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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Renewable Energy 3020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as much as 20% of total. To that end, 

the Korea Energy Agency will implement the photovoltaic system dissemination project for the 

roofs and parking lots of industrial complexes, thus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goal of the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applied conventional PV and recently developed L-PVTs 

systems to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conducted energy analyses using the TRNSYS 18 

simulation software package to draw energy production and economic effect of each installed 

system. The study method is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the national 

industrial parks were investigated. Second, a photovoltaic weather resource map was employed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resources in the regions with industrial clusters. Third, industrial 

parks were selected, and their energy output was calculated by using the TRNSYS18 program 

and applying the PV and L-PVTs systems. Fourth, economic return was evaluated by 

calculating the payback period of each system. Supplying and installing L-PVTs 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lectric energy production by approximately 

20% compared with PV installations. Furthermore, the L-PVTs also show excellent economic 

efficiency because the payback period of L-PVTs is 45% shorter than that of PV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method when electricity is produced using the produced thermal energy in 

conjunction with a small cogeneration system having an efficiency of approximately 45%.

주요어 : 국가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태양광시스템, 액체식 태양광열시스템, 투자회수기간

Keywords: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Factory Building, Photovoltaic System, Liquid 
type Photovoltaic Thermal System, Payback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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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3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주 전력원으로 사

용하는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이고 독립적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30년까

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총발전량의 20%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중 신규 설비 95%이상

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단지 지붕 및 주차장 등 특별한 활용 목적이 없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및 정부

의 주도로 보조금과 투자를 이용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태양광시스템(Photovoltaics System; PV)과 태양열시스템(Solar Thermal System; 

ST)을 복합 적용하여 개발된 액체식 태양광열시스템(Liquid type Photovoltaic Thermal System; 

L-PVTs)은 온도에 민감한 PV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열에너지를 생산하기에 기존 개별 시스템

에 비하여 설치면적 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아 설치면적이 제한적이고 에너지사용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PV와 최근 개발된 L-PVTs를 국가산업단지에 적용했을 때의 에너지생산량과 투자회수기간 

산출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하여 L-PVTs 보급에 따른 에너지 및 경제적 효과

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PV와 최근 개발된 L-PVTs를 산업단지에 적용하고 

TRNSYS18을 이용한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여 시스템별 에너지 생산량을 산출·비교하며, 투

자회수기간분석 기법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스템별 에너지 및 경제적 효율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국가 산업단지를 조사하여 지역별 산업단지 분포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2)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태양광기상자원지도를 이용하여 국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과 산업단지 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였고 PV와 L-PVTs 설치가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3지역을 선정하였다.

3) 지역별 PV와 L-PVTs의 에너지생산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선정 후 시스템 

설치 가능 면적과 용량을 산출하여 TRNSYS18 에너지 해석을 통한 지역별 에너지 생산량

을 분석하였다.

4) 산업단지의 PV 및 L-PVTs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산출하고 에너지생산량과 물가상

승률 및 이자율을 고려한 투자회수기간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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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가 산업단지의 태양에너지 잠재량 분석

국가 산업단지의 분포 및 현황

국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

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국가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 같이 산업시설 외에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지원, 정보

처리,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 공원, 의료, 관광, 체육, 복지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있다.

우리나라 전국의 국가 산업단지 현황을 산업입지정보센터의 자료를 조사하여 Figure 1과 

같이 국가 산업단지의 수와 면적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총 47개의 국가 산업단

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경상남도가 9개로 가장 많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가 

227,810,018 ㎡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1.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지역별 태양에너지 잠재량 분석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태양에너지잠재량을 분석하여 PV 또는 

L-PVTs의 발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태양기상자원지도

를 이용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태양기상자원지도는 기상정보와 지형정보를 이용하여 지표면

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강도를 시공간에 대하여 통계 분석하여 표출된 자료로, 지형에 의하여 

태양광이 가로막히는 현상을 고려한 GWNU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단층 태

양복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도, 위도 단위의 전천일사와 직달일사 그리고 산란일사

의 월누적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태양에너지시스템의 사업성 검토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PV와 L-PVTs 발전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달일사량 데이터를 선정하

였으며, 대상지역은 지역별 단지 수가 많고 면적이 넓어 시스템 유효 설치면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경북, 전남 3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월누적 직달일사량 데이터를 Figure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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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경기와 경북 그리고 전남지역의 월누적 직달일사량(MJ/㎡)은 경기와 경북이 3월에 각 

339, 361, 전남이 2월에 357으로 최저를 유지하다 4월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기는 6월 483, 

경북과 전남은 5월에 각 526, 477까지 증가하였다. 7~8월은 3지역 모두 430~480까지 감소하

였고 9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경기는 10월 522, 경북은 11월 570, 전남은 9월 562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연간 누적 직달일사량(MJ/㎡)은 경기 5,247, 경북 5,866, 전남 5,666으로 산출되어 

경북이 경기보다 약 11.7%, 전남보다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Comparison of monthly cumulative direct solar radiation in Gyeonggi, Gyeongbuk 

and Jeonnam provinces

대상 국가산업단지 선정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단지 형태를 분석하였으

며, Figure 3과 같이 대형 공장, 창고가 있는 산업단지와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해있는 산업단지 그

리고 소규모의 공장과 창고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연구단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 Type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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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Figure 4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태

양에너지시스템 설치에 용이한 대형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중 일부 구역을 선정하여 모델링

을 실시하고 시스템 설치가능 면적을 산출하였다.

             

Figure 4. Selection and modeling of target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73,060 ㎡)

대상 산업단지의 공장건축물 지붕면적은 총 73,060 ㎡으로 산출되었으나, 건축물의 방위

를 고려하여 A구역은 남쪽에 면한 지붕 27,140 ㎡을 설치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B구역은 

지붕의 전체 면적 18,780 ㎡을 설치면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Choi (2009)를 참고하여 태양에너지시스템의 어레이 간의 그늘을 고려한 설치 유효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설치된 어레이의 수직높이( )에 따라 생긴 그림자의 길이 ( )와 방

위각()을 고려하여 수직높이에 따른 그림자 길이의 비율(R)을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하였

다.

A구역은 Figure 5와 같이 태양입사각( )은 그림자가 가장 긴 동지의 태양입사각 29.5°에 

지붕 경사각 15°를 고려해 44.5°로 설정하여 어레이간 이격거리는 0.35m로 산출되었고, B구

역은 Figure 6과 같이 구조물을 설치해 어레이를 구성하여 어레이간 이격거리는 1m로 산출

되었다.

따라서, 대상건축물의 태양에너지시스템 설치 유효면적은 A구역 20,103 ㎡, B구역 9,390 

㎡으로 대상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총지붕면적의 약 40%인 29,403 ㎡으로 산출되었다. 





 cot × cos (1)

 : 설치된 어레이의 수직높이(m)

 : 그림자의 길이(m)

 : 태양 입사각(동지 29.5°)

 : 설치 방위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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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stallation plan for solar energy system arrays on the roofs of factory buildings (Zone A)

Figure 6. Installation plan for solar energy system arrays on the roofs of factory buildings (Zone B)

국가 산업단지의 에너지생산량 산출 및 비교

태양에너지시스템(PV, L-PVTs) 선정 및 변수 설정

PV의 기본모델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H사의 단결정 PV셀을 적용한 모듈

을 선정하여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고, L-PVTs의 기본모델은 선행연구인 Dai et al. (2019)

와 Kim and Hwang (2019)를 통해 제안된 투과율 93.5%의 유리커버와 열전도율 401W/mK

의 구리 흡열판, 열저항 7.41 ㎡·K/W의 글라스울 하부 보온재 그리고 구리 튜브 직경 8mm의 

Table 2과 같은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TRNSYS18의 PVT 모듈 중 Type 560 컴포넌트를 이

용하여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PV Basic model

Description Value

Collector length (m) 1

Collector width (m) 1

Open-circuit voltage Voc (V) 44.2

Short circuit current Isc (A) 7.98

Maximum power voltage Vmpp (V) 36.5

Maximum power current Impp (A) 7.52

Pmax temperature coefficient -0.39%/℃

Voc temperature coefficient -0.29%/℃

Isc temperature coefficient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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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PVTs Basic model

Description Value

Collector length (m) 1

Collector width (m) 1

Inlet flowrate (kg/hr) 100

Inlet temperature (℃) 10~11

Transmittance of the glass cover (%) 93.5

Thickness of the glass cover (㎜) 3.2

Absorber plate thickness (㎜) 3

Thermal conductivity of the absorber (W/mK) 401

Number of tubes (line) 9

Tube diameter (㎜) 8

Thermal conductivity of the heat insulating material (W/mK) 0.05

Thickness of the heat insulating material (m) 0.3

PV efficiency at reference condition (%) 18.7

각 시스템 설치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생산량 도출

대상 산업단지의 공장건축물에 적용된 PV와 L-PVTs의 지역별 태양에너지 잠재량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 하고자 기상데이터는 TRNSYS18에서 제공하는 Meteonorm 기상데이터 

중 경기지역은 안산시, 경북지역은 안동시, 전남지역은 광양시의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여 

Figures 7, 8과 같이 지역별 PV와 L-PVTs의 에너지생산량을 도출하였다.

Figure 7. Electric energy productions from PV systems by region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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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lectric and thermal energy productions from L-PVTs by region (MWh)

지역별 PV와 L-PVTs의 일누적 전기 및 열에너지생산량을 월누적으로 산출하여 Tables 3, 

4와 같이 나타내 비교하였다.

PV의 월누적 전기에너지생산량(MWh)은 12월 경기와 경북 그리고 전남지역이 각 332, 

403, 378로 최소로 나타났고, 최대 월누적 전기에너지생산량은 경기는 4월 544, 경북은 5월 

531, 전남은 3월 603으로 나타나 강수량과 운량이 적고 일사량이 많은 봄철에 에너지생산량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PVTs의 월누적 전기에너지생산량(MWh)은 PV와 동일한 12월에 377, 464, 437로 최소로 

나타났고, 최대 월누적 전기에너지생산량은 경기는 4월 650, 경북은 5월 645, 전남은 3월 727로 

나타났으며, PV에 비하여 L-PVTs가 모든 지역에서 에너지생산량이 평균 약 20%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PVTs의 월누적 열에너지생산량(MWh)은 경기는 12월 701, 경북과 전남은 1월 995, 914로 

최소로 나타났고, 최대 월누적 열에너지생산량은 8월에 각 4,273, 4,972, 5,211로 산출되어 열에

너지생산은 강수량과 운량 및 일사량보다 외기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Monthly cumulative electric energy productions from PV systems by region (MWh)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Gyeonggi 332 402 448 530 544 511 464 376 387 436 453 365

Gyeongbuk 403 415 393 497 508 531 437 435 497 417 486 418

Jeonnam 378 405 433 603 589 552 466 478 505 462 547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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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nthly cumulative electric and thermal energy productions from L-PVTs systems by 

region (MWh)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Gyeonggi

Electric 377 458 518 621 650 622 560 462 484 551 557 425

Thermal 701 824 1,025 1,533 2,161 2,776 3,300 3,927 4,273 3,294 2,265 1,137

SUM 1,077 1,282 1,542 2,154 2,811 3,398 3,860 4,389 4,757 3,844 2,822 1,562

Gyeongbuk

Electric 464 479 459 591 615 645 529 538 635 522 606 502

Thermal 1,078 995 1,047 1,638 2,236 3,113 3,300 4,423 4,972 3,299 2,595 1,545

SUM 1,543 1,474 1,506 2,229 2,851 3,758 3,830 4,961 5,607 3,821 3,201 2,047

Jeonnam

Electric 437 463 508 727 722 681 570 602 656 588 687 479

Thermal 977 914 1,165 2,063 2,695 3,344 3,673 4,831 5,211 3,693 2,911 1,491

SUM 1,414 1,377 1,673 2,790 3,417 4,025 4,243 5,433 5,867 4,280 3,598 1,970

경제성 분석 및 비교

신재생에너지원의 효율검증과 경제성 분석은 보편적으로 초기투자비용( ) 대비 에너지

생산량과 투자회수기간(Payback period;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투자회수기간()은 초기

투자비용( )과 유지보수관리비용() 및 에너지생산량으로 식 (2)~(3)과 같이 산출되어 신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된 PV와 L-PVTs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투자회

수기간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  (2)

  : Investment cost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won)

 : Maintenance management cost (7% of  )

 : Future valu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ost (won)

  ∑ ×   (3)

 : Future valu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ost (won)

 : Inflation rate (%)

 : Current valu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ost (won)

 : Number of years

시스템별 초기설치비용 및 변수 설정

PV와 L-PVTs의 투자회수기간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시스템의 초기설치비용을 조사하였

으며, 이때 초기설치비용은 각 시스템의 패널 및 부속부품과 설치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PV는 국내 H사에서 보급, 판매중인 Table 1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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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VTs는 국내에 보급, 판매중인 제품이 없기에 Matuska et al. (2015)의 논문을 참고하여 

유럽에 보급중인 제품을 Table 5와 같이 반영하였다.

각 태양에너지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비용은 ‘서울시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2013)’을 

참고하여 초기투자비의 7%를 적용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1%, 3%, 5%를 가정해 적용하였다.

또한, 연간 전기에너지생산에 대한 수익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태양광 SMP (System 

Marginal Price)가격’을 참고하여 1kW당 80원으로 가정하였으며, L-PVTs가 생산하는 열에

너지는 약 45%의 효율을 갖는 폐열이용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연계하여 전기로 변환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투자회수기간을 산출하였다.

Table 5. Initial investments and variables of PV and L-PVTs systems

PV L-PVTs

Initial investment cost () 150,000 230,000

Maintenance management cost () 7% of Initial investment cost ()

Inflation rate () 1%, 2%, 3%

시스템별 투자회수기간 산출 및 비교

지역별 PV와 L-PVTs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은 Figures 9~11과 같이 산출되었다.

경기지역 PV의 투자회수기간()은 물가상승률()이 1%일 때 10년 9개월, 3%일 때 9년 10개

월, 5% 일 때 9년 2개월이며, L-PVTs는 각 4년 10개월, 4년 8개월, 4년 6개월로 산출되었고, 경

북지역 PV의 투자회수기간은 물가상승률이 1%일 때 10년 5개월, 3%일 때 9년 7개월, 5%일 때 

8년 11개월로 산출되었으며, L-PVTs는 각 4년 5개월, 4년 4개월, 4년 2개월로 산출되었다.

전남지역 PV의 투자회수기간()은 물가상승률()이 1%일 때 9년 9개월, 3%일 때 9년, 

5%일 때 8년 5개월로 산출되었고, L-PVTs는 각 4년 1개월, 3년 11개월, 3년 10개월로 산출

되어 각 지역 PV와 L-PVTs의 투자회수기간은 L-PVTs가 PV에 비하여 약 45%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경기보다 투자회수기간이 PV는 약 2.6%, L-PVTs는 약 7.7% 짧았고 전

남은 경북보다 PV는 약 6.4%, L-PVTs는 약 10.6%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 Payback period of PV and L-PVTs systems based on the inflation rate in Gyeonggi 

province (Uni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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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ayback period of PV and L-PVTs systems based on the inflation rate in Gyeongbuk 

province (Unit: year)

Figure 11. Payback period of PV and L-PVTs systems based on the inflation rate in Jeonnam 

province (Unit: year)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PV와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L-PVTs를 국가산업단지에 적용했을 때의 에너지생산량

과 투자회수기간 산출을 통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 분석하여 L-PVTs 보급에 따른 

에너지 및 경제적 효과를 도출한 연구로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총 47개의 국가 산업단지 중 경상남도에 9개로 가장 많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227,810,018 ㎡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단지 수

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기, 경북, 전남 3지역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국립기상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월 누적 직달일사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경북이 경기보다 

약 11.7%, 전남보다 3.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국가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태양에너지시스템 설치에 용이한 대형공장

을 대상건축물로 선정하여 모델링을 실시하고, 지붕각도와 어레이 간의 그늘을 고려한 

시스템 설치가능 면적을 산출한 결과 A구역은 20,103 ㎡, B구역은 9,390 ㎡으로 총 설치

가능 면적은 29,403 ㎡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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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산업단지의 공장건축물에 적용된 PV와 L-PVTs의 연간에너지생산량을 TRNSYS18

을 이용하여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였으며, PV의 월 누적 전기에너지생산량(MWh)은 경

기는 4월에 544, 경북은 5월에 531, 전남은 3월에 603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L-PVTs의 월 누적 전기에너지생산량은 경기는 4월에 650, 경북은 5월에 645, 전남은 3

월에 727로 나타나 PV에 비하여 약 20%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PVTs의 월 누적 열에너지생산량(MWh)은 8월에 각 4,273, 4,972, 5,211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PV와 L-PVTs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투자회수기간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각 

지역 PV와 L-PVTs의 투자회수기간은 L-PVTs가 PV에 비하여 약 45% 짧은 것으로 분

석되었고, 지역별 PV는 경북이 경기보다 투자회수기간이 약 2.6%, L-PVTs는 약 7.7%

짧았고 전남은 경북보다 PV는 약 6.4%, L-PVTs는 약 10.6%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에 L-PVTs를 보급·설치할 경우 PV를 설치했을 경우에 비하여 전기

에너지생산량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활용방안에 

따라 약 45%의 효율을 갖는 소형 열병합발전에 연계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면 L-PVTs의 투자

회수기간은 PV보다 45% 짧아 경제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L-PVTs를 시제작하고 실외 또는 Solar Simulator를 이용한 실

험을 실시하여 에너지해석을 이용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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