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건물에 적용 가능한
카운터 센서와 태양광 발전의 효과
- 서울대학교 공대 신양 학술정보관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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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카운터 센서와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공대 신양 학술정보
관의 전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먼저 공대신양 화장실의 사용빈도 조사와 카운터센서 업체 문의를 통해 조명 전
력 절감률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신양 설계도면과 AutoCad를 통한 옥상 면적 측정
과 업체 문의를 통해 태양광 발전기 예상 전력 생산량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와 현재 신양 전력 사용량 및 전력 사용료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손
익 분기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카운터센서를 화장실에 설치해 78.3%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
- 카운터센서 설치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2년 3개월이다.
- 태양광 발전을 통해 월 평균 13500kWh 전력을 발전할 수 있다.
-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15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대 신양학술관의 에너지 사용 개선 및 서울대학교
건물 에너지 절감방안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 핵심어: 전력 절감, 카운터 센서, 태양광 발전기,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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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에너지 사용률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녹색 연합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에너지 관리공단이 발표한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 통계에서 대학
은 815,976MWh를 소비하였다.1) 이는 190개 기관 사용량의 14%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에너지 사용량이
23개 대학 중 가장 많은데 구체적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30년생 잣나무 6,846만여
그루가 흡수해야하는 수준의 이산화탄소량인 7만747톤을 배출했다고 한다.2)

<그림 1> 2006년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관(에너지 관리공단 2007년 조사)

<그림2>에서 국내 대학의 에너지 사용증가 추세를 살펴 볼 때 2010년 현재는
2006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수치적으
로 볼 때 서울대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 전체로 보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내대학의 에너지 사용증가
1)

연합, 「기후변화 대응, 대학이 나설 때다 보도자료, 2008.3
2) 위와 같은 보도자료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 중 대학 23곳」,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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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학교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난 2008년 에너지절약 대
책을 시행하였다.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가로등 격등제, 승용차 2부제(홀
짝제)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전력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전반적으로 캠퍼스의 외부요소에 초
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캠퍼스 내 개별 건물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
지이고 전기 에너지는 다른 부문의 에너지보다 사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추세
이다.3) 따라서 건물 이용자들의 전력 소비패턴에 따라 전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설
비를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설비를 통해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되면 톤당 8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7만 747톤은 56억5976만원에 해당하
는 돈이다. 이로 볼 때 단순히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 외에 탄소 배
출권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전력 에너지 절감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건물에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신축건물이 몇 안 되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자동 점등, 냉∙난방
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인 첨단시설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대 신양 학술정보관은 24시간 내내 만남의 장소, 카페,
전산처리 업무, 세미나실, 독서실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로, 전력 소모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당하지만 구식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비효
율적으로 전력을 소모한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본고는 먼저 공대 신양학술정보
관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기 에너지 절감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공대 신양학술정보관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 컴퓨터, 냉∙난방 전력
등에 대해서도 개선여지가 필요해 보이지만, 각 층의 화장실은 사용자의 유무와 상
관없이 밤낮으로 조명을 켜놓고 있어 지속적인 전력낭비가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화장실에는 조명을 사용자가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
만 사용자들의 부족한 절약의식 탓인지 조명을 켜고 끄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
는다.
또한 공대 신양학술정보관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 건물들에
의해 일조량을 방해받지 않는다. 또한 현재 건물의 옥상을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최근 친환경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
광 발전 설비를 적용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공대 신양학술정보관을 대상으로 하여 전력 사용을 절감하고 친환
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학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먼저 타대학에
서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조사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해 볼 것이
3)

, 「대학은 에너지 먹는 하마?」, 아주경제 보도자료,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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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연구 대상인 공대 신양학술정보관의 화장실에서 현재 어느 정도 전력낭
비를 하고 있는지 화장실 유동인구 조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
안으로 첨단 장치(카운터 센서) 도입 시 절감할 수 있는 전력량과 경제성을 분석하
여 전력 소모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에코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 후 생산 가능한 전력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태양광 발전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카운터 센
서와 태양광 발전의 적용 효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며, 본고
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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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타 대학에서 전력 사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
선한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타 대학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적용한
결과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1. 카운터 센서
공주대학교에서는 재실센서, 카운터 센서를 이용해 매년 전력의 30%를 절감하고
있다. 공주대의 강의실과 연구실 등에서는 재실센서를 설치하여 사람이 나간 이후
1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5분이 지나면 냉난방 시설이 자동으로 꺼
지게 된다. 이 후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불이 켜지나 냉난방은 사용자 자신이 켜야
하는 시스템인데, 10분간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화장실 등 간단한 업무 등으로 잠
시 이동하는 경우 반복적인 점등으로 인한 전구 수명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카운터 센서를 이용하여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한
명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모든 불이 켜지고 몇 사람이 더 들어가더라도 불은 계속
유지되며, 화장실 사용자가 전부 다 나가게 되면 모든 불이 자동으로 소등된다.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주대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
대 신양학술정보관 화장실에도 카운터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전력 사용량
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태양광 발전
상지대학교는 지열을 이용하는 5개동의 건물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갖춘 4개동
등 총 9개동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연간 3억4,100만원의 에너지 절감효
과를 거두고 있다. 상지대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는 2005년 ‘맑음관’에 처음으로 지
열에너지 시설이 설치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계획 진행 중에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상지대학교의 사례를 통
해 공대 신양학술정보관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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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공대 신양학술정보관에 카운터 센서와 태양광발전을 적용하기에 앞서 그 가능성
을 판단해보고자 각 장치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각의 장치에 대한
기본 설명과 적용과정, 범위를 조사하였다.

3.1. 카운터 센서
카운터 센서는 출입자 인원을 IN카운트하고 퇴실자 인원을 OUT카운트하여 그
수가 0일 때 자동소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동작감지센서는 내부 물체의 움직임만 감지하여 실행이 되므로 오작동이
빈번했다. 반면에 카운터 센서는 출입구의 입출방향감지센서에 의해 사용자의 입출
카운터 및 방향을 감지하여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동시에 실내의 적외선 센서를 통
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을 실행, 정지시키는 센서이다.
현재 카운터 센서는 화장실 자동소등을 시작으로 시스템 에어컨의 자동제어 시스
템에도 사용되어 학교, 사무실의 절전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카운터센서를 이용한
소방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보안시스템까지 개발되어 카운터센서의 적용범위는 확장
되어가고 있다. 카운터 센서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카운터 센서 시스템 구성도

3.2. 태양광발전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
사용량의 10,000배 이상이나 되는 양이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이용하
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태양전지)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는 태양 전지라 불리는 전기 변환 장치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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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광전 효과4)이다. 태양전지에서는 반도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입자(정공과 전자)가 발생하고 그 입자가 전지 내부를 움직임으
로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즘 사용되는 반도체에는 도핑 작업과 재료의 결정
방법을 통해 그 효율이 연구수준에서 30%까지 도달한 상태이다.
태양전지의 최소 단위는 셀(Cell)로 약 1.5V의 전압을 생산한다. 더 큰 전압을 얻
기 위하여 여러 개의 셀(평균적으로 36개)을 직렬로 연결하여 모듈(Module)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10~35V의 출력을 낼 수 있다. 모듈을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하여
승압(약 200~700V)할 수 있는데 이를 스트링(String)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스트링을 병렬로 연결하여 승압된 전압을 유지하면서 전력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어레이(Array)라 부른다.
태양 전지의 수명은 전지의 종류와 환경조건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보통 20년
이상이다. 또한 설치 후 먼지 같은 이물질이 쌓일 경우 효율이 저하되는데 이런 이
물질은 보통 비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태양의 위치는 지구의 자전, 공전에 의하여 계절과 시간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한
다.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발전하는 것이므로 모듈이 태양광선에 수직일 때
최대의 출력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상청의 태양 위치와 발전 장치의 GPS
를 연계하여 태양을 추적하는 장치가 고안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장치는 비용
면에 있어 비효율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형 발전 장치를 고려하였다.

3.3. 경제성 분석
3.3.1.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란 효율적인 사업선정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투자 사업으로부터
사업의 최종년도까지 얻게 되는 순편익(편익-비용)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이를 합한 것이다.5) 이 때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할인율을 선
택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다. 어떤 사업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3.3.2. 비용 편익 분석(B/C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
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다.6)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
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경
제성을 평가한다. 각 대안의 비교에는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
이 쓰인다.

4)
등의 물질이 고유의 특정 파장 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흡수했을 때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
5)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1&docId=4101 검색일자 2010.11.15.
6)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6&docId=415 검색일자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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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장치를 실제로 신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였다. 연
구방법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장치의 실제 적용 과정을 제
시함으로써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기술하였다.

4.1. 카운터 센서
카운터 센서를 신양 학술정보관 화장실에 설치하여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자료조사가 필요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알아야한다. 이를 위해 화장실
에서 쓰이는 조명기구의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을 관리
실에 문의해보았다.
두 번째로 신양 화장실에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전기량의
절감률을 계산해 보았다. 절감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층 남자
화장실의 이용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총 5일에 걸쳐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알아야 했다. 초기설치비
용을 가정하기위해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화장실에 카운터 센서를 설치한 업체인
SG에너지와 (주)보탬에 비용을 문의해보았다.

4.2. 태양광발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신양에서 사용되는 전기량과 전기요금을 확
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교 행정기구 중 기획과에 문
의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장치의 설치 견적을 계산하기에 앞서 신양의 옥상 공
간의 면적을 조사해봐야 했다. 연구 계획 시 직접 신양 옥상에 올라가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실측하려 하였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연구
를 위하여 정밀한 자료를 필요로 하였고 본교 공과대학 기획과에 문의하여 이에 관
한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과 얻을 수 있는 전압은 위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다. 하
지만 이는 태양 전지의 보편적인 값으로 실제 설치비용과 전력 산출 양을 알 필요
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경남도청, 고흥 금호 태양광발전소, 합천 신천 태양광발전
소 등 20곳의 발전소와 130여 곳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한 신재생 에너
지 전문업체인 Solar E&S(Solar Energy & System Co.)에 자문을 구하였다.

- 7 -

5. 연구 결과 및 분석
카운터 센서와 태양광 발전의 연구 결과와 그 분석은 다음과 같다.

5.1. 카운터 센서
5.1.1. 현재 화장실 전기사용요금
현재 신양 학술정보관에는 총 8개의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내부에는 3개의 형광
등과 2개의 백열등이 사용되고 있고 화장실 입구에는 2개의 백열등이 더 설치되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형광등은 Philips사의 FLR32SS모델로 소비전력은 32W이고 백
열등은 Philips사의 SU11194-4004 모델로 소비전력은 20W이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
실 하나당 소비전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소비전력 ( W) = 4×20W( 백열등의 소비전력 ) + 3×32W( 형광등의 소비전력 )
= 176W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신양 학술정보관 화장실에서 한 달 동안 사용되는 전력량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전력량 ( Wh ) = 176W( 소비전력 )×24h ( 사용시간 )×30일 ( 기간 )
= 126720 ( Wh )

신양 학술정보관에서 쓰이는 평균 전기요금단가는 누진세를 고려하여 77원/kwh이
므로 한 달 동안 신양 학술정보관 전체 화장실에서 쓰이는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
다.
전기요금 ( 원 ) = 126.72kWh (전력량 )×77원 /kWh ( 요금단가 )×8개 ( 화장실 개수 )
= 78059.52 ( 원 )
결론적으로 신양 학술정보관의 전체 화장실에서 쓰이는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약 7만8천원이고 1년 동안 요금은 약 93만6천원이다.
5.1.2.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 예상

2007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 있는 985개의 화장실에 카운터 센서를 설치
한 (주)보탬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의 절감률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87.5%
에 이른다.7)

7) http://www.botem-e.com,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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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량(kWh)
설치 전
설치 후

구분
화장실(985개)

139,868kWh

절감량
(kWh)
12,2385kWh

17,483kWh

절감률(%)
87.5%

<표 1> (주)보탬의 조사에 따른 서울대학교 화장실 전기 사용량 절감률

하지만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화장실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이용 정도를 조사해보았다. 신양 학
술정보관에 있는 8개의 화장실은 모두 이용률이 다르지만 분석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편인 3층 남자 화장실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3층 남자
화장실의 이용자수와 이용시간은 다음 <표 2>와 같다.

시간
날짜

18시-19시
이용자수 이용시간
(명)

21시-22시
이용자수 이용시간

(분)

(명)

24시-01시
이용자수 이용시간

(분)

(명)

(분)

11월1일(월)

42

28

23

16

6

4

11월3일(수)

44

26

35

18

11

7

11월5일(금)
평균

33
39.67

21
25

20
26

15
16.33

5
7.33

8
6.33

주 11월6일(토)

23

16

18

13

5

4

말 11월7일(일)
평균

18
20.5

7
11.5

13
15.5

9
11

3
4

1
2.5

평
일

<표 2> 3층 남자화장실 이용자수 및 이용시간

평균 이용시간을 추정하기위해 시간대를 3수준으로 나누어보았다. 이용자수가 많
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사시간 전후, 이용자수가 비교적 일정할 것으로 보이는 오전
부터 밤까지,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새벽시간으로 나누었
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평일 및 주말의 화장실 이용시간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3층 화장실의 평일 및 주말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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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가중치

5
7

을 주고 주말에 가중치

2
7

을 주어 3층 화장실의 평균 이용

시간을 구할 수 있으며 시간대에 따른 평균 이용시간은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3층 화장실의 평균 이용시간

시간대별 이용시간을 합산한 값을 통해 구한 1시간당 평균 이용시간은 12.94분이
다. 즉 60분 중에 13분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47분은 이용자가 없는데도 불
이 켜져 있는 것이다. 카운터 센서가 확실히 출입과 퇴실을 구분한다면 이용자가
없는 47분 동안 불을 끌 수 있다.
또한 형광등의 ON/OFF는 소비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8) 형광등을 한번
켤 때 소비되는 전력량은 3초에서 10초 동안 켜놓았을 때의 전력량과 비슷하다. 공
대 신양 학술정보관에서 사용하는 Philips사의 전구는 모두 필라멘트의 가열 없이
바로 켜지는 전자식 조명기구이므로 켤 때나 켜진 이후의 전력소모는 거의 동일하
다. 따라서 카운터 센서가 설치되어 ON/OFF가 자주 일어나더라도 전력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대 신양 학술정보관 화장실의 전기사용량 절감률을 구하면 다음
의 <표 3>과 같이 78.3%이다.

월 사용량(kWh)
구분
화장실
(1개)

절감량

설치 전

설치 후

(kWh)

126.72kWh

27.46kWh

99.26kWh

절감률(%)

78.3%

<표 3> 자체 조사에 따른 신양 학술정보관 화장실 전기 사용량 절감률

8)

, 이용후, 이진우, 1999, 형광등 안정기의 연속 점등과 ON/OFF시 실제 소비 전력 비교, 한국조명·전기
설비학회,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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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카운터 센서 비용 편익 분석(B/C Analysis)
경제학에서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을 통해 결정을 한다.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 투
자를 결정한다.
5.1.3.1. 카운터 센서 설치비용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내 화장실에 카운터 센서를 설치한 업체인 SG에너지와
(주)보탬에 카운터 센서 설치비용에 대한 견적을 문의해 보았다. 공대 신양 학술정
보관 화장실 크기를 기준으로 SG에너지는 화장실 하나당 25만원을 제시했고 (주)보
탬은 19만8천원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격인 19만8천원을 설치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8개 화장실 전체의 총비용(Total Cost)은 158만4천원이다.
5.1.3.2. 카운터 센서 편익
카운터 센서 설치를 통한 화장실 전기사용량의 절감률은 78.3%이고 전체 화장실
에서 쓰이는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약 7만8천원이다. 따라서 카운터 센서를 설치
하여 얻을 수 있는 한 달 평균 편익은 약 6만1천원이다.
5.1.3.3. 비용 편익 분석(B/C Analysis)
투자 결정의 경제성을 증명하는 도구로써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를
이용한다. NPV는 예상 순이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NPV를 구하
기 위해서는 할인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2010년10월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2.25%로 월 금리로 환산했을 때 약 0.185%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0.185%를 할인율로 가정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로 한다.
/( 1 + r )

n

= 61, 000 + 6 1, 000/ ( 1 +0.00185 ) + 61, 000/ ( 1 + 0.00185 ) + ... + 61, 0 00/ ( 1 + 0.00185 )

n

NPV 편익 = I 0 + I

1

/ ( 1 + r ) + I 2/ ( 1 + r )

2

+ ... + I

2

n

I : 해당 월의 순이익
n : 월차
r : 할인율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하므로

NPV 편익≥NPV 비용 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NPV 편익≥NPV 비용 이

되

게 하는 최소n값을 구하면 27이다. 따라서 27개월, 즉 2년 3개월 이후부터 손익분기
점(Break-even point)을 지나 비용보다 편익이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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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태양광발전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물리량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조사가 아닌 전문 기관
에 자문을 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교 기획과, 공과대학 기획과, Solar E&S에
문의를 하여 얻은 자료를 통대로 공대 신양 학술정보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양과 절약 가능한 양을 분석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5.2.1. 신양 학술정보관의 전기 사용량 및 요금
24시간 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대 신양 학술정보관에서는 많은 양의 전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교 기획실에 문의한 결과 신양에서 2009년 사용한 전기
량은 아래의 <표 4>와 같았다.
단위:kW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240

61,320

54,840

58,080

40,680

56,400

49,800

47,280

52,440

44,520

46,920

60,960

<표 4> 2009년 44-1동 전기사용량

통계로 계산한 2009년 신양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52790kWh이었다. 누진세를
고려하여 계산된 신양의 월평균 전기요금단가는 1kWh당 77원으로 신양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4,064,830원이었다.
5.2.2. 신양 학술정보관 옥상의 조건
공과대학 기획실에 문의한 결과 신양 옥상의 평면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정한
용도가 없을 시 본래 옥상의 평면도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신양4층의 평면도를 통해 넓이를
측정하였다.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6>의 평면도에서 테라스를 제외한
면적을 구해본 결과 넓이가 약 754m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공대 신양 학술 정보관 4층 평면도

- 12 -

5.2.3. 태양광 발전 장치의 전기 사용량 절약 효과 및 설치비용
태양광 발전 장치의 정확한 설치비용과 전력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인 Solar E&S에 자문을 구하였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일
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0~60%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장치의 용량이 3kWh 이하 크기
까지 제한되어 있고 3kWh가 넘는 경우 발전 사업으로 등록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국 32개소 발전소의 전력거래량을 분석하여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태양광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3%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간 평균
이용률로 하루 평균 발전시간은 약 3.6시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Solar E&S에 따르면 보급형 태양광 발전 장치는 약 16m2~20m2의 면적에 설치할
경우 3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발전 장치가 18m2를 차지한다고 가
정하여 신양 옥상에 설치할 경우 시간당 약 125kWh의 전력을 발전할 수 있었다.
하루 평균 발전 시간은 약 3.6시간이므로 발전 장치가 설치될 경우 하루에 450kWh
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13500kWh의 발
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매월 1,039,5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장치는 3kWh 장치를 설치할 경우 4,500,000원의 금액이 들었다. 신
양에 설치를 할 경우 3kWh 장치 기준 41대가 설치될 수 있었고 총 설치비용은
184,500,000원이 예상되었다.
5.2.4. 태양광 발전 장치 비용 편익 분석(B/C Analysis)
2009년 통계로 알아본 신양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4,064,830원이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할 경우 매달 1,039,5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약 184,500,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
전지의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발전 장치는 월평균 1,039,500원의 전기요금을 줄여준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12,474,000원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총비용(Total Cost)인 설치 금
액은 약 184,500,000원으로 물가 상승률(Inflation)과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손익분기점은 14.8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양전지의 수명이 20
년인데 반해 15년 후부터는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요금은 많이 들
지만 충분히 경제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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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 요약 및 의의와 본 연구에서의 한계, 그리고 후속 연
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6.1.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공대 신양의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으로 카운터센서와 태양광발전
장치를 통한 전력량 이득을 산출했다. 카운터 센서는 (주)보탬에서 이미 서울대학교
내에 설치된 다른 건물의 절감률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신양의 시간대별, 요일별 실
제 이용률 조사를 통해 얼마정도의 절감률을 보일지를 예측하였다. 태양광 발전장
치의 전력 절감효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신양 4층 평면도에서 테라스 부분을 빼서
옥상의 면적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 가능 전력을 예측해보았다.
이후에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제성분석을 시행하였다. 카운터센서
의 설치가격은 SG에너지와 (주)보탬에서 제시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채택했다. 태
양광 발전 장치는 Solar E&S로부터 자문을 통해 보급형 발전장치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을 이용해 보수적인 손익 분
기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양 화장실에서 60분 기준으로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은 13분에 불과했
다. 또한 점등/소등 시간은 전력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78.3%의 절감률이 예측되었으며, 이는 87.5%라는 (주)보탬에서 제시한 절감률
만큼 높았다. 따라서 공대 신양 화장실에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면 낭비되는 전
력을 상당히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태양광 발전 장치는 평균 이용시간 3.6시간 기준으로 월평균 13500kWh의 전
력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 신양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52790kWh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양이다.
(3) 2010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2.25%를 기준으로 카운터 센서의
손익 분기점은 2년3개월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태양광 발전 장치는 3kWh 장치 기준 41대가 설치될 수 있었고 총 설치비용
은 184,500,000원이 예상되었다. 신양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4,064,830원으로 손
익 분기점은 1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태양광 발전 장치 평균 수명이 20
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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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적 자료는 실제 신양 학술정보관의 에너지 절감 방안 관
련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의 많은 건물들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따라서 카운터 센서와 태양광 발전 장치는 서울대학교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6.2.1. 경제성 분석에서의 물가상승률 및 이자율 가정
본 연구에서는 카운터센서 설치의 경제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
을 2010년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인 2.25%로 가정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장치의 경우 향후 20년간 물가상승률(Inflation)과 이자율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
정 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되고 물가상승률과 명목 이자율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
다. 그러므로 더 심도 있는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 변화
에 따른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2.2. 카운터 센서 연구 시 부족한 표본 집단.
카운터 센서의 효율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한 화장실 사용자의 표본수가 상대적으
로 적어 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 신양학술
정보관의 이용률이 높은 편인 3층 남자화장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수, 이용 시간
등을 조사하였지만 시험기간과 비 시험기간에 따라 3층 화장실의 이용자 수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강의를 듣는 시간대인 9시~16시 사이에는 3
층 화장실보다 카페와 전산실로 사용되는 1, 2층 화장실의 이용자 수가 상당 수 될
것이므로 3층 화장실만을 표본으로 한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한사람 당 화장실을 오랫동안 이용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 이는 화장실 이용시간 자료를 조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
다. 따라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각 층의 모든 화장실
이용자수를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6.3. 후속 연구 제안
6.3.1. 다른 전력 소모 수단의 절감 방안
공대 신양학술정보관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층에 전산실을 운용하고 있어, 다
량의 컴퓨터가 작동되고 있다. 항상 모든 컴퓨터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작동되고 있는 컴퓨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컴퓨터 사용
시 전력은 모니터의 전력이 상당수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정 기간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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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을 때 작동되는 모니터의 절전 모드는 약 2W 정도의 적은 소비 전력으
로 기존 전력을 많이 감소시켜준다고 한다. 우리는 신양 학술정보관 전산실의 컴퓨
터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절전 모드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불필요하게 낭비되
는 전력 소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컴퓨터 소비 전력에 관해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적은 전력량이라도 낭비되고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냉·난방 장치, 엘리베이터 등 신양 학술정보관에서 전력을 사
용하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였다. 냉·난방 장치 역시 수동으로 작동하
기 때문에 첨단 장치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냉·난방 장치의 사용이 바람직 할 것
이다. 그리고 대부분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가 2층을 운용하지 않는데 반해 모든
층을 운용하는 신양 학술정보관의 엘리베이터 또한 추가적인 전력 소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6.3.2. 태양광 발전 이외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 방안
사례 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타 대학교에서는 태양광 발전 이외에도 지열 발전을
병행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건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이 있다. 해당 건물의
지리적, 구조적 조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경제적 손익이 각각 다르
겠지만,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대체할 수 있고 앞으로 그린 캠퍼스 조성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취지에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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