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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유가의 불안정한 공급과 CO2의무감축 부담을 개

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과 지원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급을 권장하고 있으

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방법으로 Life Cycle Cost(이하 

LCC)분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LCC는 초기 공사비용뿐만 아

니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에너지비, 유지 및 교체비 등을 포함

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의미한

다. 하지만 LCC분석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LCC분석에서는 입

력변수(할인율, 인플레이션, 에너지비 등)를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거나 또는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만을 

수행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태양열과 기름을 사용

하는 난방설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유가가 크게 올랐을 경

우, 사용자는 태양열난방설비의 집열기와 축열조를 추가적

으로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적인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 기존의 LCC분석은 이런 외부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유연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시설물의 내용연수 동안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발

생되는 에너지비용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

라 전략적 기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요구된다(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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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영열난방시스템

을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옵션을 활

용한 LCC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 LCC분석의 한계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물옵

션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LCC분석뿐만 아니

라 운영 유연성이 확보된 새로운 LCC분석 방법을 제안함으

로써, 태양열난방시스템의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1. Flow of study

2. 예비적 고찰

2.1 태양열난방시스템

태양열난방시스템은 일사 시간동안 집열기로부터 얻은 열

에너지를 펌프나 휀과 같은 이송장치를 통해 직접 이송되거

나 또는 축열조에 축적해 두었다가 부하 시 이용되어지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열난방시스템은 크게 집열

부, 축열부, 이용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열기, 축열조, 태

양열 부족 시 열을 공급하는 보조열원장치(보일러), 이를 총

괄적으로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구성된다(Fig. 2). 에너지비의 

변동성에 따라 교체 시점에서 주열원장치, 보조열원장치를 

폐기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이 가능하다. 

Fig. 2. Solar heating system

2.2 생애주기비용 분석

생애주기가 긴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시공

에서부터 건물유지, 폐기되는 순간까지의 지출과 장기적인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활용되는 분석방법 

중에 하나가 LCC분석이다(Lee 2011). LCC분석은 건물의 생

애주기동안의 발생비용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가장 경제적인 대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석방

법이다.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분석은 일반적으로 확정론적 방법

과 확률론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et al 2006). 우선 

확정론적 생애주기비용 분석방법은 생애주기비용 분석 시 통

계적 데이터나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에 의해 변수를 하나의 

고정된 입력값으로만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방법이 간단한 

반면,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확률론적 생애주기비용 분석방법은 입

력변수의 확률적 특성값(분포형태, 최대 기대치, 변동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입력변수의 확률적 특

성값을 사용하고 이를 Monte Carlo 시뮬레이션기법과 같은 

확률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LCC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불확실

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률모델 및 특성값

에 대한 조사 및 많은 데이터의 통계처리가 필요하므로 초기 

데이터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비용 분석은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입력변수에 대

한 가정사항과 비용항목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비

용을 산정하고,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시설물 또는 대안에 대한 생애주기비용의 분석 및 평

가를 수행하는 절차로 구성된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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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CC analysis process

2.3 실물옵션

실물옵션은 옵션이론을 금융 자산이 아닌 실제 물리적 자

산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전략적 자본 투자

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기회에 대한 가치평가, 프로젝트에 대

한 자본적 지출 등의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동

적이고 불확실한 사업환경 내에서 적용되는 모델이다(Jung 

2010). 실물옵션은 실행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크면 옵션

을 행사하고 작으면 행사하지 않는 전략적 선택의 가치가 반

영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클수록 실물옵션의 가치는 증가하

며, 다시 말해 옵션의 유연성이 증가할수록 옵션가치 또한 증

가한다고 할 수 있다(Jeong 2007).

실물옵션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1. Types of Real Option

Types Content

Option to expand Expanding business to increase profit

Option to reduce Reducing business to avoid additional loss

Option to abandon Abandoning business to keep the residual value

Option to defer
Defering business until the favorable business 

conditions come

Composite option Executing more than two option to optimize the profit

실물옵션은 미래에 실현가능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의사

결정단계에서 옵션을 행사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물옵

션의 평가모형으로는 연속모형인 블랙숄츠(Black-Sholes)모

형1)과 불연속모형이 이항분포모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계산과 유도과정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이항분포모형을 선정

하여 활용하였다.

이항분포모형은 기초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

개되어 나가는 것을 기초로 각 시점마다 자산의 가치가 두 가

지의 확률로 변하는 구조를 가지며, 이때 사용되는 확률은 위

험중립확률을 의미한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f라면 한 시간단

위 내에 자산은 상향가치 f u , 하향가치 f d를 갖게 된다. 이항

분포모형을 이용해 옵션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기초자산의 가

치(f), 무위험이자율(r), 기초자산의 변동성(σ), 위험중립확

률(p)이 필요하며, 연속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대수익률(e r)

은 식(1)을 통해 산정되어 진다.

p f u + ( 1 - p ) f d
       ∆ = e r  (1)

기초자산의 움직임인 up-state 상태가격(u, 상승계수)와 

down-state 상태가격(d, 하락계수), 그리고 위험중립확률(p)

는 아래의 식(2)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u = eσ,  d = 1
u e-σ ,  p = (er-d)/(u-d) (2)

3. LCC분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사례를 통한 LCC분석

3.1.1 사례건물의 선정 

본 연구는 LCC분석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물

옵션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Yu et al 

(2003)의 태양열 주택 LCC분석 사례연구에서 적용한 시설물

의 시스템 제원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2. Alternative to heating system

Type System specification

Solar heating 

system

Flat plate type solar collector: 10 sheets

1600liter thermal storage with solar panel

Oil boiler(kerosene) manufactured by G: Auxiliary heater

Oil boiler Oil boiler(kerosene) manufactured by G:

3.1.2 확정론적 생애주기비용 분석

1) 가정사항 설정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제시한 40년을 적용하

였으며2), 할인율은 아래의 식(3)과 같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

는 정기예금 금리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활용(Park 2004)

하여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의 실질할인율을 산정한 

후, 평균값인 0.86%를 적용하였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 2006.3.14.)을 기반으로 경제적 내구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중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40년을 분석기간으로 선택

하여 분석 수행

1)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인 모형으로, 편미분을 사용하여 실물옵션의 

가치를 산정하며 만기옵션에만 행사가 가능한 유럽형 옵션을 전제

로 산정하는 방법

최주영·김형빈·손명진·현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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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1+ji=        -1 (3)

i : 실질할인율,  i' : 정기예금금리,  j : 물가상승률

2) 비용항목 선정 및 비용산정

상기 선행연구에서의 시스템 제원을 기반으로 우선 초기투

자비에 대한 보정(2012년도 기준 공사비 지수 반영)을 실시하

였으며, 실제 태양열난방시스템 설치업체 전문가 2인을 대상

으로 자문을 통해 초기공사비 및 교제주기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미 반영된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된 비용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Table 3). 

특히 시설물이 위치한 경기지역 태양열난방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보조금3)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설치비용의 

50%를 감하여 산정하였다. 태양열난방 시스템의 연간 에너

지비 중 태양열 의존율은 51%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Cost items of LCC analysis

Cost items
Solar heating 

system
Oil boiler

Initial cost 18,371,000 KRW 1,256,000 KRW

Government subsidy -9,186,000 KRW -

Maintenance
Replacement cost 18,371,000 KRW 1,256,000 KRW

Replacement period 15 years 10 years

Annual heating cost 725,000 KRW 1,508,000 KRW

3) 확정론적 LCC분석 결과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불변비용과 할인율을 적용된 할인

비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상기의 가정사항 및 비용

항목을 토대로 LCC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Fig. 4).

Table 4. Result of LCC analysis

Division

Cost item

Solar heating system Oil boiler

Original cost
Discounted 

cost
Original cost

Discounted 

cost

Inital cost
9,186,000

KRW

9.186,000

KRW

1,256,000

KRW

1,256,000

KRW

Energy cost
29,000,000

KRW

24,450,000

KRW

60,320,000

KRW

50,856,000

KRW

Replacement 

cost

36,742,000

KRW

30,366,000

KRW

3,768,000

KRW

3,183,000

KRW

Life cycle 

cost

66,440,000

KRW

64,002,000

KRW

63,732,000

KRW

55,295,000

KRW

Fig. 4. Result of the deterministic LCC analysis

할인율이 적용된 태양열난방설비와 기름보일러에 대한 

LCC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열난방시스템의 LCC비용은 

64,002천원, 기름보일러의 LCC비용는 55,295천원으로 기름

보일러가 태양열난방설비에 비해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보

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민감도 분석

두 대안에 대하여 실질할인율은 0~2.15%, 에너지비는 

0~2.5((분석 산정치 1 기준)로 변동시켰을 경우, 비용의 변화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Fig. 5와 

Fig. 6과 같다. 실질할인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 분석결

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반면, 에너지비의 경우, 에너지비

의 유동성에 의해 두 대안의 결과가 역전되는 현상이 도출되

었다. 이를 통해 두 대안의 경우, 실질할인율에 비해 에너지

비가 LCC비용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에너지

비의 유동성을 고려한 LCC분석을 수행하여야 보다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Sensitive analysis

(Real discount rate) 

Fig. 6. Sensitive analysis

(Ratio of energy costs)

3.1.3 확률론적 생애주기비용 분석

1) 가정사항 및 비용항목 선정

확률론적 LCC분석은 앞서 3.1.2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정적 LCC분석에서 적용한 가정사항과 비용항목, 비용산정 

결과값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입력변수 확률분포 추정

확률론적 분석은 실질할인율과 에너지비를 대상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2년간의 월별 실질할인율

과 실내등유가격을 기반으로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 실질할

인율의 경우 120개의 월별 데이터로부터 정규분포를 기반으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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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하였으며, 기하브라운 운동에 따라 변동하는 실내등

유가격은 로그노말 분포(Jang and Kim 2011)를 기반으로 월

별 변화율 및 연간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입력변수별 확률분

포와 그 특성값(Table 5)과, 추정된 확률분포(Fig. 7, 8)를 나

타낸 것이다.

Table 5. Distribution of uncertain variables

Uncertain variable Estimated distribution Parameters

Real discount rate Normal Distribution
Mean: 0.0086 

Standard deviation: 0.01056

Cost of Kerosene

(Energy cost)

Log-normal 

Distribution

Mean: 0.0823 

Standard deviation: 0.12876

Fig. 7. Distribution of 

real discount rate

Fig. 8. Distribution 

of energy cost 

3) 확률론적 LCC분석 결과

상기의 데이터 및 가정사항을 기초로 확률론적 방법(시뮬

레이션 6,000회 실시)에 의한 두 대안의 LCC분석 결과는 아

래의 Fig. 9와 같다. 

Fig. 9. Result of the Probabilistic LCC analysis

확률론적 분석을 통해 대안별 생애주기비용은 태양열난방

설비 67,921천원, 기름보일러 61,640천원이 산출되었으며, 

앞서 확정론적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기름보일러가 태양열난

방설비에 비해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3.2 LCC분석의 한계

LCC분석에서 적용되는 입력변수들은 현실에서 환경 및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변화된 환경에서 사

용자는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

한다. 

한편 3.1절에서 분석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LCC분석에서는 계획단계 또는 분석시점에서의 확정된 입

력변수(할인율, 에너지비 등)를 적용하여 시설물의 내용연수 

40년 동안 발생가능한 비용을 예측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

경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

해 10년 또는 15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교체주기 시점에서의 

외부환경, 할인율 및 에너지비 등 생애주기비용에 영향을 미

치는 입력변수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두 대안을 다

시 한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체주기마다 유가 추세에 따라 운영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수행된다. 매년 5%

씩 유가가 상승 또는 하락한다는 시나리오 내에서 유가변동

에 따른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운영 유연성에 의한 생

애주기비용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Fig. 10). 

Fig. 10. Changes of LCC cost depending on oil price fluctuation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교체시점에서 태양열난

방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운영자는 확장투자를, 기름보일러를 

적용하고 있는 운영자는 태양열난방설비에 대한 신설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운영효율화를 확보할 것이다. 반대로 유가가 

감소할 경우, 태양열난방설비를 적용한 운영자는 태양열난방

설비를 포기하고 보조열원(기름보일러)에 추가 투자함으로써 

교체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상기의 Fig. 10과 같이 건물

의 생애주기동안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반영될 경우, 기존 LCC분석 시점에서 예측한 비

용과 운영상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애

주기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3.3 LCC분석 개선방향

상기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환

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효율

최주영·김형빈·손명진·현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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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확보가 가능하나, 기존 LCC분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

다. 특히 Fig. 10과 같이 운영 유연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초기 또는 분석시점에서의 대안의 합리적인 평가를 저해

하여, 대안 선택에 있어 사용자에게 잘못된 평가지표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앞서 3.1.2절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같이, 태양

열난방설비 및 기름보일러의 경우, 다른 입력변수들 보다 에

너지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에너지비의 변화로 인하여 대

안 선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생애주

기동안 에너지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시스템의 경우, 불

확실성이 내재된 LCC분석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유기적으

로 대응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력변수의 불

확실성과 더불어 운영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적인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영열난방시스템

을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옵션을 활

용한 LCC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실물옵션을 적용한 LCC 분석

4.1 실물옵션 적용방안 제시

태양열난방설비는 주열원장치인 태양열설비 외에 보조열

원장치로 사용되는 기름보일러가 존재하기에, 유가변동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태양열난방설비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운영방안

을 선택하여 실물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기름보일러는 

주열원장치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태양열난방설비

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그대로 사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4.1.1 태양열난방설비 : 복합옵션(확장, 지속, 포기)

실물옵션 중 태양열난방설비는 확장하거나 지속, 그리고 

포기하는 의사선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복합옵션을 적

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태양열난방설비에서 태양 의존율이 60%이하인 구간에서

는 집열 면적의 증가와 태양 의존율이 거의 비례하는 일차 함

수의 형태를 취하지만, 태양 의존율이 60% 이상일 경우, 집

열면적의 증가분에 대한 태양 의존율 증가분은 점점 체감하

게 된다. 즉, 태양 의존율이 60%를 이상일 경우, 초기 투자비

와 보수교체비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하다(Choi 2013).

따라서 기존 태양열난방설비의 주열원장치의 이용율 51%

을 기준으로 유가변화에 따른 확장/지속/포기에 대한 시나리

오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과 같다(Fig. 11).

Fig. 11. Composite option (Solar heating system)

상기 Fig. 11과 같이 미래의 교체시점에서 유가가 높을 경

우, 태양열난방설비를 확장(주열원장치 51%→60%)하여 보조

열원장치인 기름보일러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비용을 절약

하거나, 반대로 유가가 낮을 경우, 교체비가 높은 태양열난방

설비를 포기(주열원장치 51%→0%)하고 보조열원장치인 기

름보일러의 용량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존 태양열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경

제적일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태양열난방설비를 지속적으로 

사용(주열원장치 51%→51%)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1.2 기름보일러 : 신설옵션(신설, 지속)

기름보일러설비는 유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는 태양열난방설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

도록 실물옵션 중 신설옵션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유

가가 높을 경우, 태양열설비를 신설하고 기존의 주열원장치

인 기름보일러(주열원장치 100%→49%)는 보조열원장치로 

조정되고, 새로 설치하는 태양열난방설비가 주열원장치로 전

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유가가 낮을 경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Fig. 12).

Fig. 12. Option to found (the Oil boiler)

4.2 실물옵션을 적용한 사례분석

4.2.1 실물옵션 변수

실물옵션 변수로는 기초자산, 만기 및 이항시간,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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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이자율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위험중립확률 등이 

있다.

1) 기초자산(S)

태양열 및 기름보일러와 같은 난방설비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물옵션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에너지비의 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한다. 

2) 옵션의 행사가격(X)

미래의 특정시점에 자산이 행사가격 보다 크면 투자를 지

속하고, 자산이 행사가격 보다 작으면 투자를 포기하여 잔존

가치를 회수한다. 본 연구의 경우 기초자산은 수익이 아닌 비

용이므로 자산이 행사가격보다 작을 때 투자를 지속한다.

3) 만기기간(t) 및 이항횟수(n)

만기는 각 설비의 교체시점으로 가정한다. 보수교체가 소

요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포기, 확장, 신설 옵션을 행사할지 

기존의 설비를 지속할지를 결정한다. 태양열난방설비는 교체

가 요구되는 15년 주기(t=15), 기름보일러는 10년 주기(t=10)

를 기반으로 옵션의 행사여부를 판단한다.

4) 변동성(σ)

연간 유가(등유)의 변동성은 기름보일러의 연료인 실내등

유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

다(Table 6).

Table 6. Statistics of basic (Kerosene)

Division Mean Standard deviation Estimation (Observation)

Kerosene 0.0805 0.1301

Estimation: 8,000 data

Observation: 120 data 

(2003/01~2012/12)

상기 Table 6에서 도출한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은 식(4)에 

의하여 40년 만기 연간 변동성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도출

된 실내등유의 연간변동성(σ)은 13%이다. 

σ = sd× 2√t/n (4)

σ : 연간변동성,  sd : 표준편차,  t : 만기기간,  n : 이항횟수

5) 무위험이자율(rf)

무위험이자율(rf)은 일반적으로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채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장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실질할인율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실질할인율은 3.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0.86%

를 적용한다.

6) 상승계수(u), 하락계수(d)

상승계수(u)는 식(2)와 식(4)에 의해 아래의 식(5)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정된 상승계수는 1.337이다. 또한 하

락계수는 식(2)에 의해 0.748을 적용한다. 

u = esd√t/n (5)

u : 상승계수,  sd : 표준편차,  t : 만기기간,  n : 이항횟수

7) 위험중립확률(p)

위험중립확률(p)는 식(2)에 의해 0.502를 산정하여 적용한

다. 실물옵션 적용을 위해 산출한 변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Table 7).

Table 7. Input variable for the real option analysis

Variables Sign Value Unit

Annual volatility σ 13 %

Risk free rate rf 2.5 %

Expiration date* T 15, 10 Year

Time duration of a step Δt 5 Year

Up factor u 1.337 -

Down factor d 0.748 -

Risk neutral probability p 0.5020 -

※ In the Expiration date(t)*, the period 15-year indicates the replacement 

period of solar heating system while the period 10-year indicates the 

one of oil boiler system.

4.2.2 태양열난방설비의 실물옵션

1) 기초자산의 전진이연과정

실물옵션을 반영한 에너지비의 현재가치는 전진이연과정

(rolling forward process)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기초자

산(S)의 초기값에서 상기 산출된 상승계수(u)와 하락계수(d)

를 이용하여 미래 시점별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태양열난방설비를 사용할 경우, 15년 간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의 현재가치는 10,162천원이고, 이후 15년 동안의 태양

열시스템의 에너지비를 산정하기 위한 이항전개는 아래와 같

다(Table 8). 예를 들어 15년 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가가 

가장 높을 경우 에너지비는 24,306천원이며, 가장 낮을 경우 

4,249천원이다.

Table 8. Price tree for composite option (Forward calculation)

(Unit: 1,000 KRW)

t=0 t=5 t=10 t=15

0 10,162 13,590 18,175 24,306 

1 　 7,599 10,162 13,590 

2 　 　 5,682 7,599

3 　 　 　 4,249 

2) 옵션가치 산출을 위한 역순순환과정

상기 산출된 에너지비를 기초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실물옵션들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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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옵션가치의 산정은 역순순환과정(recursive backward 

iteration)을 활용하며, 앞서 전진이연과정을 통해 산출된 기

초자산의 가치에 위험중립확률(p) 등의 제변수와 개별옵션을 

반영하여 바로 이전단계의 현재가치를 순차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태양열난방설비의 확장, 포기를 고려한 복합옵션의 가

치를 산정하기 위한 역순순환과정은 아래 와 같다(Table 9).

Table 9. Price tree for composite option (Backward calculation)

(Unit: 1,000 KRW)

t=0 t=5 t=10 t=15

0 51,262 54,740 70,954 91,175 (Expension)

1 　 33,004 43,203 56,802 (Abandonment)

2 　 　 25,620 33,288 (Abandonment)

3 　 　 　 20,141 (Abandonment)

미래 유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태양열난방설비의 실물옵

션 기반 생애주기비용은 51,262천원이며, 기존 방식에 의한 

생애주기비용은 64,002천원과의 차인 12,740천원이 실물옵

션의 가치이다.

4.2.3 기름보일러의 실물옵션

1) 기초자산의 전진이연과정

기름보일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10년 간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의 현재가치는 14,391천원이고, 이후 10년 동안의 기름

보일러의 에너지비를 산정하기 위한 이항전개는 아래와 같다

(Table 10). 예를 들어 10년 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가가 

가장 높을 경우 에너지비는 25,738천원이며, 가장 낮을 경우 

8,046천원이다.

Table 10. Price tree for Foundation option (Forward calculation)

(Unit: 1,000 KRW)

t=0 t=5 t=10

0 14,391 19,246 25,738 

1 　 10,761 14,391 

2 　 　 8,046

2) 옵션가치 산출을 위한 역순순환과정

기름보일러의 옵션가치의 산정은 태양열난방시스템과 동

일한 역순순환과정을 활용하였으며, 기름보일러의 운용도중 

태양열난방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신설옵션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역순순환과정은 아래와 같다(Table 11).

Table 11. Price tree for composite option (Backward calculation)

(Unit: 1,000 KRW)

t=0 t=5 t=10

0 52,521 65,567 82,434 (Foundation)

1 　 41,349 54,323 (No option)

2 　 　 31,902 (No option)

미래 유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름보일러의 실물옵션 기

반 생애주기비용은 52,521천원이며, 기존 방식에 의한 생애

주기비용은 55,295천원과의 차인 2,774천원이 실물옵션의 

가치이다.

4.3 분석 및 평가

4.3.1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 산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생애주기비용에서 전략적 운영을 통

한 옵션가치를 감한 비용을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이라

고 명명한다. 각 대안별로 기존 LCC분석 결과와 운영 유연성

을 고려한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 13, Table 11).

Fig. 13. Life cycle cost analysis with option value

Table 11. Life cycle cost analysis with option value

(Unit: 1,000 KRW)

Division Solar heating system Oil boiler

Life cycle cost 64,002 55,295

Real option value 12,740 2,774

Deducted life cycle cost 51,262 52,521

기존 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 기름보일러가 태양열난방설

비에 비해 약 8,705천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운영 

유연성을 반영한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은 태양열난방

설비가 기름보일러에 비해 약 1,260천원 더 저렴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미래 변동가능한 변수에 따라 LCC분석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LCC분석 시 외부환경 요인 및 복

수의 분석시점을 고려한 전략적 LCC분석이 요구된다.

4.3.2 민감도 분석 및 평가

실물옵션 적용에 있어, 무위험이자율(실질할인율) 및 에너

지비에 대한 변동성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미래 발생가능한 

예측비용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 두가지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

확실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무위험이

실물옵션 기반의 LCC분석을 통한 태양열난방시스템의 운영유연성 반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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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의 변동범위는 1.13% ~ 3.88%(Fig. 14), 실내등유가격의 

변동범위는 5.85% ~ 20.15%(Fig. 1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4. Sensitive analysis

(Risk free rate) 

Fig. 15. Sensitive analysis

(Ratio of energy costs)

무위험이자율 및 에너지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앞서 

4.3.1항에서 제시한 대안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물옵션을 적용할 경우, 태양열

난방설비가 기름보일러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에 대

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평

가 방법론인 LCC분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LCC분석은 단일의 분석시점에서 설정된 변수들의 예측값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기에, 미래의 외부환경 변

화에 따른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변화

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복수의 분석시점별로 변수를 설

정하여,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영열난방시스템

을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옵션을 활

용한 LCC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LCC분석 및 실물옵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과, 2)사례 기반 확정/확률론적 LCC분석을 수행하였다. 3)이

를 통해 기존 LCC분석 방법론의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수립하였다. 4)실물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태양열

난방설비는 복합옵션을, 기름보일러는 신설옵션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5)분석결과, 기존 LCC분석결과와는 

달리 태양열난방설비가 기름보일러에 비해 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또한 변수로 적용된 무위험이

자율과 에너지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물옵션 기반 LCC분석 방법은 기존 

LCC분석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태

양열난방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재생설비 및 할인율 

예측, 해외의존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경

제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안의 경제성분석에 요구되는 보수비와 해체비,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실물옵션 적용에 있

어 다양한 변수 중 에너지비만을 고려하였기에, 향후 추가 변

수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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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LCC분석은 변화하
는 환경을 반영하기 힘들며, 특히 분석시점에서의 입력변수(할인율, 인플레이션, 에너지비 등)를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거
나 또는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만을 수행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LCC분석에서의 입력변수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운영 유연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영열난방시스템을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옵션을 활용한 LCC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시스
템 중 태양열난방시스템에 대한 LCC 사례분석을 통하여 확정/확률론적 LCC분석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물
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 분석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분석결과 기존 LCC분석 결과와 달리 유가상승을 전제하에 태양열난방시스템
이 기름보일러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물옵션 기반 생애주기비용은 불확실한 상
황과 그에 따른 운영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평가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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