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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2015년에 국제사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체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번째 

수준이며, 2015년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0.59기가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보다 2.5배 증가하였다. 1990년

에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GDP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작

았으나 2015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개선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에 자발적 공약으로 확정하여 발표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EU, 일본 등은 과거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된 중국과 

인도는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의 GDP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의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37%의 감

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를 해결

하기 위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

맵”에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358백만톤을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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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solve global warming, a national policy has been adopted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Research is being done with this intention by constructing new apartment buildings utilizing geothermal 

energy, which is a renewable energy. Life-cycle cost analysis was applied to an apartment in Gamjeong-Dong, Busan, by 

comparing the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the alternative system consisting of electric air conditioner and 

boilers using LNG. The results show that the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was more economical, with cost 

savings of 1,103,347 thousand Won compared with the alternative system over the life cycle of 30 years. The initial 

investment cost was also recovered within 11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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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를 새로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부산 감

정동에 건설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과 전기사용 에어컨과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의 대안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생애주기비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열냉난방시스

템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년의 생애주기기간동안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대안시스템보다 1,103,347

천원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투자비용은 11년이 되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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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여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를 새로 건축

할 때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있어 경

제성 여부가 중요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정한 깊이 이하의 지중에서는 지상의 온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지표

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C~20°C정도를 항상 유

지하고 있다. 지열에너지의 활용은 폭발의 위험이 없고 연

중 안정적이며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이 날씨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거주지인 아파트에 적용된 지열

냉난방시스템과 기존 냉난방 설비와의 비교를 통하여 지열

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열냉

난방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축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

한다. 서론에 이어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건설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제성분석을 한다. 마지막장에서 연구의 요약

과 시사점을 기술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설치는 초기투자비가 기존 냉

난방 설비보다 많이 드는 단점이 부각되어 경제성분석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은 주로 공공건

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공공도서관에 적용한 지열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한 

Choi(2012)는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과의 비교함으로써 분석하고 있다. 구립도

서관은 총면적이 5,060 m2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

이다.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은 전기사용의 에어컨과 가스

를 사용하는 보일러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건물의 

생애주기는 60년으로 하고 있다. 총비용은 초기투자비용, 

운전비용과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현재가치화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기투자비용은 5~7년차에서 회

수되고 있으며, 60년 후 18억원 이상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냉난방

을 위해서는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으로 도출되었다.

 Cho and Son(2009)은 고등학교의 신축 도서관 및 기숙

사를 대상 건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열원 열

펌프시스템과 경유용 증기보일러와 개별에어컨을 사용하

는 대안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으로는 수명주기비용 분석법과 회수기간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시스템과 비교하여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이 수명기간동안에 순이익이 1,034,342천원, 투자 

대 이익의 비용은 5.42, 내부수익률은 17.51%였다. 또한 투

자 회수기간은 4년이었다.

Cho and Nam(2017)은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의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농촌 표준주택의 난방부하를 

분석하여 개방형 지열 시스템의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하여 

타 열원설비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ROI(Return on Invest-

m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수정 지열시스템은 경유보일

러 대비 13년차에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시스템의 설계용량이 대형화될수록 복수

정 이용 지열시스템의 초기투자비가 조기에 회수되어 최대 

3년차에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5)은 지열 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냉난방의 4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냉난방의 4가지 방식은 경유보일러, 도시가스 보일러, 

수직밀폐형, SCW(standing column well)형이다. 시설원

예사업을 위한 온실을 대상으로 LCC(Life Cycle Cost)분

석법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생애주기기간은 30년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총비용은 초기투자비용, 에너지비

용, 유지관리비용과 시설교체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

다. 에너지사용은 면세유와 농업용 전력을 사용한 경우와 비

면세유와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의 2가지로 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면세유와 농업용 전력을 사

용한 경우, 생애주기비용은 화석연료 사용 시스템이 지열 

냉난방시스템보다 1.9배~2.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경유 

보일러과 도시가스보일러 대비 SCW형은 5년차, 수직밀폐

형은 7년차에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비면세유와 일반용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생애

주기비용은 화석연료 사용 시스템이 지열 냉난방시스템보

다 1.5배~3.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경유 보일러 대비 

SCW형은 3년차, 수직밀폐형은 4년차에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가스보일러 대비 

SCW형은 5년차, 수직밀폐형은 9년차에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CC 분석에 따르면 지열 냉

난방시스템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나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비용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 연구는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

고 있다.

Park(2006)은 사회복지원의 냉난방 운전에 SCW방식의 

지열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의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다. 에

어컨과 난방유 스팀보일러와의 비교를 통해 초기 설치비가 

7년이면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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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한 건물에 지열시스템을 도입된 

것을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이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

세대가 사는 집단거주지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한 사

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할 것이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전제 조건

경제성분석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

여 지열시스템을 활용하여 냉난방을 설치한 부산 감정동에 

건설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규모는 

총 227세대로 전용면적이 13,923 m2이다. 아파트의 규모

는 Table 1과 같다.

경제성분석 대상 지열냉난방시스템 기술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저온(10~30°C)의 지열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열분야의 대표 기술이며, 상대적으

로 저온의 에너지를 활용하지만,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하기 때문에 항온성이 우수하며 지리적 제약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경제성 분석 개발 대상 기술은 지하수열원 열

펌프 시스템 중에 수주지열정(Standing column well) 지중

열교환기를 적용한 개방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다. 이 지

열시스템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온 밀폐형 시스템에 대비

하여 시추공의 개수가 적고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스

템으로 평가받고 있다.1)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방법론

생애주기비용 분석법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에는 초기투자비법, 투자이익률법, 회수기간법, 내부수익

률 및 생애주기비용 분석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비용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보조적으로 회수기간법을 

1) 대용량화를 위해 다양한 부지에 설치된 많은 수주지열정의 

존별 설치 공법 개발과 존별 열원 추출 균형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지열용 지하수 순환방식 오염방지 전용 캡 개

발과 복수의 균압장치 및 유량 제어로 물넘침 방지를 하여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용하였다.

생애주기비용 분석법은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생애

주기 동안의 모든 비용을 예측하여 총합을 구하고 이를 대

안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비용은 초기투

자비용, 생애주기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

용과 시설교체비용을 구분하여 예측한다. 생애주기가 길

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투자할 

시점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PV)로 환산하여 합계를 

구해서 대안별로 비교한다. 생애주기기간동안의 총비용

(LCC)의 현재가치(PV)는 식 (1)로 계산한다.

  
  














 (1)

: 초기투자비용, 

: i년도의 에너지비용, 


: i년도의 유

지관리비용, 

: i년도의 시설교체비용, : 생애주기 동안

의 물가상승률, :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  : 

생애주기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전제조건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지열시스템을 

설치한 아파트의 수명이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생애주

기는 30년으로 설정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비교할 대

안은 일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냉방은 에어컨

이며 난방은 가스보일러(이후로 대안시스템)이다. 지열냉

난방시스템과 대안시스템의 수명은 초기투자비용을 설명

할 때 기술할 예정이다.

현재가치를 계산할 할인율은 MOSF(2018)의 에비타당

성조사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적용한다. 

또한 지출된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물가변동률

은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2.6%을 

적용하였다.

아파트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냉방수요가 필요하고 

1월부터 4월까지와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난방수요가 필

요하다. 월별 냉방과 난방의 가동일과 부하량은 Table 2와 

같다. 이는 에너지비용을 산출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Table 1. the status of gamjungdong apartment in Pusan

Classification
Apartment Efficiency apartment

Total
Type A Type B Type Ga Type Ga-1 TypeNa Type Da Type Ra Type Ma

Number of households 114 76 75 1 8 1 1 1 277

Exclusive area (m2) 48.40 45.34 58.95 58.95 41.02 58.69 68.06 25.12 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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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스템의 초기투자와 시설교체비용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초기투자비용은 순수지열공사와 

지열외공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열공사의 비용은 히트펌

프, 심정펌프, 기타지열장비, 지열우물공, 트렌치배관, 지

열자동제어를 설치할 때에 필요한 비용이다. 순수지열공

사의 규격과 수명은 Table 3과 같다.

지열외공사는 축열조내, 축열측장비, 실내기계실장비, 실

내장비배관, 실내자동제어로 구성된다. 지열외공사의 규격과 

수명은 Table 4와 같다. 히트펌프, 심정펌프와 실내장비배관

의 수명기간은 10년으로 생애주기 동안에 2번 교체해야 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에너지비용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요금

은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을)II을 적용하여 산정하였

다. 심야전력(을)II는 심야시간에는 겨울철에는 62.3원/kWh, 

기타계절은 45.2원/kWh을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산

정한 결과에 따르면 지열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에너지비용은 

연간 56,590천원으로 계산되었다.

Table 2. Monthly energy load

Month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days operation (day) Load (kWh)

Jan.

Heating

31 245,838 

Feb. 28 181,675 

Mar. 31 148,062 

Apr. 30  67,587 

May

Cooling

15  41,224 

Jun. 30 206,120 

Jul. 31 306,707 

Aug. 31 293,927 

Sep. 16  98,938 

Oct.

Heating

31  83,808 

Nov. 30 108,140 

Dec. 31 195,553 

Table 3. Data on geothermal project

Classification Standard Quantity Useful life (year) Construction cost (1,000 won)

Heat pump 50 RT 6 pumps 10 300,000

Deep-well pump 4 kW 9 pumps 10  31,500

Other geothermal equipment 1 type 30 210,000

Geothermal well 540 m per Well 9 holes 100 720,000

Trench piping 9 holes 100  31,500

Geothermal automatic control 300 RT 1 type 50  50,000

Table 4. Data on other works than geothermal project

Classification Standard Quantity Useful life (year) Construction cost (1,000 won)

Heat storage tank  557.4 ton 1 Type 50 200,000

Equipment to heat storage 423 RT 1 Type 30  50,000

Indoor system equipment 423 RT 1 Type 30  50,000

Indoor piping 277 households 10 415,500

Indoor automatic control 277 households 1 Type 5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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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으로

는 일반관리비, 운영인건비와 점검비가 필요하며, 열교환

기 점검과 지하수영향조사가 요구된다. 지열시스템 가동 

시의 유지관리비용의 세부내용은 Table 5와 같다.

대안시스템의 초기투자와 시설교체비용

지열냉난방시스템과의 비교할 대안시스템은 냉방을 위

해서는 에어컨을, 난방을 위해서는 LNG 보일러를 사용한

다. 난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기계실 배관, 기계실 자동제

어, 바닥 난방, 실내배관, 실내자동제어를 설치하고 냉방을 

위해서는 에어컨은 설치해서 가동시킨다. 보일러와 에어

컨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격과 수명기간 자료는 Table 6과 

같다. 보일러와 에어컨의 수명기간은 10년이므로 분석기

간인 생애주기 동안에 2번 교체해야 한다.

대안시스템의 에너지비용

대안시스템은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 LNG를 사용하

며 에너지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택용을 적용하였다. 

LNG 비용은 14.2179원/MJ를 적용하였다. 보일러 가동을 

위한 에너지비용은 연간 62,065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에

어컨에 사용하는 전력요금은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주택

용전력(고압)을 적용하였으며, 에어컨의 전력사용량에 대

한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각 세대별로 냉방 외 전기사용량

은 200 kWh로 가정하고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에어컨 가동을 위한 에너지비용은 연간 58,246천원으로 계

산되었다. 따라서 대안시스템을 가동할 경우에 에너지비

용은 연간 120,311천원이다.

대안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

보일러와 에어컨 작동 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반관리

비, 운영인건비와 점검비가 필요하며 세부자료는 Table 7과 

같다.

Table 5. Maintenance cost of geothermal system

Classification Cost (1,000won) Notes

General management cost 6,000 

Operator cost 15,000

Inspection fee 400 Inspect Twice a year

Heat exchanger inspection fee 100 Inspect once every 10 years

Underground water impact survey  1,800 Survey once every 5 years

Table 6. Data on boiler and air conditioner

Classification Standard Quantity Useful life (year)
Construction cost 

(1,000won)

Boiler Million kcal/h 1 type 10 150,000

Piping for machine room 1 type 30 120,000

Automatic control of machine room 1 type 50  25,000

Floor heating 277 households 50 340,500

Indoor piping 277 households 10 136,200

Indoor automatic control 277 households 1 type 50 120,000

Air conditioner installation 6,000 kcal/h 277 households 10 681,000

Table 7. Maintenance cost of alternative system

Classification Cost (1,000won) Notes

General Management Cost 6,000 

Operator Cost 15,000

Inspection Fee 400 Inspect Twice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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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현금흐름과 현재가치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초기투

자 비용은 2,178,50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생애주기 동안 

지출된 에너지비용의 현금흐름의 총합은 2,590,063천원이

며 유지관리비의 현금흐름 총합은 1,011,504천원으로 계

산되었다. 또한 교체비용의 현금흐름의 총합은 2,361,922

천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년의 생애주기기간동안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현금흐름 총합계는 8,141,99천원으

로 계산되었다.

산출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초기투자비용은 

Table 8. Cash flows and present value of geothermal system  (Unit: 1,000won)

Year Initial investment Energy consumption
Operating & 

maintenance
Replacement Total expenditure Present value

0 2,178,500 - - - 2,178,500 2,178,500 

1 - 58,061 22,367 - 80,428 76,965 

2 - 59,571 22,948 - 82,519 75,565 

3 - 61,120 23,545 - 84,665 74,191 

4 - 62,709 24,157 - 86,866 72,843 

5 - 64,339 26,832 - 91,171 73,160 

6 - 66,012 25,430 - 91,442 70,218 

7 - 67,728 26,091 - 93,819 68,941 

8 - 69,489 26,769 - 96,259 67,688 

9 - 71,296 27,465 - 98,761 66,457 

10 - 73,150 30,635 1,030,225 1,134,010 730,220 

11 - 75,052 28,912 - 103,964 64,062 

12 - 77,003 29,664 - 106,667 62,898 

13 - 79,005 30,435 - 109,440 61,754 

14 - 81,059 31,226 - 112,286 60,631 

15 - 83,167 34,683 - 117,850 60,896 

16 - 85,329 32,871 - 118,200 58,446 

17 - 87,548 33,726 - 121,273 57,384 

18 - 89,824 34,603 - 124,427 56,340 

19 - 92,159 35,502 - 127,662 55,316 

20 - 94,556 39,600 1,331,697 1,465,853 607,805 

21 - 97,014 37,372 - 134,386 53,323 

22 - 99,536 38,344 - 137,880 52,353 

23 - 102,124 39,341 - 141,465 51,401 

24 - 104,780 40,364 - 145,143 50,467 

25 - 107,504 44,833 - 152,337 50,687 

26 - 110,299 42,490 - 152,789 48,648 

27 - 113,167 43,595 - 156,761 47,764 

28 - 116,109 44,728 - 160,837 46,895 

29 - 119,128 45,891 - 165,019 46,043 

30 - 122,225 47,084 - 169,310 45,206 

Total 2,178,500 2,590,063 1,011,504 2,361,922 8,141,990 5,19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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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500천원, 에너지비용의 총합은 1,293,618천원, 유지관

비비용은 505,381천원, 교체비용은 1,215,569천원으로 산

출되어 생애주기기간동안에 현재가치의 총합계는 5,193,068

천원으로 계산되었다. 30년의 생애주기기간동안에 발생하

는 지열시스템의 현금흐름과 현재가치가 Table 8과 같다.

대안시스템의 현금흐름과 현재가치

대안시스템의 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초기투자 비용은 

1,572,70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생애주기기간 동안 지출된 

에너지비용의 현금흐름 총합은 5,506,459천원이며 유지관

리비의 현금흐름 총합은 997,763천원으로 계산되었다. 또

한 교체비용의 현금흐름의 총합은 2,866,312천원으로 나

Table 9. Cash flows and present value of alternative system  (Unit: 1,000won)

Year Initial investment
Energy 

consumption

Operating & 

maintenance
Replacement Total expenditure Present value

0 1,572,700 - - - 1,572,700 1,572,700 

1 - 123,438 22,367 - 145,805 139,526 

2 - 126,647 22,948 - 149,596 136,989 

3 - 129,940 23,545 - 153,485 134,499 

4 - 133,319 24,157 - 157,476 132,053 

5 - 136,785 24,785 - 161,570 129,652 

6 - 140,341 25,430 - 165,771 127,295 

7 - 143,990 26,091 - 170,081 124,980 

8 - 147,734 26,769 - 174,503 122,708 

9 - 151,575 27,465 - 179,040 120,477 

10 - 155,516 28,179 1,250,230 1,433,925 923,344 

11 - 159,560 28,912 - 188,471 116,136 

12 - 163,708 29,664 - 193,372 114,024 

13 - 167,964 30,435 - 198,399 111,951 

14 - 172,332 31,226 - 203,558 109,916 

15 - 176,812 32,038 - 208,850 107,917 

16 - 181,409 32,871 - 214,280 105,955 

17 - 186,126 33,726 - 219,852 104,029 

18 - 190,965 34,603 - 225,568 102,137 

19 - 195,930 35,502 - 231,433 100,280 

20 - 201,024 36,425 1,616,082 1,853,532 768,554 

21 - 206,251 37,372 - 243,624 96,667 

22 - 211,614 38,344 - 249,958 94,909 

23 - 217,116 39,341 - 256,457 93,184 

24 - 222,761 40,364 - 263,125 91,489 

25 - 228,552 41,413 - 269,966 89,826 

26 - 234,495 42,490 - 276,985 88,193 

27 - 240,592 43,595 - 284,186 86,589 

28 - 246,847 44,728 - 291,575 85,015 

29 - 253,265 45,891 - 299,156 83,469 

30 - 259,850 47,084 - 306,934 81,951 

Total 1,572,700 5,506,459 997,763 2,866,312 10,943,234 6,29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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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따라서 30년의 생애주기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대

안시스템의 현금흐름 총합계는 10,943,234천원으로 계산

되었다.

대안시스템의 산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초

기투자비용은 1,572,700천원, 에너지비용의 총합은 2,750,224

천원, 유지관비비용은 498,337천원, 교체비용은 1,475,155

천원으로 생애주기기간동안에 현재가치의 총합계는 6,296,415

천원으로 계산되었다. 30년의 생애주기기간동안에 발생하

는 대안시스템의 현금흐름과 현재가치가 Table 9와 같다.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대안시스템의 비교 분석

생애주기기간인 30년 동안에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대안시스템보다 1,103,347천원 적게 지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투자비용은 지열냉난방시스

템이 대안시스템보다 605,800천원 컸지만, 생애주기기간 

30년 동안에 교체비용은 대안시스템이 지열냉난방시스템

보다 250,586천원 더 많이 지출되었다. 에너지비용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대안시스템보다 1,456,606천원 절감되었

지만, 유지관리비는 7,045천원 더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대안시스템의 항목별 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것을 Fig. 1에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기투자비용은 11년차에 회수된다. 

이를 Fig. 2에서 생애주기비용의 누적비용이 보여주고 있

다. 시간에 따라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대안시스템의 누적 

총비용의 차이는 점차 커진다. 이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사용이 냉난방에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의미이다.

결론 및 시사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에 자발적 공약으로 확정하여 발표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를 해

결하기 위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

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358백

만톤을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파트를 

새로 건축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경제성 여부가 중요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 건물에 지열시스템을 도입된 것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

가 사는 집단거주지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지열시스템을 

활용하여 냉난방을 설치한 부산 감정동에 건설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기사용 에어컨과 도시가스를 사용하

는 보일러를 대안시스템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비용 분석

법을 활용하여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대안시스템을 비교분

석하였다. 생애주기는 30년으로 설정하고 비용은 초기투

자비용, 생애주기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

용, 시설교체비용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다. 예측된 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두 시스템을 비교 ‧ 분석하였다.

생애주기기간 30년 동안에 지출된 비용의 총현재가치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대안시스템보다 1,103,347천원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대안시스템보다 더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비용과 교체비용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대

안시스템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11년차에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전기 사용 에어컨과 

LNG 사용 보일러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

하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비용을 절감시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매우 우수한 냉난방시스템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지열에너지의 사용이 신재생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대안시스템의 사용 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양을 검토해야한다. 

Fig. 1. Comparison of LCC by items.

Fig. 2. Cumulative cost of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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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받을 경우 민간기

업이 지열에너지사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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