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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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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give a subsidy for renewable energy 
system of green home. This policy will make an appeal to consumers. But For 
success of this policy, Economic benefit of consumer is essential. In this 
study, benefit and cost is seperated to consumer part and government part, 
respectively. consumer's benefit is energy saving and asset value increment. 
Consumer's cost is real input money except  government's subsidy. Government's 
benefit is consist of energy import reduction, carbon discharge reduction and 
new production increm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subsidy will not so enough 
to activate the green home. PV system for the korean general apartment has the 
payback period of 19 years. So, For th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of 
green home, more strong subsidy policy and more economic technoloy development 

i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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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세계적인 에너지, 환경위기로 인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주택분야에 에너지절감, 신

재생에너지기술을 적용하는 그린홈보급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홈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

책동향을 살펴보고 지원정책에 따른 그린홈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재

생에너지 중 주택적용사례가 많고 가장 높은 공

급비중이 예상되는 태양광발전기술에 대해 소비

자 측면에서의 비용/편익과 정부 측면의 비용/효

과를 분리하여 경제적타당성을 평가하였다.

2. 그린홈보급정책 소개

2008년 12월 확정된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존

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효율성 및 민간참여 

유도에 문제점을 제기되어 보급정책의 방향을 기

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시장 주도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

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 200개 조성, 공공․민
간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아파트, 학교 등 마을

단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기존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 모든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 추진되며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기

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한

국형 설비를 개발, 보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방비 등의 주거비용을 절감하

고 지자체, 민간의 투자경쟁을 유도하여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확대하며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추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린홈보급정

책에 따른 2009년도 지원계획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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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 사업당)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

고정식

3kW 이하/호
4,326/kW이하

계통연계 기 임BIPV 별도 심사

추 식 별도 심사

태양열

평 형

8~30㎡이하/호
465/㎡이하

심야 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 형 490/㎡이하
이 진공 형 470/㎡이하

바이오 목재 펠렛보일러 23.3kW이하/호 별도 심사 -

소형풍력 소형풍력 3kW이하/호 별도 심사 계통연계 기 임

지  열 수직 폐형 17.5kW이하/호 625/kW이하 심야 력 이용 제외

Table 1.  Green home subsides details

항   목
투자비 회수기간

46m2 84m2

태양열 31.2 23.6

태양 23.7 23.8

지열 16.3 17.5

바이오매스 7.8 7.8

Table 2. Payback period of renewable energy  for house 
3. 그린홈사업의 타당성 평가방법

3.1 평가의 전제조건

기존의 연구(김효진1) 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린홈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경

우의 투자비회수기간은 table 2와 같다. 도시내 

온도차에너지에 대한 연구(안형준2)외, 2008)의 

결과와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부족

하여 적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비의 30~60%를 지원하므로 이를 감안한 소비

자의 투자/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의 투자에 대한 편익

을 별도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3.2 소비자 비용/편익분석 방법

소비자의 실질적인 비용과 편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p(비용) = Fc - Fs + Ic - Is

여기서 Fc : 설비 투자액

       Fs : 설비 보조금

       Ic : 간접적 투자

       Is : 간접적 보조

Bp(편익) = Sb + Wb + Mb

여기서 Sb : 운영비 절감액

       Wb : 재산가치 증가액

       Mb : 무형적 편익

위의 편익계산식에서 재산가치 증가액과 쾌적

성과 같은 무형적 편익은 현재 계량화가 어려우

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경

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다. 비용/편익분석결과는 투자비 회수기

간과 내부수익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3.3 정부 비용/편익분석 방법 

그린홈사업에서 정부의 비용, 편익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Cg = Fs + Is

Bg = Na + Cd + Eb

여기서 Na : 수입대체금액

       Cd : 탄소배출저감금액

       Eb : 수출증가액

그린홈사업의 기대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률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절감 및 에너지수입 감

소,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수출산업 육성 등으로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우나 에너지수입대체나 탄소배출저감의 경제적 

편익은 충분히 계산 가능하므로 우선 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4.1 분석 모델

현재 그린홈 사업의 주요 적용기술은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기술로 예측되는데 지열, 연료전

지의 경우 주택 적용기술과 사례가 부족하므로 

태양광기술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제안된 500세대규모의 공동주택

의 제원과 태양광발전설비는 Table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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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세 수 500가구

세 규모 85m2 30평형

용 률 200%

바닥면 2,000m2 25층 5개동

부지면 25,000m2

Table 3. Spec. of apartments model

항  목 내  용 비  고

용면 2,000m2 옥상부

용용량 250Kwp

발 효율 13%

PV종류 단결정 실리콘 13~15%

이용방식 개별세  연결형 세 별 0.5Kwp

정부고시가격 721만원/Kwp

정부지원비율 60%

Table 4. Spec. of PV system 

항 목  액(만원) 비  고

체투자비 180,250 721만원/Kwh

소비자 지분 72,100

정부 지분 108,150 체의 60%

Table 5. Cost of PV system 

항  목 추정치 비 고

투자비회수기간 18.10 소비자투자/에
지 감편익내부수익율 0.97%

Table 7. Result of B/C analysis

진단계 투자비회수기간 내부수익률

201~300 18.10 0.97

301~400 12.46 5.00

401~500 8.30 10.37

550~ 4.60 21.29

Table 8. B/C analysis result of case 1 

투자비 감 정부 60%투자 정부 정액 투자

100% 0.97% 0.97%

90% 2.04% 4.01%

80% 3.29% 9.12%

70% 4.80% 21.66%

Table 9. IRR of case 2 

4.2 소비자 비용/편익 분석 결과

4.2.1 비용 분석

태양광분야에 대한 그린홈사업의 지원내용을 

감안하여 총비용 및 소비자, 정부의 투자지분을 

각각 계산하였다. 태양광설비의 경우 간접적 비

용이나 간접적 보조가 미약하여 이를 생략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4.2.2 소비자 편익 분석

소비자의 직접적 편익은 에너지비용절감으로 

나타나는데 주택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를 감안

해야 하는데 분석모델의 전용 85m2규모 아파트의 

경우 약 329Kwh/월을 사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전력단가를 132.5원/Kwh로 계산하였고 발전량은 

기존 연구결과(오명석3) 외,2008)를 참조하여 결

정하였다. 계산결과는 table 6과 같다.

4.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위의 비용/편익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설비의 

수명이 20년으로 가정하여 투자비회수기간과 IRR

을 구하였다. Table 7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투

자비회수기간이 18.1년, 내부수익율이 0.97%로 

정부보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측면의 경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투자비 절감, 에너지절감액이 

증대의 경제성 확보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가정하여 2개의 대안모델을 설정하고 분

석을 실시하였다.

1) Case 1 : 전력단가의 변화

Case 1 경우 누진단계별로 전력단가를 조정하

여 분석한 결과 400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수익율이 10.37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2) Case 2 : 태양광 투자비의 절감

정부보조가 설치비의 60%를 정율지원, 432.6

만원/Kwp를 정액지원인 조건에서 투자비 감소에 

따른 내부수익율 변화를 table 9에서 살펴보면 

정부보조가 정율지원인 경우 경제성 향상이 미약

하며 정액투자시 설치비를 80%까지 줄일 경우 내

부수익율이 9.12%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태양광분야의 경우 그린

홈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정부보조를 늘리거나 정액지원을 통해 소비

자의 효율적 기술채택을 장려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연구의 편익 계

산에서 제외된 재산가치 증가나 무형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에너지등급제, 용적율 상향, 

세금감면 등의 여타의 지원방법이 제시된다면 경

제적 타당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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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추정치 비 고

수입 체편익 1,795.4만원 연료단가(59.73원/Kwh)

탄소 감편익 450.4만원 배출권거래가격($15/t) 

편익 합계 2,245.9만원 계량가능한 편익

Table 10. Benefit of government

항  목 추정치 비 고

투자비회수기간 48.15 수입 체편익+
탄소 감편익내부수익율 -7.22%

Table 11. Result of B/C analysis 

4.3 정부투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4.3.1 정부투자의 편익 분석 

계량화가 가능한 정부의 편익으로 수입대체편

익과 탄소저감편익을 가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사하면 table 10과 같이 나타난다.

수입대체편익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과 수력

을 제외한 화석연료(LNG,석탄, 석유)의 발전량과 

연료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탄소저감편익은 

원자력과 수력을 제외한 전력생산의 탄소배출계

수와 배출권거래가격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4.3.2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투자비를 감안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이에 따르면 투자비 회

수기간은 48.15년, 내부수익율은 -7.22%로 경제

적 타당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투

자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모두 정량화하여 편익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계량화가 어려운 수

출 기여도, 주거만족도 향상, 신재생에너지 홍보 

등의 무형적 효과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무형적 효과에 대한 계량화는 충

분한 사례의 축적되어야 가능하므로 향후에도 상

당기간 기대효과의 종합적인 편익산정은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책달성효과

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보다는 

기대효과의 직접적 지표를 투자비로 나눈 비용/

효과분석(김동건4),2008)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정부투자 대비 신재생에너지생산량, 화

석연료절감 및 탄소배출절감량, 수출증가액, 소

비자 주거만족도 향상 등의 지표를 분석하여 이

를 해외사례와 비교하거나 연도별로 변화로 비교

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기대효과지

표를 가중평균하여 평가지표화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정부의 그린홈보급정책에 따라 공동주택에 태

양광발전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경제적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보조를 감안하더라도 소비자 투자에 

대한 기대편익이 부족하며 경제성확보를 위해 정

부보조의 증대나 기술적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2.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보

조의 정액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

발적 기술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편

익 증대를 위해 탄소배출저감편익을 소비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소비자의 편익 중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

른 재산가치 증대 및 주거만족도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효과를 높

이기 위해 에너지등급제, 세제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4. 정부투자의 기대효과인 화석연료절감 및 

수입대체, 탄소배출저감, 수출산업육성 및 고용

창출을 계량화하기 어려우므로 비용/편익분석보

다는 지표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되며 특히 지원대상의 선정시 정부기대효

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택분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초기단

계이므로 향후 복합적용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적용사례가 증가하면 비용/편익에 대한 

근거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

적인 비용/편익 분석방안과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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