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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nergy consumpti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1)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was 12,825 (kWh/class) at elementary schools, 15,780 (kWh/

class) at middle schools, and 29,447 (kWh/class) at high schools,

2) Generally the smaller the size of the school, the higher the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However

according to the HVAC system there was no consistent pattern of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3) According to Box and Whisker’s Chart, distribution of energy consump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had small range. However, the range of high schools increased.

4) Energy consumption in winter season was larger than that of summer season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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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시스템은

2014년 기준 전체 교실의 98%가 개별식이며, 그 중

3/4 이상이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로 설치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HP는 2000년 초반부

터 보급이 확산되어 이제는 10여 년 이상이 경과되

었기에 어느덧 장비의 교체시점에 이르렀다.

학교의 에너지원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것은 물

론이고 교육적 차원으로도 인간과 자연을 고려하여

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

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로는 대전광역시 초등학

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1].

선행연구는 대전광역시 122개의 초등학교를 대상

으로 공조방식과 학교 크기(학급 규모)에 따른 에너

지사용량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비용을 분

석하였다. 공조시스템은 개별식으로 한정하여 EHP

만 설치된 학교, EHP와 GHP가 함께 설치된 학교,

그리고 GHP만 설치된 학교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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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학급 수 기준으로 10~19,

20~29, 30~39, 40학급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1, 2012년 2년간의 전기와 도시가

스 사용량이었으며, 전기사용량에는 조명·콘센트

등과 같은 일반 전기사용량이 포함된 것이었으며,

도시가스사용량은 취사용을 제외한 공조용만 적용

한 것이었다.

2. 조사대상 학교현황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에 대한 선행연구

에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였

으며, 또한 조사항목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뿐만 아

니라 월간 에너지사용률 분포까지 확대하였다.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의 2014년 현황은

초등학교 143개교(공립 141개교, 사립 2개교), 중학

교 88개교(공립 72개교, 사립 16개교), 고등학교 62

개교(공립 34개교, 사립 28개교)이다. 한편, 고등학

교는 학교유형에 따라 일반고 37개교, 자율고 8개교,

특목고 6개교, 특성화고 11개교이다.

위 학교 중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와 중앙식

공조시스템 학교 그리고 동일 교지 내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데이터는 2014년도의 연간 전기·도시가스

사용량과 2013년도의 월간 전기·도시가스사용량

이었으며, 전기사용량에는 전등, 조명 등과 같은 일

반 전기사용량이 포함된 것이고, 도시가스사용량은

취사용을 제외한 공조용만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은

Table 1과 같이 초등학교 130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53개교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교유형

별로 Table 2와 같이 일반고(I) 33개교, 특목고(T) 4

개교, 특성화고(S) 8개교, 자율고(J) 8개교이다.

선행연구에는 공조방식을 3개 그룹(E, E+G, G)으

로 구분하였으나 G그룹에 속한 학교의 수가 적어서

비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조방식을 4개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즉, EHP만 설치된 학교는 E, EHP와 GHP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나 EHP가 많으면 E+, GHP가

많으면 G+, 그리고 GHP만 설치된 학교 G로 구분하

였다. 

즉, 선행연구의 E+G그룹을 E+와 G+그룹으로 세

분한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조사

대상을 공조방식별로 살펴보면 E 53%, E+ 23%, G+

21% 그리고 G 3%로 GHP만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학교가 EHP로 설치되어 있

었다.

3.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분포

3.1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학생 수, 연면적 또는 공조

면적 그리고 학급 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

러나 신설되는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학

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존의 교지와 교

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수나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

어 본 연구에서는 학급당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Fig. 1의 (a)~(c)는 공조방식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의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kWh/class)이며,

Table 1. Classification of schools by the HVAC system

 (Units: No. of Schools)

HVAC 

Sys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Sum(%)

E 86 32 11 129(53)

E+ 18 14 25 57(23)

G 3 1 3 7(3)

G+ 23 15 14 52(21)

Sum 130 62 53 245(100)

(Remark) E; EHP, E+; EHP (Over 50%)+GHP, G; GHP,

G+; GHP (Over 50%)+EHP

Table 2.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s by Establish

Purpose (Units: No. of Schools)

HVAC 

System

Gene-

ral

 (I)

Special 

Purposed 

(T)

Speci-

alized 

(S)

Auton-

omous (J)

Sum

(%)

E 8 0 1 2 11(21)

E+ 13 3 5 4 25(47)

G 2 1 0 0 3(6)

G+ 10 0 2 2 14(26)

Sum 33 4 8 8 53(100)

(Remark) General(I), Special Purposed(T), Specialized(S),

Autonomous(J)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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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그림이다.

각 학교의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평균값은

초등학교 12,825(100%), 중학교 15,780(123%), 고등

학교 29,447(230%) (kWh/class)로 초등학교 < 중학

교 < 고등학교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조방식별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평균값

은 Table 3과 같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조방

식에 따른 일관된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공통적 사항은 학급

규모가 작아질수록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증

가하며 특히, 20학급 규모에서 10학급 규모로 작아

질 때 커다란 증가가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공조방식보다는 학교유형

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 1의 (d)는 고등학교의 학교유형에 따른 학급

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고(I)

24,689(100%), 특성화고(S) 26,826(109%), 자율고(J)

37,025(150%), 특목고(T) 58,794(238%) (kWh/class)

로 학교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3.2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분포

조사대상 학교의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평

균값 뿐만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에너지사용량 분

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학교의 연간 에너지 사용

량을 Box and Whisker Chart로 나타낸 것이 Fig. 2

이다.

Box and Whisker Chart는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

로 배열한 후, 전체 데이터의 중간 값을 median(Q2)

로 표시한다.

그리고 median(Q2)를 기점으로 상위의 큰 값들

중의 중간 값 median(Q3)를 정하고, 또 하위의 작은

값들 중의 중간 값 median(Q1)을 정한다. 

Table 3.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in schools

by the HVAC system  (kWh/class)

HVAC 

Sys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 12,367 16,433 24,810

E+ 12,638 14,465 29,570

G 11,656 12,361 43,593

G+ 14,840 15,482 29,840

AVG. 12,825 15,780 29,447

Fig. 1.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in schools

(kWh/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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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Q3-Q1) 사이를 IQR(Inter Quartile Range)

라고 하며, IQR×1.5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는

Outlier라고 한다. 즉, Q3는 데이터의 상위 25%, Q2

는 50%, Q1은 75%이며, IQR은 데이터를 크기순으

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데이터 군

이다.

Fig. 2의  기호를 설명하면,

는 Outlier, 은 IQR*1.5의 상한 값과 하한 값,

는 IQR을 표시한 것이며 박스 내의 ×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값, 그리고 수직선은 median을 표시

한 것이다.

Fig. 2의 (a)~(c)는 초·중·고등학교의 공조방식

별 학급당 연간 에너지 분포이며, (d)는 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의 IQR이 가장 작고 중

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은 상

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의 운영형태가 다양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학교로 학교유

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형태도 비슷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의 비율이 증가하고, 고등학

교에서는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

고, 자율고의 다양한 형태의 학교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특성을 보면, 일반고의

IQR이 가장 작고 특목고의 IQR이 가장 크게 나타나

고 있다. 특목고에는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 마

이스터고가 있으며, 그중 일부 학교는 교내 기숙사

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도 일반

고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월간 전기·도시가스사용률 분포

4.1 월간 전기사용률 분포

학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뿐만 아니라, 월간 또

는 계절별 에너지사용률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은 여러 학교의 2013년도의 월간 전기

·도시가스사용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월간데이터를 갖고 있는 학교는 연간데이

터를 갖고 있는 학교보다 적었으며, 월간데이터 중

에서도 도시가스데이터는 전기데이터보다 적었다.

월간 에너지사용률은 월간 에너지량을 연간 에너

지량으로 나눈 값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이다. 

Fig. 3의 (a)~(c)는 공조방식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의 월간 전기사용률 분포도이며 (d)는 학교유형

에 따른 고등학교의 분포도이다. 

대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두 유사한 형태

의 전기사용률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교의

9월 사용률이 특별히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Fig. 2. Box and Whisker Chart of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class in schools.

Table 4. Monthly Electricity and City Gas Consumption

Schools in 2013  (Units: No. of Schools)

HVAC 

Sys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lec. Gas Elec. Gas Elec. Gas

E 86 0 32 0 10 0

E+ 18 17 13 13 22 18

G 3 3 1 1 3 3

G+ 23 20 14 14 10 8

Sum 130 40 60 28 4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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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여름철 전기사용률이 초·중학

교에 비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

름철 학교 운영시간이 초·중학교에 비하여 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겨울철(12월~3월) 전기사용률은 연간

사용량의 41~44%, 여름철(6~9월) 전기사용률은 연

간 사용량의 28~32%로 겨울철 전기사용률이 여름

철에 비하여 약 1.4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

간 사용률을 살펴보면, 1~2월이 11~12% 정도로 가

장 높고, 10~11월은 5~6% 정도로 가장 낮다. 그러

나 연중 6~12% 범위 내에서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프의 형태가 비

슷하며 공조방식에 따른 변화나 학교유형에 따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보

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한 형태를 이루는 것은 연중

일정하게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겨울·여름철

에 공조용 전기가 추가되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4.2 월간 도시가스사용률 분포 

Fig. 4의 (a)~(c)는 공조방식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의 월간 도시가스사용률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

며, (d)는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교의 월간 도시가

스사용률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초·고등학교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

이고 있으나, 중학교는 초·고등학교와는 다른 형

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G(GHP 공조방식)의 곡선

이 다른 공조방식과는 구별되는 완만한 형태를 보

이고 있다.

GHP 공조방식은 겨울·여름철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EHP 공조방식에 비하여 월간 도

시가스사용률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그래프는 조사대상 학교가 1개교였기 때문

에 GHP 공조방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a)~(d)의 그림에서 보듯이 초·중·고등학교의

공조방식에 따른 월간 도시가스사용률의 변화는 찾

아보기 어렵다. 다만, 그림(d)의 고등학교의 월간 도

시가스사용률 분포도는 학교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

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겨울철(12월~3월) 도시가스사용률은

연간 사용량의 62~67%, 여름철(6~9월)의 도시가스

Fig. 3. Monthly Electricity Consumption Rate of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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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은 연간 사용량의 12~19%로 도시가스의 대

부분이 겨울철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별사용률은 1월이 가장 높았으며 연간사용량의

20~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 2, 3월에

도시가스사용량이 집중되는 반면, 6, 7, 10, 11월은

매월 3% 이하의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Fig. 3의 월간 전기사용률 분포도와 비교해 볼 때,

Fig. 4의 월간 도시가스사용률 분포도는 월간 변화

폭이 크면서 사용기간도 겨울철에 집중되는 차이점

이 있다. 전기는 조명·콘센트 등 일반용 전기를 기

저부하로 연중 일정하게 사용하지만, 도시가스는 이

와는 다르게 기저부하 없이 겨울·여름철 공조기간

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이외 기간은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월간 에너지사용량 분포를 분석하

기 위한 것이었다. 공조방식별 에너지 사용량의 분

석을 위해 EHP만 설치된 학교, EHP가 GHP가 함께

설치된 학교, 그리고 GHP만 설치된 학교로 구분하

였다. 특별히, 고등학교에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학

교유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학교 크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

기 위하여 학급 규모별로 10~19학급, 20~29학급,

30~39학급, 40학급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대

상 학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30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53개교였으며, 연구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연간 에너지사용

량은 초등학교 12,825, 중학교 15,780, 고등학교

29,447(kWh/class)로 고등학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이 초·중학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초·중·고등학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

상은 학급 규모가 작아질수록 학급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학급 규모와 10학

급 규모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조방식에 따른 연간 에너

지사용량의 일관된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3) 학교들 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분포는 초·

중학교에서는 그 폭이 작은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그 폭이 커졌다. 이는 초·중학교의 학교유형은 대

부분 동일하지만, 고등학교는 설립목적에 따른 학교

Fig. 4. Monthly City Gas Consumption Rate of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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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운영특성이 서로 상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고등학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일반고

100% 기준으로 특성화고 109%, 자율고 150%, 특목

고 238% 로 학교유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

었다. 

(5) 월간 전기사용률은 연중 5~12% 범위에서 완

만하게 변화하면서, 1, 2월이 최대 월이고 중간기

10, 11월이 최소 월로 나타났다.

연간 사용량 중 겨울철(12~3월)에 41~44%, 여름

철(6~9월)에 28~32%를 사용하는 것으로 겨울철 전

기사용량이 여름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월간 도시가스사용률은 연중 1~25% 범위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최대 월과 최소 월은 전기와

같았다. 그러나 연간 사용량 중 겨울철(12~3월)에

62~67%, 여름철(6~9월)에 12~19%를 사용하는 것으

로 겨울철에 도시가스사용량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7)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의 공조용

에너지원은 단일 에너지원보다는 복수 에너지원으

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과

겨울철 에너지사용량이 여름철보다 크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는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 기

본 연구는 2018년도 우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

원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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