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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축 생태학이란 건축에 내재되어 유추할 수 있는 것

을 생태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간생활과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생태계를 이

루는 것이다. 건축환경을 다루는데 있어 인간적 요소가 

건축의 디자인과 구조 등의 측면에 어떠한 향을 미쳤

으며 그 밖의 건물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즉 

부동산의 개발, 과학적 연구 보고, 교육 등의 역할을 알아

보고 각 정부기관, 경제 주체, 가정은 이러한 물질 제도적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생태학이란 인간생활에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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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유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사회를 설계하는 계획

자는 건축환경의 생태학적인 요구와 방향을 설계에 반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설계자는 

생태학적인 지식을 바탕에 두고 건축환경이 생태계의 

순환패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설계를 추구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건축으로 건립된 한국최초의 생

태건축인 생태건축 0번지의 자연에너지 효과에 관한 운

전시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 다.

 2. 생태건축 0번지  

생태건축 0번지는 미래건축의 대안인 생태건축에 대하여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생태건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함과 동시에 직접 체험해보는 생태건축 체험관이다.

이러한 생태건축 0번지의 개요는 다음 표1과 같다

생태건축 0번지는 한국 생태주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명명되었고, 자연에너지의 이용기술 및 계획 요소를 적극

생태건축 0번지의 자연에너지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ural Energy Effect about the Address No.0 of Eco-friendly 

Architecture

                  

      이 시 웅
*         

강 병 호
** 
        임 상 훈

***
        최 승 희

****

Lee, Si-Woong     Kang, Byung-Ho    Lim, Sang-Hoon    Choi, Seung-Hee  

━━━━━━━━━━━━━━━━━━━━━━━━━━━━━━━━━━━━━━━━━━━━━━━━━

 Abstract

 The Address No.0 of Eco-friendly Architecture offers unique experience for those who visit the place to envisage the future 

architecture where nature, human and building exist in harmony. It is open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stud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is house has been buil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general public to experience 

eco-friendly architecture. It's floor area is 42 pyung(140m2) and the overall site has the area of 180 pyung(600m2). The following 

illustrates some of its prominent features : ․Remodeling of a traditional Korean residence ․Application of passive solar systems

․Use of clerestory windows and daylighting systems(washroom and machine room) ․Operation of solar water heaters with flat 

plate collectors  ․Construction of Biotop(small ecological world) ․Water circulation for Biotop by photovoltaic(150W) and wind 

power(400W) generation ․Outdoor hot water supplied by all-glass evacuated solar tubes. 

 Through this Address No.0 of Eco-friendly Architeture conclusions are as followings.

  1. The array of tubes in collector has the best nice in that the number of tube is nine and the tilt angle is the latitude +20°. 

  2.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all-glass solar vacuum collector was excellent than of the flate-plate solar collector.

  3. The adaption of new small wind power systems to buildings were proved to produce a profit if it is considered the expense 

of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wind speed increasing according to rise of building h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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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태건축 0번지 전경 

그림2. 생태건축 0번지 배치평면도 

      1.한옥침실               2.관장실 및 교육준비실

      3.사무실 및 교육장       4.빛과 열의 복도

      5.한옥 툇마루            6.놀이방

      7.샤워실(자연채광)        8.욕실(월풀,야외전망조망)

      9.주방 및 거실          10.야외 화장실

     11.기계실                12.창고겸 평판형 집열기

     13.태양전지와 풍력발전   14.진공관식 집열기

     15.비오톱                16.테라스겸 야외 회의실

     17.야외주방              18.태양에너지기기전시장

     19.채마밭                20.놀이마당

 표 1. 생태건축 0번지 개요

   

항 목 내   용

위    치 충남 금산군 복수면 백암1리 505-5

준 공 일 2002 .11. 9

대지면적 583.2㎡(180평)

건축면적 130㎡(40평)

적용수법

태양열 집열기(진공관식, 평판형),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기, 비오톱, 온실부착형 구조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언제나 개방하여 일반인들이 원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 다. 생태건축 0번지에서의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생태건축과 대체에

너지에 대한 교육 및 시범을 하며, 원한다면 숙식도 가능

하게 하 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태양열조리기 만들기, 

풍력발전모형 만들기,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에 대한 소중함과 

생태건축에 대하여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 다. 

2.1 계획방향

 

2.1.1 특징

이 체험관은 180여평 대지에 건평이 42평 규모이며, 특징

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

․자연형태양열 시스템 도입

․천창 설치 및 욕실과 기계실에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

․급탕은 태양열을 이용한 평판형 집열기를 설치하여 운  

  

․비오톱(소생태계) : 연못 조성

․비오톱 물의 순환을 위한 펌프 설치. 이 펌프는 태양   

  전지(150W)와 풍력발전(200W)으로 운

․침실바닥은 한지 및 콩기름으로 마감하여 최대한 

자연    을 보호

이와 같이 최대한 자연을 이용하면서 보호하려고 노

력하 다. 

2.1.2 주변환경

 ‘생태건축 0번지’의 대지의 특징은 산으로 둘러 쌓여져 

있으며, 바로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는 산골마을의 전

형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 남부의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는 남부 내륙형 기후로 분류

되며, 또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까

닭에 한서(寒暑)의 차가 크고 지형성 강우량이 비교적 많

은 점이 특징이다.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1.8℃이고, 

연평균 풍속은 1.7∼3.5㎧로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풍속

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10℃ 등온선을 경계로 하여 남부

지방과 북부지방을 나누므로 기온상 남부형에 속한다. 또 

평균 12℃ 등온선으로 온대와 난온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온대에 가깝다. 계절별로 8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아 25.8

℃이고, 1월 평균기온은 가장 낮아 -2.7℃로 그 월교차는 

28.5℃나 된다. 한서의 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더운 

날은 35.2℃를 기록했고, 가장 추운날은 -20.4℃여서 그 

일교차는 매우 심하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양상을 띤

다. 참고로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비교하면 1월에는 0.5℃

가 낮고, 8월에는 반대로 1.2℃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강수량은 연평균 약 1,300mm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

량인 1,159mm에 비해 약간 많은 비가 내리며, 대전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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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다는 약 100mm가 더 많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이 지역이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후

인데다 산악군으로 된 분지를 이루고 있어 지형성 강우

가 많기 때문이다. 토양의 모암을 형성하는 암석은 옥천

계 수성암층과 화강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

름철의 집중 호우와 심한 한서의 차, 그리고 경사가 급한 

산악으로 이루어져 끊임없는 침식작용을 받아 정적토(定

積土)가 많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감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며 한우로도 유명한 곳이다. 

 

2.1.3 환경친화적 계획

생태건축 0번지의 경우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시공시까지

의 모든 과정이 기존에 있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살려 지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런 취지에서 기존

에 있던 일자형 한옥을 없애지 않고 리노베이션하 다. 

일자형 한옥을 중심으로 기존의 처마쪽으로 유리문과 복

도를 만들었고, 기존의 한옥의 부엌을 방으로 개조하고, 

옆쪽에 5평정도 되는 부엌을 조적조(1.0B)로 지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없앨 시에 생길 수 있는 폐기물 발

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그리고 시공시에 생기는 

폐기물들은 되도록 활용함으로써  건축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 하 고 그렇게 함으로서 

건축비(평당 110만원)를 절감할 수 있었다.

2.1.4 외부환경과의 친화성

외부환경과의 친화성에는 자연광이 들어온다. 외부의 경

치가 보여 조망이 좋다. 기상조건이나 더위 추위의 정도

를 실내에서 알 수 있다. 등의 개방성과 함께 수목이나 

정원이 보인다. 정원이나 지면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라는 

접지성의 상호관입(Interlocking)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생태건축 0번지의 경우 자연친화라는 요소에서 볼 때 개

방성과 접지성이 함께 존재한다. 주방의 남측면을 창으로 

오픈시킨 점이나 기존 한옥건물의 처마밑을 조적으로 벽

을 쌓아 이 공간을 복도로 이용하면서 남측면을 오픈시

킨 점, 욕실에 있어서 외기에 면한 부분을 창으로 개방한 

점은 개방성 측면으로 복도나 주방 및 방에서 언제든지 

지면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접지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외공간을 연결하는 경우 개방적일

수록 반대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 접지성과 개방성
  

 따라서 개방성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태건축 0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하 다.

그림 4. 실내채광

기존의 한옥건물의 처마밑을 벽돌로 쌓고 창으로 오픈 

시켜서 반옥외공간을 두어 안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다. 하지만 안방에서의 개방감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의 문을 활용하여 문을 열었을 경우는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하고 문을 닫았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다. 또

한 낮에 안방문을 닫았을 때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안

방의 문에 창호지를 발라서 빛이 스며들도록 계획하 다. 

욕실의 경우는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안에

서 밖이 내다 보이는 특수 유리를 설치하 고, 밤일 때를 

대비하여 밖에 전등을 달아 불을 안과 밖에서 켜짐으로 

인한 눈부심으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 다. 또

한 천창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자연채광을 끌어들 다. 

2.2 태양에너지

2.2.1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Passive Solar System)

① 직접획득형(Direct Gain)

생태건축 0번지의 주방 공간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시

스템은 남향의 집열창을 통하여 겨울철 많은 양의 햇빛

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얻어진 태양 에너지를 바닥

이나 실내벽에 열에너지로 저장하여 야간이나 흐린 날 

난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계

획 및 시공이 용이하여 일반 사람들도 손쉽게 응용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집열창이 

조망, 환기, 채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시켜 준다.

② 부착온실형(Attached Sun Space)

한옥의 처마에 샌드위치판넬을 지붕에 덧댄 뒤, 유리로 

벽을 세워 복도식으로 된 이 공간은 집열창과 축열체가 

주거공간과 분리되어 건물의 난방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착온실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온실의 역

할을 겸하면서 주거공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기존

건물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곳에 설치되

었다. 이 공간에서 휴식이나 식물재배와 같은 다양한 기

능을 갖는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온도변화의 폭이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2.2 태양열 시스템(Solar Thermal System)

①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의 에너지 효과

 ∙시스템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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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6과 같이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제어장치, 

온수용 열교환기, 보조열원(심야전기 보일러 및 유류 보

일러),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흡수면은 동관과 동판을 Roll Forming에 의한 접합방  

   식으로 열전도도 향상

  -흡수면을 Selective Coating 처리

  -투과체를 저철분 강화유리 사용 

  -열매체는 Riser 및 Header에 의한 순환방식

 ∙적용 대상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온수급탕 시스템

  -온실의 지중난방 및 축사난방

  -수 장 온수급탕 및 난방

  -공공 시설(체육관)의 온수급탕 및 난방 

  -평판형 태양열 시스템 제원은 표2와 같다.

표 2. 평판형 태양열 시스템 제원

구        분 제   원 비 고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1,188×2,103

 심야전기 보일러 1,600 liter

 태양열 축열조 1,500 liter

 집열매체 순환유량 20ℓ/min

그림 5. 평판형 집열판

그림 6. 생태건축0번지에 설치된 평판형 집열기

        

 ∙에너지 효과 운전시험은 2003년 1월 15일부터 2월 14

일 중에서 청명한 날을 택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

지 측정하 고, 집열판은 집열관을 6,7,8,9,10개로 조립하

여 정남향으로 경사각도를 위도(대전지방36°)+0°, +10°, 

+20°, +30°로 설치하여 동시에 시험하 다.

 ∙시험결과는 표3에서와 같이 집열관을 9개로 조립하여 

집열판을 제작했을 때와 경사각을 위도+20°로 설치했을 

경우에 집열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표 2. 평판형 태양열 집열판의 조립 및 경사각도별

취득 열량(단위:W)

        조립별

경사각도
6개 7개 8개 9개 10개

위도(36°) 0.57 0.58 0.58 0.59 0.58

위도+10° 1.16 1.28 1.38 1.40 1.39

위도+20° 1.40 1.62 1.64 1.66 1.62

위도+30° 1.25 1.35 1.51 1.41 1.38

 ∙온수의 사용량은 하루당 120ℓ로 하 으며 Inlet(집열

기 입구온도), Outlet(집열기 출구온도), 축열조 평균온도

를 측정하 다. 그 결과는 그림7과 같이 9시30분부터 

Outlet 온도가 현저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오후 4시부터 

축열조 온도와 동일하게 되며 피크는 15시에 68℃가 된

다.

온
도
℃

시각 (hour)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Ourlet 온도

축열조 온도

Inlet 온도

그림 7.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의 온도변화

② 진공식 집열기의 에너지 효과

 ∙특징

  - 파이렉스 내열유리관으로 제작하여 내구성과 안전성 강화

  - 고효율집광경(CPC)방식으로 집열하므로 설치각도에  

    적은 향

  - 이중유리관 사이를 진공단열 처리하여 외부로의 열  

    손실을 최소화

  - 특수코팅처리로 태양열에너지를 95%이상 흡수하는  

    우수한 집열 성능

  - 동절기와 일사조건이 열악한 환경에 탁월한 성능

  - 외관이 미려하고 20%이상의 고효율화와 90℃이상의  

    고온화

 ∙진공식 태양열 집열기의 시스템 구성은 평판형 집열

기와 같으며 그림8,9에서 설치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진공식 태양열 집열기의 시스템 제원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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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공식 집열기의 제원

    

구분 에쎈 진공식 집열기 CPC-1800

진공튜브수량 18개

진공튜브규격 ∅47㎜×L1,500㎜×Th1.6㎜

집열면적 3㎡

집열효율 60%(평판형 45%, ΔT=50℃기준)

최대허용압력 10bar

중량 54㎏

1일집열용량 약150ℓ

집열방식 이중 진공관 및 고효율 집광경 방식

   

그림 8. 생태건축 0번지에 설치된 진공식 태양열 집열기

   

  

     
그림 9. 생태건축 0번지에 설치된

진공식 태양열 집열기

 ∙에너지효과 시험은 2003년 1월 15일부터 2월 14일 중

에서 청명한 날을 택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측

정하 고, 집열관을 9개씩 배치하여 2개조로 제작하 다.

  집열판의 설치 방위는 정남향으로 하 고 경사각은 45°

로 하 다.

 ∙시험결과 그림10과 같이 축열조의 온도가 오후 3시에 

피크를 이루고 75℃로 나타났다.  평판형보다 7℃ 높게 

나타났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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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진공식 태양열 집열기의 온도변화

2.3 풍력발전기의 에너지 효과

풍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

기를 얻는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

광받는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90년

대 후반부터 원자력발전의 증설을 중지하면서부터 풍력 

발전기 이용보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풍차가 바람을 받아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

려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풍력발전은 대기오염, 연

료소비 등을 유발하지 않지만, 발전시설 인근지역에서는 

약간의 소음 및 전파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풍력발전은 

출력용량에 따라 10kW급 이하는 소형, 10∼600kW급은 

중형, 600kW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한다.

생태건축 0번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소형풍력발전기

(5kw)로서 제원은 표4, 그림11과 같다.

표 4. 소형풍력발전기의 제원

   

specification 5 kW

Cut Up Wind Speed 3 ㎧

Cut In Wind Speed 3.5 ㎧

Rated Wind Speed 14 ㎧

Rated Power 5kW

Rotor Speed

Rotor Diameter

Weight

Blade Material

DC Voltages Available

120kg

120 - 750

5.1 m

Pultruded Fiberglass

48V, 96V, 110V, 120V

  

․대형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

소형풍력발전의 발전단가는 대형에 비해 약2∼3배가 되

지만 설치장소의 제한이 적고 풍속이 적은 지방에 주로



생태건축 0번지의 자연에너지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시웅․강병호․임상훈․최승희

Journal of the KIEAE Vol. 3, No. 3  2003. 0924

           

그림 11. 생태건축 0번지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설치된다. 생태건축 0번지는 연간 풍속이 적은 충청내륙

지역이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5kW의 소형풍력발전기

를 설치하 다.

․생태건축 0번지(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1월중 시험 기

간 동안 풍속은 표5.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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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소형 풍력발전기의 날짜별 발전량과 풍속

․운전시험결과 충남지역에서 5kW 소형풍력발전기의 1

일 평균 발전량이 4.65kw이므로 시간당 발전량은 194W

가 된다. 이 전력으로 소형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고 가

정용 전구는 60kW 짜리 3개의 등을 점등할 수 있다.

․소형풍력발전의 경제성 분석은 주로 발전원가 비교법

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생태건축 0번지에서의 경우는 경

제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옥상 위에 설치하

면 경제성이 높아지고 고가의 외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

고 저렴한 국산제품을 사용하다면 더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53dB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

주택 내 소음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변지역에 큰 

소음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System)

․태양전지(Solar Cell)란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

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를 말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분야

에서 쓰이고 있다. 우주공간에서는 인공위성의 전원이나 

외딴섬과 오지마을의 전원, 가로등, 선박이나 자동차에도 

이용하고 있으며 실용화가 된 예로는 계산기나 시계 등

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태양 전지를 

통하여 건물에 쓰이는 전기에너지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

로 태양에너지의 총량은 막대하나, 도가 희박하기 때문

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취약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열과 축열 

또는 축전 등 기술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기술 수

준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생태건축 0번지에서도 태양전

지를 쓰고 있으며, 그 제원은 표5와 같고 그림13은 설치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태양전지를 통해 얻어진 전기 에

너지를 가지고 생태연못의 물을 순환시키고 있다. 

                  

                           표 6. 태양전지 제원             

그림 13. 생태건축 0번지

   에 쓰인 태양전지

  

구 분
솔라테크

STM50

태양전지 다결정

정격용량(WP) 50

개방전압(V) 21.0

단락전류(A) 3.23

정격접압(V) 16.8

정격전류(A) 2.97

외

형

A(㎜) 934

B(㎜) 502

C(㎜) 50

무게(㎏) 6.3

단자함 1단자함

hole

D(㎜) 900

E(㎜) 610

F(㎜) 467

․태양전지 아래의 경사각은 35°, 방위각은 정남향으로 

설치하여 150W의 발전을 한다.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위각이 

0°인 정남향이고 경사각이 30°±5일 때 연간 발전 성능이 

가장 양호하다. 또한 계절별로는 4월에서 9월까지의 하절

기에는 경사각이 30보다 작을 때 발전성능이 최대이고 

10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에는 경사각 30°보다 클 경우 

발전가능성이 좋았다. 경사각을 3월과 9월에 즉 년 2회 

정도 조정하면 연간 발전량이 3∼5%정도 개선된다고 한다.

표 5. 생태건축 0번지의 시험기간중 풍속과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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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생태건축을 홍보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건립한 이■■

생태건축 0번지■■는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의미가 있다. 

  1.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의 운전시험 결과 집열관 9개

를 집열판 1장에 조립하여 제작할 때 집열성능이 우수하

게 나타났다.  또한 경사각도는 위도+20°로 했을 때 가장 

우수하 다.

  2. 진공관 태양열 집열기의 에너지 효과는 평판형 집열

기보다 진공식 집열기의 축열조 온도가 7℃ 높아 진공식 

태양열 집열기의 축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5kW의 소형 풍력 발전기의 1일 평균 발전량은 4,641kW 

(194Wh)로 나타나 일반 전기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계속 발전시키면 희망적이고, 소음은 최

고치가 53dB로 나타나 주변 주거지역에 큰 소음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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