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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urposes on the development of energy management framework, focusing on the 

superstores in South Korea. Those superstores are usually huge retail outlets, operating for a 

long time, and thus requires a larg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Nevertheless,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identify the energy management issues in the superstores and to propose the 

way to improve their energy management systems. To meet this needs, we firstly analyzed the 

over trends of energy use in South Korean superstores using various energy efficiency indices. 

Then, on two stores chosen as our case targets, in-depth analysis was carried out in terms of their 

current energy use and capabilities to reduce the energy use. Th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support energy manager’s strategic decision-makings at the firm level and further to 

contribute to the CO2 reduction at the national level.

주요어 : 대형마트, 에너지효율지표, 에너지관리, 에너지절감요소기술

Keywords: Superstore, Energy efficiency index, Energy management, Energy saving factor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는 197개 당사국들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 제출하였다(Fischedick et al., 2014). 각 국가가 제출한 NDCs를 살펴보면 에너지효율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다. 특히, NDCs에서 에너지효율을 언급할 때 건

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IEA, 2017b). 한편, 세계 최종에너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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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은 1971년 4,242Mote에서 2017년 9,717Mtoe로 약 129% 증가하였다.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비중은 1971년 32%에서 2017년 29%로 줄었지만 이는 주거부문의 비중이 

24%에서 21%로 줄은 것에 기인한 것이며, 상업공공서비스의 비중은 1971년과 2017년 모두 

8%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부문과는 상대적으로 상업 공공서비스 부문의 에너

지 소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IEA, 2019). 

한국은 2030년까지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 37% 감축을 목표로 하

는 INDC를 UNFCCC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확

산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또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건물부문의 BAU 대비 감축률을 2016년 18.1%에서 2018년 32.7%로 

확대하였다(환경부보도자료, 2018). 이를 통해 한국 역시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

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건물 용

도별(판매, 업무, 교육·연구, 방송·통신)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 표본의 개수가 

작아 의미 있는 통계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하고, 판매시설이 

230.5 Mcal/㎡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시설 162.0 Mcal/㎡, 교육연구시설 93.1 Mcal/㎡ 순으

로 나타났다(최도영, 2016). 이 결과는 단위면적 당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높은 판매시설 건축

물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잠재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국내 판매시설 중 대형건물이며,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형마트로 선정하였으며 에너

지사용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 대상 마트의 최적에너지 요소기술 도출과 중요에너지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3대 대형마트 지점의 에너지사용

량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IEA (2014)의 지표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고, 비확률표본추출

법 중 판단표본추출법에 의하여 1개 대형마트의 2개 연구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5분 단위

의 전력사용량 패턴분석 및 온습도 환경정보와의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개 연구 

대상 사업장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요 에너지사용 설비 및 에너지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최

적에너지 에너지관리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상 대형마트

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는 국내 대형마트의 에너지관리현황 현주소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

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사례

전반적으로 에너지절감 기술 연구는 단일 설비, 시스템 또는 공정 등 미시적인 수준의 에너지

기술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Zhu et al. 

(2019)는 제조공장의 냉각수 순환 시스템 공정의 실제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밀도 분해를 통해 에너지절감 장애물을 진단하였다. Jatinder et al. (2015)는 사출성형기의 벤

치마크 에너지사용량, 이론적 에너지사용량을 설정하고 실제 에너지사용량과의 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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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건물 에너지절감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사용량

이 크면서 연면적당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높은 판매시설 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형

마트는 에너지관리 기술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 잠재성이 높아 중요한 연구로 분류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에너지소비 사례에 주목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

율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IEA annex 44의 기술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유

럽, 미국등의 슈퍼마켓빌딩의 에너지소비효율분석 및 성능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다양한 지표별 에너지소비효율분석 및 주요설비별 특성분석을 

시행하였다(IEA, 2017a). Tassou et al. (2011)는 영국의 마트를 규모별로 분류하여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및 주요설비별 에너지절감량 예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Maria et 

al. (2018)는 영국의 슈퍼마켓을 면적별, 설비별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사용량 특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와 같이 실증 및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외에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통계를 이용

하여 에너지소비 및 절감량 예측을 한 사례도 있다(Mylona et al., 2017).

국내에서도 건물 에너지절감에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주 외(2014)는 

물류센터의 에너지다소비 설비인 냉동/냉장창고의 에너지소비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물류센

터 소요 에너지절감을 위한 후보기술을 선정하였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일부 

찾을 수 있다. 실증 연구 대상 대형마트의 조명 및 냉방에너지를 분석한 연구사례와 에너지 

성능개선 요소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을 한 연구사례가 있다(배창환 외, 

2011; 이훈, 2013).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보면, 국내 대형마트의 종합적인 에너지소비현황을 분석하고 현

황을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여지가 있는 적합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에너지소비 특성의 정밀분석과 최적 에너지관리 요소기술을 도출하는 본 논문은 

시기적절한 연구로 사료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된 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의 에너지사용량신고 데이터를 활용하

여 에너지효율 지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제 연구 대상 사업장의 데이터셋을 정의하

고 전력사용량 데이터와 온·습도 환경정보 데이터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전력사용의 계절적 

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 사업장의 현장 실

태조사와 에너지관리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주요 에너지사용설비와 에너지관리 현황을 파악

하고 최적 에너지관리 요소기술과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사례로부터 본 연구의 필요성 도출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국내 대형마트의 에너지소비 현황 및 세부 

사업장의 에너지소비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3장에서는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진행된 실증분

석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에너지관리 요소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관리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여점과 한

계점, 그리고 추후연구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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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및 분석

국내 대형마트의 에너지소비 현황분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2,000 toe)는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국내 3대 대형마트의 에너지사용량신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국내 3대 대형마트의 사업장은 Figure 1과 같이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나 에너지사

용량을 신고하는 사업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온

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영향으로 각 대형마트들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1. The number of mart in total and energy consumptions report 

건물에너지의 효율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되는 연면적 당 에너지사용량

을 분석한 결과 Figure 2(A)와 같이 나타났다. B mart의 연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의 추세가 가

장 많이 감소하고 이으며, 3대 대형마트의 연면적당 에너지사용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난

방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B)와 같이 나타났다, C mart는 두 지표 모

두 감소하는 추세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Average energy consumptions per floor area (A)/heating ar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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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장 데이터 분석

대형마트의 최적 에너지 요소기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에너지소비

특성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판단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에너

지효율 개선의 추이가 가장 더딘 C mart의 2개 사업장을 연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에

너지소비특성 분석을 위하여 15분 단위 전력 사용량 분석부터 기온과 습도를 통한 상관성 분

석을 진행하여 전력사용패턴을 파악하였다. 분석 사업장의 기본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arget buildings

Building Region
Year of 

Completion

Total Floor 

Area (m2)

Heating/

Cooling Area (m2)

Annual 

heating days 

Annual 

cooling days 

C mart 

C-1 Branch
Incheon 2001 42,745 34,847 120 120

C mart 

C-2 Branch
Bucheon 2002 78,454 33,362 105 150

대형마트의 경우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사용량과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사용량이 전

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휴무일을 제외한 연중 340일을 매일 14시간씩 운영하

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사용량이 방문고객의 수, 환경에 의하여 변동되므로 에너지 절약보다 

거주자의 쾌적성에 더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세부 에너지사용패턴분석을 통하여 지속적 고

효율 운전 유도, 적정 부하율 운전유도등을 통해 적정설비 설계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 에너지사용 패턴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Data-set of the study

연구 대상 사업장의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는 전력의 경우 한국전력의 I-Smart1)를 통하여 

15분 단위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각 건물의 휴무일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

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는 기상자료 개방포털에서 각 건물의 위치에 해당하는 

기온과 습도의 1분주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15분 평균값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에너지 

1) KEPCO, https://pccs.kepco.co.kr/i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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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4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으며, 각 테이블은 전력사용량, 기온, 습도, 휴무일

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외부기온과 전력사용량간의 상관관계도를 살펴보면 Figure 4, Figure 5와 같다.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External Temperature and Power Consumption

계절에 따른 기온별 전력사용 패턴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기, 중간기, 

냉방기, 성수기(극서기)의 패턴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며 외부기온이 높을 때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전력은 냉난방을 주목적으로 소비됨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전력소비량은 동절기, 하절기에 증가하고 중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Figure 5. Correlation between External Temperature and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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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C마트 C-1지점과 C-2지점의 시각별 전력사용량과 기온간

의 상관관계는 다음 Figure 6과 같다. 

Figure 6. Set-point Extraction Correlation Diagram of Target Mart

이는 포물선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Set Point를 기점으로 기온의 절대값이 높아질수록 에

너지소비량은 증가한다. 이때 Set Point를 전환기온(Changeover Temperature)이라고 한다.

(류지혜 외, 2012) 대상 마트는 5~10°C 에서 전환기온을 가지며 최저 소비양상을 보인다. 이 

전환기온은 방문객수, 상주직원수, 외부 기온, 습도, 열관류율 등 세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부기온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냉난방을 목적으로 소

비되는 전력 소비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외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 차이

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실외 온도정보 및 실내 온도정보를 같

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 Power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xtreme Hot and Cold Weather

주요기간(극서기, 극한기)의 시각별 전력소비패턴을 살펴보면 Figure 7과 같다. 외기 온도

의 패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름철 낮에는 외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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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으며 겨울철에는 외기 온도의 영향보다는 유동인구 및 다른 세부요인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을 오픈하기 전후에 건물 환경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전등·전열기구의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내부에 사람이 없는 새벽시간과 개장을 하지 

않는 의무휴일동안 전력소비량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현장 실태조사

C-1, C-2 사업장의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 대상 사업장의 최적 에너지관리 요소 도출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2개 사업장

의 현장 에너지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2019년 1월경에 진행하면서 주요설비 현황 및 세부 에

너지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설비는 냉장·냉동설비와 조명이며, 냉장·냉동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이상 차지하는 것과 모두 하절기에 에너지사용량이 증가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명은 C-1 사업장 19.4%, C-2 사업장 23.5%의 에너지사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 건물과 비교하였을 때, 건물의 창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외부 

일사량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조명의 전력소비패

턴을 확인하였다. 현장정밀조사 및 에너지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C-1, C-2 사업장의 

주요 설비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ignificant facilities

Facility Observation Point

Air Handling Unit

(AHU)

Supply temperature, ventilation temperature, outdoor temperature, mixing 

temperature, FAN state, freeze state

Hot-water Boiler Ambient Temperature, Ambient Humidity, Circulation Pump Start / Stop, 

Boiler Start / Stop

Hot & Cool 

dispensor

FAN status, FAN start / stop, start / stop, coolant fluid flow

Heating Ventilation 

Unit (HVU)

Supply air temperature, filter alarm, freeze protection status, filter alarm, 

damper ON / OFF

Septic tank panel Septic tank status, septic tank alarm

Individual heating & 

cooling system

Start / stop, status, room temperature

Centigrade Heat 

Unit-Zone

Room temperature, start / stop, fan status,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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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에너지관리 요소기술 도출

각 최적 에너지 관리요소들의 에너지절감 잠재량 산정방식은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Energy saving potential calculation method

No
Energy Saving 

Item
Calculation Method of Energy Saving Potential 

1

Optimization 

of external air 

filling ratio 

based on CO2

(Item 1) Energy Saving Potential (kWh) = AHU Power consumption (kWh) × 

(1-
  

 
)

(Item 2) AHU Reduced outside air ratio when 20% of dampers are opened

Damper 20% open: Introduced outside air ratio C-1 27%, C-2 41%

Damper 30% open: Introduced air ratio C-1 40%, C-2 62%

13% for C-1 and 21% for C-2

C-1 AHU Power Consumption (kWh) × 13%

C-2 AHU Power Consumption (kWh) × 21%

(Item 1) + (Item 2) = total energy saving potential (kWh)

2
Standby Power 

Shutdown

(Item) Assumes holiday power as standby power (excluding refrigeration and 

refrigeration)

Standby Power (kW) = Holiday Power – Average Refrigeration / Refrigeration 

Power

Standby power cutoff time: 26 days per legal holiday × 24 hours

Total Energy Saving Potential = Standby Power × Blockable Time

3

Showcase 

Night Curtain 

Sensing 

Management

(Item) Estimation of potential energy saving when 100% night curtain is 

attached to refrigerated showcase during non-business hours

Total energy saving potential = annual non-operating hours Refrigeration 

facilities Power consumption × Open refrigeration showcase ratio × Night 

curtains without showcase ratio × Night curtain reduction rate

4

Display charge 

used 

Electronic 

intermittent 

charging

(Item) Charger power 1 hour ON, 6 hours OFF during business hours

Target Products: Notebook / Tablet PC / Smart-phone / Camera / Speaker / 

Game Machine * Except duplication of standby power cut-off amount (technical 

2) out of business hours

Total energy saving potential =

 

×


  


5

Window 

lighting control 

according to 

the amount of 

sunshine and 

sunshine

(Item) Illumination at times when indoor illuminance is above the standard 

illuminance according to the standard OFF * In the C-2 workplace, all window 

areas are leased and cannot be controlled.

Restaurant

   ×


 

Moving walk 

   ×


 

* Calculation of indoor illuminance by hour based on hourly sunshine

Total energy saving potential = restaurant + moving walk

6

Non-business 

hours Warmer 

OFF

(Item) In order to save energy and maintain product quality, the on-board 

storage of canned beverages is switched off after hours

Total energy saving potential = power consumption × number of warming 

houses × winter non-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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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에너지 절감기술이란 에너지 투입량을 절감하거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기

술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로는 에너지 투입량 절감기술, 에너지 비용절감기술, 에

너지 수확(재이용·재활용) 기술 및 에너지 절감설계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실증건물 데이터 

기반 제어방법론은 C-1, C-2 사업장의 에너지 관리자 인터뷰 및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최적 에너지 관리요소 6개를 도출하고 에너지

절감잠재량을 분석하였다. 첫 째로, 최적 CO2 농도 제어를 위한 외기도입비율을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AHU 가동 및 내부 냉·난방 에너지유출 방지가 필요하다. 현장 관리자는 실내의 법

정 CO2 기준(1,000 ppm)을 맞추기 위해 실내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실내 허용 인원인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외기 도입량을 공조설비의 제어장치에 입력하고 있었다. 

둘째로, 휴업시간에는 냉장/냉동 쇼케이스 이외 모든 대기전력 차단이 필요하다. 셋째, 냉

장 오픈 쇼케이스의 나이트커튼 부착관리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다. 넷째, 진열된 가

전제품의 충전시간의 스케줄관리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일조시간에 따른 

창가 조명제어가 필요하다. 여섯째, 판매시간 이외에 온장고 전원을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가진 기술은 C-1 사업장은 대기전력 차단 기술로 

약 917,969 kWh/year의 전력사용 절감 잠재량과 51,498천원/year의 전기비용이 절감될 것

으로 분석되었다. C-2 사업장은 CO2 측정 기반 외기도입비율 최적화 기술로 446,762 

kWh/year의 전력사용 절감 잠재량과 51,322천원/year의 전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에너지관리요소기술 및 절감 잠재량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Energy Saving Items and Potential

No Energy Saving Item

Annual Energy Saving 

Potential (kWh/year)

Annual Power Saving Cost 

Potential (thousand won/year)

C-1 C-2 C-1 C-2

1
Optimization of external air 

filling ratio based on CO2

317,692 446,762 36,495 51,322

2 Standby Power Shutdown 917,969 336,237 51,498 18,863

3
Showcase Night Curtain 

Sensing Management
20,784 28,310 1,166 1,588

4
Display charge used 

Electronic intermittent charging
5,009 7,537 575 865

5

Window lighting control 

according to the amount of 

sunshine and sunshine

4,078 - 468 -

6 Non-business hours Warmer OFF 2,298 3,447 128 193

Total 1,267,830 822,293 90,330 72,83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3대 대형마트의 최근 10년간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너

지효율 개선이 감소하는 추세의 정도 가장 작은 C Mart를 실증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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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연구 대상은 C-1, C-2 2개 사업장의 15분단위의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와 기온, 습도 데

이터를 활용하여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절에 따른 기온별 전력사용 패턴이 난

방기, 중간기, 냉방기, 극서기의 패턴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과 5~10℃에서 에너지소비량

이 증가하는 전환기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C1과 C2 사업장 모두 습도에 따른 전력

소비량의 차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낮 시간에는 외기의 영향

을 좀 더 받으며, 겨울철에는 외기 영향보다는 유동인구 및 다른 세부요인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냉장·냉동 설비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과 조명 에너지사용량은 C-1 사업장은 19.4%, C-2 사업장은 2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전열기기, 냉동·냉장 설비의 에너지관리 현

황을 파악하여, 최적 에너지관리 요소 기술 6가지를 도출하였으며, C-1 사업장은 대기전력 

차단, C-2 사업장은 CO2 측정 기반 외기도입비율 최적화 기술이 가장 많은 에너지절감 잠재

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C-1 사업장은 6가지 요소기술을 전부 적용할 시 약 

1,267M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약 90백만원의 전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C-2 사업장은 5가지 요소기술을 적용할 시 약 822MWh의 에너지를 절

감하고 약 72백만원의 전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 대형마트의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정책이 잘 작동하

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에너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년 에너지사용

량을 줄여야 하는 힘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대형마트의 에너지 관리자가 계절별, 

기온별, 시간대별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많은 주요요인을 파악하고, 설비의 에너지관리 현

황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최적 에너지관리 요소기술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개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수행하였

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만을 수집하여, 설비별 실제 에너지사용량 분석기반 개선방안 

제시는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 대상 사업

장의 설비별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상 설비의 에너지효율관리 모

니터링 방법론을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대형마

트의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욱 일반화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후연구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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