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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economics, or exergoeconomics, can be classified into the three fields: 

cost allocation, cost optimization, and cost analysis. In this study, a new cost optimization 

methodology for energy systems is proposed. Conventional optimization formula can 

accomplish only cost or only performance. However, the proposed formula can accomplish 

the cost and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The formula is composed of fuel cost, capital 

cost, and overall system efficiency, which is very simple and clear. That is, the number of 

the proposed equation is only one, and it is developed with a wonergy newly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wonergy is defined as an energy that can equally evaluate the worth of 

each product. Any energy, including enthalpy or exergy, can be applied to the wonergy and 

be evaluated by this equation. To confirm its validity, the optimization of the CGAM 

problem was analyzed. Exergy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most reasonable criterion in 

exergoeconomics. From the results of optimization using the suggested formula, however, 

both of exergy and enthalpy were reasonable. Therefore, we conclude that various forms of 

wonergy should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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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열경제학(Thermoeconomics) 는 엑서지경제

학(Exergoeconomics)은 열역학 제 2법칙과 경제

원칙의 목을 통해 생산품의 비용배분, 시스템

의 비용최 화,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비용해석

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비용배분의 목 은 생산

품의 각 원가를 산정하고 그 비용을 배분하는 것

이다. 이 기법은 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 에서 요하고, 생산품의 매단가 결

정, 이익과 손실 계산,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해 필요로 된다. 비용최 화의 목 은 주어진 제

약조건하에 열원과 자본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

는 는 생산품의 산출비용을 최 화하는 것이

다. 이 해석으로부터, 에 지시스템의 성능과 비

용의 최 화를 수행할 수 있다. 비용해석의 목

은 시스템 내부의 비용형성과정을 악하고, 각 

상태  각 구성기기에서 비용흐름의 양을 계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각 상태  각 구성

기기를 평가하고 주 구성기기의 비용흐름을 개선

하기 해 유용하다.

열경제학  문제를 해석하기 한 다양한 방법

론들이 제시(1)되고 있다. 표 인 방법론으로, 

the theory of the exergetic cost (TEC)(2,3),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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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exergetic cost-disaggregating metho- 

dology (TECD)
(2,4)
, thermoeconomic functional 

analysis (TFA)
(5,6)
, intelligent functional appro- 

ach (IFA)
(7,8)
, last-in-first-out principle (LIFO) 

(9)
, specific exergy costing/average cost appro- 

ach (SPECO/AVCO)
(10-13)

, modified productive 

structure analysis (MOPSA)
(14-16)

, and enginee- 

ring functional analysis (EFA)
(17,18)
이 있다. 

 방법론들의 주된 특징은 엑서지균형식에 각

자의 원리에 따른 엑서지  단가를 용하여 비

용균형식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엑서지의 

개념을 알고 있는 공학자일지라도 실제 시스템에 

의 방법론을 용하기 쉽지 않고 한 그 방법

론에 의한 열경제학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단 이 있다.

우리는 선행연구에서 새로운 열경제학  방법

론
(19)
을 제안한 바 있으며, 열경제학 분야에서 각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표 으로 제시

된 CGAM 시스템
(20,21)
을 상으로 그 성능과 비

용의 최 화 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워 지 균형식의 제안

2.1 에 지 균형식

열병합발 에서 연료의 투입으로 부터 일과 열

이 산출될 때 임의의 k 구성기기에 한 그리고 

시스템 체에 한 에 지 균형식은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1)

   
 (2)

여기서 좌변의 와 는 생산품으로서의 일산

출량과 열산출량, 우변의 는 연료의 열투입량, 

는 구성기기에 유입되는 엔탈피량,  는 구성

기기에서 유출되는 엔탈피량, 그리고 은 환경 

등으로의 열손실량이다. 

2.2 엑서지 균형식

연료엑서지의 투입으로부터 일과 열엑서지가 

산출될 때 임의의 k 구성기기에 한 그리고 시

스템 체에 한 엑서지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좌변의 와 는 생산품으로서의 일

산출량과 열엑서지산출량, 우변의 는 연료의 

열엑서지투입량, 는 구성기기에 유입되는 엑

서지량,  는 구성기기에서 유출되는 엑서지량, 

그리고 은 환경 등으로의 엑서지손실량이다.

2.3 워 지 균형식

에 지 균형식과 엑서지 균형식은 근본 으로 

그 형태가 같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에 지와 

엑서지를 새로운 단어인 워 지(Wonergy)로 그

리고 기호 와 를 새로운 기호 로 통합한 

워 지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5)

 
 

 (6)

여기서 는 유출흐름과 유입흐름의 차이다.

3. 성능과 비용의 최 화 수식

시스템에서 투입비용은 연료비용 과 연료 이

외의 비용 즉 자본비용 으로 구성된다. 통

인 비용최 화 수식 즉 목 함수 는 연료비

용과 자본비용이 최소화되는 식(7)로 표 된다.

 
 

 (7)

식(7)은 비용의 최소화 수식이며, 의 수식으

로 성능의 최 화는 추구할 수 없다.

식(6)에서 연료 가 최소로 투입되기 해서

는 손실 이 최소가 되어야 하고, 한 생산 

이 최 가 되기 해서는 손실 이 최소

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의 연료

투입과 최 의 제품생산 즉 성능의 최 화는 최

소의 손실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연료의 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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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the CGAM cogeneration system.

 단가 를 식(6)의 양변에 곱하면, 연료투입

비용은    (=
), 일산출비용은 

 , 

열산출비용은  , 손실비용은 
 으

로 된다. 따라서 최 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새

로이 표 될 수 있다.

 
  

 (8)

      


   

(9)

식(8)과 식(9)는 서로 동일한 수식이며, 식(7)과 

식(9)의 차이는 항 이다. 즉 성능이 최 화

되기 해서는 체효율 이 최 화 되어야 하

고, 항에 의해 그 비용은 최소화된다. 따라

서 식(9)로 부터 성능과 비용의 최 화를 동시에 

구 할 수 있다. 열경제학에서 시스템 내부의 엑

서지 해석은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식(9)를 용할 경우 시스템 내부의 엑서지 

해석이 필요 없게 되므로, 최 화 해석을 보다 

간단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CGAM 시스템에 용

4.1 열역학  해석

CGAM 시스템(20,21)이란 기와 열의 비용배분 

 비용최 화를 해 열경제학 분야에서 미리 

정의한 열병합발 이며, 이에 공헌한 문가들(C. 

Frangopoulos, G. Tsatsaronis, A. Valero, and 

M. von Spakovsky)의 이니셜에 따라 이름지어 

졌다. 

Fig. 1에는 CGAM 시스템의 개략도가 나와 있

으며 각 상태  구성기기에 한 열역학  수식

은 다음과 같다.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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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의 열역학  수식에 한 제약 조건들은 다

음과 같다.

 ≥ ℃ (27)

 ≥ ℃ (28)

4.2 투입비용 해석

투입비용에는 연료비와 자본비가 있다. 연료비

는 다음과 같다.

  
  (29)

Fig. 1의 각 구성기기에 한 기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30)

        

  
     (31)

        
       

  
 

     (32)
        
       

 

   


(33)

   
  

  
      

  
    




     



 


(34)

   
 

   
 

   
      

    


각 구성기기에 한 기 구매비용을 단  시

간당으로 감가상각화 해야 하며, 임의의 k 구성

기기에 한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35)

여기서 는 자본회수계수이며 18.2%로, 는 

구성기기의 유지보수계수이며 1.06으로, 은 시

스템의 연간가동시간이며 8000 h로 CGAM 시스

템에서 정의 된다.

4.3 최 화 상  수행

최 화의 상은 식(29)의 연료투입비용 의 

최소화, 식(35)의 자본비용의 최소화 , 식(20)

의 기생산량 의 최 화, 식(25)의 증기의 열

생산량 는 식(26)의 증기의 엑서지생산량의 최

화이다. 따라서 개된 수식에서 의 변수를 

제외한 내부변수는 압축비 , 압축기효율 

, 공기의 연소기 입구온도 , 가스의 연소기 

출구온도 , 그리고 터빈효율 로 정리된다. 

열생산의 최 화는 2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열량의 개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엑서지의 개념

이다. 즉 최 화를 최  열량으로 수행한다면 그 

최 화 수식은 식(36)과 같고, 최  엑서지로 수

행한다면 그 최 화 수식은 식(37)과 같다.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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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Fixed $/h $/h GJ/h GJ/h % %
o
C

o
C

o
C

o
C $/h $/h $/h % %

Before 1,271 138.6 108.0 135.6 10.00 86.0 86.0 577 1247 67.39 190 435.3 816.1 1,410 76.7 46.7

(a) Result of the enthalpic optimization using Eq. (36) min.

Case 1)   1,172 131.3 108.0 135.6  8.50 84.7 87.9 641 1219  1.66 127 328.8 709.7 1,303 83.1 50.6

Case 2)   1,271 128.5 108.0 169.5  8.93 84.4 87.8 570 1220  1.83 105 289.4 761.7 1,400 87.3 50.2

Case 3)   1,313 138.6 108.0 181.2  9.85 85.1 88.3 511 1227 14.54 105 294.6 798.3 1,451 88.1 49.7

Case 4)   1,271 114.2 115.6 135.6  6.86 83.8 86.9 688 1206  6.38 145 380.7 762.6 1,385 79.0 49.0

Case 5) 
 1,271 138.6 109.5 168.2  9.30 84.8 88.1 569 1223  1.64 105 298.7 767.6 1,410 87.4 50.5

(b) Result of the exergetic optimization using Eq. (37) min.

Case 1)   1,172 131.3 108.0 135.6  8.50 84.7 87.9 641 1219  1.66 127 328.8 709.7 1,303 83.1 50.6

Case 2)   1,271 107.8 108.0 159.2  7.58 83.5 86.9 621 1209  4.17 122 310.0 754.5 1,379 84.1 49.1

Case 3)   1,057 138.6 108.0  88.1  6.37 85.9 88.2 753 1215  5.28 164 410.8 663.7 1,195 74.2 50.3

Case 4)   1,271 112.7 115.2 135.6  6.80 83.7 86.9 688 1205  6.87 146 380.7 762.6 1,384 78.9 48.9

Case 5) 
 1,271 138.6 114.3 154.6  8.77 84.6 87.9 617 1220  1.64 120 333.9 766.9 1,410 84.6 50.6

Table 1 Optimization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the fixed conditions and the optimal objects.

5. 결과  토의

통 인 최 화 수식은 식(7)의 연료비 와 

자본비 의 최소화이며, Fig. 1의 시스템에서는 

고정변수로서 기생산량 는 108.0 GJ/h 그리

고 열생산량 는 135.6 GJ/h로 주어졌다.

식(36) 는 식(37)에서 내부변수는 연료비 , 

자본비 , 기생산량 , 그리고 열생산량 이

다. 즉 이 4가지 변수들  고정 변수와 최 화 

변수를 임의로 선택 가능하므로, 제안된 수식은 

통 인 최 화 수식보다 다양한 조건의 최 화

를 수행할 수 있다. 

CGAM 시스템의 최 화  상태로 압축비 

는 10, 압축기효율 은 86%, 공기의 연소

기 입구온도 는 577℃, 가스의 연소기 출구온

도 는 1247℃, 그리고 터빈효율 은 86%로 

주어졌다. 이 값을 4장에서 개한 식에 입하

면, 연료비 는 $1,271/h, 자본비 
는 $138.6/h, 

기생산량 은 108,0 GJ/h, 그리고 열생산량은 

은 135.6 GJ/h로 계산된다.

4가지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식(36)과 

식(37)을 용한 최 화 결과가 Table 1에 계산

되어 있다. 여기서 Table 1의 (a)는 엔탈피  최

화의 결과이고 (b)는 엑서지  최 화의 결과

이다. Case 1)은 고정 변수가 와 일 때 최소

의 와 최소의 
를 계산한 결과로서, 식(7)의 

비용최 화, 식(36)의 엔탈피  최 화, 그리고 

식(37)의 엑서지  최 화의 결과가 서로 정확히 

같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식(36)과 식(37) 모두 

최 화의 수행에 합리 인 수식임을 뜻한다. 

Case 1)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의 경우 식(7)은 

용될 수 없고, 식(36) 그리고 식(37)의 결과 

한 조  다름을 볼 수 있다. Case 5)를 로 들

면, 고정 변수는 $1,271/h의   그리고 $138.6/h

의 로서, 총 비용 $1,410/h를 투입하여 최 의 

  생산량과 최 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

이다. 엔탈피  해석은 가 109.5 GJ/h 그리고 

가 168.2 GJ/h일 때 성능이 최 화된다고 계산

하며, 엑서지  해석은 가 114.3 GJ/h 그리고 

가 154.6 GJ/h일 때 성능이 최 화된다고 계산

한다.  둘의 결과는 서로 약간 상이하며 어느 

결과가 합리 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통 인 열경제학에서 최 화는 엑서지로 수

행된다. 그러나 Table 1의 결과와 같이 엔탈피  

최 화 한 충분히 타당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변수의 조합일지라도 최 화 보다 최

화 후의 비용은 감소했고 성능은 향상 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 화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해석의 결과로부터, 최 화는 정답 는 오

답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자가 다양한 외부  상

황을 고려한 단 는 채택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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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열역학  에 지에는 엔탈피  엑서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비열역학  에 지는 경제학 등

에서 다수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에 지는 모두 

워 지라는 단일의 단어로 통합될 수 있고, 그 

균형식 한 워 지 균형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엑서지는 카르노 사이클을 기반으로 제안되는 에

지이다. 향후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개발될 경

우 그 사이클을 가장 잘 표 하는 어떤 에 지가 

제안될 것이다. 여기서 그 새로운 에 지 한 

워 지라는 단어로 통합될 수 있으며, 그 균형식 

역시 워 지 균형식으로 표 될 수 있다.

최 화에는 성능최 화와 비용최 화가 있다. 

기존의 최 화 수식은 이 두 수식이 따로 제시되

어 왔으나, 본 방법론에서는 이 두 수식을 단일

의 수식으로 통합하 다. 제안된 최 화 수식은 

연료투입비, 자본투입비, 그리고 시스템 체 효

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최소의 투입비와 최

의 효율을 계산한다. 

제안된 최 화 수식을 다양한 에 지 시스템에 

용하여 그 범용성  합리성을 앞으로 계속 검

증해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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