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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saving has been main concern, thus government supporting policies which are based on

Fundamentals of Low-carbon Green Growth Act’, ‘Green Building Support Act, have been prepared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nergy conservation effectiveness and economic

advantage assuming that lighting equipments and heat source equipments would be retrofitted. Office

building, which has total floor area of 30,000 m2, was a subject of this study. From the estimations,

electric rate will be decreased by 62,886,000 won per year due to lighting equipments retrofit, and gas

rate will be decreased 11,141,000 won or 17,332,000 won per year due to heat source equipments

retrofit (in case of COP 1.2 or 1.5). Payback period of each case that are calculated by energy saving

cost and retrofit cost are estimated 27.9 year, 38.6 year and 29.2 year, thus economic supporting policies

is necessary for effective energy saving in buildings. Meanwhile payback period of heat source

equipment for new building is estimated 6.1 year and 8.3 year. 

Key words: Energy saving(에너지절약), High efficiency apparatus(고효율기기), Economic evaluation

(경제성 검토), Payback period(회수년)

1. 서 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다다를 정도로 경제적

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규모의 성장과 함께 지속

적인 에너지소비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져, 우리

의 에너지소비 규모는 경제 규모를 상회한다고 일

컬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셰

일가스와 같은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에너지공

급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에너지

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나, 불과 수년 전까

지 일반화되었던 ‘에너지안보’라는 말은 향후의 에

너지현실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확보 및 에너지절약은 이미 정부

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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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수단

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특히 건

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정

을 통해 에너지절약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제로에너지건

축물’이라는 용어를 법에서 정의하는 등 건축물에

서의 에너지절약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 강

화를 도모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해 다섯 가지의 기본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데,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

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 신재생에너지의 활

용 등과 같이 비교적 신축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원

칙과 함께,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화의 추진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화 추진 방법 중 하나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사용

기기 중 조명기기와 열원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기

존 기기를 새로운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때의 경제

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는 건축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소건물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2. 대상 건물의 조건 설정

사무소건물을 비롯한 일반적인 건축물은 국토교

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되고 있으나, 이 기준 중에는 반드시 적용

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가급적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있다. 의무사항뿐 아니라 권장사항도 적

용하여 건축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바람

직하나, 초기공사비의 부담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물에서의 에너지절약 효과만을 대상으로 경제성 검

토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연구의

대상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

사항만 적용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하였다.

대상건물은 서울에 입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존 사무소건축물의 열원기기 용량을 나타낸 문헌

에, 일반사무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3,000~35,000 m2

를 대상으로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일반사무소 건물 중 비교적 대형이라 할

수 있는 연면적 30,000 m2를 건축적 조건으로 하였

다. 기기에 관한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것을 교체 전 기기로,

가격이 비싸나 효율이 높은 것을 교체 후 기기로 가

정하였다. 

3. 교체로 인한 에너지절약 효과

3.1 조명기기

조명기기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과 같

은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조명기기는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

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형광등에서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전환하

고 있는 추세로, 신축건물은 2017년까지, 기존 건물

은 2020년까지 100%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건물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할 관

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조합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요청할 경우 또

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설계안을 검토할 때 유지보

수 비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시공

비 절감을 위해 일반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의 LED 조명기기로 전환

할 경우의 에너지절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건

을 Table 1에 나타낸다. Table 1에 나타낸 내용 중,

조명용 부하밀도는 내선규정 등에 의거해서 설계사

무소에서 사무소건물의 조명설계 시 주로 적용하는

값이다[2]. 수요율(수용률이라고도 함)이란 설비기

기의 전 용량(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명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부하의 최대전력비율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부하설비용량이 10 kW 미만의 건물은

100%로, 그 이상인 건물은 70%를 적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2]. 또 에너지절약 효과 산정을 위한 계산

의 편의를 위해 조명기기의 점등시간은 하루 9시간

(8:00~12:00, 13:00~18:00)으로, 매달 사무소 사용일

은 22일씩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부하밀도와 수요율 그리고 본 연구 대상 건물의

연면적을 곱한 것을 조명기기 교체 전의 소비전력

으로 가정하였으며, 교체 후 소비전력은 서울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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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참고하여 일반 조명기기의 69%를 적용하였다

[3].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기기 교체 이전과 이

후의 기본요금이 다를 수 있으나, 계약전력은 조명

외에도 공조방식 등 다른 요소에 따라서도 크게 변

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의 일관성을

위해 기본요금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교체 이전과 이후의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관한

요금만으로 산정하였으며, kWh당 요금은 한국전력

공사의 전기요금 기준[4]에 의거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은 사용자의 선택 조건

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

중에서도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체계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요금체계 중 본 시스템의 조건에 적

합한 일반용전력(을) 고압B 선택 II로 하여 전기요

금을 산정하였다. 

Table 2에 상기 선택조건에서의 계절별 및 시간대

별 요금체계를 나타낸다. Table 2에서 시간대는 사

무소에서 점등하는 시간대라고 가정한 08:00~12:00

및 13:00~18:00만을 나타냈다.

Table 1과 Table 2의 조건에 따라 조명기기 교체

이전과 교체 이후의 에너지비용 산정 결과를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내며, Table 3과 Table 4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2에 나타냈듯이, 전기요금은 계절별 및 시

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Table 2에 의거해서 산정

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월의 경우 사무소 사용시간

9시간 중, kWh당 164.7원이 3시간, 108.5원이 5시

간, 63.2원이 1시간이므로, 소비전력이 630 kW인

대상건물의 경우 아래의 식 (1)로 1일 전기요금이

산정되며, 월간 전기요금은 월 22일 사용하는 것으

로 하여 식 (2)와 같이 산정된다. 2월, 11월, 12월도

동일한 요금체계이므로 식 (2)에서 산정한 요금과

같다.

Rd = 630 × (164.7 × 3 + 108.5 × 5 + 63.2 × 1)

Rd≒692,870 (1)

Rm = 692,870 × 22 = 15,243,140 (2)

Rd : 1, 2, 11, 12월의 1일 조명용 전기요금[원]

Rm : 1, 2, 11, 12월의 월간 조명용 전기요금[원]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3월, 4월, 5월, 9월, 10월에

대해 산정한 과정을 식 (3)과 (4)에, 6월, 7월, 8월에

대해 산정한 과정을 식 (5)와 (6)에 나타낸다.

Table 1. Building conditions for the energy saving effect

analysis according to the lighting equipment retrofit

Density of load for 

equipment
30 W/m2 

Demand factor for 

equipment
70%

Frequency in use of 

equipment

Hours of lighting use per day : 9

Days of office use per month : 22

Power consumption 

before equipment 

retrofit

30[W/m2] × 0.7 × 30,000[m2]

= 630,000[W] = 630[kW]

Power consumption 

after equipment 

retrofit
630 × 0.69≒ 435[kW]

Table 2. Electricity rate by seasonal and time variance

[won/kWh]

Time zone Jun.~Aug. 
Mar.~May

Sept., Oct.
Nov.~Feb.

08:00~09:00  56.2  56.2  63.2

09:00~10:00 108.5  78.5 108.5

10:00~12:00 189.7 108.8 164.7

13:00~17:00 189.7 108.8 108.5

17:00~18:00 108.5  78.5 164.7

Table 3. Monthly and annual electric rate for lighting before equipment retrofit [1,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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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rate 15,243 15,243 12,003 12,003 12,003 19,562 19,562 19,562 12,003 12,003 15,243 15,243 179,673

Table 4. Monthly and annual electric rate for lighting after equipment retrofit [1,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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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rate 10,518 10,518 8,282 8,282 8,282 13,498 13,498 13,498 8,282 8,282 10,518 10,518 12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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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630 × (108.8 × 6 + 78.5 × 2 + 56.2 × 1)

= 545,580  (3)

Rm = 545,580 × 22 = 12,002,760 (4)

Rd : 3, 4, 5, 9, 10월의 1일 조명용 전기요금[원]

Rm : 3, 4, 5, 9, 10월의 월간 조명용 전기요금[원]

Rd = 630 × (189.7 × 6 + 108.5 × 2 + 56.2 × 1)

Rd≒889,180  (5)

Rm = 889,180 × 22 = 19,561,960 (6)

Rd : 6, 7, 8월의 1일 조명용 전기요금[원]

Rm : 6, 7, 8월의 월간 조명용 전기요금[원]

 
Table 1에 대한 설명에서, 조명기기 교체 후의 소

비전력은 서울시 자료를 통해 일반 조명기기의 69%

로 가정하였으므로, 전기요금 또한 Table 3에서 나

타낸 요금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기 교체 후

의 요금으로 하여 Table 4에 나타냈다. 

3.2 열원기기

사무소건물의 열원기기는 열원방식 및 공조방식

에 따라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흡수식냉온수기를 대

상으로 하여 고효율의 기기로 교체할 때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파악하기로 한다. 

Table 5에 흡수식냉온수기를 고효율 기기로 전환

할 때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

건을 나타낸다. 앞서 건축적 조건에서, 대상 건물을

연면적 30,000 m2의 규모로 가정했는데, 이 규모의

사무소건물에 관한 대략적 열원기기 용량은 3,000

kW(약 860RT)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1], 본 연구에

서는 이 용량을 기준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또 기기

대수는 부분부하 운전을 고려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2대로 가정

하였다. 

흡수식냉온수기의 효율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기존에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기(통

칭 보급형 또는 표준형이라고 함)의 COP 1.0을 교

체 전의 기기 성능으로, 그리고 현재 고효율 제품으

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기의 COP 1.2 및 현

재 최고 수준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COP 1.35를

교체 후의 기기 성능으로 가정하였다. 

기기 교체로 인한 에너지절약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연간의 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연간의 부하에 관련된 국내 자료는 매우 부족하며,

국외의 일부 자료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건축설비 관

련 학회인 공기조화위생공학회에서 제안한 전부하

상당시간을 연간의 에너지사용량과 운전비 산정에

적용하였다[5]. 

한편, 흡수식냉온수기의 효율 향상은 냉동사이클

중의 열교환기 성능 개선, 새로운 열교환기의 추가

등 냉방모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난방모드와 냉

동사이클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율 향

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하상당시간은

냉방기간에 대한 것만 적용하였다. 

냉난방용 도시가스의 요금체계는 도시가스 업체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동절기와 하

절기 및 기타로 구분해서 요금을 달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를 제외하고, 또 상기 전부하상당시간에 대해 설명

Table 5. A precondition for the energy saving effect analysis according to the heat source equipment retrofit

Capacity and quantity of heat source equipment 1,500 kW × 2 

Performance of heat source equipment before retrofit COP : 1.0

Performance of heat source equipment after retrofit COP : 1.2 and 1.35

Equivalent full load hours in cooling period 778h

Annual cooling load
3,000[kW = kJ/s] × 778[h] × 3,600[s/h] = 8,402,400,000[kJ] 

= 8,402.4[GJ]

Quantity of gas for cooling before equipment retrofit Annual cooling load ÷ COP = 8,402.4[GJ] ÷ 1.0≒ 8,402[GJ]

Quantity of gas for cooling after equipment retrofit
1. Annual cooling load ÷ COP = 8,402.4[GJ] ÷ 1.2 = 7,002[GJ]

2. Annual cooling load ÷ COP = 8,402.4[GJ] ÷ 1.35 = 6,224[GJ]

Gas rate in cooling period 7.9575 won/MJ = 7,957.5 wo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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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같은 이유로 동절기를 제외한 하절기 요금

을 연간 가스요금 산정에 이용했다. 아울러 본 연

구의 대상건물은 서울에 입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므로 서울 지역 도시가스 업체인 서울도시가

스 2016.4.1. 현재의 가스요금을 산정 기준[6]으로

하였다.

Table 5의 조건에 따라 열원기기 교체 이전과 이후

의 에너지비용을 계산하면 각각 식 (7)~(9)가 된다.

W1 = A × D = 8,402 × 7957.5≒ 66,859,000  (7)

W2 = B × D = 7,002 × 7957.5≒ 55,718,000 (8)

W3 = C × D = 6,224 × 7957.5≒ 49,527,000  (9)

W1 : 교체 전 가스요금[원/냉방기간]

W2 : COP 1.2의 기기로 교체 후 가스요금[원/냉방

기간]

W3 : COP 1.35의 기기로 교체 후 가스요금[원/냉

방기간]

A : 교체 전 가스사용량[GJ]

B : COP 1.2의 기기로 교체 후 가스사용량[GJ]

C : COP 1.35의 기기로 교체 후 가스사용량[GJ]

D : 가스요금[원/GJ]

4. 교체로 인한 경제성 검토

기기 교체에 의한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

는 방법 중, 투자비 회수기간 산정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경제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Table 6에 기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과, 앞에서 산정된 에너지절감액을 나타

낸다. 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은 물가정보 책자[7] 및

기기 제조업체에의 문의에 의한 것이다.

LED 조명기기의 경우 용량 외에도 디자인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업체 제

품 중 평균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는 60,000원(20W

급)을 고려하였다. Table 1에서 조명용 부하설비용

량을 30 W/m2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연

면적 30,000 m2 규모인 건물의 경우 총 900,000 W

(900 kW)의 설치 용량이 필요하다. 한편, LED 조명

기기의 용량은 이 용량의 69%로 가정하였으므로,

필요 부하설비용량은 621,000W가 되며, 20W급

LED 조명기기의 가격을 60,000원으로 고려하였으

므로, 조명기기의 설치비용은 1,863,000,000원으로

산정된다. 한편 형광등은 32W급의 가격인 3,260원

을 적용하여 설치비용이 약 91,688,000원으로 산정

된다. 

흡수식냉온수기 또한 주요 제조업체별로 가격 차

이가 있기 때문에, LED 조명기기의 경우와 같이 평

균적인 가격을 적용하여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졌

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500 kW급 2대

를 고려했으며, 1,500 kW급의 대당 가격은 COP

1.2의 경우 215,000,000원으로, COP 1.35의 경우는

253,000,000원으로 가정하였다. 

Table 6에 나타나 있는 기기 설치비용 및 연간 에

너지절감액에 의해 식 (10)~(12)와 같이 투자비 회

수기간이 산정된다. 

P1 = ≒33.4  (10)

P2 = ≒38.6 (11)

P3 = ≒29.2  (12)

 P1 : 조명기기의 투자비 회수기간[년] 

P2, P3 : COP 1.2와 1.35인 열원기기의 투자비 회수

기간[년]

1,863,000,000

55,697,000
----------------------------------

430,000,000

11,141,000
------------------------------

506,000,000

17,332,000
------------------------------

Table 6. Estimated benefits by comparing initial investment

on the retrofitting and annual energy saving potentials

[1,000 won]

Equip. Initial investment
Energy saving 

potentials

Lighting

1. LED lamp

  (900,000 × 0.69/20) ×

  60 = 1,863,0001)

2. Fluorescent lamp

  (900,000/32) × 3.260

  ≒91,6882)

Electric rate :

179,673−123,976

= 55,6973)

Heat 

source

1. COP 1.0

  181,000 × 2 = 362,000

2. COP 1.2

  215,000 × 2 = 430,000

3. COP 1.35

  253,000 × 2 = 506,000

1. COP 1.2

  66,859−55,718

  = 11,1414)

2. COP 1.35 

  66,859−49,527

  = 17,3325)

[Footnote] 1) The price of 20W LED lamp is assumed

60,000 won

 2) The price of 32W fluorescent lamp is assumed

3,260 won

 3) Table 3 and 4

 4) Cost formula (7) and (8)

 5) Cost formula (7)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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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12)에서 알 수 있듯이, 조명기기와 열원

기기의 수명을 고려하면, 이 두 기기의 교체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LED 조명기기와 일

반 형광등은 현재 가격차가 매우 커서 강제성이 없

는 민간건물의 경우 교체는 물론 최초로 설치할 경

우에도 자발적인 도입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열원기기의 경우, 신축건물 또는 기존 건물

에 설치된 열원기기의 교체시기가 당도하여 새로운

열원기기로 교체할 경우는 COP 1.0의 흡수식냉온

수기의 가격인 362,000,000원을 고려할 때 다음의

식 (13), (14)와 같이 회수기간이 대폭 줄어들며, 이

경우 충분한 경제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도입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

련한 정책적 수단과 함께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물 사용자의 참

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명기기는 신축건물 또는 기존 건물에 설

치된 조명기기의 교체시기가 당도하여 새로운 기기

로 교체할 경우에도, 형광등으로 교체한다면 앞서

나타낸 LED 조명기기의 설치비용 1,863,000,000원

과 그에 상응하는 형광등의 설치비용 91,688,000원

의 비용 차이가 매우 커서 식 (1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회수기간의 차이가 식 (10)과 별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6.1 (13)

≒8.3 (14)

≒31.8 (15)

5. 결 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

원법’의 의미에 따라, 사무소건물에서의 주요 에너

지사용 기기인 조명기기와 열원기기를 현재 판매되

고 있는 고효율 기기로 전환할 경우의 에너지절약

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본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 

(1) 현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기준으로, 연면

적 30,000 m2 규모의 사무소건물에 대한 고효율 기

기로의 전환에 의한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조

명기기가 55,697,000원, 열원기기가 11,141,000원

(COP 1.2인 경우) 및 17,332,000원(COP 1.35인 경우)

으로 산정되었다.

(2) 교체비용과 에너지비용 절감액에 의거한 투자

비 회수기간은 조명기기가 33.4년, 열원기기가 38.6

년(COP 1.2인 경우) 및 29.2년(COP 1.35인 경우)으

로 산정되어, 사용자 입장에서 조명기기 및 열원기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 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열원기기의 경우, 신축건물에서 처음 설치할

때 및 기기의 교체시기가 당도하여 새로운 기기를

도입할 때 고효율기기를 선택할 경우의 투자비 회

수기간은 6.1년 및 8.3년으로 대폭 줄어들어 정책적

수단 및 홍보에 따라서는 도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명기기의 경우 LED 조명기기와

일반 형광등의 가격 차이가 매우 커서 상당한 정책

적 고려가 없다면 민간건물에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최근 원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저렴해져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에 대한 경제성이 낮은 편이

나, 미래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고효율 기기로의 교

체에 의한 에너지절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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