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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energy us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for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to collective residential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was calculated by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heat pump used in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Based on the energy data surveyed for a newly built apartment complex
in Busan, the renewable energy output of the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system was calculated to be 785,618 kWh for electricity
produced with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971,968 kWh for power used as nuclear or renewable energy. Introducing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systems in collective residential facilities demonstrates that renewable energy can produce more than three times the
energy supplied and can save as much energy as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Key words :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Energy analysis, Heat pump, Coefficient of performanc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요 약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집단주거시설에 신재
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수주지열정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스
템에 사용되는 히트펌프의 작동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부산에서 새로 신축한 감정동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측한 에너지 자료를 근거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화력발전과 같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한 경우 785,618 kWh
이며, 원자력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한 전력을 사용한 경우는 971,968 kWh로 산출하였다. 집단거주시설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급되는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3배 이상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출량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주요어 : 지열냉난방시스템, 에너지 분석, 히트펌프, 성능계수, 신재생에너지

서

론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
다. 이제 기후위기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위협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 노력
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0월에 “제2차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지속가
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
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

해 건물부문은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건물은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개발법을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
너지법)으로 전환하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
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
에너지에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건
물과 집단주거시설에 지열에너지를 적용하는 방법은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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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 고시(2018-1476호)에 따라 도심의 집단주거시설
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의무화되었다. 집단주거시설에
수주지열정(SCW: Standing Column Well)을 활용한 대용
량의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1) 새로운
수주지열정 지열냉난방시스템은 대형화되었으며 부지문
제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집단주거시
설의 열공급시스템 표준화와 냉난방시스템 최적 운영기술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수주지열정 지열냉난
방시스템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 따라서 집
단주거시설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도입은 도시에서 이산
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주지열정 지열냉난방시스템은 히트펌프를 작동하여
지열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히트펌프는 60°C이상의 고온수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고효
율성능의 인증도 취득하였다. 히트펌프를 작동하기 위해
서는 전력을 사용해야하며 히트펌프의 성능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용된 전력이 어
떤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것인지에 따라 히트펌프의 신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차이가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거시설에 설치한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실측하고 분석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 신축한 집
단주거시설에 설치된 지열냉난방시스템에서 실측한 에너
지자료로 분석하였다. 서론에 이어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에너지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열냉
난방시스템의 작동원리와 히트펌프의 역할과 성능에 대해
설명한다. 실측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에너지자료를 근거
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산출한다. 마지막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에너지 분석의 시사점을 기술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지열을 이용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지열을 사용하여 냉난방을 실행함에 있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운용 할 때 히트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히트펌프를 작동할 때는 에너지가 소요된
1) 수주지열정은 지하수 사용 히트펌프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
일 수직 심정으로 지하수를 히트펌프에 통과시켜 열을 추출
또는 배출한 다음 다시 심정에 재주입하는 것이다.
2) Jo and Kim(2019)에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대안시스템과
비교하여 총비용이 30년 동안 11억원 적게 지출되어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투자비용은 11년이 되면
회수되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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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너
지 생산 및 소비에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다.
히트펌프시스템의 난방 성능을 분석한 Kang and Lim
(2016)은 시설하우스의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물 대 물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하고 난방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도출하였다. 시스템 가동기간동안 제주지역의 지하공기
온도가 15°C로 유지되어 히트펌프시스템의 열원으로 적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히트펌프가 발생한 난방열
량은 34.9~44.2 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Na et al.(2014)은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에너지 절감효
과를 분석하였다. 지열히트펌프의 도입으로 기존의 시스
템인 보일러와 에어컨과 비교하여 39.48%의 에너지가 절
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에너
지생산량에 대한 분석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Kang et al.(2017)은 대상 건물의 냉난방시스템을 분석
하여 운전 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된 지열히트펌프시스
템과 열원시스템의 복합설계를 제시하였다. 경제성 평가
에서 에너지비용의 절감을 위해 기존의 냉난방시스템을 최
소한으로 가동하는 계통통합시스템을 제안하여 24%의 에
너지절감을 확인하였다.
시설원예 온실에 적용된 수주지열정의 지열냉난방시스
템의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Kim et al.(2015)은 경유보일
러, 도시가스보일러와 수직밀폐형 지열냉난방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다. 경제성분석에 들어
간 에너지비용의 산출을 위해 4가지 방식에 의해 사용된 에
2
너지 소비량만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면적(2,050 m ) 당
SCW형은 60,683 kWh의 전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분석에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에너지생산량은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Choi(2012)는 공공도서관에 적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
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운전비로 히트펌프의 에너지소비
량을 활용하고 있다. 50RT 용량의 지열히트펌프는 난방 시
시간당 45.6 kw와 냉방 시 시간당 36 kw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히트펌프시스템의 에너지생산량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Park(2006)은 지열시스템의 SCW방식에 의한 사회복지
원의 냉난방 운전에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에너지비용만을 활용하고 있다.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으나 에너지의 사용량과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기존의 연구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나 히트펌프시스템
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히트펌프시스템의 에너지생산과 소비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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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히트펌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과 지열냉난방시
스템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과 히트
펌프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압축기를 작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와 엔진
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전기
를 활용하여 압축기를 작동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히
트펌프의 작동원리를 Fig. 1에 정리하였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히트펌프는 에너지보존법칙이 적
용되어 압축기에 공급된 에너지(  )와 증발기에서 흡수한
에너지(  )를 합해서 응축기에서 에너지(  )를 방출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산출분석의 전제 조건
신재생에너지 산출분석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산출
분석을 위하여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설치한 집
단거주시설로 부산에 신축된 감정동예서두레라움아파트
(약칭: 감정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정동아파
트는 총 26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동아파트의 규모는
Table 1과 같다.

(1)

    

히트펌프의 성능은 성능계수로 표현한다. 히트펌프의 성
능계수와 냉방기의 성능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출분석 대상 히트펌프의 기술과 성능
2015년 3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에 의해 수열에너지가 신규로 포함되었다.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표층의 열을 변환하여 생산된 에너지
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였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사용되는 히트펌프의 원리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히트펌프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와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다.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응
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열을 방출하는 응축
기를 통해 난방을 하고 열을 흡수하는 증발기를 이용하여
냉방기로 활용할 수 있다.
압축기는 증발기로부터 저압과 저온의 냉매증기를 받아
압축하여 고압과 고온의 냉매증기로 전환한다. 응축기는
응축을 통하여 고압과 고온의 냉매증기를 냉각시켜 열을
방출하고 냉매를 고압과 고온의 액체로 전환한다. 팽창밸
브는 응축기에서 온 냉매액체를 팽창시켜 저압과 저온의
기체와 액체의 혼합된 냉매로 전환시킨다. 증발기는 흡수
한 열을 활용하여 저압 및 저온의 냉매를 저압과 저온의 냉
매기체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냉매를 시스템 안에서
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냉매를 시스템 안에서 돌게 하는


  


(2)


  


(3)

 : 히트펌프의 성능계수,  : 히트펌프의 생산에

너지,  : 압축기의 소비에너지,  : 냉방기의 성능계수,
 : 증발기의 흡수에너지

Fig. 1. Schematic Diagram of Heat Pump.

Table 1. Status of Gamjungdong Yeseo Dureraum in Busan
Number of
Households

Exclusive Area per
2
Households (m )

Total Area
2
(m )

Type A

114

48.40

5.517.60

Type B

76

45.34

3,445.84

76

58.95

Classification
Apartment
Studio

Type Ga
Total

266

44,80.20
13,4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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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히트펌프의 성능계수와 냉방기의 성능계수는 식 (2)
에 식 (1)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4)

성능계수는 공급된 에너지 대비 획득한 난방에너지와 냉
방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 경우
   가 되며, 이는 압축기에 1kW의 전기에너지를 공

급하면 증발기에서 4kW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응축기에서
5kW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의 에너지가 방출될 때는 난
방을 하고,  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냉방을 할 수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산출 분석
신재생에너지 산출 분석의 방법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히트펌프에 있는 압축기는 전력의
사용으로 작동된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석
탄, 가스, 수력, 및 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를 사용하게 된
다. 1차에너지(  )에서 전력(  )으로 전환될 때의 비율이
발전효율(  )로 표시된다.

   × (    )


(5)

전력(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차에너지(  )가 필요하
며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사용되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산출할
경우 전력을 생산할 때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1차에너지 사용량 중 석탄환산 화석연료발
전의 비중(  )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을 구
하면 다음과 같다.3)

     ,         


(6)

석탄환산 화석연료발전의 비중(  )을 구하기 위하여 에너
지원별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르기 때문에 석탄
발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원자력, 수력과 신재생에
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이산화배출량은 0이며, 석탄발전,
석유발전과 LNG발전은 각각 823, 702, 362 gCO2/kWh을
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따라서 석유발전은 석탄발

3) Hong et al.(2017)에 식(5)의 도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 Hong et al.(2017)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자원공학회지

전에 비해 85.3%이며 LNG발전은 석탄발전의 44.0% 수준
이다.
2019년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석탄, 석유, LNG,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42.5%, 0.6%, 21.3%, 28.3%,
1.2%, 6.1%이다.5) 이를 적용하여 석탄환산 화석연료발전
의 비중(  )이   로 산출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발전 비중(    )은 47.7%이다.
식 (5)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2019
년 화력발전의 효율(  )을 적용하였다.    과   
를 적용하면    을 구할 수 있다. 식 (5)에 적용하면 신
재생에너지 생산량(  )은      으로 구할 수
있다.6) 전력을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만 생산되면,    을 적용할 경우 신
재생에너지 생산량(  )은      로 구할 수 있다.
총에너지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7)

   이고    일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중(  )은 64.8%이다. 그리고    과   

인 경우는 80%가 된다.
실측 자료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 감정동아파트의 월별 실측
에너지량을 조사하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히트펌프에 의한 에너지생산량(  )과 히트펌프를 작동할
때 소비한 에너지량(  )을 집계하였다.
감정동아파트는 1월부터 4월까지와 10월부터 12월까지
는 난방을 필요로 하며, 5월부터 9월까지는 냉방을 요구한
다. 본격적인 난방은 1월 2월, 12월에 필요하며 냉방은 7월
과 8월에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나머지 기간인 간절기는 난
방과 냉방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4월과 5월 사이에는 난방
에서 냉방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9월과 10월에는 냉방에
서 난방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감정동아파트에서 실측한
월별 히트펌프 에너지 소비량, 히트펌프의 에너지 생산량
과 히트펌프의 성능지수가 Fig. 2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생산된 총에너지량은
5) Hong et al.(2017)에서 2016년 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것과
비교를 위해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부
분을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6) Hong et al.(2017)에 따르면, 2016년 자료로 발전효율()은
39.81%이며, 석탄환산 화석연료발전 비중()은 51.2%로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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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us of Actual Energy at Gamjeong-dong Apt.

1,217,165 kWh이며, 히트펌프가 소비한 총에너지량은
245,197 kWh으로 측정되었다. 연간 히트펌프의 성능계수
는 4.96으로 나타났다. 냉방에너지의 생산량은 8월에
195,362 kWh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난방에너지는
1월에 156,700 kWh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히트펌프
의 효율인 성능계수는 간절기인 5월에 6.49로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의 성능계수는 8월에 4.14로 가장 낮
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식 (6)을 활용하여 계산된 매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전력이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
지의 혼합으로 생산되어 공급될 경우, 즉    과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된 경우, 즉    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인 경우 연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785,618
kWh이며,    인 경우 연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971,968 kWh로 산출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총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의 경우 64.5%와 79.9%
로 나타났다. 히트펌프에서 소비하는 전력 대비 신재생에
너지 생산 성능계수를 구하면    인 경우 3.20이며,
   인 경우 3.96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공급되는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3배 이상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냉방과
난방을 위한 전력 또는 도시가스 사용이 신재생에너지 생
산량만큼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
감할 수 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론 및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대통령 국회 시
정연설, 2020년 10월 28일).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
기 위해서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
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고시(20181476호)에 따라 도심의 집단주거시설에 수주지열정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수주지열정 지열냉난방시스템은 히트펌프

Table 2. Status of Actual and Renewable Energy
Month

Consumption
Energy for
Compressor (  )

Heat Pump
Production
Energy (  )

(단위: kWh)
COP of Heat
Pump (  )

Renewable Energy
  



March

15,562

90,148

5.79

62,759

74,586

April

7,410

45,990

6.21

32,948

38,580

May

7,378

47,864

6.49

34,879

40,486

June

10,590

66,093

6.24

47,455

55,503

July

30,690

156,798

5.11

102,784

126,108

August

47,151

195,362

4.14

112,376

148,211

September

20,550

95,010

4.62

58,842

74,460

October

6,855

30,307

4.42

18,242

23,452

November

12,418

63,421

5.11

41,565

51,003

December

30,437

152,997

5.03

99,428

122,560

January

32,039

156,700

4.89

100,311

124,661

February

24,117

116,475

4.83

74,029

92,358

Total

245,197

1,217,165

4.96

785,618

9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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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동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나 히트펌프시스
템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에너지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히트펌프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와 생
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지열냉난방시스템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
나 실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생산되는지가 불투명하다.
새로 신축한 집단주거시설에 설치된 지열냉난방시스템에
서 실측한 에너지자료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산출분석
은 부산에서 새로 신축한 감정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히트펌프의 작동원리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의
산출식을 도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히트펌프
에서 생산된 에너지량에서 히트펌프를 작동하는데 사용된
에너지량을 차감하면 된다. 그런데 차감할 때 소비한 전력
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는지에 따라 차감량이 달라진
다. 전력을 생산할 때 화석연료를 함께 쓴 경우와 원자력 혹
은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경우로 구별하였다.
조사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 감정동아파트의 월
별 실측 에너지량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산출하
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생산된 총에너지량
은 1,217,165 kWh이며, 히트펌프가 소비한 총에너지량은
245,197 kWh으로 측정되었으며, 연간 히트펌프의 성능계
수는 4.96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의 생
산량을 구하면, 공급된 전력의 생산이 화력발전과 신재생에
너지 혼합으로 생산된 경우, 연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785,618 kWh이며 히트펌프에서 소비하는 전력 대비 신재
생에너지 생산 성능계수는 3.20이다. 공급된 전력의 생산이
원자력 또는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경우 연간 신재생에
너지 총생산량은 971,968 kWh이며, 히트펌프에서 소비하
는 전력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 성능계수는 3.96이다.
히트펌프를 사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공급되는 에너
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3배 이상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주
는 것이며, 집단거주시설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경
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만큼 에너지의 사용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전력을 사용하여 냉난방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연간 339 tonCo2 ~ 419 tonCo2의 이산
화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7) 도시
에서 아파트와 같은 집단거주지를 건설할 때 수주지열정을
활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경제적 이익뿐 아
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2019년 발전비중에 의한 kWh당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431.1 gCo2이다.

한국자원공학회지

사

사

이 논문은 2014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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