - 그린리모델링 연계 또는 신축 시 히트펌프 설치 고려 

기존 냉·난방 설비와의 융합이 

어려움

- 기존 보일러의 보조 열원으로 활용

- 기존 설비가 담당하지 않은 냉난방 사각지대(지하공간 등)에 활용 

가능

[표 4] 히트펌프 설치 여건의 한계 및 해소 방안

수열에너지 도입하려면 자금지원, 에너지요금제 개편 등 복합 지원 필요

수열에너지의 효과적인 도입과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

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자금 및 융자 지원이 필요하며,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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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에너지 요금제 개편 등 복합적 정책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원방안으로 첫째,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기금을 이용하여 히트펌프를 적용한 수열에너지 

시스템 도입 시 융자를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해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수열에너지 전용 별도의 전기

요금 체계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예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으로 연료전

지 보급에 탄력을 얻은 것처럼 수열에너지 히트펌프에 투입되는 전력요금을 할인해주

는 등 전용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수열에너지는 열 수송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따라서 히트펌프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우선 적용하되, 기존 건물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우선적 확대 필수

국외에서는 히트펌프로 생산한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보급도 활발하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수열원은 하천수와 해수에 한정되

지만, 히트펌프로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모든 수열원이 동일하다. 따라서 다양

한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서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열원의 인

정범위를 확대하여 하수, 유출지하수, 수돗물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원 인정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이 요구되나, 서울시에서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심의기준’ 온실

가스 부문에 다양한 수열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심의기준은 건물 신축 시 신재생

에너지를 20% 설치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최소 14%를 만족하면 상수열, 하수

열, 집단에너지 등으로 나머지 비율 6% 대체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수열에너지원을 

상·하수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얻어

지는 에너지’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별 건물의 수열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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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019년 2020년

설치비율 18% 20%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019년 2020년

설치비율 18% 20%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물을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표 5]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온실가스 부문 변경(안)

수열에너지 확대 위해 건물부터 지역단위 네트워크까지 로드맵 마련해야

서울시 도심 내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 전략은 수열원과 인접한 혹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개별 건물단위 

수요처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다소

비건물, 공동주택단지, 소방서, 대형병원, 주요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기 전략은 수열에너지를 다중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수열원을 기

반으로 하여 저탄소 열에너지 공급거점인 열에너지스테이션을 구축함으로써 생산된 

열에너지를 주변의 수요처에 공급하도록 한다. 규모에 따라 다중의 수열원을 이용하

며, 유량이 풍부한 한강 본류 등은 대규모로 적용이 가능하다. 열에너지스테이션을 

구축한다면 수요처 가까이에 활용 가능한 수열원이 없어도 열에너지스테이션으로부

터 생산된 열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 내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지역난방 배관을 연계한 대규모 수열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난방 열 수송관을 이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는 방법인데, 이는 여러 개의 열에너지스테이션에서 생산한 열에너지를 지역난

방 배관이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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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도시차원의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검토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를 차지1)하는 도시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중요한 시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

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RE3020)’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 비중 20% 목표를 담았으며, 서울시도 ‘지역에너지 계획 2040’에 204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 목표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6%2)로 다방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지리적 한계로 풍력, 해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원이 빈약하여 하수열, 지하수열, 폐열 등과 같은 미활용에너지3)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14~2035)’을 통해 

총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

지원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일환으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

지 설치의무화사업의 의무공급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 이상, 2030년 

최대 비율인 40% 이상이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천㎡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과 더불어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1) REN 21(2019)

2)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량(14,734천TOE) 대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381.5천TOE)임

3) 미활용에너지란 일상생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계로 최종 배출되는 

에너지원을 말하며, 국가별 기술 수준 및 활용 여건에 따라 미활용에너지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정재원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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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도심에서 적용

이 용이한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수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와 제도적 기반 형성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하수 등의 물과 대기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를 통해 생

산하는 에너지로 냉·난방에 활용한다. 냉방 시 건물의 열을 물을 통해 방출하고, 난방 

시 물에서 열을 얻어 건물 안으로 공급하는 원리로써 하천수, 해수, 하수, 발전소 온

배수, 지하수 등을 수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력총량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히트펌프 시장이 확대

되고 있으며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원의 범위가 기존의 해수 

표층수에서 하천수까지 확대되면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하천수, 광역상수도 등을 열원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서울시도 한강 및 주요 지천 등 도심 내 대규모 하천수 열원이 존재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에는 법적으로 수열에너지원의 범위가 해수 표층수와 하천수만 지정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가용부지가 없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어려운 만큼, 주변 

수열원을 이용하여 건물 냉·난방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생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열병합, 하수열, 외부수열 등 미활용·고효율 에너지

원을 광의의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하고 있으며(서울시, 2019),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중 최대 6%까지 상·하수열을 포함한 대체에너지4)를 

인정해주고 있다.

3)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방안 제시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약 20~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난방 수요가 많고 난방 기간이 길어 난방 효용성이 높다. 수열 히트

4)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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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는 폐수, 중수도사업장, 지하수 유출사업장, 물재생센터 등 다양한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여 지리적 요건에 제약을 받는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입지에 대한 제

약이 심하지 않다.

서울에는 하천수, 상수원수, 유출지하수, 하수처리수 등 다양한 수열원이 있으며, 1일 

수돗물 생산능력이 백만 톤 이상인 대형정수장, 1일 처리량이 백만 톤 이상인 하수처

리장 등 규모도 크다. 강남, 송파, 강서, 양천, 노원 등 일부 자치구의 아파트단지는 

지역난방 보급률이 70% 이상이고, 주요 권역에 지역난방이 보급되어 있어 이와 연계

할 경우 대규모 수열에너지 공급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수열원과 사용처의 거리가 

가까워 물의 이송에 소요되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으며, 건축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큰 고층건물의 경우 지열의 대안이 될 수 있

다.5) 이미 서울시는 탄천, 서남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수열원으로 일부 지역에 열에너

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려대역 등 일부 지하철역의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하천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열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수열에너지원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열에너지 기술·정책 동향, 활용 사례, 잠재량 분석, 수열원 적용가능대상 분석, 수

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영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수열에너지의 기술동향 및 사례 분석, 서울시 에너지 현황 및 

특성 분석, 수열에너지 이용 잠재량 분석,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제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수열에너지 기술 동향과 이용 사례에서는 국내·외 수열에너지 기

술·정책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이슈와 여건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수열에너지 이용 사례를 분석하여 수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환경요건과 정책적·기술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투데이에너지(2020.02.17.), 에너지 시장 변화 유도 ‘수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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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시 에너지 현황 및 소비 특성 분석에서는 에너지 생산량, 이용량 등 현황과 

소비 특성 분석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열에너지 통계 분석, 지역

난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 검토에서는 서울시에서 이용 가능한 수열원별 현황을 

정리하고, 유량, 수온, 수질 등 수열에너지 이용 조건을 바탕으로 활용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수열원별로 부존량과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여 잠재량을 파악하였으며, 

GIS를 이용하여 잠재수요처를 도출하였다.

넷째, 앞서 분석한 수열원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고, 서울시 수열에너지의 중·장기 확

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수열에너지 확대의 제약요인과 해소방안을 검토하

고, 지역난방 연계방안,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등 서울시 수열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 < 연구방법 >

수열에너지 기술 동향과 이용 사례

 수열에너지 개념 및 이해

 수열에너지 기술·정책 동향 및 여건변화

 국내·외 수열에너지 이용 사례

 수열에너지 관련 최근 이슈 조사

 선행연구 검토 및 기술·정책동향 조사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사항 검토

 수열원별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서울시 에너지 현황 및 소비 특성

 서울시 에너지 현황

 에너지 소비 특성

 지역난방 현황

 서울시 에너지 공급 및 생산 현황 분석

 에너지 통계 자료 분석

 수열에너지와 연계한 서울시 에너지 특성 및

시사점 도출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 검토

 서울시 수열원 현황 및 활용가능성

 수열원별 잠재량 분석

 수열에너지 잠재수요처 분석

 수열원별 현황 및 유량, 수온, 수질 등 활용

가능성 검토

 수열원별 부존량·생산가능열량 분석

 수열에너지 잠재수요처(활용가능지 및 적용가

능대상 건물 등) GIS 분석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수열에너지 확대 전략 및 수열원

특성별 활용방안

 수열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지역난방

연계

 수열이용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수열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규 검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수열에너지 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

 인센티브 등 국내·외 지원 사례 분석

 기술동향 및 사례, 서울시 에너지 특성, 수열

에너지 잠재량 종합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안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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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열에너지 기술 동향과 이용 사례

1_수열에너지의 개념 및 이해

수열에너지는 물에서 열만을 이동시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물은 열에너지를 축적하는 

능력이 매우 큰 특성(물 4.18 kJ/kg·°C, 공기 1.01 kJ/kg·°C)이 있어 여름철 수온은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 수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물을 열원으

로 한 히트펌프는 냉매의 기화 시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액화 시 주변에 열을 방출하

는 성질을 이용해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히

트펌프를 통해 냉방 시 건물의 열을 물을 통해 방출하고, 난방 시 물에서 열을 얻어 

건물 안으로 공급한다(정재원 외, 2019). 

수열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Heat pump)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히트펌프란 저온의 공기, 지열, 물, 폐열 등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공

기, 온수 등의 고온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6)이다. 냉매의 기화 시 주변의 열을 흡

수하고, 액화 시 주변에 열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히트펌프시스템에서는 냉매

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를 구동하려면 에너지 투입이 필요한데, 대부분 전기를 사용

한다. 히트펌프의 가장 큰 특징은 구동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

를 열에너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든다. 예로 4의 열생산을 위해 95% 효율의 보일러는 4.2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수열에너지 시스템 하에서는 1의 에너지만 소모한다(한국수자원공사, 

2020). 이 과정에서 전기사용에 의한 최소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존재하지만, 석

유, 가스, 난방기기, 전기히터 대비 발생량은 최대 68%가 낮다.7) 

6) 히트펌프는 냉난방 전환밸브를 이용해 냉매흐름의 방향을 역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에어컨과 동일한 요소부품을 

사용해 냉난방 겸용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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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열에너지(히트펌프) 원리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친환경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환경부 보도자료(2020.4.23.)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냉방도 난방과 같은 원리인데, 냉매 흐름의 방향을 역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 부품으로 냉·난방 겸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냉방은 실내의 열을 냉각

탑을 통해 대기로 방출하지만 수열에너지는 냉각탑을 제거하고 열을 수열원이 흡수하

는 방식이다. 

(a) 기존 냉방시스템 + 냉각탑 (b) 기존 냉방설비 + 수열에너지 활용

[그림 2-2] 수열에너지 활용 냉방시스템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친환경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7) 냉난방공조 신재생녹색건축 저널(Kharn), 2019.10.13., “히트펌프의 오해와 진실”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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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는 투입된 에너지 대비 생산된 에너지가 높아야 활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담

보된다.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할 때 에너지효율을 표현하는 지표로 

성능계수(이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있다. COP란 히트펌프 구동

에 필요한 에너지 대비 히트펌프가 생산한 열에너지 크기의 비를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1보다 큰 값을 가진다. 예로 [그림 2-1]과 같이 3단위의 수열원의 열과 1단위의 

전력이 투입되어 4단위의 열에너지가 생산될 경우, 투입에너지 1단위에 대해 열에너

지 4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COP는 4.0이다. 열효율이 90%인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이용하는 난방기기, 발전효율을 고려한 효율이 36%인 전기히터와 비교하면, 발전효

율(40%)을 고려하더라도 COP가 3.0~4.0인 전기히트펌프 최종효율은 120~160%에 

달한다.8) 즉, 히트펌프의 에너지효율은 화석연료 난방 설비에 비해 1.5~2.0배로 높

고, 전기히터에 비해 3.3~4.4배로 높으며,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COP가 4.0 이상인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에너지효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9) COP가 높은 고효율 

히트펌프일수록 에너지 투입 대비 생산된 열에너지가 크므로 효율이 높다. 수열에너

지는 열원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수열원 히트펌프는 상대적으로 연중 온도가 일정한 상하수도, 해수, 표층수 등을 이용

하기 때문에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대적으로 저감시

킬 수 있다(정유준 외, 2019).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교 시 약 20~5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수열원 히트펌프는 유량이 비소모적인 원수관로, 하천, 댐 등이 에

너지원이고,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10) 건물 냉

방 시에는 냉각탑 소음, 진동 등이 없으며, 냉각탑이 없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냉각탑이 없으면 냉각수 에어로졸을 배출하지 않아 보건

위생 증진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열원과 멀어지면 효율이 낮아지고, 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규모나 방식에 따라 지하 기계실 등 설비 구축

에 부가적인 필요 부지 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전력효율은 송배전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40% 내외임

9) 냉난방공조 신재생녹색건축 저널(2020.2.10.), “히트펌프 분야” 커버스토리 기획내용 참조

10) 한국수자원공사(2017.12.19.), ‘K-water, 수도권에 물로 냉난방에너지 공급한다’ 보도자료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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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수열에너지 기술 및 정책동향

1) 국내·외 기술동향

수열에너지는 히트펌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외는 열에너지 생산에 있

어서 1960년대부터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특

히 일본의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 일본의 Hitachi는 1

5℃에서도 정격 대비 94%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한랭지형 히트펌프를 개발하여 일

본의 기후조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York, Trane 등의 기업은 고효율 

터보 수열원 히트펌프를 개발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에서 병원 등의 대형건물에

서 활용하고 있는 등 히트펌프의 기술개발과 사용이 활발하다.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히트펌프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1978년부터 산하에 히트펌프기술(이하 HPT; Heat Pumping Technologies)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진행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를 살펴보면, 히트펌프 기술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IEA HPT가 진행 중인 최근 프로젝트는 가정용·산업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히트펌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며, 히트펌프 방식 또는 활용 냉매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

려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가정용 온수기로서의 히트펌프 기술, 공동주택용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한 히트펌프 기술 등 일반 소규모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Annex 46, 50)부터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Annex 48)까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으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히트펌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Annex 49), 히트펌프의 적

용 강화와 사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물인터넷기술 적용(Annex 56) 등 4차 산업

과 맞물린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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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프로젝트명 기간 참여국가

56
Internet of Things for Heat Pumps

(히트펌프 사물인터넷기술(IoT) 적용)

2020.1~

2022.12

오스트리아 외 

3

55
Comfort and Climate Box

(히트펌프통합패키지 CCB 시장도입)

2019.4~

2021.9
네덜란드 외 8

54
Heat pump systems with low GWP refrigerants

(저 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 히트펌프 기술)

2019.1~

2021.12
미국 외 7

53

Advanced Cooling/Refrigeration Technologies 

Development

(첨단 냉방 기술 개발)

2018.10~

2021.12
미국 외 5

52

Long term performance measurement of GSHP 

Systems serving commercial, institutional and 
multi-family buildings

(상업·공공기관·다세대건물의 지열히트펌프 장기운전 

성능계측)

2018.1~

2021.12
스웨덴 외 6

51
Acoustic Signature of Heat Pumps

(히트펌프 운전소음에 따른 성능예측)

2017.4~

2020.12

오스트리아 외 

5

50

Heat Pumps in Multi-Family Buildings for space 

heating and DHW

(공동주택용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한 히트펌프 기술)

2017.1~

2020.12
독일 외 5

49
Design and integration of heat pumps for nZEB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히트펌프 통합설계기술)

2016.10~

2020.5
체코 외 7

48
Industrial Heat Pumps, Second Phase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

2016.4~

2019.6
독일 외 6

46
Domestic Hot Water Heat Pumps

(가정용온수기로서의 히트펌프 기술)

2015.8~

2019.9
네덜란드 외 7

43
Fuel-driven sorption heat pumps

(연료구동 흡수식 히트펌프 기술)

2013.10~

2018.12
독일 외 7

자료: IEA HPT, 2020, Integration of Heat Pumps into the Future Energy System, Heat 

Pumping Technologies magazine; chttps://heatpumpingtechnologies.org/(IEA HPT 

홈페이지)

[표 2-1] IEA HPT에서 진행 중인 히트펌프 프로젝트

주목할 기술은 히트펌프 급탕용 온수기 등 가정용 히트펌프이다. 냉·난방 기능 중에 

급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인지되었으나, 건물단열 기술의 개선으로 전반적인 

냉난방 부하가 감소하는 반면에 급탕부하는 상승해 난방부하에 육박하는 등 그 비중

이 증가하고 있고 연중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김민성, 2018). 급탕에 사용되는 열에

너지 부하를 고려하여 가정용 온수기 히트펌프(Annex 46)와 공동주택용 난방 및 온

수 공급 히트펌프 기술(Annex 50) 등 온수 생산용 히트펌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국은 대부분 유럽국가들로 지역냉·난방이 활발한 

지역이면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전통적인 난방 및 급탕 방식을 활용하는 지역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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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효율 개선 방법 중 하나로 히트펌프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히트펌프 시장을 넓히기 위한 프로젝트인 Comfort and Climate Box(CCB, Annex 

55)는 히트펌프와 열 저장장치, 스마트컨트롤을 접목한 것으로 소규모 수요처의 시장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B는 소규모 난방 및 가정용 온수(DHW) 생

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열에너지 생산의 보조제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난방장치의 

교체 시에 활용할 수 있다. CCB의 개발과 시장 적용을 위해 현황 분석, 기술적용, 

시범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히트펌프가 대형 상업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이나 기존 난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히트펌프는 기계시스템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필드

에서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히트펌프의 COP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4차 산업의 발달과 디지털화 확산으로 스마트 수요 대응을 

위한 히트펌프 활용의 기술적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Annex 56). 히트펌프 운영에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접목하여 실시간에너지효율,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전기활용

의 유연성 확보, 냉·난방 부하 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용절감, 수요처 특성에 따른 히트펌프의 운영 등 히트펌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면서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온실가스 절감 수단 중 하나로서의 히트펌프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제로에너지빌딩

을 위해 자체분산발전과 히트펌프를 통합하여 설계하는 기술(Annex 49)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히트펌프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Low GWP 

(Global Warming Potential)11) 냉매를 위한 최적화된 히트펌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탄소에너지시스템을 위한 수단으로 히트펌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히트펌프의 기술개발과 관심은 COP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기술 향

상과 동시에 소규모이면서도 가정·상업용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 개

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히트펌프 기기 운용에 있어서도 4차 산업과 연계되어 편의성

이 최적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히트펌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4년 연속 두 자

11)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과 같이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로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할 때 특정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를 나타냄(IPCC AR5에 따르면 1백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효과를 1로 볼 때 메탄가스(CH₄)가 

28, 아산화질소(N₂O) 265, 육불화황(SF6) 23,5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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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1천3백만 대 이상의 히트펌프가 판매되었다.

[그림 2-3] 유럽 21개 국가의 히트펌프 판매실적

자료: Thomas Nowak, 2019, EHPA market report and statistics outlook 2019

국내 기업들의 히트펌프 시장점유는 세계 3~4위 수준으로 기술력도 높은 편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히트펌프 시장은 성장세가 미약하고 정책적 지원도 온실가스 절

감 잠재력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국내 히트펌프는 상업용으로만 일부 쓰이고 있으며, 

냉·난방 기계로서 인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보급여건이 좋지 못하여 국내의 높

은 히트펌프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김민성, 2018). 국내는 지

열이용 냉·난방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중소형, 단위건물 용량의 

히트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대단위 지역 열 공급을 위한 중대용량 히트펌프 실증 운전 

사례도 있으나 주로 난방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여건변화

(1) 국외 정책동향 및 여건변화

기후변화 대응 도시 간 협의체인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에 속한 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2050년까지 기업이 필

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는 등 국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이행 중이다. 특히 유럽은 열에너지 생산에서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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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냉·난방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9년 「EU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이하 ‘EU RED’)을 제정하여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8년 12월 시행된 EU RED에는 열 공급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는데, 개정안 제23조

(Article 23)는 냉·난방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전

환하는 것을 목표로 각 회원국별로 냉·난방 부문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매년 

1.3%p씩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기존 EU RED에서는 공기열과 수열, 지열 등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만을 냉·난방 부문 목표 공급량에 포함하고 재생에너

지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안 제24조(Article 34)에서는 폐열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12) 유럽은 재생에너지 보급

에 있어서 냉·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히

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고 있다.

열에너지(냉·난방)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살펴보면,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

국은 열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모두 자연 온도차 히트펌프 설비를 인정하여 정책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열에너지난방법(German Renewable Heat Act)」에 근거하여 재생에

너지 열 공급의무화(Renewable Heat Obligation, 이하 ‘RHO’)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9년 건축허가를 받은 50㎡ 면적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가 대상이

다.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난방설치 시 보조금이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재생에너지원 열공급 의무대상자(건물소유주)는 재생에너지 열원을 선택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수요의 일정부분을 충당해야 한다. 열원에 따라 의무 비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태양열 15%, 기체 바이오매스 30%, 액체·고체 바이오매스 

50%, 지열 및 수열·공기열 등 히트펌프 이용 자연 온도차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50%의 최소 의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부터 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바탕으

12) 박연수, 2019, “EU 열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현안분석, 96,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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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생에너지 열차액 지원제도(Renewable Heat Incentive, 이하 ‘RHI’)를 시행하

고 있다. RHI 제도는 화석연료 기반의 열 생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활용 열 생산 방식에 대해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 차액을 보조해주고 있

다. 도입 초반에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기업,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산업부문’ 

등 비주거용 건물에 제도를 우선 적용하였고, 2014년부터 시행된 2단계 과정에서는 

주거용 건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RHI 지원 대상 중에서 수열 히트펌프는 비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어있다.13)

IEA(2019)에 따르면 가정용 난방 및 급탕 히트펌프의 보급이 증가추세에 있다. 히트

펌프 신규 구매 가구는 2010년 1,400만 가구에서 2018년 약 1,800만 가구로 증가

하였는데, 2016년부터 증가율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IEA의 지속가능한시나리

오(SDS)는 2030년까지 히트펌프 점유율을 3배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는 가정용 난방수요의 3%를 차지하지만, 전기의 1차에너지 탄소 배출을 고

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92~95%의 효율을 보이는 콘덴싱 가스보일러 기술보다 이산

화탄소 배출이 더 적기 때문이다(IEA, 2019).

(2) 국내 정책동향 및 여건변화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시

도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신재생에

너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사업 중 하나가 수열

에너지 보급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RE3020)’에 따르면 2030년까

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20%이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14~2035)’은 총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 

11%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의 의무공급

비율은 2020년 30% 이상이고 2030년까지 최대 비율인 40% 이상이 적용된다.

서울시도 ‘지역에너지 계획 2040’에 따라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서울시 신재생에

13) 주거용은 공기·지열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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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보급률은 2.6%14)에 불과해 다방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로에너지건물(ZEB; Zero Energy Building)인증제 도입으로 

2020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

축이 의무화가 예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나아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도입 일정보다 

더 강화된 ZEB 인증 계획을 세웠다. 신축 민간건축물의 ZEB 의무화는 2025년부터

이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비주거 부문 10만㎡ 이상의 대형건물과 1천 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 분
비주거: 연도별 제로에너지 의무화

’20 ’21~’22 ’23 ’24 ’25~’29 ’30~

규모

10만㎡ 이상

1만~10만㎡ 미만  

3천~1만㎡ 미만

1천~3천㎡ 미만

500~1천㎡ 미만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국가로드맵

[표 2-2] 서울시 비주거 부문 ZEB 의무화 로드맵

구 분
주거: 연도별 제로에너지 의무화

’20 ’21~’22 ’23 ’24 ’25~’29 ’30~

규모

1,0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500m²이상)

* 서울시 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속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20)

국가 로드맵

[표 2-3] 서울시 주거 부문 ZEB 의무화 로드맵

14)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량(14,734천TOE) 대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381.5천TOE)임(지역에너지통계연

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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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별 건축물 단위에도 신재생에너

지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열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었고, 수열원은 해수의 표층수만 인정되었

다. 2019년 10월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열원에 하천수가 포함되면서 수열에너지 

열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15) 

구분 내용

기준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범위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화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자료: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1]

[표 2-4]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수열에너지 열원이 하천수로 확대된 후,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 흐름의 맥락에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다.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공급규

모는 16,500RT16)이다.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 

규모이다. 이외에도 2020년부터 하천수를 활용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

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하여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15) 시행 2019.10.1., 대통령령 제 30095호, 2019.9.24. 일부개정

16) 단위시간에 냉각하는 냉각열량(kcal/h)을 냉동능력이라고 하며, 그 단위로서 냉동톤(Refrigeration Ton)이 

사용됨. 즉, 0℃의 물 1톤을 24시간에 0℃얼음으로 만들 때에 제거해야 할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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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785천㎡(약 24만 평)

사 업 비 3,027억 원(수열 362억 원)

사업기간 ’20 ～ ’57(37년)

도입시설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주거 등

[그림 2-4] 환경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추진 사업 개요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친환경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부산의 세물머리 지구에서 낙동강 하천수를 활용하여 도심지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다. 단계별로 

수열에너지 공급센터를 구축하고, 운영관리를 통해 도시의 10%(면적기준)에 열에너

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급 대상지는 약 97만㎡이며, 설비용량 19,500RT

이다.

규 모 2.2㎢(약 66만 평)

계획인구 8.5천 명(3,380세대)

주요기능 주거, 산업, R&D, 문화 등

주요시설 수변공원,쇼핑몰,마리나 등

[그림 2-5] 부산 세물머리 지구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개요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친환경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연면적
(㎡) 

최대열부하
 (Mcal/h)

최대냉방부하
(Mcal/h)

설비용량
(RT)

조정용량
(RT)

1단계
 제로에너지시범주택 6,714     605 659 200 200

 스마트시티 혁신센터   20,000 400 4,376 1,300 1,300

2단계

 공공자율혁신클러스터 486,796    25,118 38,382 8,000 4,000

 스마트 쇼핑센터  181,423 7,800 16,104
10,000 5,000

헬스케어 클러스터 243,000    21,178 26,893

　총 계  968,197 55,948 89,037 19,500 10,5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친환경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표 2-5] 부산 세물머리 지구 수열에너지 공급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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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풍속, 풍량이 부족하여 풍력을 활용하기 어렵고17),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태양광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그

러나 2019년 하천수가 수열에너지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서울시도 환경부 지원하의 

한강 하천수를 이용한 건물 냉·난방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서울시, 2020). 2020년 

추진 예정인 하천수 활용 수열에너지 보급은 수도권 1단계 광역원수를 이용한 압구정 

현대백화점 건물 냉방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냉·난방 공급 사업이다. 앞으로 양재 

R&D앵커시설 등 5개소에 대해 추가 수열에너지 설치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사업명: 압구정 현대백화점 수열공급

 열  원: 하천수(수도권Ⅰ단계 광역원수)

 모  델: 냉방 공급

 열원규모: 3,200RT(60천톤/일)

 사업명: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

 열  원: 하천수(수도권Ⅰ단계 광역원수)

 모  델: 냉난방 공급

 열원규모: 4,030RT(76천톤/일)

[그림 2-6] 서울시 주요 수열사업 추진 예정 현황(202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20, 친환경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수열에너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

주는 상무지역 하수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사업, 대전은 2025년까지 물재생센터의 

하수열을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제주는 용암해수, 염지하수와 같은 각종 수열을 열원

으로 하여 농업용 냉·난방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남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수열에너지 이용에 관심도가 높다. 

서울시도 2020년에 수립한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20~2040’에서 상

17) 2019년도 서울의 연평균 풍속은 2.0m/s로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설비 지원기준 연평균 4.5m/s에 미달(서울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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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하수열을 비롯한 미활용에너지 활용 계획을 포함하였다. 204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중 하수열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5.6%, 상수열은 약 7.0%로 

총 12.6%가 수열에너지이다. 특히 상수열 2040년 공급 목표는 215,500RT로 2020

년 공급량인 4,192RT 대비 약 51배에 달하는 등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신재생에너지* 308,403 487,296 661,591 867,537 1,022,628

미활용

에너지

하수열 35,000 35,000 50,321 59,350 70,000

상수열 1,712 5,400 35,204 61,607 88,010

잉여열 연계지역난방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소계 114,712 118,400 163,525 198,957 236,010

합계 423,115 605,696 825,116 1,066,494 1,258,638

신재생에너지보급률 3% 5% 8% 12% 17%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자료: 서울시, 2020,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20~2040

[표 2-6]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최종에너지)
(단위: TOE)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하수열

(보급용량 천Gcal/h)
350 350 503 594 700

상수열

(보급용량 RT)
4,192 13,222 86,200 150,850 215,500

자료: 서울시, 2020,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20~2040

[표 2-7] 서울시 수열에너지 공급 계획

환경부는 하천수 수열에너지 적용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수열에너지 설비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100%)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환경부, 2020). 또한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열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

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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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수열에너지 이용 사례

1) 해외사례

(1)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규모 지역난방시스템

대표적으로 수열 활용도가 높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 도시로 스웨덴 스톡홀름을 들 

수 있다. 스톡홀름 난방수요의 80%는 지역난방이며, 스톡홀름 내 단독주택의 35% 

이상이 자체 열교환기를 소유하고 있다(Stockholm Stad, 2017). 1980년대 지역난

방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가 다수 설치되었는데, 당시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으로 전력이 과잉 공급되어 생산된 전기를 국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초기에는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

료와 시설 설치료 덕분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화석연료 기반의 열병합발전(CHP)에서 

전기 히트펌프를 이용한 열 생산으로 점차적으로 대체되었다(Averfalk, H. et al., 

2017). 지역난방을 통해 공급되는 난방에너지량은 연간 약 5,700GWh이며, 열원의 

44%는 주변의 해수, 하수, 호수, 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한 수열에너지이다. 스톡홀

름의 대표적인 대용량 히트펌프는 해수를 이용한 Vartan Ropsten 지역의 히트펌프

와 하수를 이용한 Hammarby 지역의 히트펌프이다.

시설 열원 용량(MW)* COP 열원온도(℃) 공급온도(℃)

Vartan Ropsten (Central) 해수 250 3.0 3 80

Hammarby (Southern) 하수 224 3.2~3.5 8~19 80~90

*개별 히트펌프 용량을 모두 더한 값임

자료: Andrei David et al., 2017, Heat Roadmap Europe: Large-scale Electric Heat 

pumps in District Heating system

[표 2-8] 스톡홀름 주요 지역난방 전기 히트펌프 시설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웨덴에서 가장 큰 Malaren 호와 발틱해

가 만나는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지리적 이

점이 있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5m 수심의 지표수를 취하고 겨울에는 온도

가 약 3℃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15m 수심의 해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

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열에너지 수송을 위한 수요처와의 거리가 가

까워서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본적인 난방수요는 히트펌프를 운용하지만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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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를 달하는 동절기에는 전기·석유보일러를 보조로 사용한다(진상현, 2013). 

수열원을 기반으로 한 히트펌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요인은 스웨덴 정부의 

설치 보조금 지급과 재생에너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지역난

방용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

적 폐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개선에 투자하면서 친

환경적인 열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난방이 도입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지역난방 

소비자 보호 및 지역난방 부문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난방법」을 도입하였고, 

2015년 1월 미터링 및 요금청구 등에 대한 개정으로 지역난방의 활용을 높였다. 지

역난방의 높은 시장점유율, 최신식 절연 열배관의 설치 증가, 재생에너지원 이용, 대

형 히트펌프 사용 등 성숙한 지역난방 시장 요건을 종합적으로 갖추었다.18)

지역난방이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난방시스템을 대체하면서 굴뚝이 매년 200여 개씩 

사라졌고, 스톡홀름 에너지 플랜트에서 배출되던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도 온도

차에너지를 이용하면서부터 점차 감소하였다(진상현 외, 2013). 이후 컴퓨터 사용 확

대로 냉방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톡홀름에서는 지역냉방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전통

적인 개별에어컨 냉각방식에 비해 전력소비를 80% 감소시킬 수 있었다. 지역냉방은 

여름철·겨울철 전기 수요가 최고일 때, 전기소비와 전력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

중효과가 있다(진상현 외, 2013). 특히 지역냉방의 경우 개별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건물 내 가용면적이 늘어나면서 건물주에게 경제적 이점을 줄 수 있다. 

(2) 미국 뉴욕 코넬대학교의 호소수를 이용한 냉방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코넬대학교는 2007년 탄소중립 대학을 선언하였고, 태양광, 

수력, 수열, 폐열활용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캠퍼스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호소수 냉방시스템, 열병합 발전소 건설, 석탄 사용 제거, 태양

열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였다. 이 중 호소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LSC; Lake Source Cooling)은 담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이용

사례로 들 수 있다. 코넬대학교는 1994년부터 근처의 카유가(Cayuga) 호수의 심층

수 활용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0년부터 호수의 심층수를 교내 건물의 냉방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8) 마용선·권재현, 2015, 유럽의 지역냉난방 현황 및 정책,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0호,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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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코넬대학교 에너지활용시스템

자료: https://sustainablecampus.cornell.edu/(코넬대학교 홈페이지)

카유가호수는 뉴욕의 동쪽에 위치하며 표면적이 172㎢. 길이는 61.4㎞, 부피는 9.38

㎦인 큰 규모의 호수이다. 수심은 최고 132.6m, 평균 54.5m이며, 연중 비슷한 강수

량으로 유량변동이 거의 없고 심층수온의 계절변동이 크지 않아 호소수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점이 

있어 호소수를 활용한 냉방이 가능하였다. 수심 76m의 수온 2.2~5.0℃ 호소수를 에

너지원으로 활용한다.

LSC는 대학교와 호수 사이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순환시키는 비접촉냉각방식이다. 

저온의 호소수를 취수하여 열교환시설까지 이동하는 개방형 호수-열교환기 루프

(Open lake-water loop)와 열교환기시설에서부터 캠퍼스까지 폐쇄형 캠퍼스 루프

(Closed campus loop)로 구성되어 호소수와 캠퍼스에 활용되는 물을 분리하여 운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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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코넬대학교 호소수 활용 냉방시스템(LST) 구조

자료: https://medium.com/cornell-university/lake-source-cooling-d307913dfc47

LSC 시설의 초기 비용은 약 5,850만 달러로 기존 냉각기를 새 냉각기로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었으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고려하여 투자하였다. 2000년 가동된 이후로 전통적 냉방 방식으로 사용되

는 에너지의 약 85%(연평균 2,500만KWh)를 절약하고 있다. 

(3) 일본 도쿄 하코자키지구의 하천수열 지역냉·난방19)

하코자키 재개발지구의 수열에너지는 일본 최초로 하천수를 이용한 지역냉·난방 사

업이다. 열수요밀도가 높고,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혼재하여 열수요가 평준화된 지역

으로 계획적인 개발로 열수요 계획이 명확하게 설계되어 지역냉·난방사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코자키지구는 동쪽의 스미다, 남쪽의 니혼바시강에 둘러싸여 있다. 열

원은 스미다강의 하천수열이고, 기본적으로 하코자키 지구 내 공급하는 열의 전량을 

하천의 수열로만 감당하고 있다. 스미다강의 수온은 하절기 약 25℃, 동절기 약 8℃

이며, 연간 20℃ 전후로 변동하고 월간 2~3℃ 전후로 외기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다. 

하코자키 지구는 재개발 초기부터 스미다강을 친수공간으로 하는 친환경적 도시 조성

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미쓰이(三井) 창고 하코자키빌딩 내에 열펌프 시스템(히트펌

프 1,600RT×2, 냉동기 1,600RT×1)이 계획되었다. 미쓰이 창고의 히트펌프를 통

19) 박준택, 2010, 미활용 온도차에너지 이용기술 현황 및 주요 사례, 월간퓨쳐에코; 정재원 외, 2017, 국내 하수 

및 하천수의 수열에너지 활용사례, 한국수자원학회지, 50(10), pp.50~58.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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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에너지가 공급되는 구역의 면적은 약 25.4ha이며, 업무용 빌딩 5동, 주택 100호

에 지역냉·난방이 공급되고 있다(진상현, 2013). 취수량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스미

다강 최저유량 15㎥/s 중 최대 0.64㎥/s를 취수하여 열원으로 활용하며, 하천수 이용 

온도차는 하절기 +5℃, 동절기 –3℃이다.

제조된 냉온수는 저렴한 심야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축열조에 저장된 후 지역 

열수요에 따라 공급된다. 지역배관은 4관식으로 저온의 온수(업무용 47℃, 주택 4

5℃), 냉수(업무용 7℃, 주택은 9℃), 급탕(주택 60℃)을 공급한다.

구분 주요내용 공급조건

온도

업무용
냉수 7℃ → 14℃

온수 47℃ → 40℃

주택

냉수 9℃ → 16℃

온수 45℃ → 38℃

급탕 60℃

압력
업무용 2~4㎏/㎠

주택 2~13㎏/㎠

자료: 정재원 외, 2017, 국내 하수 및 하천수의 수열에너지 활용사례, 한국수자원학회지, 50(10), 

p.53

[표 2-9] 일본 하코자키지구 수열에너지 수요처 공급조건

(4) 노르웨이 산드비카의 하수열 지역냉·난방

노르웨이 오슬로 산드비카(Sandvika) 지역은 하수 열원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암반을 파서 만든 지하동굴 내부에 하수터널을 만들어 히

트펌프를 설치하였는데,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하수터널에 조

성된 기계실에는 2개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히트펌프 열원인 하수는 하수터널

에서 취수된 뒤 2단계의 여과처리를 한다. 정제된 하수는 열교환기를 통해 에너지가 

회수된 뒤, 다시 하수터널로 방류되는 방식이다. 히트펌프 난방용량은 13MW, 냉방

용량은 19MW로 히트펌프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는 지역 냉·난방공급량 가운데 

52%를 차지하며,20) 산드비카 지역난방 수요의 95%를 충당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결빙도로를 녹이는 데에도 지역난방을 활용하고 있다. 

20) Alexander Boye Petersen, Grøn Energi (DDHA), 2018, Experiences from other urban waste heat 

recovery investments - ReUseHeat Handbook, Reuse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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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운영기간 1989년 ~

난방시설 23MW(1988년 6.5MW 2기. 2008년 10MW 1기)

냉방시설 19MW(1988년 4.5MW 2기. 2008년 10MW 1기)

열원 하수(12℃)

생산량 지역난방 95% 생산, 3만㎡ 보도 가열에 활용

자료: Alexander Boye Petersen, Grøn Energi (DDHA), 2018, Experiences from other 

urban waste heat recovery investments - ReUseHeat Handbook, Reuseheat.

[표 2-10] 노르웨이 산드비카 하수열 지역냉·난방 개요

(a) 폐수활용 히트펌프 (b) 히트펌프 지역난방 배관(온수용, 난방용)

[그림 2-9] 노르웨이 산드비카 히트펌프 시설

자료: https://www.oslofjordvarme.no/anlegg/sandvika/(오슬로피오르드 난방 회사 홈페이지)

노르웨이에서 히트펌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1990년부터 이뤄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시범사업에 불과했으며, 1992년부터 주거·산업 부문에서 히트펌프 설비에 대한 

40%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보급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난방과 냉방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이 함께 연

결되어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건물마다 냉각탑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결합하는 방안이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진상현 외, 

2013).

(5) 독일 쾰른시의 하수열 활용 열에너지 생산

EU는 인구의 84% 이상이 하수도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 열수요의 5% 정도

는 하수에서 회수된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EU는 독일 쾰른지

역 하수관로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21) 하수열을 이용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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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시설은 독일 쾰른시의 Mülheim, Nippes 및 Wahn 3개 지역에 설치되

었다. 시설은 열교환기, 히트펌프(물-물), 피크타임 부하를 위한 추가 가스보일러, 열 

생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열버퍼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Mülheim, Wahn지

역의 열교환기는 하수관로 내부에 설치되어 열을 회수하는 방식(간접 열 추출)이며, 

Nippes에서는 하수관로로부터 배출된 하수에서부터 직접 잉여열을 회수(직접 열 추

출)한다. 생산된 난방열은 학교에서 활용한다.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연간 열에너지 생산량 1,109MWh(Wahn), 762MWh(Mülheim)

열원 하수로부터의 잉여열(최소 12℃ 이상)

에너지효율 116%(Wahn), 128%(Mülheim)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 214tonCO₂eq(Wahn), 150tonCO₂eq(Mülheim)

자료: Alexander Boye Petersen, Grøn Energi (DDHA), 2018, Experiences from other 

urban waste heat recovery investments - ReUseHeat Handbook, Reuseheat.

[표 2-11] 독일 쾰른 하수열 난방 개요

(a) 하수열 활용 열에너지 생산시스템

(b) 하수관로 내 열교환기 

설치 방식

[그림 2-10] 독일 쾰른 하수열 활용 열에너지 생산시스템

자료: EU-Celcius, 2020, Guideline for the Replicability of the Cologne Wahn Demonstrator

시범지역 운용 결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2℃ 이상의 하수온도

가 보장되어야 높은 COP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투자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서는 150kW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열에너지 수요가 필요하며, 하수를 이용한 열

21) EU의 CELSIU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범사업으로서, CELCIUS는 도시의 지역 난방 및 냉방 네트워크임.

기술개발, 지식공유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72개 도시가 참여 중에 있음.



29

서
울
시
 수

열
에
너
지
 이

용
 확

대
 전

략

에너지 생산시스템은 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이나 개조 시 활용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하수도관과 수요처의 거리가 짧아야 하고, 하수관로의 크기와 

흐름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Alexander B.P. et al, 2018).

구분 주요내용

기술요구사항

저온의 공급온도(40℃일 경우 COP 5, 70℃일 경우 COP 3)

고온 하수(최소 12℃ 이상)

높은 열 수요(최소 150kW)

신축건물 또는 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개조 필요

건물과 하수관 사이 거리가 짧아야 함(최대 200m)

권장 직경 800mm(최소 300mm)

평균 유량 15 L/s(열수요가 낮을 경우 10L/s 고려 가능)

자료: https://celsiuscity.eu/

[표 2-12] 하수열 활용 난방시스템 기술요구사항

2) 국내사례

국내에서 수열에너지는 일부 건물 단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해수, 

하천수, 하수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는 탄천·서남 물재생센터의 방류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을 시행 중이며, 상업건물은 롯데월드 타워가 대표적이다.

열원 시설명 소재지 설비용량 준공연도

해수

부산 롯데타운 부산중구 1,600 RT 2015

여수엑스포 주제관 전남여수 230 RT 2012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센터 강원 고성 60 RT 2011

한국해양대 국제교류협력관 부산 영도 100 RT 2008

하수

탄천 물재생센터 서울강남 9Gcal/h × 7기 2015

서남 물재생센터 서울 강서 8Gcal/h × 4기 2017

난지 물재생센터 경기 고양 60 RT 2011

휴다임타워 서울강동 60 RT 2010

용인 하수처리장 경기 용인 6Gcal/h × 1기 2009

하천수
롯데월드타워 서울송파 3,000 RT 2014

낙동강 화훼단지 부산강서 4 RT 200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7.12.19.), ‘K-water, 수도권에 물로 냉난방에너지 공급한다’ 내용 보완

[표 2-13] 국내 수열에너지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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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월드타워의 상수원수 활용 냉·난방시스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지상 123층, 지하 6층)는 광역상수도 원수를 열

원으로 한 수열에너지를 건물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 328,351㎡의 초고층

의 에너지다소비건물로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수열 용량과 효율을 보이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획득을 목표로 설계가 된 건물이다. 패시브·액티브 요

소가 적용됐고,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했으며, 미

국 친환경건축물인증인 LEED 골드등급을 획득했다.22)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에너지효율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23) 특

징적인 것은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원수(원수관로)를 활용한 히트펌프시스템을 도

입한 것이다. 사용 용량은 3000RT로 연간 열생산량으로 환산할 시 91,279.2Gcal이

며, 건물 전체 냉방수요의 약 10%에 해당된다고 한다.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광역상

수도 수열 히트펌프는 냉방 시 히트펌프 응축기에서 발생된 열을 원수에 버리고(냉각

탑 역할) 난방 시 원수가 가지는 열을 히트펌프 증발기를 통해 흡수해 실내로 공급하

는 방식이다.24)

설계항목 설계조건 설계항목 설계조건

활용열원
수도권1단계 광역상수도 원수

(한강취수장 → 경기도 정수장)
난방기간

11~3월(5개월)

(일평균 12hr)

원수유량 50,000㎡/일 냉방기간
4월~10월(7개월)

(일평균 12hr)

최저온도(통계) 3.5℃ 연간 가동시간
냉방 2,520시간

난방 1,800시간

최고온도(하계) 25℃ 냉·난방 부하랑
10.42Gcal/hr

(3,000RT)

자료: 서울시, 2020,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20~2040, p.179 내용 보완

[표 2-14] 롯데월드타워 상수원수 활용 히트펌프 시스템 개요

22) 냉난방공조 신재생녹색건축 전문저널(2018.1.7.), 세계적 랜드마크 롯데월드몰·타워…기계설비 ‘총망라’

2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요구량이 159.6kWh/㎡로 2등급 획득

24) 냉난방공조 신재생녹색건축 전문저널(2019.3.10), 잠재력 큰 ‘물’ 재생에너지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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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취수되어 경기도 정수장으로 보내지는 광역상수도망에서 열을 회수하는 방

식으로 건물 주변에 관경 800㎜의 분기관로에서 원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 열원으로 활용된 상수원수는 안양가압장을 거쳐 경기도 반월정수

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온이 자연 회복된다.

[그림 2-11] 롯데월드타워 광역상수도 활용 냉·난방시스템 수온변화 모식도

* 온도는 상수도망 내 온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20

롯데월드 수열에너지는 동일 용량의 흡수식냉온수기 대비 총 에너지 사용량의 약 

35.8%를 절감하며, CO₂배출량도 37.7%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구 분 흡수식 냉온수기 수열원 히트펌프 절감량(흡수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TOE) 2,874 1,844 35.8%

CO₂배출량(톤) 6,065 3,776 37.7%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20

[표 2-15] 롯데월드타워 에너지 절감 효과

또한 냉각탑 6기를 제거함으로서 600㎡의 설치공간을 줄였고, 건물 하중도 66톤 줄

여 약 1억9천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였다. 냉각탑 제거로 인해 냉각탑 소음

(70dB) 저감, 냉각탑의 미세먼지 미방출, 주변 2㎞ 대기온도 1.89도 완화 등 소형차 

4,800대의 탄소저감 등 부차적인 효과도 나타난다(한국수자원공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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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재생센터의 하수방류수 지역난방시스템25)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방류수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수열

을 회수하여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민자 유치하여 2014년 탄천과 

2017년 서남 물재생센터에 설치하였다. 탄천 물재생센터 시설용량은 63Gcal/h, 서

남은 32Gcal/h, 열공급량은 각각 연 20만Gcal, 연 15만Gcal이다. 2017년 기준 하

수열 이용량은 35천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이용량(624.7천TOE) 대비 약 5.6%에 

해당한다. 현재 법적으로 수열에너지원에 하수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 포

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산정한다면 비율이 높아진다.26)

구 분 탄천하수열 서남하수열

위치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강서구 마곡동 서남 물재생센터 내

사업자

탄천E&E

(포스코에너지 100% 출자. 본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서남그린에너지㈜
(재무적투자자 50%, 대림산업(주) 35%, 

GS파워(주) 15%)

사업면적 2,397.9㎡ 2,448㎡

사업방식

- 서울시: 부지 임대 및 행정절차 지원 

(준공 후 15년간 부지임대)

- 포스코(사업시행자): 하수열 이용, 열생

산설비 설치사업비 전액투자 및 운영

- 한국지역난방공사(열수급자): 열 구매 

및 지역난방 공급

- 서울시: 사업부지 제공(사업개시 후 20년)

- 사업자: 하수열 이용 설치비 및 운영비 

전액투자, 20년간 운영 후 철거

- 서울에너지공사: 열 구매 및 지역난방 

회수수 공급

시설용량 63Gcal/h (9cal/h × 7기) 32Gcal/h (8Gcal/h × 4기)

열공급량 20만Gcal/년 15만Gcal/년

운영기간

’14. 12. 23. ~ ’29. 12. 22.(15년)

(운영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하거나 

서울시 요청 시 시설 일체 기부채납)

’17. 11. 1. ~ ’37. 10. 31.(20년)

(운영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하거나 

서울시 요청 시 시설 일체 기부채납)

[표 2-16] 서울 하수열 지역난방시스템 개요

25) 수열에너지 운영 현황 및 실적과 지역난방 현황은 제3장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에서 상세 기술함

26) 2017년 기준 전국대비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3%이나, 서울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미활용 에너지

(굴뚝폐열, 지하수열, 외곽발전열, 하수열)를 모두 포함한다면 7.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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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공급 계통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9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국외 수열에너지는 유럽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하수열, 지하수열, 

호수열, 해수열 등 여러 열원을 이용하여 건축물 단위에서부터 도시규모의 냉·난방까

지 수요처가 넓다. 하천수는 냉·난방 겸용으로, 심층 호소수는 냉방 전용으로 주로 

활용한다. 수열에너지는 수열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처는 수열원과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다. 뉴욕의 코넬대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유량과 기후조건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은 수열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다. 초기 비용은 기존 냉방시스템 

대비 높지만 환경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지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스톡홀름도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수 활용에 용이한 지리적 이점

을 가지고 있고, 수요처와의 거리가 가까워 해수를 활용한 대형 히트펌프 적용이 가능

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가 제한적으로 일부 상업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으

며, 국내 수요도 낮다.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방에서 큰 장점은 건물마다 냉각탑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난

방과 지역냉방을 결합하는 방안이 경제적이면서 건물주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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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내 롯데월드타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냉각탑 미설치로 인한 에어로졸 

비산과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유휴면적 증가 등 경제적 장점이 있

다. 도심 내 대표적인 수열에너지 활용 사례로 꼽히는 롯데월드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사례로서 고무적이며, 상수관을 

이용한 수열원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

열에너지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투자이다. 스톡홀름

의 경우 지역난방용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지역난방 활용도도 

높아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히트펌프 설비에 대한 40%의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보급이 증가하였다.

수열에너지는 초기 시설 설치비가 타 냉·난방방식보다 비싸므로 보조금 등 지원이 없

다면 도입이 어렵다. 사례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열에너지의 건물 냉·난방 활용

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EU, 일본 등도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여 부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 수열에너지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

용 의무와 녹색건축물 인증 시 보조금 지급이나 시설 투자, 히트펌프 구동 에너지원의 

요금 지원,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보정계수 상향 설정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

하다.



03

서울시 에너지 소비 특성

1_에너지 현황

2_에너지 소비 특성

3_지역난방 현황

4_서울시 에너지 소비 특성의 시사점



36

03

서
울
시
 에
너
지
 소
비
 특
성

03. 서울시 에너지 소비 특성

1_에너지 현황

1) 에너지 개요

1차에너지 생산량은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석탄, 천연가스, 수

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된다. 이 중 서울시 에너지 생산량은 2018년 기준 

약 382천TOE로 전국 1차에너지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서울시 1차에너지 

생산량은 100% 신재생에너지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9,722 11,029 12,038 13,714 15,044 15,906 18,381 19,540

서울 256 233 238 293 336 317 351 382

비율(%) 2.6 2.1 2.0 2.1 2.2 2.0 1.9 2.0

*전국생산량은 국내 1차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한국에너지공단, 2019,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산정

[표 3-1] 서울시 1차에너지 생산 현황
(단위: 천TOE, %)

에너지자립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전국 6.4%에 비해 

서울시는 3.6%로 낮다.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률은 최근 3년간 0.4%씩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에너지자립률은 보다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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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3.5 4.0 4.3 4.9 5.2 5.4 6.1 6.4

서울 2.2 2.0 2.0 2.6 3.0 2.8 3.2 3.6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공급량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한국에너지공단, 2019,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산정

[표 3-2] 서울시 에너지자립률
(단위: %)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에서 90.9%(42,417천톤CO₂eq)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3.8%(31,851천톤CO₂eq)는 건물 부문 배출량이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가 건물 부문의 배출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 중에서도 상업이 55.0%, 가정이 39.6%로 대부분인 94.6%를 차지한다. 건물에

너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냉·난방에너지 절감 방안 중 하나로 건물 단위에 적용가능한 수열에너지 활용이 대안

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

부문 배출량 비율
에너지 부문 

배출원
배출량 비율

건물 부문
배출원

배출량 비율

에너지 42,417 90.9

▶

발전 716 1.7

▶

가정 12,611 39.6

제조

건설업
1,437 3.3폐기물 2,793 6.0

상업 17,518 55.0

건물 31,851 73.8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1,537 3.3

공공 1,714 5.4

수송 9,063 21.0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62 -0.1
농림어업 8 0.0

탈루 105 0.2

소계 46,685 100.0 합계* 43,172 100.0 소계 31,851 100.0

* 생산 부문 미반영 배출량으로 생산 부문(–756천톤CO₂eq) 포함 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42,417CO₂eq임

자료: 서울시 기후대기과 내부자료, 2019, 2017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결과 보고

[표 3-3] 서울시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7)
(단위: 천톤CO₂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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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1) 생산현황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0년간 약 2.9배 증가하였고, 서울시는 약 1.9배 증가

하여 전국 증가속도 대비 저조하다. 2009년 전국 대비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은 3.4%였으나, 2018년에는 2.1%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림 3-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9,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 시설현황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연료전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활용

에너지는 소형열병합발전이 100.5MW를 차지한다. 수열에너지 시설은 탄천·서남 물

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열로써 연 35만Gcal의 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시설용량 시설내역 비고

신

재

생

연료전지 141.8㎿ 발전사업 등 534개소 ’18 서울통계

태양광 203.6㎿ 공공·학교·민간 91,151개소 ’18 서울통계

태양열 176,816㎡ 공공·학교·민간 등 ’17 정부통계

풍력 101㎾ 월드컵공원 등 15개 지역, 136기 ’17 정부통계

바이오 10.5㎿ 4개 물재생센터 498만톤/일, 소화가스 발전기 8.9㎿ ’17 정부통계

폐기물 25.7㎿ 5개 자원회수시설 2,898톤/일, 폐열 발전기 7.2㎿ ’17 정부통계

지열 70.2㎿ 공공·학교·민간 등 ’17 정부통계

미

활

용

소형열병합 100.5㎿ 건물 49개소, 주택 113개소 등 ’18 서울통계

잉여열 88만Gcal 의정부 6만Gcal, 폐기물 35만Gcal, 부천 47만Gcal ’18 서울통계

하수열 35만Gcal 탄천하수열 20만Gcal, 서남하수열 15만Gcal ’18 서울통계

유출지하수 2.1㎿ 고려대학교역 등 ’18 서울통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9

[표 3-4]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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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은 2018년 기준 약 17,838천TOE이며, 재생에너지가 

95.9%, 신에너지가 4.1%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 

순서로 비중이 높다. 서울시는 재생에너지가 82.1%, 신에너지가 17.9%로 연료전지 

생산량 비중이 커서 전국 대비 신에너지 비율이 더 높다.

수열 생산량은 전국 14,725TOE로 총 생산량의 0.1%에 불과하다.27) 반면 서울의 생

산량은 0으로 나타나는데, 법적으로 하천수가 수열에너지원으로 포함(2019. 10)되기 

이전의 통계이다. 개정 후에도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중 하수열을 열

원으로 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수열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

에 집계되지 않는다.

구분
전국 서울 전국대비 

서울비율생산량(TOE) 비율(%) 생산량(TOE) 비율(%)

총계 17,837,507 100.0 381,546 100.0 2.1

재생에너지 17,098,676 95.9 313,114 82.1 1.8

태양열　 27,395 0.2 775 0.2 2.8

태양광　 1,977,148 11.1 29,072 7.6 1.5

풍력 525,188 2.9 48 0.0 0.0

수력 718,787 4.0 236 0.1 0.0

해양 103,380 0.6 0 0.0 0.0

지열 205,464 1.2 13,334 3.5 6.5

수열 14,725 0.1 0 0.0 0.0

바이오　 4,442,376 24.9 97,562 25.6 2.2

폐기물 9,084,212 50.9 172,088 45.1 1.9

신에너지 738,831 4.1 68,432 17.9 9.3

연료전지 376,304 2.1 68,432 17.9 18.2

IGCC* 362,527 2.0 0 0.0 0.0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로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청정석탄화력 발전기술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9,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산정

[표 3-5]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2018)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18년 기준 전국 7.7%, 서울 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증가는 전국 증가와 대비할 때 크지 

않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전체 1차에너지 생산량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

지 생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용률도 증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정부 기

27)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잠정치에 의하면 2019년 수열에너지 생산량은 21,756TOE로 2018년 대비 

47.7%(7,031TOE) 증가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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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서 서울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수열, 외곽발전열, 지하수열과 같은 미활용에

너지 생산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종에너지

소비량(천TOE)

전국 204,788 206,530 208,016 210,139 214,974 221,396 230,019 232,740

서울 15,717 15,627 15,203 14,680 14,944 15,214 15,015 14,734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전국 3.7 4.3 4.7 5.5 6.2 6.4 7.2 7.7

서울 1.6 1.5 1.6 2.0 2.2 2.1 2.3 2.6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최종에너지소비량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한국에너지공단, 2019,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산정

[표 3-6]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구분 시설용량 2017년 이용량(천TOE)

소형열병합 100.5㎿ 18.6

잉여열 88만Gcal 53

하수열 35만Gcal 35

유출지하수 2.1㎿ 0.1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9

[표 3-7] 서울시 미활용에너지 이용량(2017)

4) 수열에너지 생산량

서울시는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하천방류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열 공급량 목표는 탄천 20만Gcal/년, 서남 15만Gcal/년

이었으나, 실제 열생산 실적은 2개 물재생센터를 합하여 2018년 약 22만Gcal를 생

산한 것이 가장 많았고, 2019년에는 약 14만8천Gcal로 감소하였다.

구분 에너지원 설치 열공급목표 용도 운영기관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온도차)
2014 20만Gcal/년

열 판매
(민자사업)

포스코이앤이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온도차)
2017 15만Gcal/년

열 판매
(민자사업)

서남그린에너지

6호선 고려대역
유출지하수

(온도차)
2014 2Gcal/hr

자체사용

(BRP사업)

고려대학교
(라이시움관, 포스코관)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9

[표 3-8] 서울시 수열에너지 시설 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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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탄천 190,803 185,407 158,999 109,624 75,510

서남 - - 18,605 108,528 72,510

계 190,803 185,407 177,604 218,152 148,020

*서남하수열은 2017년 11월부터 운영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20

[표 3-9] 연도별 서울시 하수열 열생산 실적
(단위: Gcal)

최근 5년(2015~2019) 동안 월별 물재생센터의 하수열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열수요

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철에 생산량이 없고, 열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생산량이 증가

하여 계절변동이 뚜렷하다. 

[그림 3-2] 서울시 물재생센터 월별 평균 하수열 생산 실적(2015~2019)

*최근 5년간(2015~2019) 해당 월의 실적을 평균한 값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20

서울시는 2050년까지 2019년 대비 약 1,000%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며, 수

열에너지는 2020년 37.6천TOE에서 2050년 318천TOE로 약 8.5배 증가시킬 계획

이다.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계 38.8 106.7 216.3 336.7

풍력 0.14 1.06 10.0 13.7

수력 1.06 2.06 3.06 5.0

수열에너지 37.6 103.6 203.2 318.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20

[표 3-10] 서울시 재생에너지 생산 로드맵
(단위: 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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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에너지 소비 특성

1) 최종 및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량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05년 대비 2018년에 25.2%(174,136천TOE → 232,740 

천TOE) 증가한 반면, 2018년 기준 서울시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4,734천TOE로 20

05년 대비 약 3% 감소하였다. 2011년~2018년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동을 살펴보면, 

석탄, 가스, 열에너지는 감소하였으나,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변동

이 적다.

[그림 3-3] 서울시 최종에너지소비량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그림 3-4] 서울시 에너지원별 소비량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 건물에너지 소비 특성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특성

을 검토하였다.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용이 많

다. 상업용 중에서도 업무시설, 제1종·제2종 근린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이 크며, 주거

용 중에서 에너지소비량은 아파트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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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총

사용량

주거 808 1,036 205 2,049

상업 1,916 1,227 197 3,340

공업 135 16 5 156

공공 102 93 4 199

문교사회 383 308 71 761

(단위: 천TOE)

[그림 3-5] 건물 용도별 에너지소비량(2018)

자료: 건축물민간개방시스템(http://open,egis.go.kr)

3) 냉·난방에너지 소비 특성

서울시 도시가스 소비량은 가정용, 상업용 모두 겨울철이 가장 많고, 특히, 난방 활용

이 높아지는 1월에 소비가 집중되어 계절별 소비가 뚜렷하다. 지역난방 소비량은 

2016년 이후 여름철에 업무용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방수요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서울시 월별 도시가스 소비량 [그림 3-7] 서울시 월별 지역난방 소비량

주요 지역난방 공급 지역은 송파구와 강서구를 대상으로 월별 지역난방(열에너지) 소

비량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부터 비주택용 부문에서 냉방을 위한 열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업건물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방수요

가 증가한 것으로 냉방용 열에너지 수요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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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송파구 열에너지 소비 추이(TOE) [그림 3-9] 강서구 열에너지 소비 추이(TOE)

4)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대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28)에서 관리비 공개대상 

단지 기준인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

역)난방방식 공동주택; 3)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가스, 급

탕, 난방, 수도, 전기사용량 및 계절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소비량 분석 시 에너지사용

량이 아닌 사용금액(부과된 관리비)을 기준으로 하였다.29)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총 2,410개의 공동주택이 정보

공개 대상이며, 개별난방 사용세대는 52.8%, 지역난방 39.3%, 중앙난방 8.3%였다. 

지역난방 사용세대는 잠재적 수열에너지 공급대상이다.

난방방식 단지 수 동 수
세대 수 주거전용면적(㎡)

세대 수 비율 면적 비율

개별난방 1,612 9,222 769,585 52.3 59,289,302 51.9

개별난방+기타 10 75 6,930 0.5 533,930 0.5

중앙난방 132 1,086 120,557 8.3 9,473,095 8.2

지역난방 654 6,626 575,041 39.3 44,911,164 39.0

기타 2 3 747 0.0 41,349 0.1

계 2,410 17,012 1,472,860 100.0 114,248,840 100.0

[표 3-11] 서울시 공동주택 기본정보

2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29)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에너지사용량 입력 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기로 입력하므로 자료의 

일관성, 입력단위 신뢰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데이터로의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관리비 부과내역을 대상으로 

소비특성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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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특성은 냉·난방기구의 전력화 영향으로 여름(7~8월), 겨울

(1~2월)에 전력소비가 가장 크며, 여름철 소비량이 겨울철 소비량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3-10] 서울시 공동주택의 전기 사용금액 월별 추이

전기와 마찬가지로 수도 사용도 여름철에 더 많으며, 가스, 급탕, 난방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뚜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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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별 가스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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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월별 급탕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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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월별 난방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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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공동주택 월별 가스, 급탕, 난방, 수도 사용 추이(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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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지역난방 현황

2018년 말 기준 총 77개 사업자가 108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였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SK E&C 등 총 3개의 공급사에서 집단에너지를 

보급30)하고 있다. 열 공급자별 열원은 열병합발전, 소각열 등이다.

[그림 3-12] 서울시 지역난방 공급배관망

자료: 서울시, 2020,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열 에너지원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생산량(G㎈) 비율(%) 생산량(G㎈) 비율(%)

열병합
자 체 619,136 29 5,557,458 45.8

발전자회사 - 3,044,224 25.1

첨두부하보일러 352,083 17 1,734,149 14.3

소각열 496,501 23 1,767,755 14.6

기타 658,257 31 21,799 0.2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9

[표 3-12] 열 공급자별 열생산 주 열원(2018년 기준)

30)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남권·서북권, 서울에너지공사는 동북권·서남권, SK E&C는 위례(송파), 나래(강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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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집단에너지 사업장은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표적이

며, 두 업체는 연간 약 470~490만Gcal 정도의 열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의 2016년과 2017년의 냉·난방열 판매량은 연간 약 170만Gcal였다. 이 중 약 90%

는 주택용, 업무용에는 약 7~8%의 열이, 공공용에는 약 3%의 열이 사용되고 있다. 

난방에 사용되는 열의 약 90%는 주택에서 소비하며, 냉방에 사용되는 열의 약 80%

는 업무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구 분 2016년 2017년

서부지사

+

동부지사

냉·난방열

주택용

난방 1,541,068 92% 1,510,261 91%

냉방 - - - -

합계 1,541,068 90% 1,510,261 89%

업무용

난방 93,296 6% 101,914 6%

냉방 21,468 73% 39,697 82%

합계 114,765 7% 141,611 8%

공공용

난방 39,052 2% 40,332 2%

냉방 8,082 27% 8,790 18%

합계 47,133 3% 49,121 3%

계

난방 1,673,416 100% 1,652,507 100%

냉방 29,550 100% 48,487 100%

합계 1,702,966 100% 1,700,993 100%

자료: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서울연구원, 2019, 서울시 집단에너지 

인프라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용역, 서울시

[표 3-13] 서울에너지공사 전체 냉·난방열(동·서부) 판매현황
 (단위: Gcal/년,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6년과 2017년의 냉·난방열 판매량은 연간 약 300만Gcal이

다. 이 중 약 80%는 주택용에 사용되고, 업무용에는 약 18%의 열이, 공공용에는 약 

1%의 열이 사용되고 있다. 난방에 사용되는 열의 약 90%는 주택에서 소비하며, 냉방

에 사용되는 열의 약 98%는 업무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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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년 2017년

중앙, 

상암, 강남지사 

난·냉방열

주택용

난방 2,451,996 90% 2,557,754 89%

냉방 1,240 0% 1,439 1%

합계 2,453,236 83% 2,559,193 81%

업무용

난방 240,436 9% 302,273 10%

냉방
(냉수 211,383)

248,895
99%

(냉수 200,495) 

257,678
98%

합계
(냉수 211,383) 

489,331
17%

(냉수 200,495) 

559,951
18%

공공용

난방 20,561 1% 27,969 1%

냉방 1,273 1% 3,085 1%

합계 21,834 1% 31,054 1%

계

난방 2,712,993 100% 2,887,996 100%

냉방 251,408 100% 262,202 100%

합계 2,964,401 100% 3,150,198 100%

자료: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서울연구원, 2019, 서울시 집단에너지 인프라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용역, 서울시

[표 3-14] 한국지역난방공사 냉·난방열(중앙, 상암, 강남) 판매현황
 (단위: Gcal/년, %)

4_서울시 에너지 소비 특성의 시사점

서울시의 에너지 생산은 100% 신재생에너지이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요구된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8년 기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6%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수열, 열병합, 미활용에너지 등 도심형 에너지원을 폭넓게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

고 있으며(서울시, 2019), 이를 반영할 경우 2017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미활용에너지 하수열, 외곽발전열 등을 포함하여 7.0% 이다(서울시 내부자료, 2019). 

법적으로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열원에 포함되었으므로 하천수를 이

용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서울시 에너지 생산 증가와 에너지자립률 상승을 기

대할 수 있다. 

전국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05년 대비 2018년 25.2% 증가한 반면, 서울시 최종에

너지소비량은 3% 감소하여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비량

을 더 절감해야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이 사실상 어렵고, 

에너지 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신재생에너



49

서
울
시
 수

열
에
너
지
 이

용
 확

대
 전

략

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국내 기후조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계절별 부하가 크고, 

겨울철 난방에너지와 여름철 냉방에너지 소비가 뚜렷하므로 냉난방에너지 믹스의 다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난방 소비량은 2016년 이후부터 여름철에 업무용 부문

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방수요의 증가로 인한 것

으로 향후에는 상업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건물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고, 그 중에서도 상업, 가정 부문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므로 수열에너지를 상업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등 개별 건물 단위로 우선 적

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간 2천TOE 이상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수열에

너지 시스템 적용이 바람직하다. 개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이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건물 부문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난방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냉난방열 판매현황

을 살펴보면, 80~90%가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용은 7~18%, 공공용은 

1~3%로 나타난다. 특히, 난방에 사용되는 열의 약 90%는 주택에서 소비하며, 냉방

에 사용되는 열의 약 80~98%는 업무용에서 소비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 소비 특성

과 종합적으로 보면, 수열에너지 적용 시 주택의 난방수요, 상업건물의 냉난방 수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열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열 공급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신축 

시 지역난방 보급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냉·난방을 활용

하게 되면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활용에너지 활용 증대로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석유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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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 검토

1_수열원 현황 및 활용가능성

1) 하천수

(1) 현황

하천수열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 시 지리적으로 수열원이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하여야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열원수의 이송 및 배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국수자

원공사, 2009).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는 상시 유량이 풍부한 한강이 도심 중앙을 

동서로 흐르고 있고, 남북으로 주요 지천이 뻗어있어 하천수열을 이용하기에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6개(한강, 중랑, 굴포, 목감, 안양, 아라천)31), 지방하천 

37개이다. 이 중 하천의 규모와 유량,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관내 하천 중에서도 

수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은 한강 본류, 안양천, 중랑천, 탄천, 우이천, 양재천 

등이다.

(2) 활용가능성

수열에너지 열원으로 이용하려는 하천수는 하천 수위의 연중 변동이 적고 유량이 확

보되어야 하며, 수요처에 근접할수록 유리하다. 또한, 물을 히트펌프 열원으로 사용하

는 경우 회귀율이 100%에 가깝고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정재원 외, 2019). 

유량과 하천수의 특성에 따라 중·대규모 수열에너지 적용이 가능하며, 유량이 많을수

31) 국토교통부, 2020, 「2018 한국하천일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목감천(2019.8.7. 지정고시) 국가하천 승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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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온회복에 유리하다. 수열원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확보되며, 터보 히트펌프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COP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 관내 하천 

중 유량과 수심을 고려한다면 국가하천인 한강, 중랑천, 안양천과 유량과 하폭이 확보

된 지방하천인 탄천 등을 하천수열 활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천수를 열원으로 한 수열에너지시스템은 하천수를 취수하여 열 회수 후 다시 하천

으로 방류하는 방법과 하천 내 열교환기 설치를 통한 직접 열 회수 방식이 있다. 하천

수를 취수하는 방식은 하천의 유량과 열 회수 후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 등을 고려

하여야 하며, 하천 내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수질 및 하천에 대한 구조물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천수를 이용한다면 열 회수 후 수온변동으로 인

한 생태환경적 특성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4-1] 서울시 주요 하천

① 유량 검토

유량은 한강 본류, 탄천, 안양천, 우이천, 중랑천, 양재천, 목감천(안양천)을 대상으로 

한강홍수통제소의 10개 유량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강 본류 유량값은 가장 

상류에 위치한 광진교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강 본류의 유량은 월평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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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40㎥/sec로 풍부한 편이며, 지천은 0.2~27.1㎥/sec로 계절적 변동성이 있으

나 상시 유량은 존재한다.

(a) 한강 본류 월별 유량 (b) 주요 지천 월별 유량

*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내 유량측정망을 활용하였으며, 양재천(대치교) 유량 데이터가 2019년 10월 

이후 측정값만 존재하여 양재천 유량은 환경부 총량측정망의 양재천(H4) 관측소의 유량데이터를 

참고하였음

[그림 4-2] 한강 본류 및 주요 지천 월별 유량(2017~2019)

하천수를 실제로 이용하려면 하천수 사용 허가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강 홍수통

제소에서는 표준유역별로 갈수량과 허가기준유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유량

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유량이다. 허가기준유량이 양의 값을 가지면 

허가가 가능한 유량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가용유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용유량

이 없는 경우에는 농·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량을 조정하게 된다(정재원 외, 2019).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하천의 허가기준

유량은 한강 주요 지점에서 6.50~8.25㎥/s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랑천, 안양천, 탄천

은 지점에 따라 상이하나 주로 상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서울시 내 위치한 지천

에서는 음의 값을 가져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을 히트펌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귀율이 100%에 가깝고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공업용수 등 

유량이 변동될 수 있는 기존 용수사용과는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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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분할지점
기준갈수량*

(㎥/s)
하천유지유량

(㎥/s)
허가기준유량

(㎥/s)

한강

팔당댐-왕숙천합류전 67.702 61.2 6.502 

왕숙천합류후-중랑천합류전 69.450 61.2 8.250 

중랑천합류후-한강대교수위표 70.345 63.5 6.845 

한강대교수위표-홍제천합류전 70.446 63.5 6.946 

왕숙천합류후-중랑천합류전 69.450 61.2 8.250 

중랑천
중랑천-중랑천국가하천경계 0.259 - 0.259 

중랑천국가하천경계-중랑천하구 0.655 4.02 -3.365 

안양천

안양천-학의천합류후 0.183 - 0.183 

학의천합류후-도림천합류전 0.477 3.72 -3.243 

도림천합류후-안양천하구 0.616 3.72 -3.104 

탄천

탄천-분당천합류후 0.221 - 0.221 

분당천합류후-성남수위표 0.447 5.06 -4.613 

성남수위표-탄천하구 0.664 5.06 -4.396 

*갈수량은 1년 중 355일은 이보다 더 내려가지 않는 유량으로 하천수 사용의 기준이 됨

자료: http://ras.hrfco.go.kr/(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2020.9월 기준)

[표 4-1] 서울시 주요 하천 기준갈수량 및 허가기준유량

② 수온 분포

수열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대기온도와 수온의 차이는 중요하다. 대기온도와 수온의 

온도차는 냉·난방에너지 활용의 지표가 되는데, 수온이 대기온도보다 낮으면 냉방으

로 활용할 수 있고, 수온이 대기온도보다 더 높으면 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온은 

상대적으로 대기온도보다 변동폭이 작아 이러한 온도차에 의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

기 때문에 수열원의 수온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하천수의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3년 서울시 대기온도와 한강 

본류의 수온을 비교하였다. 대기온도는 서울시 유인관측소(108)의 월평균 대기온도

를 이용하였으며, 한강 본류 월평균 수온은 주 1회 이상 수온을 측정하고 있는 수질측

정망 중 구의(광진교) 지점 수온을 이용하였다.32)

한강 수온은 연평균 약 14.8℃로 여름철에는 대기온도 대비 약간 낮고, 겨울엔 상대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계절별 변동폭이 대기온도 대비 상대적으로 작다. 대기온도 

대비 한강 본류 수온은 약 3~8℃ 차이이며, 7~8월에 최대 2.9℃ 정도 낮고 12~1월

에 최대 8.7℃ 높다. 한강 본류 수온과 기온은 여름철보다 10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32) 일반·총량측정망의 수온은 월 1회 측정하므로 표본 개수가 적고, 자동측정망은 실시간으로 수온을 측정하나 

서울시 관내 한강 본류에 대해서는 측정소가 있지 않아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므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측정하고 

있는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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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 온도차 에너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겨울철 난방에너지 

사용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된 수온은 주1회 채수하여 측정하는 

수질측정망의 수온으로서 대기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표면 온도에 가까우며, 실

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수심을 고려한 취수지점의 일별, 시간별 상세 수

온 측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4-4] 월평균 대기온도와 한강 본류 월평균 수온차(2017~2019)

한국지역난방기술 외(2019) 연구결과33)에 의하면, 2005년 11월 ~ 2006년 5월 기간

에 한강의 수온은 연간 약 16℃ 변화하였으나, 강변여과수(지하수)의 수온 변화는 

3℃로 나타나 히트펌프 열원으로서 활용이 좋은 조건이었다. 한강 주변에는 다수 아

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점도 강변의 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여건에 유

리하다고 볼 수 있다.

33) 한국지역난방기술·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서울연구원, 2019, 서울시 집단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울시.

[그림 4-3] 서울시 대기온도 및 한강 본류 월별 수온 분포(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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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질 현황

하천수를 수열원으로 이용할 경우 수열원으로서 히트펌프에 사용 가능한 수질과 열 

회수 후 배출되는 배출수의 수질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열원별로 히트펌프에 사

용하는 수질 기준이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관리 요구사항’

에는 스케일을 형성하는 성분에 대한 원수의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적인 열교환기 사용 환경에서의 요구 수질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합리

적 판단에 따라 정한 관리기준이 있거나 특별한 사용 환경일 때는 관리 항목과 기준

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항목 단위
냉각수 

원수 요구 
수질

냉각수 
수질 관리 

목표

냉각수 시스템 영향

부식
스케일 
생성

필
수 

관

리 

항

목

pH(25℃) -- 6.0~8.0 6.5~8.0 ○ ○

전기 전도율(25℃) μS/cm ≤ 200 ≤ 800 ○ ○

염화물 이온 mg Cl
-
/L ≤ 50 ≤ 200 ○ -

황산 이온 mg SO4
2-/L ≤ 50 ≤ 200 ○ -

산 소비량(pH 4.8) mg CaCO3/L ≤ 50 ≤ 100 - ○

칼슘 경도 mg CaCO3/L ≤ 50 ≤ 150 - ○

참
고 

항

목

탁도 NTU ≤ 2.75 ≤ 12.6 ○ ○

철 mg Fe/L ≤ 0.3 ≤ 1.0 ○ ○

암모늄 이온 mg NH4
+
/L ≤ 0.2 ≤ 1.0 ○ -

이온상 실리카 mg SiO2/L ≤ 10 ≤ 50 - ○

랑게리아 지수* -- -- -1.0~0.0 ○ ○

* 탄산칼슘 포화 지수(saturation index)의 일종으로, 물 시료의 측정 pH 값(pHa)에서 포화상태의 

pH 값(pHs)를 뺀 값(pHa – pHs)

자료: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관리 요구사항(KSI3003), 2019.10월 개정

[표 4-2]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관리 요구사항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하천 수질은 생활환경 기준을 위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수

열원으로서의 수질 요구사항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 내 한강 및 

주요 지천 수질은 정부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편차는 

있으나 BOD 기준으로 Ia(매우좋음)~Ⅲ(보통)을 보인다. 특히 한강 본류는 지천보다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다.

냉각수 수질은 열교환기의 부식이나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며, 완전히 

만족하진 않더라도 히트펌프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천수를 수열원으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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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열 회수 후 배출수가 다시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환경

적인 관점에서의 배출수 수질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천수를 수열원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수열원으로 부식과 스케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취수지점의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을 위한 칼슘 경도, 철 등의 추가적인 수질인자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한강 본류 안양천 양재천 우이천 중랑천 탄천

BOD
부유
물질

BOD
부유
물질

BOD
부유
물질

BOD
부유
물질

BOD
부유
물질

BOD
부유
물질

1월 1.2 3.3 3.4 5.6 1.2 4.2 1.1 1.0 1.4 4.1 4.4 4.0

2월 1.2 3.0 5.8 12.5 1.3 2.6 1.1 0.8 1.7 3.4 6.0 5.4

3월 2.1 6.5 8.3 11.6 3.4 6.6 1.9 5.3 2.5 5.8 8.3 8.1

4월 1.9 6.1 7.7 17.3 2.2 8.3 2.9 12.7 1.9 5.3 4.7 4.7

5월 1.6 5.7 5.4 25.0 1.7 16.1 2.0 8.1 2.0 10.1 3.1 6.6

6월 1.5 4.3 3.2 15.5 1.0 8.3 2.7 5.9 1.3 8.0 4.7 5.9

7월 1.7 13.3 3.9 30.2 1.0 9.3 0.8 2.7 1.6 6.9 1.9 5.9

8월 1.5 12.1 2.5 8.1 0.4 3.8 1.0 1.5 1.3 5.0 1.7 5.4

9월 1.6 10.6 1.9 7.0 1.0 3.0 0.9 1.5 2.0 4.5 1.7 4.0

10월 1.4 6.7 1.6 4.3 0.8 2.6 1.2 1.5 1.1 4.8 1.6 3.7

11월 1.1 4.2 2.5 4.3 1.9 4.0 1.7 3.1 3.1 6.9 2.2 4.3

12월 0.9 3.4 4.0 6.3 1.5 1.9 1.0 0.7 1.5 2.6 3.1 3.2

평균 1.5 6.6 4.2 12.3 1.5 5.9 1.5 3.7 1.8 5.6 3.6 5.1

* 한강 본류는 상류에 위치한 구의지점의 값을 제시함

** BOD 1 이하 Ia(매우좋음), 2 이하 Ib(좋음), 3 이하 Ⅱ(약간좋음), 5 이하 Ⅲ(보통)

*** 부유물질량 25 이하는 Ia(매우좋음) ~ Ⅲ(보통)

자료: http://water.nier.go.kr/(물환경정보시스템)

[표 4-3] 한강 및 주요 지천 월별 수질(2017~2019)
(단위: ㎎/L)

④ 수열원으로서 고려사항

수열원으로서 하천수를 이용할 때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열 회수 후 배출수에 

대한 수온의 변화로 인해 하천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수 열원 히트펌프 설치 이전 해당 하천의 수

온 변화 등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천수를 수열원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수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절한 유량 산정과 하천 

특성에 맞는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채수 위치나 수심에 따라 수온이 

변화하므로 실제 하천수 취수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수온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하

천수는 계절적으로 하천수에 포함되는 이물질의 양이나 수질이 변동하는데, 특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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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철 폭우가 발생하면 하천수에 이물질이 증가하므로 하천수를 히트펌프까지 공급하

는 배관이나 하천 내 열교환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2) 수돗물

(1) 주요 수도시설 현황

수돗물을 수열원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상수도관을 활용하는 방법과 정수장, 

배수지에 저장되는 수돗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수도관을 이용하

는 방법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송수관로를 

흐르는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34) 도·송수관 내 물을 열원으로 이용하고 다시 원

수관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내 도수관 연장은 약 84㎞, 송수관 연장은 약 509

㎞이며, 도수관은 한강 본류 주변에 매설되어 있고, 송수관은 한강 주변 정수장에서 

도심까지 매설되어 있다. 

구분 합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연장 13,504,100 84,101 508,997 9,783,311 3,127,691

비고 - 취수장→정수장 정수장→배수지 배수지→물탱크 물탱크→수요처

[표 4-4] 서울시 상수도관 현황(2019)
(단위: m)

서울시에는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등 6개의 정수장이 있다. 정수장과 

배수지는 특성상 외부 기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수온 변동도 없어 

수열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열에너지는 1차적으로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건물 냉·난방에 활용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산하의 배수지는 총 100개소로 설계시설용량은 총 2,418,670

㎡이며, 배수지별로 최저 120톤부터 20만 톤까지 용량이 다양하다. 배수지에서 생산

한 에너지도 배수지 운영을 위한 건물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심에 있기 때문

에 잉여 열에너지는 주변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다. 

34) 배수관, 급수관의 수돗물의 열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수요처에서 사용할 때 수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수관, 

송수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으로 열을 회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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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서울시 수도시설 분포

(2) 활용가능성

상수도는 인구밀집지역에 대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유량이 많고, 원수 취수 및 정수 

공급을 위한 배관이 이미 매설되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도·송수관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격거리, 수질 확보, 초기 설치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지하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온도 대비 수온 변동도 적다. 

정수장과 배수지는 수요처로 공급되기 전 수돗물이 저장되는 곳으로 도심 곳곳에 위

치하고 있어 열에너지 수요처와 가깝기 때문에 수열에너지 활용 측면에 있어 유리하

다. 평균 급수량도 시설용량을 상회하거나 비슷하여 유량이 풍부하고, 정수장이나 배

수지 규모에 따라 중·대형 건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돗물은 수질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열원으로서 활용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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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량 검토

관로를 이용한 수돗물 유량은 사용량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고 추정의 어려움이 있

으므로 서울시 내 정수장, 배수장의 생산실적과 급수량으로 파악하였다. 서울시에 수

돗물을 공급하는 6개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총 1일 480만㎥, 일최대 생산실적은 

2018년 기준 1일 약 372만㎥, 일평균생산량은 약 320만 톤으로 수열원으로서의 잠

재량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수장명
설계시설용량

(㎥/일)
연간 총 생산량(실적)

(㎥)
일평균생산량

(㎥/일)
일최대생산량(실적)

(㎥/일)

강북 1,000,000 241,368,686 661,284 787,814

광암 400,000 73,347,500 200,952 223,616

구의 500,000 138,016,724 378,128 465,899

뚝도 700,000 160,563,307 439,899 520,117

암사 1,600,000 394,699,507 1,081,369 1,221,400

영등포 600,000 161,590,073 442,713 503,573

계 4,800,000 1,169,585,797 3,204,345 3,722,419

자료: 환경부, 2019, 2018 상수도통계

[표 4-5] 서울시 정수장 현황 및 생산실적(2018)

서울시 내 배수지는 설계시설용량보다 일평균급수량이 높아 열원으로서의 잠재량이 

크고, 도심지 곳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수장 대비 수열원으로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내 배수지의 2018년 기준 일평균 급수실적은 약 457만㎥로 수열원으로서 활

용할 수 있는 잠재량이 크다.

수계 배수지 개소수
설계시설용량

(㎥)
일평균급수량*

(㎥/일)
평균저류시간

(hr)

강북 34 727,900 1,151,400 18.6

광암 3 189,000 261,428 11.8

구의 4 190,000 355,129 14.1

뚝도 18 336,650 597,670 16.4

암사 29 655,500 1,664,011 15.6

영등포 12 319,620 540,038 16.9

계 100 2,418,670 4,569,676 16.8

*각 수계별 배수지 일평균급수량의 합계임

자료: 환경부, 2019, 2018 상수도통계

[표 4-6] 서울시 배수지 급수실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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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온 분포

정수과정과 공급과정에 있어서 수온은 취수장, 정수장의 유입온도 관련 연구를 활용

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정수장 운영 수온은 7~25℃이며(노희수 외, 2011), 한국

수자원공사(2019)의 최근 10년간 정수장 유입 원수의 수온을 분석한 결과, 팔당2취

수원을 기준으로 최고 수온은 26~32℃ 범위에 있다. 수돗물 열 회수 시 수온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수장과 배수지의 급수량을 모두 열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급수시설 수온의 실측과 수온 저하

에 대한 영향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2019)의 상수원의 수열

에너지 활용 가능 유량 연구결과35)에 의하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온을 고려할 때, 

수열에너지 사용 유량 비율은 관로 유량의 75%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③ 수질 현황

수돗물의 수질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수질관리 대상으로서 먹

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미생물(4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유기물질(12항목, 17항

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11항목), 심미적 영향 물질(16항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

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 지정 먹는물 감시항목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80항목을 추가

하여 총 111항목을 감시하여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수돗물의 수질관리

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먹는물 기준으로 수열원의 수질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열원 활용 대상으로서의 수질 수준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수열원으로서 고려사항

도·송수관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정수장·배수지 등 급수시설에서 열 회수를 

이중으로 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돗물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할 

때에 고려할 점은 수요처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다. 서울의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도수관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겨울철 정수장의 수온이 낮아져 가정에 도달하는 수돗물의 수온도 낮아

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수장, 배수지 등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할 경우에

는 급수 시 사용하는 수온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수온회복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35) 한국수자원공사, 2019,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수처리 효율 및 도·송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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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용처에서 적정한 수온으로 올리기 위해 다시 난방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다. 급

수시설에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급수시설 대비 활용가능 유

량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수장, 배수지에 저장된 물은 직접적으로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수질 영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하수

(1) 현황

서울시는 하수관망이 발달하여 생활하수에 의해 발생한 하수를 수열에너지의 열원으

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가 인구밀집지역에 같이 존재하므로 도심에서

는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하수열은 부존열량이 많고 열 수송을 위한 

배관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 노후 하수관거 교체 시 우선적으

로 열교환기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투자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

은 열에너지 수요가 필요36)하므로 적용 대상 선정 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나 대단

지 공동주택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구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설치율

(%)
하수관로보급률

(%)처리인구(명) 면적(㎢)

전국(’18) 49,450,743 8,793 76.8 81.8

서울특별시 10,049,607 430 100.0 100.0

자료: 환경부, 2019, 2018 하수도통계

[표 4-7] 서울시 하수도보급률

구분

하수관거(km) 공공하수처리시설

계 합류식
분류식

개소
유입하수량

(㎥/일)오수관 우수관

전국(’18) 156,257.4 43,825.9 64,856.8 47,574.7 671 20,906,964.4

서울시 10,728.6 9,545.0 620.4 563.2 4 4,227,867.7

자료: 환경부, 2019, 2018 하수도통계

[표 4-8] 서울시 하수관거 시설 현황

36) 독일 쾰른 하수열 수열에너지 사례에서 150kW 이상의 열수요처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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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가능성

① 유량 검토

서울시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은 2018년 기준 하루 약 422만 톤으로서 

연간 약 2,085천TOE의 이용가능량이 존재한다. 이는 2018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5.5배이다. 특히, 가정·상업에서 사용되고 배출되는 생활하수37)는 하수

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데, 하수처리장 유입 이전 유량이 충분한 일

정 규모 이상의 하수관경(∅1,000㎜)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한다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대비 하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열원으로서 잠재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수온 분포

기존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이용하여 열을 회수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상업에서 이용한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이동하

면서 하수관에서 손실되는 열에너지가 크다. 샤워수, 세탁수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수돗물의 수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잠재 열에너지가 크며, 이를 

회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더라도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다. 앞서 소개한 독

일 쾰른 지역 사례에서 하수열 수열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

소 12℃ 이상의 하수온도가 보장되어야 높은 COP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하수관의 하수 수온은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역, 하수처리장 등 열원수 

주변 지역의 구성에 따라 겨울철의 최저온도와 여름철의 최고온도는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하수관로의 하절기 하수온도는 15~25℃로 외기온도보다 5~10℃ 

낮고, 동절기 하수온도는 10~20℃로 외기온도보다 10~2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김시헌, 2011). 

③ 수질 현황

미처리 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수질 때문에 슬러지로 인한 파울링(Fouling) 현상38)이 

발생할 수 있어 하수에 활용이 가능한 간접식 열교환기나 분리청소가 가능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본 장의 2절 수열에너지 잠재량 분석에서 가정·상업 생활하수량을 추정하여 하수열원 이용가능량을 제시하였음

38) 하수의 슬러지 등에 따라 관 또는 열교환기의 막힘이나 부착층의 형성을 초래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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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열원으로서 고려사항

하수관로를 이용할 때, 우수 등 대기온도 영향을 받는 하수가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관

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는 분리식 관거를 이용하는 것이 수온 영

향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미처리된 생하수는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교환기 등 설비시설의 오염 또는 생물 부착에 따른 효율저하방지대책이 필

요하다.

4) 유출지하수

(1) 현황

터널이나 지하철과 같은 지하구조물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며, 대규모 건축물에서도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시설물 때문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유출지하수는 약 일 380천 톤이지만 이용률은 69.2%(약 일 263천 톤)로 나타나 

30.8%는 사용되지 못하고 방류된다. 유출지하수는 하천유지용, 도로청소, 조경용수,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건물용수로 이용되며, 이 중 하천유지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2019년 하천유지용수는 약 219천 톤/일이며, 전체 이용량의 약 83.4%를 차지하

고, 미활용 유출지하수까지 포함하면 발생량의 약 88.5%가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된다.

구분 발생량 이용량

용도별 이용량 미이용
(하수도
방류)

하천
유지

도로
청소

조경용 화장실 건물용
기타

건물용수

지하철
234,438

(100%)

199,085

(84.9%)
171,754 194 361 23,427 234 3,115

35,353

(15.1%)

건축물
87,268

(100%)

16,952

(19.4%)
3,716 1,518 1,528 677 136 9,377

70,316

(80.6%)

전력구
31,382

(100%)

23,618

(75.3%)
23,526 91 0 0 0 0

7,764

(24.7%)

통신구
26,392

(100%)

22,826

(86.5%)
19,836 0 0 2,990 0 0

3,566

(13.5%)

공사장
64

(100%)

63

(98.4%)
0 30 12 21 0

1

(1.6%)

계
379,544

(100%)

262,544

(69.2%)
218,833 1,834 1,889 27,106 391 12,492

116,999

(30.8%)

자료: http://swo.seoul.go.kr/(서울시 물관리정보열린공개시스템)

[표 4-9] 시설물별 용도별 유출지하수 이용현황(2019)
(단위: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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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반기별로 평균 약 179천 톤/일

이며, 이용량은 약 118천 톤/일로 평균 이용률은 약 65.8%이다. 그러나 이용량 산정 

시 하천유지용으로의 이용량도 포함되므로 하천유지용과 하수도 방류량을 합친다면 

그 양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림 4-6]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2014~2019)

*비율은 해당 연도의 발생량 대비 이용량임

자료: http://swo.seoul.go.kr/(서울시 물관리정보열린공개시스템)

서울시의 유출지하수 발생원은 크게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및 지하철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시설별 유출량과 이용량은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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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생량 이용량 연평균 

발생량
연평균 
이용량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건축물 78,140 85,433 87,268 16,397 16,279 16,952 83,613 16,543

전력구 28,116 27,811 31,382 24,900 22,399 23,618 29,103 23,639

통신구 24,900 25,844 26,392 20,615 21,951 22,826 25,712 21,797

지

하

철

1호선 287 260 329 10 8 21 292 13

2호선 3,713 3,798 4,161 1,020 1,571 1,303 3,891 1,298

3호선 16,401 16,983 16,552 12,558 13,185 12,693 16,646 12,812

4호선 4,111 7,045 7,412 2,501 5,558 5,934 6,189 4,664

5호선 43,048 48,420 47,215 34,545 38,893 37,875 46,228 37,104

6호선 16,310 19,213 15,608 15,954 18,793 15,310 17,044 16,686

7호선 28,904 32,358 32,295 25,137 27,558 27,973 31,186 26,889

8호선 1,524 1,055 1,093 1,056 1,027 1,017 1,224 1,033

9호선 36,137 41,799 40,235 28,874 34,633 32,993 39,390 32,167

공항철도 18,614 18,177 17,282 15,736 15,175 14,653 18,024 15,188

분당선 33,468 34,148 32,444 30,068 30,974 29,965 33,353 30,336

신분당선 9,619 10,428 9,721 9,619 10,428 9,721 9,923 9,923

우이

경전철
2,845 8,547 10,091 1,419 5,489 9,629 7,161 5,512

소 계 214,980 242,233 234,438 178,497 203,292 199,085 230,550 193,625

합 계 346,137 381,320 379,479 240,409 263,920 262,481 368,978 255,604

자료: http://swo.seoul.go.kr/(서울시 물관리정보열린공개시스템)

[표 4-10] 서울시 시설별 유출지하수 발생량(2017~2019)
(단위: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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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 2018 2019

하천유지
용수

(하천방류)

미이용
(하수도 
방류)

비율*
하천유지

용수
(하천방류)

미이용
(하수도 
방류)

비율*
하천유지

용수
(하천방류)

미이용
(하수도 
방류)

비율*

건축물 4,161 61,744 84.3 3,595 68,621 84.5 3,716 70,316 84.8

전력구 22,470 5,207 98.4 21,847 5,412 98.0 23,526 7,764 99.7

통신구 20,549 4,284 99.7 20,338 3,893 93.8 19,836 3,566 88.7

지

하

철

1호선 10 277 100.1 8 252 100.0 21 308 100.0

2호선 977 2,692 98.8 1,518 2,227 98.6 1,210 2,859 97.8

3호선 11,664 3,845 94.6 12,389 3,277 92.2 11,954 3,860 95.5

4호선 2,053 1,611 89.1 5,071 1,320 90.7 5,422 1,478 93.1

5호선 31,449 8,502 92.8 34,040 6,192 83.1 37,875 9,340 100.0

6호선 14,980 355 94.0 17,109 419 91.2 15,310 298 100.0

7호선 24,761 3,768 98.7 27,437 4,801 99.6 27,973 4,321 100.0

8호선 1,056 467 100.0 1,027 29 100.0 1,017 76 100.0

9호선 25,455 7,263 90.5 30,706 7,096 90.4 29,673 7,242 91.7

공항

철도
15,256 2,878 97.4 14,583 3,002 96.7 13,854 2,629 95.4

분당선 21,392 3,401 74.1 12,444 3,175 45.7 13,265 2,479 48.5

신분당

선
9,619 - 100.0 10,428 - 100.0 4,599 - 47.3

우이

경전철
1,419 1,426 100.0 5,428 3,058 99.3 9,582 463 99.5

소 계 160,088 36,483 91.4 172,187 34,847 85.5 171,754 35,353 88.3

합 계 207,269 107,719 91.0 217,967 112,773 86.7 218,833 116,998 88.5

*비율 = (하천유지용수+미이용 하수도방류수) / 해당년도의 발생량

자료: http://swo.seoul.go.kr/(서울시 물관리정보열린공개시스템)

[표 4-11] 서울시 시설별 유출지하수의 하천 및 하수 방류량(2017~2019)
(단위: 톤/일, %)

(2) 활용가능성

유출지하수는 하수도에 방류하는 미사용을 제외하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히트펌프의 열원 및 냉각수로 1차 이용한 이후에 어떤 용도로 다시 활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유출지하수는 수열에너지 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2015). 

유출지하수는 상수원수나 수돗물보다 온도변화가 적어 좋은 열원이다. 보도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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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매설하여 열을 회수한 유출지하수를 통과시키면 겨울철 보도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열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① 유량 검토

유출지하수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의 유지관리 측면에

서 100RT 이상이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 유출량이 45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5).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일평균 450톤 이상인 시설은 

2019년 기준 건축물 20개소, 지하철 62개소, 통신구 7개소이다. 총 발생량은 지하철

이 10만 톤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최대 발생량도 7,700톤에 달한다.

구분
건축물

(20개소)
지하철

(62개소)
통신구
(7개소)

총 발생량 17,137.4 100,278.8 5,667.5

일평균 발생량 856.9 1617.4 809.6

최소발생량 452.7 454.6 451.0

최대발생량 4,328.0 7,704.4 1,495.0

최대발생량 시설 대심로 공사현장 9호선 종합운동장역 KT도봉지점(방학)

* 2019년 상·하반기 유출량 평균을 바탕으로 산정함

자료: http://swo.seoul.go.kr/(서울시 물관리정보열린공개시스템)

[표 4-12] 일평균 450톤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시설 현황(2019)
(단위: 톤/일)

② 수온 분포

대부분의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상세한 수온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하철역

사에서 방출되는 지하수의 경우 지속적인 지하철의 내부 발열 및 구조체의 축열로 인

해 수온이 다소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 히트펌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연중 수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울시, 2015). 지표면에 근접한 지하수는 지중

온도 및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지하 10m 이상의 지하수는 연중 온도변화가 없이 

거의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5). 서울시는 2020년 기준 

247개 지하수 관측망을 이용하여 수위, 수온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데이터 오

류를 제외한 214개 보조관측망을 대상으로 2019년 지하수온을 분석한 결과, 연중 

15~17℃의 범위로 일정한 수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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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서울시 지하수 보조관측망 월별 평균 수온

*2019년 기준 데이터 오류가 있는 관측망을 제외한 214개 보조관측망 대상으로 산정함

자료: http://swo.seoul.go.kr/(서울시 물관리정보열린공개시스템)

그러나 사업장별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온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수열원의 상세 수온 측정이 필요하다.

③ 수질 현황

서울시는 하천의 생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유출지하수의 수질을 조사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지하철 80개소, 전력구 41개소, 통신구 41개소, 건축물 8개

소 등 총 17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천방류를 위한 수질검사이기 때문

에 하천 생활환경기준의 요구항목인 BOD, TOC, SS, T-P,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

균군, Fe의 7개 항목을 조사한다. 목표수질 등급은 Ib등급(좋음, BOD기준)이다. 수

질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BOD 등 6개 항목은 서울시 목표수질기준 등급인 하천 수질

기준(BOD)상 “좋음(Ib)” 등급에 해당하며, 기준 초과항목은 주로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등이었다. 기준초과 항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로 노후, 시료채취 미흡 및 

분석의뢰 지체 등이다(서울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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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OD
(㎎/L)

TOC
(㎎/L)

SS
(㎎/L)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Fe
(㎎/L)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목표수질 2 이하 3 이하 25 이하 0.04 이하 100 이하 500 이하 0.6 이하

2018년

(평균)

전체 1.0 0.9 1.8 0.04 69.1 406.6 0.6 

지하철 1.3 0.9 2.3 0.04 273.2 1,590.3 0.6 

전력구 0.5 0.9 2.1 0.03 2.9 17.3 0.7 

통신구 0.3 0.8 1.5 0.02 0.3 11.7 0.1 

건축물 1.8 0.9 1.1 0.04 0.0 7.1 1.0 

2017년 0.5 0.7 2.4 0.02 44 363 0.7

자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2019, 2018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표 4-13]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조사 결과(2018)

하천 수질과 생태환경 영향을 고려한 생활기준으로 수열원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검토한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관리 요구사항

(표 4-2)’에 따라 원수 요구 수질에서 철은 부식과 스케일생성을 고려하여 1.0㎎/L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④ 수열원으로서 고려사항

유출지하수를 히트펌프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지하수 중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파울링

을 형성하고, 파울링은 열교환기 유로를 막아 열교환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해 세정이 가능한 판형열교환기로 열원을 회수하여 

히트펌프에 공급할 수 있는 간접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열 히트펌프의 지

하수를 이용하는 개방형 시스템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간접식을 택하여 간절기에 분해 

세정을 통해 성능을 유지시키고 있다(서울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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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수열에너지 잠재량 분석

1)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열에너지 잠재량을 보기 위해 부존량과 이용가능량을 이용하였다. 

부존량이란 해당 지역에서 이론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 자원량으로 여

러 제약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양이며(남지수, 2019), 이용가능량은 물리적, 

기술적 조건 등의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현시점 혹은 장래에 기대되는 에너지량(김진

욱 외, 2015)을 말한다.

수열과 같은 미활용에너지의 부존량 산정은 미활용에너지 사용이 많은 일본 NEDO

의 「최신미이용에너지 활용 매뉴얼」의 부존량 추산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박준택 

외, 2002; 박일환 외, 2004; 한국수자원공사, 2009).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부존량 

산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아래 식과 같다.

∆××

여기에서 E는 부존량(Mcal/월), ∆는 이용온도차(℃), Q는 유량(㎥/월), C는 비열

(1Mcal/㎥·℃)이다. 

이용가능량은 히트펌프 사용을 가정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COP를 고려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이며, 수열원의 온도변화와 성적계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냉방 

 


max

난방 

 


max

이용가능량 산정 시, 유량은 수열원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적용하였으며, 온도차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수열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

다. 하천수, 수돗물, 유출지하수 COP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GT101 물대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를 참조하여 난방 3.6, 냉방 4.3을 적용하였고(김진욱 외, 2015), 하수

는 3개 히트펌프 제조사의 평균 COP인 난방 3.84, 냉방 5.53을 적용하였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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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는 하천별로 각 1개소씩 유량관측지점을 대상으로 하천별 부존량과 이용가능

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각 유량관측지점별로 산정한 값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내 전체 

하천의 절대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온 변화 등 수질인자 영향을 고려하여 하나의 

하천 수계에서 여러 지점에서 수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하천에 대해 열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같은 수계임에도 불구하

고 지점별로 부존량과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였다. 하천의 이용온도차는 5℃로 하였으

며(박준택 외, 2002; 박일환 외, 200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5; 김진욱 외, 

2015), 냉방 6개월, 난방 6개월 가동을 가정하였다.

수돗물은 정수장과 배수지의 부존량과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였다. 하천수와 마찬가지

로 열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

으나, 정수장에서 열을 회수할 경우 배수지에서 다시 열을 회수할 수 없다. 수돗물은 

공급 수온을 고려하여 생산량(급수량)의 5% 활용을 전제로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였으

며, 온도차는 1, 2월 겨울 두 달은 3℃를 적용하고 이외에는 5℃를 적용하였다(한국

수자원공사, 2009).

하수는 수요처에서 사용하고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생하수(미처리된 생활잡배수)를 대

상으로 하였다. 변기 세정수를 제외한 생활하수는 수요처에서 미온수로 활용하고 배

출되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 우수한 열원이며, 잡배수가 공공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손실되는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유량의 100%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열원과 수요처

의 위치가 동일하여 설비 투자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수요처에서 하수관으로 이

동할 때까지 열 손실은 약 10℃로 추정된다.

[그림 4-8] 하수열 활용 대상

39) 3개 히트펌프 제조사별 COP는 [표 4-21]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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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유량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하수 발생

처에서 바로 하수열을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주택과 상업건물(오피스)로 구분하여 

하수량을 추정하고, 추정한 하수량을 바탕으로 부존량과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유입량을 토대로 서울시 전체의 하수 부존량과 이용가능

량을 파악하였다. 공동주택은 1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생활하수량으로 공동주택 규모

별 생활하수량을 산정하였고, 상업시설(오피스 건물)은 1인당 급탕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40)

유출지하수는 2019년 기준 일 450톤 이상 배출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일평균발생량

으로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였다. 유출지하수의 온도차는 10℃를 기준(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2015)으로 하였으며, 100% 활용을 전제로 하였다.

구분 자료원 및 방법 적용값

하

천

수

 한강본류 및 주요지천 월평균 유량(2017~2019) 활용

 COP는 난방 11월~4월, 냉방 5월~10월 적용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한강 본류는 유량의 1%, 주요 

지천은 5% 활용을 전제로 이용가능량 산정

 ∆: 5℃

 Q: 최근 3년 평균 유량

(㎥/sec)

 냉방 COP = 4.3 / 난방 

COP = 3.6

수

돗

물

 정수장은 일평균생산량, 배수지는 일평균급수량으로 

산정

 1~2월 온도차는 3도, 이외는 5도 적용

 COP는 난방 11월~4월, 냉방 5월~10월 적용

 공급 수온을 고려하여 5% 활용을 전제로 이용가능

량 산정

 ∆: 3~5℃
 Q: 일평균생산량, 일평균

급수량(㎥/일)

 냉방 COP = 4.3 / 난방 

COP = 3.6

하

수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유입량, 공동주택 생활

하수량, 업무시설 생활하수량으로 구분

 가정의 생활하수 발생량과 산업건물의 급탕량 추정을 

통해 가용하수열량 산출

 하수는 100% 활용을 전제로 이용가능량 산정

 ∆: 10℃

 Q: 생활하수유량, 급탕유

량(kg/hr)

 냉방 COP = 5.53 / 난

방 COP = 3.84

유

출

지

하

수

 450톤/일 이상 발생지점의 일평균발생량을 바탕으로 

추정

 유출지하수는 100% 활용을 전제로 이용가능량 산정

 ∆: 10℃

 Q: 유출지하수 발생량

(ton/day)

 냉방 COP = 4.3 / 난방 

COP = 3.6

[표 4-14] 수열원별 잠재량 분석 방법 및 적용값

40) 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열에너지 회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고, 현재도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수열에너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가 아닌 실제 수요처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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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하천수

하천수의 부존량은 37,769Tcal/yr, 이용가능량은 544.6Tcal/yr로 분석되었다. 이는 

약 54천TOE로 서울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4.3%에 해당한다.

하천
부존량

(Tcal/yr)

이용가능량
승온열량(RT) MW

(Tcal/yr) (TOE/yr)

한강 34,085 362.0 36,205  154,372 543 

중랑천 827 41.4 4,140 3,739 13

안양천 1,087 53.1 5,308 4,893 17

탄천 1,562 78.2 7,818 7,048 25

우이천 93 4.3 425 414 1

양재천 115 5.7 568 517 2

계 37,768.8 544.6 54,465 237,425 835

[표 4-15] 하천수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2) 수돗물

6개 정수장의 부존량 5,470Tcal/yr, 이용가능량은 294.2Tcal/yr이며, 관내 배수지 

100개소의 부존량 7,710Tcal/yr, 이용가능량은 533.8Tcal/yr이다. 정수장과 배수

지 총 이용가능량은 연간 약 83천TOE로 2018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1.7%에 해당한다.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은 지점별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산

정한 것으로서 정수장과 배수장에서 중복하여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다. 정수장

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면 수돗물의 수온이 변동하기 때문에 연결된 배수지에서는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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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소명
부존량

(Tcal/yr)

이용가능량
승온열량(RT) MW

(Tcal/yr) (TOE/yr)

정수장

광암 343 18.4 1,845 8,353.6 29.4

구의 645 34.7 3,471 15,718.8 55.3

뚝도 751 40.4 4,039 18,286.6 64.3

영등포 756 40.6 4,064 18,403.6 64.7

암사 1,846 99.3 9,928 44,952.5 158.1

강북 1,129 60.7 6,071 27,489.5 96.7

계 5,470 294.2 29,418 133,204.5 468.3

배수지

(100개소)
7,710 533.8 53,375 20,148.8 70.8

계 13,180 828.0 82,793 153,353.3 539.1

[표 4-16] 수돗물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3) 하수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 잠재량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하수량은 2018년 기준 4,227,868㎥/일이고, 1

0℃차이로 열에너지를 회수한다고 할 때, 부존량은 1,762Gcal/hr이며, 이용가능량

은 난방이용 COP 3.84일 때 2,382Gcal/hr이다. 이는 약 173만 가구에 냉난방열 

공급이 가능한 양41)으로서, 2018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약 5.5배에 해당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존량
(Gcal/hr)

이용가능량

개소 유입하수량(㎥/일) (Gcal/hr) (천TOE/년)

4 4,227,868 1,762 2,382 2,085

*이용가능량은 난방이용 COP 3.84로 가정하여 산정

자료: 환경부, 2019, 2018 하수도통계

[표 4-17] 서울시 유입하수량의 이용가능량(2018)

41)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에너지소비 1.2TOE를 바탕으로 산정(한국에너지공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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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 생활하수량 추정 및 잠재량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를 3개 규모로 구분하고 세대 인원수를 추정하여 산정하였다. 국가통계포

털에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면적별 통계를 확인한 결과, 전용면적 60㎡ 초과 ~ 85

㎡ 이하 세대수가 49.8%로 가장 많고, 40㎡ 초과 ~ 60㎡ 이하 세대수가 21.5%, 100

㎡ 초과 ~ 130㎡ 이하 세대수가 10.1% 순으로 분류된다.

[그림 4-9] 공동주택 면적별 세대 수

단위세대별 거주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42)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세대당 평균방수는 4개~5개로 나타나는데, 화장실을 제외하면 방

수는 단위 세대 60㎡ 이하 2개, 60~85㎡ 이하 3개, 85㎡ 초과 세대 3개이다. 이에 

따라 각 면적별 세대 모두 평균거주인수를 3인으로 하였다.

4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603&conn_pat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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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면적 층수 평균방수* 평균거주인수

60㎡ 이하

(40㎡ 초과~60㎡ 이하)
15층 4(2) 3

84㎡ 이하

(60㎡ 초과~85㎡ 이하)
15층 5(3) 3

85㎡ 초과

(85㎡ 초과~130㎡ 이하)
15층 5(3) 3

*화장실 수가 포함된 수이며, 화장실을 제외하면 ( )안의 수가 방의 개수임

[표 4-18] 공동주택 단위 세대당 평균거주인원 추정

하수량 산정을 위하여 단지규모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앞서 도출된 거주인수를 적

용하여 단지규모별 총인원 수를 산출하였다.

단지규모 구분 세대수 거주인원수/세대 총인원

소 300 3 900

중 1,000 3 3,000

대 2,000 3 6,000

[표 4-19]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거주 인원수 산출 결과

하수량 산정을 위하여 1인 샤워량을 조사하였다. 보도 자료43)에 따르면 환경마크협

회가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2002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아파트 155가구를 

현장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237.6ℓ로 우리나라 생활용수 1인당 하루 

사용량 174ℓ보다 37% 많았다. 용도별로 보면 샤워 53.1ℓ(22.4%), 변기 50.2ℓ

(21.1%), 세탁 35.3ℓ(14.9%), 기타 34.6ℓ(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

수열로 이용 가능한 물은 오수인 변기의 물사용량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187.4ℓ/인·

일이다.

아파트 단지는 규모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편의상 300세대 규모를 소규모로, 

1,000세대 규모를 중규모로, 2,000세대 규모를 대규모로 분류하여 규모별로 단지별 

하수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생활하수의 부존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43) 한국경제(2003.03.06.). 서울시민 가정 물사용량 22%가 샤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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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 Δt 

 여기서,   : 생활하수 부존량(kcal/h)

 : 단지 하수배출량(kg/h) 

Cp : 하수의 비열(=1kcal/kg·°C)

Δt : 입출구 온도차(=10°C)

단지규모 
구분

세대수
1인당 하수발생량

(ℓ/일)
단지 하수량

(ℓ/일)
단지 하수유량

(kg/h)
부존량

(kcal/h)

소 300 187.4 168,660 7,028 70,275

중 1,000 187.4 562,200 23,425 234,250

대 2,000 187.4 1,124,400 46,850 468,500

[표 4-20]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생활하수 발생량과 부존량

생활하수 부존량을 바탕으로 이용가능량을 산정하려면 수열원 히트펌프의 COP가 필

요하다. 메이커별로 히트펌프의 운전조건(열원 입/출구온도, 난방온수의 입/출구온

도)이 상이하여 COP는 3개의 수열원 히트펌프 제조사의 냉난방 COP를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다. 

구분 단위 I사 S사 D사

난방COP - 3.50 4.13 3.89

냉방COP - - 6.10 4.96

냉/온수 입구온도 ℃ - / 28.0 12.0 / 40.0 12.0 / 40.0

냉/온수 출구온도 ℃ - / 60.0 7.1 / 44.7 - / -

냉/난방 열원측 입구온도 ℃ - / 25.0 15.0 / 10.0 25.0 / -

냉/난방 열원측 출구온도 ℃ - / - 20.6 / 6.4 - / 5.0

[표 4-21] 제조사별 수열원 히트펌프 성능 비교

공동주택 이용가능량은 2천 세대 기준 연 554TOE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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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 
구분

세대수
냉방 

이용가능량
(kcal/hr)

난방 
이용가능량
(kcal/hr)

승온열량 
(RT)

이용가능량
(TOE/년)

소 300 59,513 95,020 31.4 83.2

중 1,000 198,377 316,732 104.7 277.3

대 2,000 396,754 633,465 209.5 554.5

[표 4-22] 공동주택 하수열 이용가능량

③ 업무시설 생활하수량 추정 및 잠재량

업무시설은 급탕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량을 추정하였다. 설비공학회 편람 4판 제5

권 위생·소방·환경의 제6장 급탕설비에 따르면 급탕인원은 일반사무소의 경우, 유효

면적당 인원은 0.15~0.2인/㎡이고, 유효면적은 연면적의 60%(공공기관은 55~57%)

이다. 이 연구에서는 1인당 급탕사용량을 업무용시설 건물 사례 유효면적에 따른 인

원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N x 

 여기서,  : 1인당 급탕사용량(ℓ/일)

N  : 급탕 인원(인)

 : 1인당 1일 평균급탕사용량(ℓ/인)

업무용 시설은 규모별로 대표 건물을 선정하여 추정하였다. 소규모인 인천지방합동청

사(연면적 29,492㎡), 중규모인 서울시 신청사(연면적 71,811㎡), 대규모인 경기도 

신청사(연면적 248,112㎡), 최대규모인 판교알파돔 6-1,2BL(연면적 359,949㎡)이 

대상이다.

서울시 신청사의 경우, 공공기관이므로 유효면적은 공공기관 유효면적 약 56%를 적

용하여 40,215㎡이며, 인원은 유효면적당 0.2인으로 보고 8,042명으로 추정하였다. 

서울시 신청사의 1일 평균급탕사용량은 3.8ℓ/인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총 급탕량은 

30.6㎥/일이다. 따라서 서울시 신청사의 급탕유량은 1,275kg/hr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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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연면적
(㎡)

유효면적
(㎡)

사용인원수
(인)

급탕량
(㎥/일)

급탕유량
(kg/h)

인천지방 합동 청사 29,492 16,515 3,303 12.6 525

서울시 신청사 71,811 40,215 8,042 30.6 1,275

경기도 신청사  248,112 138,943 27,788 105.6 4,400

판교알파돔 

6-1,2BL
359,949 215,969 43,194 164.1 6,838

[표 4-23] 업무시설 급탕량 추정

업무시설의 생활하수 부존량은 공동주택 하수열량 산정과 동일하게 온도차 10℃, 

COP도 동일한 성능을 적용하였다.

서울시 신청사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다른 업무용 건물들의 가용 하수열량을 산정한 

결과, 연면적 29,000~359,950㎡ 규모의 업무시설 가용 하수열량은 5,250~68,375 

kcal/h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량은 2.3~30.6RT로 도출되었다. 업무시

설에서 단위연면적당 가용하수열량은 0.018kcal/h·㎡ 이며, 단위연면적당 이용가능

량(난방)은 약 0.24kcal/h·㎡로 산출되었다.

건물명
생활하수 
부존량

(kcal/h)

냉방 
이용가능량
(kcal/hr)

난방 
이용가능량
(kcal/hr)

승온열량
(RT)

이용가능량
(TOE/년)

인천지방 합동 청사 5,250 7,099 4,446 2.3 3.9

서울시 신청사 12,750 17,239 10,797 5.7 9.5

경기도 신청사 44,000 59,493 37,262 19.7 32.6

판교알파돔 6-1,2BL 68,375 92,451 57,904 30.6 50.7

[표 4-24] 업무시설 하수열 이용가능량

(4) 유출지하수

2019년 기준 일 450톤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지점은 총 89개소이며, 전체 수

열 부존량은 약 499만Gcal/yr, 이용가능량은 난방 기준 622Tcal/yr이었다. 89개소

의 모든 유출지하수를 수열원으로 이용한다면 연간 이용가능량은 6만2천TOE, 서울

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16.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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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평균발생량

(톤/day)
부존량

(Gcal/년)
냉방이용가능량

(Tcal/년)
난방이용가능량

(Tcal/년)
승온열량

(RT)
이용가능량
(천TOE/년)

건축물

(20개소)
17,137 62,552 50.7 86.6 3,269 8,661

지하철

(62개소)
100,279 366,017 297.0 506.8 19,131 50,679

3호선

(6개소)
6,010 21,937 17.8 30.4 1,147 3,037

4호선

(1개소)
2,495 9,106 7.4 12.6 476 1,261

5호선

(15개소)
19,975 72,909 59.2 101.0 3,811 10,095

6호선

(7개소)
6,788 24,777 20.1 34.3 1,295 3,431

7호선

(12개소)
14,121 51,541 41.8 71.4 2,694 7,136

8호선

(1개소)
509 1,857 1.5 2.6 97 257

9호선

(6개소)
18,661 68,112 55.3 94.3 3,560 9,431

공항철도

(4개소)
7,943 28,992 23.5 40.1 1,515 4,014

분당선

(5개소)
16,114 58,817 47.7 81.4 3,074 8,144

신분당선

(2개소)
2,972 10,847 8.8 15.0 567 1,502

우이신설

경전철
(3개소)

4,691 17,123 13.9 23.7 895 2,371

통신구

(7개소)
5,668 20,686 16.8 28.6 1,081 2,864

총계

(89개소)
123,084 449,255 364.5 622.0 23,482 62,205

[표 4-25] 유출지하수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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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수열에너지 잠재수요처 분석

1) 분석방법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수열원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 구축

되어야 경제성이 있으며, 수열원의 유량이 적으면 소규모 히트펌프로도 활용할 수 있

다. 이에 수열에너지 적용가능대상 분석은 1) 수열원별 수열에너지 적용가능대상범위 

분석과 2)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지역 내 잠재수요처 도출의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하

천, 수돗물, 하수, 유출지하수 특성과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용가능지역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잠재수요처는 공공성, 에너지사용량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1)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지역 분석방법

하천은 서울시 관내 한강 본류의 1km 이내, 주요 지천에 대해서는 500m 이내로 범

위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수를 이송하는 배관의 공사비용은 도시지역 기준으

로 100m당 약 1억 원으로 산정되며, 한국수자원공사(2010)44) 연구에 따르면, 최대 

1km 내에 수요처가 있을 때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관로 이격거리에 따른 

경제성 문제를 고려하여 하천 1km 이내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적지를 분석한 사례

(정재원 외, 2018)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강 하류를 대상으로 반경 1km 범위

의 지역을 하천수열 적용가능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2014)

에서는 열공급 대상 건물이 가능한 하천에서 500m 내에 위치하여야 가능하다고 제

시한 바, 한강 본류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인 5개 주요 지천(안양천, 중랑천, 탄

천, 양재천, 우이천)에 대해서는 적용가능지역을 500m 이내로 설정하였다.

수돗물 적용가능지역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였다. 서

울시 급수시설은 하수, 유출지하수 대비 활용 유량이 크고 안정적이므로 공급대상지

를 500m 이내로 보았다. 수돗물의 적용가능지역은 해당 범위에서 활용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보기 위함이며, 모든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열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수 적용가능지역은 서울시 관내 하수관경 1,000㎜의 대구경 하수관거를 기준으로 

44) 한국수자원공사, 2010, K-water 온도차에너지 활용 냉난방사업 신규개발 적지조사,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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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로 설정하였다. 앞서 검토한 독일 쾰른 사례에서 하수관경은 열교환기 설

치에 용이하도록 권장구경을 약 800㎜로 제안하였으나, 하수는 배출하는 지점의 특

성에 따라 유량의 변동성이 있으므로 1,000㎜의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적용가

능지역 범위는 배관거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지를 최소한인 100m 이

내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하수열 이용의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하수를 배

출한 지점에서 다시 하수열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출지하수 적용가능지역은 일 450톤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5)에서 수행한 유출지하수 수

열에너지 활용 분석 연구에서 유출지하수 일 450톤 이상 분석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범위는 유출지하수 발생이 점 형태인 점, 배출량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점, 배관거

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100m 이내로 설정하였다.

구분 범위

하천수 서울시 관내 한강변 1㎞, 주요지천(안양천, 중랑천, 탄천, 양재천, 우이천) 500m 이내

수돗물 서울시 관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로부터 500m 이내

하수 서울시 관내 하수관경 Ø1,000 이상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유출지하수  일 450톤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표 4-26] 수열원별 적용가능지역 분석 범위

(2)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지역 내 잠재수요처 도출방법

수열에너지 적용이 필요한 수요처는 가능한 공공성이 있는 건물, 투자비용 상쇄와 수

요를 고려하여 연중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히 크거나, 사용량 자체는 적더라도 24시간 

냉난방 수요가 있는 곳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수요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구청, 주

민센터, 보건소,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 의료기관(종합병원), 호텔(숙박업소), 대학교, 

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으로 한정하였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전력사용

량은 전체 에너지다소비업장 전력 사용량의 79.4%에 달한다(유정민, 2020). 건물에

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요구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관공서는 공공성이 있어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적용

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찰서, 구청, 주민센터, 법원, 공공도서관, 보건소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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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 보건소, 도서관, 주민센터, 구청 등은 1동의 건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1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하였다.

호텔 등 숙박업소와 종합병원, 대학교는 냉·난방 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설로서 분산

에너지로서 수열에너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소방서는 24시간 냉난

방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서 수열에너지 수요처로 보았다.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공동관리주택정보시스템의 2,410개 단지(300세대 이

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방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

합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동주택은 연면적 대비 하수발생량이 많고, 해당 단지

에서 발생한 하수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열에너지로 회수해서 사용한다면 수열에너

지를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구분 범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2018년 기준 연간 2,000TOE 이상 사용하는 건물

수돗물 2019년 호텔업등록현황을 바탕으로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등록 숙박업체

종합병원
2020년 기준 서울시 병원 인허가 정보 중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종합병원 

선정

주요 관공서
서울시 소재 경찰서, 소방서, 구청, 주민센터, 지청, 고용센터, 도서관, 

경찰서, 시청, 구청, 주민센터, 법원, 보건소 등

공동주택
2019년 12월 기준 2,410개 단지(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방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표 4-27]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지역 내 잠재수요처 분석 대상

적용가능지역 범위 내 잠재수요처 분석은 입지상 가능한 수요처를 분석한 것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수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 수요지의 여건에 따라 수열에

너지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유량변동이 크거나 동결 가능성이 있는 하천 등 

수열원은 실제 취수지점의 특성에 대해 수질인자 현장조사 등 실측이 필요하다. 실제 

개별 건축물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해서는 입지적·기술적·경제적 검토 및 분석이 추

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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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열원 및 잠재수요처 공간정보 DB 구축

하천수, 수돗물, 하수열원, 유출지하수 수열원별로 수열원 정보와 수열원별 적용가능

대상지를 GIS를 이용하여 도시하였다. 하천수는 한강 본류 및 분석 대상 5개 지천(중

랑천, 안양천, 탄천, 우이천, 양재천), 수돗물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하수는 하수

관경 1,000㎜ 이상 하수관, 유출지하수는 건축물, 지하철, 통신구, 전력구를 대상으로 

일 450톤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는 곳을 도시하였다.

(a) 하천수(한강 본류 및 5개 주요 지천) (b) 수돗물(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c) 하수관경 1,000㎜ 이상 (d) 유출지하수(일 450톤 이상)

[그림 4-10] 수열원 DB 구축

잠재수요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공동주택, 주요 관공서, 병원·대학·호텔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DB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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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너지다소비사업장(2018) (b) 공동주택(아파트)

(c) 주요 관공서 (d) 대학교, 소방서, 종합병원 등 주요 건물

[그림 4-11] 잠재수요처 DB 구축

3)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지역 및 수요처 분석 결과

(1) 하천수

하천수열 적용 가능 건물은 총 1,095개소로 에너지다소비건물은 142개소가 하천수 

수열에너지 잠재수요처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도 738개 단지가 하천변 수열에너지 적

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동주택 중 지역난방 방식은 238개 단지로 

32.2%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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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원
에너지
다소비

호텔 종합병원 소방서 대학교
주요 

관공서
공동주택 계

한강 본류 90 43 4 4 6 62 425 634

탄천 7 3 3 11 24

중랑천 10 8 1 1 23 127 170

우이천 6 1 2 2 12 59 82

양재천 12 3 29 44 88

안양천 17 2 1 1 1 3 72 97

계 142 60 7 6 10 132 738 1,095

[표 4-28] 하천수열 잠재수요처
(단위: 개소)

[그림 4-12] 하천수열 적용가능지역 및 잠재수요처

(2) 수돗물

상수원수 적용 가능 건물은 총 396개소로 공동주택 273개소, 에너지다소비건물 25

개소, 주요 관공서 65개소 등이 수돗물 수열에너지 잠재수요처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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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건물 중 공공기관(서울시데이터센터, 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아파트 12개

소, 학교 6개소가 수돗물 수열에너지 적용가능건물로 도출되었으며, 지역난방 방식은 

28개 단지로 10.3%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난방 열원 사용 시 수온저하에 대한 영향으로 계량기가 동파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돗

물을 수요처에서 다시 적정한 온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재가열을 위한 에너지를 소모

할 수 있다. 수돗물 사용량 중 온수용 수돗물소비량 비율이 적은 상업용 또는 공공건

물에 더 적합하다.

수열원 에너지다소비 호텔 종합병원 소방서 대학교
주요 

관공서
공동주택 계

취수장 0 1 0 0 0 1 3 5

정수장 0 2 0 0 0 1 4 7

배수지 25 10 3 3 13 63 266 384

계 25 13 3 3 13 65 273 396

[표 4-29] 수돗물 수열 잠재수요처
(단위: 개소)

[그림 4-13] 수돗물 수열에너지 적용가능지역 및 잠재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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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

하수처리수 및 생하수는 도심 내 하수도관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1,507개소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 관공서, 에너지다소비건물이 잠재수

요처가 많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상업건물 42개소, 아파트 30개소, 백화점 15개소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184개 단지로 잠재수요처 중 20.8%가 지역

난방 방식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하수는 수온이 높아 우수한 열원으로 공공하

수도에서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손실되기 전에 열을 회수한다면 열원과 수요처의 위치

가 동일하여 설비투자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열원 에너지다소비 호텔 종합병원 소방서 대학교
주요 

관공서
공동주택 계

하수 132 157 18 11 10 295 884 1,507

[표 4-30] 하수열 잠재수요처
(단위: 개소)

[그림 4-14] 하수열 적용가능지역 및 잠재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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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적용가능 건물은 총 2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은 9

개소, 공동주택 8개소, 호텔 5개소 등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다소비건물 중 상업건

물은 4개소, 백화점은 2개소이다.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2개 단지로 나타났다.

수열원 에너지다소비 호텔 소방서 대학교 주요 관공서 공동주택 계

건축물 6 0 0 0 0 1 7

지하철 3 5 2 0 3 7 20

전력구 0 0 0 0 0 0 0

통신구 0 1 0 1 0 0 2

계 9 6 2 1 3 8 29

[표 4-31] 유출지하수열 잠재수요처
(단위: 개소)

[그림 4-15] 유출지하수열 적용가능지역 및 잠재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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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열에너지스테이션 구축 제안

수열에너지는 생산지와 수요처가 동일한 경우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수열원은 지

리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지와 수요처 간 거리가 존재하며, 열에너지를 수

송할 수 있는 열수송관(또는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배관)이 필요하다. 열수송에 필요

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에 ‘수열에너지스테이션(Energy Station)’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열수송배관이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

도록 설계할 수 있다. 

수열에너지스테이션이란 수열원으로부터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직접적인 

열생산과 동시에 열원으로부터 각 설비의 부지에서 사용되고 남은 열을 한 곳에 모아 

부족한 곳에 공급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품질과 열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간헐적인 열생산 설비를 엮어서 안정적으로 열 공급이 가능하며, 다양한 

수열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에너지 저장 설비를 활용하여 저온

의 지역난방 공급망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림 4-16] 지역난방 연계형 수열에너지스테이션 구상(안)

사례로 서초구에 한강 하천수열, 센트럴시티 건축물과 고속터미널역의 유출지하수, 

반포배수지의 수돗물을 이용하여 열에너지스테이션 거점을 구축한다면, 기 설치된 지

역난방 배관을 활용하여 주변 호텔, 데이터센터 등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열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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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지역난방 연계 수열에너지스테이션(수열원 중심)

수요처 중심 수열에너지스테이션 구축 가능 지역으로 양재천과 서초·양재배수지가 

있는 서울시데이터센터를 들 수 있다. 서울시데이터센터는 에너지다소비건물로서 인

재개발원, 서울연구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아 수열에너지 이용 시범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서초배수지의 경우 하루 약 11

만 톤이 급수되고 있으며, 배수지와 데이터센터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수열에너지 이

용 효율이 높다. 또한, 주변 양재천과 양재배수지와 연계하여 수열에너지스테이션 조

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재천 주변에는 민간 연구시설 집중지역으로 취수용 보

와 수질정화시설 등 공급과 수요의 여건이 양호하여 수열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지역난방 배관이 없어 열 수송이 어렵다면 서울데이터센터처럼 수열원과 동

일한 위치에 조성된 수요처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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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수열에너지스테이션 사례 지역(수요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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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1_수열에너지 이용 로드맵 수립

1) 중·장기 수열에너지 이용 로드맵 수립

서울시 도심 내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하

였다. 단기 전략은 수열원과 인접한 혹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개별 건물 단위 수요

처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다소비건

물, 공동주택단지, 소방서, 대형병원, 주요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기 전략은 수열에너지를 다중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수열원을 기

반으로 하여 저탄소 열에너지 공급거점인 열에너지스테이션을 구축함으로써 생산된 

열에너지를 주변의 수요처에 공급하도록 한다. 규모에 따라 다중의 수열원을 이용하

며, 유량이 풍부한 한강 본류 등은 대규모로 적용이 가능하다. 열에너지스테이션을 

구축한다면 수요처 가까이에 활용 가능한 수열원이 없어도 열에너지스테이션으로부

터 생산된 열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 내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난방 배관을 연계한 대규모 수

열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난방 열 수송관을 이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는 방법인데, 이는 여러 개의 열에너지스테이션에서 생산한 열에너지

를 지역난방 배관이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97

서
울
시
 수

열
에
너
지
 이

용
 확

대
 전

략

[그림 5-1] 도시의 수열에너지 확대 로드맵

2) 수열원 특성별 활용방안

수열에너지는 수열원별로 공급방식과 온도조건이 다양하고, 위치와 유량에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용하더라도 특성별로 활용 방안과 적용의 우선순위를 검

토하여야 한다. 하천수는 유량이 풍부하고 수온회복에 유리하여 하천 주변의 중·대규

모 수요처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난방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호

텔, 데이터센터 등 열에너지 수요가 많은 수요처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수심이나 유량에 따라 이용가능량이 다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야 하며, 동절기 수온 저하나 하천의 동결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돗물은 관로 내를 흐르고 있어 수온변동이 적고, 수요처에서 이용되는 물로 수질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수열원으로서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풍부한 급수량으로 공급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수돗물은 열 회수 시 수온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관로길이가 비교적 길고 대구경인 도·송수관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수장 및 배수지를 수열원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경

제성이 높다. 그러나 수돗물 사용에 있어서 수량의 변동은 없으나 수요처에서 바로 

사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과 수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수는 수돗물과 같이 관로 내를 흐르기 때문에 수온 변동이 적고, 가정에서 활용시 

미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 회수할 수 있는 열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하수관로에 인접한 모든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처리 하수를 이용

하면 수질 때문에 슬러지로 인한 파울링 현상이 발생하므로 하수에 활용이 가능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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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열교환기 설치(예, 간접식, 분리청소 가능방식)가 요구된다. 하수를 이용한다면,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에 대규모 열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하수 사용을 

우선 적용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유출지하수는 연중 수온이 15℃ 내외로 일정하고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므로 활용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다. 유출지하수 발생 사업장에서 유출지하수로 생산한 열에너지

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분 하천수 수돗물 하수 유출지하수

공급

방식

 하천 내 열교환기 

설치

 하천수 취수 후 

열교환

 원수관로 분기로 열 

교환기를 거쳐 이용 

후 다시 원수관로로 

이동

 정수장, 배수지 등 

히트펌프 설치

 하수관거 내 열교환기 

설치

 유출지하수관거 

내 열교환기 설치

온도

조건

 여름: 대기온도 대비 

낮음

 겨울: 대기온도 대비 

높음

 온도차: 5도 내외

 관로 내 흐르고 있어 

수온변동이 적음

 온도차: 3~5도 내외

 관로 내 흐르고 있어 

수온변동이 적음

(관거 특성 고려 필요)

 온도차 10도 이상 가능

 연중 수온 15℃ 

내외로 일정

 온도차 10도 내외

적용

대상

 하천주변 중/대규모 

수요처(에너지다소비

건물, 대규모 호텔, 

종합병원 등)

 중/대규모 수요처

 원수관로에 인접한 

모든 수요처 적용 

가능

 중/소규모 수요처

 하수관로에 인접한 모든 

수요처 적용 가능

 특히, 하수 발생이 많은 

주택 활용 권장

 유출지점에 

인접한 모든 

수요처 적용 가능

장점
 유량이 풍부하고 

수온회복에 유리

 다른 수열원 대비 

수질이 좋음

 풍부한 급수량으로 

공급안정성이 높음

 수온변동이 크지 

않음

 수온차이가 크므로 생산 

가능한 열에너지가 큼

 발생지와 수요처가 

가까워 경제성이 큼

 수온변동이 크지 않음

 발생지와 

수요처가 가까워 

경제성이 높음

 하수 방류에 따른 

하수도요금  부담 

절감

고려

사항

 수심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온도가 

상이함

 동절기 수온 저하로 

이용 불가할 수 있음

 열에너지 회수 후, 

가정에서 활용하는 

수온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겨울철)

 우수와의 분리식관거 

이용 권장(외부 기온 

영향)

 겨울철 기온차가  

크지만 여름철 다소 

낮음

 수질 검토 필요 (간접식 

열교환기 설치)

 일정 이상 유량이 

확보된 지점에서 

활용 가능

 수질 검토 필요

활용

방안

 지역난방 연계 

사업으로 추진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중대규모 

수요처에 우선 적용 

(의료기관, 호텔, 

데이터센터 등)

 관로길이가 비교적 

길고 대구경인 

상수관로 활용 

 정수장 및 배수지 

주변지역 우선 적용

 업무용건물 냉·난방에

적용

 하수처리장, 하수도에 

대규모 열 생산 설치

 열교환기 설치 시 분리 

청소가 가능한 방식
 생활하수 우선 적용 : 

공동주택 1, 2층, 

관리사무소 등에 냉난방 

우선 적용

 지하철역 등 발생 

지점 우선 활용

 기존 건물의 

냉난방 설비 연계

 냉난방 

사각지대에 활용

[표 5-1] 수열원 특성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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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핵심 수열에너지원: 생활하수

이 연구에서는 수열에너지 확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기존 하수열원으로 주로 사용

된 하수처리수(물재생센터 방류수)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도심 내에 적용이 가능한 

“생활하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너지 공급처(하수발생 장소)와 수요처(생활공간)가 

도심 내 인구밀집지역에 같은 장소에 존재하므로 도심에서 가장 유용한 열에너지원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열수요지에 근접하여 열수송을 위한 배관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 수온이 높아 에너지 밀도가 크며, 건물 내부와 단지내에 매

설된 짧은 거리의 관거를 흐르므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수온이 높고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하수 발생이 동일한 건축면적 대비 

연면적이 많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활용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하수를 

이용하여 해당 건물에서 다시 열에너지를 회수하면 공동주택 1, 2층에 열에너지를 공

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난방에너지가 필요한 관리사무소, 지하 공간 

등에 냉난방에너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2] 공동주택 생활하수 수열 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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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수열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지역난방 연계

지역난방은 운영시기와 기술에 따라 세대가 나뉜다. 지역난방 시스템은 공급된 중온

수(105℃ 내외)로부터 열을 이용 한 후 저온수(55℃ 내외)를 회수하게 되는 데, 최근

의 4세대 지역난방은 저온수를 활용하여 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전

온수를 신재생 에너지원 또는 미활용 에너지원 히트펌프로 가열, 승온하여 지역난방

지역 공급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30~70℃ 정도의 저온수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

며, 상대적 저온수 난방 방식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활용과 연계할 수 

있다. 4세대 지역난방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공급을 위한 세계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중앙 집중형 열공급 시스템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시

스템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최병렬, 2017).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최적운영시기 1880∼1930년 1930∼1980년 1980∼2020년 2020∼2050년

대상건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저에너지 건물

도입목적
온열성 향상, 리스크 

감소

연료비 및 운전비 

저감
열공급의 안정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운영 목적 난방공급
난방공급 및 낮은 

냉방수요

난방공급 및 냉방공급 

증가
냉·난방공급

열공급 방향 일방향 일방향 일방향 양방향

열전달 매체 고온증기 고온수 중온수 저온수

공급온도 200℃ 100℃ 이상 100℃ 내외 30℃∼70℃

사용량 

[Mcal/m²]
- 172∼258 85∼170 21 이하

에너지원 석탄 석탄, 석유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폐열, 가스 

재생에너지원, 

미활용에너지

열원기기 CHP, 증기보일러 CHP, 온수보일러
대규모 CHP, 

온수보일러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9, 스마트 열 그리드 및 4세대 지역난방 소개,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113. 내용 보완

[표 5-2] 지역난방의 세대 구분

저온 열원과 신재생 열원을 지역난방과 연계하는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은 건축물 구

조체 단열과 기밀 강화, 열교 차단, 고효율 폐열회수장치 도입과 같이 패시브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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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제로에너지화에 따라 건물 에너지 요구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공급열량이 줄

어들고 저온 공급으로 난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축열조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로 생

산한 열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심야전기로 생산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여 전력

피크에도 대응할 수 있다. 4세대 지역난방이 적용되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축

열조를 활용한다면 수열원 히트펌프 연계가 가능하다.

4_수열이용 제약요인 해소

1) 전기 히트펌프의 전력피크 가중

(1) 전기 히트펌프와 가스 히트펌프 효율성 비교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히트펌프(이하 EHP; Electric Heat Pump)를 운영할 경우, 가

동시기와 국내 전력피크가 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한계가 있다. 대안

으로 전기가 아닌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히트펌프(이하 GHP; Gas Heat Pump)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절기엔 냉방 전력수요, 동절기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시켜 최대전력을 완화함으로써 전력피크 가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전기와 가스 히트펌프의 성능과 비용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기

존 운영되고 있는 히트펌프의 제조사별 GHP, EHP의 COP와 냉방용량당 단가(설치

비 포함)를 비교한 결과, GHP 냉방COP는 1.53, EHP는 3.41로 EHP 대비 GHP가 

45% 정도로 나타나며, 난방 COP도 GHP COP가 1.73, EHP COP가 3.95로 GHP 

COP가 EHP COP 대비 44% 정도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GHP가 냉방능력 kW당 

79.5만 원, EHP가 54.8만 원으로 GHP가 EHP 대비 145% 정도이다. 

구분
GHP EHP

L사 S사 평균 L사 S사 평균

냉방COP 1.62 1.44 1.53 3.65 3.17 3.41

난방COP 1.81 1.64 1.73 4.15 3.75 3.95

비용(만 원/kW) 92.7 66.2 79.5 67.6 41.8 54.8

[표 5-3] GHP, EHP의 제조사별 성능 및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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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는 1차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EHP는 2차에너지인 전기를 사용

하므로 발전 효율 또는 1차에너지 환산계수(연료 1.1, 전력 2.75)를 고려하면 COP가 

달라진다. 이를 반영하면, 오히려 GHP 환산 COP가 1.48, EHP 환산COP가 1.34 

로 GHP 성능이 약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GHP 환산COP = GHP 냉난방 평균 COP 1.63 / 환산계수 1.1 = 1.48

 EHP 환산COP = EHP 냉난방 평균 COP 3.68 / 환산계수 2.75 = 1.34

그러나 GHP는 비용에서 설치장려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냉

방설비 설치장려금45)을 히트펌프의 성능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고효율에

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되며, 구간적용은 구간별 3가지(냉방, 난방, 한랭

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미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한다. 예로 냉방 COP 1.4, 난방 COP 1.51, 한랭지 COP 0.97의 성적계수를 

가진 기기는 1구간 지원 금액을 적용한다. 신청자당 3억 원 한도로 기준은 실외기 냉

방능력 표시치이다.

구 분 성적계수(COP) 지원 단가

1구간

냉 방: 1.20 이상 1.32 미만

난 방: 1.40 이상 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 0.96 미만

200천 원/RT

2구간

냉 방: 1.32 이상 1.45 미만

난 방: 1.54 이상 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 1.06 미만

240천 원/RT

3구간

냉 방: 1.45 이상

난 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

390천 원/RT

자료: www.kogas.or.kr/(한국가스공사)

[표 5-4] 가스냉방설비(GHP) 설치장려금

GHP 설치장려금을 고려한 GHP, EHP의 초기투자비를 검토하였다. 냉방능력 45kW

급, 난방능력 50kW급 GHP와 EHP 모델을 각각 선정하고, 2개 제조사의 평균비용으

로 초기투자비를 비교하였다. L사, S사 모두 3구간에 해당되어 RT당(= 3.5kW당) 39

45)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치지원사업 (http://www.kogas.or.kr/portal/contents.do?key=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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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총 498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GHP는 3,704만 원, EHP는 2,603만 원이 소요되어 1,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GHP의 초기투자비가 약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나 EHP가 초기투자비면에서는 유리

하다.

구분
GHP EHP

L사 S사 평균 L사 S사 평균

모델명
PUW161

C2S

AM160H

XGGBH1
-

RPUW16

GX9E

AM160N

XVHHH1
-

냉방능력(kW) 45 45 45 46.4 46.4 46.4

난방능력(kW) 50 50 50 52.2 52.2 52.2

비용 소계(만 원) 4,920 3,584 4,202 3,300 1,906 2.603

보조금(만 원) 498 498 498 - - -

비용 계(만 원) 4,422 2,985  3,704 3,300 1,906 2,603

[표 5-5] GHP 설치 장려금을 고려한 GHP, EHP 초기투자비 비교

추후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초기투자비뿐만 아니라 운전비, 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고려한 LCC(Life Cycle Cost)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

치 환경적 요건과 운영환경에 따라서도 히트펌프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수요처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축열조를 이용한 전력피크 시간 회피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열원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축열조를 두어 야간 심야전기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름철 낮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전력수

요를 심야시간대로 분산시킴으로서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축열조를 이용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 신재생에너지와 수열에너지의 연계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온도 조건이 동일하면 공

급 라인에 공급하면 되지만,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원들은 생산하는 냉·온수의 온도가 

상이하다. 축열조를 이용하면 합쳐서 믹싱 후, 평균온도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주간에만 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의 에너지 수요

는 야간에 집중되므로 생산과 수요 간의 격차를 축열조에서 해결한다. 예로 태양광에

서 생산된 온수(60~90℃)와 수열원에서 생산된 온수(45~60℃)를 축열조에 모아서 

냉동기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냉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건물 및 온실의 냉방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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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겨울철에는 축열조 온수를 바로 건물 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주변에 

지역난방이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건물 부하 대비 부족하면 지역난방을 연계

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3] 축열조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연계시스템

그러나 축열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열원의 종류, 조합가능성, 부하 분담

비율이 설정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고려 사항

① 지역난방 회수수 활용

② 다양한 열원의 온도를 활용한 다단계 열 이용 기술 도입

③ 신·재생에너지 또는 미활용에너지원 2가지 이상을 연계

④

열원설비 용량의 합계는 피크부하의 50%를 최대 용량 기준으로 설계하되 사용처의 

부하비율(20%, 70%, 100%)을 고려하여 냉·난방설비 용량 결정

- 저부하(부하비율 20%): 신·재생에너지로 열원부하의 20%를 담당

- 중부하(부하비율 70%): 신·재생에너지로 열원용량의 20%를 담당

지역난방 회수수로 열원용량의 50%를 담당

- 고부하(부하비율 100%): 신·재생에너지로 열원설비용량의 20%를 담당

지역난방 회수수는 열원용량의 50%를 담당

지역난방 공급수는 열원용량의 30%를 담당

[표 5-6] 축열조 활용과 타 에너지원 연계 계획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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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영향

자연 상태의 유수는 풍부한 유량을 보유할 수 있으나 대기와 비슷하게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발생하므로 시스템 설계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양철호, 2012). 하천

수를 이용하는 경우, 열 이용 이후 배출되는 수량의 변화는 없더라도 배출수 수온 변

화에 의한 표층수 수질인자 변동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 

하천수, 호소수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같이 고려하여 적정한 수심

과 유량의 심층수를 활용한다. 유량이 클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수온 변동이 크지 않

아 수열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돗물을 열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가정에 도달할 

때 수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온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다시 난방에너지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 상수원수의 수온회복에 대한 연구46)에 

따르면, 대구경(1,650~2,600㎜) 도수·송수 관로에서는 거리에 따른 수온변화는 없었

으나 관경이 작아짐에 따라(중·소구경, 1,100~500㎜) 대기온도에 의한 지중온도의 

영향으로 관 내 수온보다 대기·지중온도가 높을 때 수온이 변동(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상수관로를 이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구경과 거리 등 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정수장은 수열에너지 유입수와 

유출의 수온차이가 5℃ 이하를 기준으로 정수장에 유입하는 혼합수의 수온은 35℃를 

넘지 않고, 수열에너지 사용 유량 비율은 관로 원수 유량의 75%까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돗물을 활용할 때에 관로의 특성, 정수장 특징 등 관련 조건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영향

하천수
배출수에 수량 변화는 없으나 회수 후 수온 등 수질인자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가능

수돗물
열 회수 후 배출수에 의한 수온 변동으로 수요처에서 활용 시, 재가열을 위해 에너지 

추가 사용 가능성 존재

하수
기존 시스템에서도 하수관로 이동 시, 자연적인 수온의 변화가 있으므로 열 회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유출지하수
하천유지용수의 열 회수 후 배출 시 수온 변동에 의한 표층수 수질인자 변동 검토 

필요

[표 5-7] 수열원별 열에너지 회수 시 수온 영향

46) 한국수자원공사, 2019,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수처리효율 및 도송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 롯데월드 타워 

광역 관로와 대청권 광역 관로에서 거리 및 관경에 따른 수온 변화를 실측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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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하천유량 1% 이내, 상수원 유량 75% 이내, 도·송수관 대구경 

이면서 관경이 길수록 수온변동이 없으므로 대구경 위주로 활용 등 영향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반면 하수는 처리장으로 가기 이전 높아진 수온이 자연적으로 낮아

지기 때문에 100% 열 회수가 가능하다. 실제 수열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히트

펌프 설치 이전 대상 수열원의 수온 측정과 세부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47)

구분 영향 및 고려사항

도·송수

시설

 혼합수의 수온은 대구경(1650∼2600㎜) 관로에서 이송 거리 30㎞ 범위 내에서 1℃ 

이하의 수온 변화로 유지되며 이송

 혼합수의 수온은 중·소구경(1100∼500㎜) 관로에서 관경이 작아짐에 따라 이송 거리에 

따른 수온 변화가 발생

 혼합수의 수온은 원수 대비 수열에너지 사용수의 이용률에 따라 결정됨

 원수(32℃) 유량 대비 수열에너지 사용수(35℃) 비율이 50%(2,400㎜ 강관)인 조건에서 

혼합수 수온 32.5℃가 원수의 온도 32℃로 회복하는데, 도달거리는 15km가 필요하며, 

관경이 작을수록 목표온도 도달거리 및 회복 필요거리는 짧아짐

 수온에 따른 탁도 제거율의 차이가 없음

정수장

 수열에너지 운영 기준 온도 △5℃ 이하(수열에너지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온 차이)를 

기준으로 정수장에 유입하는 혼합수의 수온은 35℃를 넘지 않음

 원수 탁도 5 NTU 이하에서 저온(6∼12℃), 상온(20∼23℃), 고온(31∼37℃)의 원수의 

수온은 응집제 주입률별 탁도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로 원수 유량 대비 수열에너지 사용 유량의 비율이 50%, 75% 시, 원수 수온 대비 

각각 2.5℃, 3.7℃ 상승하므로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온을 고려할 때 수열에너지 사용 

유량 비율은 관로 원수 유량의 75%까지 가능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19,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수처리효율 및 도송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표 5-8] 상수원수의 수열에너지 사용 영향 및 고려사항

3) 수열원과 수요처와의 거리 제약

수열원 히트펌프는 우선 수요처와 수열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효용성이 담보되며,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전력의 배전선 설치와 달리 온수 배관은 설비가 복잡

하여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건물 내 히트펌프 설치 시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건물의 수전설비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히트펌프 설비 

47) 이 연구에서는 하천수원 상승온도폭을 0.25℃ 이내가 되도록 이용가능량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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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에 제약이 있다. 제약요건 중 하나로 기존 설비의 열공급 온도와 히트펌프 열공급 

온도가 서로 달라 설비 간 융합이 불가하다. 따라서 히트펌프 전용 냉난방 공간을 설

정하여야 한다. 히트펌프는 보일러로 재순환되는 관로에 열교환을 통해 기존 설비의 

보조 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로부터 냉·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지하공

간이나 미화원 생활공간 등 냉·난방 사각지대의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한계 해소 방안

열원과 수요지까지의 지리적 

불일치

- 거리가 멀수록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온수배관, 히트펌프 설치, 

설치 공간 제약 등 초기 

투자비 소요

- 재정지원 등 보조금 지급, 저금리 융자 등 기초 투자비용 절감

- Energy Station 개념 도입으로 열에너지 공급 거점 구축: 대규모 

시설 공급 등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

히트펌프 설비 용량 제약 - 그린리모델링 연계 또는 신축 시 히트펌프 설치 고려 

기존 냉·난방 설비와의 융합이 

어려움

- 기존 보일러의 보조 열원으로 활용

- 기존 설비가 담당하지 않은 냉난방 사각지대(지하공간 등)에 활용 

가능

[표 5-9] 히트펌프 설치 여건의 한계 및 해소 방안

4) 수열의 낮은 경제성

전력은 용도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전력 용도에 따라 수

열 이용의 경제성이 좌우된다. 비 산업용인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주거용인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의해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국내

는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구조와 전열기 등 대체 난방기 보급

이 지속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왔고, 히트펌프와 같이 고효율 기기 성장을 어렵게 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온실가스 저감과 같은 사회적 배

경으로 수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형 상업용 

위주로 히트펌프가 공급되고 있다. 반면, 수열에너지시스템 구동 전력이 주거용으로 

적용된다면 기본료부터 상대적으로 높고, 누진제가 히트펌프의 경제성을 악화시킨다. 

사례로 마곡의 첨두부하보일러(PLB) 하수열 생산단가 대비 서남하수열사업단가가 상

대적으로 더 높으며, 생산하는 수열량이 감소한다면 기본으로 지출되는 고정비로 인

해 원가가 상승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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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전력요금 이외에도 수열에너지 사업 비용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수열량 확보가 불안정하여 운영이 어려운 점이다. 여름, 가을에 지역난방 회수온도 

상승 시 히트펌프를 가동하는데 최저온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설계 기준의 히트펌프 

가동이 불가하며, 유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족해도 히트펌프 가동이 되지 않아 열에

너지 생산이 어렵다. 둘째, 히트펌프 구동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경제성이 떨

어진다. 사례로 서남하수열사업의 히트펌프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전체 요금의 

49%48)를 차지한다. 또한, 전기요금 최대부하 시간대와 하수열 생산 운영 시간대가 

유사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수열에너지 경제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히트펌프와 같은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차등이 필

요하다.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자체적인 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입되는 전기요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수열에너지 이용의 경

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로 연료전지 요금제도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가짐으로써 효

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운영 방식에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수열 이용 시 공공 부문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운영 시 투자금 회수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히트펌프 

등 초기 설비 설치비에 대해서 직접 자금 지원이나 ESCO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 투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운영과 사용은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5_관련 법규의 이해와 활용

1) 지역난방 연계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정한 지역 내 주택 및 건물의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

기를 집단에너지라고 하며,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일괄적으로 공급한다. 수열원에서 생산한 열에너지를 지역난방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에너지를 지역난방

48) 2019년 실적 기준(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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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열에너지 판매 허가를 득할 수 없고, 허가

를 득한 사업자가 아니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수요자에게 직접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 또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별도의 열원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열 생산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따라서 수열원

을 통해 생산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열 

생산자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수요자에게 열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 자체 열 생산량의 증가나 수요량의 감소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재원조달이 필수기 때문에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

에 대한 계약량 보호와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것이다.

수열원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하천수, 해수로 생산한 열에너지는 집단에

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집단에너

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열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

열원을 이용한 열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열 생산자는 집

단에너지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통해서만 열 판매나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열 생산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공급대상지역 안에 열을 

판매·공급하려는 경우는 할 수 없고,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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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주요내용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1항

 공급대상지역에서 기준 이상 열 생산시설을 신설 등 하려는 

자는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함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집단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 자금 지원 가능

제16조(공급의무 등)

제3항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

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신설(2020.2.4.)

 열생산자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통해서만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권한을 명확히 

함(배타적 공급권 인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1항, 제2항

 열 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수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서만 열 판매와 공급이 가

능함

동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

호 및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

[표 5-10]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에너지 공급 관련 주요내용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0)에 의하면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 구

축 등 열분야 에너지 전환 추진 시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하천의 규모와 이용가능량에 따라 중·대형 규

모의 열 생산이 가능하므로 기존 열 수송관이 구축되어 있고 하천수열 활용이 가능한 

인접지역에 우선적으로 수열에너지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 하천수

수열에너지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천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규정은 현

재 없으나, 「하천법」을 토대로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하천수 이용을 위한 기준유량 

등을 검토하였다. 하천수를 수열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급방식으로는 하천 내 열교

환기 설치 방식과 하천수 취수 후 열교환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하천 내 열교

환기 설치 방식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의 유수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 등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하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수상 또는 이수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하천점용허가세

부기준). 둘째, 하천수 취수 후 열교환을 하는 방식은 하천기준유량을 고려하여야 하

며, 하천수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열 회수 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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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수 이용을 위해 중요한 것

은 하천수 사용 허가 기준이다. 하천의 기준지점별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해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이 있어야 하며,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하천유

지유량을 고려하여 지점별로 ‘허가기준유량’을 제시하고 있다. 허가기준유량이 없다

면 해당 지점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용유량이 없는 경우에는 농·공업용

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법 주요내용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하천공사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에 하천상황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 신축 등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하천수 사용으로 인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고려

제34조(기득하천사용

자의 보호)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손실이 명백
한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그러나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거나 기득하천사용 사업 시행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관리청은 공유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기득하천사용자 보호 및 손실보상 등을 고려하여야 함

 하천수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준용

제51조(하천유지유량)
 기준지점별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이 있어야 함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공작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이수 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유수소통 능력, 물의 흐름 등)

[표 5-11] 「하천법」의 에너지 공급 관련 주요내용

또한 하천을 이용하게 되면 점용료·하천수사용료 등이 부과된다.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관로 매설이나 열교환기 설치 시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점용료는 공작물 설

치의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로 매설 토

지 점용은 2.5%이다. 하천수사용료는 발전용수의 경우 1일 100㎥에 대하여 연액 

231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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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정 기준

공작물 설치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하천수 사용료 - 발전용수는 1일 100㎥에 대하여 연액 231원

자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 (시행 2020.3.26.)

[표 5-12]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산정 기준 주요내용

수열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하천수는 수량의 변동과 수질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

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하반기 목표로 수열에너지 

활용에 필요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

료(하천법 시행령)등 감면 추진중이며,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수열에너지원으로서 하천수 사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과 점용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수열원

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타 사용용도의 취급과는 다른 

수열원으로서의 하천수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천 내 열교환기 설치방식 

이외 하천수를 취수하여 열교환 후 다시 하천으로 하천수를 방류하는 방식을 이용한

다면 하천 방류 시의 수질기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수열원으로 활용하는 하천수

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하였다.49)

49) 분뇨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

으므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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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
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

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 -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 -

*서울한강은 Ⅲ지역에 해당함

자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24.>

[표 5-1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 하수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기 이전 하수관거에 흐르는 생활하수를 수열원으로 활용

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준용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없다. 관련하여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빗물, 오수, 하수·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

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나, 물의 재이용 대상인 하수는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에 한정하므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는 포함되지 

않는다.50) 하수관거 하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에서 미처리된 하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수관거 내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경우, 관련한 설비 또는 구조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수돗물

정수장이나 배수지의 소독처리가 완료된 수돗물을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

한 관련 기준이나 규정은 현재 없다. 수열원으로 활용하여도 수질이나 수량에 변동이 

50) 미처리된 하수뿐만 아니라 유출지하수도 배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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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지만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을 수열원으로 활용하여도 먹는물 

기준을 고려하여 수질,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수온 변동도 적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열 회수 후 수돗물의 수온 저하에 대한 문제는 수온 변동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유량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돗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열원으로서 수질기준 또한 만족

하여야 한다.

5) 유출지하수

「지하수법」 제9조의7에 의해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

고 있으며,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

당 법에서의 지하수 이용 에너지는 지열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은 받지 못한다(이

석민 외, 2018).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장사항이 있

으므로 지하수를 유출지하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

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법 주요내용

지하수법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의 

이용 등)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시책 강구 필요

 이행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 가능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9(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별표5]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지중시설, 상부보호시설)

[표 5-14] 「지하수법」의 에너지원 활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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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제도 개선 및 지원

1) 「신재생에너지법」의 수열에너지원의 범주 확대 

국외에서는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생산에 대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보급도 활발하다. IEA, 일본 등은 히트펌프에 의해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

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량 산정에 있어서 히트펌프에 투입되는 전력 

등 에너지를 제외한 양을 산정하는 방식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IEA
(국제에너지기구)

히트펌프에 의해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생산된 총 발열량에서 Net Heat는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로 인정

REN21
땅. 공기, 물(호수, 강, 바다)의 온도차에너지를 활용한 히트펌프 출력 중 일부는 

신재생인 것으로 판단(COP4인 히트펌프는 최종단계에서 적어도 75%는 신재생)

EU Directive

비화석에너지가 곧 재생에너지로 수열, 공기열, 지열의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히트펌프 이용할 경우 인정되는 재생에너지 비율 산식이 따로 

있음: 100% 인정은 아님)

일본
신에너지*라는 자체 기준을 사용하여 온도차에너지(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원으로 한 에너지 등) 포함

독일 열분야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 2009년부터 수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신에너지: 기술적으로는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지만 경제성의 제약 때문에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자원

[표 5-15]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온도차에너지 활용 인정 국외 사례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수열에너지원에 하천수가 추가로 인정되었지만, 다른 수열

원은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기본 방식은 모든 수열원이 동일하다. 반면 서울시는 도심형 에너지원을 폭넓게 신재

생에너지로 구분하여 미활용에너지 생산량을 신재생에너지로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구분 범위

재생에너지(9종)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신에너지(3종)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종)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의
열병합, 하수열, 잉여열 수열, 상수열 등 도심형 에너지원을 폭넓게 

신재생에너지로 구분

[표 5-16] 「신재생에너지법」의 신재생에너지 범위 및 서울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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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수열에너지원에 다양한 

수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수표층수와 하천수 

이외 하수, 유출지하수, 수돗물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수열원을 이용하여 열에너지

를 생산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정과 보조금 등의 수혜가 가능하다. 

2)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이 요구되나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영

향평가 항목 심의기준의 ‘온실가스’ 평가기준에 히트펌프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전부

를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심의기준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최소 14%가 되면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등 시설에

서 에너지를 생산 및 수급받는 경우 나머지 비율인 6%를 대체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수열에너지를 상수열, 하수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

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별 건물에서 수열에너지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전 변경 후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20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019년 2020년

설치비율 18% 20%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20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019년 2020년

설치비율 18% 20%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물을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표 5-17]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온실가스 부문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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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 및 투자 확대

히트펌프는 운영 시 투입에너지가 적어 비용이 절감되지만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부담

이 크고 공간적 제약이 있어 보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외에서도 히트펌프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히트펌프 운영을 위한 에너지 요금 조정 등의 지

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제도(RHO)를 통해 기존 

건물의 열에너지 생산 설비를 도입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도 재생에너지 열차액 지원제도(RHI)를 운영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의 REEL이나 캐나다의 히트펌프 리베이트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히트펌프 도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독일
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 제도(RHO): 기존 건물 열에너지 생산 설비 도입 시 

보조금 및 저리융자 지원

영국
재생에너지 열차액 지원제도(RHI):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활용 열 생산에 직접적 재정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Loan(REEL): 히트펌프를 포함한 

냉난방공조시스템 대출 지원(100% 대출, 무담보 저리 융자)

캐나다
Heat pump Rebate Program: 에너지 스타 인증 히트펌프 설치 시 저소득층 

소유주에게 환급금 지급

[표 5-18]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온도차에너지 활용 인정 국외 사례

서울시도 효과적인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초기 설비 투자 

융자 등 정책적 자금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서울시 지원방안으로 첫째, 서울시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기후변화기금을 이용하여 히

트펌프를 적용한 시스템 도입 시, 융자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재정

적 지원을 통해 히트펌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을 활용하여 히트펌프 활용 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히트펌프 투입의 

전력요금을 할인해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연

료전지도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료전지 이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전력 

요금 변경에 대한 검토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넷째, 수열에너지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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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설비를 설치함과 동시에 열 수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도입하기에는 제약이 크다. 따라서 수열에너지는 히트펌프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기존 건물에는 “그린리모

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

는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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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수열원별 적용가능대상 목록51)

1) 하천수

51) 적용가능대상 목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에너지다소비건물, 병원, 소방서, 주요 관공서, 대학교에 대하여 작성하

였으며,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은 포함함

수열원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신4지구아파트 서초구 이마트 가양점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마포삼성아파트 마포구 신반포 2차아파트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마포도화우성아파트 마포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홍익대학교 마포구 금융감독원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옥수극동아파트 성동구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천호점 강동구 케이티에스테이트 여의도타워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본점 강남구 홈플러스 강서점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강남구 갤러리아 팰리스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신안관광 강남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초구 롯데캐슬플라자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반포본동아파트 서초구 목동한신청구아파트 양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뉴코아 강남점 서초구 이마트 성수점 성동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잠실진주아파트 송파구 티비엠컨설팅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잠실장미아파트 송파구 SIFC 리테일몰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잠실5단지아파트 송파구 SIFC 타워 원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서울종합운동장 송파구 SIFC 타워 투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SIFC 타워 쓰리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서빙고신동아아파트 용산구 파크타워 용산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용산구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마포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워커힐아파트 광진구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워커힐호텔 광진구 미래에셋대우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현대프라임아파트 광진구 새마을금고중앙회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강변테크노마트 광진구 여의도 파크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양평한신아파트 영등포 옵티먼주식회사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국회사무처 영등포 콘래드호텔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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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CCMM빌딩 영등포 메세나폴리스 마포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국민은행 영등포 향군타워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산업은행 영등포 한국산업은행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방송공사 영등포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LG트윈타워 영등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화손해보험 영등포 압구정동신현대아파트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유수홀딩스 영등포 전국경제인연합회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교보증권 영등포 리센츠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선사현대아파트 강동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삼부아파트관리사무소 영등포 강서한강자이타워 강서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국거래소 영등포 잠실엘스아파트 송파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여의도시범아파트 영등포 한가람아파트 용산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한화63시티 영등포 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 도화현대홈타운 마포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롯데역사 영등포 미성2차아파트 강남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수협노량진수산 동작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강동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대방 대림아파트 동작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영등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중앙대학교 동작구 한강맨션아파트 용산구

한강본류 에너지다소비 국민은행 염창동센터 강서구 현대씨앤알 송파구

한강본류 종합병원 혜민병원 광진구 성애병원 영등포

한강본류 종합병원 용산철도병원 용산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영등포

한강본류 소방서 마포소방서 마포구 서초소방서 서초구

한강본류 소방서 강남소방서 강남구 강서소방서 강서구

한강본류 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광진구 홍익대학교 마포구

한강본류 대학교 중앙대서울캠퍼스 동작구 서강대학교 마포구

한강본류 대학교 한국폴리텍Ⅰ대서울정수캠퍼스 용산구 서울디지털대학교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울강남경찰서 강남구 망원1동주민센터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울동작경찰서 동작구 잠원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 반포본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동작구청 동작구 반포2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삼성1동주민센터 강남구 반포3동주민센터 서초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신사동주민센터 강남구 옥수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압구정동주민센터 강남구 금호4가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청담동주민센터 강남구 성수2가1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암사2동주민센터 강동구 성수1가1동주민센터 성동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천호2동주민센터 강동구 잠실2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등촌1동주민센터 강서구 잠실6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염창동주민센터 강서구 잠실4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가양3동주민센터 강서구 잠실3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가양1동주민센터 강서구 풍납1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가양2동주민센터 강서구 풍납2동주민센터 송파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구의3동주민센터 광진구 여의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광장동주민센터 광진구 당산2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3동주민센터 광진구 양평2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제4동주민센터 광진구 영등포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1동주민센터 광진구 신길1동주민센터 영등포

한강본류 공공기관 자양2동주민센터 광진구 한남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대방동주민센터 동작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노량진2동주민센터 동작구 이촌2동주민센터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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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본류 공공기관 노량진1동주민센터 동작구 이촌1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흑석동주민센터 동작구 보광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도화동주민센터 마포구 원효로2동주민센터 용산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서부지청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신수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강서고용센터 강서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합정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 강서구 보건소 강서구

한강본류 공공기관 용강동주민센터 마포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진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목동현대41타워 양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중앙유통단지 구로구 목동동양파라곤 양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시흥유통관리 금천구 엘지전자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목동6단지아파트 양천구 롯데정보통신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이대목동병원 양천구 엘지전자 가산R&D캠퍼스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목동아파트14단지 양천구 비와이씨하이시티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롯데IT캐슬 금천구 디폴리스 운영위원회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유통센터 양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1차아파트 금천구

안양천 에너지다소비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양천구 - -

안양천 종합병원 구로성심병원 구로구 - -

안양천 소방서 구로소방서 구로구 - -

안양천 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구로구 - -

안양천 공공기관 금천구청 금천구 시흥3동주민센터 금천구

안양천 공공기관 구로1동주민센터 구로구 - -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선경아파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미도아파트 강남구 엘지전자(서초R&D) 서초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개포1·2차우성아파트 강남구 타워팰리스1차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더케이호텔 서초구 타워팰리스3차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LG전자 양재R&D 서초구 대림아크로빌 강남구

양재천 에너지다소비 KT 우면연구센터 서초구 타워팰리스2차아파트 강남구

양재천 공공기관 서울수서경찰서 강남구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양재천 공공기관 개포2동주민센터 강남구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구

양재천 공공기관 일원2동주민센터 강남구 동작어린이도서관 동작구

양재천 공공기관 개포4동주민센터 강남구 서강동주민센터도서관 마포구

양재천 공공기관 도곡2동주민센터 강남구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구

양재천 공공기관 양재2동주민센터 서초구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양재천 공공기관 양재1동주민센터 서초구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영등포

양재천 공공기관 도봉도서관 도봉구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성동구

양재천 공공기관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 소나무언덕잠실본동작은도서관 송파구

양재천 공공기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강동구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구

양재천 공공기관 강서구립가양도서관 강서구 신천빗물펌프장 송파구

양재천 공공기관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강서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생복지동 영등포

양재천 공공기관 광진구구립정보도서관 광진구 자양4동주민센터도서관 광진구

양재천 공공기관 구의제3동도서관 광진구 청담동주민센터도서관 강남구

양재천 공공기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구 - -

우이천 에너지다소비 광운대학교 노원구 한진,한화 그랑빌아파트 노원구

우이천 에너지다소비 번동주공2단지 강북구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강북구

우이천 에너지다소비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구 - -

우이천 종합병원 한일병원 도봉구 더조은요양병원 노원구

우이천 대학교 광운대학교 노원구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구

우이천 공공기관 번1동주민센터 강북구 쌍문1동주민센터 도봉구

우이천 공공기관 우이동주민센터 강북구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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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돗물

수열원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우이천 공공기관 수유2동주민센터 강북구 창2동주민센터 도봉구

우이천 공공기관 번2동주민센터 강북구 장위3동주민센터 성북구

우이천 공공기관 번3동주민센터 강북구 석관동주민센터 성북구

우이천 공공기관 월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북부지청 강북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도봉한신아파트 도봉구 장안현대홈타운 동대문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서원아파트 도봉구 SK Telecom 성동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상계주공17단지 도봉구 이마트 월계점 노원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하계현대우성아파트 노원구 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도봉구

중랑천 에너지다소비 창동 동아 청솔아파트 도봉구 상계주공10단지 노원구

중랑천 소방서 성동소방서 성동구 - -

중랑천 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동대문 - -

중랑천 공공기관 서울도봉경찰서 도봉구 휘경2동주민센터 동대문

중랑천 공공기관 노원구청 노원구 성수2가3동주민센터 성동구

중랑천 공공기관 도봉구청 도봉구 응봉동주민센터 성동구

중랑천 공공기관 중곡3동주민센터 광진구 송정동주민센터 성동구

중랑천 공공기관 하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면목5동주민센터 중랑구

중랑천 공공기관 상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묵2동주민센터 중랑구

중랑천 공공기관 공릉1동주민센터 노원구 중화2동주민센터 중랑구

중랑천 공공기관 상계8동주민센터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중랑천 공공기관 월계3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노원구

중랑천 공공기관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구 월계보건지소 노원구

중랑천 공공기관 이문1동주민센터 동대문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

중랑천 공공기관 휘경1동주민센터 동대문 - -

탄천 에너지다소비 KT&G타워 강남구 가든파이브툴 송파구

탄천 에너지다소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송파구 수서현대벤쳐빌 강남구

탄천 에너지다소비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송파구 로즈데일빌딩 강남구

탄천 에너지다소비 잠실우성아파트 송파구 - -

탄천 공공기관 수서동주민센터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탄천 공공기관 문정2동주민센터 송파구 - -

6개 하천 공동주택
지역난방 이용 총 287개 단지

(한강본류 139, 양재천 26, 안양천 21, 탄천 11, 중랑천 40)

수열원 구분 수열원 명칭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취수장 자양(뚝도) 공공기관 자양2동주민센터 광진구

정수장 구의 공공기관 구의2동주민센터 광진구

배수지 서초 에너지다소비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서초구

배수지 서초 에너지다소비 LG U+ 서초IDC 1 서초구

배수지 양재 에너지다소비 LG U+ 서초IDC 2 서초구

배수지 봉천6-2 에너지다소비 봉천우성아파트 관악구

배수지 봉현 에너지다소비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관악구

배수지 반포 에너지다소비 대검찰청 서초구

배수지 봉현 에너지다소비 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 동작구

배수지 반포 에너지다소비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구

배수지 상도 에너지다소비 중앙대학교 동작구

배수지 대방 에너지다소비 대방 대림아파트 동작구

배수지 신정 에너지다소비 목동아파트11단지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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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원 구분 수열원 명칭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배수지 도원 에너지다소비 마포도화우성아파트 마포구

배수지 도원 에너지다소비 도화현대홈타운 마포구

배수지 보광 에너지다소비 그랜드 하얏트 서울 용산구

배수지 도원 에너지다소비 마포삼성아파트 마포구

배수지 한남 에너지다소비 옥수극동아파트 성동구

배수지 와우산 에너지다소비 홍익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노고산 에너지다소비 서강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혜명 에너지다소비 성균관대학교 종로구

배수지 홍은3 에너지다소비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서대문

배수지 성북1 에너지다소비 동소문한신한진아파트 성북구

배수지 월곡 에너지다소비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성북구

배수지 정릉3 에너지다소비 국민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인수 에너지다소비 서경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인수 에너지다소비 sk북한산시티아파트 강북구

배수지 신림6 종합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관악구

배수지 무악 종합병원 세란병원 종로구

배수지 북악터널 종합병원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낙성대 소방서 관악소방서 관악구

배수지 와우산 소방서 마포소방서 마포구

배수지 진관 소방서 은평소방서 은평구

배수지 사당3 대학교 총신대학교 동작구

배수지 상도 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작구

배수지 노고산 대학교 서강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우장산 대학교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강서구

배수지 와우산 대학교 홍익대학교 마포구

배수지 우장산 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강서구

배수지 낙산 대학교 한성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가좌 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서대문구

배수지 할미당 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대문구

배수지 혜명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종로구

배수지 홍제 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대문구

배수지 월곡 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북구

배수지 번동소 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강북구

배수지 낙성대 공공기관 서울관악경찰서 관악구

배수지 사당4 공공기관 인헌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금천 공공기관 독산3동주민센터 금천구

배수지 선우 공공기관 미성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낙성대 공공기관 낙성대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신림6 공공기관 서원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신림6 공공기관 신원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수서 공공기관 일원본동주민센터 강남구

배수지 양재 공공기관 서초구청 서초구

배수지 봉천6-2 공공기관 사당솔밭도서관 동작구

배수지 봉천6-2 공공기관 글빛정보도서관 관악구

배수지 봉현 공공기관 성현동주민센터 관악구

배수지 반포 공공기관 대법원 서초구

배수지 반포 공공기관 서울서초경찰서 서초구

배수지 반포 공공기관 반포4동주민센터 서초구

배수지 오금 공공기관 서울송파경찰서 송파구

배수지 오금 공공기관 송파도서관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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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원 구분 수열원 명칭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배수지 상도 공공기관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구

배수지 신정 공공기관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

배수지 대방 공공기관 대방동주민센터 동작구

배수지 도원 공공기관 원효로2동주민센터 용산구

배수지 화곡 공공기관 화곡본동주민센터 강서구

배수지 남산소 공공기관 용산2가동주민센터 용산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우장산동주민센터도서관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우장산동주민센터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강서구청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서울강서경찰서 강서구

배수지 우장산 공공기관 화곡6동주민센터 강서구

배수지 응봉 공공기관 응봉동주민센터 성동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금호2-3가동주민센터 성동구

배수지 만리 공공기관 마포도서관 마포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금호작은도서관 성동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금호1가동주민센터 성동구

배수지 금호 공공기관 청구동주민센터 중구

배수지 대현산 공공기관 동화동주민센터 중구

배수지 연희 공공기관 연남동주민센터 마포구

배수지 용마 공공기관 면목4동주민센터 중랑구

배수지 무악 공공기관 무악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낙산 공공기관 숭인1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낙산 공공기관 창신3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백련 공공기관 서대문구 보건소 서대문구

배수지 백련 공공기관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배수지 백련 공공기관 홍은2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증산 공공기관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은평구

배수지 할미당 공공기관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 서대문구

배수지 경내 공공기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종로구

배수지 증산 공공기관 증산동주민센터 은평구

배수지 할미당 공공기관 홍제2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할미당 공공기관 홍제1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홍제 공공기관 홍제3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배수지 성북1 공공기관 한신한진아파트도서관 성북구

배수지 성북1 공공기관 돈암2동주민센터 성북구

배수지 월곡 공공기관 월곡1동주민센터 성북구

배수지 인수 공공기관 청수도서관 성북구

배수지 월곡 공공기관 장위1동주민센터 성북구

배수지 인수 공공기관 삼각산동주민센터 강북구

배수지 독박골 공공기관 은평구립도서관 은평구

배수지 독박골 공공기관 은평구보건소 은평구

배수지 번동소 공공기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배수지 번동소 공공기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배수지 번동소 공공기관 미아동주민센터 강북구

배수지 기자촌 공공기관 은평구립뉴타운도서관 은평구

배수지 수유6 공공기관 인수동주민센터 강북구

배수지 상계2 공공기관 상계3.4동주민센터 노원구

사용자 급수시설 공동주택 지역난방 사용 28개 단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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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수요처 명칭 위치

에너지다소비 정석기업 중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영등포구

에너지다소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중구 신반포 2차아파트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은행 중구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현대시티아울렛 중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두산타워빌딩 중구 롯데 애비뉴엘 중구

에너지다소비 밀리오레동대문 중구 롯데IT캐슬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장교공영 중구 갤러리아 팰리스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한화빌딩 중구 우림라이온스밸리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신세계백화점본점 중구 롯데캐슬플라자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남산스퀘어 빌딩 중구 중소기업유통센터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더플라자호텔 중구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매일경제신문사 중구 목동현대41타워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우리은행 중구 목동동양파라곤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현대엔지니어링 종로구 LG CNS 상암 IT 데이터센터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SC제일은행 종로구 메리츠화재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구 디비손해보험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영풍사업장 종로구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에너지다소비 SK서린빌딩 종로구 원신더블유몰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교보생명빌딩 종로구 LG U+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종로타워 종로구 더클래식500 광진구

에너지다소비 경찰청 서대문구 이마트목동점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신촌점 서대문구 타워팰리스1차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마포삼성아파트 마포구 가든파이브툴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서원아파트 도봉구 삼성엔지니어링 강동구

에너지다소비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 도봉구 수서현대벤쳐빌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강동성심병원 강동구 CJ ENM CENTER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현대백화점 천호점 강동구 파크타워 용산구

에너지다소비 미도아파트 강남구 서초현대슈퍼빌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포스코센터 강남구 한신인터밸리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롯데백화점강남점 강남구 용산파크자이 용산구

에너지다소비 코엑스 강남구 굿모닝시티 중구

에너지다소비 앰배서더즈호텔 강남구 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도봉구

에너지다소비 신세계센트럴시티 서초구 대림아크로빌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반포본동아파트 서초구 파인에비뉴 중구

에너지다소비 예술의전당 서초구 창동 주공4단지 도봉구

에너지다소비 LG전자 양재R&D캠퍼스 서초구 비트플렉스 성동구

에너지다소비 KT 우면연구센터 서초구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 강서구

에너지다소비 뉴코아 강남점 서초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에너지다소비 육군사관학교 노원구 CJ제일제당 중구

에너지다소비 인제대학 상계백병원 노원구 미래에셋대우 영등포구

에너지다소비 을지병원 노원구 마포롯데캐슬프레지던트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LS용산타워 용산구 로즈데일빌딩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용산구 가온이노베이션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번동주공2단지 강북구  패션티브이관리 중구

에너지다소비 현대프라임아파트 광진구 스테이트타워남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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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 강변테크노마트 광진구 시그니쳐타워 중구

에너지다소비 신길삼환아파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청 중구

에너지다소비 LG트윈타워 영등포구 르메이에르종로타운 종로구

에너지다소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 그랑서울 종로구

에너지다소비 SK텔레콤 관악구 기상청 동작구

에너지다소비 롯데백화점 관악점 관악구 KT 목동IDC1 양천구

에너지다소비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KGIT센터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구 한가람아파트 용산구

에너지다소비 AK플라자 구로본점 구로구 반포자이아파트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시흥유통관리 금천구 더샵 스타시티 광진구

에너지다소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동작구 디지털큐브빌딩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전문건설공제조합 동작구 광화문미래에셋호텔 종로구

에너지다소비 대한항공 전산센터 강서구 마리오아울렛 금천구

에너지다소비 동우유니온 송파구 타워팰리스2차아파트 강남구

에너지다소비 창동 동아 청솔아파트 도봉구 서울산업진흥원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SK브로드밴드동작 동작구 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

에너지다소비 서울시티타워 중구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동대문구

에너지다소비 중앙일보 강남공장 송파구 디디엠씨(DDMC) 마포구

에너지다소비 군인공제회관 강남구 세안텍스 문정엠스테이트 송파구

에너지다소비 흥국생명보험신문로사옥 종로구 롯데중앙연구소 강서구

에너지다소비 동화투자개발 종로구 파크하비오 송파구

종합병원 구로성심병원 구로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종합병원 대림성모병원 영등포구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노원구

종합병원 우리들병원 강남구 대한병원 강북구

종합병원 강남차병원 강남구 세란병원 종로구

종합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강남구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서대문구

종합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구 소화병원 용산구

종합병원 혜민병원 광진구 이대서울병원 강서구

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희명병원 금천구

소방서 중부소방서 중구 양천소방서 양천구

소방서 중랑소방서 중랑구 강동소방서 강동구

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구 송파소방서 송파구

소방서 마포소방서 마포구 구로소방서 구로구

소방서 강남소방서 강남구 성동소방서 성동구

소방서 관악소방서 관악구 -

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대문구 경기대학교 서대문구

대학교 인덕대학교 노원구 고려대학교 성북구

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노원구 동양미래대학교 구로구

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명지전문대학 서대문구

대학교 한성대학교 성북구 백석예술대학교 서초구

공공기관 서울강동경찰서 강동구 마천2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강서경찰서 강서구 마천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관악경찰서 관악구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광진경찰서 광진구 송파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구로경찰서 구로구 방이2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노원경찰서 노원구 석촌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도봉경찰서 도봉구 오륜동주민센터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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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 거여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성북경찰서 성북구 문정2동주민센터 송파구

공공기관 서울송파경찰서 송파구 신정2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서부경찰서 은평구 목1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혜화경찰서 종로구 목4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중부경찰서 중구 목2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남대문경찰서 중구 신월4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청 중구 신정1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강남구청 강남구 신월2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강동구청 강동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천구

공공기관 강서구청 강서구 여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관악구청 관악구 당산2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구로구청 구로구 대림3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동작구청 동작구 신길6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성북구청 성북구 도림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대림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중랑구청 중랑구 문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수서동주민센터 강남구 신길3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도곡2동주민센터 강남구 당산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역삼2동주민센터 강남구 영등포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공공기관 삼성1동주민센터 강남구 한남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청담동주민센터 강남구 원효로1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논현1동주민센터 강남구 이태원1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성내3동주민센터 강동구 용문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암사3동주민센터 강동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길동주민센터 강동구 이촌2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암사2동주민센터 강동구 이촌1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성내1동주민센터 강동구 청파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명일1동주민센터 강동구 한강로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천호2동주민센터 강동구 효창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암사1동주민센터 강동구 원효로2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둔촌2동주민센터 강동구 후암동주민센터 용산구

공공기관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구 갈현1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수유3동주민센터 강북구 구산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번1동주민센터 강북구 응암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수유2동주민센터 강북구 응암3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번3동주민센터 강북구 역촌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방화2동주민센터 강서구 대조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화곡8동주민센터 강서구 갈현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등촌1동주민센터 강서구 불광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방화3동주민센터 강서구 신사2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염창동주민센터 강서구 진관동주민센터 은평구

공공기관 가양1동주민센터 강서구 가회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가양2동주민센터 강서구 교남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등촌3동주민센터 강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난향동주민센터 관악구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은천동주민센터 관악구 종로5.6가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서원동주민센터 관악구 창신1동주민센터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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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림동주민센터 관악구 숭인1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신원동주민센터 관악구 창신3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신사동주민센터 관악구 평창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광장동주민센터 광진구 혜화동주민센터 종로구

공공기관 중곡4동주민센터 광진구 소공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중곡2동주민센터 광진구 약수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자양제4동주민센터 광진구 동화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자양1동주민센터 광진구 신당5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자양2동주민센터 광진구 다산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구의2동주민센터 광진구 중림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개봉2동주민센터 구로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개봉3동주민센터 구로구 명동주민센터 중구

공공기관 구로2동주민센터 구로구 묵1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4동주민센터 구로구 면목5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5동주민센터 구로구 중화1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1동주민센터 구로구 면목7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구로3동주민센터 구로구 면목본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신도림동주민센터 구로구 중화2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오류2동주민센터 구로구 상봉1동주민센터 중랑구

공공기관 수궁동주민센터 구로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마포구

공공기관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

공공기관 고척1동주민센터 구로구 서울강남지청 강남구

공공기관 가산동주민센터 금천구 서울동부지청 송파구

공공기관 하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공공기관 하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강서고용센터 강서구

공공기관 상계6.7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노원구

공공기관 상계10동주민센터 노원구 강동구 보건소 강동구

공공기관 중계2,3동주민센터 노원구 동작구 보건소 동작구

공공기관 공릉2동주민센터 노원구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공공기관 중계4동주민센터 노원구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공공기관 상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종로구 보건소 종로구

공공기관 공릉1동주민센터 노원구 중구 보건소 중구

공공기관 상계8동주민센터 노원구 광진구 보건소 광진구

공공기관 상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월계보건지소 노원구

공공기관 중계본동주민센터 노원구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공공기관 월계2동주민센터 노원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천구

공공기관 중계1동주민센터 노원구 시립구로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상계9동주민센터 노원구 남산도서관 용산구

공공기관 쌍문1동주민센터 도봉구 공공도서관 도봉구

공공기관 방학2동주민센터 도봉구 마포도서관 마포구

공공기관 쌍문4동주민센터 도봉구 고덕평생학습관 강동구

공공기관 방학3동주민센터 도봉구 목동도서관 양천구

공공기관 전농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구

공공기관 장안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개봉초등학교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이문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은평뉴타운도서관 은평구

공공기관 청량리동주민센터 동대문구 강일동복합청사도서관 강동구

공공기관 용신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성내구립도서관 강동구

공공기관 장안1동주민센터 동대문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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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당1동주민센터 동작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도서관 강서구

공공기관 사당4동주민센터 동작구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강서구

공공기관 사당5동주민센터 동작구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강서구

공공기관 상도1동주민센터 동작구 개봉어린이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상도4동주민센터 동작구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구

공공기관 흑석동주민센터 동작구 광진구구립정보도서관 광진구

공공기관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구로초등학교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서교동주민센터 마포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은평구

공공기관 상암동주민센터 마포구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연남동주민센터 마포구 글빛정보도서관 관악구

공공기관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구 꿈마을도서관 구로구

공공기관 대흥동주민센터 마포구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서대문구

공공기관 천연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노원구어린이도서관 노원구

공공기관 홍제3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영등포구

공공기관 신촌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대방어린이도서관 동작구

공공기관 북아현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구

공공기관 남가좌2동주민센터 서대문구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공공기관 홍은1동주민센터 서대문구 석촌동주민센터도서관 송파구

공공기관 양재2동주민센터 서초구 서강동주민센터도서관 마포구

공공기관 잠원동주민센터 서초구 사당솔밭도서관 동작구

공공기관 방배본동주민센터 서초구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구

공공기관 양재1동주민센터 서초구 이진아기념도서관 서대문구

공공기관 서초3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울특별시청도서관 중구

공공기관 방배4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서초구

공공기관 방배3동주민센터 서초구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공공기관 서초4동주민센터 서초구 성동문화정보센터도서관 성동구

공공기관 반포본동주민센터 서초구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도서관 성동구

공공기관 내곡동주민센터 서초구 잠실3동자치회관도서관 송파구

공공기관 방배1동주민센터 서초구 송중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

공공기관 행당1동주민센터 성동구 신천빗물펌프장 송파구

공공기관 성수2가3동주민센터 성동구 신월정보문화센터도서관 양천구

공공기관 성수2가1동주민센터 성동구 아름꿈도서관 종로구

공공기관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성동구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구

공공기관 금호2-3가동주민센터 성동구 은천동복합청사도서관 관악구

공공기관 왕십리2동주민센터 성동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도서관 광진구

공공기관 길음1동주민센터 성북구 종암동새날도서관 성북구

공공기관 삼선동주민센터 성북구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광진구

공공기관 성북동주민센터 성북구 중구구립신당도서관 중구

공공기관 안암동주민센터 성북구 청담동주민센터도서관 강남구

공공기관 장위1동주민센터 성북구 청파도서관 용산구

공공기관 종암동주민센터 성북구 홍은도담도서관 서대문구

공공기관 석관동주민센터 성북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구

공공기관 돈암2동주민센터 성북구 휘경어린이도서관 동대문구

공공기관 거여2동주민센터 송파구 서울소방재난본부 중구

공공기관 문정1동주민센터 송파구

공동주택 지역난방 18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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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지하수

지하수 유출 
지점 분류

지하수 유출 사업장명 수요처 구분 수요처 명칭* 위치

지하철 가락시장역 에너지다소비 메이플타워 송파구

지하철 증미역 에너지다소비 이마트 가양점 강서구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너지다소비 패션티브이관리 중구

지하철 삼각지역 소방서 용산소방서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 소방서 강서소방서 강서구

지하철 대모산입구 공공기관 일원2동주민센터 강남구

지하철 광흥창(서강)역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서강)역 공공기관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건축물 국회의원회관 에너지다소비 국민은행 영등포

건축물 서부티엔디 에너지다소비 HDC아이파크몰 용산구

건축물 삼성SDS 에너지다소비 누리꿈스퀘어 마포구

건축물 상암데이터센터 에너지다소비 누리꿈스퀘어 마포구

건축물 삼성SDS 에너지다소비 KGIT센터 마포구

건축물 상암데이터센터 에너지다소비 KGIT센터 마포구

통신구 6호선통신구 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동대문구

기타 지하수 유출 지점 공동주택 지역난방 2개 단지 서울시

* 수요처에는 지하수 유출 사업장도 포함되며 인근 수요처를 명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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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pply Strategy of Hydrothermal Energy in Seoul

Hang-Mun ChoㆍCho-rong Yoon

Hydrothermal energy, which can be used for cooling and heating, is an 

underused energy source that can be widely applied in a city. Hydrothermal 

energy has to be produced in areas that fulfill certain geographical conditions, 

meaning it is mostly useful in areas that can avoid the cost of transporting 

hydrothermal energy. Various hydrothermal resources are distributed 

throughout Seoul, such as rivers, tap water lines, sewage, and ground water, 

and the places of demand are nearby, which is beneficial for its utilisation. The 

combined available energy of usable rivers, tap water, sewage, and ground 

water is about 2.3M TOE, which corresponds to about six times the current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Seoul. Specifically, sewage from apartments 

is the most useful hydrothermal resource. To expand the production of 

hydrothermal energy, fund and loan facilities are required, and policies such 

as reorganisation of the energy rate system are needed to save costs. To receive 

benefits associated with renewable energy such as subsidies, the scope of 

hydrothermal energy production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rivers, ground 

water, and tap water. To begin, hydrothermal energy should be applied in all 

buildings near hydrothermal resources, Then, in the long-term, hydrothermal 

energy stations should be connected and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to 

establish a large-scale energy supply system which is linked with district 

heating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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