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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된 건물의 투자가치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과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투자가치평가 모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 대상으로 노원 

제로에너지단지를 선정하여 친환경옵션의 가치를 분석, 확인하였다. 

친환경에너지기술이 건물에 적용되는 형태와 기술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SC, Smart City)와 제로에너지빌딩(ZEB, Zero 

Energy Building)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선행연구를 확인하였으며, 

탄소배출권이 친환경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UN의 탄소배출권 인증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부동산 가치평가 및 실물옵션(Real option)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항옵션 모형(Binomial Lattice Model)을 사용하며, 기존 

모형이 하나의 불확실성만 고려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수의 불확실성을 적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옵션 모형(Rainbow 

Option)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노원제로에너지단지는 2015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노원구가 

공동으로 투자한 제로에너지 임대주택으로, 120여세대와 주민센터, 

홍보관, 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에너지기술을 이용하여 

자체 에너지 생산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국내 최초의 플러스 에너지 

단지이다. 위의 사례에 대한 실물옵션 분석 결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만 고려한 이항옵션 모형에서는 107.3억원이었던 옵션 

가치(Option Value)가 청정개발체제(CDM)을 적용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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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억원으로 상승하여 친환경에너지기술의 탄소배출권 수익이 

투자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레인보우 옵션 

분석에서 산출된 노원단지의 옵션가치는 107.7억원으로 이항옵션 분석 

시 탄소배출권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옵션가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탄소배출권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실물옵션 모형 경제성 

평가에서 모두 건물에 대한 친환경에너지기술 적용이 투자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항옵션 분석에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인증에 따른 친환경에너지기술의 탄소배출권 수익이 건물의 투자가치를 

향상 시키는 레인보우 옵션에서는 탄소배출권이 건물의 가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이 큰 탄소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함으로써 미래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건물 관련 친환경에너지기술의 투자가치와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고려되는 불확실성에 따라 옵션가치가 

상이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력가격, 

기술발전 속도, 정책 불확실성 등 부동산과 탄소배출권 외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기술의 투자 가치 평가에 

있어 엄밀한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친환경에너지기술,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청정개발체제, 

실물옵션, 레인보우옵션 

학   번: 2017-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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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친환경에너지기술은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부문에 걸쳐 다양한 기

술이 존재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이슈로 거론

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기존의 

공급부문에서의 기술발전 및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

력 발전을 활용하여 원전을 대체하고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

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후협약으로 지구온

난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절감 목표를 성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 충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 (에너지수급 Brief, 2018).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너지수요가 급등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피크시기 수요에 맞춘 발전

용량을 설치할 경우 봄과 가을에는 예비전력이 증가하게 된다. “전력통

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9월 24일 최대 전력소비량은 48GW으

로 같은 해 7월 최대치인 92.5GW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때문에 한

국은 탄소배출 및 에너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수요관리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0%를 차지하는 건물(30%)과 교통분야

(30%)가 통합된 ‘도시’
1 )는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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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건물과 교통부분은 탄소배출 측면에서도 전체 배출량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의 에너지시스템과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면 시기별 에너지수요의 편차가 큰 한국의 에너지 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제협약에 따른 탄소배출저감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0년대부터 

‘스마트시티’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는 통신기술과 친환경 기

술들을 이용해 도시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

는 사업모델로 전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

은 2018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스마트시티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업을 위한 투자가치를 평가 하기에 어렵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Perboli et al.(2014), Carli et 

al.(2017)등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로 

평가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부동산사업으로 정의하고,  ‘노원제로에너

지단지’를 사례로 그 투자가치와 불확실성에 따른 가치변화를 확인하고

자 한다. 투자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으로는 전통적 현금흐름법과 

함께 2000년대 이후 다수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

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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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가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완공되어 임대를 시작한 ‘노원구 제로에

너지 단지’의 사례를 이용하여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된 부동산의 투

자가치 평가를 진행한다. 노원제로에너지단지는 국내 최초의 ‘플러스에

너지’  건물일 뿐 아니라,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시 5-1 

생활권의 주거건물의 벤치마킹 모델로써, 장기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주거건물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노원

제로에너지 단지의 가치평가에서는 기본적 실물옵션 모형인 이항옵션모

형으로 부동산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치평가와, 탄소배출저감사업으로써 

청정개발체제(CDM)를 적용하여 확률과정을 따르는 탄소가격의 변동성

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레인보우옵션 가치평가를 2단계로 실시한다. 위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친환경에너지기술에 적용된 건물에 청정개발체제(CDM)이 적용된

다면 투자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2) 탄소가격의 불확실성과 부동산가격 불확실성의 차이에 따라 투자

가치 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2장과 3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인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및 청정개발체제와 부동산 투자와 

실물옵션 방법의 배경적 특성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4장에서 연구분

석에 사용한 실물옵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 뒤 5장에서 노원제로에너

지단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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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친환경에너지기술 

 

본 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들과 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친환경에너지기술은 공급부문의 기술과 수요부

문의 기술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제로에너지

빌딩(Zero Energy Building)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수요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분산에너지원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기술의 집합체이다. 또한 스마트시티(SC)와 제로에너지

빌딩(ZEB)와 같은 에너지 기술 집합체는 탄소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탄소배출 저감

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환경적 효용과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확

인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투자유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개발사업 인증제도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운영하고 있다.  

제 1 절, 제 2 절과 제 3 절에서는 스마트시티(SC), 제로에너

지빌딩(ZEB)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최근 10년(2009-2018)동안 발표된 저널을 저널전문 사이트인 

Sciencedirect와 Google Scholar에서 smart city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조사한 논문 50여개중 10개를 선택하여 소개하였다. 제 4 절 소결에서

는 위의 친환경에너지기술들과 그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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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 등 

최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주거부터 환경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2), 모든 친

환경에너지 기술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Perboli et al.(2014)는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요소로 에너지, 건물, 

교통을 스마트시티의 3개의 축으로 평가하였으며, 스마트시티를 구성하

는 요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에너지설비, 건물, 교통이라는 

물리적 구성요소와 도시의 테마가 되는 Healthcare, education, waste 

management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Lazaroiu&Rosica,2012; Yamagata&Seya,2013;Strzelecka et 

al.,2016;Vassileva et al.,2017). 

환경분야에서 정의하는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로 상호 연결되

어 에너지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들이 사용되는 기후변화 대응도시

로써(Lazariu&Roscia,2012; Kramers et al.,2014; 

Ayllon&Miralles,2015; Carli et al.,2017; Dominkovic et al.,2017),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핵심이 건물과 교통분야

의 에너지소비량은  각각 전체 소비량의 30%와 28%,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건물은 30%, 교통은 22%로 국제적으로 도시가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에 스마트시티는 에너지절감과 탄소배

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솔루션으로 활용 될 수 있다.  

                                            

2) http://www.k-smartcity.kr/smartcity/smartcity.php  

http://www.k-smartcity.kr/smartcity/smartcit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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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도 도심지역의 인구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

황에서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응하는 솔루션이자 저 탄소 도시

의 모델로써 스마트그리드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개

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그림 3]에서처럼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Turner et al.,2014; Yamagata&Seya,2013; Carvillo et 

al.,2017).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 증가는 논문 발표 수에서도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4]의 그래프는 국제 논문 사이트인 

Sciencedirect.com에서 Smart City를 키워드로 검색한 research 

article의 수를 나타내는데, 2003년부터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매해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한해 발표논문이 600편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4500편으로 7배 이상의 증가한 것에서 스마트시티의 

학술적인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관심 및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T강국으로써 과거 판교의 U-City 프로젝트와 같이 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되었으나, 현재에는 기후변화 협약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와 탄소배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이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이자 국가 신 성장동력으로써의 

스마트시티 정책 또한 발표되었다. 3 ) 정책적으로는 2008년 U-

City법(유비쿼터스 도시법) 제정 이후 2010 2기 신도시 등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17년 9월 스마트도시 법으로 개정되며 

본격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2018년 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부처가 협동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하였으며, 세종시 5-1 생활지구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를 

                                            

3)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673/DTL.jsp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673/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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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럽 등의 선진국과 아시아권의 스마트시티 전략의 

차이점을 민간주도와 공공주도로 평가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진국형 민간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요 

부문의 R&D, 공공인프라 및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와 네트워크 

조성 부문에만 투자 하는 지원 규정을 설정하였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8.07). 

본 절에서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스마트시티 관련 선행 논문 

50여편을 살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논문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 

되는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류에 관련된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Lazaroiu & Roscia (2012) 

도시는 전세계 에너지소비의 75%와 탄소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가진 ‘스마트시티’라는 모델이 

대두되고 있다. Lazaroiu&Roscia(2012)는 Fuzzy Logic을 이용하여 

스마트 시티 지수들을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1,600개의 도시 들 중 적합한 규격의 도시 70개를 추출하고, 이중 

이탈리아의 10개 도시에 대해 오염, 혁신성, 건강, 녹지 등 

스마트시티를 대표하는 18가지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했다. 해당 모형은 

분석을 통해 각 지수에 대해 해당 도시의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를 

방사형 그래프로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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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sheiwat&Cross (2013)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기술로의 

전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동북지역(후쿠시마)의 에너지 전환을 

기획하고 있다. Nesheiwat&Cross(2013)는 Post-Fukushima 

에너지전략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시 고려할 

중요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외부시장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지속가능 한 에너지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에너지원 별 원자력발전 대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도시 별 저 에너지 및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수요측면의 시스템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Yamagata&Seya (2013) 

미래의 스마트시티(FSC)는 향후 20년 내에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다. 이 연구에서는 Land 

Use(Building Energy Efficiency, PV등), Transportation(Electric 

Car), Energy system(Smart grid) 3개 분야를 ANAS MODEL을 

개선한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스마트시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메가시티인 도쿄 

메트로폴리탄 (광역지역)에 대해 2050년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compact’한 도시개발은 주거부문의 전력수요를 줄였으나, 

PV설치 비율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외지역(suburb)에 대해 대형 PV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녹지개발을 통해 열섬현상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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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ang (2013) 

Yang(2013)은 한국의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해외의 정책과 비교하여 녹색도시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Spatial, Transportation, Energy를 3개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분석에 적용한 서울은 도시의 

특성상 수송중심의 컴팩트한 도시로써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공간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및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럽 등에서 저 탄소 도시의 주 요소로 사용되는 

자전거 교통의 경우, 서울은 언덕이 많고 차도 위주의 지리적 여건으로 

탄소배출 저감의 주요요소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5) Perboli et al. (2014) 

스마트시티 컨셉으로 인해 과거 교통시스템에 한정되었던 도시 

물류는 건물, 에너지, 환경, 정부 교통 등 더 많은 도시요소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에 Perboli et al. (2014)는 스마트시티의 주요 요소들을 

분류하고 트랜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는 요소의 정의, 사업모델, 

목적으로 구분된 분류학적 방법(Taxonomy)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구분은 다시 10개의 하위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스마트 시티들은 에너지 

분야를 가장 중점적 목적(64%)로, 교통을 (32%)로 보고 있으며, 

복수의 목적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중 전체의 75%가 에너지 분야를 

선택했으며, 건물(56%), 교통(33%), 물(11%)를 에너지를 개선하기 

위한 항목으로 생각하였다. 

 



 

- 10 - 

 

6) Estiri (2014) 

Estiri (2014)는 2009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Survey(RECS)의 데이터를 활용한 Structural Dynamics model을 

사용하여 주거부문의 에너지수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Household(생활요인)나 Building(물리요인)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uilding은 과거 그 자체의 직접영향도가 Household에 비해 

압도적으로 분석되어 왔으나, Household 분야의 간접적인 영향이 

Building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부문이 에너지수요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났다.  

 

7) Farzaneh et al. (2014) 

세계가 빠르게 도시화 되어가면서 많은 도시 문제들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기후변화가 또 도시문제들을 악화 

시키고 있다. Farzaneh et al. (2014) 는 상기된 문제들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의 스마트시티를 연구하기 위해 요코하마 사례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여러 

공간적 하위 항목들 별로 기대되는 이익을 별도로 확인 하여 비교하였다. 

여기서 공간적 하위 항목들은 주거 형태, 호텔, 상가 등의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 요소들이며, 이에 대해 대체에너지 활용과 에너지효율성 

개선,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코하마 수준의 대규모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적용이 비용편익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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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urner et al. (2014)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에서는 대부분 

건물들의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Bottom-up 방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Top-down 방식의 성능분석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 모형이 다수의 건물에 대해 동시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는 도시규모의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그 복잡성과 노동력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서 Dynamic 

Simulation tool 인 ‘INDICATE’에 대해 4개 분야(건설, 기능, 지리, 

시스템) 11개 항목을 적용한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9) Fan et al. (2015) 

Fan et al. (2015) 은 Statistical Linear Regression을 통해 

호주 시드니 지역의 가구별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분석에서는 호주의 Smart Grid Smart City 리포트에서 제시한 14개의 

영향 요소들(주거형태, 냉난방 방식, 가구 인원 수, 급탕 방식 등)을 

기준으로 인터뷰에 응한 4,000개 가구(9,000 가구 중) 중 3,446 

가구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Pool Pump와 냉방 방식이 에너지수요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요소이며, 가스난방 사용 여부가 에너지수요 절감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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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awrence et al. (2017) 

Lawrence et al. (2017) 는 현재 스마트그리드의 ‘Smartness’가 

주 에너지소비 부문인 건물과 건물들의 집단 (도시) 가 그에 대응할 

수준의 Intelligence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일반적 건물들이 가지는 기술 수준으로 스마트그리드에 연결될 

경우 단순한 기술적 낭비뿐 아니라 비용적인 낭비 또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Model predictive control(Model Predictive 

Control)을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Smartness’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는 노후 건물들의 설비가 부족하거나, 

건물들이 서로 다른 관리시스템을 가짐으로 인해 통합 관리가 힘들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 등을 통한 시스템을 단일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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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야별 국제 에너지 소비량, 2015 

Source: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7 

[그림 2] 분야별 국제 탄소 배출량, 2015 

Source: Architecture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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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제 스마트시티 시장 예측(Billio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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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martCtiy 논문경향 (2004-2018) 

Source: Sciencedirect.com 

 

 



 

- 15 - 

 

제 2 절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상술한 것처럼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제로에너지빌딩은 고효율기기들의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과 소규모 신 재생 에너지 발전기술이 복합된 기술들의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넷 제로에너지(Net-zero energy)와 에너지

독립(Energy dependent)으로 구분되는데 넷 제로에너지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 망(net)에 연결된 상태에서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 생산량의 규

모가 동일한 건물을 뜻하며, 에너지 독립의 경우는 에너지 공급 망에 연

결되지 않는 건물을 뜻한다. 전력의 생산시간과 소비시간의 차이 등의 

문제점으로 에너지독립 건물은 필수적을 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로에너지빌딩은 넷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

미한다 (이명주,2017).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자립률(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여 [표 1]과 

같이 제로에너지빌딩의 등급을 구분하기도 한다. Torcellini et al. 

(2006) 에서는 넷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개념을 [표 2] 와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

다. 

국내에서는 2013년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바탕으로 

건물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제로

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과 함

께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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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2년동안 주거와 

비주거 건물을 포함한 20여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기존 건물에너지기술은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민간의 단독 

건물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적인 지

원과 기술발전을 통해 기술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고, 관심도

가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성 확보와 시장활성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빌딩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논문발표 경향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논문과 마찬가지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논

문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Sciencedirect.com에서 Zero energy 

Building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4년

부터 매년 300여건씩 발표논문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1000편

씩 증가, 2016년엔 2000편이 증가하여 매년 1만편 이상의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 본 연구와 연관된 

주요 논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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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ulakowski(1999) 

Kulakowski(1999)는 두 대형 조직의 사례를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대해 

경제적, 조직적, 정책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그 이유와 방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로 당시에는 아직 에너지효율성 기술의 가격 

경쟁력이 충분치 않았고, 또한 조직의 구조나 개개인의 가치판단에서도 

에너지효율성 프로젝트는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Kulakowski(1999)는 Golovo&Eto(1996)이 주장한 것처럼 

전환비용이 크고, 시장내의 부 및 권리의 분배가 부족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 또는 오염에 대한 세금,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부 규제 등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Peippo et al.(1999)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한 건물은 기술 다양성에 따라 많은 디자인 

옵션을 가진다. Peippo et al. (1999) 는 non-linear optimization 

scheme을 통해 최적 기술 조합과 경제적 최적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하여 최저가격 및 최고에너지효율 등을 

계산하여 설정된 Case study 건물 유형에 맞는 최적 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성과 에너지효율을 갖춘 최적 설계형태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이 최적화 모형이 에너지효율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기술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기술 

하에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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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eus&Oliveira(2008) 

Mateus&Oliveira(2008)는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3개국을 

대상으로 Solar absorption cooling/heating system을 적용한 건물들의 

에너지와 경제성을 알아보고, 탄소배출량 및 각국의 전력가격 또한 

고려하여 Solar collector의 최적 크기 또한 분석하였다. 건물의 

시뮬레이션에는 TRNSYS software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유럽 

지역에서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탄소배출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호텔이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현재의 에너지가격으로는 이탈리아의 로마만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 의존도 60% 수준에서는 

유지비용과 물 사용 비용 때문에 개발비용의 35~35%만 절감이 

가능했다.  

 

4) Mulki&Hinge(2010) 

이 연구에서는 2010-2030년 20년간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술의 시장규모 예측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 

개선과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저감 공공정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해당 산업의 기회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분석 결과 조명분야와, 

Building Control이 상승 시나리오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급진적 시나리오에서는 조명 대신 단열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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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ckner&Zmeureanu(2011) 

Leckner&Zmeureanu(2011)는 NZEH(Net Zero Energy 

House)를 Solar Technology를 이용하여 일반 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라고 정의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캐나다 몬트리올과 같은 추운 기후에서는 기술적인 타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 분석을 진행하면 운영측면에서는 8.4~8.7년 정도의 

에너지 회수기간이 요구되며, Solar-Combisystem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 대비 3.5배의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의 낮은 전력가격과 높은 Solar Technology 설치비용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금융적인 타당성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치기기나 전력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 Sadineni et al.(2011) 

이 연구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성 건물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건물의 모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라스베가스에 모델하우스를 건설했다. 이 모델하우스를 이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에너지 설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비 회수기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향상된 기술은 10년 이하의 

투자비 회수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내구연한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또한 이를 적용한 집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따른 건물에 비해 약 42.5%의 에너지소비를 하여 net zero energy 

home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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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raca et al.(2012) 

Graca et al. (2012) 는 남부 유럽지역의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하는 net zero energy house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두 주택은 Dynamic thermal simulation을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Solar 

Thermal과 Photovoltaic solar systems를 각각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Net-zero energy house 시스템의 기능은 태양열 

급탕을 최대치로 활용했을 때 Solar Thermal 시스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지역의 기후상황에서, 소규모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경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8) Hamdy et al. (2013) 

Hamdy et al. (2013) 는 EPBD-recase 2010을 따르는 

핀란드의 net zero energy building 주택의 에너지 성능 수준과 

비용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건물 외벽, 단열, 냉난방 시스템 등의 

차이점은 3단계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와 

환경의 trade-off는 1차에너지 소비량이 93~103kWh/m2인 건물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성능을 가지는 것을 나타났으며, 이는 

70kWh/m2 에서 Net-Zero Energy Building이 경제적 타당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energy credit 등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환경영향 레벨을 성취하여 

하며, 최적화 충족은 에너지가격상승과 냉난방설비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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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 et al.(2014) 

Ma et al. (2014) 는 두 종류의 에너지 저장 기술 (배터리, 

Pumped Hydro storage) 를 분석하여 홍콩의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에너지 섬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두 항목은 다시 4가지의 

옵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Life Cycle Cost(LCC), Levelized 

Cost for the renewable energy(LCRES) 그리고 LCC ratio 항목으로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배터리가 advanced deep 

cycle battery(ADCB) 보다 높은 LCC를 가졌으며, pumped storage 

combined with battery bank option은 ADCB 대비 55% 수준에 불과 

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PHS가 저장장치의 용량을 늘리는 등의 조절만 

가능하다면 더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Cao et al.(2016) 

Cao et al. (2016) 는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급등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소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에너지절

감 기술 적용과 그 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도 등을 확인하였다. 이

후 제로에너지 빌딩의 개요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Cao et al. (2016) 는 기후변화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 특히 냉난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건물 외피와 공기순환 수준을 개

선하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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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자립률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5등급 100% 이상 

4등급 80% ~ 100% 

3등급 60% ~ 80% 

2등급 40% ~ 60% 

1등급 20% ~ 40% 

Source: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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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넷 제로에너지의 4가지 종류 및 개념 

ZEB 

Type 
Definition Summary 

Site 

ZEB 

Plus 

- Easy to implement.  

- Verifiable through on-site measurements.  

- Conservative approach to achieving ZEB.  

- No externalities affect performance, can track 

success over time.  

- Easy for the building community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 Encourages energy-efficient building designs. 

Minus 

- Requires more PV export to offset natural gas.  

- Does not consider all utility costs (can have a low 

load factor).  

- Not able to equate fuel types.  

- Does not account for non-energy differences 

between fuel types (supply availability, pollution). 

Source 

ZEB 

Plus 

- Able to equate energy value of fuel types used at 

the site.  

- Better model for impact on national energy system.  

- Easier ZEB to reach. 

Minus 

- Does not account for non-energy differences 

between fuel types (supply availability, pollution).  

- Source calculations too broad (do not account for 

regional or daily variations in electricity generation 

heat rates).  

- Source energy use accounting and fuel switching 

can have a larger impact than efficiency 

technologies.  

- Does not consider all energy costs (can have a low 

load factor). 

Other 

Issues 

- Need to develop site to-source conversion factors, 

which require significant amounts of information to 

define. 

Source: Torcellini, 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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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Type 
Definition Summary 

Cost 

ZEB 
Plus 

- Easy to implement and measure.  

- Market forces result in a good balance between 

fuel types.  

- Allows for demand-responsive control.  

- Verifiable from utility bills. 

Minus 

- May not reflect impact to national grid for demand, 

as extra PV generation can be more valuable for 

reducing demand with on-site storage than 

exporting to the grid.  

- Requires net-metering agreements such that 

exported electricity can offset energy and non-

energy charges. 

- Highly volatile energy rates make for difficult 

tracking over time. 

Other 

Issues 

- Offsetting monthly service and infrastructure 

charges require going beyond ZEB.  

- Net metering is not well established, often with 

capacity limits and at buyback rates lower than 

retail rates. 

Emissi

on 

ZEB 

Plus 

- Better model for green power.  

- Accounts for non-energy differences between fuel 

types (pollution, greenhouse gases).  

- Easier ZEB to reach 

Other 

Issues 

- Need appropriate emission factors. 

Source: Torcellini, 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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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Zero Energy Building 논문경향 (2004-2018) 

Source: Sciencedir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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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스마트시티(SC)와 제로에너지빌딩(ZEB)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에너지 소비절감뿐 아니라 탄소배출저감이라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또는 탄소배출은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제기후협약이나 정책 등에 의해 

저감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의 EU-ETS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통해 경제성을 가진 사업으로써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기 

거래제가 시행되는 등 탄소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배출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UN에서는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CDM 인증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에에 의해 UNF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인증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써, 부속서 1국가(Annex 1)이 그 외 개발도상국가의 

사업에 투자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때 사업이 저감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탄소배출량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며, 국가승인기구(DNA)와 운영기구(DOE)의 

확인절차를 걸차 예상되는 탄소배출 절감량만큼의 배출권을 획득하는데 

이를 CER 4)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약 8,400여개의 CDM 사업이 등록되어있으며 이중 

                                            

4) 1 CER = 1 tonnes of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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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분포 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등록된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56.7%가 중국, 

28.4%가 인도에서 등록되어 국가단위의 경제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의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심사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115개의 

CDM 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다양성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전무하다.  CDM 

사업은 그 형식에 따라 [표 3]처럼 26종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로에너지빌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EE household와 EE 

Own-generation 카테고리로 각 1.1%와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Solar, 

Wind, Hydro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CDM사업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투자가치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CDM사업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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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승국&허은녕(2007) 

송승국&허은녕(2007)은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대한 개요와 

사업 방법 및 베이스라인 설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 배출 정책(Type E+)와 저 배출 정책(Type E-)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식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짐

에 비해 명확한 소개가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시장에서 이 연

구는 기본적인 사업 방법을 소개하면서 CDM사업 보급에 기여할 수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Pechak et al.(2011) 

Pechak et al. (2011) 는 교토 프로토콜 이후 청정개발체제 

(CDM) 의 적용 이후 CDM이 개발도상국의 풍력에너지 시장에서 어떠

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는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이집트, 모로코와 더불어 한국을 

선정하였다. 저자는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풍력

발전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가격경쟁력

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장기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CDM 적용 이후에도 낮은 CER 가격 상황에서 그 이익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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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zifi(2013) 

Nazifi(2013)는 EUA(European Allowances)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간의 구조적 관계(Structural Relationship)의 변

화를 확인함으로써 가격스프레드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요

소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일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크게 3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첫 번째로는 두 가격간의 시장 구조의 차이가 있었으며, 두 번째

로 CER의 사용성에 따른 접근 제약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CER가격의 

불확실성은 가격 스프레드의 역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ER과 EUA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U-ETS와 

Secondary CER 시장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

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구본상(2013) 

구본상(2013)은 국내의 청정개발체제(CDM)가 적용된 발전사업

(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들에 대해 평균적인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을 분석하고, FIT를 추가로 적용하여 수익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매립가스와 풍력사업은 투자경제성이 나타

났으나, 태양광 및 수력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T 적

용을 통해 투자성이 가장 개선된 사업은 매립가스였으며, 전체적으로 순 

현재가치가 가장 높고 보조방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사업은 풍력사업

으로 투자매력도가 좋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여러 보조방안을 통해 

투자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통한 전

력생산단가가 낮아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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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Zhou et al.(2013) 

Zhou et al.(2013)은 중국에서의 에너지효율 빌딩의 대중화의 

방해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청정개발체제

(CDM)적용의 이익을 알아보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중국의 친환경에

너지 도입의 방해요인은 크게 정부의 미약한 규제, 시장 비효율성, 정보 

부족, 소규모 건물, 건설업계의 분열, 높은 리스크, 높은 초기투자비용 

및 에너지관리의 어려움 등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저자

는 CDM으로 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

였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에너지효율성 건물 확산의 방해요인들은 인

식하고 있으나, CDM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관련 정책들을 구축하여 

에너지효율건물과 CDM사업 공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6) Lam et al.(2015) 

Lam et al.(2015)는 홍콩의 건물분문에 청정개발체제(CDM)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advantage 와 disadvantage를 설문조사와 그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금융인센티브의 부재, 배출권 거

래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정부의 부족한 지원 등이 주요 저해요인으로 평

가 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중국과 홍콩을 포괄하는 도시간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주요 에너지 절감 타깃을 설정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시

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방의 탄소배출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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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otter et al.(2015) 

Trotter et al.(2015)는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를 

이용하여 청정개발체제(CDM)의 특징과 CER 가격 간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총 11,954개의 CDM사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

석결과 CDM사업은 지역적인 특색을 가졌는데,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

된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았

던 반면, Sub-Saharan Africa 지역에는 조림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너지효율과 가스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

뤘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CDM 사업은 CER 가격이 높을 때 등록 수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 가스 배출 저감 사업들은 CER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CER credit price가 낮을 때 오히

려 등록이 많았다. 

 

8) 정태용 외(2015) 

정태용 외(2015)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사업을 

정의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기후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

급효과를 정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 결과 기후변화사업은 비(非)기후변화사업에 비해 생산유발이

나 부가가치 유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고용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결론

적으로 한국의 기후변화사업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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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u et al.(2017) 

Wu et al.(2017)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된 6종 4061

개의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의 평균 비용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분석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환, 공급분야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공급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등에 대한 배출절감 톤당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프로젝트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기술수준과 

중상위 income을 가진 가구들이 백만 톤 이하의 배출량 절감효과를 보

였으며, 메탄절감과 메탄방지 프로젝트는 중상위 기술수준과 중상위 

income인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는 위의 최

저평균가격은 투자국에 있어서 CDM Project를 선택함에 있어 가이드로

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10) Jin et al.(2018) 

Jin et al.(2018)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하의 저 탄소 

전력발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Robust Interval-Fuzzy 

programming(RIFP)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몽골의 지역 

에너지생산에 대한 CDM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RIFP-CDM 모형을 

만들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분석 대상지역이 버려진 

수력, 풍력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CDM의 도입이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 저감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믹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이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리스크 컨트롤, 경제 

페널티, 시스템 비용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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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시아 CDM 프로젝트 (Oct, 2018) 

Source: CDM pipe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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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형 별 CDM 프로젝트 수 

Type Number CERs/Year 

1 Wind 2,578 30.82% 236,358 20.88% 

2 Hydro 2,185 26.12% 298,408 26.36% 

3 Biomass energy 726 8.68% 49,716 4.39% 

4 
Methane 

Avoidance 
683 8.16% 29,650 2.62% 

5 Solar 437 5.22% 14,162 1.25% 

6 Landfill gas 401 4.79% 57,690 5.10% 

7 
EE own 

Generation 
366 4.38% 49,283 4.35% 

8 Fossil fuel switch 125 1.49% 69,385 6.13% 

9 EE industry 118 1.41% 4,418 0.39% 

10 
Coal bed/mine 

methane 
107 1.28% 72,400 6.39% 

11 N2O 105 1.26% 57,010 5.04% 

12 EE Households 94 1.12% 3,580 0.32% 

13 
EE Supply Side 

(Power Plants) 
94 1.12% 39,106 3.45% 

14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71 0.85% 2,515 0.22% 

15 Fugitive 60 0.72% 33,767 2.98% 

16 EE Service 38 0.45% 696 0.06% 

17 Geothermal 35 0.42% 12,401 1.10% 

18 Transport 32 0.38% 3,883 0.34% 

19 Cement 25 0.30% 4,109 0.36% 

20 HFCs 22 0.26% 81,319 7.18% 

21 Energy Distrib. 20 0.24% 5,742 0.51% 

22 
Mixed 

Renewables 
19 0.23% 682 0.06% 

23 PFC and SF6 18 0.22% 5,445 0.48% 

24 CO2 usage 4 0.05% 91 0.01% 

25 Tidal 1 0.01% 315 0.03% 

26 Agriculture 1 0.01% 8 0.00% 

Total 8,365 100.00% 1,132,139 100.00% 

Source: CDM pipe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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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형 별 CDM 프로젝트 수 (국내) 

Type No. 

1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1 

2 Agriculture 0 

3 Biomass energy 1 

4 Cement 0 

5 CO2 capture 0 

6 
Coal bed/mine 

methane 
0 

7 Energy distribution 0 

8 EE households 0 

9 EE industry 0 

10 EE own generation 0 

11 EE service 1 

12 EE supply side 0 

13 Fossil fuel switch 5 

14 Fugitive  0 

15 Geothermal 1 

16 HFCs 1 

17 Hydro 24 

18 Landfill gas 7 

19 Methane avoidance 1 

20 Mixed renewables 5 

21 N2O 6 

22 PFCs and SF6 7 

23 Solar 43 

24 Tidal 1 

25 Transport 0 

26 Wind 14 

Total 118 

Source: CDM pipe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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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친환경에너지기술은 에너지효율 개선기술, 신재생에너지원을 이

용한 발전(發電), 관리 기술 등 그 형태와 적용 분야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의 목적은 단순히 공급분야에서의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전환이나 소비를 절감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UN의 청정개발체

제(CDM)는 위와 같은 친환경에너지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방법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과 제 2 절에서 소개한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제로

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달리 

에너지효율기술, 에너지 관리 기술, 소규모 공급 기술 등 여러 기술들이 

동시에 적용된 복합모델이다. 친환경에너지기술을 대표하는 두 복합모형

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학술발표 또한 201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최근의 에너지 분야의 트랜

드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제로에

너지빌딩은 스마트시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써, 

2000년대 초반 기술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가능한가를 분석하는 논문

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지 

확인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경제적

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제 3 절의 CDM은 기술은 아니지만 위 기술들을 한계점으로 평

가되는 초기투자비용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선행연구들은 

여러 친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CDM 적용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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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다. 본 연구는 친환경에너지기술의 복합모델인 제로에너지빌딩의 사

례로써 노원제로에너지단지에 CDM을 적용하여 그 투자가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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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투자분석 연구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되는 스마

트시티(Smart City)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이 활성

화 되기 위한 투자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스마트시티(SC)와 제로에너지

빌딩(ZEB)는 모두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된 ‘도시’와 ‘건물’이

라는 점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투자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부

동산 투자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현금

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따른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Real 

Option) 방법 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제 1 절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알아보고, 

제 2 절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실물옵션 

방법론에 대한 개요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3 절

에서는 앞 장에서 다뤄진 선행연구들의 연구동향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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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부동산 투자 연구 

 

제로에너지빌딩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규정한 민

간의 투자 대상 중 하나이다.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일

반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동산이 미래에 어느 수준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부동산이 가지는 기초적인 현금 흐름 

외에도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평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은 현금

흐름법(DCF: Discounted Cash Flow)으로 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및 연차 별 수익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금금리의 변화, 부

동산의 임대 또는 분양율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금흐름법

의 한계점을 보완한 실물옵션 방법론을 통한 가치평가가 중용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

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내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2004년 조주현&박홍일의 

연구를 시작으로 실물옵션을 통한 분석이 중용되고 있으며, 특히 불연속 

또는 이산(discrete)체계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항트리(binomial tree)를 

활용한 모형을 사용한다(유승동,2013). 아래에서는 2000년대의 국내외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물

옵션 방법론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40 - 

 

1) Oppenheimer(2002) 

Oppenheimer(2002)은 현금흐름법(DCF)를 통한 부동산 사업 

평가의 한계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물옵션 방법론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평가 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불확실성과 가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DCF의 한계점은 분명하지만, security option pricing model 은 

불분명한 부분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 연관된 

옵션들이 존재하는 단일 프로젝트는 수리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모형과 달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 프로젝트마다 독자적인 모형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Ciurlia&Gheno(2009) 

Ciurlia&Gheno(2009)에서는 BSM(Black and Scholes, 

Merton) risk-neutral 가치평가 형식이 부동산 파생상품 특성에 

적용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상수로 평가되는 

것과 다르게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인 GBM을 따르는 모형을 

구축하고 비교하였다. Continuous time와 상수하의 Two-factor 모형을 

구축하고, Discrete time하의 BB(Bidimensional Binomial) Model을 

비교하였는데, 분석 결과, BB model이 BSM 가격 모형 결과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수형태의 금리를 사용하는 모형과 

비교할 시에 BB model이 non-flat-yield와 변동성 곡선을 가지는 

가격모형에 대해 더욱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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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en&Pretorius(2013) 

Shen&Pretorius(2013)는 단순히 금융 옵션 모형을 차용한 

실물옵션 모형이 아닌 부동산 개발 회사의 유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와 금융 제약 등을 고려한 부동산 실물옵션 모형 구축을 

목표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부동산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이항옵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실물옵션 모형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는 해당 기업의 금융현황과 다중자산(Multiple asset)등을 

고려해야 하며, 산업의 특성과 부동산프로젝트 및 금융의 

유동성(flexibility)가 프로젝트의 가치와 투자시기 등에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Amédée-Manesme et al.(2016) 

위에서 소개한 연구들이 대부분 투자자가 Risk-Neutral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였다면, Amédée-Manesme et al.(2016)은 투자자가 

Risk averse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최적 매각 시기를 

결정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실물옵션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weak risk-aversion에서는 최적 매각시기가 증가하는 반면, high 

risk-aversion에서는 반대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연구에서는 Best 

최적매각시점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Compensation 

variation을 통해 매각시점 이전에 판매하거나 넘기는데 에 따른 차이로 

나누어 평가하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변동성을 임의로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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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ng&Wang(2017)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정보들(incomplete 

information)이 다수 존재한다. Tang&Wang(2017)은 중국 항저우의 

사례를 통해 incomplete information이 부동산 실물옵션 평가에 있어 

투자시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hazar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부정확한 정보는 개발시기의 

가속효과를 약화시키고, 사업에 다수의 단계가 존재할 때 연기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적합한 투자, 연기 또는 확장 전략을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주택 플랫폼 등의 설립을 통해 사업자가 정보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6) 조주현&박홍일(2004) 

부동산 시장이 IMF 이전과 달리 더 이상 분양이나 수익창출이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이항옵션모형을 제시함

으로써 자본예산의 할인율 선택문제(Discount rate selection problem)

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결정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

물옵션 방법론을 Trigeorgis의 분류에 따라 소개하고, 실증분석에서 

NPV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는 이유를 제공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결과 일반적인 NPV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기, 축소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옵션’의 매매예약거래 특

징 상 부동산펀드 및 옵션 매도자가 될 수 있는 개발사 또는 건설사 등

간의 계약을 위해 정교한 상품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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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중영&김영국(2008) 

김중영&김영국(2008)에서는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평가함에 있

어 실물옵션 평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블랙·숄즈 모

형과 이항옵션 모형을 모두 확인하여 적용에 따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두 가지 분석에 있어 블랙·숄즈 모형이 가치산정 및 변동성 추정이 어

렵다는 한계 때문에 이항옵션과의 옵션가치가 차이가 났으며, 이항옵션

모형이 비교적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사

업은 그 특성상 많은 변동성과 개별성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불확실

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8) 김승탁(2008) 

김승탁(2008)에서는 이항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형 

민영임대주택의 분양권의 가치를 추정하고 분양당첨의 손익을 계산하였

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변동성 

또한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로그수익률의 이용한 역사적 변동성을 적

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항옵션을 활용하여 예약매매 형태를 띄는 

옵션가치와 유사한 ‘분양권’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모형선택의 적합성

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13년이라는 

장기간의 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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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도영 외(2010) 

오피스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가치산정 및 변동성 추정이 비교적 

편리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의 연기를 고려할 수 있는 실

물옵션 방법인 이항옵션 모형을 적용하여 투자시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었던 2개의 프로젝트는 각각 4년과 1년뒤의 옵

션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략적인 투자

를 선택할 때에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오피스사업에 대해 민원, 인허가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오피스임대지수라는 변동성 하나만 고려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한계로 판단하였다. 

 

10) 권태인 외(2011) 

권태인 외(2011)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금융 조달의 핵심인 프로

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유치방법으로

써 실물옵션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리

스크를 경감시켜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오피스 빌딩 개발 

사업에 대산 실증 분석에는 이항옵션 모형의 포기옵션만을 분석하였는데, 

결과에 따라 수익창출 또는 투자비 회수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포기옵션 하나뿐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와 옵션을 고려함으로써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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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승환 외(2013) 

구승환 외(2013)에서는 부동산 가치평가에서 전통적으로 고려되

는 인구구조 변화와 부동산 가격 변화 간의 분석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

고, 실물옵션 방법에 적용한 이항옵션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서울의 부동

산 시장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실행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를 고려하기 위해 P-이항옵션모형이라는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이때 옵

션가치의 상승폭(u) 및 하락폭(d)에서 일반적인 변동성이 아닌 인구증

가율과 주택가격증가율 간의 OLS 분석 비표준화 계수(3.735,2.706)를 

통해 추정한 모수를 사용하였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인구구조를 적

용한 이항옵션 모형의 가격이 약 1.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킬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을 정

확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이항옵션모형 p-이항옵션모형 

상승계수 (u) 
  

하락계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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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미경 외(2015) 

장미경 외(2015)는 앞서 소개한 박도영 외(2010)의 사례를 바

탕으로 다중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에 사용한 이항옵션모형과 

다중 실물옵션 방법론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가치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다중 실물옵션은 두 개의 옵션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치가 있는 

동시적 복합옵션(simultaneous)와 순차적 복합옵션(sequential)이 있으

며, 해당 연구에서는 후자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 옵션을 적용하

는 것이 더 많은 옵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일옵션보다 가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 또한 단일한 변동성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3) 진연화&유정석(2017a) 

앞서 소개한 김혜원&최막중(2011)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로, 사업성이 없는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현금할인법을 사용할 

경우 미래의 가치를 과소 평가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업

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실물옵션의 연기옵션 방법을 사용하

였다. 따라서 최대 5년간 투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이항옵션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아파트 매매지수를 통해 변동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이 사업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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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물옵션 연구 

 

3.1장의 부동산 투자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에서 볼 수 있듯 과거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던 현금흐름할인법(DCF)의 한계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최근 가치평가 연구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옵션의 실물자산(real asset)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80년대이며, 그 이후 옵션의 유형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크거나 투자비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에너지, 부동산, 환경, R&D등의 

산업이 주 대상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시장환경의 변화가 급진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제약·보건, IT 사업 등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옵션에서 파생된 실물옵션 

가치평가법은 옵션의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가지며, 그 유형에 따라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다른 만큼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와 그 특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2.1 절에서는 실물옵션의 기본적인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제 2.2 절과 제 2.3절에서 옵션의 유형 및 모형의 종류에 

대해 다룬 뒤 2.4절에서 주요 확률과정들을 제시하였다.  제2.5절에서는 

CDM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최근 

10년간의 주요 실물옵션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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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절 실물옵션의 개념 및 특성 

 

옵션이란 금융자산의 가치가 변화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으로, 금융시장에서 증권 또는 금융상품을 미리 정해

진 기간 동안 정해진 행사가격(exercise price)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이때 상품을 매입하는 것을 콜옵션(Call option), 매도하는 

것을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선물이 의무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거

나 양도하는 계약이라면, 옵션은 그러한 의무 없이 매입과 양도의 권리

만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다. 실물옵션 가치평가 방식은 기존의 금융옵션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실물 자산’ 또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

하는 것으로 MIT의 Stewart Myers 교수가 최초로 언급하였다

(Aarle,2013). 여기서 ‘실물 자산’이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

하는 비(非)금융자산을 말하다. 즉 어떠한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투자 

계획은 시장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해당한다. 

실물옵션 가치평가 방식이 전통적인 현금 흐름 방식이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시장에 대응하여 경영

이나 관리 상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당 

자산의 가치 평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성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 및 운영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상황에 따라 연기하

거나 확정하는 등의 선택권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를 의미한다(윤원철, 

2001) 

실제 시장에서 사업의 경영자 또는 투자자는 매우 불확실한 환경

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도중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전략적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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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분석 없이 특정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예

측이 필요 할 경우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확실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임의로 가정하게 되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

결정이 투자계획단계, 즉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시장상황이나 사업에 대한 예측치가 변경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 특히 첨단 기술이나 대규모 투자 등에 있어서는 초

기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와 미래시점의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더욱더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하락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물옵션 방법을 통하여 이후 상황에 유연하

게 대응한다면 불확실성의 증가가 해당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그림 7]은 Amram&Kulatilaka(1998)에서 실물옵션에서의 불확

실성에 따른 가치상승을 표현한 그래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습한 경

험 등이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치상승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T.A. Lutherman(1998)은 투자현금흐름/비용 비율과 변동성을 바탕으

로 [그림 8]과 같은 평가영역 도식을 제시했다. 도식에 따르면 투자현금

흐름/비용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변동성이 낮을수록 투자의 가치가 높

아지나 반대로 1.0 이하일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적절하지 않지만 상

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수록 투자를 포기할 확

률이 적어진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투자가치는 실물옵션을 활용하여 평

가영역의 위치가 변화하여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실물옵션의 변동성은 결정된 옵션계약이 행사되는 만기 시점

에서의 결과가 확정되는 DCF와 달리 일정한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 범

위는 변동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연기, 확장 등의 



 

- 50 - 

 

다양한 실물옵션을 적용한다면 최종 시점에서의 최대의 가치를 가지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물옵션은 이러한 선택권을 

옵션으로 설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5)  

 

 

 

 

 

 

 

 

 

 

 

 

 

 

 

 

 

 

 

                                            

5) Dixit & Pindyck(1994),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ch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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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치평가 방법에 따른 가치의 변화 

 

Source: Amram&Kulatilaka(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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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금흐름과 변동성에 따른 의사결정 평가 

 

Source: T.A. Lutherma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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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실물옵션 유형 

 

실물옵션은 금융자산과는 다르게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투자계획과 같이 시장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할 수 

없는 실물자산에 대한 옵션을 의미하고, 상술한 것처럼 선물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일종의 

자유옵션(free option)의 성격을 가진다(이보형;2010). 실물자산에 

사용되는 옵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성장옵션 

성장옵션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미래성장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미개발 토지 또는 유전 등에 대한 임대계약 등 초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정 시간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성장 옵션에 해당한다. 

Myers(1977)는 기업의 현재가치는 현재의 실물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이후 발생할 투자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의 가치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중 성장옵션의 가치는 현재의 실물자산 현금흐름과는 

무관하며, 현재의 투자에 따라 발생되는 미래의 투자가능 자산의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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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기옵션 

연기 옵션은 어떤 프로젝트나 자산에 대하여 개발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큰 경제성을 

가지는 시점까지 실제 투자나 개발을 보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개발 된 자원에 대해 계약할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현시점에서의 

투자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2~3년 뒤에 그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개발 비용이 하락하여 경제성을 충족하게 

된다면, 개발자는 그 기간 동안 개발을 연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예로, 이미 경제적 타당성은 충족하지만 미래의 변동성에 

의해 몇 년 후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연기옵션은 

부동산이나 자원 채굴 등의 사업에 많이 적용된다. 

 

3) 포기옵션 

가치평가를 진행할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청산가치가 존재한다. 자산의 청산가치는 해당 

자산가치의 하한선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만약 자산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질 경우 그 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때 청산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포기할 수 잇는 옵션이 존재함에 따라 그 가치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포기옵션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변동성이 고려된 기준선을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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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축소 옵션 

확장 및 축소 옵션은 한 프로젝트가 초기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반대로 실제 상황이 예측에 미치지 못할 때 추가 

투자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거나 풋옵션을 통해 축소시키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자금적인 부분뿐 아니라 가동률을 향상시키거나 

줄이는 등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운영 규모를 조절하는 것 또한 포함되며, 

주로 경기 순환적인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5) 사용변경옵션 

프로젝트 또는 제품의 가격이나 수요가 변화할 때 사업자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제품의 구성을 대체제로 대체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투입에 대한 의존성이 큰 설비, 발전분야, 화학제품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6) 복합옵션 

기존의 옵션에 다른 옵션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단계를 가지는 단계별 투자 옵션 또한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과정상 몇 개의 단계를 가진다면, 투자자는 

각 단계 별 성과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에 대한 투자를 진행 

할지에 대해 결정 할 수 있다.  실제 시장에서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

트들은 독립적으로 보이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기업 입장

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

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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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실물옵션의 모형의 종류 

 

1) 블랙-숄즈 모형 

블랙-숄즈 모형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써 가장 초기에 제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유럽형 콜옵션(European Call Option)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유럽형 옵션은 옵션의 행사가 

만기일에만 가능한 옵션으로, 만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아메리칸 옵션(American Option)과 구분된다. 이항옵션은 각각 

콜옵션(Call)과 풋옵션(Put)에 해당되는 투자옵션과 퇴출옵션을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식(1)은 콜옵션의 가치 C를 

도출하는 공식이다.  

  (1) 

C = 콜옵션의 가치 

S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 

K= 초기 투자 비용 

t = 의사결정 유보기간 

r = 투자자금의 시간가치 

σ2 = 투자의 위험 

N ( )= 누적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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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은 위의 콜옵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이처럼 블랙-숄즈 모형은 계산방법이 용이해 분석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블랙박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rach,2003). 

또한 유럽형 옵션의 특성상 만기에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 동안의 기다림의 가치는 항상 양의 가치를 가지고, 불확실성과 

사업에 대한 투자 지연효과가 항상 비례한다는 제약이 있다.  

 

2) 이항옵션 모형 

이항옵션모형은 이항격자모형(Binomial Lattice model)로도 

불리며 그 구조가 단순하고 가치의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BDT(Binomial Decision Tree)형식으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호정, 2017). 이항옵션모형의 콜옵션 산출방법으로는 

우선 t=0기의 현재가치를 가진 노드에서 출발하여 변동성(σ)과 시간 

변화(δt) 변수를 이용하여 가치의 상승폭(u)과 하락폭(d)을 계산하고, 

두 가지의 변동폭과 무위험 할인율(r)을 토대로 상승확률(p)를 아래의 

식(5)와 같이 계산한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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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드가 전개될 때마다 상승(p)하거나 하락(1-p)을 

고려하여 변화된 자산가치를 산출한다.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산의 가치는 Sut 가 되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경우에는 

Sdt가 된다. 만약 가치의 상승 및 하락의 진행이 이전 시기에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변동폭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자산가치의 변화를 

계산하고 난 뒤에는 프로젝트의 만기시점인 BDT의 최 우측에서 

역방향으로 옵션의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먼저 만기시점인 T에서 최 

우측 상단, 즉 uT 노드의 옵션가치는 max(uTS-K,0)이며, 바로 아래인 

uT-1d의 옵션가치는 max(uT-1dS-K,0)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후 그 전기인 T-1시기의 옵션가치는 앞서 계산한 T 기의 

옵션가치를 이용하여 식(6)과 같이 표현되게 된다. 

 

(6) 

위의 과정을 Binomial Decision Tree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그림 10]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는 현재가치가 

매시기 마다 상승확률과 상승 및 하락 폭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0]은 반대로 만기시기에서 역순으로 

옵션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위의 식을 계속 반복하여 최종적으로는 t=0 의 옵션가치를 

도출하게 된다. Cox, Ross and Rubinstein(1979)는 노드의 개수가 

N개일 때 식(7)과 같은 가격 결정식을 이용해서 옵션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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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각 변수들의 값을 확률변수로 보고 

이를 하나의 확률분포로 나타내어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 때 생성된 값들에서 확률분포에 따라 랜덤 하게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기대 값을 

추출하게 된다. 그러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은 근사값이며, 

내생적인 변수들간의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추정해 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 구해진 

확률분포로부터 명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결과값만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실물옵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역순 

위험 중립적 가치평가(backward risk neutral valuation process)에서 

확실성등가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이다(윤원철,2001). 또한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Least Square Monte Carlo)등의 

개선된 방법은 Optimal Stopping strategy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4) 동적 계획법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은 옵션 만기 이전에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한 아메리칸 옵션에 대한 모델링에 사용되는데, 

만기 이전 행사 가능한 유연성뿐 아니라 전개 과정에 있어 경제학적으로 

직관적이며, 기업이나 개인의 비용/효용 극대화를 위한 최적화 모형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용이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입되는 경제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전의 블랙-숄즈 모형이 

전개좌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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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적 계획법은 자유경계 문제(fee boundary 

problem)등으로 인한 수리적 복잡성이 높아 실무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블랙-숄즈 

모형보다 선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알려지고 수리적인 과정 

또한 비교적 용이한 다른 모형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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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항옵션에서 현재가치의 변화  

 

 

[그림 10] 이항옵션에서 옵션가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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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절 확률과정의 종류 

 

실물옵션을 기존의 가치평가방법과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 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실물옵션 분석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지는 경제변수의 동적 확률과정을 엄밀히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탄소배출권 가격이 

불확실성을 가지는 경제변수로써 확률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률과정은 Ito Process로 표시되며, 시계열의 특성에 따라 

확산확률과정(Diffusion process)과 평균회귀확률과정(Mean-reverting 

process)로 나뉘는데, 시계열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평균회귀 확률과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산확률과정을 따른다(이인석 허은녕,2000). 

때문에 확률과정을 정립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군 검정(ADF, 

Adjusted Dickey-Fuller Test)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회귀 

확률과정은 데이터가 장기적인 추세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추세선에 

가까운 값으로 다시 수렴하는 성질을 가진 확률과정으로, 금, 국제유가, 

전력가격 등이 평균회귀과정을 따른다(박호정,2017). 반면 확산형 

불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는 평균회귀처럼 다시 기준 값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없어 장기로 갈수록 데이터의 분산이 무한히 늘어나게 된다. 

아래에서는 주요 확률과정들을 설명하고, [표 5-표 7]에서는 모형에서 

고려한 요인의 수에 따라 확률과정 연구를 분류한 분류표를 

소개한다(정세록,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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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ometric Brownian Motion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은 GBM으로 불리며 실물옵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과정이다. GBM은 다른 확률과정에 비해 그 계산이 용이할 

뿐 아니라 실제 재화의 가격이나 환율 등의 주요 경제 변수들이 GBM을 

따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특히 높다. Lund(1993)에서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들이 어느 수준의 기준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기에 평균회귀과정 데이터라고 주장하였으나, 

박호정(2005)에서는 불안정한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확산형 

확률과정이라 할 수 있고, 상품 가격에 대한 실물옵션 연구를 비교해 

보면 GBM을 사용한 연구와 평균회귀과정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계산이 용이한 GBM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8) 

 

2) Ornstein-Ulhenbeck Stochastic Process 

온슨타인-율렌벡 확률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평균회귀 과정으로, 

미래의 가격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과거의 데이터의 

장기평균 가격인  으로 회귀하는 성질을 보이는 확률과정이다. 때문에 

초기에는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거 데이터의 

분산과 유사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때 추세에서 벗어난 변수가 

다시 회귀하는 평균회귀율 또는 평균 회귀속도를 η이라 했을 때 

온스타인-율렌벡 확률과정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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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xit&Pindyck Mean-reverting Process 

Dixit&Pindyck process 는 온스테인-율렌벡 확률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산된 값이 과거의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변화율(percentage change)로 나타나며, 예측치 또한 로그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확률과정이다. 기존의 온스테인-율렌벡 과정에서 

확률분포가 음의 값을 포함함에 따라 가격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는데 반해 Dixit&Pindyck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10) 

 

4) Black-Scholes Diffusion Process 

랜덤워크(Random Walk)형태를 가지는 불안정한 시계열을 나타내기 

위해 블랙-숄즈가 가정한 확률과정으로 확률분포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가격의 자연로그 값이 증감률을 보이는 분산 값으로 표현 

된다. 때문에 GBM에 비해 가격에 대한 시계열 표현에 비교적 적합한 

확률과정으로 평가되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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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hwartz Process 

슈바르츠 프로세스는 기존의 상품가격에 대한 확률과정으로 블랙-

숄즈 확산과정이 사용되었던 것과 반대로 상품가격이 평균회귀적인 

성격을 띈다는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표 되었다. 

슈바르츠 프로세스는 Dixit&Pindyck의 확률과정의 편차 항인 

의 값들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12) 

 

6) Gibson-Schwartz Two-factor Model 

깁슨-슈바르츠 2 요소 모형은 선택된 확률과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당 상품의 선물 가격의 만기구조에 따른 

가격형성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2 

요소란 상품의 현물 가격과 편의수익을 말하는데, 2 요소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현물가격뿐 아니라 선물 가격과의 

현물가격의 차에서 발생하는 편의수익(Convenience Yield)또한 

불확실성을 가진 시계열 변수로 사용한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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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ortazar and Schwartz(2003) 연구분류 

Stochastic Process Reference 

One-factor 

Brownian Motion 
Brennan and Schwartz(1985) 

One-factor mean 

reverting model 

Laughton and Jacoby(1993,1995), 

Ross(1997),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 

Two-factor models 

with mean 

reversion 

Gibson and Schwartz(1990), 

Schwartz(1997), Schwartz and Smith(2000) 

Three-factor model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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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Lautier (2005) 연구분류 

Stochastic Process Reference 

One-

factor 

models 

Spot Price 

with a GBM 

Brennan and Schwartz(1985), Gibson 

and Schwartz(1985), Brennan(1991), 

Gabillon(1992,1995) 

Mean 

Reverting 

Process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 Routledge et 

al.(2000) 

Others Brennan (1991) 

Two-

factor 

models 

Convenience 

yield as the 

second state 

variables 

Gibson and Schwartz(1990), 

Schwartz(1997), Schwartz(1998), 

Neuberger(1999), Lautier and 

Gallie(2001), Veld-Merkoulova and 

De Roon(2003) 

The long-

term price as 

a second state 

variable 

Gabillon(1992), Schwartz and 

Smith(2000) 

Seasonality 
Gabillon(1992), Richter and 

Sorensen(2002) 

Three-factor model 

Schwartz(1997), Hilliard and 

Reis(1998), Yan(2002) 

Cortazar and Schwartz(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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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Hughen(2010) 연구분류 

Stochastic Process Reference 

Gaussian 

Dynamics 

One factor 

model 

Brennan and Schwartz(1985), 

Schwartz(1997),Ross(1997), 

Two factor 

model 

Gibson and Schwartz(1990), 

Gabillon(1995), Schwartz and 

Smith(2000), Korn(2005) 

Three factor 

model 

Schwartz(1997), Gasassus and 

Collin-Dufresne(2005), Cortazar and 

Naranjo(2006) 

Stochastic volatility model 

Nielsen and Schwartz(1997), 

Richter and Sorenen(2002), 

Deng(1999), 

Trolle and Schwartz(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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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절 선행연구 

1) Zavodov(2012) 

이 연구에서는 거래 및 지수 데이터를 활용한 실물옵션 분석을 

통해 primary CDM 시장의 가격구조와 Equilibrium 특징 등을 확인하

여 CDM으로써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pCER(primary CER)과 sCER(Secondary CER)의 변동성을 모두 고려

하여 분석하였으며, 탄소배출량이 높고 CDM사업이 많은 중국의 영향까

지 포함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pCER과 sCER의 변동성에 대한 확률과정

은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GB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DM 사업이 

개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Primary Carbon Market이 불안정하

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생에너

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2) Park et al.(2014) 

Park et al.(2014)에서는 실물옵션에 기반하여 불확실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offset project에 대한 금융적인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목표배출량을 설정하는 것은 정부에게 있어 CDM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일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 크기에 따라 CDM 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서 저자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민간 기업들에 대해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설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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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kkaew&Sampim(2014) 

Kokkaew&Sampim(2014)는 청정개발체제(CDM)의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CDM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통적인 순현재가치(NPV)와 

같은 현금흐름할인법(DCF)와 실물옵션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비교하여 

경제성을 확인하였다. NPV와 같은 방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발전과 같은 불확실성이 많은 프로젝트를 

저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Risk-Flexibility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 분석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수리적인 분석 

결과 실물옵션을 이용한 분석이 NPV보다 사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flexibility가 사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사업의 이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4) Zhang et al.(2014) 

Zhang et al.(2014)은 실물옵션을 이용하여 다수의 불확실성 

하의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대한 투자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rinomial Tree modeling 방법을 이용하여 2종의 

발전소에 대한 CCS 추가설치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에는 

탄소가격의 불확실성, 정부 지원, 연간 운영시간 및 발전소 수명 그리고 

기술발전 속도 등이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에서는 CCR 사전 투자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탄소가격으로는 CCS 설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가격의 안정과 가격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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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Fujiwara(2015) 

Ha&Fujiwara(2015)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스마트시티를 

하나의 CDM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투자가치를 실물옵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게임이론을 활용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CER 가격에 따라 일본의 회사의 베트남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가치를 확인하였고, 현재에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는 바라는 수준의 수익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Public Private Partnership Model(PPP)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부족한 공공 측의 투자자산을 보충할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민간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 Hieronymi&Schuller(2015) 

이 연구에서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이용하여 sCER(Secondary 

CER)과 ETS의 불확실성이 에너지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은 가상의 회사가 가스 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 투자를 함에 

있어 Permit Price의 확률적인 향상을 고려한 사례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정책구조상에서 sCER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가스발전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sCER 쿼터가 커지면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ieronymi&Schuller(2015)는 추가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할인율, 풍력발전 프리미엄 및 변동성에 따라 투자성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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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eong et al.(2017) 

Jeong et al.(2017)은 한국에 주거 건물에너지 평가시스템 

도입됨에 따라 해당 평가시스템을 통한 비용절감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예측 모형은 데이터 마이닝, 생애주기 비용분석, 

실물옵션 분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437개의 Multi-Family housing complex로 구축되었고 

이중 116개가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가구였다. 분석 결과 1등급 

건물들은 추가비용 대비 약 3.77%~2.87%의 비용 감축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는 초기 디자인 시기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8) 박호정&장철호(2007) 

박호정&장철호(2007)는 소형열병합발전소의 전력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옵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전력가

격의 변동성은 평균회귀성을 가정하였으며, 분석 데이터로는 에너지경제

연구원(200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설규모별 설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40Gcal 이상의 설비에 대해 경제성이 보장되

며, 열수요 판매가격과 할인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소형 열병합발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 

세액공제 및 적정 열수요 판매 유지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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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원경&박호정(2011) 

홍원경&박호정(2011)은 CDM 사업으로써의 조림사업에 대한최

적 투자분기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CER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림사

업의 실물옵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물옵션 분석에는 투자분기점을 파

악하기 위해 동적 계획법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에는 포스코의 조림

사업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포스코 조림사업의 투자분기점은 할인율

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최적 투자 가격이 변화하며, 현재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도 즉시 기대수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10) 박호정(2015) 

박호정(2015)는 여러 종류의 발전원을 가진 발전사의 배출권 가

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온실가스감축 투자에 대한 실물옵션 모형을 제시

하였다. 실물옵션 방법론으로는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방식을 사용하였으

며, 이를 통해 투자임계 배출권 가격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또한 가스, 석유, 석탄 등 주요 화력발전원을 구분하여 임계가격을 시뮬

레이션 하였다. 분석 결과 가스와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원의 투자 임계 

배출권 가격이 석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실가스 감

축 투자 관점에서는 석탄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단순히 다종 발전원을 가진 발전사뿐 아니라, 

여러 자회사들의 배출권을 통합 관리하는 모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용 될 수 있어 그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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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 결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가 존재해 왔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

(DCF)로, 사업의 초기 투자부터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할 뿐 아니라 

미래시점에서의 가치를 할인율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나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박호정, 2012). 그러나 초

기 투자 비용이 높은 대형 사업일수록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노출되

는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법

인 실물옵션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실물옵션은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가치평가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 불확실성은 가격의 변동성이나 불안정한 정책 등 사

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었으며, 변수 데이터의 특성

에 따라 평균회귀 또한 확산형 확률과정을 변동성에 대입하여 옵션가치

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옵션가치는 투자 시기를 연기하는 연

기옵션, 투자규모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확장축소 옵션, 퇴출 옵션 등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옵션유형들이 존재하였으며, 블랙-숄즈 

모형, 이항옵션 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및 동태적 모형 등 여러 종

류의 모형이 존재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CDM사업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에너지기술

과 연관된 여러 분야에서 이미 실물옵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해

당 분야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형태의 모형들이 개발되

었다.  

친환경에너지기술의 스마트시티나 제로에너지빌딩을 대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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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동산 투자부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실물옵션 방법론이 적

용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가격, 공실률 등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미래

의 불확실성을 가치평가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연기, 축

소, 지속 등 옵션의 유형의 변화를 통해 투자 의사결정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첨단기술과 같이 발

전속도가 빠르고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미래를 예측함에 어려움

이 있는 분야는 실물옵션 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기술의 일종인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

용된 부동산 자산인 ‘노원제로에너지단지’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에 실물

옵션 방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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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론 

 

본 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된 건물로서 노원제로에너

지단지의 투자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

한다. 3장에서 투자가치 평가 방법들에 대해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는 건물에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에너지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 수익 및 탄소배출권(CER) 수익 

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제시한다. 여기서 부동산가격과 탄소가격

은 불확실성(Uncertainty)를 가진 변수로, 실물자산의 미래가치의 변화

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제 1 절에서는 전통적인 현금흐름 할인법을 

통해 자산의 현재가치를 확인하고, 제 2 절에서는 부동산가격의 변동성

을 고려한 이항옵션모형(Binomial Lattice Method)를 이용하여 친환경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옵션가치의 변화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 3 절에서

는 다수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옵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옵션

을 소개하고, 다양한 레인보우옵션 모형 중 이항옵션모형을 확장한 모형

인 사항옵션모형(Quadnomial Lattice Method)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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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자산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특히 자본비용을 계

측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모형이 존재하지만, 사업 전 기간 생

애주기에 걸쳐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계산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현금흐름할인모형(DCF)는 미래수익과 비용의 추정에 근거를 

두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 전의 전략적 분석에 용이하다(박호정, 2017). 

순 현재가치를 통한 사업의 가치평가 방법은 식(15)와 같다. 

 

(15) 

Bt : 기간 t의 세후 편익 현금흐름 

Ct : 기간 t의 세후 비용 현금흐름  

T : 사업의 기대수명 

E : 기대연산자(expectation operator) 

r: 할인율  

K0 : 초기 투자비용 

위의 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금흐름 할인법에서 사용되는 변수

는 사업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Cost)와 편익(Benefit), 예상되는 

사업의 기간 및 할인율이다.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하면 비용과 편익은 모

두 사업기간 내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과 수익 및 비용 발생 요소들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투자비용은 건물의 건설, 설계 등 초기에 투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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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그 이후의 비용(Ct)은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들을 설명한다. 편익은 다양한 항목을 포괄하는데, 건물의 매매, 전세, 

월세 등의 임대 형태에 따라 수익의 형태 또한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월세의 경우 첫 시기에 보증금이 발생하고 임대종료(사업만기)시

기에 보증금을 환급한다. 또한 사업 만기에는 주변 부동산 시세를 고려

하여 매매가를 산정한다.  

친환경에너지기술이 적용된 제로에너지빌딩(ZEB)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에 따라 전력판매수익과 함께 탄소배출권 발생에 따른 

수익 또한 함께 발생한다. CDM사업을 적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 수익

은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탄소배출 절감 량을 계산하여 EU-ETS의 2018년 8월 가격을 적용하

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수익을 적용한 순현재

가치(NPV)와 그렇지 않은 순현재가치(NPV)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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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항옵션모형(Binomial Lattice method) 

 

이항옵션모형은 3.2.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항격자모형으로

도 불리며 Binomial Decision Tree(BDT)의 형태를 따른다. 친환경에너

지기술이 적용된 이항옵션모형은 부동산 가격 변동성(σ)을 고려한 부동

산 모형과 동일하며, 현재가치(PV)산정에 있어 전력판매가격과 CDM사

업 적용에 따른 탄소배출권 수익을 고려한다. 현재가치(PV)계산은 식

(16)과 같다.  

 

(16) 

Cash Flowt : 기간 t의 현금흐름 

T : 사업의 기대수명 

t : 시기 

r : 할인율  

노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폭과 하락폭 및 상승확률 계산

에 사용되는 시간 변화(δt) 변수와 무위험 할인율은 제 1 절의 순현재

가치(NPV) 평가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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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레인보우옵션모형(Rainbow Option)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가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 외에 탄소가격(CER Price)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레인보우 옵션은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사용하여 기존의 이항옵션 모형을 

확장하는 모형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기초자산(S)와 초기투자비용(K), 

만기 기간(T), 시간구간(Δt) 그리고 무위험 할인율 는 이항옵션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변동성은 변동성1(σ1)과 변동성2(σ2)로 2가지를 

적용하게 된다. 때문에 [그림 11]과 같이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변동성1(σ1)은 이항옵션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며, 

변동성2(σ2)는 탄소 가격(CER Price)의 변동성을 사용한다. 

변동성이 추가 된 만큼 상승폭과 하락폭 역시 2개로 늘어나며, 

노드가 진행 될 때는 그에 따른 2가지 상승확률과 상승 또는 하락폭을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각 변동성에 따른 변동폭과 상승확률의 계산은 

이항옵션에서 사용된 식(n)과 동일하다. 사항옵션에서는 t기에서 

t+1기로 이동할 때 하나의 노드에서 4개의 t+1기 노드가 형성되는데 

이때 자산가치의 변화는 Su1u2, Su1d2, Sd1u2, Sd1d2로 변동성1(σ1)과 

변동성2(σ2)에서 계산된 변동폭을 각 1개씩 적용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옵션가치는 ROVu1u2, ROVu1d2, ROVd1u2, ROVd1d2 로 표현할 수 

있는데 4개의 노드의 옵션가치를 이용해서 이전 시기 t의 옵션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산출의 식은 식(17)과 같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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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항격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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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노원제로에너지 실증단지’의 사례를 활용하여, 부

동산 월세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한 이항격자모형과 두 가지의 불확실성인 

부동산 변동성과 CER 가격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레인보우 옵션 모

형의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순현재가치 분석, 이항옵

션 분석 그리고 레인보우옵션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제 1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사례로 선정한 노원제로에

너지단지의 기초통계량을 설명하고, 에너지단지에 적용된 주요 기술요소

들과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동성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 절에서는 이

전 장에서 수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으로 1차적인 투자가치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3 절과 제 4 절은 순현

재가치법과 함께 산출한 현재가치(PV)를 이용하여 실물옵션 분석을 실

시한다. 이항옵션 분석에서는 부동산과 전력수입을 고려한 분석과 탄소

배출권 거래수익을 포함한 분석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

를 1~5년 연기할 경우의 가치변화 또한 확인한다.  제 4 절에서는 부동

산과, 탄소가격(CER)의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레인보우 옵션 분

석의 개요와 레인보우옵션 모형 중 이항옵션모형을 확장한 사항옵션모형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 절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분

석모형과 변동성이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분석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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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노원제로에너지단지 

 

제 1.1 절 노원 제로에너지단지 개요 

노원 제로에너지단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노원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제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약 30%, 전력소비의 55%를 차지하

는 건물부문6)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노원 단지는 건물의 5대에

너지(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에 대하여 각종 패시브 설계를 통해 

기존 에너지요구량의 61%를 절감하고, 고효율 설비를 이용해 45%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지열 히트펌프를 통

해 총 에너지 수요를 상회하는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국내최초의 플러

스에너지 주택단지를 구축하였다.7) 

노원구 제로에너지 단지는 주민센터, 홍보관, 상가(6호)를 제외한 

총 39m2,49m2,59m2 3개 평형 5종으로 구성된 121세대이며, 이중 115

세대가 행복주택으로써 실제 분양된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시범도시 주요 주요 콘텐츠 5개중 에너지·환경 부분에 

대해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 모델을 활용하여 주거단지를 구축하는 것으

로 발표했으며, 이 중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2017년 현상공모 당시 

‘건축물 중심 제로에너지도시’를 모토로 노원단지를 구축한 연구팀이 

                                            

6) https://www.iea.org/buildings/ 

7)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홍보자료, 노원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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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써, 노원 단지가 장기적으로 신축될 국내 주거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원 제로에너지단지는 총 12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분

양세대는 121세대로 평형과 행복주택 평형 우선순위로 결정된 분양세대

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상이하다. 각 세대 별 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산

하면 연간 임대료 수익은 470,243,520원, 보증금은 10,222,860,000원

으로연 2%의 은행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 수익은 198,916,410

원 이다.  전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은 308억원으로 이중 고효율설비 비

용은 37억원,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은 1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8.2%의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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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원제로에너지단지  

구분 내용 

사업명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세대수 

규모 
세대 

수 
세대 월세(원) 보증금 (원) 

39 m2 
30 

세대 

274,460 

260,740 

716,00 

68,020 

49 m2 
39 

세대 

348,060 

330,660 

340,400 

90,800 

88,800 

59 m2 
36 

세대 

108,800 

108,400 

417,060 

415,530 

합계 
115 

세대 
470,243,520 10,222,860,000 

사업비 

단지조성

비용         

(홍보비 

제외) 

308억 

일반공사 (단지조성 포함) 252억 

고효율에너지설비 37억 

재생에너지 19억 

사업기간 
10년 (행복주택 최대임대기간) 

CDM 사업 최대 단기 인증 기간 

은행예금 금리 2%  (2018.10 기준) 

무위험 할인율  
2.55%  

(2018.10 기준 10년 만기 국공채 채권 수익률) 

전력가격 

(원/kWh) 

처음 200kWh 까지: 93.3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280.6 

전력소비량 698Mwh/yr 

전력생산량 779 Mwh/yr 

노원구      

주변 시세     

(평균, 원) 

39 m2 273,750,000  

49 m2 352,250,000  

59 m2 322,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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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절 변동성 변수 선정 

제 1.1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노원제로에너지단지는 일반적인 

주거건물에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수록 

프로젝트로써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는 부동산 사업이자 에너지사업으로써 일반적인 

부동산 사업이 고려하게 될 부동산 가격, 공실률, 은행금리 등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업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가격과 

청정개발체제를 적용함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불확실 요소들을 일부 

소개하고, 그 중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가지 변동성 변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실률(Vacancy Rate) 

공실률은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 통계만 존재할 뿐 주거건물에 대한 공실률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공데이터포털 8 )의“서울특별시 분양공동재택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은 114,700여 세대이며 

임대율 100%를 달성하여 공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일종인 행복주택을 실증분석에 사용함에 

따라 공실률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8) https://www.data.go.kr/dataset/15015125/fileData.do  

https://www.data.go.kr/dataset/1501512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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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금리(Interest rate) 

은행금리는 경제성평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로 사업의 

현금흐름 중 대출, 은행 저금 등의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물옵션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국공채 10년만기 이자율인 2.55%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금 흐름의 규모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에 있어 은행금리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분명하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기술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써 은행금리의 불확실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3) 전력가격(Electricity Price) 

노원제로에너지단지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충당하는 양이 전체 소비량을 상회하는 

플러스 에너지(Plus Energy)건물로써, 전력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 요소로써 적합한 변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가격은 정책적인 요인으로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전력가격의 

데이터가 아닌 정책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은 전력가격의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가격으로 고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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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가격(Real estate Price) 

부동산 임대가격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항목으로 사업의 현금흐

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변수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사업에 대한 실

물옵션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은 반드시 고려해

야 하는 항목이다.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는데,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변동이 크

지 않으나,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 급작스런 변동

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자체의 확률과정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개발사업 또는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확률과정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영향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사업 지역인 

노원구의 최근 40개월의 가격을 추출하여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한다.  

 

5) 탄소배출권 가격(CO2 Emission Right Price) 

탄소배출권(CER) 가격은 기온이나 주식의 가격처럼 확률적 

과정을 따른다(홍원경&박호정,2011). SO2나 CO2의 배출권 가격은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의 유형을 지녀 GBM을 채택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타당하며(박호정,2005), 일반적인 실물옵션연구에서 GBM과 

평균회귀확률과정은 투자에 대한 결과적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후자가 

수리적인 복잡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이미 CER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 등을 근거로 그 

확률과정이 GBM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Chladna,2007; 

Park&Jang,2010; Mo et al.,2013; Qin&Chu,2013; Kalayci,2013; 

박호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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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탄소거래제에서 제시하는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및 외부사업 감축량(KOC) 총 3종의 배출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CDM 투자에 따른 감축으로써 평가가 가능한 

자료는 KOC 가격이다. 유럽의 CER 가격(Jul.08-Jul.18)과 한국의 

KOC 가격(Aug.16 – Jul.18)의 일간 데이터에 대해 단위군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시계열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며(10%), EU-ETS phase2(2008-2012)또한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호정(2005)과 홍원경 

박호정(2011)에서는 국내 거래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유럽의 배출권 

가격을 사용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EU-ETS가격을 기준으로 확률과정 

및 가격을 설정하였다. 

 GBM을 따르는 CER의 변동성(σ)은 가격 데이터와 

Tsay(2002)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GBM을 

따르는 p(t)에 의해 y(t)=log(p(t))-log(p(t-1))가 정규분포를 따름을 

가정할 때, y(t)의 분산은 변동성의 제곱(σ2) 시간의 간격(δ)를 

이용하여 Var(y(t))=σ2δ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y(t)의 평균과 

표본편차(sy)으로 풀어내면 σ= sy/δ
0.5 를 도출할 수 

있다(홍원경&박호정,2011). 이에 CER 가격과 무위험 할인율 2.55%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CER 가격의 변동성은 5.3%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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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U-ETS 탄소배출권 가격(Daily) 

 
Source: 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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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실물옵션 분석에 앞서 노원단지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해당 사

업의 현재가치를 분석하여 이후 이항옵션 분석에서 도출되는 옵션가치와

의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 제공한 노원구 제로에너지단지

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NPV를 도출하였다. 무위험 할인율은 2018년 

07월 국공채 10년 만기 이자보증금 이자를 사용하였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2018년 7월 은행예금 연간이자 2%를 적용하였다.  보증금의 경

우 의 경우 계약금(20%)와 보증금 잔금(80%)의 입금시기와 그에 따른 

이자수익 발생 시기가 상이함으로 계약금 이자수익은 t=1기, 잔금 이자

수익은 t=2기부터 발생한다.  전력수익은 주거부문 전력소비량을 세대

당 소비량으로 나누어 월간소비에 대해 구간별 가격을 적용하여 총 연간 

수익인 40,967,600원을 도출하였다. 행복주택과 CDM사업의 종료 후 

잔존가치는 국토교통부 실 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 평형 세

대들의 실 거래가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CDM사업을 적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 수익은 주거부문 에너

지 소비량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탄소배출 절감 량을 계

산하여 EU-ETS의 2018년 8월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주거소비 

부문은 평균 면적당 에너지소비량과 전체면적을 곱한 값에서 노원단지의 

에너지소비량을 제한 값에 주거부문 전력소비에 대한 탄소배출계수인 

0.459tco2/mwh9 )를 적용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계

                                            

9) 한국에너지공단, 2017, 제로에너지빌딩 신 재생 및 인센티브 효과분석, 

145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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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10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지열에너지의 경우 일본전력중앙연구

소(2007)에서 제시한 배출 값(15g/1kwh)을 동일한 에너지를 도시가스

(LPG)를 사용했을 때의 값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간 

탄소배출 절감 량은 주거부문 63.7톤, 태양광 19.1톤, 지열에너지 21.2

톤으로 총 절감 량은 약 104톤이며, 연간수익으로 계산하면 

24,453,034원이다. CDM사업을 추가로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등록비

용은 USD 0.1/tco2 이지만 연간 예상 절감 량이 15,000톤 미만일 경우 

해당 비용을 면제하고 있다.11)  

이렇게 계산한 NPV는 탄소수익을 제외했을 때 3,840,576,158

원, 탄소수익을 포함했을 때 4,054,038,966원으로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약 2억원의 차이가 있다. 

 

 

 

 

 

 

 

                                            

10) http://www.kier.re.kr/rdcco2/rdcco2.j 

11) http://www.koreacdm.com/cdm/ 

http://www.kier.re.kr/rdcco2/rdcco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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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순현재가치 without CDM 

소구분 t=0 t=1 t=2 t=3 t=4 t=5 t=6 

총 

수

입 

(+) 

임대료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1차 보증금 이자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2차 보증금 이자    159,133,128  159,133,128  159,133,128  159,133,128  159,133,128  

전력수익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잔존가치 

(매각대금) 
        

소계  550,994,402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총 

지

출         

(-) 

초기 투자 비용 30,800,000,000       

소계 30,800,000,000       

순 영업 이익(NOI) -30,800,000,000 550,994,402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Cash Flow -30,800,000,000 537,293,420  626,120,648  658,459,936  642,086,725  626,120,648 610,55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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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분 t=7 t=8 t=9 t=10 

총 

수

입 

(+) 

임대료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1차 보증금 이자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2차 보증금 이자 159,133,128  159,133,128  159,133,128  159,133,128  

전력수익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잔존가치 

(매각대금) 
   36,785,150,000  

소계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37,495,277,530  

총 

지

출         

(-) 

초기 투자 비용     

소계     

순 영업 이익(NOI) 710,127,530 710,127,530 710,127,530 37,495,277,530  

Cash Flow 595,369,656  580,565,243  566,128,954 29,148,749,329  

NPV 3,840,5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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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순현재가치 with CDM 

소구분 t=0 t=1 t=2 t=3 t=4 t=5 t=6 

총 

수

입 

(+) 

임대료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1차 보증금 이자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2차 보증금 이자    159,133,128  162,315,791  162,315,791 162,315,791  162,315,791 

전력수익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탄소배출권 수익  24,453,054  24,453,054  24,453,054  24,453,054  24,453,054  24,453,054  

잔존가치 

(매각대금) 
        

소계  575,447,456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총 

지

출         

(-) 

초기 투자 비용 30,800,000,000       

소계 30,800,000,000       

순 영업 이익(NOI) -30,800,000,000 575,447,456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Cash Flow -30,800,000,000 561,138,426 698,502,743 684,084,928 670,009,798 656,268,916 642,8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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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분 t=7 t=8 t=9 t=10 

총 

수

입 

(+) 

임대료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470,243,520  

1차 보증금 이자  39,783,282   39,783,282   39,783,282   39,783,282  

2차 보증금 이자 162,315,791  162,315,791 162,315,791  162,315,791 

전력수익  40,967,600   40,967,600   40,967,600   40,967,600  

탄소배출권 수익 24,453,054  24,453,054  24,453,054  24,453,054  

잔존가치 

(매각대금) 
   36,785,150,000  

소계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총 

지

출         

(-) 

초기 투자 비용     

소계     

순 영업 이익(NOI) 734,580,584  734,580,584  734,580,584  37,519,730,584  

Cash Flow 629,757,195 616,70,508 604,486,367 29,188,995,022 

NPV 4,054,03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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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항옵션 분석 

 

이항격자모형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표 11]과 같이 설정하

였다. 기초자산(S0)는 프로젝트의 현재가치로,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법

에서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총수입의 현재가치를 사용한다(조주현,박홍

일,2004; 박도영 외 4명,2010; 구승환 외,2013). 따라서 CDM을 적용

하지 않을 경우 기초자산은 35,318,082,727원, 적용된 후에는 

35,338,875,589원이다. 무위험 할인율은 국공채 10년만기 이자율인 

2.55%를 사용한다. 불확실성은 부동산 월세가격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

용하며, 월세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노원구 지역 평균 월세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역사

적 변동성의 식은 식 (18)과 같다. 

 

(18) 

δ: T 시점의 역사적 변동 

n : n일간의 자료 

xi : T 시점의 수익률 

m : 수익률의 평균 

위의 변수들을 적용한 이항격자모형을 통해 옵션가치를 도출하였

으며, 도출결과는 [표 12]와 [표 13]과 같다. CDM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의 옵션가치는 약 107.7억원, CDM을 적용한 뒤에는 109.8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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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V와 동일하게 CDM 사업을 적용하는 편이 2억원 가량 가치가 높기 

때문에 CDM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옵션가치를 확인 한 뒤에는 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

는 현금흐름을 통해 기초자산 가치를 계산하며, 1년부터 4년 후까지의 

연기옵션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연기옵션은 특정 투자시점까지의 투자를 

연기하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연기옵션을 4년 후까지 계산하는 이

유는 CDM Project의 인증기간이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10년이나, 7년

씩 3회로 총 2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CDM 사업을 1회연장하였음

을 가정하여 결정하였다. 연기옵션가치 도출 결과는 [표 14]와 같으며, 

사업을 연기할수록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해당 사업에서 할인율은 지속적으로 적용되나, 행복주택으로

써의 특성상 가치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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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항옵션모형 변수 

변수 Without CDM with CDM 

T (T) 10 

기초자산 (S0) 34,640,576,158 34,854,038,996 

상승폭 (u) 1.00222 

하락폭 (d) 0.99779 

상승확률 (p) 6.33337 

할인율 (r) 0.0255 

투자비 (K) 30,800,000,000 

변동률 (σ)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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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이항옵션모형 without CDM 

Period t=0 t=1 t=2 t=3 t=4 t=5 

0 
34,640,576,158 34,717,341,274 34,794,276,505 34,871,382,228 34,948,658,821 35,026,106,663 

10,737,091,863 10,233,461,923 9,678,034,963 9,106,441,233 8,518,263,386 7,913,069,455 

1 
 

34,563,980,781 34,640,576,158 34,717,341,274 34,794,276,505 34,871,382,228 

10,080,111,197 9,524,335,581 8,952,400,369 8,363,881,078 7,758,345,021 

2 
  

34,487,554,767 34,563,980,781 34,640,576,158 34,717,341,274 

9,371,313,458 8,799,039,796 8,210,180,722 7,604,304,066 

3    
34,411,297,742 34,487,554,767 34,563,980,781 

8,646,356,805 8,057,159,337 7,450,943,573 

4     
34,335,209,333 34,411,297,742 

7,904,813,901 7,298,260,535 

5      
34,259,289,167 

7,146,251,95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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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6 t=7 t=8 t=9 t=10 

0 
35,103,726,133 35,181,517,610 35,259,481,478 35,337,618,117 35,415,927,910 

7,290,415,941 6,649,847,850 5,990,898,425 5,313,088,845 4,615,927,910 

1 
34,948,658,821 35,026,106,663 35,103,726,133 35,181,517,610 35,259,481,478 

7,135,348,630 6,494,436,903 5,835,143,080 5,156,988,338 4,459,481,478 

2 
34,794,276,505 34,871,382,228 34,948,658,821 35,026,106,663 35,103,726,133 

6,980,966,314 6,339,712,468 5,680,075,769 5,001,577,391 4,303,726,133 

3 
34,640,576,158 34,717,341,274 34,794,276,505 34,871,382,228 34,948,658,821 

6,827,265,966 6,185,671,514 5,525,693,453 4,846,852,956 4,148,658,821 

4 
34,487,554,767 34,563,980,781 34,640,576,158 34,717,341,274 34,794,276,505 

6,674,244,575 6,032,311,020 5,371,993,105 4,692,812,002 3,994,276,505 

5 
34,335,209,333 34,411,297,742 34,487,554,767 34,563,980,781 34,640,576,158 

6,521,899,142 5,879,627,982 5,218,971,715 4,539,451,508 3,840,576,158 

6 
34,183,536,871 34,259,289,167 34,335,209,333 34,411,297,742 34,487,554,767 

6,370,226,679 5,727,619,406 5,066,626,281 4,386,768,470 3,687,554,767 

7  
34,107,952,074 34,183,536,871 34,259,289,167 34,335,209,333 

5,576,282,314 4,914,953,818 4,234,759,894 3,535,209,333 

8   
34,032,534,406 34,107,952,074 34,183,536,871 

4,763,951,354 4,083,422,802 3,383,536,871 

9    
33,957,283,498 34,032,534,406 

3,932,754,226 3,232,534,406 

10     
33,882,198,981 

3,082,19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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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이항옵션모형 without CDM 

Period t=0 t=1 t=2 t=3 t=4 t=5 

0 
34,854,038,966 34,931,277,126 35,008,686,449 35,086,267,314 34,948,658,821 35,026,106,663 

10,986,586,876 10,447,400,399 9,892,445,070 9,321,326,324 8,518,263,386 7,913,069,455 

1 
 

34,776,971,592 34,854,038,966 34,931,277,126 34,794,276,505 34,871,382,228 

10,293,098,930 9,737,798,079 9,166,336,195 8,363,881,078 7,758,345,021 

2 
  

34,700,074,624 34,776,971,592 34,640,576,158 34,717,341,274 

9,583,833,538 9,012,030,637 8,210,180,722 7,604,304,066 

3    
34,623,347,687 34,487,554,767 34,563,980,781 

8,858,406,742 8,057,159,337 7,450,943,573 

4     
34,335,209,333 34,411,297,742 

7,904,813,901 7,298,260,535 

5      
34,259,289,167 

7,146,251,95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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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6 t=7 t=8 t=9 t=10 

0 
35,320,042,973 35,398,313,819 35,476,758,116 35,555,376,250 35,634,168,606 

7,506,732,781 6,866,644,058 6,208,175,064 5,530,846,978 4,834,168,606 

1 
35,164,020,103 35,241,945,195 35,320,042,973 35,398,313,819 35,476,758,116 

7,350,709,911 6,710,275,435 6,051,459,920 5,373,784,546 4,676,758,116 

2 
35,008,686,449 35,086,267,314 35,164,020,103 35,241,945,195 35,320,042,973 

7,195,376,257 6,554,597,554 5,895,437,050 5,217,415,923 4,520,042,973 

3 
34,854,038,966 34,931,277,126 35,008,686,449 35,086,267,314 35,164,020,103 

7,040,728,775 6,399,607,366 5,740,103,396 5,061,738,042 4,364,020,103 

4 
34,700,074,624 34,776,971,592 34,854,038,966 34,931,277,126 35,008,686,449 

6,886,764,433 6,245,301,832 5,585,455,914 4,906,747,854 4,208,686,449 

5 
34,546,790,404 34,623,347,687 34,700,074,624 34,776,971,592 34,854,038,966 

6,733,480,213 6,091,677,927 5,431,491,572 4,752,442,319 4,054,038,966 

6 
34,394,183,303 34,470,402,401 34,546,790,404 34,623,347,687 34,700,074,624 

6,580,873,112 5,938,732,641 5,278,207,352 4,598,818,415 3,900,074,624 

7  
34,318,132,736 34,394,183,303 34,470,402,401 34,546,790,404 

5,786,462,976 5,125,600,251 4,445,873,129 3,746,790,404 

8   
34,242,250,329 34,318,132,736 34,394,183,303 

4,973,667,276 4,293,603,464 3,594,183,303 

9    
34,166,535,708 34,242,250,329 

4,142,006,436 3,442,250,329 

10     
34,090,988,503 

3,290,9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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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기옵션에 따른 가치변화 

 
Without CDM With CDM 

Immediate 10,737,091,863 10,986,586,876 

1yr deferral 10,411,187,790 10,638,028,949 

2yr deferral 9,478,111,983 9,716,975,196 

3yr deferral 8,573,534,395 8,823,414,265 

4yr deferral 7,696,525,179 7,956,4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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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레인보우옵션 

 

부동산 가격과 탄소배출권 가격 두 가지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레

인보우 옵션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도출된 변수 값은 [표 15]와 같다. 

기초자산1(S0_real)은 CDM을 적용하지 않은 노원단지의 부동산 및 전력

가격의 현재가치를 사용하며, 변동률1 (σ1)은 부동산의 역사적 변동성

으로 도출된 0.7%, 상승폭(u1)과 하락폭(d1)은 각각 1.002와 0.998이

다. 기초자산2(S0_cdm)는 CDM사업 적용 후 얻게 되는 탄소수익의 현재

가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비의 경우 기술 적용에 따른 가격이 기초자산1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DM 사업의 등록비용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노원제로에너지단지는 예상 탄소절감량 15,000

톤 미만의 사업으로 면제대상이다. 위의 변수들을 적용하여 도출한 노원 

제로에너지단지의 옵션가치는 107억 7,320만원이다. 이는 제 3 절의 

이항옵션 모형에서 CDM 사업과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옵션가치와 유사한 결과로 이항옵션모형을 통해 탄소배출권 수익을 

고려하여 상승한 옵션가치가 레인보우옵션에서는 탄소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상쇄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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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레인보우옵션 변수 

변수 값 

T (T) 10 

기초자산1 (S0_real) 34,640,576,158 

기초자산2 (S0_cdm) 213,462,809 

상승폭1 (u1) 1.00222 

하락폭1 (d1) 0.99779 

상승폭2 (u2) 1.58 

하락폭2 (d2) 0.95 

투자비1 (K_real) 30,800,000,000 

투자비2 (K_cdm) 0 

변동률1 (σ1) 0.007 

변동률2 (σ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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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노원 제로에너지 단지의 사례를 이항옵션과 레인보우옵션, 두 가지

의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계산한 결과, CDM 사업을 적용한 사업의 실물

옵션 가치는 이항옵션 분석 시 약 109.7억원이었으나, CER가격의 불확

실성을 고려한 레인보우 옵션에서는 약 107.7억원으로 옵션가치가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인보우 옵션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CDM사업을 적용하지 않은 옵션가치인 107억 3709만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레인보우 옵션에서 고려한 탄소배출의 단일 현재가치

가 약 2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적

을 뿐 아니라, 확률과정을 따르는 탄소가격의 변동성이 노원 지역의 부

동산 가격의 변동성보다 큼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레인보우 옵션을 활용한 분석 결과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고

려한 경우에도 옵션가치는 하락했으나 투자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원 

제로에너지단지에 대한 투자는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러나 노원제로에너지단지에서 에너지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

는 탄소배출저감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기술에 따른 추가수

익의 변동성이 부동산사업의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 어렵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탄소배출 수익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 또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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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건물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고, 친환경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의 거래수익이 투자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역사적 변동성과 확

률과정을 따르는 탄소가격의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레인보우 옵션을 

제안하고, 건물 가치평가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이항옵션모형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건물 관련 친환경에너지기술의 투자가치와 경제적 타당

성을 입증하였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수익은 그 변동성 고려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에너지기술 적용에서 건물의 중요성과 트랜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연구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신재생에너지, 스마

트교통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핵심요소로 평가하였으며 기술·경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탄소배출권 수익이 친환경

에너지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UN의 청정개발체제

(CDM)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후 

부동산 투자분석 연구분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실물옵션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기초적 모형인 이항옵션모형으로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따

른 투자가치를 확인한 후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옵션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여 다수의 변동성을 고려했

을 때 옵션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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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제로에너지단지는 자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발생

하는 수익은 연간 약 4,100만원, 연간 탄소배출 감축량은 104톤으로 배

출권 수익은 약 2,4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부동산 가격변동성만을 고려한 이항옵션 모형에서는 청정개발체제

(CDM) 인증을 통한 탄소배출권 수익을 적용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 모두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옵션가치가 107.3억원이었으나, 탄소배출권 수익을 고려한 경

우엔 옵션가치가 109.9원으로 상승하여 청정개발체제를 적용했을 때 사

업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1~4년간 사업을 연기하

는 연기옵션에서는 옵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투자결정시 현

재 투자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제로에너지단지의 탄소배출 감

축량이 적어 투자가치 상승 분이 약 2.5억으로 총 사업비 306억원의 프

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미만이지만, 연간 절감량 15,000톤 미

만의 소규모 CDM프로젝트로써 CDM 사업 인증 시 등록비용이 면제되

어 기술 도입 비용 외 추가비용이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에 따른 한

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항옵션모형에서 탄소배출권 수익이 투자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과 달리 부동산가격과 함께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한 레인보

우옵션 모형에서는 옵션가치가 107.7억원으로 경제성은 존재하지만 이

항옵션모형에서의 109.9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탄소배출권 수익

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여, 탄소배출권 수익이 실제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원지역 부동산가격의 역

사적 변동성에 비해 탄소배출권의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

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정책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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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로, 국내에서 아직 활

성화 되지 않은 건축물 대상의 청정개발체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확인하

고, 사업자들이 탄소배출절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레인보우옵션모형을 통해 이항옵션에서 

도출된 탄소배출권의 이익의 리스크를 확인함으로써 엄밀한 투자가치 분

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력가격, 기술발전 속도, 정

책 불확실성 등 더욱 많은 요소들을 조합하고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에너

지기술이 가지는 투자가치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1 - 

 

참 고 문 헌 

1) A.J.Marszal, P.Heiselberg, J.S.Bourrelle, E.M Musall, K.Voss, 

I.Sartori and A.Napolitano, "Zero Energy Building – A review of 

definitions and calculation methodologies", Energy and Buildings, 

Vol.43, 2011, pp.971-979 

2) Scognamiglio G.Adinolfi, G.Graditi and E.Saretta, "Photovoltaics 

in Net Zero Energy Buildings and Clusters: enabling the smart 

city operation", Energy Procedia, Vol.61, 2014, pp.1171-1174 

3) Andrejs Cirjevskis and Ernests Tatevosjans, "Empirical Testing 

of Real Op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24, 2015, pp.50-59 

4) Anna Joanna Marszal and Per Heiselberg, "Life cycle cost 

analysis of a multi-storey residential Net Zero Energy Building 

in Denmark", Energy, Vol.36, 2011,pp.5600-5609 

5) Anna Kramers, Mattias Hojer, Nina Lovehagen and Josefin 

Wangel, "Smart sustainable cities-Exploring ICT solutions for 

reduced energy use in cities", Environmental 

modelling&Software, Vol.56, 2014, pp.52-62 

6) Anna Strzelecka, Bogumil Ulanicki, Stef Koop, Laurence 

Koetsier, Kees Van Leeuwen and Richard Elelman, "Integrating 

water, waste, energy, transport and ICT aspects into the smart 

city concept", Procedia Engineering, Vol.186, 2017, pp.609-



 

- 112 - 

 

616 

7) Bruce Mizrach, "Integration of the global carbon markets", 

Energy Economics, Vol.34, 2012, pp.335-349 

8) Charles-Olivier Amédée-Manesme, Fabrice Bathélémy and 

Jean-Luc Prigen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volatility 

and optimal holding period under risk aversion”, Economic 

modelling, Vol.58, 2016, pp.543-555 

9) D.F. Dominkovic, I. Bacekovic, D.Sveinbjornsson, A.S. Pedersen 

and G. Krajacic, "On the way towards smart energy supply in 

cities: The impact of interconnecting geographically distributed 

district heating grids on the energy system", Energy, Vol.137, 

2017, pp.941-960 

10) D.Kolokotsa, D.Rovas, E.Kosmatopoulos and K.Kalaitzakis, "A 

roadmap towards intelligent net zero and positive energy 

buildings". Solar Energy, Vol.85, 2011, pp.3067-3084 

11) E. Kalayci, E. Gaygisiz and G.W.Weber, "A multi-eperiod 

stochastic portfolio optimization model applied for an airline 

company in the EU ETS", Optimization, Vol.63, No.12, pp.1817-

1835 

12) Elettra Agliardi, Elena Cattani and Annarita Ferrante, “Deep 

energy renovation strategies: A real option approach for add-

ons in a social housing case study”, Energy and Buildings, 



 

- 113 - 

 

Vol.161, 2018, pp.1-9 

13) Elvis A. Hermandez-Perdomo, Johnathan Mun and Claudio 

M.Rocco S, “Active management in state-owned energy 

companies: Integrating a real options approach into multicriteria 

analysis to make companies sustainable”, Applied Energy, 

Vol.195, 2017, pp.487-502 

14) Fatemeh Nazify, "Modelling the price spread between EUA and 

CER carbon prices", Energy Policy, Vol.56, 2013, pp.434-445 

15) G. De Luca, S. Fabozzi, N.Massarotti and L.Vanoli, "A renewable 

energy system for a nearly zero greenhouse city: Case study of 

a small city in southern Italy", Energy, Vo.143, 2018, pp 247-

362 

16) G.Mogi and F.Chen, "Valuing a multi-product mining project by 

compound rainbow op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ining, Reclamation and Environment, Vol.22. No.1, 2007, 

pp.50-64 

17) George Cristian Lazaroiu and Mariacristina Roscia, "Definition 

methodology for the smart cities model", Energy, Vol.47, 2012, 

pp.326-332 

18) Gilbert E.Metcalf and Kevin A.Hassett, "Measuring the energy 

savings from home improvement investments: evidence from 

monthly billing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114 - 

 

Vol.81, No.3, 1999, pp.516-528 

19) Guido Perboli, Alberto De Marco, Francesca Perfetti and Matteo 

Maarone, "A New Taxonomy of Smart City Projects",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Vol.3, 2014, pp.470-478 

20) Guilherme Carrilho da Craca, Andre Augusto and Maria M. Lerer, 

"Solar powered net zero energy houses for southern Europe: 

Feasibility study", Solar energy, Vol.86, 2012,pp.634-646 

21) Gyanendra Singh Sisodia, Isabel Soares and Paula Ferreira, 

“Modeling business risk: The effect of regulatory revision o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 The Iberian case”, Renewable 

Energy, Vol.95, 2016, pp.303-313 

22) H.Fan, I.F.MacGill and A.B.Sproul, "Statistical analysis of driving 

factors of residential energy demand in the greater Sydney 

region, Australia", Energy and Buildings, Vol.105, 2015, pp.9-

25 

23) Hooman Farzaneh, Aki Suwa, Chirstopher N.H.Dolla and Jose 

Antonio Puppim de Oliveira, "Developing a Tool to Analyze 

Climate Co-benefits of the Urban Energy System", 

Environmental Sciences Procedia, Vol.20, 2014, pp.97-105 

24) Hossein Estiri, "Building and household X-factors and energy 

consumption at the residential sector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household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 115 - 

 

on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of US residential buildings”, 

Energy Economics, Vo.43, 2014, pp.178-184 

25) Hyongkyu Lee, Taeil Park, Byungil Kim, Kyeongseok Kim and 

Hyoungkwan Kim, "A real option based model for promoting 

sustainable energy projects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nergy Policy, Vol.54, 2013, pp.360-368 

26) Ian Michael Trotter, Denis Antonio da Cuncha and Jose Gustavo 

Fe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DM project characteristics 

and CER market Prices", Ecological Economics, Vol.119, 2015, 

pp.158-167 

27) Iana Vassileva, Javier Campillo and Sebastian Schwede, 

"Technology assessment of the two most relevant aspects for 

improving urban energy efficiency identified in six mid-sized 

European cities from case studies in Sweden", Applied Energy, 

Vol.194, 2017, pp.808-818 

28) Iman Khajenasiri, Abouzar Estebsari, Marian Verhelst and 

Georges Gielen, “A review on Internet of Things solutions for 

intelligent energy control in buildings for smart city 

applications”, Energy Procedia, Vol.111, 2017, pp.770-779 

29) Jaewook Jeong, Taehoon Hong, Changyoon Ji, Jimin Kim, 

Minhyun Lee, Kwangbok Jeong and Choongwan Koo, 

“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for the cost saving 

potentials in implementing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 116 - 

 

certification”, Applied Energy, Vol.189, 2017, pp.257-270 

30) Jianfu Shen and Frederik Pretorius,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s for real estate development", Journal of Property 

investment&Finance, Vol.31, No.5, pp.418-440 

31) Jian-Lei Mo, Paolo Agnolucci, Mao-Rong Jiang and Ying Fan, 

"The impact of Chines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ETS) 

on low carbon energy(LCE) investment", Energy Policy, Vol.89, 

2016, pp.271-283 

32) Jichung Yang, "Strategies for Low-Carbon Green Growth and 

Urban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Urban Management, 

Vol.2, No.1, 2013, p.85-101 

33) Joaquim Massana, Carles Pous, lorenc Burgas, Joaquim 

Melendez and Joan Colomer, "Identifying services for short-

term load forecasting using data driven models in a Smart City 

platform",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Vol.28, 2017, pp.108-

117 

34) Jon Phillips and Peter Newell, “The governance of clean energy 

in India: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nd domestic 

energy politics”, Energy Policy, Vol.59, 2013, pp.654-662 

35) Joshua Kneifel, "Life-cycle carbon and cost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new commercial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Vol.42, 2010, pp.333-340 



 

- 117 - 

 

36) Julia Nesheiwat and Jeffrey S.Cross, "Japan's post-Fukushima 

reconstruction: A case study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Energy Policy, Vol.60, pp.509-519 

37) Jurgen Topper, "Worst Case Pricing of Rainbow Options", 

Discussion paper, No.217, 2001 

38) Kirill Zavodov, “Renewable energy investment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nergy Policy, Vol.40, 2012, pp.8-

89 

39) K. Peippo, P.D. Lund and E.Vartiainen, "Multivariate optimization 

of design trade-offs for solar low energy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Vol.29,1999,pp.189-205 

40) Kyeongseok Kim, Hyongbae Park and Hyongkwan Kim, "Real 

options analysis for renewable energy investment deci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75, 2017, pp.918-926 

41) Lixin Tian, Jianglai Pan, Ruijin Du, Wenchao Li, Zaili Zhen and 

Gao Qibing, "The valu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under carbon market linkage based on real options", Applied 

Energy, Vol.201, 2017, 354-362 

42) Lu Zhou, Jing Li and Yat Hung Chiang, “Promoting energy 

efficient building in China through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nergy Policy, Vol.57, 2013, pp.338-346 



 

- 118 - 

 

43) M.T. Iqbal, "A feasibility study of a zero energy home in 

Newfoundland". Renewable energy, Vol.29, 2004,pp.277-289 

44) Martha Amram and Nalin Kulatilaka, “Real Options: Managing 

Strategic Investment in an Uncertain Worl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45) Maurizio Cellura, Francesco Guarino, Sonia Longo and Marina 

Mistretta, "Energy life-cycle approach in Net zero energy 

buildings balance: Operation and embodied energy of an Italian 

case study", Energy and Buildings, Vol.72, 2014, pp.371-381 

46) Meredith Fowlie, Michael Greenstone and Gatherine Wolfram, 

"Do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Deliver? Evidence from 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33, No.3, 2018, pp.1597-1644 

47) Mitchell Leckner and Radu Zmeureanu, "Life cycle cost and 

energy analysis of a Net Zero energy house with solar 

combisystem". Applied energy, Vol.88, 2011, pp.232-241 

48) Mohamed Hamdy, Ala Hasan and Kai Siren, "A multi-stage 

optimization method for cost-optimal and nearly-zero-energy 

building solutions in line with the EPBD-recast 2010", Energy 

and Buildings, Vol.56,2013, pp.189-203 

49) Mohamed Osmani and Alistair O'Reilly, "Feasibility of zero 

carbon homes in England by 2016: A house builder's 



 

- 119 - 

 

perspective", Building and Environment, Vol.33, 2009, pp.1917-

1924 

50) Nakhon Kokkaew and Tatcha Sampim, “Improving Economic 

Assessments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Using 

Real Options”, Energy Procedia, Vol.52, 2014, pp.449-458 

51) Nguyen Thu Ha and Takao Fujiwara, “Option games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Vietnam: Focused on Smart City 

Projects”, Proceedings of PICMET’14: Infrastructure and 

Service Integration, 2014, pp.250-257 

52) Nicolas Koch, Wolf Heinrich Reuter, Sabine Fuss and Godefroy 

Grosjean,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49, 217, 

pp.33-47 

53) Olena Pechak, George Mavrotas and Danae Diakoulaki, “Role 

and Contribu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o the 

development of wind energy”,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15, 2011, pp.3380-3387 

54) Patrick T.I. Lam, Edwin H.W.Chan, Ann T.W. Yu, Wynn C.N. 

Cam and Jack S.Yu, “Applicability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o the Hong Kong building sector”,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109, 2015, pp.271-283 

55) P.Ciurlia and A.Gheno, "A model for pricing real estate 

derivatives with stochastic interest rates", Mathematical and 



 

- 120 - 

 

Computer Modelling, Vol.50, 2009, pp.233-247 

56) Pei-Ing Wu, Ke-Zhen Qiu and Je-Liang Liou, “Project cost 

comparison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o inform 

investment selection by industrialized countr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166, 2017, pp.1347-1356 

57) Pete H.Oppenheimer, "A critique of using real options pricing 

models in valuing real estate projects and contracts", Briefings 

in real Estate Finance, Vol.2, No.3, 2002, pp.221-233 

58) Peter A.Brous, "Valuing an Energy-Stage Biotechnology 

Investment as a Rainbow Option",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Vol.23, No.2, 2011, pp.94-104 

59) Peter Ouwehand and Graeme West, "Pricing Rainbow Options", 

WilMOTT Megazine, 2006, pp.2-8 

60) Philip Hieronymi and David Schuller, "The Clean-Development 

mechanism, stochastic permit prices and energy investments", 

Energy Economics, Vol.47, 2015, pp.25-36 

61) Raffaele Carli, Mariagrazai Dotoli and Edmondo Cianci, "An 

optimization tool for energy efficiency of street lighting systems 

in smart cities", IFAC Papers online, Vol.50, No.1, 2017, 

pp.14460-14464 

62) Ribero, D.Garzon, Y.Alvarado and I.Gasch, "Economic benefits of 

LEED certification: a case study of the Centro Atico Building", 



 

- 121 - 

 

Revista Ingeniería de Construcción, Vol.31, No.2, 2016, pp.139-

146 

63) Richard Buttimer and Steven H.Ott, "Commercial Real Estate 

Valuation, Development and Occupancy under leasing 

Uncertainty", Real estate Economics, Vol.35, No.1, 2007, 

pp.21-56 

64) Rogier van Aarle, “A real-Options Approach to company 

valu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wente, 2013 

65) Salvador Gracia-Ayllon and Jose Luis Miralles, "New strategies 

to improve governance in territorial management: evolving from 

'smart cities' to 'smart territories'", Procedia Engineering, 

Vol.118, 2015, pp.3-11 

66) Sapna Mulki and Adam Hinge, "Green Investment Horizons: 

Effects of Policy on the Market f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World Resource institute ,working paper, 2010 

67) Selvaprabu Nadarajah, Francois Margot and Nicola Secomandi, 

“Comparison Least squares Monte Carlo Methods with 

applications to energy real op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256, 2017, pp.196-204 

68) Song Shi, Zan Yang, David Tripe and Huan Zhang, "Uncertainty 

and new apartment price setting: A real options approach",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Vol.35,2015,pp.574-591 



 

- 122 - 

 

69) Stein-Erik Fleten, Kristin Linnerud, Peter Molnar and Maria 

Tandberg Nygaard, “Green electricity investment timing in 

practice: Real options or net present value?”, Energy, Vol.116, 

2016, pp.498-506 

70) Suresh B. Sadineni, Todd M. France and Robert F. Boehm, 

"Economic feasibility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residential buildings", Renewable Energy, Vol.36, 2011, 

pp.2925-2931 

71) Susan Kulakowski, "Large organizations' investments in 

energy-efficient building retrofits",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1999 

72) S.W. Jin, Y.P. Li, G.H. Huang and S.Nie,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or electric 

power systems under uncertain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Vol.123, 2018, 382-397 

73) Taeil Park, Changyoon Kim and Hyoungkwan Kim, "A real 

option-based model to valuate CDM projects under uncertain 

energy policies for emission trading", Applied Energy, Vol.131, 

2014, pp.288-296 

74) Tai Ma, Hongxing yang and Lin Lu, "Feasibility study and 

economic analysis of pumped hydro storage and battery storage 

for a renewable energy powered island",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79, 2014, pp.387-397 



 

- 123 - 

 

75) Thomas M.Lawrence, Richar T. Watson, Marie-Claude 

Boudreau and Javad Mohammadpour, "Data flow requirements 

for integrating smart buildings and a smart grid through model 

predictive control", Procedia Engineering, Vol.180, 2017, 

pp.1402-1412 

76) Tiago Mateus and Armando C. Oliveira, "Energy and economic 

analysis of an integrated solar absorption cooling and heating 

system in different building types and climates", Applied energy, 

Vol.86, 2009, pp.949-957 

77) Tomaso Biondi and Michele Moretto, “Solar Grid Parity 

dynamics in Italy: A real option approach”, Energy, Vol.80, 

2015, pp.293-302 

78) Valentina Monetti, Enrico Fabrizio and Marco Filippi, "Impact of 

low investment strategies for space heating Control: Application 

of thermostatic radiators valves to an old residential building", 

Vol.95, 2015, pp.202-210 

79) Wei Tang and Yuan Wang, "Incomplete Information and real 

estate development strategy: Evidence from Hangzhou, China", 

Habitat International, Vol.63,2007,pp.1-10 

80) William J.N. Turner, Oliver Kinnane and Biswajit Basu, 

"Demand-side Characterization of the Smart City for energy 

modelling", Energy Procedia, Vol.61, 2014, pp.160-169 



 

- 124 - 

 

81) Xian Zhang, Xingwei Wang, Jiajun Chen, Xi Xie, Ke Wang and 

Yiming Wei, "A novel modeling based real option approach for 

CCS investment evaluation under multiple uncertainties", 

Applied Energy, Vol.113, 2014, pp.1059-1067 

82) Xiaodong Cao, Xilei Dai and Junjie Liu,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tatus worldwide and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for zero-energy buildings during the past decade", 

Energy and Buildings, Vol.128, 2016, pp.198-213 

83) Ying Fan, Jian-Lei Mo and Lei Zhu, "A real options based 

assessment on coal bed methane investment policy with a case 

study in China",  

84) Yoshiki Yamagata and Hajime Seya, "Simulating a future smart 

city: An integrated land use-energy model", Applied Energy, 

Vol.112, 2013, pp.1466-1474 

85) Zainorfarah Binti Zainuddin, Suhaiza Zailani, Kannan Govindan, 

Mohammad Iranmanesh and Azlan Amran, “Determinants and 

outcome of 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Malaysi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142, 2017, pp.1979-1986 

86) Zuzana Chladna, "Determination of optimal rotation period under 

stochastic wood and carbon prices", Forest Policy and 

Economics, Vol.9, 2007, pp.1031-1045 

87) 구본상, "녹색건설 사업의 Fit 및 CDM 보조방안에 의한 수익성 



 

- 125 - 

 

향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3, 

2013, pp.123-133 

88) 구승환, 왕핑, 장성용, "실물옵션 기법을 응용한 부동산 가치평가 

연구-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경영과학, Vol.31, No.1, 2014, 

pp.17-26 

89) 권태인, 이상효, 김재준,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분투자 형태의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위한 실물옵션 적용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27, No.1, 2011, pp.165-172 

90) 김성욱, 고재경, "에스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온실가스 

저감 및 생산고용효과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Vol.20, No.1, 2012, 

pp.47-72 

91) 김승탁,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중대형 민영임대주택 

분양권의 손익분석", 선물연구, Vol.16, No.1, 2008, pp.69-86 

92) 김중영, 김영국, "실물옵션모형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가치 평가",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Vol.7, No.2, 2008, pp.1-28 

93) 김혜원, 정성훈, "옵션가치를 통해서 본 주택재개발의 가치", 

대구경북연구, Vol.10, No.1, 2011, pp.1-17 

94) 김혜원, 최막중, "주택가격 변동성이 옵션가치와 재개발 시점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Vol.46, No.3, 2011, pp.133-141 

95) 박도영, 정성훈, 손영진, 김주형, 김재준, "이항옵션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가치평가 및 투자시점에 관한 연구-



 

- 126 - 

 

오피스개발사례중심으로-", 한국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 

11호(통권 265호), 2010, pp107-116 

96) 박호정, 장철호, “실물옵션을 이용한 소형열병합발전의 경제성 

평가: 전력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여”,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6, 

No.4, 2007, pp.763-779 

97) 박호정,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업의 환경투자 

실물옵션 연구”, 경제학연구, Vol.53, No.4, 2005, pp.173-199 

98) 박호정, “불확실성 하에서의 자원, 환경 사업 경제성 평가와 

실물옵션 연구동향”, 생명자원연구, Vol.20, No.-, 20127, pp.- 

99) 박호정,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한 RPS와 배출권거래제 연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효과”,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2, 2012, 

pp.301-319 

100) 박호정, 홍종호, “The Effect of Pollution Reduction Program 

for Used Diesel Vehicl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 real 

Option Analysis”,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3, 2014, 

pp.435-451 

101) 송승국, 허은녕, "작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 연구", 

신재생에너지, Vol.3, No.4, 2007, pp.104-113 

102) 유승동, "부동산개발 실물옵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동산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3, pp.63-74 

103) 이인석, “옵션가격 결정이론을 이용한 자원개발사업 평가방법에 



 

- 127 -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석사학위논문, 2000 

104) 이인석, 허은녕,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3, No.4, 2004, 

pp.735-761 

105) 이명주, 김정운, "제로에너지건축물 계획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성능관련 제도의 평가도구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31, No.4, 2015, pp.45-52  

106) 윤가혜, 허은녕, “퍼지실물옵션모형을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R&D 사업의 가치평가”, 자원환경경제연구, Vo.18, No.2, 2009, 

99.217-239 

107) 장미경, 구요환, 최혜미, 권태환, 김주형, 김재준, "다중 

실물옵션을 활용한 시나리오기반 부동산 개발사업 가치평가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5, 2015, pp.114-122 

108) 정세록, “국제원유시장가격의 확률과정 모형화에 대한 메타연구 

및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석사학위논문, 2016 

109) 정태용, 강성진, 정용운,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 Vol.14, No.1, 2015, pp.143-174 

110) 조주현, 박홍일, "이항옵션모형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Vol.10, No.1, 2004, pp.37-60 

111) 진연화, 유정석, "사업단계별 복합 실물옵션을 이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가치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9, No.1, 



 

- 128 - 

 

2017, pp.51-78 

112) 진연화, 유정석, "실물옵션을 이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적 

투자시점 분석", GRI 연구논총, Vol.19, No.1, 2017, pp.1-26 

113) 홍이슬, 홍영나, 홍종호, "EU-ETS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 

과잉할당량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Vol.64, No.3, 2015, pp.91-

123 

114) 홍원경, 박호정, “CER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A/R CDM 

사업의 실물옵션 분석: 포스코 A/R CDM 사업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3, 2011, pp.459-487 

 

 

 

 

 

 

 

 

 

 



 

- 129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lteration of Clean Energy 

Technology’s investment value by apply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through empirical study of ‘NOWON Zero 

Energy Town’. Preferentially, the study analyzed previous studies 

on Smart City(SC), Zero Energy Building(ZEB),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n order to prove importance of them and 

relationship between CDM and Clean Energy Technology. Through 

this process, we deducte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es and trend 

of studies and applied to empirical study of ‘NOWON zero energy 

town’.  Two different real option methods are used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using single volatility.  

The result of binomial option model with real estate price 

volatility shows that option value increases from 10.37 Billion Won 

to 10.99 Billion Won when the model applies CDM and add profit 

from carbon trading. It means carbon trading affect investment 

value of real asset. However, when the study used rainbow option 

model with two volatilities, the result is similar to Binomial option 

model without CDM, which means CDM has no impact on option 

value of building. This occurs because the volatility of CER price is 

much higher than volatility of real estate, so the risk increases. 

This Paper has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it can prove 

economic effect of apply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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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the study introduces rainbow option which considers 

multi-uncertainties. It because the clean energy technology market 

is unstable, there are many types of uncertainties. So considering 

multi-uncertainties can improve accuracy of feasibility study. After 

this, the study can use other uncertainties like electricity price, 

veloc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policy and etc.  

 

Keywords: Clean Energy Technology, Zero Energy Building, 

Smart City, Clean Development Mechanism, Real 

Option, Rainbow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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