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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newable energy accounts for 7%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by 2016. 

It plans to expand renewable energy to 20% by 2030. The 48.7 GW of renewable energy will be 

installed to success clearly this project and the 10 GW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supplied 

at rural areas. The Agricultural Land Act has been amended to install photovoltaic facilities in 

reclaimed land and reservoirs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ways to utilize idle state property such as the roofs of home, shared building, and 

shared warehouse. The rural area is the most likely to be considered in the promising renewable 

energy supply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s in rural areas and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renewable energy.

주요어 : 농촌마을, 에너지 성능평가, 재생에너지

Keywords: Rural Village Homes,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Renewable energy

서 론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공표하였

다. 2030년까지 총 48.7 GW의 재생에너지설비를 확충하며 그 중 20%인 10 GW를 농가태

양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등 유휴 국유재산 활용하는 관련 규제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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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공간적인 부분의 관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게 검토되는 것은 농촌지역이

다. 농가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이나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건물에 대한 에너지원별 실제 에너지 사용현황 등 기초자료의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농촌마을 정의 및 후보지 선정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해 농촌마을 규모, 조건을 정의하였다. 농촌 마을의 가구 규모별 마을 

현황1)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촌 마을은 20~79호 규모의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행정동(리)

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백분위를 차지

하고 있는 20~79호의 부락들이 밀집되어있는 행정동(리)를 대상 농촌마을로 정의하였다. 그

리고 주택뿐 아니라 5~10개소의 공공기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함께 위치한 행정동(리)을 

대상 농촌마을 경계로 지정하였다. 가구 규모별 마을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illage size by household size (Number, Percentile)

Total Under 19 20~39 40~59 60~79 80~99

2010 36498

(100.0)

3091

(8.5)

10642

(29.2)

8641

(23.7)

4824

(13.2)

2467

(6.8)

2015 36792

(100.0)

1270

(3.5)

7421

(20.2)

8172

(22.2)

5712

(15.5)

3438

(9.3)

Total 100~149 150~199 200~299 More than 300 Middle households

2010 36498

(100.0)

2525

(6.9)

1083

(3.0)

1186

(3.2)

2039

(5.6)
49

2015 36792

(100.0)

4192

(11.4)

1870

(5.1)

1853

(5.0)

2864

(7.8)
64

그리고 국내 구역에 대한 정의는 법정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두 구역을 비교한 결

과 법정동(리)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정동을 세분화한 

행정동(리)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고, 법정구역과 행정구역 기준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ifference in legal district and administrative district 

Legal district Administrative District

Lowest administrative district listed by law
Administrative districts subdivided and organized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1) 농업전망. (2017).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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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후보지역 선정 프로세스

지역별 태양에너지 잠재량, 바이오매스(축산폐기물) 잠재량,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

준, 농촌마을 개발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순서별 고려 기준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andidate selection process

Procedure Considerations Remark

①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Selection of regions

② Solar energy potential

Selection of cities and counties③ Biomass potential

④ Selection of cities and counties

⑤ Selection of project sites Selection of cotton and town

⑥ Selection of villages including livestock Farm Selection of village

지역 선정

대상 지역은 기후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그 중 본 연구

에서는 가장 많은 면적과 기후의 평균값을 지니고 있는 중부2 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다. 대상 

중부2 지역에 관한 분류기준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Region Of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s

City / County / District

Central 

Region 1

Gangwon-do (Excluding Goseong, Sokcho, Samcheok, Yangyang, Gangneung, Donghae), 

Gyeonggi-do (Yeoncheon, Pocheon, Gapyeong, Namyangju, Uijeongbu, Yangju, 

Dongducheon, Paju), Chungcheongbuk-do (Jecheon), Gyeongsangbuk-do (Bonghwa, 

Cheongsong)

Central 

Region 2

Seoul, Daejeon, Sejong City, Incheon, Gangwon-do (Goseong, Sokcho, Samcheok, 

Yangyang, Gangneung, Donghae) Gyeonggi-do (Excluding Yeoncheon, Pocheon, 

Gapyeong, Namyangju, Uijeongbu, Yangju, Dongducheon and Paju), Chungcheongbuk-do 

(Excluding Jecheon), Chungcheongnam-do, Gyeongsangbuk-do (Excluding Bonghwa, 

Cheongsong, Uljin, Yeongdeok, Pohang, Gyeongju, Cheongdo, Gyeongsan), Jeollabuk-do, 

Gyeongsangnam-do (Gochang, Hamyang)

South 

Region

Busan, Daegu, Ulsan, Gwangju, Jeollanam-do, Gyeongsangbuk-do (Uljin, Yeongdeok, 

Pohang, Gyeongju, Cheongdo, Gyeongsan), Gyeongsangnam-do (Excluding Geochang 

and Hamyang)

Jeju Jeju

태양에너지 부존 잠재량 및 바이오매스(축산폐기물) 총량 조사

국내 태양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통하여, 각 지역별 태양 에너지 적용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태양에너지 부존 잠재량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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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지도 시스템2)을 이용하였다. 자원지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잠재량은 약 4가

지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연간 태양 에너지 전체 일사량을 고려하는 이론적 

잠재량을 조사의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중부2 지역의 시, 군별 잠재량이 많은 순으로 

후보지 7개를 선별하였으며, 대상 지역 정보 및 태양에너지 부존량은 Table 5, Figure 1(왼쪽)

과 같다.

Table 5. Solar Energy Potential – Central region 2 Selection of candidates (City / States)

City / Do City / County / District Area (㎡) Solar Potential (GWh/year)

Gyeongsangbuk-do Andong 1,528,119,286 1,713,414,461 

Gyeongsangbuk-do Sangju 1,252,284,279 1,415,569,886 

Gangwon-do Samcheok 1,185,309,425 1,327,202,648 

지역별 바이오매스 관련 설비 적용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 시･군구별 축산폐기물 

총량 조사를 하였다. 데이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

터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데이터/통계 자료3)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중부2 지역의 시, 군별 바

이오매스(축산폐기물) 총량 조사를 통해 총 7개 후보지역을 선별하였으며, 그리고 중부2 지

역의 시, 군별 바이오매스(축산폐기물) 총량 조사를 통해 총 3개 후보지역을 선별하였으며, 

후보 지역 및 지역별 바이오매스 총량은 Table 6, Figure 1(오른쪽)과 같다.

Table 6. Biomass total amount – Central region 2 Selection of candidates (City / States)

City / Do City / County / District Total livestock waste (kcal)

Gyeongsangbuk-do Andong 16,325

Chungcheongbuk-do Goe-san 8,233

Gangwon-do Yangyang 2,158

Figure 1. Solar Energy Potential map (Left) and Biomass total amount (Right)

2) http://kredc.kier.re.kr/kier/04_gisSystem/gis_on.aspx

3) http://kredc.kier.re.kr/kier/03_dataEnquiry/Biomass_rsc_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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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상 지역 선정(시/군)

신재생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경북 안동시 지역이 중부2 지역에서 축산폐기물 및 태양에너

지 관련 설비를 적용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1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경북 안

동시 지역의 읍/면/동 단위 태양에너지 부존잠재량 조사를 통해 태양광 설비 적용이 용이한 

안동시 지역의 농촌마을 읍, 면 소재지를 잠재량이 많은 순으로 후보지를 선별하여, 총 7개 후

보지역을 선별하였으며 대상 지역 정보와 태양에너지 부존잠재량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Solar Energy Potential – Target City (An-dong City)

City / Do / County / District District sites Area (㎡) Solar Potential (GWh/year)

Gyeongsangbuk-do Andong

Imdong-myeon 153,114,436 172,509,481 

Waryong-myeon 115,596,725 129,289,034 

Dosan-myeon 104,526,228 116,655,357 

대상 후보지역에는 총 30개 행정리가 있다. 각 행정리별로 자연부락(마을)이 형성되어 있으

나 규모가 작아 본 연구에서 정의한 농촌 마을에 부합되기 어렵다. 따라서 , 5개 마을들을 통합하

여 주택 80~90 가구가 있는 행정리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태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후보지의 대상 행정구역(마을) 선정

대상 후보지역에는 총 30개 행정리가 있다. 각 행정리별로 자연부락(마을)이 형성되어 있

으나 규모가 작아 본 연구에서 정의한 농촌 마을에 부합되기 어렵다. 따라서 마을들을 통합하

여 주택 80~90 가구, 공공 기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10~20개소 등이 위치하는 행정리가 있

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태1리의 경우, 공공기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밀집되어있고 5개 마을의 주택

을 합산하면 80~90호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 농촌마을로 최종 선

정하였다.

대상 농촌마을인 태1리는 축산 농가가 포함된 농촌 마을이다.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매스 설비 적용성 검토를 위해 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태1리의 축산 농가 현황에 대해 조사

하였고, 그 조사 내역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Survey of Livestock Farms in Target village

Month Address Stable Area (㎡) Number of Breeding Animal

Korean 

Native Cattle,

Milk Cow

Tae 1 Village 274-3 320 99

Tae 1 Village 357-1 1,155 134

Tae 1 Village 354 446 9

Tae 1 Village 418 288 53

Total 2,209 295

Chicken, 

Duck

Tae 1 Village 418 3 5

Tae 1 Village 274-3 33 6

Tae 1 Village 260-2 33 10

Total 6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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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한 대상 농촌마을 분석

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대상 농촌마을의 주택 및 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 배포한 조사표4)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농촌마을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및 건축물 현황 조사를 위하여, 전력사용량 조사를 위한 전기요금 고객 번호 항목을 

추가하고, 난방부분 에너지 사용량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

구별 등유 사용량을 조사 하였다. 

대상 농촌마을 현장 조사

대상 마을 방문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및 촬영은 주민, 대상 건축물 행정담

당자의 동의에 의해 실시되었다. 각 구역별 주택 및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공공건축물은 실무자, 주택은 세대주 또는 대리인과 1:1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자 자필 서명을 받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와 설문 조사지 서명본

에 대한 예시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Public building survey and questionnaire signature

설문조사 시 기입했던 연료사용량 및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바탕으로 대상 

마을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시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20호를 제외하

고 총 41호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주택 및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

에 에너지원 소비량의 합계를 얻기 위해 석유환산톤이라는 단위로 변환하였다. 일반적으로 

석유환산톤(TOE, Ton of Equivalent)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사용

량이 작기 때문에 1TOE의 1/1000인 1KOE (Kilogram of Oil Equivalent)단위를 사용하였

다. 전기 사용량 및 난방 및 급탕 연료 사용량은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KOE로 통합하

여 산출하였고, 그에 따른 주택 및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내역은 Table 9, 

Table 10과 같다.

4)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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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nergy consumption analysis table – House 

Numbers of buildings 

in the target
Residents

Electricity consumption

(kWh/year)

Fuel consumption

(L/year)

Energy consumption

(KOE/㎡·year)

1 4 4,132 540 15.75

2 2 2,269 900 45.33

3 1 1,736 540 13.56

4 1 1,878 540 28.92

5 3 3,794 1080 36.24

6 3 3,129 720 38.40

7 3 3,331 1440 16.68

8 2 2,117 360 22.09

9 2 3,636 540 37.37

10 5 2,721 540 47.05

11 3 2,922 540 26.36

12 2 2,029 1080 23.60

13 5 3,741 540 52.91

14 3 3,056 720 29.97

15 3 3,072 180 45.11

16 3 2,503 720 38.49

17 2 2,038 1440 25.90

18 3 4,070 1440 19.63

19 3 1,155 540 10.10

20 2 1,193 720 29.01

21 3 2,324 900 29.07

22 2 2,774 540 31.78

23 2 1,716 1440 29.27

24 2 2,515 360 46.96

25 3 3,524 450 45.42

26 3 1,840 540 17.25

27 3 3,589 Midnight electricity 38.90

28 2 1,513 720 13.69

29 2 1,993 360 25.56

30 2 2,168 720 25.46

31 5 3,985 540 37.18

32 3 987 540 15.37

Table 10. Energy consumption analysis table - Public building 

Numbers of buildings 

in the target
Residents

Electricity consumption

(kWh/year)

Fuel consumption

(L/year)

Energy consumption

(KOE/㎡·year)

1 Under 5 48,756 Electricity 88.22

2 20~30 85,421 Electricity 47.51

3 5~10 7,697 1080 (Kerosene) 27.79

4 Under 5 11,255 Electricity 67.51

8 20~30 166,429 Electricity 77.61

9 5~10 9,848 720 (Kerosene) 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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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를 통한 데이터 분석

3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전체 주택 89호 중 설문조사 거절, 공실, 주택 부지 내 창고, 우사 등

을 제외한 52호 주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운영 

시간 내 방문하여 9개소 모두 근무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Field survey response rate - Target village

Classification Total Survey Survey rate

House 89 52 58

Public building 9 9 100

가. 주택 관련 분석 자료

3회 방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한 태1리의 주택 관련 설문 조사지를 집계하였다.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형태, 건축년도, 거주 공간, 난방방식, 주 난방연료, 교체이유, 에어컨 설치여부 

등을 설문하였고, 가구 및 가구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가구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주의 연령, 

난방방식, 주 취사연료, 보조 난방기기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태1리 주택에 관한 설문 조사 

분석표 및 분석 그래프는 Figure 3과 같다.

a) Housing Type b)Year of Architecture

c) A Living Space d) Heating System

Figure 3. Survey result graphs -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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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마을 설문 집계 결과 주택 중 98%가 단독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총 52호의 주택 50%가 1990년대 이전이 지어진 것으로 집계되었고, 주택의 거주 공간은 

21~25평, 26~30평이 각각 21%, 34% 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난방에 관해서도 무응

답 2%를 제외한 98%가 개별난방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난방 설비를 교

체하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이용, 에어컨 설치 비율도 절반가량인 48%로 확인되었다.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사항에 대한 통계로는 가구원 구성에 대해 85%가까운 설문 가구가 

부부 혹은 부부+자녀나 1인 가구라고 답했고, 70세 이상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63%, 일일 취사 횟수가 3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 수도 70%로 집계되었다. 

나. 공공건물 관련 분석 자료

태1리에 있는 공공건물에 관하여 와룡면 공공건축물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축물 및 이

용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공공 건축물에 관항 사항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년도, 건

축물 연면적, 난방 방식, 주 난방 취사연료, 교체 이유, 냉방방식 등을 조사하였고, 건축물 및 

이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재실인원 및 일 내방객 보조난방 기기 현황을 조사하였다. 태1리 

공공건물에 관한 설문 조사 분석표 및 분석 그래프는 Figure 4와 같다.

a) Use of Building b) Year of Architecture

c) Building floor area d) Heating System

Figure 4. Survey result graphs - Public building

공공건물의 70%가 1990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난방과 냉방은 무응답 10%

를 제외한 모든 공공건물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난방에 관한 결과도 등유를 

사용 하는 건축물이 56% , 전력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44%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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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① 전기에너지 사용량

구축된 전력사용량 관련 안동시 와룡면의 고객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하여 대

상 마을 가구당 평균 월 전력 사용량을 계산한 뒤 계급별로 나누어 도수분포표를 작성하였

다. 조사한 주택 중에서는 연간 단위면적당 사용량으로 20~29 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

는 가구가 25%로 가장 많았고, 공공건물은 70 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이 전체 중 66%로 

확인되었다. 

다음 Figure 5는 계급별로 나눈 도수분포표에 따른 히스토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a) Power usage per unit area per year (House) b) Power usage per unit area per year (Public Building)

Figure 5. Electricity consumption graphs- House (Left), Public building (Right)

② 난방 및 급탕 관련 연료 사용량 조사

난방 및 급탕 사용량 관련 현장 방문 설문조사지의 설문 내용을 취합하여 DB를 구축하였

다. 설문 조사 내용으로 태1리 주민이 응답한 연간 드럼(drum)소비량을 리터(L)값으로 치환

하여 계산하였고,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농촌 마을의 에너지 소비 경향, 난방기 소비 

실적 등을 분석한 난방 및 급탕 사용량 관련 현장 방문 설문조사지의 설문 내용을 취합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으로 태1리 주민이 응답한 연간 드럼(drum)소비량을 리터

(L)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고,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농촌 마을의 에너지 소비 경향 

및 연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고 분석한 내용은 Table 12와 같다. 

③ 에너지 사용량 분석

농촌마을 주택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평균 29.95 (koe/㎡·year)를 사용하였

으며, 5개 공공건물은 63.66 (koe/㎡·year)를 사용하였다. 도시 지역의 주택 및 공공건물과 비

교하였을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작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건축물의 성

능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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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eating energy consumption table – House

Numbers of

 houses

Total floor area

 (㎡)

Fuel consumption

(drum/year)

Fuel consumption

(L/year)

Fuel consumption

(L/㎡·year)

1 237.96 3 540 L 2.27

2 48.44 5 900 L 18.58

3 121.44 3 540 L 4.45

4 61.22 3 540 L 8.82

5 98.64 6 1080 L 10.95

6 75.76 4 720 L 9.50

7 194.91 8 1440 L 7.39

8 87.79 2 360 L 4.10

9 88.65 3 540 L 6.09

10 53.35 3 540 L 10.12

11 101.91 3 540 L 5.30

12 85.87 6 1080 L 12.58

13 64.35 3 540 L 8.39

14 94.93 4 720 L 7.58

15 60.64 1 180 L 2.97

16 61.32 4 720 L 11.74

17 81.74 8 1440 L 17.62

18 198.61 8 1440 L 7.25

19 112.56 3 540 L 4.80

20 41.75 4 720 L 17.25

21 77.2 5 900 L 11.66

22 80.44 3 540 L 6.71

23 62.68 8 1440 L 22.97

24 48.72 2 360 L 7.39

25 70.32 2.5 450 L 6.40

26 100.72 3 540 L 5.36

27 80.92 　 Electricity 0.00

28 108.99 4 720 L 6.61

29 71.6 2 360 L 5.03

30 81.15 4 720 L 8.87

31 97.32 3 540 L 5.55

32 64.35 3 540 L 8.39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너지 성능평가

대상 마을 주택의 부하 산출 및 에너지 소비 개선을 위해 중 준공 년도, 면적에 따라 표준 주

택을 선정하고 체적 및 열관류율을 측정하였다. 총 5개 주택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조사 자료

를 바탕으로 Simulation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Simulation 모델링 시 기존 제공되는 주택 운

영 스케줄과 실제 농촌마을 주택 운영 스케줄이 상이하여 조명, 보일러, 일별 재실 시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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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여부 등의 프로필을 농촌 주택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하지만 농번기, 장마, 자연재

해 등의 특수성까지는 고려되지 않아 결과 DATA와 실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

안하고 에너지 소비경향 및 동일 조건 성능 개선 시 절감률을 확인하기위해 모델링을 진행하

였고, 모델링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Table 13. Heating energy consumption table - House

Classification House 1 House 2 House 3 Village hall 1 Village hall 2

View

Purpose Detached house Village hall Senior hall

Plottage (m²) 418 158 164 300 288

Total floor area (m²) 94.93 81.74 61.32 116.5 79.52

Year of completion 1970 1960 1970 2000 1990

Heating system Boiler

단열 교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

단열 교체에 대한 투자비 회수 기간 분석을 위해 단열재 및 창호 교체에 대한 단가를 조사

하였다. 각 단열재 및 창호는 종류, 기능별 단가가 상이해 한국물가협회에서 제공하는 한국물

가자료를 활용하여 농촌마을 단열재 추가 시공에 의한 예상 투자금액을 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의 난방에너지 에너지 소요량 절감 데이터의 절감률을 활용하여 

연간 절감 금액을 산정하였고, 예상 투자 금액 및 절감 금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회수 기간을 

산정하였다. 단열의 자재별 규격 및 단가는 Table 14와 같다.

Table 14. Specifications and pricing information for improved insulation

Division Standard Unit Price (Won)

Insulation PF board 90mm (T) × 1200 (W) × 2000 or 600 (L) m² 28,800

System window M-SLV T/H 1VENT 0FIX 70 mm 1200 × 600 set 631,900

현장조사 결과 난방 설비가 주택이나 마을회관 전체에 적용되지 않고 주택은 안방, 마을회

관은 거실 등의 실제 재실하는 실 위주로만 적용되어 있었다. 따라서 단열 개선을 위한 투자

비도 난방이 적용되는 안방의 외벽 및 창호까지로 한정하였다. 현장 측정을 통한 전체 주택 

외벽 면적 대비 안방 면적비는 Table 15와 같다.

산출 결과 주택의 경우 난방 면적이 35~36%의 낮은 난방 적용률로 높은 기대효과를 예측

할 수 있었으며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하는 용도 특성상 약 70%대의 높은 난방 적

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난방 적용실에 대한 외벽 면적 합계 및 창호 개수 data를 바탕으

로 투자비를 산정하여 투자비 회수기간을 산출하였고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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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Heating area compared to total floor area & Number of windows

Classification House 1 House 2 House 3 Village hall 1 Village hall 2

Whole

(㎡)

East 15.805 19.2 20.46 26.39 19.14

West 15.805 19.2 20.46 27.18 19.14

South 37.41 18.9 21.45 43.79 33.35

North 37.41 29.4 33.33 37.12 33.35

Floor 61.845 85.26 62.62 103.42 60.85

Roof 61.845 85.26 62.62 103.42 60.85

Total 230.12 257.22 220.94 341.32 226.68

Heating 

zone

(㎡)

East 7.903 12.48 10.13 13.05 8.99

West 7.115 12.48 9.885 13.84 19.14

South 21.3 11.39 13.58 28.42 20.88

North 21.3 18.32 17.29 21.75 20.88

Floor 13.6 17.9 14.473 79.04 45.8

Roof 13.6 17.9 14.473 79.04 45.8

Total 84.818 90.47 79.831 235.14 161.49

Heating area ratio (%) 36.86 35.17 36.13 68.89 71.24

Number of windows (set) 1 1 1 2 2

Table 16. Calculation of savings from insulation replacement (kerosene unit price : 900 Won)

Classification House 1 House 2 House 3 Village hall 1 Village hall 2

Heating energy saving ratio (%) 51 69 49 42 36

Heting energy saving price (Won) 330,480 335,340 238,140 544,320 233,280

Investment costs (Won) 3,074,658 3,237,436 2,931,033 8,035,832 5,914,712

Payback (Year) 9.30 9.65 12.31 14.76 25.35

산출 결과 농촌마을 주택의 경우 난방 에너지 절감률은 36~69%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

다. 또한 주택에 따라 9~12년 정도의 투자비 회수기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마을회관

의 경우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면적에 난방이 적용되어 최대 25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준공 연도에 따른 저성능 단열재를 적용한 상태에서 현 설

계 기준에 부합하는 단열재를 외단열로 시공하여 투자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내외로 맞추기 위해 적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시공하거나 국고 보조금 지원 등의 농촌 단지 개발 사업을 통한 단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마을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성 검토

태양광 발전 설비 적용성 분석

본 과제 대상 건축물이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많이 적용하는 3 kW 용량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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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각 주택, 마을회관에 설치하였을 때를 상정하여 투자비 회수기간을 산출하였다. 

발전량 시뮬레이션을 위한 일사량데이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도 실제 안동시 와룡면 일사량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PVSYST 시뮬레이션 TOOL을 활용하

여 예측 발전량을 산출하였다. Figure 6은 2번 주택에 설치하였을 경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 Normalized productions (per installed kWp): 

Nominal power 2960 Wp

b) Performance Ratio PR

Figure 6. Annual photovoltaic simulation graphs (3 kW, House 2. Roof)

분석결과 연간 예측 발전량이 3,933.1 kWh 로 월간 328 kWh를 발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발전사업을 위한 계통연계식이 아니라, 발전량을 통해 전기 사용 요금을 할인 받는 발전 

차액식이기 때문에 예측 발전량을 통한 절감 금액, 투자비를 바탕으로 투자비회수기간을 산

정하였고, 월별 예측 발전량 분석한 결과는 Table 17, Table 18과 같다.

산출결과 전기 요금을 매월 50,000원 이상 납부하는 가정의 경우에만 회수 기간이 10년 내

외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상 농촌 마을 주택의 경우 설문조사 기준 36가

구 중 20가구가 월평균 전기요금이 2만원 이내로 대체로 높지 않다. 주택에 설치하는 3 kW 

Table 17. Monthly forecast power generation (Based on 2017 – Target village data)

Month GlobHor (kWh/㎡) DiffHor (kWh/㎡) Performance Ratio E_Grid (kWh)

January 75.1 40.7 0.939 302.8

February 91.7 42.1 0.914 330.4

March 123.7 66.2 0.895 379.6

Aprill 148.7 77.8 0.865 400.3

May 162.5 82.6 0.845 387.4

June 147.8 98.1 0.844 343.1

July 130.8 90.5 0.834 302.3

August 122.9 84.3 0.832 297.2

September 104.8 68.6 0.856 285.5

October 104.1 55.2 0.865 329.0

November 77.7 43.6 0.899 280.3

December 71.5 38.5 0.930 295.2

Total 1,361.3 788.2 0.874 3,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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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경우 기초 공사 등의 필수공사 및 인버터, PV패널 등의 필수 설비로 인

한 초기 투자비용 증대로 대규모 공사의 시공비 보다 kW당 시공 단가가 높다.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 신청자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각 주택별 3 kW

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용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여 마을 공용전기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대상 마을의 공용부지에 100 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의 경제성을 

추가 분석하여 태양광 설비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일사량 데이터 및 발전 시뮬레이션 TOOL

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검토 결과 연간 134 MWh의 발전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

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7는 100 kW 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를 나타낸 그래프

이고, 월별 예측 발전량 분석한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a) Normalized productions (per installed kWp): 
Nominal power 99.9 kWp

b) Performance Ratio PR

Figure 7. Annual photovoltaic simulation graphs (100 kW, Solar power plant, Target village public site

Table 19. Monthly forecast power generation (Based on 2017)

Month GlobHor (kWh/㎡) DiffHor (kWh/㎡) Performance Ratio E_Grid (kWh)

January 75.1 40.7 0.949 10.33

February 91.7 42.1 0.923 11.26

March 123.7 66.2 0.903 12.93

Aprill 148.7 77.8 0.872 13.62

May 162.5 82.6 0.851 13.18

June 147.8 98.1 0.851 11.67

July 130.8 90.5 0.841 10.28

August 122.9 84.3 0.838 10.11

September 104.8 68.6 0.863 9.71

October 104.1 55.2 0.872 11.19

November 77.7 43.6 0.908 9.55

December 71.5 38.5 0.940 10.07

Total 1,361.3 788.2 0.882 133.90

Table 18. Payback period regarding investment cost by selling electrical charge – 3 kW solar 

panel in the house

Monthly electric charges (Before) Saving charges (Won/year) Investment cost (Won) Payback (year)

30,000 Won 348,000 6,000,000 17.2

50,000 Won 511,200 6,000,000 11.7

80,000 Won 717,600 6,000,00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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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성능개선 및 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 분석

연간 발전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20년간의 예측 발전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였

고 실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생되는 운영비 또한 실제 태양광 업체에서 제시하는 보

험료, 제초작업, 청소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SMP (System Marginal Price),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단가는 월 전력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있어 한국전

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월 평균 단가(2017년 기준)를 합산하여 적용하였다.5) 투자비의 경우 

동일 용량 기준 3개 시공사 견적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치를 산출하여 산정하였고, 그 내용은 

Table 20과 같다.

Table 20. Investment cost by solar energy generation constructor

Classification A B C

Investment cost (Won) 176,000,000 154,000,000 180,000,000

Total average (Won) 170,000,000

분석결과 연간 발전 순수익이 28,118,464원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투자비 대비 6.05년의 

투자비 회수 기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신재생 검토부분은 농업협동조합의 발

전사업자 형태의 적용 할 경우 적용 가능성이 우수하다.

바이오매스 설비 적용성 분석

대상 농촌마을인 태1리는 농업 중심 농촌마을이 아닌 축산 농가가 포함된 농촌 마을이다. 

축산폐기물을 통한 바이오매스 설비 적용성 검토를 위해 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태1리의 축

산 농가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내역은 Table 21과 같다. 

Table 21. Livestock farming survey record of target village

Classification Numbers of buildings in the target Stable Area (m²) Number of animals

Beef cattle 1 320 99

2 1,155 134

3 446 9

4 288 53

Total 2,209 295

Chicken 1 3 5

2 33 6

3 33 10

Total 69 21

조사 결과 한우(육우) 295마리, 닭(육계) 21마리로 신재생에너지자원데이터센터의 바이

오매스 기술적지표를 참고하여 연간 축산 바이오매스 잠재량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17.8 

5) 한국전력공사 기업센터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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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로 60~80 가구 규모의 농촌마을은 최소 필요 면적 및 분뇨 처리시설 투자비용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설비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근처 마을과의 연계 또는 면, 

군 단위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설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대규모 적용을 

위해 농민주도형 협동조합, 공공기업주도 사업, 지자체 주도 사업 또는 농민의 지속적인 수익

성을 보장하는 농민주도형 영농조합 설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마을의 

바이오매스 잠재량 산출 내역은 Table 22와 같다.

Table 22. Potential of livestock biomass in target village

Classification Number
Feces & urine unit

(kg/num·day)

Total feces & urine

(t/day)

Biogas 

factor

Methane gas 

(m³/day)
TOE

Beef cattle 295 14.4 4.2 0.2 57.1 17.8

Chicken 21 0.091 0.0019 0.2 0.0 0.0

Total 316 57.1 17.8

결 론

(1) 농촌 마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본 연구과제의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

였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지역별 태양 에너지 잠재량 및 바이오매스(축산 

폐기물) 가용 잠재량, 행정구역 분류를 통해 와룡면 태1리를 최종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다.

(2) 농촌지역의 에너지 사용량 조사결과, 전체 주택 89호 중 공실, 주택 부지 내 창고, 우사 등

을 제외한 52호 주택 및 공공기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9개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농촌마을 주택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평균 29.95 (koe/㎡·year)를 사

용하였으며, 5개 공공건물은 63.66 (koe/㎡·year)를 사용하였다. 도시 지역의 주택 및 공

공건물과 비교하였을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작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

역의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이 필수

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3) 대상 마을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분석을 위해 ECO-CE3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단열개선 아이템을 바탕으로 5개 표준 건축물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투자비 회수 기간이 주택의 경우 9~12년, 마을회관

의 경우 최대 25년까지 산출되었다. 이는 건축물의 노후화, 준공 연도에 따른 저성능 단

열재를 적용한 상태에서 현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단열재를 외단열로 시공하여 투자비용

이 과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농촌마을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성 검토에 있어, 주택에서 적용하는 3 kW 용량의 태양광 

설비적용성 검토결과 상계방식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작

은 농촌마을에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협동조합을 활용한 발전사업

자 설립을 통한 마을 공용부지에 100 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ROI 6.05년 경

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농촌마을에 적용 가능한 지역별 일사량 검토 및 다양

한 발전 용량의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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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 농촌마을이 아닌 일반 60~80가구 규모 농촌마을의 경우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근처 농촌 마을이나 면, 군 단위 연계를 통한 바이오매스 설비 적용성 검토가 필요

하다. 국내외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농촌마을 사업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영농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민원이나 사업 변경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아 농민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영농협동조합의 형태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 된다.

후 기

이 논문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2018년 기본과제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지역 에너지 전환시스템 연구” 결과물의 일부임.

References

1. 김정석, 전상수, 김회서. (2015). 현장측정을 통한 설비시스템 계절효율계수 적용이 기존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9(3), 214-221.

2. 박미란, 류연, 최정만, 서혜원. (2017).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에너지효율등급평가 및 설계

변수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9(2), 9-16.

3. 최현웅, 한세희, 이득환, 유호경, 김재민. (2013). ISO 13790 월간계산법 냉난방부하 유

효계수 국내 사무소 건물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7(2), 126-134.

4. 류연수, 박미란, 김진욱, 주혜진. (2014). 농촌주택 요소별 개선에 따른 에너지성능과 경

제성 비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1), 160-161.

5. 박미란, 류연수, 김진욱, 주혜진, 이영호. (2012). 농촌주택 거주현황 및 난방에너지 사용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344-350.

6. 김미영. (2013). 농촌마을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 가운용 실태 평가 및 향후 발

전모델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255.

7. 김연중. (2014).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차년도, 1-140.

8. 박미란. (2016). 농촌형 임대주택 유형개발 및 산업화 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1-344.

9. 윤상헌. (2012).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모델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1-251.

10. 이정환. (2013).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농어촌연구원, 1-314.

11.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2017.

12. 산업통상자원부. (2014). 2014 에너지총조사보고서.

13.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전망 2017.

15. 한국에너지 공단. (2017). 석유환산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동계산.

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8). 신재생 자원지도시스템.

17.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0).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이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1-135.

18. PVsyst6 TUTORIAL, https://www.pvsy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