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 지학회논문집 Vol. 8, No. 2, (2012) pp. 12~18

(사)한국지열에너지학회

LCC를 이용한 공조 방식별 비교 연구

김종국, 정광섭*†, 김영일*

서울과학기술 학교 주택 학원, *서울과학기술 학교 건축학부

Comparison Study of Air-conditioning Systems

using LCC Analysis 

Joung-Kuk Kim, Kwang-Seop Chung*†, Young Il Kim*
Graduate School of Hou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139-743, Korea, 

*School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139-743,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conomic analysis(Life cycle cost) of selecting 

optimal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research building which is 8 stories with a total floor 

area of 32,010㎡. Energy consumptions of three proposed air-conditioning systems(Alt-1,2,3) 

that reflect the government green-growth policy a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results show 

that life cycle cost of Alt-3(Ventilation DX AHU+EHP) is less than Alt-1(EHP+ventilation 

DX AHU) by 5.1%, and Alt-2(Absorption chiller/heater+EHP) by 34.3%. Annual energy 

consumption of Alt-3 is less than Alt-1 by 9.9%, and Alt-2 by 37.4%. Annual CO2 emission 

of Alt-3 is less than Alt-1 by 9.9%, and Alt-2 by 0.2%.

Key words: EHP(Electric Heat Pump, 기구동열펌 ), Air-conditioning(공조),
Economic evaluation(경제성평가), DX AHU(직팽식 공조기), Energy consumption(에 지소
비량),  Environmental load(환경부하), CO2 emission(이산화탄소 배출량)

     

1)1. 서 론

최근 정부는 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반 하고

자 건물의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 지소비량과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

축하는 자기기의 목업  시제품을 실험하는 

연구소 건물에서 최 의 공조 방식을 선정하기 

해 LCC 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하여 본 건물에 합한 3개의 공조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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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LCC 비교, 평가하 다. LCC분석 로

그램은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Excel tool을 이용

했으며, 에 지 시뮬 이션은 동  열부하 계산 

로그램인 DOE-2.1E를 용했다. 

2. 대상 건축물 및 적용시스템

2.1 상 건축물 개요  조건

본 연구의 상 건물은 서울시 천구에 치한 

지하 2층, 지상8층의 연구소 건물로 건물개요는 

Table 1과 같다. 기상데이터는 서울지역 표  기

상데이터( 한설비공학회)를 기 으로 했고, 냉ㆍ

난방시 실내 설정온도는 각각 26℃와 20℃로 설



LCC를 이용한 공조 방식별 비교 연구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13

정했다. 건물에 용된 외피 열 류율은 구조체의 

물성치를 고려하여 용했고, 건물운 시간은 09

시부터 20시까지로 했으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

일에는 건물운 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Area

Building area 3,423 ㎡

Total floor area 32,010 ㎡

Site area 5,776 ㎡

Location Geumcheon-gu, Seoul, Korea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Total height 44.9 m

Total floor B2F, 8F(above the ground)

Usage R&D, Office

Table 1 Summary of the building

2.2 용시스템 비교 분석

공조시스템을 3개로 제안하여 경제성 평가와 

에 지소비량 분석  이산화탄소배출량 분석을 

통하여 최 의 공조방식을 선정하고자 한다. 제안

별로 시스템 비교 분석은 아래와 같다.

1안은 내주부 EHP 냉난방 100% 용과 외주

부 환기용 DX AHU 용으로 COP 3.6～4.12로 장

비효율이 우수하고, 개별  층별제어가 용이하

다. 한 인버터 압축기로 부분 부하 응성이 우

수하고, 장비증설에 용이한 장 이 있다. 하지만 

옥상 실외기 노출로 건물 외 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수 용량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2안은 내주부 흡수식냉온수기 70% 용과 외주

부 EHP 냉난방 30% 용으로 수 용량이 감소

하고, 실내기, 실외기에 한 검개소가 어 유

지 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열원이 화로 개별제

어가 어렵고, 유지 리가 불편하며, 부분부하에 

한 성능 하가 우려되는 단 이 있다.

3안은 내주부 환기용 DX AHU 50% 용과 외

주부 EHP 냉난방 50% 용으로 1안과 시스템 구

성  특징은 유사하다. 1안에 비해 덕트공사비를 

약 2배 감할 수 있어 기투자비가 감소되고, 

조닝변경에 한 제약이 없는 장 이 있다.

1, 2, 3안의 시스템 구성도와 장비 선정은 

Table 2, 3, 4와 같다.

EHP + Ventilation DX AHU

Diagram

Heat
source

Electricity

System
Plan

EHP outdoor unit + Indoor unit +
DX AHU + Refrigerant pipe

Equipment
Selection

EHP 
outdoor unit

1,000 HP

Duct 3 HP × 247 EA

DX AHU 13 EA

Table 2 Configuration of Alt-1

Absorption chiller-heater + EHP

Diagram

Heat
source

Electricity + Gas

System
Plan

Absorption chiller-heater + AHU + 
EHP outdoor unit + Indoor unit

+ Refrigerant pipe

Equipment
Selection

EHP 
outdoor unit

260 HP

Duct 3 HP × 104 EA

DX AHU 13 EA

Absorption 
chiller-heater

800 RT

Cooling 
tower

1200 CRT

Table 3 Configuration of Al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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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ion DX AHU + EHP 

Diagram

Heat
source

Electricity

System
Plan

EHP outdoor unit + Indoor unit +
DX AHU + Refrigerant pipe

Equipment
Selection

EHP
outdoor unit

1,100 HP

Duct 3 HP × 104 EA

DX AHU 13 EA

Table 4 Configuration of Alt-3

3.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기투자비에 해서 

체를 출 받은 후 매년 같은 액을 기기의 수명

이 종료될 때까지 상환한다고 가정하는 연간균등 

부담법(Annual Equal Payment)을 용했다. 수

명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매년 균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와 등한 비용은 얼

마인가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균일한 연간등가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연간균등부담으로 P 액을 n

년 동안 이자율 r로 빌렸을 때, 매년 균등하게 부

담해야 할 액 Z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2)

   

 
(3)

매년 부담하는 액은 원  상환과 이자의 합

이 된다. 이자율은 한국은행발표 10년간 정기  

이자율  6.41%로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 용한 LCC 분석 로그램은 업체에

서 개발한 Excel tool로서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력요 과 가스요  설정  기투자비, 유지보수

비, 에 지비를 용해  생애주기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Fig. 1은 LCC분석에 앞서 시스템 기  자료 

 요 체계 설정을 나타냈다. 한 각 항목별 분석

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시트 상에 입력하여 자동

계산 하도록 수식을 설정했다. 기투자비의 형식, 

용량, 모델명에 따라 단가를 산정했고, 수량을 입력

하면 자동 으로 안별 기투자비가 산정되도록 

했으며, 장비의 용량 당 유지 리비를 안별 시스

템에 용하여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Fig. 1 Excel program for LCC

3.1 기투자비

기투자비는 LCC 분석의 용범 에 따라 

체를 검토하는 경우와 부분을 검토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체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건설공사비, 간

비, 제세공과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부

분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각 시스템을 구성하기 

하여 소요되는 장비비, 공사비가 포함된다. 본 

분석에서는 부분을 구성하는 각 안에 하여 

LCC를 검토하므로 후자의 비용만을 기투자비 

항목에 포함하여 산출했다.

장비비는 기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기조화기(AHU), EHP 실외기, 실내기등 각종 기

기의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기기가격은 수요 측과 

의하여 정해지며, 장비 신뢰성 확보를 해 시

제품  견 서를 참고하여 기투자비를 산정했다.

공사비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사비로 

냉매배 , 실외기, 자동제어, 공조 덕트, 수 설비

비용을 포함했고, 가스사용 시 지원 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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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1, 2, 3안의 장비비와 공사비는 Table 5와 

같다.

Alt-1 Alt-2 Alt-3

Equipment

Cost

(Won)

1,336,803,569 1,644,445,569 1,284,507,000

Construction
Cost

(Won)

1,634,132,000 1,667,212,000 1,250,322,000

Sum

(Won)
2,970,935,569 3,311,657,569 2,534,829,000

Table 5 Initial cost of Alt-1, 2, 3

3.2 에 지비

에 지비 즉 건물운용비용은 연간 에 지 소비

량을 측하고, 기 는 가스의 요 을 용하

여 산출하게 된다.

에 지소비량을 계산하기 해 수계산(Manual 

estimating)에 의한 방법과 컴퓨터 로그램을 이

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OE-2.1E 

로그램을 사용했다.

기요 은 사이버한 에서 제공하는 일반용 

력(을) 고압A, 선택Ⅰ, 간부하를 사용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용되는 요 을 사용했다.

가스요 은 한국가스공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2011년 5월 1일 기 으로 서울지역 냉ㆍ난방 가

스요 을 용했다.

Basic rate(Won/kW) 6,470

Consumption
rate

(Won/kWh)

Summer
(Month 7, 8)

100.40

Spring Autumn
(Month 3～6, 9～10)

68.20

Winter
(Month 11～2)

98.70

Table 6 Electricity cost

Gas cost (Won/N㎥)

Cooling 702.05

Heating 723.69

Table 7 Gas cost (Seoul, business rate)

3.3 유지보수비

유지 리비는 크게 구조물의 일상 인 보 을 

한 운용 리비와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손

상이나 교체주기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교체비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교체비는 기건설비에 하여 보수율과 

보수주기,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산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보수교체 주기는 5년으로 정하

고, 유지보수비용은 미국자료 열원/반송설비 유지

보수비율( 기비용 비)을 토 로 하여 용했다.

3.4 생애주기비

LCC를 통한 경제성 분석 결과 3안이 가장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 결과를 Table 8에 요

약했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기투자비는 3안을 기

으로 1안 비 13.7%, 2안 비 22.6% 렴하

게 나타났다. 3안이 장비선정과정에서 매립덕트

의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덕트공사비가 감되어 

기투자비에 가장 유리하게 나타났다. 2안은 흡

수식 냉온수기, 냉각탑등 기와 가스 사용에 따

른 장비비와 공사비 증 로 다른 안에 비해 약 

20% 넘게 기투자비가 발생 다.

에 지비는 3안을 기 으로 1안 비 4.5%, 2

안 비 41.2% 낮게 나타났다. 2안이 기와 가스

의 열원이 화에 따른 에 지소모가 많아 운 비

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안과 3안은 시스템이 같

은 신, 냉난방부하 비율을 1안은 100%와 최소

외기도입, 3안은 냉난방의 50%와 환기에 50% 부

하율로 동력소모량이 1안에 비해 다소 어 에

지측면에서 약 4% 정도 유리하게 나왔다.

유지보수비는 3안을 기 으로 1안 비 20.1%, 

2안 비 18.8% 감으로 나타났다. 2안이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각탑 설치로 유지보수비가 가장 클 

것으로 상되었지만, 1안의 실내기 개수가 타 안

에 비해 약 2배 넘게 설치되어, 1안과 2안의 유지

보수비 차이는 종합 으로 봤을 때 약 2% 정도로 

알 수 있었다.

종합 으로 총 생애주기비는 3안을 기 으로 1

안이 5.1%, 2안이 34.3% 감되어 3안이 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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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기투자비, 에 지

비, 유지 리비 측면에서 모두 불리하게 나왔으

며, 1안은 시스템이 유사한 반면, 덕트공사비와 

실내기 감소에서 따라 기투자비와 유지 리측

면에서 유리하여 15년 LCC에서도 가장 유리하게 

분석 되었다.

Alt-1 Alt-2 Alt-3

Initial

cost

2,970,935,569 3,311,657,569 2,564,829,000 

113.7% 122.6% 100%

Energy

cost

(Annual)

224,836,980 382,369,420 214,716,910 

104.5% 141.2% 100%

Maintenance
cost

(Annual)

15,114,200 14,862,200 12,074,200 

120.1% 118.8% 100%

LCC

(15 years)

6,418,402,219 9,270,131,869 6,088,496,700 

105.1% 134.3% 100%

Table 8 Result of life cycle cost analysis

4.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4.1 분석 조건  과정

에 지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입력조건 

값을 Table 9에 정리했다. 운 스 은 오  9시

부터 오후 8시로 설정했고, 필요외기량은 30 CMH/

Values

Skin 
condition 
(W/㎡⋅K)

Outer wall 0.38

Roof 0.22

Bottom 2.20

Window 2.60

Room
density
(Person/㎡)

Office 0.15

Laboratory 0.20

Meeting room 0.25

Hall 0.15

Equipment
density
(W/㎡)

Laboratory 30

Meeting room 30

Kitchen 100

Lighting
density
(W/㎡)

Laboratory 12.8

Meeting room 12.8

Cafeteria 12.8

Table 9 Input data

인, 창면 비는 60%로 설정했다. Fig. 2는 상건

물 모델링과 시스템 입력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

다. 건물 모델링 수행 후 앞서 소개한 기 입력값

과 안별 공조방식을 용하여 에 지 소비량을 

산출했다.

Fig. 2 Modeling using DOE-2.1E

2안은 흡수식냉온수기의 주열원이 가스이므로 

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시가스발열

량이 10,500 kcal/㎥이므로, 도시가스 1㎥(단 면

당)의 발열량은 10,500 kcal이다. 이것을  기 

1 kWh(860 kcal)의 발열량으로 나 면, 도시가스 

1㎥의 발열량은 기 12.2 kWh의 발열량과 동일

하게 된다. 월별 가스 소비량에 곱하여 원단

(kWh)를 맞추었다.

에 지소비에 따른 환경부하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정했다. 단 당 이산

화탄소배출량은 에 지 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했으며, 력은 0.00042 kWh, 도시가스는 0.00223 

N㎥ 탄소배출계수로 산출했다.

4.2 에 지소비량 분석

연간 냉난방용 에 지소비량은 1안이 2,433,245 

kWh, 2안이 3,502,004 kWh, 3안이 2,191,251 kWh

로 3안이 가장 게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3

안이 1안 비 9.9%, 2안 비 35.5% 감으로 분

석되어졌다. 2안은 도시가스와 력사용에 따른 

열원 이 화로 에 지소모량이 가장 많았고, 3안

은 부하의 50% 환기와 50% 냉난방 비율로 1안 

100% 냉난방에 비율에 비해 에 지 소비량이 약 

10% 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안의 냉

난방부하율이 EHP와 환기용 직팽식공조기에 각

각 50% 분배되어 력사용을 분배시키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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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용에 100% 의존한 1안에 비해 에 지 사용

량이 감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Fig. 3은 안

별 월간 에 지 소비량을 그래 로 나타냈다. 

Fig. 3  Monthly energy consumption

4.3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Fig. 4에 연간 CO2 배출량을 안별로 나타내

었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산하면 1안이 

1,022 kg-CO2, 2안이 922 kg-CO2, 3안이 920 

kg-CO2 로 3안이 가장 유리하게 나타났다. 이는 

2안이 에 지소비량이 가장 많아 이산화탄소배출

량도 클 것으로 상되었지만, 기사용량이 가스

사용량 보다 약 83% 높게 사용되었고, 탄소배출

계수가 가스보다 기가 낮아 3안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Monthly CO2 emission 

5. 결 론

연구소 건물을 상으로 LCC, 에 지소비량과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분석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비는 3안이 1안 비 5.1%, 2안 

비 34.3% 감되어 가장 유리하게 나타났다. 

이는 3안이 1안에 비해 덕트공사비가 어 

기투자비가 감소했고, 2안은 가스와 기

의 열원 이 화에 따른 에 지 소모 과다와 

장비에 한 기투자비 증가로 1안과 2안 

비 LCC가 유리하게 나타났다.

2) 연간 에 지소비량은 3안이 1안 비 9.9%, 

2안 비 35.5% 감되어 가장 유리하게 나

타났다. 2안은 도시가스와 력을 사용하여 

에 지소모량이 가장 많았고, 3안은 부하의 

50% 환기와 50% 냉난방 비율로 1안 100% 

냉난방에 비율에 비해 에 지 소비량이 약 

10% 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산화탄소배출량은 3안이 1안 비 9.9%, 2

안 비 0.2% 감되어 가장 유리하게 나타

났다. 2안이 에 지소비량이 가장 많아 이산

화탄소 배출량도 클 것으로 상되었지만, 

기 사용량이 가스사용량보다 약 83% 높게 

사용되었고, 탄소배출계수가 가스보다 기

가 낮아 3안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가지 공조 방식을 본 연구 상의 건물에 

용한 결과 기투자비, 에 지비, 유지보수비 측

면에서 제3안의 공조방식이 가장 유리하 다. 앞

으로 수행해야할 신규 로젝트나 기존 건물의 

개축에서 생애주기비 고려와 에 지 시뮬 이션

에 의한 설계 략은 의무가 아닌 필수이다. 기

투자비는 많으나 에 지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다면, 고효율 기기와 운  방

식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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