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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동기를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에 도입하기 위한 LCCA 및 LC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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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mount of energy consumed in air ventilation systems of public facilities accounts for 40% of their total 
energy consumption. To reduce their energy consumption, applying variable speed operation controlled by an inverter 
with a high-efficiency motor is suggested. Since these methods require higher initial investment costs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s, economic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hile LCCA(Life Cycle Cost 
Analysis) model is useful to estimate net savings of alternatives that differs with respect to initial costs and operating 
costs, the environmental burdens are not considered. On the contrary LCA(Life Cycle Assesment) model is suitable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a product’s life but it does not consider costs. In this study, 
the high-efficient motors are introduced into the air ventilation system of a subway station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roposed method is conducted by using LCCA and LC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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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블랙아웃위기의 발생으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국 

각 지역별 순환단전을 실시했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

너지소비가 큰 다중이용시설물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자 한 논의가 있었다(Lee 2013).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

분야 에너지소비량이 전체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

로 비중이 높아 환기설비분야의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절감

효과가 크다 (Kim et al. 2014). 그러나 다중이용시설물은 실

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안전 및 도시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기분야의 에너지소비를 줄

이는데 한계가 있다. 사례로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환

기분야 에너지절약방안으로 관련 설비의 평균 가동시간을 

줄여 역사와 본선환기부문의 전력비용을 연간 약 41억 원 가

량 절감했다(SMRTC 2007).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적정 

공기질 확보여부에 대한 논란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지

속적으로 접수되었고, 공기질 관련 법적기준도 점차 강화되

는 추세에 있어 단순히 평균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은 한계

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환기설비의 주동력원이자 주

요 에너지소비원인 전동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인

버터를 이용한 가변운전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KETEP 2011). 이미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는 최저효율제1)(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시행권고를 통해 전 세계

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

한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 각국의 사정에 맞춰 최저효율제를 

적용해오고 있다(KETEP 2011, Lee 2013). 

1) 전동기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는 규정된 효율 이상의 모터만을 생

산·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도 고효율 전동기만 구매해야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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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고효율제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설

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된다(Lim 

et al. 2008, Jeong and No 2008).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기

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

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LCCA(Life Cycle Cost 

Analysis)이고 (Kim et al. 2009, Kim et al. 2011) 이 방법

은 환기설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Lee et al. 2002, Kim 

2005, Choi et al. 2004, Ozyogurtcu 2011).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하였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분석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고려해 환기설

비의 에너지절감에 따라 줄어든 CO2배출량의 경제적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LCA(Life Cycle Assessment)가 있지만 현재까지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한 LCA만 평가할 경우 비교대상

간의 환경영향에 대한 상호우위만 분석될 뿐 경제적인 평가

는 분석되기 어렵다(Kim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LCCA 및 LCA를 이용해 경제적 측면 

및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 환기설

비에 고효율 전동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LCCA 및 LCA를 이용한 분석 사례에서는 드물

었던 건물의 기계설비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초기투

자비용이 높은 고효율 기계설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LCCA 및 LCA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에 고효율 전동기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LCCA 

및 LCA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하

여 LCCA 및 LCA 분석에 필요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으

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동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

에 필요한 평가항목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항목들을 대표

적인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사 승강장 환기설비에 고효율 

전동기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적용했다. IE2, IE3, IE4급 효

율, 동기 및 유도 방식으로 대표되는 전동기 유형, 인버터 도

입 여부에 따른 가변풍량방식 적용 여부를 대응시켜 다양한 

대안을 생성한 후 대안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다.

2. LCCA 및 LCA에 관한 이론고찰

2.1 LCCA 연구동향 고찰

LCCA는 생애주기동안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예측하는 경

제성평가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환기설

비부문에서도 도입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적용되고 있다.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최적의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LCCA를 

사용했으며, 추가로 설비의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CO2배출량

을 산출했다. 그러나 산출된 CO2배출량은 LCCA와 함께 생애

주기비용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아 대안의 종합적인 경제성평

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Kim(2005)의 연구에서는 최적의 환기

설비선정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LCCA

를 통합한 모델을 제시해 기능적 측면의 대안평가와 경제적 

측면의 대안평가를 종합하고자 했다. 하지만 AHP를 이용한 

평가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LCCA 결과와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에도 신기술을 

도입한 환기시스템 도입의 타당성 검증(Choi et al. 2004)과 

터키의 각 지역별 기후에 적합한 최적의 수술실 환기시스템의 

도입(Ozyogurtcu 2011)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비용절

감측면의 경제성분석에 치중해 환경적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 및 환경적측면도 함께 고

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2 LCA 연구동향 고찰

LCA는 제품 및 시스템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환경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ISO 2006). 

건축분야에서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LCA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Lee and Lee(1996)는 산업

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시공단계의 에너지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Song and Lee(1997)는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요자재를 적산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환경영향 외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분석범위에 포함시켰다. 

KNHC(1998)에서는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동안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에너지소비량과 CO2배출량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MOCT(2004)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건설시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

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비용

으로 환산하는 시도를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방법론에 치중해 실제 검증은 미비

하거나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 대한 LCA분석이 대부분이

다. 또한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의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평가

하였으며 건물기계설비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기계

설비가 LCA평가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원하는 사회적인 추세로 인해 

기계설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부분에서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Kim(2006)은 

LCA방법을 이용하여 건물기계설비의 전 생애에 걸친 환경영

향분석을 진행하였으나 LCA만을 적용해 평가할 경우 그 결

과 값 해석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정도만 인지

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가지는 값은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

는 건축물에서 환경영향 발생이 미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

전준용·최수호·권태환·최혜미·김주형·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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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비교대상 간의 상대적인 결과만으로 평가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

제성과 환경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3 LCCA 및 LCA를 이용한 연구동향 고찰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했던 LCCA와 환경적 영향에

만 치중했던 LCA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LCCA와 LCA를 종

합적으로 이용하여 분석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Norris(2001)의 연구에서 LCCA와 LCA는 같은 생애주기 

관점의 평가방법이지만 평가대상과 목적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간의 개념과 절차가 호환되기 쉽지 않은 점을 한계

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CCA 및 LCA

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Schwab Castell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열차 차체의 소재

선택을 위해 각 대안별로 발생하는 환경부하와 경제성을 분

석하는 LCCA 및 LCA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대안을 분석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기술 도입 타당성 검

토를 위한 LCCA 및 LCA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Kim et al. 2011, Moon 2011). 

이와 같이 환경적인 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해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경제성분석에 반영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건물의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 특히 

에너지소비가 크다고 밝혀진 공공다중이용시설물의 환기설

비분야에서(Lee 2013, Kim et al. 2014) 주요에너지소비원인 

전동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CCA 및 LCA를 이용하여 경

제성평가에 환경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효율 환기

설비용 전동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3. LCCA 및 LCA를 이용한 분석방법 

3.1 LCCA 및 LCA를 이용한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의 LCCA 및 LCA 이용한 분석 프로세스는 

Fig. 1과 같다.

Fig. 1. Analysis procedures using the LCCA and LCA 

문헌고찰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환

기설비에 도입 가능한 고효율 전동기를 선정한다. 선정된 

전동기를 환기설비 운전 시나리오에 따라 대안들을 도출하

고 LCCA 및 LCA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 및 비용을 산

정한다. 산정된 값을 LCCA 및 LCA를 기반으로 경제적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생애주기비용, 투자회수년)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 값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정

한다.

3.2 적용대상 및 평가항목 선정

3.2.1 적용대상 선정

공공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에 고효율전동기 도입의 타

당성검토를 위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설비 효율성 향상,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소 운전시간 확보, 법적 기준 충족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일체형일 경우 전동기 교체 시 송풍기도 함께 교체되어

야하기 때문에 송풍기(fan)와 분리 가능한 전동기여야 한다. 

② 가동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설비의 효율이 높더라도 

에너지 절감비용이 적기 때문에 일일 가동시간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검토 될 대상 전동기 및 이를 포함한 환기설비는 공공다

중이용시설물의 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는 필요 환기량

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적용대상의 운전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대안 

선정 

공공다중이용시설물의 환기설비 운전 시나리오는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속운전(on-off)방식과 인버터를 

이용한 가변운전방식이 있으며, 각 환기설비 운전 시나리오

에 적용 가능한 고효율 전동기의 종류들을 비교 분석하여 효

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대안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3.2.3 LCCA 평가항목 선정

LCCA 평가항목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선정

했다. 평가항목은 환기설비분야의 LCCA를 실시한 Choi et 

al.(2004)의 연구와 Seol(2007)의 연구, 그리고 LCCA항목의 

방대함을 지적하고 가중치와 영향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별한 

An et al.(2013)등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Table 1과 같이 평가

항목 도출했다. 도출된 평가항목들은 초기비용, 운영비용, 철

거비용으로 분류하였다. 초기비용에서는 설비의 초기투자비

용을 기반으로 재료비 및 설치비로 선정했다. 운영비용에서

는 교체비와 관리비, 에너지비를 선정했으며, 마지막 철거비

용에서는 해체폐기비, 잔존가치비를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물인 지하철역사 기계설비관리자와 문헌

고찰에서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고효율 전동기를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에 도입하기 위한 LCCA 및 LCA 분석



4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운영비용의 항목 중 관리비가 일반관리비와 인건비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도출된 평가항목들은 H대학교 기계설비관련 교수 2명 및 

경력 10년 이상의 환기설비관련업체 기술자 3명과의 면담 또

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평가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Table 1. The real interest rate and the inflation rate

Division Items

Initial costs
Cost of materials

Installation cost

Maintenance costs

Replacement cost

Administrative expense

Labor cost

Energy cost

Demolition costs
Dismantling disposal cost

Residual value

3.2.4 LCA 평가항목 선정

LCA 평가항목은 건물기계설비의 LCA를 분석한 

Kim(2006)의 연구에서 적용된 요인들을 반영하여 투입 자재

에 따른 CO2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CO2배출량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 중 자재에 따른 CO2배출량은 전동

기자재가 전생애주기동안 배출되는 CO2량은 미비하므로(An 

et al. 2013, Seol 2007, Kwak et al. 2015) 평가항목에서 배

제하였다.

3.3 LCCA 및 LCA 항목별 비용산정 방법

3.3.1 기본가정 설정

LCC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분석을 진행하기 때문

에 분석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기간과 분석시점의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리변동,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되는 미래가치를 분석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 LCCA 항목의 비용 산정을 

위한 분석기간, 분석시점을 결정하고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을 

설정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3.3.2 LCCA 평가항목별 비용 산정

LCCA 항목은 위에서 설정한 기본가정과 기존의 실적자료, 

전문가와의 인터뷰 또는 해당 항목 전문 업체의 견적자료를 

제공 받아 작성한다.

전동기의 에너지소비량은 출력에서 효율을 나눈 정격동력

에 운전시간을 곱한 값이며 에너지비용은 에너지소비량에 요

금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수식 1).

Ce(LCCA)= E
Po  ×Td×Dy×C (1)

Ce= 에너지비용(Won/y)
Po= 출력(Kw)
E = 효율(%)
Td= 일간 운전 시간(h/d)
Dy= 운전 일수(d/y)
C = 전력 요금 단가(Won)

3.3.3 LCA 평가항목별 비용 산정

LCA항목은 운영단계에서 전력소비량절감에 따른 CO2배

출저감량을 산출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MOE Environmental Assessment Policy Division (2012)

의 ‘「온실가스 항목」환경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전력-CO2배출

계수(0.454kgCO2/kWh)를 ton단위로 환산하였으며 국내 탄

소배출권가격을 적용하여 CO2저감비용을 산출하며(An et al. 

2013) 수식(2)와 같다.

Cc(LCA)=Wn×EF×CCO2
 (2)

Ce= 에너지절감비용(Won/y)
Wn= 연간 에너지 소비 절감량(Kwh)
EF = 전력의 탄소 배출계수(tonCO2/Kwh)
Cco2

=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Won/ton)

3.4 LCCA 및 LCA 비용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결과분석

LCCA 평가항목별 비용과 LCA 평가항목별 비용을 종합적

으로 환산한 비용으로 합하여 대안별 전동기의 생애주기비용

을 산정해 비교 분석한다.

또한, 효율이 높은 전동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

비용이 증가함으로 증가된 투자비에 대한 투자회수기간을 산

정하여 대안별로 비교한다. 투자회수기간 산정방법은 기준

안대비 증가된 초기투자비용에서 투자회수년(R)까지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CS)을 감한 값이 0으로 될 때까지 계산한다. 

연간에너지절감비용(CS)은 LCCA비용 중 선정된 각 대안별 

비교대상으로 되는 기준대안 대비 절감된 연간에너지비용(절

감된 전력요금)에 LCA 비용인 CO2배출저감비용을 더하여 산

정한 값이며 이때 물가상승율도 함께 반영한다(수식 3). 수식

(3)에서 투자회수년(R)을 구하면 수식 (4)와 같다.

Ir=∑Cs(1+i)ϵ
ϵ=0

R

 (3)

R=log1+i{(
Cs

Ir×i )+1} (4)

R= 회수기간

Ir= 증가투자비

i = 물가상승율

Cs= 연간 에너지 절감 비용(기준년도)

전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려면 현재비용과 미래비용을 공

전준용·최수호·권태환·최혜미·김주형·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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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nchronous Reluctance Motor(동기형 릴럭턴스 전동기)

통의 시점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용발생시점이 상

이한 경우 현재가치화법을 사용하며 산출식은 수식(5)와 같

다(Seol 2007).

3.5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 LCCA 및 LCA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시나리오별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분

석결과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추가

로 실질할인율을 변경하여 상대절감율을 산정해 민감도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분석결과를 검증한다.

4. LCCA 및 LCA 적용 및 분석

4.1 적용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 적용될 사례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

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7호선 수락산역의 승강장 환기

설비용 전동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락산역 승강장은 

지하공간으로 자연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기설비가 필수적

으로 운전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수락산역 승강장의 환기설

비에는 동력이 30Kw인 전동기 2대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LCCA 및 LCA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수락산역 

승장강의 환기설비에서 사용되는 2대의 전동기를 대상으로 

한다.

4.2 환기설비 운전 시나리오별 대안 선정 

공공다중이용시설물의 환기설비 운전 시나리오는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속운전과 인버터를 이용한 가변운

전을 적용했다. 각 운전 시나리오별로 적용 가능한 고효율 전

동기를 선정하기 위해 H대학교 기계설비관련 교수 2명, 경력 

10년 이상의 환기설비관련업체 기술자 3명, 지하철역사의 기

계설비관리자 2명과의 면담 또는 전화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를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IE3급 삼상유도전동기, IE4

급 SynRM2)으로 선정됐으며, IE4급 SynRM는 현재 주문 판

매중인 SynRM과 보급을 위해 대량 양산된 SynRM으로 나누

어 적용했다.

1) 시나리오1: 수락산역 승강장 환기설비의 운전스케쥴에 

따른 정속운전(ON-OFF운전)이다. 대안1은 IE3급 삼상유도

전동기, 대안2는 현재 주문 판매중인 IE4급 SynRM, 대안3

은 보급을 위해 대량 양산된 IE4급 SynRM으로 한다. IE4급 

SynRM은 인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시나리오2: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내 필요 환기량에 맞춘 가변풍량 운전방

식이다. 대안4는 IE2급 삼상유도전동기와 인버터, 대안5는 

IE3급 삼상유도전동기와 인버터, 대안6은 현재 주문 판매중

인 IE4급 SynRM, 대안7은 보급을 위해 대량 양산된 IE4급 

SynRM으로 한다.

각 대안들의 비교대상은 현재 전국도시철도역사에 보편적

으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IE2급 삼상유도전동기의 수락

산역 승강장의 환기설비 운전스케쥴에 따른 정속운전으로 선

정하였다.

4.3 LCCA 및 LCA 항목별 비용 산정

1) 항목별 비용 산정을 위한 기본가정 설정

① 분석기간, 분석시점: 전동기의 수명주기는 약 20∼30년

으로 상당히 긴 수명주기를 가지며 인버터를 이용한 가변운

전으로 전동기의 수명을 연장 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기의 최대수명을 30년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영해 분석

기간을 산정하였으며 분석시점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간전력사용요금: 수락산역사는 산업용(을) 고압A, 선

택Ⅱ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수락산역 승강장의 환기설비 

운전스케쥴에 맞춰 시간대별, 계절별 각각의 전력요금단가를 

반영하여 연간전력사용요금을 산정한다.

③ 탄소배출권 시세: 국내에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

래제도시행이 예정되면서 국내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1ton당 

12,000원으로 형성되어있어(Kim and Lee 2014) 본 연구에

서도 앞으로 거래될 탄소배출권의 가격 및 실질 할인율을 적

용한다.

④ 실질할인율: 본 연구의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은 Kim 

and Jung(2012)의 연구에서 1997년∼2011년까지 총 15개년

도의 이자율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산정한 실질이자율

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Table 2). 전력요금의 실질할인율

은 한국전력공사(2013)의 통계자료에서 요금제사용기준이 

변경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산업용(을) 고압

A, 선택Ⅱ 요금제자료의 분석을 통해 계산된 연간 평균상승

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Table 2).

Table 2. The real interest rate and the inflation rate

(Unit : %)

Division Discount Increasing rate Real discount rate

Prices 6.41 3.30 3.01

Electricity charges 6.41 5.87 0.51

⑤ 전동기와 인버터의 효율: IE2급, IE3급 전동기의 효율

은 기본적으로 국내 최저효율제의 기준인 KS C 4202:2009

을 반영하도록 한다. IE2급 및 IE3급 전동기의 인버터 설치

로 인한 효율손실을 H대학교 기계설비관련교수와의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4%로 적용하였다. IE4급 SynRM은 전문

업체 A사의 SynRM패키지(전동기 및 인버터)효율로 적용하

였다.

고효율 전동기를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에 도입하기 위한 LCCA 및 LC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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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운전을 통한 에너지절감은 같은 환기설비의 정속운

전 보다 약 6%~30%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Park and Jung 

2013, Lee and Lee 2012, 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가변운전을 통해 6% 정도 에너지소비를 절감시킨다고 가정

한다.

2) LCCA 항목별 비용산정

① 재료비: 재료비는 환기설비의 30Kw급 전동기의 종류별 

취득단가로 하였으며 전문 업체의 견적자료를 통하여 산정하

였다. IE4급 SynRM는 효율이 높지만, 현재 주문 판매로 인

해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관련업계에서

는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적용한 IE4급 SynRM 대량 양산 가격은 관련업체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현재시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

로 가정하였다.

② 설치비: 설치비는 전동기만 설치하는 경우와 인버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해 관련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치가격을 산정하였다.

③ 교체비: 교체비는 전문 업체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인터

뷰를 통해 약 15년을 주기로 일부부품을 교체해야하는 인버

터 부품의 가격으로 선정하였으며 인버터 초기투자비용의 약 

30%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④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환기설비의 점검, 수리, 청소 

Table 3. LCCA and LCA model analysis result list(1)

(Unit: Thousand Won)

LCCA/LCA Items

Comparison target
Scenario 1: Constant operation

Alternatives1 Alternatives2 Alternatives3

IE2 three-phase 

induction motor

IE3 three-phase 

induction motor
IE4 SynRM

IE4 SynRM

(Mass production)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Initial cost
Cost of materials 4,130 4,310 5,600 5,600 33,234 33,235 16,617 16,617

Installation costs 800 800 800 800 1,400 1,400 1,400 1,400

Maintenance costs

Replacement cost - - - - 4,102 1,685 2,050 842

Administrative expense 5,000 97,876 5,000 97,876 5,000 97,876 5,000 97,876

Labor cost 32,000 626,404 32,000 626,404 32,000 626,404 32,000 626,404

Energy cost 30,105 835,510 29,754 825,742 29,503 818,782 29,503 818,782

CO2 emission reduction cost 0 0 22 440 39 754 39 754

Demolition costs
Dismantling disposal cost 400 164 400 164 400 164 400 164

Residual value 144 59 144 59 164 67 164 67

Total cost - 1,565,005 - 1,556,087 - 1,578,725 - 1,561,264

Payback period - 4.64 24.14 14.85

Table 4. LCCA and LCA model analysis result list(2)

(Unit: Thousand Won)

LCCA/LCA Items

Scenario 2: Variable operation

Alternatives4 Alternatives5 Alternatives6 Alternatives7

IE2 three-phase 

induction motor+Inverters

 IE3 three-phase 

induction motor+Inverters
IE4 SynRM

IE4 SynRM

(Mass production)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First Year 

Cost

Life Cycle 

Cost

Initial cost
Cost of materials 7,010 7,010 8,600 8,600 33,234 33,235 16,617 16,617

Installation costs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Maintenance costs

Replacement cost 864 355 900 370 4,102 1,685 2,050 842

Administrative expense 5,000 97,876 5,000 97,876 5,000 97,876 5,000 97,876

Labor cost 32,000 626,404 32,000 626,404 32,000 626,404 32,000 626,404

Energy cost 29,572 820,677 29,210 810,657 27,733 769,654 27,733 769,654

CO2 emission reduction cost 34 669 57 1,120 151 2,969 151 2,969

Demolition costs
Dismantling disposal cost 400 164 400 164 400 164 400 164

Residual value 164 67 164 67 164 67 164 67

Total cost 1,553,150 1,544,284 1,527,382 1,509,921

Payback period 6.39 5.77 10.23 5.66

Table 5. Sensitivity analysis (Relative reduction ratio)

(Unit : %)

Change Alternatives1 Alternatives2 Alternatives3 Alternatives4 Alternatives5 Alternatives6 Alternatives7

1% 0.494% -0.751% 0.089% 0.131% 0.639% 1.644% 2.505%

3.01% 0.558% -0.834% 0.174% 0.163% 0.737% 1.900% 2.908%

5% 0.613% -0.912% 0.233% 0.188% 0.818% 2.096% 3.241%

전준용·최수호·권태환·최혜미·김주형·김재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47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수락산역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간비용을 산정하였다.

⑤ 인건비: 인건비는 수락산역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기설비 외 기타설비를 함께 관리중인 인원 8명이 10개의 

역사를 담당하는 형태로 근무함을 반영해 관리인원들의 총 

인건비를 1개 역사당비용으로 환산해 산정하였다.

⑥ 에너지비용: 에너지비용은 3장에서 산정한 연간 전력사

용요금으로 반영하였다.

⑦ 폐기처분비: 폐기처분비는 철거전문업체의 견적자료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⑧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재활용전문업체의 견적자료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3) LCA 항목별 비용산정

CO2배출저감비용: CO2배출저감비용은 3장에서 산정한 연

간전력소비량절감에 따른 연간 CO2배출저감비용으로 반영하

였다.

4.4 LCCA 및 LCA를 이용한 분석

앞서 산정한 비용들은 Table 3, Table 4와 같이 각 항목에 

작성 하였고, 작성된 비용을 토대로 30년 생애주기동안 발생

하는 비용을 현재가(NPV: Net Present Value)로 환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비교대상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안들의 추

가 투자금에 에너지절감비용 및 CO2배출저감비용을 함께 고

려하여 투자회수기간을 산정하였다.

4.5 결과도출 및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 LCCA 및 LCA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Table 3, Table 4).

운전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보면 가변운전방식

이 전체적으로 정속운전방식보다 생애주기비용이 적으므로 

경제적인 운전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별 대안들을 비교해보면 정속운전시나리오에서는 

대안1의 투자회수년이 가장 짧고 생애주기비용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안2, 대안3은 대안1에 비해 에너지절감비용 

및 CO2배출저감비용은 높지만 초기투자비용이 훨씬 높기 때

문에 투자회수년이 길고 생애주기비용도 높다. 가변운전시나

리오에서는 대안7의 투자회수년이 가장 짧고 생애주기비용

이 낮다.

전체시나리오별 대안들을 비교하여 보면 대안1은 투자회

수년이 가장 짧지만 생애주기비용은 대안7이 제일 적어 가장 

경제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Table 5와 같이 할인율을 기존

의 3.01%에서 1%와 5%로 변경하여 상대절감율을 산정해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안7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LCCA 및 LCA를 이용해 경제적 측면과 환

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에 

고효율전동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에 고효율 전동기의 도입과 함께 

인버터를 설치해 환기설비의 운전을 최적화시켜주는 방안이 

에너지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인 방안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동기의 생애주기비용에서 에너지비

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환경적비

용인 CO2배출저감비용은 전체 연간절감비용의 6%로써 투자

회수기간에는 일부분의 영향을 미치지만 전생애주기비용에

서는 0.2%미만으로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설계자 및 엔지니어가 다중이용시

설에 고효율 환기설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LCCA 및 LCA는 복잡한 분석과정 및 수식이 필요하므로 비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비

전문가들도 손쉽게 사용 가능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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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다중이용시설의 환기부문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40%로서 상당히 크다. 환기설비분야의 
에너지절약방안으로는 주동력원이자 주요에너지소비원인 전동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인버터를 이용한 가변운전을 통
하여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설비보다 높은 초기투자비가 필요하므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평가가 요구된다. 경제성평가 방법으로 생애주기동안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예측하는 LCCA(Life Cycle 
Cost Analysis)가 적절하지만 LCCA는 분석내용이 단순 비용절감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LCA(Life Cycle Assessment)있지만 이는 주로 건축물에만 사용되어왔고 또한 환경적인 
측면만 치중하여 경제적은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CCA 및 LCA를 이용해 경제적 측면 및 환
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에 고효율 전동기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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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동기를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에 도입하기 위한 LCCA 및 LCA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