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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의 태양열 시스템적용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Solar Heating System of Villag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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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r getting basic data through grasping the obtained heat by structure of

each unit and the effects of environment improvement based on judgement for whether or

not a solar heating system of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is possible to set up in

village hall public buildings as community center and senior citizen center. Conducting a

survey of community center and senior citizen center in Ibam-My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and the analysis, obtained solar heat of 414,309,678 kcal every year

and from this, effects of 131.48995 TCO₂. These figure equate to 26,298 pines effec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dvantage of reducing building operating costs in the long

run besides effects of environ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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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화석원료 사

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 온

난화를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

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4을 차지하는 건설

및 건축분야는 에너지 효율에서 최우선 과제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토

해양부에서는 2009년 11월에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물에너지 절감 및 전환 대책

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책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확대 시행, 공공 건축물 신재생에너

지 설비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매매나 임대 시 에너

지 소비 증명서 활용방안, 2018년까지 기존 주택 100

만 가구의 그린홈 주택으로의 전환,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문제

와 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하여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수요

를 최소화 하는 방법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해결

책으로 모색되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건물의 CO₂배출량은

전체 CO₂배출량의 약 1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건축에서 가장 많은 CO₂를 배출하는 부

분은 난방 부분이며 건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

소하기 위해서는 건축 계획요소의 고려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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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효율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1)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에너

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가 절실한 실

정이며2)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저탄소·친

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

업이라는 인식하에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의 다양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적용대상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용시킬 경우 구체

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환경개

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제적

용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주거건축을 대상으로 분석을 위한 사례를 정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

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주거와 유사한

즉, 난방 및 온수 부하를 가지는 실제적 모델의

선정을 위해 마을 회관 및 노인정을 분석의 대

상으로 삼았다.

경상북도 영양군은 경상북도에서도 북부지방

에 속하는 곳이며, 겨울철 난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그 가운데 입암면은 낙동강 수

계(水界) 지역으로 환경 문제와의 관련성도 매

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경상북도 영양군

입안면에 소재한 전체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대

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열시스

템의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태양열시스템

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와 환경개선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적용

2.1 마을회관 현황

경상북도 영양군은 낙동정맥 중간의 고랭협

곡(高冷峽谷) 지대로 경상북도에서도 북부지방

에 속하는 곳이며, 겨울철 난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3) 그 가운데 입암면은 낙동강

수계에 속하는 지역으로 영양군의 남쪽에 자리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은 석보면, 서쪽은 안동시, 남쪽은 청송군,

북으로는 약 12㎞지점에 군청 소재지가 있다.

입암면의 면적은 79.06㎢이며 19개 리에 1,223

세대 2,611명(남:1,274 여:1,337)이 생활하는 비

교적 소규모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다.4)

입암면에는 총 22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 있다.(Table 2. 참조) 이 가운데 연당1리 마

을회관은 한국 전통건축 양식의 건축물이라 지

붕 위에 태양열집열기 설치가 곤란하며,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중요민속자료 제108

호인 서석지가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검토

및 조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외

되었다. 삼산리 마을회관의 경우는 마을회관 2

층의 지붕이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구조위에 아

스팔트슁글로 마감되어있어 누수의 우려가 있

으므로 태양열집열기의 설치가 곤란하며 Site

주변에도 여유 공간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그리고 방전리 마을회관도 지붕 구조가 조

립식 샌드위치판넬 구조에 칼라강판으로 마감

되어 있어 누수의 우려로 인해 태양열집열기의

설치가 곤란하며 Site 주변에도 여유공간이 없

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Fig. 1. 제외대상

마을회관 참조)

연당1리마을회관 삼산리마을회관 방전리마을회관

Fig. 1. Exception of village community center.

이들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소에는 태

양열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곳에 건물

의 규모와 조건에 적합한 태양열시스템을 적

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와 환경개선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2 태양열시스템의 적용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

1) 이종식 외, 공동주택 건축기술요소의 CO₂배출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9호 2009. 9 p284 참조

2)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통계(http://www.kemco.or.kr)

3) 2009 영양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영양군의 월평균기온은 11월 7.1℃, 12월 0.3℃, 1월 -0.7℃, 2월 0.3℃, 3월 5.5℃이다.

4) 2009 영양군 통계연보, 2008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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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국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수 및 난방 공급

을 위한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 연료인 석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석유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온실

가스의 배출과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

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 태양광, 바

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을 재생

에너지로 분류하고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을 신에너

지로 분류하여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5)

태양열 시스템은 크게 집열부, 축열부, 이용부로

나누어지는데, 집열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열기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집열기

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판형 집

열기와 진공관형 집열기이다.

구분 평판형 집열기 진공관형 집열기

사용 온도 저온 중.고온

외기 온도 

영향

열손실율이 높아 

민감

열손실율이 적어 

영향 적음

보온 기능
집열판 표면 유리에 

의존 

진공 보온 단열 

효과

설치 방향
남향 방향 최대 

효율 발휘
방향 제한이 적음

유지 관리
집열면 일부분 파손 

시에도 전체 교체

파손 된 부위만 

교체 가능

집열 효율 저온에서 효율 높음
고온에서 효율 

높음

Table 1. Characteristic comparison of solar heat collector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집열기 선

택이 중요한데 온수 부하량과 외기에 대한 영

향, 설치 후 사후관리 등을 비교하여 각 집열기

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

스템의 효율을 고려하여 진공관형 집열기 가운

데서도 이중진공관형 집열기를 선택하였고, 일

사량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높은 효율을 위하

여 CPC반사경6)이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였다.

SHCCPC15127)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이미 여러 현장에 설치되어 그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제품의 사양은

Table 2.와 같다.

집열기 크 기 면 적 무 게

규 격

가 로 1390㎜ 총 면 적 2.28㎡ 빈무게 37.0㎏

세 로 1640㎜ 투과면적 2.0㎡ 찬무게 39.0㎏

높 이 100㎜ 흡수면적 2.0㎡

형 식
집열기 종류 진공관형

열 매 체 액체식

설 계

기 준

작동온도 최대 295℃ 적정 0~150℃ 최소 -30℃

열매체유량 최대 0.07㎏/s 적정 0.03~0.05㎏/s 최소0.02㎏/s

최대사용압력 10㎏/㎠

Table 2. Specification of solar heat collector(SHCCPC1512)

태양열 시스템은 태양열로 축열된 온수를 1

차로 사용하고 축열된 열량이 부족할 경우 기

존 보일러가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너지

의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

Fig. 2. Flowchart of solar heat system.

고 있다.(Fig. 2. 태양열시스템 흐름도 참조)

입암면에 소재한 전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09

6) CPC(compound parabolic collector)반사경은 직달일사 뿐만아니라 반사일사, 산란일사가 가능하도록 집열기 하부에 반

사경을 부착한 것을 말한다.

7) SHCCPC1512 집열기 1장의 면적은 2.28㎡이며 최대 295℃까지 집열이 가능한 이중진공관형 집열기이며 세한에너지(주)

의 생산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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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태양열시스템의 적용가능 여부를 판

단하였는데, 건물 고유의 기능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역할을 방해하지 않도록 옥상공간을

사용하여 집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옥상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변

부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마져

도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적용불가로 판단하였

다. 또한 건물 면적과 사용량의 효율을 고려하

여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에 따라 집열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지 구분 설치면적

신구1리마을회관 태양열 31.92㎡

신구2리마을회관 태양열 34.2㎡

연당1리마을회관 × 설치불가

연당2리마을회관 태양열 31.92㎡

신사1리마을회관 태양열 31.92㎡

신사2리마을회관 태양열 34.2㎡

산해1리마을회관 태양열 34.2㎡

산해2리마을회관 태양열 34.2㎡

산해3리마을회관 태양열 34.2㎡

교리마을회관 태양열 34.2㎡

삼산리마을회관 × 설치불가

병옥리마을회관 태양열 31.92㎡

노달리마을회관 태양열 31.92㎡

방전리마을회관 × 설치불가

흥구리마을회관 태양열 31.92㎡

대한노인회입암면분회 태양열 31.92㎡

선바위경로당 태양열 34.2㎡

서치경로당 태양열 31.92㎡

산해3리 경로당 태양열 27.36㎡

고구령경로당 태양열 31.92㎡

방전리 실버수련관 태양열 31.92㎡

큰마을경로당 태양열 31.92㎡

소 계  617.88㎡

Table 3. Availability of installation and installation area

3. 기대효과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가운데 태양열시스템의 적용이 가능

한 19개소의 전경과 집열기 배치도는 Fig. 3-1,

3-2, 3-3과 같다. 이는 전체 대상지를 답사하여

대상지를 실측하고 건축면적을 기본으로 하여

태양고도 및 음영조건, 방위 등을 조사하여 최

적의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신구1리 마을회관

신구2리 마을회관

연당2리 마을회관

신사1리 마을회관

신사2리 마을회관

산해1리 마을회관

산해2리 마을회관

Fig. 3-1. A plan of collector arrangement of village

community center and senior citize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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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3리 마을회관

교리 마을회관

병옥리 마을회관

노달리 마을회관

흥구리 마을회관

대한노인회 입암면분회

Fig. 3-2. A plan of collector arrangement of village

community center and senior citizen center.

신구1리 마을회관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

의 지상2층 건축물로서 전면이 남쪽으로 개방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옥상바닥에 태양열 집열

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신구

선바위 경로당

서치 경로당

산해3리 경로당

고구령 경로당

방전리 실버수련관

큰마을 경로당

Fig. 3-3. A plan of collector arrangement of village

community center and senior citizen center.

1리 마을회관의 경우는 최상층이 박공형의 경

사지붕으로 되어 있어 경사지붕의 각도에 맞추

어 집열기를 설치한다. 집열면적은 31.92㎡이며

이중진공관형 집열기 14장8)이 소요되고 집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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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Fig. 4.와 같다.

Fig. 4. The structure drawing of singu village

community center.

신구1리 마을회관에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시

켜 얻을 수 있는 년간 태양열 획득열량은 아래

의 계산식에 의하며 년간 약 21,403,452kcal를

얻을 수 있다.

집열면적×년평균일사량×집열효율×기간

31.92(㎡)×3402(kcal)×0.54×365(일)

= 21,403,452kcal/year

TOE(Ton of Oil Equivalent)란 국제에너지기

구(IEA)에서 정한 단위로 석유환산톤을 말하며

TOE는 10⁷kcal로 정의 되는데 이는 원유 1톤

의 순발열량과 매우 가까운 열량으로 TOE 환

산시에는 에너지 열량환산기준9)의 총발열량을

이용하여 환산한다. 즉, ㎘, t, ㎥, kWh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신구1리 마을회관에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시킬 경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보일러 등유로 환산하였을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면 약 2,657ℓ/year의 절

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기로 환산했을 경

우는 24,888kw의10) 절감효과가 있다.

년간태양열발생량
=

21,403,452

사용연료발열량×보일러효율 8,950×0.9

또한 이를 통해 기대되는 환경개선 효과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며 년간 6.79257 TCO₂의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57 × 8,950 ÷ 10⁷ ≒ 2.37801 toe

2,657 × 8,350 ÷ 10⁷ ≒ 2.21859 TOE

2.21859 × 0.835 ≒ 1.85252 TC

1.85252 × 44/12 = 6.79257 TCO₂

이러한 수치는 소나무 1,359그루11)를 심는 것과

같은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

을 설치할 경우 얻어지는 년간 태양열 획득열

량과 CO₂의 절감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대상지 년간 획득량
(kcal)

환경개선
효과(TCO₂)

신구1리마을회관 21,403,452 6.79257

신구2리마을회관 22,932,270 7.27829

연당2리마을회관 21,403,452 6.79257

신사1리마을회관 21,403,452 6.79257

신사2리마을회관 22,932,270 7.27829

산해1리마을회관 22,932,270 7.27829

산해2리마을회관 22,932,270 7.27829

산해3리마을회관 22,932,270 7.27829

교리마을회관 22,932,270 7.27829

병옥리마을회관 21,403,452 6.79257

노달리마을회관 21,403,452 6.79257

흥구리마을회관 21,403,452 6.79257

대한노인회입암면분회 21,403,452 6.79257

선바위경로당 22,932,270 7.27829

서치경로당 21,403,452 6.79257

산해3리 경로당 18,345,816 5.82365

고구령경로당 21,403,452 6.79257

방전리 실버수련관 21,403,452 6.79257

큰마을경로당 21,403,452 6.79257

계 414,309,678 131.48995

Table 4. Annual acquisition of solar heat and effect

of environmental development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의 태양열시스템 설치가능 마을회관 및

경로당 19개소에 태양열시스템을 적용시킬 경

우 년간 414,309,678 kcal의 태양열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31.48995 TCO₂의 환경개

8) 집열기 1장의 크기는 1390(L)×1640(H)×101(D)로 면적이 2.28㎡이므로 14장을 설치할 경우 집열면적은 31.92㎡이다.

9)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은 에너지기본법 제5조 제1항과 관련되어 있다.

10) 최종에너지 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 = 860㎉를 적용한다.

11) 소나무 1그루는 년간 5㎏의 CO₂를 흡수한다.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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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소나무

26,29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신재생 에너지의 적용을 통

해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환경개선 효과도 매우 큼

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건축 계획요소의 고려와 시스템의 높은 효율 등

도 중요하지만 태양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 단위에 1개소 이상의 신재생에너

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에

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효과도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경상북

도 영양군 입암면의 경우와 같이 각 지역의 마

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 등 신재생에

너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화석에너지

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

는 여러 가지 대처방안 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같이 마을단

위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 태양

열시스템의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토

대로 각 단위 건축물에서 얻어지는 획득 열량

과 환경개선 효과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Data를

얻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영

양군 입암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실측을 통해 도면을 제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의 마을회관과 경로

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22

개소 가운데 19개소에 태양열 시스템의 적용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건립 시 초기 설계단계에서

부터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각 시설물의 태양열집열기 설치가능 면적은

31.92㎡ 11개소, 34.2㎡ 7개소, 27.36㎡ 1개소

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건축물의 면적과 함

께 효율이 고려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건축면

적과는 별개로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집열면

적이 줄어든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설계단계

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상지역의 태양열시스템 설치가능 마을회관

과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년

간 획득열량은 414,309,678 kcal이다. 이는 보

일러 등유로 환산했을 경우 46,292ℓ에 해당

되며, 전기로 환산했을 경우 481,755kw에 해

당하는 양이다.

4. 대상지역의 태양열시스템 설치가능 마을회관

과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년

간 131.48995 TCO₂의 환경개선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이는 소나무 26,298를 심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같다.

5. 신새생에너지의 적용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국

제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

로 장기적으로 건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6. 건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건축 계획요소의 고려와

시스템의 높은 효율 등도 중요하지만 태양열시스

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적극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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