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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ing global warming potential has become important, and as one of those methods for reducing

it, economic evaluation by applying ice thermal storage air conditioning system was performed. The

floor area and height of the subject building was assumed 5,000 m2 and 20 m. Absorption chiller-

heater system and air source heat pump system was used for comparing to the subject system, and

payback period method was used to perform economic evaluation. Although the running cost of ice

thermal storage system is reduced compared to two systems, the ratio i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the increase of initial construction expenses, and payback period was calculated to be about 7.7 and

79.3 years. However, the heat storage system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long term

rather than the economic standard in the present standard.

Key words: Electric power load leveling(전력부하 평준화), Thermal storage system(축열시스템),

Economic evaluation(경제성 평가), Initial cost(초기투자비), Operating cost(운전비)

기호 설명

E1 : 냉동기의 5월 에너지사용량 [kWh]

E2 : 흡수식냉온수기의 5월 에너지사용량 [GJ]

Q : 열원기기 용량 [kW] 

W1 : 7월 전기 기본요금 [원]

W2 : 7월 전기 사용량요금 [원]

W3 : 7월 가스요금 [원]

1. 서 론

국내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 에너

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변화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

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의 억제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환경’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키워드가 될 정도

이다. 저탄소 녹색환경의 실현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주간과 야간의 전력부하 평준화가 있다. 일

반적으로 전력수요는 여름철 낮 시간대에 최대가

되는데,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등은 단시간에

출력을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력발전 등의

출력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따라서

주간 최대수요를 억제하고 그만큼을 야간으로 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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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전력부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력회

사는 CO2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이나 신

재생에너지 등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면서 결과적으

로 탄소 배출을 경감할 수 있다. 

전력부하 평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전력부하율’

은 연간 평균전력을 최대전력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유리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70%대 중

반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60%대 초반으로, 우

리나라도 전기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1]. 한편, 주간과 야간의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력공급처 측

에 의한 대책과 수요처 측에 의한 대책으로 분류

된다. 

전력공급자 측에 의한 대책으로는 양수식(揚水式)

발전이나 초전도 전력저장 등이 있는데, 입지 문제

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용화단계에 이르고 있지

는 않다[2]. 수요처 측에 의한 대책으로는 축열식 공

조시스템과 전력저장시스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전력회사는 야간 전력요금 단가를 저렴하게 하는

요금설정 등을 통해 수요처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한 여러 방법 중,

수요처 즉 빌딩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조방식 대신 축열식 공조방식을 적용하는 전력부

하 평준화 방법을 채택할 경우의 경제성 검토를 통

해 그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축

물 중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은 사무소건물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2. 조건 설정

2.1 제안 시스템

사무소 용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설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과

가급적 채택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있다. 의무사항

외에 권장사항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많은

건축주들은 초기공사비의 부담으로 인해 의무사항

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제도적 지

원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절약 효과

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

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

준’의 내용 중 의무적인 것만 적용하여 건축된 건축

물로 하였다. 

냉방전용인 빙축열방식 외에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겸용 수축열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수축

열조는 빙축열조에 비해 매우 넓은 설치공간을 필

요로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고려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Fig. 1에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열원, 공조방식, Fig. 2와 3에 사무소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열원, 공조시스템을 나타

낸다. 

2.2 건축적, 설비적 조건

사무소건물의 열원기기 용량을 나타낸 문헌에, 일

반적인 사무소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0~35,000

m2에 대해 용량을 제시하고 있다[3]. 현재 빙축열시

스템을 비롯한 특수열원방식을 적용한 건물은 연면

적 수만 m2의 고층건물이 대부분이며, 관련된 기존

의 연구도 비교적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일반적인 건물에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층 및 저층 건물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따라서 상기 일반적 사무소건물의 연

면적 범위 중 비교적 다수라고 할 수 있는 5,000 m2

인 건물을 규모에 관한 조건으로 하여 필요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펌프의 용량산정에 필요

한 건물 높이는 5층 건물을 상정하여 20 m로, 공급

과 환수의 온도차는 일반적인 값인 5℃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ice thermal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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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축열시스템과의 비교를 위한 열원시스템은 현

재 많은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흡수식냉온수기방식

및 공기열원 히트펌프방식으로 가정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Fig. 2와 3에 나타낸다.

한편 빙축열방식과 같은 특수열원방식을 적용할

경우, 흡수식냉온수기방식과 같은 일반열원방식, 또

는 지열시스템 등 다른 특수열원방식과의 담당비율

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물 열원

시스템의 운영방법에 관한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도

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빙축열시

스템을 적용한 주요 건물의 경우 빙축열시스템의

비중이 33~100%를 나타내고 있다[4].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빙축열시스템 이외의 열원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빙축열시스템용 냉동기를 야간에만 가동하고 주

간에는 가동하지 않는 용량으로 할 경우, 냉동기 용

량이 커지면서 설치비용도 증대하지만 야간에만 가

동하므로 전기요금은 감소한다. 반면, 냉동기를 야

간 및 주간에 가동하는 용량으로 할 경우, 이와는 반

Fig. 3. Schematic diagram of air source heat pump

system.

Fig. 2. Schematic diagram of gas using apsorption chiller-

heater system.

Table 1. Initial cost of ice thermal storage system

Categories
Each capacity and 

quantity

Unit price

(1,000won)

Price

(1,000won)

Equip.

cost

(1) Refrigerator 300kW×1 50,000 50,000

(2) Cooling tower 350kW×1 8,000 8,000

(3) Ice storage 1,930kW.h×1 120,000 120,000

(4) Heat exchanger 560kW×1 15,000 15,000

(5) Boiler 750kW×1 42,000 42,000

(6) FCU 29.4kW×25 800 20,000

(7) Pump

Brine 15kW×2 3,000 6,000

Hot and cold water 22kW×2 3,500 7,000

Cooling water 15kW×2 3,000 6,000

(8) Equipment related construction - {(1)~(7)}×0.25 68,500

Const.

cost

(9) Pipe

Mech. room - - 52,000

Mech. room~Cooling tower - - 6,600

Mech. room~FCU - - 40,000

(10) Automatic control - {(1)~(9)}×0.15 66,170

(11) Electricity 40% of pipe - 39,440

(12) Other expenses - {(1)~(11)}×0.1 54,670

Total - - 6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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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설치비용은 감소하며 전기요금은 증가한다. 두

가지 방식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심야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

의 대상인 사무소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부하특성으

로 인해 후자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全)축열방식이 아닌 부분축열방

식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즉 23시부터 다음 날 9

시까지는 냉동기가 축열운전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축열조에서의 방냉과 함께 냉동기가 냉방운전을 하

는 작동방식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초기투자비 산정

초기투자비 구성항목은 기기비와 공사비로 하였

다. 앞서 건축적 조건에서 검토 대상 건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m2로 가정했는데, 이 규모에 대한 대

략적인 열원기기 용량, Q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550 kW(약 160 RT)이다)[3]. 

Q = 0.1019A + 38.922 (1)

여기서, A는 연면적이며 단위는 m2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 용량을 기준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기기비

와 공사비의 데이터는 건설업체로부터의 자문 및

물가정보자료를 참고로 하여 결정하였다. 

Table 1~3에 세 시스템의 초기투자비 산정결과를

나타낸다.

4. 연간 운전비

4.1 운전비 산정방법

Table 2. Initial cost of gas using absorption chiller-heater system

Categories
Each capacity 

and quantity

Unit price

(1,000won)

Price

(1,000won)

Equip.

cost

(1) Absorption chiller-heater 550kW×1 150,000 150,000

(2) Cooling tower 880kW×1 20,000 20,000

(3) FCU 29.4kW×25 800 20,000

(4) Pump
Hot and cold water 22kW×2 6,000 12,000

Cooling water 30kW×2 9,300 18,600

(5) Equipment related construction - {(1)~(4)}×0.25 55,150

Const.

cost

(6) Pipe

Equip. room - - 40,000

Mech. room~Cooling tower - - 6,960

Mech. room~FCU - - 40,000

(7) Automatic control - {(1)~(6)}×0.15 54,410

(8) Electricity 40% of pipe - 34,780

(9) Other expenses - {(1)~8)}×0.1 45,190

Total - - 497,090

Table 3. Initial cost of air source heat pump system

Categories
Each capacity 

and quantity

Unit price

(1,000won)

Price

(1,000won)

Equip.

cost
(1) Heat pump

Outdoor 114kW×5 18,000 90,000

Indoor 8.3kW×70 800 56,000

Const.

cost

(2) Pipe - - 87,000

(3) Automatic control - {(1)＋(2)}×0.15 34,950

(4) Electricity 40% of pipe - 34,800

(5) Other expenses - {(1)~(4)}×0.1 30,275

Total - - 3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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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의 운전비 산정을 위해서는 연간 에너지사용

량을 추정해야 하는데, 연간 부하에 대한 자료는 국

내와 국외 모두 매우 부족하며, 각 자료의 일관성도

미흡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간 부하 관련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관련 자료 중 일본의 공기조화위생공학회에서

제시한 전부하상당시간(냉방 및 난방 합계 1,398 h)

을 에너지사용량과 운전비 산정에 적용하였다[5].

4.2 연간 에너지사용량 

연간 운전비 산정을 위해 전부하상당시간 개념으

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하는데, 전기요금 기준

이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월

별로 분리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연

구[6]에서 적용한 월별 에너지 사용비를 본 연구의

대상 건물 용량으로 환산해서 적용하였다. Table 4

에 기존 연구의 월별 에너지 사용비율과 본 연구대

상에서의 환산량을 나타낸다. Table 4의 둘째 칸이

기존 연구의 월별 사용량 비이고 셋째 칸이 환산량

인데,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 건물 피크부하인 550

kW에 전부하상당시간 1,398을 곱한 값을 연간 에너

지사용량으로 적용하고, 이것에 둘째 칸에 나타나

있는 월별 비율을 곱한 것이다. 

Table 4의 월별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 사용비율

에 의거해서 세 시스템에 적용된 각 기기의 월별 에

너지사용량을 산정하였으며, 이것을 Table 5~7에 나

타낸다. Table 5~7에서도 에너지사용량은 전부하상

당시간 개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기기에 따라서

는 연간 사용되는 것과 일부 기간만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Table 5~7의 오른쪽 끝에 있는 연간 사용량

은 모든 기기가 연간 사용된다는 가정한 값이고, 이

Table 4. Energy use rate in existing study and amount of energy use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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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use rate in 

existing study [%]
12.2 10.2 7.8 5.1 4.9 7.1 12.2 11.8 7.6 3.9 7.5 9.8 100

Amount of energy use 

for this study [MWh]
93.8 78.4 60.0 39.2 37.7 54.6 93.8 90.7 58.4 30.0 57.7 75.4

550kW×1,398h

=768.9MWh

Table 5. Monthly and annual energy use of refrigerator, cooling tower, boiler, FCU and pumps in ice thermal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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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igerator 

[kWh]

- - - - 7,535 10,918 18,761 18,146 11,687 - - - 768.9MWh÷5.0

=153,780kWh

Cooling tower 

[kWh]

- - - - 343 496 853 825 531 - - - 5kW×1,398h

=6,990kWh

Boiler[GJ] 338 282 216 141 - - - - - 108 208 271 1,980MJ/

h×1,398h

≒2,768GJ

FCU[kWh] 682 570 436 285 274 397 682 660 425 218 419 548 4kW×1,398h

=5,592kWh

Brine pump 

[kWh]

- - - - 1,028 1,489 2,558 2,474 1,594 - - - 15kW×1,398h

=20,970kWh

Hot and cold 

water pump 

[kWh]

3,752 3,137 2,399 1,569 1,507 2,184 3,752 3,629 2,337 1,199 2,307 3,014 22kW×1,398h

=30,756kWh

Cooling water 

pump[kWh]

- - - - 1,028 1,489 2,558 2,474 1,594 - - - 15kW×1,398h

=20,970kWh

[Remark] Refrigerator, cooling tower, brine pump and cooling water pump was assumed that they were run 5 months

(May~Sep.). And boiler was assumed that it was run 7 months (Oct.~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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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Table 4의 월별 에너지 사용비율을 곱해서 각

기기의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일부 기간만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 월별 에너지사

용량을 모두 더한 값과 연간 사용량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기간만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서 연간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사용량을 나타낸 이유는

각 기기의 월별 에너지사용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Table 6의 흡수식냉온수기에서 사용되는 가스량은

MJ/h 단위로 산정하였으며, 이때 흡수식냉온수기의

COP는 제조업체 자료를 참고하여 냉방운전 시 1.1,

난방운전 시 0.8로 가정하였다. Table 5~7의 각 수치

가 도출된 과정을, Table 5의 냉동기와 Table 6의 흡

수식냉온수기의 5월 수치를 예로 들어 식 (2)와 (3)

에 나타낸다. 

E1 = A÷C×D = 768,900÷5×0.049≒7,535 (2)

E2 = B÷C×D = 2,768÷1.1×0.049≒123  (3)

A : 냉동기의 연간 에너지사용량(Table 4) [kWh]

B : 흡수식냉온수기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Table 6)

[GJ]

C : 냉동기 및 흡수식냉온수기의 COP

D : 5월의 에너지 사용 비율

 

Table 6의 흡수식냉온수기와 마찬가지로 Table 5

와 7에서 냉동기 및 히트펌프는 COP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변화하므로 COP를 고려하여 에너지사용

량을 산정하였으며, 특히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공기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월별 평균기온에 따

른 COP를 고려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하였다.

월별 평균기온은 기상청 자료[7]를 참고하여 지난

10년간 평균기온으로 하였으며, COP는 제조업체

문의 결과에 의거하였다. Table 5에서 냉동기의 에

너지사용량은 COP 5.0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며,

공기열원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Table 7에 월별 평균

COP를 나타냈다. 즉, Table 7의 둘째 칸은 월별 평

균 기온이며, 셋째 칸은 COP, 넷째 칸은 Table 4 셋

째 칸 값을 월별 평균 COP로 나눈 값이다. Table 5

에서 적용한 냉동기는 주간에도 야간에도 가동되고,

더욱이 야간은 제빙운전이므로 COP 변화가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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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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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rption 

chiller-heater 

[GJ]

422 353 270 176 123 179 307 297 191 135 260 339 550kW×3.6MJ/kW

×1,398h÷COP

Cooling tower 

[kWh]

- - - - 822 1,191 2,047 1,980 1,275 - - - 12kW×1,398h

=16,776kWh 

FCU[kWh] 682 570 436 285 274 397 682 660 425 218 419 548 4kW×1,398h

=5,592kWh

Hot and cold 

water pump 

[kWh]

3,752 3,137 2,399 1,569 1,507 2,184 3,752 3,629 2,337 1,199 2,307 3,014 22kW×1,398h

=30,756kWh

Cooling water

pump [kWh]

- - - - 2,055 2,978 5,117 4,949 3,187 - - - 30kW×1,398h

=41,940kWh

[Remark] Cooling tower and cooling water pump was assumed that they were run 5 months (May~Sep.) in summer.

Table 7. Monthly mean temperature, COP and energy use of heat pump in air source heat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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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3.1 0.4 6.0 12.4 18.7 23.3 25.8 26.7 21.9 15.3 7.4 -1.0 -

COP 2.83 2.96 3.50 4.60 5.39 5.02 4.67 4.81 5.17 5.03 3.57 2.82 -

Heat pump[kWh] 33,145 26,486 17,143 8,522 6,994 10,876 20,086 18,857 11,296 5,964 16,162 26,738 202,269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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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어서 기기 효

율에 대한 문헌[8]이나 제조업체 자료 등을 통해 고

효율로 인정받는 장비의 연간 운전 성능을 참고로

하였다. 

4.3 연간 운전비 

Table 5~7에 나타낸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시스템

별 연간 운전비를 계산하는데, 운전비 계산을 위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산정기준을 Table 8~10에 나

타낸다. 

Table 8과 Table 9는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체계 중

본 시스템의 용량과 조건에 적합한 ‘일반용전력(을)

고압C 선택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9], 그중 Table

9는 심야전기를 적용할 경우의 요금을 나타낸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사용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Table 8에서는 이 시간대의 요금만을 제시

하였으며, Table 9의 심야전기 요금도 주간 및 야간

모두 냉동기를 가동하는 부분축열에 관한 요금만을

제시하였다. 

또 공조부하량은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Table

8의 값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

서 시간대별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월별 운전요금을

산정하였다. 가스요금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는 회사의 요금체계 중 ‘냉방용(냉난방 공조

용)’을 기준으로 하였다[10]. 

Table 5~7에 나타낸 에너지사용량 및 Table 8~10

에 나타낸 전기 및 가스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

된 시스템별 난방기간 중 운전비를 Table 11~13에

나타낸다. Table 11에서 전기의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은 심야운전 비율을 전체 운전의 1/2로 가정하

여 산정하였다. Table 11~13의 각 수치가 도출된 과

정을 Table 11의 전기요금과 Table 12의 가스요금의

7월 수치를 예로 들어 식 (4)~(6)에 나타낸다.

W1 = A×B = 121×(7,160÷2)≒433,000  (4)

W2 = C×D+E×F=24,730×66.8+4,434×88.4

≒2,044,000 (5)

W3 = G×H = 307,000×9.9638≒3,059,000 (6)

A : 전체 기기의 전기용량(300/5＋5＋4＋15＋22＋

15＝121)(Table 5) [kW]

B : kW당 전기 기본요금(Table 9) [원/kW]

C : 주, 야간 운전기기의 전기사용량(냉동기, 냉각

탑, 브라인펌프, 냉각수펌프)(Table 5) [kWh]

D : 주, 야간 평균 전기 사용량요금{(45.2＋88.4)/

2}(Table 9) [원/kWh]

E : 주간에만 운전하는 기기의 전기사용량(FCU, 냉

온수펌프)(Table 5) [kWh]

F : 주간 전기 사용량요금(Table 9) [원/kWh]

G : 7월 가스사용량(Table 6) [MJ]

H : 7월 가스사용량 요금(Table 10) [원/MJ]

4.4 투자비 회수기간

회수기간 방법에서 투자비 회수기간을 계산할 때

회수기간 중 이자는 통상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생략하였다. Table 1~3에 나타낸 세

시스템의 초기투자비와, Table 11~13에 나타낸 세

Table 8. Electric rate by seasonal and time variance

Time zone

Basic 

Rate

[won/kW]

Meter Rate[won/kWh] 

Jun.~

Aug.

Mar.~May, 

Sept., Oct.

Nov.~

Feb.

09:00~10:00

6,590

112,4  82.4 112.0

10:00~12:00 193.3 112.8 168.6

13:00~17:00 193.3 112.8 168.6

17:00~18:00 112.4  82.4 112.0

Weighted 

Average
173.1 105.2 154.5

Table 9. Electric rate of night electricity

Categories
Basic Rate

[won/kW]

Meter Rate

[won/kWh]

Use 

24 hours

7,160×(Consumption 

during 

23:00~09:00)÷

(Monthly Total 

Consumption)

23:00~

09:00

Nov.~Feb. 62.3

Mar.~Oct. 45.2

Other 

Time
88.4

Table 10. Gas rate by seasonal variance

Meter rate Remarks

15.3591won/MJ Dec.~Mar.

9.9638won/MJ May‘Sep.

14.7656won/MJ Apr., Oct.~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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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연간 운전비에 따라 축열시스템의 투자비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흡수식냉온수기 시스템과 비

교할 경우 약 7.7년, 공기열원히트펌프 시스템과 비

교할 경우 약 79.3년으로 나타난다. 회수기간 중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투자비 회수기간으로

서 이와 같은 기간은 경제성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흡수

식냉온수기 시스템과 공기열원히트펌프 시스템을

비교하면 초기투자비와 운전비 모두 흡수식냉온수

기 시스템이 커서 경제성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원유, 천연가스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은

국제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며, 또 전

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시스템의 지나친 보급으로

인해 비수기 주말에는 전기예비율이 50%에 이르는

등[11], 에너지정책 상의 비효율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건축물 중 용도, 규모, 냉

방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는 축열시스템이나 가스

냉방을 적용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효율적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적극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한 빙축열시스템을 적

용하는 건물은 경제성 측면에서 수만m2 이상의 건

물이 일반적이고 중소형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 예

가 많지 않다. 그러나, 1만 m2 이하의 중소형 건물

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 또는 정책지원

을 통해 전력부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기예비

율의 축소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최근 큰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축열식 열원시스템을 통해 전력부하 평준화를 도

모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경감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본 연구에서 이하와 같은 결

론이 도출되었다.

(1) 현재 기준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운전비

를 계산할 경우 흡수식냉온수기 시스템 및 공기열

Table 11. Monthly and annual operating cost in ice thermal storage system (refrigerator＋cooling tower＋boiler＋FCU＋
pumps) (1,0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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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
Basic rate 798 433 798 7,751

Meter rate 685 573 298 195 821 1,190 2,044 1,977 1,273 149 421 550 10,175

Gas Meter rate 5,191 4,331 3,318 2,097 - - - - - 1,595 3,071 4,162 23,765

Total 6,674 5,702 4,414 3,090 1,254 1,623 2,477 2,410 1,706 2,542 4,290 5,510 41,692

Table 12. Monthly and annual operating cost in gas using absorption chiller-heater system (chiller-heater＋cooling tower

＋FCU＋pumps) (1,0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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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
Basic rate 448 5,376

Meter rate 685 573 298 195 490 1,168 2,008 1,942 760 149 421 550 9,239

Gas Meter rate 6,482 5,422 4,147 2,599 1,226 1,784 3,059 2,959 1,903 1,993 3,839 5,207 40,618

Total 7,615 6,443 4,893 3,242 2,164 3,400 5,515 5,349 3,111 2,590 4,708 6,205 55,233

Table 13. Monthly and annual operating cost in air source heat pump system (1,0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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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rate 1,280 15,360

Meter rate 5,121 4,092 1,803 897 736 1,883 3,477 3,264 1,188 627 2,497 4,131 29,716

Total 6,401 5,372 3,083 2,177 2,016 3,163 4,757 4,544 2,468 1,907 3,777 5,411 4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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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트펌프 시스템에 비해 운전비가 경감되지만 초

기투자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줄어든다.

(2) 두 시스템에 대해 초기투자비와 운전비에 따

라 계산한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7.7년 및 79.3년으

로, 이 수치로는 공기열원히트펌프 시스템은 물론

흡수식냉온수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있다

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3) 정부 차원에서 전력부하 평준화를 통한 친환

경 에너지시스템을 위해 심야 전기요금 우대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원유, 천연가스 등의 국제 에

너지가격에 관한 향후의 불확실성, 비수기 전기예비

율 상승과 같은 에너지정책 상의 비효율, 미세먼지

배출 삭감 등을 고려할 때, 축열시스템을 현재 기준

에서의 경제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

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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