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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various kinds of outputs are produced from a single energy system, the
methodology which allocates the common cost to each output cos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fit and loss of producers and purchasers. In the cost
allocation methodology of the electricity and heat for cogeneration, there are various methods.
The unit cost of heat produced from cogeneration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district heat
cos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ost relation between the cogeneration and the
district heat and to present the academic basis of a new cooling and heating charge system.
From this analysis, we hope that the suggested methodology can offer a theoretical basis to
the politic propulsion and induce the spontaneous energy saving of consumers.
Key words: CHP(열병합발전), Exergy(엑서지), Cooling cost(냉방비), Heating cost(난방비),
Unit cost(원가), Cost allocation(비용배분), Thermoeconomics(열경제학)

1. 서 론
열병합발전(CHP, Cogeneration)은 연료의 투입
으로부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이 열은
지역난방으로 투입되며, 지역난방비 책정과도 연
계된다. 열역학 제 1법칙을 적용하여 그 전기와
열 생산량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연료비 및
자본비의 투입으로부터 전기생산비과 열생산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에 대한 대표
적인 원가산정 및 비용배분 방법론에는, The
World Bank의 기술보고서(1)에서 소개되어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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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nthalpy 방법, Heat 방법, Work 방법,
Benefit distribution 방법 등이 있으며 통칭하여
회계학적 방법이라 불린다.
공학적 방법은 엑서지를 적용하여 열병합발전
의 원가산정 및 비용배분에 접근하고 있으며, 대
표적인 방법론에는 열경제학(Thermoeconomics)
또는 엑서지경제학(Exergoeconomics)에 대한 리
(2)
뷰논문 에서 소개되어 있듯이, the theory of the
(3,4)
exergetic cost (TEC) , the theory of exerget(3,5)
ic cost-disaggregating methodology (TECD) ,
(6,7)
thermoeconomic functional analysis (TFA) ,
(8,9)
intelligent functional approach (IFA) , last(10)
in-first-out principle (LIFO) , specific exergy
costing/average cost approach (SPECO/AVCO)
(11-14)
, modified productive structure analysis
(15-17)
(MOPSA)
, engineering functional analysis
(18,19)
(EFA)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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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할
(20)
수 있는 워너지 방법론(Wonergy methodlogy)
을 새로이 제안하여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열원
가를 산정한 바 있다. 또한 냉방비/난방비의 차등
요금체계를 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21,22)
수 있다는 제안
을 한 바 있다. 열병합발전에
서 생산된 열은 지역난방 및 지역냉방에 투입된
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의 원가산정과 지역냉난비
책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이 관계를 비용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선행
연구에서의 냉난방비 요금체계 제안의 학문적 근
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2. 열병합발전의 원가산정 방법론
열병합발전에서 전기와 열의 비용배분에 대해
선행연구(20)에서 다음의 수식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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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onergy distribution table.
Allocation
methods

Amount of wonergy input


Work 
Heat 



  






1.

Heat

2.

Work




3.

Benefit
distribution











4.

Efficiency









  









  

5.

Equal



















6.

Enthalpy

  




  




7.

Exergy





8.

Exergetic
equal

















9.

Exerget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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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열생산비, 

여기서 




         

    

(7)

 는 공통비, 
 는 전기전용비,
는 연료투입비, 



열전용비이다. 위 수식에서 핵심인자는


여기서 
 는 열병합발전이 발전만을 수행할



 즉 전기생산을 위해 투입된 워너지 그리고

때의 일생산량이다.
식(1)과 식(2)는 비용배분의 수식이며, 그 일원
가와 열원가는 다음과 같다.

 는







즉 열생산을 위해 투입된 워너지이다. 이 값

들은 Table 1과 같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는 일생산량,
Table 1에서  은 연료투입량, 
 는 열생산량,  는 전기생산효율, 
 는 열생산


 은 열병합발전으로부터 얻은 이득(Merit),
효율, 
 는

전기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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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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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서지량,

 는 열생산을 위해 투입된 엑서지량을 뜻하

며 그 수식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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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imple steam-turbine co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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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heat cost.

Fig. 3 Variation of unit cost of heat.

3. 열전비에 따른 열원가 산정
Fig. 1의 보일러, 터빈, 열교환기, 펌프로 이루
어진 증기터빈 열병합발전에 대해 열전비의 변화
에 따른 열원가를 산정한다. 시스템 해석의 수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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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들은  의 함수이며,  의 변화에 따라
열전비  가 변한다. 여기서 응축기의 압력이
0.008 MPa일 때 최대의 전력을 생산하며, 그 전
기효율 은 32.62%로 주어졌다. 수식 계산에 필
요한 고정값들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의 변화에 따라 식(10)∼(17)을 계산하고 그
값들을 Table 1과 식(1)∼(9)에 대입하면, Fig. 2
의 열비용과 Fig. 3의 열원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와 같이 다양한 결과가 열원가로 제시되고 있으
며 어느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가의 논란은 서론
에서 언급하였듯이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 핵심은 어느 방법론을 적용하더라도 열
전비가 증가할수록 즉 열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열
비용 및 열원가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4. 열전비에 따른 열원가와 지역난방비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의 열판매는 크게
온수와 냉수로 나뉜다. 온수에 대해 주택용은 계
절별 차등요금을 그리고 업무용과 공공용은 시간
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냉수요금은 첨
두부하시간, 중간부하시간, 경부하시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Fig. 4에는 어떤 복합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연간
시간에 따른 열전비의 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이
와 같이 실시간 열전비는 변하며, 그 열원가 또
한 Fig. 3의 결과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 결과는
지역난방비가 실시간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
리에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5. 세대별 차등 요금제의 제안
4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열소요량이 많아지면 열
원가는 높아지게 된다. 열소요량 증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냉난방 세대
수의 증가와 다른 하나는 각 세대별 냉난방량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 세대가 난방
을 하고 B 세대는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세대가 난방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난방 세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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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at-to-work ratio during a year.
증가에 따른 열소요량의 증가이다. A 세대와 B
세대 모두 20℃를 유지한 상태에서 B 세대가 1
8℃로 변경 한다면 이것은 B 세대로 인한 열소
요량의 증가이다. 두 경우 모두 난방비의 단가는
상승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분명 B 세대 때문
에 난방열량이 증가했으나 현재의 지역난방 요금
체계는 그 책임을 A 세대에게도 지우고 있다.
현재의 지역난방비는 냉난방 세대수의 증가에
따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차등요금
제 뿐만 아니라 각 세대별 냉난방량의 증감에 따
른 차등요금제를 새로이 적용해야함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서 냉방에 대한 차등요금제(21) 그리
고 난방에 대한 차등요금제(22)를 세부적으로 제안
한 바 있다. 그 수식은 워너지(Wonergy) 방법론
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는 시설비
분된 열병합발전에서의 열생산비, 

 는 세대에서의 열소요량이다. 위
등의 자본비, 
 이며,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될
수식에서 핵심은 
 항은 열병합발전의 특
수 있다. Table 1에서의 
성을 대표하는 값들이다. 즉 세대별 요금체계에
 값들이 새로이 제
서는 냉난방의 특성에 맞는 
시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를 결정하는 방법론에는 다양하게 있다.


식(19)와 같이 열역학 제 1법칙적인 엔탈피 투
 을 
 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엔탈
입량 
 은 서로 같다. 이 방
피 투입량과 냉난방 열량 

법론은 세대별 열소요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요금단가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으로 현재
의 지역난방 요금체계이다.
식(20)과 같이 열역학 제 2법칙적인 엑서지 투
 에 적용할 수 있다. 엑서지는 열
입량  을 


  












   












 

기관의 성능평가에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받고 있
다. 그러나 인간의 쾌적환경을 엑서지로 평가한
다는 것에 다소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에 적용할
식(21)과 같이 질량 투입량  을 

(18)



 

  

여기서 하첨자 는 i-번째 실, 세대, 또는 건물,
 는


 는 식(2)로부터 배
세대에 배분된 요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냉난방 열량을 소비하
는 것이지 그 질량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에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식(22)와 같이 실내 열환경에 대한 인체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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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sychrometric chart.
쾌감을 수식화한 예상불만족률(PPD)을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있다. PPD는 열역학 법칙
과 같이 명확한 정답은 아니나 설비공학에서 오
랜 기간 동안 검증한 실험 데이터로서 그 신뢰성
을 확보하고 있다. 식(22)에서  는 1 PPD 당 요
금 할인율이다. 100명 중 1명이 불쾌감을 표현하
면 1 PPD이다. 따라서 1 PPD 당 1%의 요금 할
인·할증이 설비 공학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러나
유가 급상급과 같이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필요
할 경우  값은 상승될 수 있다. 즉  값은 에너
지 절약의 중요성을 표현한 값이라 할 수 있다.
예상불만족률은 설비 공학 용어로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
는 어떤 지표가 필요하며, 가장 쉽게 식(23)과 같
이 실내온도 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 기호
는 에너지를 과소비할 경우 그리고 - 기호는 에
너지를 절약할 경우이다.  는 1℃ 당 요금 할인
율이며, 선행연구(21)에서 1 PPD 당 냉방비의 경
우 5∼10% 정도 그리고 난방비의 경우 2∼4%

정도로 책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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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들은 Fig. 5의 습공기선도 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식(19)는 엔탈피의 변화에 따른, 식
(20)은 엑서지의 변화에 따른, 식(22)는 예상불만
족률의 변화에 따른, 그리고 식(23)은 건구온도의
변화에 따른 값이다.
이와 같이 냉난방비를 각 세대별로 차등화 할
수 있으며, 세대가 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인을 그
리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면 할증을 통하여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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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너지 절감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5. 결론

9.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열의 원가는 지역난방
원가와 연결된다. 원가산정 방법론으로부터 그
열원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론일지
라도 열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열원가는 상승한다
라는 결과를 도출한다. 연간 열 수요량은 실시간
변하므로 그 열원가 또한 실시간 변하게 된다.
열생산량의 증가 요인은 지역난방 세대수의 증
가 그리고 각 세대의 난방열량 증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의 지역난방비는 세대수 변화에 따른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세대수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열소요량 변화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제안하였다. 엔탈피, 엑서지,
유량, 예상불만족률, 그리고 실내온도를 기준으로
각 세대수의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있다.
본 요금 체계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의 동기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냉난방 에
너지 절감 대책에 본 제안이 학문적 근거를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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