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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자 수요관리용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적정 가격 산정

Estimation of Reasonable Price of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for 
Electricity Customers Demand Management

김 슬 기†․조 경 희*․김 종 율*․김 응 상*

(Seul-Ki Kim․Kyeong-Hee Cho․Jong-Yul Kim․Eung-Sang Kim)

Abstract  -  The paper estimated the reasonable market price of lead-aci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intended for demand management of electricity customers. As time-of-use (TOU) tariffs have extended to a larger 

number of customers and gaps in the peak and off-peak rates have gradually risen, deployment of BESS has been 

highly needed. However, immature engineering techniques, lack of field experiences and high initial investment cost have 

been barriers to opening up ESS markets. This paper assessed electricity cost that BESS operation could save for 

customers and, based on the possible cost savings, estimated reasonable prices at which BESSs  could become a more 

prospective option for demand management of customers. Battery scheduling was optimized to maximize the electricity 

cost savings that BESS would possibly achieve under TOU tariffs conditions. Basic economic factors such as payback 

period and return on investment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reasonable market prices. Actual load data of 12 industrial 

customers were used for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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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증가하는 최 력수요 리의 요성과 정부의 에

지 장장치 육성 보  정책으로 인하여, 2013년 5월부터 계

시별 요 제가 계약 력 100kW 이상의 력소비자(이하 소

비자)로 확 됨에 따라 약 16만 8천 소비자가 변동요 제의 

용을 받게 되었다. 새로이 계시별 요 제의 용을 받는 

소비자는 부하사용패턴에 따라 약 30∼40% 정도의 요  증

가가 상되며, 약 7∼8%에 달하는 최근 5년간의 기본요  

 력량요  편차의 인상 수 으로 볼 때 소비자의 부담

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2]. 더욱이  력산업 

규제와 공공재로서 인식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요 은 여 히 낮은 수 이므로 우리가 처한 에 지 

기와 력수요 리의 시 성으로 볼 때 당분간의 지속 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계시별요 제가 용되는 

부분의 소비자는 기가 생산활동의 요한 부분이 되는 

상업용  산업용 소비자로서 기요 의 부담은 생계의 부

담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수요 리 

기술의 보  확산이 필요하며, 지 력 장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 력소비패턴의 개선은 능동 인 수요 리의 표기

술이라고 할 수 있다 [3-8]. 

이차 지를 이용한 력 장시스템의 요소기술은 이미 상

용화단계에 이르 으나, 수요 리 시장으로의 보 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실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과 운  경험의 부족, 그리고 보 을 

한 정가격에 한 공감 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과에 비해 시설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BESS의 도입을 극 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이 

확산되지 않으므로 양산체제로의 환을 통한 시설비의 하

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행 계시별 요 제 수 에서 수요 리 

BESS의 활발한 시장보 을 한 정가격을 소비자의 수익

에서 산정하 다. 정부의 보조  정책, 시범보 사업 추

진 등으로 기 시장을 형성한다하더라도 시장의 활성화는 

궁극 으로 소비자들의 자발 인 투자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재 제반환경에서의 정가격 수 을 가늠하는 것은 

시 한 일이라고 단된다. 다양한 종류의 이차 지가 상용

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비교  출력의 고 에 지용량이 요

구되는 행 계시별 요 제의 특성과 지의 가격 등 경제

성과 기술 인 면에서 가장 시장보 에 다가와 있는 연축

지 기반의 BESS를 상으로 하 다. 기요  최소화를 

한 BESS의 최  충방  계획 모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수

익을 계산하 으며, 이모형에서는 연축 지의 충방  속도에 

따른 효율과 사용횟수에 따른 충 용량의 감소가 고려되었

다. 사례연구에서는 규모나 부하사용 패턴 면에서 수요 리 

BESS의 한 소비자로 한 아 트형 공장들의 실측 

수집된 부하를 바탕으로 재 요 체계에서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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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하 다. 

2. 소비자 수요 리용 BESS

수요 리 BESS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특정시간 에 소비

자의 최 수요를 제한하고 기요 이 낮은 시간 에 충

을 하여 요 이 높은 시간 에 방 을 하는 등의 략을 통

하여 소비자의 기소비패턴을 능동 으로 조 함으로써 소

비자의 기요 을 최소화하거나, 수요반응 로그램에 참여

하여 수요조정 인센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 8]. 운

략은 시행 인 요 제나 수요반응 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 국내에서 력시장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 

규모 소비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시행 인 

제도를 고려할 때 가능한 수요 리 략은 표 1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국내의 수요반응 로그램[9]은 매 2-3년 단

로 임시 용하고 있으며 시행기간 한 2-3주 정도의 짧

은 기간에 한정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BESS를 통하여 고

정된 수익을 올리기 힘드므로, 본 논문에서는 계약 력 

300kW 이상의 소비자에 용되는 계시별 요 제에 맞춰 

기요  최소화하는 방식을 수요 리 BESS의 기본 운 략

으로 설정하 다. 

운

략
기요  최소화 수요반응 인센티  최 화

내용

최 수요 삭감을 

통한 기본요  

최소화 시간 별 

충방 을 통한 

력량요  최소화

사 에 공시된 

수요조정기간동안 

수요 리를 통하여 

수요반응 인센티  최 화

시행

제도
계시별 요 제

수요반응 

로그램(주간 고/지정기

간/비상  등)

상

소비

자

계약용량 

300kW이상의 고객

최 수요 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고객

시행

기간
상시

임시

( 력수요 집  기간 등 

비상시)

표   1  수요 리 BESS의 운 략 

Table 1 Typical demand management strategy of BESS

3. 정 가격 산정 차

소비자 수요 리 BESS의 정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한 사용된 차는 그림 1과 같다. 먼  소비자의 연간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BESS 용 의 연간 기요 을 계산

하고, BESS를 설치하여 연간 최 충방  시 연간 기요  

감액을 계산하 다. 그리고 기요  인상률과 할인율을 

용하여 매년 기요  감액을 가화하여 BESS 사용기

간 동안의 소비자의 수익을 계산하 다. 이로부터 투자비 

회수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여 정 시장가격을 산정

하 다.

그림 1 BESS 정가격 산정 차

Fig. 1 Reasonable price estimation process

3.1 연간 기요  계산

계시별 요 제 상이 되는 계약용량 300kW 이상의 소

비자의 기요 은 기본요 과 력량요 으로 구성되며, 기

본요 과 력량요 의 합계에 력산업기반기 (3.7%)과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청구 액이 결정된다. 기본요

은 계약 력을 기 으로 하나, 최 수요 력계를 설치한 

소비자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  12개월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당월분의 최 수요 력  가

장 큰 최 수요 력을 요 용 력으로 하여 기본요 을 

산정한다[10]. 력량요 은 실제 사용한 력사용량에 하

여 부과되는 요 으로서, 소비자의 시간별 력사용량과 해

당 시간의 력량요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연간 력

량요   연간 기본요 은 각각 식 (1)  식 (2)과 같이 

계산하 으며[11], 두 요 을 합산하여 연간 기요 을 산

출하 다. 

연간전력량요금원  
  




 



            (1)
연간기본요금원  

  



      (2)

여기서, i  : 월 (단, i= 1∼12)

      j : 해당 시간 (단, j=1∼24)

      ni : i월의 일 수  

      Pij : i월 평균 부하곡선에서 j시의 력사용량[kWh]

      Cij : i월 j시의 력량요 단가[원/kWh]

      Ppeak,i : i월 기본요 용 최 수요 력 [kW]

      B : 기본요  단가 [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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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 수 력 선정 방법

Fig. 3 Process for setting peak load limit  

3.2 연간 최  충방  계획

연간 최  충방 계획은 소비자의 연간 기요 을 최소

화하기 한 BESS의 충방 량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연간 

기요 은 최 수요 력에 따른 기본요 과 력량 사용에 

한 력량요 으로 구분되므로, BESS를 이용하여 기존의 

최 수요를 최 한 낮춤으로써 기본요 을 최소화하고, 낮춰

진 최 수요를 제약조건으로 두어 소비자의 력량요 이 

최소가 되도록 BESS의 시간별 충방 량을 최 화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11].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간 최  충방  계획 수

립도이며, 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간 충방 계획 최 화 차

Fig. 2 Annual scheduling optimization process

① 상 BESS의 정격출력  용량으로 최 한 제한할 

수 있는 소비자의 최 부하 산정 (최 수 력 하한)

② 최 수 력 하한으로부터 소비자의 연간 기본요  

계산

③ 최 수 력을 제약조건으로 설정하고 매월 근무일 

 공휴일의 평균부하곡선에 한 일간 충방 계획 수립

④ 수립된 일간 충방 계획으로부터 연간 력량요  계산

⑤ 연간 기본요 과 연간 력량요 을 합하여 BESS에 

의해 최소화된 연간 기요 을 산출

주어진 용량의 BESS로 제한할 수 있는 소비자의 최 수

력은 매월 최 부하일 곡선을 이용하여 그림 3의 방법

으로 산출하 다. 

일간 최  충방  계획에서는 해당일의 력량요 을 목

함수로 두고, 제약조건으로는 BESS의 정격 충방  출력, 

BESS의 지용량  소비자의 최소  최 수 력을 두

어 그림 4와 같이 정식화하 다. 

그림 4 일간 충방 계획 최 화 모형

Fig. 4 Daily scheduling optimization model

3.3 연간 기요  감액 계산  가화

      

연간 기요  감액은 BESS 용 의 연간 기요

과 용 후의 연간 기요 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매년 

구해지는 기요  감액  기본요  감액은 kW당 기

본요 단가의 증가에 따라 커지고, 력량요  감액은 시

간 별 력량요  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므로, 정한 

할인율을 고려하여 연간 기요  감액을 식 (3)을 이용

하여 가화하 다.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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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n’와 Bn’는 각각 n 번째 해의 가화된 연간 기본요

 감액  연간 력량요  감액, An와 Bn는 각각 n 

번째 해의 연간 기본요   력량요  감액, α는 기본

요  인상률, β는 력량요  편차 인상률, γ는 할인율, Cn’

은 n 번째 해의 가화된 연간 기요  감액이다.

3.4.  정가격 산정

투자회수기간은 체 감액이 투자비와 동일해지는 

시 으로서, 체 감액이 투자비를 과하는 최  연

도에서 투자비를 과한 개월 수를 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투자비 과 개월 수는 총 감액에서 투자비를 뺀 값

을 최 과연도 감액으로 나 어서 구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은 투자비에 한 BESS 사용수명 동안의 총 

감액을 복리로 연평균하여 구한 연 평균 수익률이다. 따라

서, BESS 용에 의한 투자회수기간 P   투자수익률 R은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목표 투자수익률

에 한 정 투자비 DR은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4)

여기서, D는 투자비, M은 총 감액이 투자비를 넘

는 최  연도, L은 ESS의 사용수명[년]이다. 

   


  



′
        (5)

4. 사례연구

근래 공장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

에 입주되어 있는 아 트형 공장이 수도권  역시를 

심으로 증하고 있다[12]. 아 트형 공장은 계약용량이 수 

MW 규모이며, 근무시간과 비근무시간의 력사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규모나 부하사용 패턴 면에서 수요 리 BESS

의 한 수요처로 사료된다. 사례연구에서는 구로 디지털 

공단의 아 트형공장들을 상으로 수요 리 BESS를 용

했을 때의 기요  감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자발 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가격을 산정하 다. 

4.1.  상 소비자

구로 디지털 공단의 계약용량 3-4MW 규모를 갖는 아

트형 공장들  12개소를 상으로 하 으며, 2010년 1년 동

안 1시간 단 로 수집된 력사용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아 트형 공장에 하여 매월 근무일/공휴일 평균부하곡선 

 최 부하일 곡선 산출하 다. 표 2는 사례연구 상 소

비자에 한 요약정보이며, 2013년 1월 14일 시행 기 의 산

업용 력을 고압A 선택II 요 제를 사용하여 연간 기요

을 계산하 다. 표 3과 4는 사례분석에 사용된 기요 표

와 차등요  용시간표를 나타낸다. 

 

소비자 계약용량 연간피크 연간 기요

A 3,350kW 2,090kW 842,889천원

B 3,000kW 2,054kW 799,974천원

C 3,350kW 2,060kW 832,205천원

D 3,000kW 1,631kW 794,565천원

E 3,350kW 2,214kW 817,779천원

F 3,500kW 2,149kW 783,222천원

G 3,500kW 1,709kW 658,483천원

H 3,250kW 2,673kW 1,024,106천원

I 3,100kW 1,729kW 724,305천원

J 3,250kW 1,786kW 894,927천원

K 3,750kW 2,421kW 1,042,578천원

L 4,000kW 1,936kW 837,414천원

표   2  사례연구 상 소비자의 기본 정보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studied customers

기본

요

[원/kW]

력량요  [원/kWh]

시간
여름철

(7,8월)

,가을철

(3∼6월, 

9∼10월)

겨울철

(11∼2월)

8,050

경부하 53.8 53.8 60

간부하 106.9 77.1 105.1

최 부하 187.2 107.1 160.3

표   3  기요 표 (산업용을 고압 A 선택 II)

Table 3 TOU tariff schedule for Industry customers (high 

voltage A and Option II)

시간
여름철

(7,8월)

,가을철

(3∼6월, 9∼10월)

겨울철

(11∼2월)

경부하 23∼09 23∼09 23∼09

간부하

09∼11

12∼13

17∼23

09∼11

12∼13

17∼23

09∼10

12∼17

20∼22

최 부하
11∼12

13∼17

11∼12

13∼17

10∼12

17∼20

22∼23

표   4  경부하, 간부하  최 부하 요  용 시간

Table 4 Time zones for off-peak, mid-peak and peak load

그림 5, 6  7은 15개의 상 소비자 분석에 사용된 부

하곡선들 에 소비자 C에 용된 부하곡선 데이터로서, 각

각 매월 근무일 평균 부하곡선, 매월 공휴일 평균부하곡선 

그리고 매월 최 부하일 부하곡선을 나타낸다.

4.2.  BESS  기타 라미터

BESS 정격  용량은 소비자 부하패턴, 투자비 제약, 

감효과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 

실증이나 보 사업에서 개발되거나 제품화되어 있는 용

량의 충방  PCS 용량이 100kW, 250kW, 500kW의 단 로 

구성되는 과, 용량 비 감율 효과를 비교한 결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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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비자 C의 근무일 평균부하곡선

Fig. 5 workday average load curves (customer C) 

그림 6 소비자 C의 공휴일 평균부하곡선

Fig. 6 holiday average load curves (customer C)

그림 7 소비자 C의 최 부하일 곡선

Fig. 7  Peak-day average load curves (customer C)

사용

연도

가화 가화 후

기본요

감액

력량

요

감액

총 

감액

기본요

감액

력량

요

감액

총 

감액

1 25,853 25,035 50,888 26,294 25,747 52,041 

2 25,337 23,848 49,185 26,208 25,224 51,432 

3 24,787 23,226 48,013 26,078 25,264 51,342 

4 24,227 22,430 46,657 25,923 25,092 51,015 

5 23,678 21,187 44,865 25,768 24,375 50,143 

6 23,030 20,368 43,398 25,490 24,099 49,590 

7 22,536 19,668 42,203 25,369 23,933 49,302 

8 21,921 18,625 40,546 25,098 23,309 48,406 

9 21,426 17,773 39,199 24,950 22,875 47,825 

10 20,844 16,860 37,704 24,687 22,316 47,003 

합계 233,639 209,019 442,658 255,866 242,234 498,100 

표   7  사용연도별 요 감액 (소비자 C)

Table 7 Yearly cost savings for customer C

단 : 천원

율이 정한 을 고려하여, 250kW/1,250kWh과 500kW/ 

2,500kW 두 용량을 선정하 다. 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라미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ESS 용량: 250kW/1,250kWh, 500kW/2,500kWh

PCS 효율: 유로효율 기 으로 95%로 가정

지 Cycle 효율: 장수명 납축 지 사용 시, 방 심도 

70%로 2,000회 충방  시 기용량의 80%로 감소 가정

사용수명: 상기의 지 사이클 효율을 고려하여, 매일 1

회 충방 하여 기용량의 60%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10년을 사용수명으로 가정[13]

지 가용 용량: 배터리시스템의 SOC의 20%∼90%에서 

가용

지 충방  효율(표 5)

시간율 (충)방  류 효율

10

5

3

1

0.5

0.1C

0.2C

0.333C

1C

2C

1.0

0.888

0.782

0.578

0.444

표   5  납축 지 충방  류에 따른 효율

Table 5 lead-acid battery charging/discharging efficiency

기요  인상률: 최근 5년간 기본요 과 력량요  인

상률 고려[10] (표 6)

할인율: 5.5%로 가정 [14]

기본

요

력량요  편차

여름 겨울 가을 평균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7.34% 7.55% 11.1% 6.39% 8.49%

표   6  최근 5년간 기요  인상률

Table 6 Recent 5 years growth rate of electricity prices

4.3.  소비자별 기요  감액

기요  감액은 기본요  감액과 력량요  감액

으로 나 어지며, 그림 2, 3  4의 방법에 따라 각 소비자

의 BESS 사용연도별 요 감액을 계산하고, 이를 투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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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화하 다. 표 7은 소비자 C의 BESS 용연도별 

요 감액과 가화한 이후의 감액을 나타내는데, 다른 

소비자들에 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10년간 

감액을 산출하 다. 표 8은 250kW/1,250kWh(용량 1) 

 500kW/2,500kWh(용량 2) 두 용량의 BESS 용 시 소

비자들의 가화된 10년간 기요  감액 산출 결과

를 나타낸다. 

소

비

자

250kW/1,250kWh 500kW/2,500kWh

기본요

감액

력량

요

감액

체 

감액

기본요

감액

력량

요

감액

체 

감액

A 298,026 243,685 541,712 450,446 472,882 923,328 

B 263,627 243,208 506,835 374,296 462,268 836,564 

C 255,866 242,234 498,100 382,274 463,510 845,783 

D 249,658 236,415 486,072 364,904 440,702 805,607 

E 263,741 241,650 505,391 395,456 458,451 853,907 

F 293,250 243,648 536,898 453,924 454,271 908,195 

G 295,224 242,104 537,328 421,377 465,116 886,493 

H 288,222 243,465 531,687 426,234 473,134 899,368 

I 277,124 243,845 520,969 392,341 460,439 852,780 

J 275,590 239,404 514,994 372,106 435,155 807,262 

K 244,028 242,675 486,703 383,675 478,272 861,947 

L 278,421 243,405 521,826 435,276 462,465 897,741 

표   8  상 소비자의 기요  감액

Table 8 Accumulated electricity cost savings for studied 

customers

단 : 천원

소비자의 연간피크와 용량 1  용량 2에 한 감

액을 그림 8와 같이 소비자의 연간 기요 과 감액을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사례연구 상 

소비자의 감액은 연간피크의 크기나 연간 기요 의 

크기와는 계없이 용량 1의 경우 약 486∼542백만원, 용량 

2의 경우 약 806∼923백만원 범 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소비자의 연간피크와 감액

Fig. 8 Annual peaks and accumulated cost savings for 

studied customers

그림 9 소비자의 연간요 과 감액

Fig. 9 Annual electricity costs and accumulated cost savings 

for studied customers

4.4.  정가격 산정

소비자의 투자의지를 끌어내기 한 지수를 연간투자수익

률로 하고, 감액이 시  은행 정기  리 수  이

상일 경우 투자할만한 것으로 가정하 다. 

2013년 5월 재 시 은행 정기  리는 세  2.6∼

3.1% 세후 2.2∼2.6% 수 이므로, 본 사례연구에서는 연 수

익률 3%를 최소 투자기 으로 용하 다. 이로부터 표 8의 

결과에서 식(4)와 식(5)를 사용하여 소비자별 용량 1  용

량 2에 한 정가격을 산정하면 표 9와 같다. 따라서 수

요 리 BESS가 재 력산업 환경에서 시장성을 갖기 

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설비비용은 250kW/1,250kW 시

스템은 361∼403백만원, 그리고 500kW/2,500kWh 시스템은 

599∼687백만원 수  이하이어야 한다.

소비

자

250kW/1,250kWh 500kW/2,500kWh

감액
정가격

투자회

수기간 감액
정가격

투자회

수기간

A 541,712 403,084 7.41 923,328 687,043 7.34 

B 506,835 377,133 7.32 836,564 622,482 7.35 

C 498,100 370,633 7.33 845,783 629,342 7.34 

D 486,072 361,684 7.33 805,607 599,447 7.33 

E 505,391 376,059 7.33 853,907 635,387 7.33 

F 536,898 399,502 7.37 908,195 675,782 7.34 

G 537,328 399,822 7.39 886,493 659,634 7.34 

H 531,687 395,625 7.34 899,368 669,214 7.33 

I 520,969 387,649 7.33 852,780 634,549 7.36 

J 514,994 383,204 7.37 807,262 600,678 7.37 

K 486,703 362,153 7.27 861,947 641,370 7.32 

L 521,826 388,287 7.30 897,741 668,004 7.32 

표   9  소비자별 BESS 정가격 산정 결과

Table 9 Reasonable prices of BESS for studied customers

단 : 천원, 년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시별 요 제, 소비자의 부하사용패턴, 

기요  변동율 등 재의 력산업 환경에서 수요 리용 

BESS의 시장보 을 한 정 설비비를 소비자의 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하 다. 출력 고용량이 요구되는 행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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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요 제의 특성에 부합하고 가격 인 면에서 장 을 갖고 

있는 연축 지 시스템을 상으로 하 으며, 기본요 과 

력량요 을 최소화하기 한 최  충방 계획 모형을 이용

하여 BESS 사용에 의한 기요 감 액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정 투자수익률을 입력하여 시스템의 정 비용

을 산정하 다. 

구로 디지털 공단의 아 트형 공장  12개소를 상으로 

산정한 결과, 250kW/1,250kWh 시스템의 경우 약 361∼403

백만원 이하, 500kW/2,500kWh 시스템의 경우 약 599∼687

백만원 수  이하가 되어야 소비자의 자발 인 설치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비용은 배터리 시

스템, 충방  장치, 운 시스템, 공사비 등의 설비 설치에 소

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친 것으로서, 공 자의 단가개선, 정

부의 보조  정책, 시범보 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 수 으로 내리는 

것이 시 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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