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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study a new, optimum and renewable energy application 

method that can cover the minimum energy and operation costs within a range of school 

budgets. By deriving the optimum application method, it is expected to maximize the 

cooling/heating and water heating energy saving efficiencies for educational facil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carried out a study on the new/renewable energy utilization 

technique diffusion expansion method and the optimum method. As a result, the first 

optimum plan was introduced with the multi-type geothermal heat pump 174kW + solar heat 

collector 94 m² + highly efficient electronic cooling/heating device (EHP) 249.4kW.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optimum plan was induced as the multi-type geothermal heat pump 

255.2kW +  highly efficient electronic cooling/heating device (EHP) 168.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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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지시 제2008-3(’08.6.12)로 공

공기  에 지합리화 추진 지침에서 공공기 의 

신․재생에 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재

생에 지설치 의무화사업은 공공기 이 신축하는 

연면  3,000㎡이상의 건축물에 하여 총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 지 설치에 투

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에 지  재

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을 개정

(2008.3.14)한 후 학교시설을 포함한 신․재생에

지시설 설치의무화 상건축물을 “신축”에서 

“증․개축”까지 확 하는 내용의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이 2009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축학교는 부분 연면  

3,000㎡이상이므로 모두 신․재생에 지시스템을 

의무 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

교시설을 조사한 결과, 부분의 학교는 냉․난

방시스템으로 EHP나 GHP시스템을 선호하고 있

다. 개별제어가 가능한 이 두 시스템 에 력

단가가 낮은 학교에는 EHP를 냉난방방식으로 채

택하는 것이 비용 감측면에서 효과 일 것이다. 

한 EHP시스템을 주된 냉․난방방식으로 하여 

멀티형 물/공기 지열히트펌 와 연계한다면 냉난

방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이며 태양열 집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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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조사

시뮬 이션 상건물 분석

건물부하계산

규모별 신․재생에 지시스템  

용량산정

타 신․재생에 지시스템과   

LCC 비교

규모별 냉․난방 복합

신․재생에 지시스템 최 안 

제안 

결론

Fig. 2 연구흐름도 

Fig. 1 냉․난방  신․재생에 지 시스템 

나 태양 시스템을 통해 탕부하와 기부하를 

 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 신․

재생에 지 설비기기가 도입되고 정책이 앞서간

다고 하여도 교육시설의 신․재생에 지에 한 

도입 규모 등 정 용량기 이 없고 최 시스템

의 구축과 경제성이 분석되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에 지 약을 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스

템 구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산 범  내에서 에 지비용과 운 비용을 최소

한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 의 냉․난방  신․

재생에 지 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 이며 

최  용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흐름도는 Fig. 2와 같으며 부분의 

입력 자료나 스 쥴은 실제 학교를 조사하여 작

성하 다. 

재 시장에 출시 인 상당수의 시뮬 이션 로

그램과 달리 TRNSYS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각 

시스템 컴포 트 사이의 모든 상호 계를 완벽하

게 모사하고 모니터할 수 있다. 한 시뮬 이션 

시간간격도 몇 시간부터 몇 까지 자유롭게 설

정 가능하다. 각 시스템 컴포 트가 모듈식 구조

이기 때문에 펌 , 칠러, 냉각탑, 태양열 집열기 

등 원하는 사양 로 자유롭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HVAC 기기, 멀티존 모델, 각종 콘트

롤러  태양열 집열기와 같은 약 60여 개의 표

 컴포 트 모델을 제공하며, 기상화일 처리기 

 스 쥴 리기, 결과 출력장치 등을 제공한다. 

특히 TRNSYS는 건물 성능 시뮬 이션 로그

램  건물의 실질  동  반응을 모사할 수 있

는 temperature-level-control로 해석할 수 있는 

로그램  하나이다. 이에 본 로젝트에서는 

TRNSYS가 건물 열성능 시뮬 이션 로그램으

로 한 것으로 단되어 본 로그램을 이용

하여 해석하 다.

Fig. 3  TRNSYS시뮬 이션 개념도

3. 학교 냉난방용량 산정

3.1 소규모 학교

소규모학교의 기 은 1～15학 이며 연면  

7,000m²미만의 규모로 정의하 다. 교실의 실면

모듈은 67.5m²이며 모듈면 당 11.6kW용량의 

실내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 으

로 12학 규모 학교(연면  6,000m²)의 실 체

에 한 냉․난방용량을 산정한 결과, 소규모학

교에는 약 423.4kW의 용량의 냉․난방기기가 필

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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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실명

면

(m²)
수

총면

(m²)

필요용량

(kW)

일반

교실

수업교실 67.5 12 810 139.2

소강의실 33.75 2 67.5 11.6

강의실 67.5 2 135 23.2

리

교실

교무실 67.5 1 67.5

46.4
교장실 67.5 1 67.5

행정실 67.5 1 67.5

보건실 56 1 56

특별

교실

음악 101.25 1 101.25
23.2

비실 33.75 1 33.75

미술 101.25 1 101.25
23.2

비실 33.75 1 33.75

과학실 101.25 1 101.25
23.2

비실 33.75 1 33.75

가정실 101.25 1 101.25
23.2

비실 33.75 1 33.75

지원

교실

컴퓨터실 67.5 1 67.5 11.6

도서실 168.75 1 168.75 29

어학실 67.5 1 67.5 11.6

식당 350 1 350 58

총   계 2,464.8 423.4

Table 1 12학  규모의 실면   용량산정표

*1HP=2500kcal/hr=2.9kW기

3.2 냉난방시스템

건축공사비의 5% 기 으로는 지열원 히트펌 시

스템을 모든 실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냉․난방시스템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학교시설

을 조사한 결과, 부분의 학교는 냉․난방시스

템으로 EHP나 GHP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흡수식 냉온수기나 지역난방 등의 앙 냉․난방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냉․난방방식의 교

체를 희망하고 있거나 교체 계획 이었다. 한 

소규모학교에는 EHP, GHP 등의 개별제어가 가

능한 시스템이 유리하며 용량인 흡수식 냉온수

기는 부 합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을 용하지 않은 실들은 EHP, 

GHP를 용하여 냉․난방에 지를 계산하도록 

하 으며 냉․난방기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물-물

지열히트

펌

EHP GHP
흡수식 

냉온수기

냉방

COP
5.00  4.11¹ 3.81 1.00 1.00

난방

COP
5.42 4.24 3.23 1.20 0.80

1) 냉방능력 : 열원수 입구온도 25℃, 냉수출구온도 7℃기

 난방능력 : 열원수 입구온도 12℃, 온수출구온도 50℃기

2) 냉난방 COP : 신·재생에 지기업체, 냉·난방기기업체의 성능자료

Table 2 냉․난방시스템별 특징 비교

3.3 신재생에 지시스템

학교는 부분 낮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기부하나 탕부하가 낮시간에 발생된다. 

태양 발 시스템은 력피크부하를 낮출 수 있

으며 태양 탕시스템은 탕부하에 바로 응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설치하기 합한 

신․재생에 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태양 모듈 구 분
진공 형 

집열기

정격최 출

력

(Wp)

175
집열 수량

(pcs)
18

개방 압

(V)
44.50 면 (m²) 3.41

단락 류

(A)
5.36

유효집열면

(m²)
3.00

최 동작

압(V)
35.65

열매체용

(L)
2.4

최 동작

류(A)
4.91

집열량

(Kcal/day․

m²)

2,280

모듈효율

(%)
14

최고온도

(℃)
295

규격

(mm)

L×W×T

1570×78×40
진공 길이

(mm)
1,500

Table 3 태양  모듈과 진공 형 집열기 사양

3.4 최  도출안 시뮬 이션

신․재생에 지 용비율을 선정하기 해 건축공

사비 5%를 기 으로 학교에 태양열 집열기, 멀티

형 지열원 히트펌 , 태양 발 시스템을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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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P

(kW)

멀티형 

지열원히

트펌

(kW)

태양열 집열기(m²)

0 28 56 94 124 154 184 214 244 281

168.2 255.2
13,621 
0.0 

191.4 232
13,985 13,422 
3.0 0.0 

220.4 203
14,149 13,595 13,138 

에 지비용(천원)
6.6 3.4 0.0 

249.4 174
14,435 13,825 13,355 12,845 

태양 시스템(kW)
10.1 7.0 3.9 0.0 

278.4 145
15,182 14,628 14,106 13,610 13,355 
13.7 10.5 7.4 3.2 0.0 

307.4 116
15,424 14,813 14,343 13,852 13,601 13,493 
17.2 14.1 11.0 6.7 3.4 0.0 

336.4 87
15,650 15,092 14,626 14,078 13,884 13,771 13,768 
20.8 17.7 14.5 10.3 6.9 3.6 0.0 

365.4 58
15,916 15,358 14,888 14,344 14,094 13,985 13,969 14,102 
24.3 21.2 18.1 13.8 10.5 7.1 3.8 0.0 

394.4 29
16,313 15,755 15,289 14,741 14,495 14,382 14,370 14,429 14,620 
27.9 24.8 21.6 17.4 14.0 10.7 7.3 4.0 0.0 

423.4 0
16,456 15,827 15,357 14,865 14,615 14,506 14,489 14,553 14,660 14,869 
31.5 28.3 25.2 20.9 17.6 14.2 10.9 7.5 4.2 0.0 

Table 4 냉난방에 지  탕에 지 비용 비교표

여 에 지비용을 비교하 다. 건축공사비 5% 비

용의 범  안에서 태양열 집열기와 멀티형 지열

원 히트펌 를 용하고 남은 비용으로 태양 발

시스템을 용하 다. 그 결과, 집열기 면 이 

늘어날수록 에 지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같은 규모의 집열기를 설치할 때,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와 태양 시스템을 조합

하기보다는 멀티형 히트펌 로 나머지시스템을 

담당하는 것이 에 지비용이 었다. 이는 집열

기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열에 지가 지열원 히

트펌  용을 통해 감되는 에 지나 태양 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기에 지보다 크고 열

효율이 높기 때문이며 학교시설의 경우 가스단가

가 기단가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태양열, 지열, 태양  순으로 설치를 고려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에 지를 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태양열시스템은 생산되는 열이 

특정시간(낮)에 편 되어 있고 부하가 은 날이

나 없는 날의 경우, 집열된 태양열이 부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시스템작동이 단되고 축열온

도 상승으로 인해 집열부의 작동온도가 높아져 

집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용량의 

집열기를 선택한 후 남은 설치비용으로 멀티형 

히트펌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리고 멀티형 히트펌  용 시 냉․난방부하가 

큰 실을 심으로 용하는 것이 에 지 감효과

가 클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재실도나 재실인

원이 많은 실인 수업교실, 보건실, 교장실, 행정

실, 교무실, 식당에 지열원 히트펌 를 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4. 안별 비교평가

소규모의 학교의 표연면 은 6,000m²으로 건축

공사비는 약 59억원이다. 이 공사비의 5%인 약 2

억 9천만원을 신․재생에 지설비에 투자할 시에 

제안한 안은 다음과 같다. 태양열 탕시스템의 

정규모는 94m²이고 나머지비용을 멀티형 지열

원히트펌 로 설치할 시 용할 수 있는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용량은 174kW이다. 그리

고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 GHP로 남은 

냉․난방부하를 담당하도록 안을 제시하 으며 

소규모학교는 시설에 용하는 냉․난방용량이 

작기 때문에 용량 인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

하 다. 건축공사비의 5%를 모두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 안 4)와 태양 발 시스템( 안 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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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여 나머지 안과 

비교하 다. 

구

분
안 1 안 2 안 3 안 4 안 5

냉

난

방

방

식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174kW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174kW

물-물

지열히

트펌

 174kW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시스템 

255.2kW

EHP

423.4kW

EHP

249.4kW

GHP

249.4kW

GHP

249.4kW

EHP 

168.2kW

태양

발

시스템 

31kWp

탕

방

식

태양열

집열기 

94m²

+보일러

100,000

kcal/h

태양열

집열기 

94m²

+보일러

100,000

kcal/h

태양열

집열기

94m²

+보일러

100,000

kcal/h

보일러

100,000

kcal/h

보일러

100,000

kcal/h

 Table 5  안별 시스템 용용량

4.1 에 지비용 비교

안 1과 안 2의 에 지비용의 차이는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과 GHP시스템의 에 지비

용 차이로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가 GHP

시스템보다 COP가 더 크며 GHP시스템이 에

지원으로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 으로 높

은 가스단가로 인해 에 지비용이 큰 것으로 

단된다. 안 2과 안 3의 에 지비용의 차이는 

멀티형 지열원히트펌 와 물-물 지열원히트펌

의 에 지비용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가 인 

실내측 순환펌 의 동력소요, 상 으로 낮은 

COP로 에 지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태양열집열  면  94m²을 기 으로 나머지비용

을 멀티형 지열원히트펌 (174kW)설치 시 연간

에 지비용은 12,747천원으로 가장 비용이 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설치비용을 멀티형 

지열원히트펌 (255.2kW)로만 용했을 시에도 

에 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Fig. 4  안별 에 지비용비교

4.2 기투자비용 비교

안별 기투자비  가장 은 비용이 드는 것

은  멀티형 지열원히트펌 , 고효율 기식 냉난

방기(EHP)를 용한 안 4이다. 총 기투자비

용이 439,316천원으로 안 1과 비교하여 19,383

천원이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태양열집열

기 설치비용으로 인해 멀티형 지열원히트펌  설

치용량이 어 들고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

(EHP) 설치용량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 3의 경

우, GHP설치공사비나 장비비가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에 비해 높아 기투자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안별 기투자비용비교 

4.3 LCC비용 비교

LCC평가를 해 기투자비는 앞서 산정한 안

별 기투자비를 이용하 다. 신․재생에 지시

스템의 유지 리비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의 유지 리비는 기기가격

의 0.75%를 용하 다. 

안 1, 4, 5에 해서 총 생애비용을 계산한 결

과, 안 4가 총 생애주기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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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안 1은 에 지비용이 가장 낮았

지만 안 4와 비교하여 소규모학교에서는 투자

비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와 

규모학교의 경우는. 생애주기비용의 차가 근소

하나 기기교체시기로 인해 투자비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5는 에 지비용과 기투

자비용이 모두 높았기 때문에 총 생애주기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LCC비교 

5. 결론

교육시설을 소, , 규모로 구분하고 신․재생

에 지 의무투자비율인 건축공사비 5%의 비용한

도 내에서  멀티형 지열원히트펌  시스템, 고효

율 기식 냉난방기(EHP)을 연계한 복합시스템

과 타 신․재생에 지  냉․난방시스템을 비교 

평가한 결과, 에 지비용은 멀티형 지열원 히트

펌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진공 형 태

양열집열기시스템 <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고

효율 기식 냉난방기(EHP) < 멀티형 지열원히

트펌 +GHP+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시스템 

는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태양 발 시

스템 < 물-물 지열히트펌 +GHP 순으로 증가하

다. 

기투자비는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 <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시스템 <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

태양 발 시스템 <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GHP+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시스템 < 물-물 

지열히트펌 +GHP 순으로 증가하 으며 LCC분

석 결과,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가 학교시설에 합한 시스템으로 

도출되었다. 

연면  6,000m², 12학  소규모 학교의 최  1안

은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  174kW+태양열집열기 

94m²+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 249.4kW이

고 최  2안은 멀티형지열히트펌  255.2kW+고

효율 기식 냉난방기(EHP) 168.2kW으로 도출

되었다. 

에 지나 시설투자비 측면에서 멀티형 지열원 히

트펌 시스템은 교육시설의 에 지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고효율 기식 냉난방기(EHP와 

연계한 냉․난방복합시스템을 신․재생에 지설

비 의무투자비로 설치한다면 연간 리비가 한정

되어 있는 교육시설에 낮은 력단가와 피크부하

의 감소로 연간 소비하는 에 지와 리비를 

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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