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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used in educational facilities are diverse and obsolete. To 

provide safety for students and a pleasant learning environment, various systems are installed in 

learning spaces. In this study, on-site statistical surveys and energy consumpt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en educational facilities in South Korea. Through awareness surveys of the 

persons in charge of education facilities, the energy conservation requirements were investigated. 

The system configuration was generalized according to the energy source, an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type of system used.

Keywords: 교육시설(Education Facility), 에너지시스템(Energy System), 시스템운영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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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화가 진

행중이다. 교육환경 시설의 개선사업 및 노후 교육시설의 리모델링 실시를 통한 에너지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09년 교육부 “그린스쿨” 지원 정책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감형 학교로의 전환을 지속하는 사업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통계자료

에 따르면 전국 약 12,095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건축년도 1990년 이전의 건축

물 개소중 30년 이상 건축물은 6579 개소, 1990년 ~ 1999년 구간 1489 개소,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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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구간 1,673 개소로 조사된다. 전국의 교육시설 상당수의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에너지절감과 교육환경개선의 목표로 부분적인 학교시설 리모델링이 이루

어지고 있기에 올바른 개선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시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을 제공하기 위하여 냉·난방 에너지, 전기(사무실, 스마트 학습기기), 공기 환경개선 시스템(열회수형환기장치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등) , 급탕(화장실, 샤워실) 에너지의 소비량이 주요 에너지사용량으로 분석되고 있

다. 한편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에너지 사용 형태는 학교의 설립연도별(건축년도), 설립유형(공립·국립·사립)별, 

학교유형(초·중·고등학교), 공간유형(학습공간, 행정공간 등)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이 효율적인 에

너지사용량을 개선하는 데에는 다양한 교육시설의 형태, 에너지 원별 구성 시스템에 적합한 에너지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사용량 개선을 위한 진단 – 운영 – 개선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교육시설의 에너지 이용과 시설 특성 분석을 통한 에너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⓵ 

교육시설의 에너지 사용 특성분석을 위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원별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에너지원

과 시스템 구성을 일반화 하는 에너지맵(Energy Flow Map)을 도출하여 에너지원 단위별 운영시스템의 표준화

를 실시한다. 

⓶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담당자의 에너지 이용 형태에 대한 의식 조사와, 에너지원 단위별 시스템 

구성과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Fig. 1에 교육시설에 에너지 소비형태 분석을 위한 연구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1 Strategy study flow

2. 교육시설 에너지원 이용 현황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 2019년 교육통계연보 분석을 통하여 학교의 설립연도, 학교유형별, 에너지 사용

량, 에너지원 사용 비율, 냉·난방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1). 또한, 기존문헌 조사를 통하여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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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스템에 대한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1 교육시설 에너지원 통계 분석 

통계조사 자료 분석에 따른 초중고 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순으로 분석되

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학생 교실이 가장 많다.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야간학습을 포함되어 건물의 사

용형태(이용시간) 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초등학교의 에너지 원 사용 비율은 전기

(66.1%) > 가스(31.9%) > 신재생에너지(2.0%) > 유류 순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에너지 원 사용 비율은 전기

(68.5%) > 가스(29.6%) > 신재생에너지(1.9%) > 유류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에너지 원 사용비율은 전

기(68.8 %) > 가스(29.9%) > 신재생에너지(1.3%) > 유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유형별 전기 > 가스 > 신재

생에너지 > 유류 순으로 에너지 원 종류별 사용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에너지 원 중 전기 부분이 

약 68 % 사용하는 것으로 에너지사용 시스템의 대부분은 전기기 반의 시스템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기간의 초, 

중, 고등학교의 상대 비교시 평균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및 학교당 에너지 사용량 모두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Energy Efficiency program in K-12 schools” 활동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부하

요소별 상세계측 및 상세분석을 실시하여 보고2)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부하 요소별 상세 계측 자료를 확

인 할 수 없었다. 초중고 에너지 사용량 원 단위중 냉방 약 40%, 급탕 20%, 조명 20%, 냉방 7%, 그 외 기타에너

지원이며, 전기의 경우 냉방 20%, 급탕 21%, 취사 5%, 그 외 기타로 에너지원단위 분석에서 부하요소별 계측

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절감 가능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통계화 하고 있다. 기

존 문헌3,4)에서 중학교의 학교설립 연도별 공조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1980년대 평균 165.8 kWh/m2·a이며 

2010년 은 59.9 kWh/m2·a로 보고되었다. 고등학교의 공조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98.3 kWh/m2 · a로 조사

되었다. 

본 고에서 2017 ~ 2019년 조사 결과 중학교는 평균 54.5 kWh/m2 · a이며(2010년 대비 약 91 % 수준), 고등

학교 평균 75.4 kWh/m2 ·a (2010년 대비 약 77 % 수준)로 조사되었다. 건립 연대가 최근 일수록 교육시설의 기

밀성 및 단열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사용기기의 효율증가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며, 학생 수 감소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에 2017 ~ 2019년도별 초, 중, 고등학교 단위면적

당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학교별 냉난방면적 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초, 중, 고등학교의 상대비교시에는 고등

학교가 공조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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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ing and cooling enegy usage and area per school

2.2 교육시설 유형분석

교육시설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국내의 학교시설 계획,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연구 및 가이드 북을 조사

하였다5). 각 지방의 관할 교육청의 사업으로 학교 급별 특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지침 및 지역적 교육 특

화에 맞추어 시설분야를 고려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공간특성 과 시설특성을 파악

하였다.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수 산정, 교실의 크기, 학교 급별 시설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설비시

설에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내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별 설치 시스템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시설의 

공간의 유형의 일반화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공간 분석을 일반화 할 수 있었다. 

Fig. 3에 에너지원 – 교육시스템 – 공간분리에 대한 시스템 구성 Flow-map을 나타낸다. 좌측의 에너지원

(전기, 가스, 지역열원, 오일, 신재생에너지)과 교육시설 설비시스템 DB조사를 통해 일반화된(대표적) 설비구

성과 연계 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우측의 공간특성에 따라 사용설비가 적용된 공간연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교의 사용 에너지원에 따라 학교를 그룹화로 표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교육시설 A가 에너지원으로 전기 , 가

스를 사용하는 시설이면 Group 1에 편성된 설비시스템과 공간구성의 조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

지 절감 목표 설정과 이행에 대한 조치등의 목표를 Group 1에 맞게 설정 할 수 있다. 

① 일반교실(General class) : 보통교실, 수준별교실, 특수학급교실

② 특별교실(Special class): 과학실, 가정실습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도서실, 어학실, 음악실

③ 공통학습실(Common study room) : 시청각실, 예절실, 영어교실

④ 교원지원시설(Faculty Support Facility) : 교무실, 탈의실, 휴게실, 상담실, 방송실

⑤ 관리시설(Management room) : 교장실, 행정실, 보건실, 숙직실

⑥ 기타시설(Other Facilities)) : 급식실, 다목적실(체육관, 강당), 화장실, 양치실, 현관, 계단,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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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ergy map from source throw equipment to class

3. 교육시설 

3.1 에너지관리주체 의식조사

학교 건물의 기존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80개교에 대한 학교별 시설

관리 담당자(일반교사 또는 보육교사, n = 80)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교시설 담당자는 일반 교무 또

는 보육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별 업무분담에 의해 담당자로 구분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건물의 준공년

도, 규모, 운영시간, 연료사용량, 냉·난방설정 온습도, 벽체 및 창호의 열관류율, 설비시스템, 자동제어방식 등으

로 에너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시설 운영에 대한 시스템의 인식 및 유지관리 및 운영요소에 대한 의식조사이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1) 냉 난방 기계설비 특성 : ① 냉·난방 운영규정,② 실내규정온도 준수여부, ③ 집단에너지, ④ 열회수형환기

장치(공기순환기) 

(2) 전기적 특성 : ① LED 조명설치, ② 조명절전시스템(재실자 센서) 

(3) 유지관리 및 운영 요소 특성 : ① 자동제어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

Fig. 4에 교육시설 담당자의 의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냉 난방 기계설비 특성 의식조사에서는 ①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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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운영규정 으로 “학교 자체의 냉난방운영 스케줄, 온도설정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에 운영규정을 수립하

고 있다 40%, 미수립 40%, 무응답 20%로 나타났다. ② 실내의 규정온도 준수 여부에서 무응답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하절기 실내온도 26 ~ 28℃, 동절기 18~20℃를 준수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

정책 및 학교운영비절감에 대한 의식이 선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집단에너지는 효율성, 경제성, 안정성이 

보장됨에 따라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집단에너지 설치대상 지역이 아닌곳에 위치한 학교가 많기 떼문에 미적

용 비중이 40％로 나타났다. ④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공기청정과, 열회수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대부분의 학

교가 현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 19 (COVID 19) 시 공기감염 대책의 일환

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Fig. 4 Result of awareness survey of facility management

전기요소의 특성 의식조사에서는① LED 조명설치 비율이 60％로 높았으며, “학교 전체 적용 비율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답하였다. ② 조명절전 시스템(재실자 센서) 은 사람을 인감지하여 조명 절

전을 실시하는 기기로, 10%의 낮은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복도나, 창고, 화장실, 체육관 등 비주기

적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유지관리 및 운영 요소 특성 의식조사에서는 ① 건물자동화 시스템은 신축건물에 적용되어 적용 10%, 미적

용70 %, 무응답20 %로 답하였다. 건물자동화 시스템은 냉난방 중앙제어, 환기장치 중앙제어의 제어기능 위주

이며, 설정운영 조건에 따른 자율 운전단계의 시스템은 보급되고 있지 않았다.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는 적용 80%, 무응답 20%로 각 지방 시설교육지청의 운영관리에 따라 월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냉난방 기기, 조명, 자동제어 시설의 의식조사에서는 고효율 기기가 일부 설치되는것에 확인은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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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문적 지식의 부족 및 교원의 역활 다양화에 따른 이행 부담

감을 호소하였다. 

3.2 에너지 사용 특성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전국 80여개 학교의 자율 참여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유형 특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0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10개교는 자발적 참여 형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것이며, 추

후 70여개의 조사 결과는 추후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Table 1과 같이 10개소 교육시설이며 지역

위치로는 서울, 경기(일산, 파주, 고양, 양주), 강원(홍천)이며,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이다. 교육시설의 특성상 지속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이 수반되어 실제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는 신규장비로 

교체되어 있다. 에너지원은 전력, 도시가스, 지역열원과 농촌지역은 등유를 사용하였다. 일부 교육시설에는 신

재생에너지원을 사용중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 2019년 기간, 대상 학교의 가스, 전기, 지역열원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여 데이터 정보 누락된곳

과 월간 데이터중 이상치를 제거한 후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3개년 평균 사용량이며 석유환산톤으

로 환산하였다. Table 2에 에너지원별 사용량 비율을 총량과 단위면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 

원 별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다6).

Fig. 5에 조사대상 10개 학교의 에너지원 단위별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School I의 경우 년간 95.4 TOE로 전

력 59 %, 지역난방 17%, 도시가스 28 %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내에 다양한 열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적용되

어 있으며 가스히트펌프(GHP), 전기히트펌프(EHP)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School J 는 27 TOE 전력 사

용으로 전력이 100%로 되어 있으며 일부 태양광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다.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에

서 연면적이 가장 넒은 School A가 School I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School I의 경우 규

모가 적어 에너지사용량은 작지만 다양한 열원을 이용하는 복합 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에너지 이용 효율에서는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 5 Result of energy source us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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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led survey school information

Nation Building features
Year 

built
Location Level Total area

Energy 

source
HVAC

System

group

School

A
1995

Ilsan

Korea
High school 11,452

Electricity

City gas

District heating

PAC

FCU
Group2

School

B
1961

Paju

Korea
High school 15,081

Electricity

City gas
EHP Group1

School

C
1934

Seoul

Korea

Middle

school
16,233

Electricity

City gas
EHP Group1

School

D
1995

Goyang

Korea

Middle

school
11,497

Electricity

City gas

Oil

PAC

Boiler
Group2

School

E
1991

Goyang

Korea

Element

school
10,985

Electricity

City gas

District heating

PAC

FCU
Group2

School

F
1984

Goyang

Korea

Element

school
11,499

Electricity

City gas

Oil

PAC

Boiler
Group2

School

G
1954

Yangju

Korea

Middle

school
19,311

Electricity

City gas

District heating

PAC

FCU
Group2

School

H
1971

Yangpung

Korea

Element

school
2,786 Electricity EHP Group1

School

I
1923

Paju

Korea

Element

school
19,006

Electricity

City gas

District heating

EHP

GHP
Group3

School

J
1955

Hong

cheon

Korea

Element

school
3,317 Electricity EHP Group1

* EHP : Electric Heat Pump, FCU : Fan Coil Unit, GHP : Gas Heat Pump, PAC : Package Air Cond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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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energy use rate based on energy source(2017~2019)

Nation

Total

Energe use

(toe/year)

Annual 

energe use 

per area

(toe/m2)

Electricity use Local heat use Gas use

(kWh/

year)

(toe/

year)

(Mcal/

year)
(toe/year)

(Nm2/

year)
(toe/year)

School A
148.64

(100%)
0.0130 552,550

119.7

(80%)
83,167

8.32

(6%)
20,082

20.7

(14%)

School B
133.1

(100%)
0.0200 520,902

119.3

(90%)
- - 13,424

13.8

(10%)

School C
119.51

(100%)
0.0130 482,425

110.5

(92%)
- - 8,772

9.0

(8%)

School D
117.68

(100%)
0.0130 307,147

70.3

(60%)
- - 25,252

26.0

(22%)

School E
92.92

(100%)
0.0130 288,252

66.0

(71%)
178,907 17.89 8,767

9.0

(10%)

School F
88.86

(100%)
0.0140 231,922

53.1

(60%)
- - 18,518

19.1

(21%)

School G
107.26

(100%)
0.0160 321,705

73.7

(69%)
213,567

21.36

(20%)
11,861

12.2

(11%)

School H
82.44

(100%)
0.0300 354,028

81.1

(98%)
0

0

(0%)

School I
95.39

(100%)
0.0160 246,965

56.6

(59%)
166,933

16.69

(17%)
21,483

22.1

(28%)

School J
27.24

(100%)
0.0230 118,950

27.2

(100%)
- - 0

0

(0%)

I의 경우 냉난방 시스템을 고효율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Table 2와 같이 에너지 원의 

사용 비율을 총량제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교육시설별 특성이 파악되며, 중점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원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에너지 원별 공급처와 사용처를 연계한 에너지 흐름(energy flow map)을 부

하 별로 작성하여 분석하면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연구로 

진행 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시설의 형태를 분석하고 에너지 원 – 시스템

(냉난방, 급탕, 조명, 콘센트 등) - 공간구성(사용형태, 특징) 을 일반화 하여 에너지 열원 구성에 따른 에너지 소

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의 에너지 통계 조사 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이며 이용시간, 이

용형태에 따라 다른 상용 빈도를 보였다. 2010년 이후의 최근 시설에서는 기밀성, 단열의 기준의 강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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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인 저감된 것을 확인하였다. 

(2) 교육시설의 공간유형의 분류를 통하여 사용 시스템 구성을 일반화 할 수 있으며, 공간에서 소비되는 에너

지 원에 따라 사용되는 시스템 역시도 그룹화 할 수 있다. 

(3) 학교 운영 담당자의 에너지 절감 의식조사 결과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용현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에너

지 절약 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가이드 북을 제공 등의 통

한 자발적인 참여 증진이 요구된다. 

(4) 전국 10개 교육시설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한 시스템 구성 조사 결과 에너지 플

로우 맵을 적용하여 시스템 일반화 구분이 가능 하다. 그리고, 에너지원 종류 및 다양한 주요 설비 구성 시 

에너지 손실이 큰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추후, 에너지플로우 맵을 통한 시스템 그룹화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하고 에너지원 별, 주요 설비 구성

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활동을 도출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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