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Vol. 14, No. 1, pp. 8~15 (2018)

8

https://doi.org/10.17664/ksgee.2018.14.1.008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이상혁·박승익*†

우송정보대학 기계자동차설비학부,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Sang Hyeok Lee and Seung Ik Park*†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Woosong College, Daejeon 34606,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Woosong University, Daejeon, 34606,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HVAC systems in

122 elementary schools. To do this, we classified schools according to the HVAC systems. Selected

schools were classified to the following groups by the HVAC equipments: EHP, EHP and GHP together

and GHP. In addition we divided schools by the number of class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1) Annual average energy consumption at schools was about 300~900(kWh/students), 30~50 (kWh/㎡),
9,000~29,000((kWh/class)

2) The smaller schools, the higher the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energy usage of 10~19 classes’s

schools were approximately 3 times higher than 40 classes’s schools.

3) Schools where the EHP was installed had the lowest energy costs and energy usage. The difference

in energy costs was lower than the difference in energy usage because of the fuel price and the ratio

of energy sources.

Key words: EHP(전기히트펌프), GHP(가스히트펌프), Energy(에너지), School(학교)

1. 서 론

최근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

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공공

건물인 학교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수는 2015년 기준, 약

11,000 여개 교, 학생 수는 680만 여명, 교실 수는 63

만 여 실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 교실의 공조방식은

중앙식 난방방식에서 개별식 냉난방방식으로 바뀌

었다. 

Table 1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의 냉난방시스템 현황으로 전체 교실의 98%가 개별

식이며, 그 중 77.4%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냉난방기기의 수명을 10~15년 정도로 보면, 2005

년 이전에 설치된 냉난방기기는 이미 교체시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교실 수가 전체 교실의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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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교교실의 냉난방기기가 교

체할 시점에 에너지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대전시 초등학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 초등학교를 전기를 연료로 하는

EHP가 설치된 학교, EHP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

는 GHP(Gas Heat Pump)가 함께 설치된 학교, 그리

고 GHP만 설치된 학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학교 크기에 따른 분석을 위하

여 학급 수를 기준으로 10~19, 20~29, 30~39, 40학

급 이상으로 세분하여 각 그룹의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동안 학교건물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가

상모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가 많았으며,

실제 특정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실측하여 시스템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 컴퓨터시뮬

레이션은 상용부하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적 열부하

계산과 시스템 적용에 따른 에너지사용량과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을 검토한 LCC분석이었다. 연구에

적용한 냉난방시스템은 EHP와 GHP가 대부분이었

지만, 입력조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1-6]

본 연구는 대전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의 2년간 사용한 전기사용량(kWh)과 도시가

스사용량(Nm3)을 조사하였다.

전기사용량에는 조명·콘센트 등 전기부하가 포함

되었으며, 도시가스사용량에는 취사용을 제외한 공

조용 에너지만 나타내었다.

이는 조사대상 학교의 전기에너지 계측시스템이

공조용과 일반전기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전기사용량에는 일반전기와 조명에너지가 포

함될 수밖에 없었다.

2. 대전시 초등학교의 냉난방시스템 현황

대전지역 초등학교 전체 143개 학교를 에너지원

별로 전기식, 혼합식, 가스식 3개의 그룹으로 구분

하였으나 에너지원별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10학

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제외하였다. 이는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모두 전기식이었고 혼합식과

가스식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7].

또한 중앙식 공조방식 학교 그리고 동일 교지 내

에 중·고등학교와 함께 있는 사립학교는 강당, 식당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걸쳐 조상대상은 122개교로 감소하였

으며, 에너지원 그리고 학급 규모별 학교 수는 Table

2와 같다.

전기로만 냉난방기기를 구동하는 학교가 73개교,

전기와 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학교는 45개교, 그리

고 가스만으로 구동하는 학교는 4개교로 전기식이

나 혼합식에 비해 매우 적었다. 

학급 규모로는 30~39학급 규모 42개교, 20~29학

급 규모 40개교, 10~19학급 규모 22개교 그리고 40

학급 규모 이상이 18개교이다. 

Fig. 1은 대전시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연면적과 학

급당 학생 수를 나타낸 것으로, 학생 1인당 연면적

은 학급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반면, 학생 수는

Table 1. Cooling and Heating system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July, 2014)

Sum

Cooling and Heating system (No. of Room)

Local System Central System

EHP GHP 
Ground Source

Heat Pump
Stand Type

Absorption

Chiller

District

Heating & Cooling

631,976 489,059 33,560 4,063 34,337 8,601 3,150

100% 77.4% 5.3% 0.6% 5.4% 1.4% 0.5%

[Remark]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Facilities section, 2014.7

Table 2. Classification of schools by the Energy sources

and Classes’ Scale 

 (Units: No. of Schools)

Energy 
Classes’ Scale 

Sum
10~19 20~29 30~39 Over40

E 15 24 24 10 73

E+G 6 16 16 7 45

G 1 0 2 1 4

(Remark) E; Electricity, G; City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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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학교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에 따른

학생감소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의 상대적 비

교는 학생 수나 단위면적 보다는 학급 수를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부분

의 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 운영되는 교실 수가 비례

하기 때문이다. 

Fig. 1을 보면, 에너지원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는 크지 않으나 10~19학급의 경우, 가스식

31.39명, 전기식 16.96명으로 가스식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기식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은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교실, 급식실, 식

당, 체육관 등의 공조기기 설치현황으로, EHP가

6,209대로 전체의 77%이며, 다음은 GHP가 1,609대

로 20% 그리고 나머지는 스탠드형 Warm Air

Furnace로 설치되어 있다. 

3. 연간 에너지사용량

3.1 에너지 사용량

Fig. 2~5는 122개 초등학교의 2011년, 2012년 2년

간의 전기사용량과 가스사용량을 학급 규모, 에너지

원별로 평균한 값이다. 총 에너지량 계산을 위하여

2011년 에너지통계연보 발열량 기준[8] 도시가스

10,430(kcal/Nm3), 전기 860(kcal/kWh)으로 계산하

였으며, 환산단위는 전기량(kWh)으로 표시하였다. 

Fig. 2는 학생 1인당 연간 총 에너지량으로 최소

312(kWh/인)에서 최대 943(kWh/인)이며. 학급 규모

가 작을수록 학생 1인당 에너지사용량은 커진다.

10~19학급 규모는 40학급 이상에 비하여 그 값이

약 3배에 이르지만, 에너지원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3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연간

총 에너지량으로 최소 31.8(kWh/㎡)에서 최대

52.6(kWh/㎡)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

기식이 가장 적고 혼합식, 가스식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Fig. 4는 학급당 연간 총 에너지량으로 최소

(Remark) 10~19; Range of Class Scale

Fig. 1. Area/student and students/class by Energy sources

and Class Scale.

Table 3. Air conditioning Systems of Schools in Daejeon

(Units: No. of rooms)

Class MFR DR G Sum

EHP 5961 107 113 28 6209

GHP 1581 8 10 10 1609

Furnace 240 0 2 25 267

(Remark) Class; Classroom, MFR; Meal Feeding Room,

DR; Dining Room, G; Gymnasium, Furnace: Heating =

Gas Warm Air Furnace, Cooling = Electric Air Conditioner

Fig. 2.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student (kWh/

student).

Fig. 3.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Area (kWh/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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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kWh/학급)에서 최대 29,507(kWh/학급)로 3배

이상의 큰 편차가 발생하며, 이 역시 Fig. 2와 같이

전기식이 가장 적고, 가스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Fig. 5는 2011년과 2012년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을

학교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가스와 전기를 합한 총

에너지량이며, 단위는 1000 kWh로 표시한 것이다.

우선, 10~19학급 규모의 학교를 비교하면 전기식

226,000, 혼합식 283,000, 가스식 516,000 (kWh/학교

)로 가스식이 가장 많다. 다음 30~39학급 규모는 전

기식 341,000, 혼합식 476,000, 가스식 401,000

(kWh/학교) 그리고 40학급 규모 이상은 전기식

425,000, 혼합식 560,000, 가스식 745,000(kWh/학교

)로 가스식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GHP를 사용하는 학교에서의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비율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6~50% 정도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에 따라 도시가

스를 사용하는 GHP의 설치대수가 적은 학교부터

많은 학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1차 에너지 사용량

Fig. 5의 학교당 연간 총 에너지량을 1차 에너지

석유환산톤(TOE)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 Fig. 6이

다. 환산기준은 전기 2,300(kcal/kWh), 도시가스

10,430(kcal/Nm3) 으로 하였다. 

Fig. 6의 1차 에너지로 환산한 에너지사용량은

10~19학급 규모는 전기식 51.9, 혼합식 56.0, 가스식

99.1(TOE)로 가스식이 가장 크다. 다음 30~39학급

규모는 전기식 78.4, 혼합식 91.5, 가스식 74.7(TOE)

그리고 40학급 규모 이상은 전기식 97.6, 혼합식

105.4, 가스식 118.0(TOE)로 가스식이 가장 크다. 결

국, 학교당 사용한 연간 총 에너지량을 1차 에너지

로 환산하여도 2차 에너지와 동일하게 전기식이 가

장 적으며, 가스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EHP, GHP 성적계수

동일한 냉·난방부하를 담당하더라도 그 부하를 처

리하는 기기의 성적계수(COP)에 따라 입력 에너지

량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학교 규모가 동일함에도

EHP 전기식이 GHP 가스식이나 혼합식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것은 EHP 성적계수가 GHP

성적계수보다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

론, 기기의 성적계수는 제조사와 용량 그리고 운전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참고하면, GHP 성적계수는 냉방 시 1.4 이하, 난

Fig. 4.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kWh/

Class).

Fig. 5.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School (kWh/

School).

Fig. 6. Annual First Energy consumption per School

(TO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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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시 1.7 이하 정도이다.

한편, EHP는 인버터스크롤로 압축기를 제어하는

멀티형은 통합난방효율이 2.4~3.2 정도이고, 통합냉

방효율은 6.8~7.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통합난방효율은 정격 난방효율(7℃)과 한

랭지 난방효율(-15℃)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이며,

통합냉방효율은 100, 75, 50, 25% 부분부하시의 운

전비율을 고려한 평균효율로 나타낸 것이다.1) 

4. 연간 에너지비용

4.1 전기, 도시가스의 연료단가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을 검토하기 위

한 전기와 도시가스의 수요자 단가는 최근 10년간

의 에너지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였다[8].

Table 4의 전기단가는 대전지역 초등학교가 계약

한 교육용 고압A 선택Ⅰ형으로, 1~12월까지의 월

단가를 평균한 것이다.

도시가스는 절기별 단가를 적용하는데 2012. 6월

이전까지는 냉방용(5~9월)과 그 이외 월로 구분하

며, 단가는 체적기준(원/Nm3)이었다. 그러나 2012. 7

월 이후로는 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기타

월로 구분하고 단가도 발열량기준(원/MJ)으로 변경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

기 위해 2012. 7월 이후 단가도 모두 체적기준으로

동일하게 변환하였고, 환산 발열량기준은 43.66(MJ/

Nm3) 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연도별 전기단가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는 약간씩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단가도 전기와 비슷한 경향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부터 내

려가기 시작하였고, 2016년 단가는 2015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1) 지식경제부고시 2011-241호, 2011.11.21., 효율관리지자재운용규정

Table 4. Retail Prices of Elec. and City Gas

Year
Elec.

(KRW/kWh)

City Gas(KRW/Nm3)

Winter Summer Etc.

2007 77.20 589.29 363.79 589.29

2008 78.58 698.68 400.19 698.68

2009 83.56 763.49 433.81 763.49

2010 87.23 795.71 484.45 795.71

2011 94.18 829.13 521.23 829.13

2012 108.84 908.87 567.18 908.87

2013 115.99 946.54 596.83 908.13

2014 114.15 998.50 636.12 976.67

2015 113.22 936.07 586.79 914.67

2016 111.90 638.30 312.69 570.63

Table 5. Total Energy Cost per Class in 2011 and 2016

Classes Energy
Elec.

(kWh)

Gas,

(Nm3)

11' Elec. 

cost

11' Gas

cost

16' Elec.

cost

16' Gas

cost 

11' Total

cost

16' Total 

cost

10-19

E 14,778 0 2,441 0 2,901 0 2,441 2,901 

E+G 13,930 333 2,301 242 2,734 169 2,543 2,904 

G 21,109 622 3,487 452 4,144 316 3,939 4,459 

20-29
E 12,221 0 2,019 0 2,399 0 2,019 2,399 

E+G 11,798 501 1,949 364 2,316 254 2,313 2,570 

30-39

E 9,609 0 1,587 0 1,886 0 1,587 1,886 

E+G 10,033 294 1,657 214 1,969 149 1,871 2,119 

G 8,027 287 1,326 209 1,576 146 1,535 1,721 

Over 40

E 9,417 0 1,556 0 1,849 0 1,556 1,849 

E+G 8,825 300 1,458 218 1,732 152 1,675 1,884 

G 7,206 587 1,190 427 1,415 298 1,617 1,712 

(Remark) E; Electricity, G; City Gas, cost; 1,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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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급당 연간 에너지비용 비교

학급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에너지비용을 산출

하기 위하여 2011년, 2012년에 사용한 평균 에너지

사용량에 평균단가를 곱하였으며, 산정 기준연도는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였던 2011년과 도시가스 가

격이 급속히 하락한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여기서 전기요금은 사용량요금에 기본요금을 합

산한 것이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최대수요(Peak)전

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최대수요전력량의 제어방법

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조사자료2)를

참조하여 기본요금 비율을 전기요금의 43%로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 이렇게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산정

한 전기요금은 2011년 165.2(원/kWh), 2016년

196.3(원/kWh)이었다.

Table 5의 연도별 총 에너지비용을 비교하면,

2016년 에너지비용이 2011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총 에너지량 중, 전기비율이 높

기 때문이다. Fig. 5의 총 에너지량 중 가스가 차지

하는 비율은 23~50%로 대부분 학교의 에너지비율

은 전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Fig. 4의 에너지량과 Table 5의 에너지비용

을 비교하면, 에너지비용은 에너지량에 비하여 그

차이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 규모 30~39에서 전기+가스식은

전기식에 비해 에너지량은 1.41배이지만, 에너지비

용은 2011년 1.17배. 2016년 1.12배 정도이다. 

학급 규모 40이상에서도 전기+가스식과 전기식

을 비교하면 전기+가스식의 에너지사용량이 1.32배

이지만, 에너지비용은 2011년 1.08배, 2016년 1.01

배 정도이다.

그리고 가스단가가 급속히 내려간 2016년 40학급

규모 이상에서는 가스식의 총 에너지량이 전기식의

1.52배 이지만, 에너지비용은 0.93배로 오히려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6년 가스가격이 급락하였는데, 그 그룹

학교의 가스에너지의 비율이 50%로 다른 규모의 학

교에 비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의 총 에너지비용은 전기와 도시가스의

사용량 비율과 각각의 에너지 단가에 의해 결정되

는데 대전지역 초등학교는 도시가스 에너지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 에너지비용은 전기에 의해 주도적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4.3 기기 성적계수를 고려한 에너지 단가

Table 6의 COP1에 적용한 계수는 편의상 국내제

품 EHP, GHP의 COP 하한 값을 적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EHP의 통합난방효율은 한랭지효율과 정격

효율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지역과 운전시간대를 고

려하여 그에 적합한 COP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 

Table 6의 에너지 단가 산출은 연료단가, kWh 단

가, 기기 성적계수를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한 것으

로 전기와 도시가스 연료단가는 에너지통계연보 기

준으로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였다[8].

그리고 동일기준의 kWh단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는 기본요금이 포함된 단가를, 도시가스는 MJ

단가를 kWh단가로 변환하였다. 

또한, COP P4단가는 kWh P3단가를 COP1계수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Table 6의 kWh P3단가를 살펴보면, 전기는 도시가

스에 비하여 여름철 3.6~6.8배, 겨울철 1.9~2.8배 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

2) 교육부 교육시설과, 2015.8.4, 초·중등학교 찜통교실 해소

대책 보고서, 초·중등학교의 전체 전기요금중 기본요금 비중

은 평균 43%.

Table 6. Comparison of the Energy Price 

Item
Elec.(EHP) City Gas(GHP)

2011 2016 2011 2016

COP1
Summer 6.8 1.4

Winter 2.4 1.7

Fuel P2 
Summer 88.4 99.6 11.9 7.15

Winter 72.2 82.6 18.9 14.6

kWh P3
Summer 155.1 174.7 42.8 25.7

Winter 126.7 144.9 68.0 52.6

COP P4
Summer 22.8 25.7 30.5 18.4

Winter 52.8 60.4 40.0 30.9

(Remark) 1.EHP COP; Multi Type Inverter Scroll 

2.Fuel Price; Elec.=KRW/kWh, City Gas=KRW/MJ

3.Elec.=Basic rate involved, City Gas=KRW/kWh

4.COP P4=kWh P3/C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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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여름철 전기 단가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EHP의 성적계수가 GHP보다 높기 때문에

기기 성적계수를 고려한 COP P4단가는 kWh P3단가

보다 그 차이가 크게 감소한다.

2011년 여름철은 전기 22.8(원/kWh), 도시가스

30.5(원/kWh)으로 오히려 전기가 도시가스보다 저

렴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최대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전기요금은 더 내려갈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주로 주간사용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EHP의 통합난방성적계수는 Table 6보다 높아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겨울철에 도시가스 단가는 높아지고,

전기는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초등학교는 겨울철 중심으로 연료단가와 기기

성적계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에너지사용량

과 에너지비용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냉난방용으

로 EHP가 설치된 학교, EHP와 GHP가 함께 설치된

학교, 그리고 GHP가 설치된 학교로 구분하였고, 이

를 다시 학교크기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학급 규모

별로 10~19학급, 20~29학급, 30~39학급, 40학급 이

상의 4 그룹으로 세분하였으며, 연구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1인당 연간에너지사용량은 EHP가 가장

작지만, 에너지원별 편차는 크지 않으며, 10~19학급

870~963, 20~29 학급 549~898, 30~39학급 379~512,

40학급 이상 312~506(kWh/인)으로 학급 규모가 가

장 작은 10~19학급이 40학급 이상보다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연간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원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며, EHP<

EHP+GHP< GHP 순으로 커진다. 10~19학급 32.2~

49.5, 20~29 학급 33.4~52.6, 30~39학급 31.8~44.6,

40학급 이상 34.8~47.5(kWh/m2)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학급당 연간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원별 편차

가 발생하며, 이 역시 EHP< EHP+GHP< GHP 순으

로 커진다. 10~19학급 14,000~29,000, 20~29 학급

12,000~19,000, 30~39학급 9,000~13,000, 40학급 이

상 9,000~14,000(kWh/학급)으로 학급 규모가 커질

수록 감소하고 있다. 

(4) 총 에너지 중 가스의 에너지 비율은 EHP와

GHP가 함께 설치된 학교는 23~34%, GHP만 설치된

학교는 26~5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5) EHP만 설치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

하여 1, 2차 에너지사용량 모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기의 성적계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기본요금이 포함된 전기와 가스의 kWh단가는

2011년, 2016년 여름·겨울철 모두 전기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지만, EHP의 성적계수가 GHP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단가 차이는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7) 에너지비용 차가 에너지량의 차이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스와 전기의 연료단가뿐만이 아

니라, 연료의 구성 비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의 개별식 냉난방

시스템인 EHP와 GHP가 설치된 122개 학교를 대상

으로 조사하였지만, 아쉽게도 GHP가 설치된 학교

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의 한계가 있었

다.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면

EHP와 GHP에 따른 에너지 비교가 더욱 분명해질

것을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2017년도 우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

원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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