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투자 비용 45,084,600원 투자 시

기존보다 4배에 해당 되는 환기량으로 인해

비말제거효율이 88% 이상으로 감염병 예방 가능

설계안과 같이 환기장치를 배치할 경우 교실 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음

환기량이 증가할 수록

비말제거효율 증가

급기구 위치 배기구 위치
공기령

(초)

비말 인자의

영향 유ㆍ무

CFD

시뮬레이션
급기구 위치 배기구 위치

공기령

(초)

비말 인자의 영향

유ㆍ무

CFD

시뮬레이션

대안1 중앙 천장 뒤쪽 바닥 4.68 O 대안3 앞쪽 바닥 뒤쪽 천장 6.2 O

대안2 앞쪽 천장 앞쪽 바닥 4.02 O
대안4

(선정)
복도 측 바닥 운동장 측 천장 4.8 X

건물명 : 전주중앙중학교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19 

연면적 : 3,239.52 ㎡

건축면적 : 860.07 ㎡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복도형식 : 편복도

설계대상건물 설계목표

환기개선 I 감염병 발생 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I 설치하는 설비의 수명이 다하기전 금액을

회수하면서 연간에너지 10%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환기설계

교실 특수교실

높이 2.6 m 2.7 m

면적 65.61 m2 66.49 m2

체적 170.6 m3 179.5 m3

필요환기횟수 3 회 3 회

소요환기량 512 CMH 539 CMH

∎ 기존 소요 환기량 계산

① 기존의 환기량보다 높은 환기량 필요

② 교육부 기준 시간당 환기 횟수(3회) 보다 4배 높은

환기량 설정 시 비말제거율 88% 이상의 효과

ㆍ교실 : 512 (CMH) * 4 = 2047 CMH

ㆍ특수교실 : 539 (CMH) * 4 = 2154 CMH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기량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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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 소요량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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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설계 적용 시

연간 회수비용

연간 조명요금

(원)
3,621,704 2,002,453 1,619,251

연간 소비전력

(kWh)
34,492 19,071 15,421

설치비용 (원) 10,376,062

경제성분석

∎ 냉난방에너지 계산 값

냉난방에너지절약설계

에너지절약설계최종안

램프종류
설치대수

(개)

기구별 총 소비전력

(W)

직관형 형광등

1200mm
583 18,656

컴팩트 형광등 45 1,620

전구형 형광등 75 1,500

직관형 형광등

600mm
16 320

백열전구 6 360

램프종류
설치대수

(개)

기구별 총 소비전력

(W)

직관형 LED

1200mm
492 7,872

직부등LED 61 1,098

컴팩트LED 45 630

직관형 LED

600mm
38 380

센서등LED 4 60

냉난방에너지절약설계 + 조명에너지 절약설계 적용시

설계 대상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의 20% 감량

연간 에너지 소요량 (kWh/㎡)연간 에너지 소요량 (kWh/㎡)

감염병 상황 및 비말제거가 필요한 상황에 에너지 사용량

평상 시 에너지에 35% 증량

6가지 대안중 에너지 소요량이 가장 적은 대안6 창호 + 단열재 두께변경을 선정함

현실적으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면 대안4 창호변경을 선택하는 대안도 선정 가능함

∎ 개선 후 조명

구분 항목 초기투자비용(원)

창호종류 +

단열재 종류 변경

경질우레탄 2종 1호

+ 압출법 보온판 특호
79,946,242

창호종류 +

단열재 두께 변경

비드법 보온판2호

+ 압출법 보온판 2호
82,5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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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에너지 계산 값

75                100               150               200               300               500                750 [lx]

∎ 창호 선정

외기에 직접 면한 창

제품명
뉴하드윈

V9 - CBF290

열관류율(W/㎡k) 0.628

창호 재질 AL + PVC

외기에 간접 면한 창

제품명
PS 240 

- CBF240

열관류율(W/㎡k) 0.705

창호 재질 AL CAP + PVC

∎ 설계 대안

종류 열전도율
(W/mk)

경질 우레탄
보온판 2종

0.023

종류 열전도율
(W/mk)

압출법 보온판
특호

0.028

∎ 단열재 선정

∎ 개선 후 교실 균제도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과 실내 조명의 균일한 정도를 RELUX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

데이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데이터파일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교실의 조도는 300~600lx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전에는 382lx 개선 후 조도는

314lx의 값을 보여줌

해당 값은 에너지절약 설계를 적용하여도 기준에 부합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자리의 조도 또한 개선 후

균일한 값을 나타냄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이 작을수록 단열성능이 높아짐

습기에 강한 압출법 보온판은 화장실에 사용함

열관류율 : 두께가 1미터에서줄거나늘면열관류율로표현

열전도율 : 단위두께에 대한 열적 특성

대안 2

대안 3

설계대안비교

대안 1

대안 4

환기장치배치도

∎ 환기장치선정

ㆍ 전열교환기 ㆍ 환기팬

풍량(CMH) 2200

소비전력(W) 1200

소음(dB) 50 이하

가격(원) 2,000,000

풍량(CMH) 680

소비전력(W) 50

소음(dB) 40

가격(원) 78,100

∎ 환기량증가에따른비말제거율

30

40

50

60

70

80

90

430 840 1020 1400 2200

효
율

(%
)

환기량

전열효율

10분후
비말제거효율

48.3

32.7

19.5 19.1
13.4

난방에너지 환기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냉방에너지

평상 시
78.8

48.3

19.5 19.1 13.4

환기에너지 난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냉방에너지

감염병 상황 시

166.4 165.6 165.4 

156.0 155.9 155.3 

단열재 종류 변경 단열재 두께 변경 단열재 종류

+두께변경

창호 변경 창호

+ 단열재 종류

변경

창호

+단열재 두께 변경

연간 에너지소요량 (kWh/m2)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 에너지 분석 ∎ 조명 광원효율 분석

조명에너지절약설계

에너지절약설계

개선 전 총 소비전력 = 22,456W

개선 후 총 소비전력 = 10,040W

조명 개선을 통해 기존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약2.2배 줄어듬

∎ 개선 전 조명

∎ 개선 전 교실 균제도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 합계

요구량 139.9 11.2 6.5 14.5 0.0 172.1

소요량 19.6 6.0 7.1 14.5 11.9 59.1

1차소요량 58.0 16.5 19.5 39.9 32.7 166.6

CO2발생량 9.9 2.8 3.3 6.8 5.6 28.4

등급용1차소요량 75.4 21.7 22.5 41.9 64.2 225.7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166.6

∎ 설계 대상 건축물의 기존 에너지 사용량

COVID-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 능력 저하 현상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큰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여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보장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비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학교 건물의
에너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건물의 환기 개선과 에너지 절약
Improving ventilation and saving energy in school buildings

이석현, 이찬혁, 김명훈

환기설계최종안

교실 1개소 초기투자 비용

환기장치 팬 시공비 합계

가격(원) 2,000,000 78,100 1,630,000 3,708,100

수량(개) 1 6

합계(원) 2,000,000 468,600 1,630,000 4,098,600

총 투자 비용

보통교실 특수교실

교실 수 9 2

단위 교실 투자 비용
(원)

4,098,600 4,098,600

총 투자 비용(원) 36,887,400 8,197,200

합계(원) 45,084,600

환기장치 수량

전열교환기 교실 당 1개

급기구 교실 당 3개

배기구 교실 당 3개

특수교실

급기구 배기구

위치 복도 측 바닥 운동장 측 천장

환기량 2,156 CMH

보통교실

급기구 배기구

위치 복도 측 바닥 운동장 측 전장

환기량 2,048 CHM

경제성분석

환기장치 배치 : 단면

환기장치 배치 :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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