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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ying cooling system and ventilation system separately in a apartment, it's not only difficult to achieve optimum control 

to save energy but also restrictive on floor or ceiling height‘s usage. Moreover it is uneconomical in the aspect of LCC. So 

cooling and ventilation integrated system development has been very vital up to now.

As the result of 4 years round study, we developed cooling and ventilation integrated systems which are suitable to control 

comfort and IAQ conditions in high-rise dwelling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combine cooling and ventilation applying to 

apartment houses was all air system. In consequence of the mock-up model testing, its compatibility and performance meet to 

the required conditions of ventilation standard and thermal comfort. To develop cooling and  ventilation combined systems, we 

have performed a lot of works - documents and questionnaire surveys, measurements of finishing material's contaminants 

emission level, cooling and heating load analysis, set up of the optimum ventilation volume, system components evaluation and 

design, mock-up system building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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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1.1 연구의 목

최근 도시를 심으로 건립되고 있는 고층 주거건

물은 탑상형이 주류를 이루며 실내마감재도 인공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한 고도가 높아 외기의 풍압과 연돌효

과에 크게 향을 받으며, 외피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면

과 함께 외주부면 비(P/F 비)1)는 큰 반면에 경량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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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부면 비(P/F 비)는 바닥면 (Floor)당 페리미터존

(Perimeter Zone)의 면 비로 외피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면 이 

증가할수록 외기의 향을 받는 페리미터존이 증가하여 건물 부

하량에 향을 미친다.

인하여 열용량이 작으므로 실내환경은 외부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이러한 취약한 특성을 보완하기 하여 

고층 주거는 고단열, 고기  구조로 설계되며 안 상 

폐창을 채택하는 계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는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활동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오염물질이 실내에 정체되기 좋은 조건이 

되므로 재실자의 건강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0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 0.7회/h 이상의 상시환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열교환방식의 강재

환기시스템이 리 설치되고 있다. 한편, 여름철 냉방을 해 

각 세 에는 직팽(DX)방식의 패키지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냉방시스템은 각 방을 냉방하는 멀티형과 

거실만을 냉방하는 방법으로 별할 수 있다. 물론 냉방은 

덕트를 이용한 공기 방식을 용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경우 3.2～3.4미터 내외의 제한된 층고에서 덕트부설을 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거의 채용되지 않고 있는바 환기와 

냉방은 각기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한 즉, 냉방과 환기를 병용하는 

시스템을 용한다면 시스템의 단순화  공사의 용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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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약과 같은 이 뿐만 아니라 장치측면에서의 통합  

최 제어를 통해 에 지 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술한 환기  냉방기능이 통합된 “냉방통합형 

환기시스템” 개발과 련하여 시제품제작을 한 근방법

과 개발한 시작품의 운 시험결과, 장 용가능성에 해 

정리하 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층 공동주택에 합한 냉방통합형 환기

시스템을 개발을 목 으로 환기시스템 설계 로세스의 

수립, 시스템 개발연구, 시작품제작, 시작품성능실험 순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1) 환기시스템의 설계 로세스 수립

고층 공동주택에 합한 환기시스템 개발을 한 환기

시스템 설계 로세스를 수립하여, 각 설계단계에서 건축 , 

설비  제약사항과 개선사항을 체계 으로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안에 하여 검토한다. 

(2) 환기시스템 련 설문조사  평가

환기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알아보기 해 문가를 

상으로 기존공동주택에 용되는 기계환기시스템의 

문제   개선 , 시스템구성요소의 특징 등을 조사한다.

(3) 고층 공동주택의 환기방식 결정

고층 공동주택에 합한 에 지 약 인 환기방식을 

결정하기 해 상평면을 선정/분석하고, 냉방부하를 계산

하여  환기와 냉방 풍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안별 환

기시스템의 장비용량을 산정한다. 

(4)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시작품 설계  제작

공동주택에 한 환기량  환기방식에 맞는 환기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장치를 설계하고 보완을 통해 냉방

통합 환기시스템 시작품을 제작한다.

(5)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성능실험

제작된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을 Mock-up 실험실에 설치하고 

시작품의 기량, 배기량, 실험실의 온습도 상태, 환기시스템 

내부의 기  배기의 온습도를 측정하여 환기시스템의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한다.

2. 환기시스템의 설계 로세스

일반건물 는 공동주택의 환기방식으로는 자연환기, 

기계환기, 하이 리드환기 등 다양한 환기방식의 용이 

가능하다.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높이, 층고 

 천장고, 평면형태, 입면형태, 건물구조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채택 

가능한 시스템을 선장하게 된다. 안정된 환기를 유지하기 

해서는 자연환기로는 부족하고 기계환기의 채택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에 지 약과 실내 환기를 

고려한 환기시스템의 설계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2.1 환기시스템 련 설문조사  평가

재 고층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환기의 문제   

개선안을 도출하기 하여 주  응답형 설문과 AHP기법

(계층분석법)을 혼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 설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문가를 상으로 

회수한 29부 에서 신뢰성지수(CR) 10%를 통과한 15명의 

응답결과를 토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의 개선

재 공동주택에 용되고 있는 환기시스템에서 개선이 

시 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은 환기효율, 열 쾌 성, 부하

변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거건물의 각 실에 합한 환기방식

각 실에 합한 환기방식은 거실  침실인 경우 자연 환기를 

병행하는 세 별 앙환기방식이, 주방과 욕실에는 국소환기

방식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는 자연환기병용의 

주동별 앙환기방식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목표에 

따른 

환기문제  

악  

환기요구 

우선순  결정

․건축구조에 기인한 기류역류, 침기  기  

가능성 검토

․실내오염물질 발생 황 악

․ 기의 분포  흐름 향요인 악

․도입외기의 여과 필요성 검토

⇩

환기량 결정
․재실자수를 고려한 기량 설정

․실내오염물질 배출/희석을 한 환기횟수 설정

⇩

환기 략 수립

․실내압력조건을 고려한 환기방식 용성 검토

․열회수장치 용성 검토

․냉난방장치와 통합된 환기방식의 용유무 검토

⇩

환기방식  

장치 선정

․환기요구우선순 에 따른 환기시스템 구성요소 

 장치 선정

․환기장치를 통한 기조건이 실내온열환경에 

미치는 향(드래 트, 습도) 고려

․정숙성, 유지 리 용이성 고려

⇩

환기시스템의

콘트롤러 선정

․ 근성, 신뢰성  작동 메카니즘 고려

․조 기 선정 : (정풍량 연속환기)

․조 기용 센서류 선정  

․냉난방시스템과 통합 시 냉난방용 팬  덕트 

계통과 연동성 고려

⇩

덕트   그릴 

설계

․덕트재질, 덕트의 노출/은폐, 덕트보온 결정

․ 항 최소화하기 한 굴곡부 최소화시공

․덕트치수, 덕트기구류 치수결정

․청소  유지 리 용이성 고려

⇩

환기시스템 

설치

․덕트계통의 기 방지

․장치계통의 진동과 소음의 최소화

․조 기의 활용/작동 스 쥴 용 

⇩

기량 / 

배기량 측정 

․각 취출구/흡입구의 실측풍량은 설계풍량의 

±10% 이내로 조정

그림 1. 냉방통합형 환기시스템의 설계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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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층 거주자의 불만사항

고층거주자의 불만사항은 환기  취기제거 효과 미흡, 

Air Balance 미흡, 자연환기불가, 사용불편, 소음발생, 유지 리

불편, 겨울철 콜드드래 트 발생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4) 환기시스템의 제어 방안

효과 인 환기시스템 제어방법에 해서는 IAQ 센서에 

의한 자동운 제어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문개방에 

의한 자연환기방법도 비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5) 환기성능 개선방향  시스템 구성요소의 요도

환기요소 개선방향을 해 환기성능은 청정도, 열 쾌

성, 소음성능, 에 지성능, 기류분포, 사용편의성 순으

로 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기시스템 구성

요소간 상  요도는, 열교환기, 제어시스템, 팬, 덕트계통, 

외기도입구, 디퓨져 , 배기구의 순으로 요시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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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기개선항목에 한 

순 별 응답분포

각 실에 대한 추천 환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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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실에 합한 

환기방식 응답분포

실내에서 환기경로 확보방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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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기용 공기통과 경로에 

한 응답분포 

환기제어방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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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기제어방식에 한 

응답분포

3. 고층 공동주택의 환기방식 결정

고층 공동주택에 안정된 환기를 해서는 1종 환기

(Push-Pull)방식이 가장 효과 이다. 2종 환기  3종 환

기는 연돌효과에 따라 풍량이 변동하기 쉽고 겨울철에 

결로의 험성  고기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고층 

주거에서 채택하기에 부담이 크다. 고층 주거건물에 용 

가능한 냉방과 환기를 겸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천장덕트형 

공기방식(All Air)과 환기덕트와 멀티형 직팽코일형식을 조합한 

방식(Air + DX 코일)이 있다. 

환기용 냉방풍량(최 냉방부하의 15% 정도만을 감당 가능함)

으로는 성하기 주간에는 실내부하를 감당하기에 으로 부

족하지만 성하기를 제외한 6월, 9월의 주간부하와 성하기라도 

일사가 없는 야간에 실내온도를 1～2℃ 상승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의 부하는 감당할 수 있다. 후자(Air + DX 코

일)의 경우는 환기덕트와 멀티형 실내기를 모두 설치하므로 상

황에 따라 운 방법의 다양화를 꾀할 수 는 있겠으나 실 으

로 용에 따른 문제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기 방식만을 고려의 상으로 삼

아 설문조사를 토 로 도출한 고려한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구성요소  장치용량, 덕트설치 공간  기타 건축  필요

사항을 알아보기 하여 모델세 를 상정하여 냉방부하와 풍

량의 계를 심으로 검토하 다.

3.1 고층 공동주택의 냉방부하의 검토

목표하는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냉방용량을 악하기 

해 고층 공동주택모델 건물을 선정하고 이를 상으

로 고층 공동주택의 냉방부하량을 계산하 다. 상건

물은 재 입주 에 있는 진구 S 주상복합건물로 지

상 58층의 규모를 갖는 커튼월의 타워형 고층 주거건

물이며 코어부를 심으로 층당 4세 의 주거공간이 구

성되어 있다. 상건물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치 서울시 진구

건물면 28,740.45 ㎡

연면 286,895.77 ㎡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58층

용도, 세 수 상업시설, 주거용 아 트

표 1. 상건물 개요

(1) 상 건물의 기  모델 작성

구성 재료 두께
열 도율
(W/m℃)

열 항
(㎡℃/W)

외벽-1

(바닥)

내부 
표면 항-수평(하향) - - 0.0860 

타일 11.0 1.3 0.0085 

시멘트모르타르 30.0 1.4 0.0214 

콘크리트(일반) 250.0 1.6 0.1563 

압출법 보온  특호 50.0 0.027 1.8519 

외부 간  
표면 항-최하층 - - 0.1500 

외벽-2

(수직벽)

외부 직  
표면 항-외벽 - - 0.0430 

콘크리트(일반) 700.0 1.6 0.4375 

미네랄울 50.0 0.03 1.6667 

석고보보드 30.0 0.18 0.1667 

내부 표면 항-수직 - - 0.1100 

외벽-3

(지붕)

외부 간  
표면 항-최상층 - 0.0860 

무근콘크리트 130.0 1.6 0.0813 

일체형 복합 방수

콘크리트(일반) 250.0 1.6 0.1563 

압출법 보온  특호 110.0 0.027 4.0741 

공기층 
장시공(1CM 과) - 0.0860 

석고보드 9.5 0.18 0.0528 

내부 
표면 항-수평(상향) - 0.0860 

칸막이벽

외부 간  
표면 항-외벽 - 0.1100 

콘크리트(일 반) 700.0 1.6 0.4375 

미네랄울 50.0 0.03 1.6667 

석고보드 9.5 0.18 0.0528 

타일 9.0 1.3 0.0069 

내부 표면 항-수직 - 0.1100 

24㎜ 

복층유리

열 류율(W/㎡K) SHGC 차폐계수 취득총열량 
(W/㎡)

2.7 0.72 0.83 545

표 2. 주요 구조부 재료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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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부하량을 악하기 해 선정한 고층 공동주택의 

검토 상 세 는 120㎡(약 40평)과 150㎡(약 50평) 등 2세 로 

부하는 에 지 해석 로그램인 DOE-4.0을 이용하여 계산

하 다. 에 지 시뮬 이션 조건으로 실내온습도는 여름철 

건구온도 26℃, 상 습도 60%, 겨울철 22℃, 50%로 설정

하 고, 단 세  거주인 수는 ASHRAE Fundamentals 

Handbook 2001 를 참고하여 4명으로 설정하 으며, 벽체

의 물성치  실내 발열량은 표 2, 표 3과 같다.

공간 종류 발열량 산출근거

안방
인체 • 열:52 ㎉/h •잠열:28 ㎉/h • 24℃ 정좌

조명 • 3.66 W/㎡ • 형 등 30w×2EA

작은방 

1

인체 • 열:55 ㎉/h •잠열:36 ㎉/h • 24℃가벼운 작업

기기 • 8.19 W/㎡ • PC50W, 모니터 65W

조명 • 4.27 W/㎡ • 형 등 30w×2EA

작은방 

2

인체 • 열:55 ㎉/h •잠열:36 ㎉/h • 24℃ 가벼운 작업

기기 • 3.70 W/㎡ • 책상용 스탠드27W

조명 • 8.23 W/㎡ • 형 등 30w×2EA

거실

인체 • 열:52 ㎉/h •잠열:28 ㎉/h • 24℃ 정좌

기기 • 12.43 W/㎡ • 25 인치 TV 160W

조명 • 9.32 W/㎡ • 형 등 30w×4EA

주방

인체 • 열:58 ㎉/h •잠열:56 ㎉/h • 24℃ 작은 동작

기기 • 3.74 W/㎡ • 500ℓ 냉장고 76W

조명 • 4.92 W/㎡ • 형 등20w×2EA

• 백열 구60w×1EA

표 3. 실내 냉방부하량

외기조건은 서울지방 설계온도(TAC 2.5%) 31.1℃, 실내

온도 26℃를 용하 다. 각 세 의 부하를 실 체, 거

실, 기타실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40p y 시간에 따른 냉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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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 체, 거실, 기타실의 냉방 부하량 (세 면 125㎡)

50p y 시간에 따른 냉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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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 체, 거실, 기타실의 냉방 부하량 (세 면 155㎡)

 일 일 최  냉방부하는 세 면  125㎡(약 40평)의 경우 14시

에 약 5,042㎉/h, 세 면  155㎡(약 50평)의 경우 18시에 

약 6,098kcal/h 으로 나타났다. 두 세 의  최  냉방부하

가 발생하는 시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상건물의 경우 탑상형으로 이루어져 두 세 간의 

향이 달라(세 면  125㎡-북향, 세 면  155㎡-남향) 최

 냉방부하가 발생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에 지 해석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최 냉방부하를 

토 로 고안하는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장비용량을 검

토하 다.

3.2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장비용량 검토

120㎡(약 40평) 세 와 150㎡(약 50평) 세 의 장비선정

을 한 냉방부하 집계표는 표 4와 같다. 각 세 에서 거

실부하는 거실만을, 기타실은 거실을 제외한 각 방을, 

체는 거실과 각 방을 합한 냉방부하이다. 표 4에서 열

( 열+잠열)은 냉방장치 용량 계산에, 열은 냉방풍량 

(팬  덕트) 계산의 근거로 삼았다. 

평형 구분
열

(kcal/h)

열

(kcal/h)

냉방용량

산정

팬풍량

산정
기타

40평형

(14:00)

거실
1,935

+(514)

1,935

+(295)
2,449 2,230 거실 냉방

기타실 3,107 2,593 3,107 2,593 기타실 냉방

체 5,042 4,528 5,446 4,528 체실 냉방

50평형

(18:00)

거실
3,475

+(514)

3,475

+(295)

3,475

+514

3,475

+295
거실 냉방

기타실 2,623 2,109 2,623 2,109 기타실 냉방

체 6,098 5,584 6,098 5,584 체실 냉방

* 풍량 산정은 실내와 공 온도의 차를 12℃로 하 으며 공기의 

용 비열은 0.288 kcal/㎥℃로 계산하 다.

* +(514), +(295)는 잠열값으로 열에서의 잠열은 냉방장치 용량 계산 

시, 열부분에 기재 된 잠열값은 팬충량 산정 시 이용하 다.

표 4. 40평과 50평의 장비선정을 한 냉방부하 집계표

 40평형 세 에서 체실을 냉방할 경우는 열원장치용

량은 5,042kcal/h이며 이때 송풍용량은 4,528kcal/h로 산

정한다. 반면에 거실과 기타실을 시간별로 구분하여 사용

한다면 거실보다 냉방부하가 많은 기타실을 기 으로 각

각 3,107kcal/h  2,593kcal/h이 된다. 50평형의 체실 

냉방은 6,098kcal/h, 5,584kcal/h이며 존별로 구분하여 냉

방장치를 산정한다면 기타실보다 냉방부하가 많은 거실

을 기 으로 각각 3,989kcal/h, 3,770kcal/h가 된다. 

3.3 덕트 크기 결정

부하에 따라 선정한 팬 풍량에 하여 주 덕트  각 

실별 분기덕트의 크기를 선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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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풍량(㎥/h) 주덕트(3m/s) 분기덕트(3m/s)

40

평형

체용량 1,310 1,000×125 400×100×3개

선정용량 750 550×125 250×100×3개

50

평형

체용량 1,616 1,200×125 500×100×3개

선정용량 1,091 800×125 350×100×3개

* 주덕트는 냉방장치와 분배기까지 크기를 의미하며 분기덕트는 

분배기와 각 실의 디휴 까지 덕트를 의미한다. 

* 실제 덕트의 외  크기는 보온 25mm를 하기 때문에 덕트크기에 

50mm를 더하여야 한다.

표 5. 팬 풍량을 기 으로 한 주 덕트  실별 분기덕트 크기

분기덕트의 설계는 덕트스페이스를 이기 해 분배

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로 하 다. 덕트 분배기(air 

distributer)를 설치하는 이유는 덕트 크기를 이고 각 

실의 풍량제어를 쉽게 하기 한 것으로 실의 구분은 거

실, 실1, 실2, 실3 으로 나 어 검토하 다.

3.4 공동주거 건물에서의 환기 방식

(1) All - Air 환기 방식 개요

All-Air 방식의 용방법은 첫째, 최 부하로 실 체

를 100%냉방하는 방법과 둘째, 존(zone) 부하로 사용시간

에 따라 냉방하는 방법이 있다. 체실을 냉방하는 개념

은 일요일과 같이 한 낮에 재실자가 집안에 체류하는 조

건 즉, 각 실의 사용율이 100%일 경우에 비하여 일견 

바람직하겠으나 부하를 감당하기 해서는 덕트를 설

치하기 한 층고의 증가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실

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공동주택에서 흔

히 용하고 있는 거실 주의 냉방방식에서 좀 더 개선

된 방식으로서 거실존과 기타실 존을 구분하여 보다 은 

냉방장치용량으로 조닝별 냉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

다. 즉, 부하가 큰 주간  녁시간 에는 (주로 거실

심의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거실 존을 주로, 야간  취

침 시는 (거실을 떠나 개별 실로 이동하여 재실하게 되므

로) 기타 실을 냉방하는 방식이며 냉방부하가 을 때(피

크치를 벗어난 오 시간과 늦은 오후시간)는 체실을 냉

방하는 방식이다. 그림 8은 시간에 따른 냉방부하 변화에 

한 조닝 냉방으로 처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하 기 냉방부하 패턴

표 6은 이러한 All - Air 환기방식의 거실  기타실의 사

용 패턴  그에 따른 냉방제어 mode를 설명한 것이며, 그림 

9는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조닝(zoning) 거실 존 기타 실 존
냉방부하 패턴

실명 거실,주방 실1,2,3

 1. 주간(8:00～20:00) 냉방(강) ×
높음(peak 

14:00～17:00)

 2. 녁(20:00～23:00) 냉방( ) 냉방( ) 보통(일몰 후)

 3. 취침(23:00～7:00am) ×
냉방

(강 or )

낮음

(일 최 기온)

 4. 환기시(냉방이외 시간) × × 냉방부하 없음

 5. hood fan사용 시 

   (냉.난방)
기(강) ×

* 냉풍 는 

온풍

표 6. 거실  기타실의 사용 패턴  그에 따른 냉방 mode

 

그림 9. 냉방 + 환기 시스템의 다이어 그램

4. 냉방 통합 환기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설치

4.1 냉방통합 환기시스템 시작품 제작

(1) 시스템 개요

그림 10은 냉방통합 환기 유닛의 다이어그램  시작

품이며, 표 7은 유닛의 구성  각 구성요소들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냉방통합 환기 유닛의 다이어그램  시작품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유닛 크기는 800㎜×1,200㎜×1,900㎜ 로서 

하부는 콤 셔  물탱크, 상부는 증발  응축코일과 

팬이 설치되어 있다. 물탱크는 증발코일에서 응축된 응축

수  수 을 통해 장된물을 응축코일에 살수하여 

응축열을 증발냉각에 의해 효과 으로 제거코자 한 것으

로 이는 수냉식  공랭식 특성을 겸하고 있으며 팬의 

용량을 이기 해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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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구성 기능 유닛구성 기능

콤 셔 1 냉매압축용으로 왕복 

동식

응축코일

냉각용팬 1

응축코일 냉각을 한 

팬

물탱크 1 증발기의 결로수  

수를 보  받아 응축

코일 냉각

냉방용 

기팬 1

냉방 시 가동하기 

한 팬으로 환기용보다 

용량이 큼

순환펌  1 응축코일에 물 분사 환기용 기 

 배기팬 2

환기 시 동시 작동

응축기 1 냉매 응축열 방출을 

한 코일

열교환기 1개 환기용 기  배기 시 배

기열 회수를 해 사용

UV 램  1개 물탱크 소독 히터 1개 동 기 외기 열용

증발기 1개 냉각을 한 코일

표 7. 유닛 구성  기능

(2)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운 제어 모드

㉠ 냉방 시 - 냉방 련 장비만 가동하고 환기용 팬은 

작동하지 않는다.

* 냉방 련 작동장비 : 냉방용 팬, 응축코일 냉각용 팬, 

콤 셔, 펌 , UV 램  등  

㉡ 환기 시 - 년 (여름 포함) 냉방을 하지 않고 환기만

을 할 경우 냉방 련 장비는 모두 off 상태에서 환기

련 장비만 가동한다.

* 환기 련 장비 - 환기용 기 팬  배기 팬, 기히터 

(겨울철 추울 경우)

㉢ 조닝 - 냉방 는 환기 시 거실, 방1, 방2, 방3 등 필요 

실마다 분기덕트의 MVD에 의해 개별 제어한다. 환기

팬은 실내 CO2농도(  : 900ppm 기 )에 따라  자동 

작동한다.      

㉣ 환기팬은 on. off, 강, , 약으로 조 된다.  

㉤ 냉방장치는 조 된 온도에 따라 자동 작동된다. 

㉥ 환기용 기히터는 기되는 외기온도에 따라 재실자가 

setting한 온도에 따라 자동 on-off되며 화재안 을 해 

과열방지장치를 구비한다. 

4.2 냉방 통합 환기시스템의 설치

(1) 실험실 개요

본 연구에서 제작한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은 C 학 제 2

공학  건물에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여 설치하 다. 

Mock-up 실험실은 3개의 개실과 1개의 거실로 구성한 

실험세 로서, 각 실에는 라인형 디퓨져를 설치해 기하

고, 배기는 간벽에 있는 그릴을 통해 거실로 배기되도록 

하 다. 각 실에서 그릴을 통해 거실로 배출된 공기는 거

실에 설치된 배기디퓨져를 통해 냉방통합형 환기 시스템

을 경유하여 외기로 배출되도록 하 다. Mock-up 실험실

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총면  8.4 × 11.2 = 94㎡

- 실 1 :  3.65 × 6.15 = 22.5㎡

- 실 2 :  3.8 × 6.15 = 23.4㎡

- 실 3 :  3.55 × 8.3 = 29.5㎡

그림 11. Mock-up 실험실

그림 11은 Mock-up 실험실로, 실의 형상  냉방통합형 

환기시스템, 덕트 경로 등을 나타낸 것이다.

4.3 실험실의 냉방부하량 산정

냉방통합형 환기시스템 시작품 제작에 앞서, Mock-up 

실험실의 냉방부하를 계산하여 시작품의 장치용량을 산정

하고 설계에 착수하 다. 부하계산은 DOE-4.0을 이용하

고 이때, 실내온습도는 여름철 건구온도 26℃, 상 온도 

60%로 하고 외기조건은 서울지방 설계온도(TAC 2.5%) 

31.1℃  실내온도 26℃를 용하 다. 각 실의 냉방부하

량을 정리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Mo c k- up  실 험실 에 서의  실 별  냉 방 부 하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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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6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hr

W

실 1 실2 실3 실4

그림 12. Mock-up 실험실에서의 실별 냉방부하량 

최 냉방부하( 열)는 실 1은 1396.1kcal/h, 실 2는 

997.72kcal/h, 실 3은 1545.34kcal/h 으로 나타났다. 한 송

풍량 계산을 한 이 때의 열부하는 실 1은 1315.24kcal/h, 

실 2는 914.12kcal/h, 실 3은 1426.42kcal/h 으로 나타났다. 

5.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성능 실험

5.1 실험 개요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Mock-up 실험

실에서 각 실별 기디퓨져의 취출풍량과 시스템본체의 챔

버, 코일  ・배기구에서의 온습도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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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온습도 조건

0.0

5.0

10.0

15.0

20.0

25.0

30.0

10:54 11:34 12:14 12:54 13:34 14:14 14:54 15:34
시간

온도(℃)

40

50

60

70

80

90

100 습도(%)

온도(℃) 습도(%)

그림 13. 실험당일 외부 온습도 조건

실험은 2007년 8월에 외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1시부

터 5시까지 수회에 걸쳐 실시하 다. 그림 13은 그  하

나의 측정치인데, 실험 당일 14시 부터 비가 내려 외기습

도가 상승하 다.

5.2  냉방 환기시스템의 기풍량 측정

Mock-up 실험실의 3개의 실에 설치 된 각 각의 기구

에서의 풍량을 측정하여 각 실에 기 횟수를 확인하 다.

먼 , 공동주택의 기  환기횟수인 0.7회/h를 만족시키

기 해 실험실의 각 실에서 요구되는 기 풍량은 표 8과 

같다. 측정 방법은 각 실의 기디퓨져에서 바람개비 디

지털 풍량계를 이용하여 그림 14의 방법으로 풍량을 측정

한 결과 각 실 기디퓨져의 취출풍량은 그림 15와 같다.

실 명 실 1 실 2 실 3

면 (㎡) 22.5 23.4 29.5

기 풍량(0.7회/h 기 ) 40.7 42.4 53.7

* 각 실의 높이는 2.6m 로 기풍량은 각 실의 체  당 0.7 회/h 
환기 횟수를 기 으로 설정

표 8. 각 실의 면   기 풍량 기 (CMH)

그림 14. 풍량 측정 치  측정 모습

각 실의 급기구 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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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h)

그림 15. 각 실의 디퓨져 풍량

각 실 기디퓨져의 취출풍량을 측정한 결과, 실 1의 

기구에서는 130.4CMH, 실 2의 기구에서는 139.4CMH, 실 

3의 P-1 기구에서는 147.4CMH, P-2 기구에서는 

119.4CMH로 나타났다. 이를 환기횟수로 나타내면 실 1은 

2.24회/h, 실 2는 2.3회/h, 실 3은 3.36회/h로서 각 실 모

두 공동주택 환기기 인 0.7회/h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5.3 온도  습도 측정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시작품)에 부착된 온습도지시계를 

22℃, 50%로 설정한 후, 시스템 내부   Mock-up 실험

실의 온도  습도 변화를 측정하 다.

각 실  시스템 내부의 온습도 센서 치는 그림 16

과 같다.

그림 16. 각 실  시스템 내부의 온습도 센서 치

Mock-up 실험세  각 실의 기디퓨져 취출온도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온습도 변화는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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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의 기구 온도

실험실 내부의 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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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실 내부의 온습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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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각 실 기디퓨져의 취출 공기온도는 ±0.

5℃ 오차범  이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간경과에 

따른 각 실의 온도변화도 3곳 모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습도는 환기시스템을 기동한 후 기에

는 각 실별로 편차가 발생하 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편차가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실의 평

균온습도는 22.2℃, 57.5% 이고 온습도 편차는 ±0.5℃, 

±6% 이내로 크지 않았다. 환기시스템 유닛 내부 즉, 

기챔버(SA), 혼합챔버(MA), 리턴챔버(RA) 내부의 공기

온도 측정결과는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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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냉방환기시스템 S.A 

환기 유닛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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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냉방환기시스템 R.A

환기 유닛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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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냉방환기시스템 M.A

냉방통합형 환기시스템의 SA챔버와 RA챔버, MA챔버

의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 SA의 온도는 평균 10.6℃로서  

각 실에 있는 기디퓨져 취출공기의 평균온도보다 3.9℃ 

낮게 나타났다. 한 RA의 평균 온습도는 22℃, 64%이

으며 MA의 평균 온습도는 23℃, 59%로 나타났다. 한편, 

시스템의 기온도 설정치와 실내온도 측정치를 보면 편

차0.2℃로 무시할 정도이지만 습도는 설정치보다 실내에

서 7.5%, RA챔버에서 14%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침기

향과 함께 냉각코일의 제습능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단

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고층 공동주택에 용 가능한 냉방통합형 

환기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그  하나의 안을 발 시

켜 시작품을 제작하고 그의 용타당성과 성능실험을 실

시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층 공동주택의 환기방식 결정

설문조사를 토 로, 에 지 약  환기와 냉방을 병용

하고 고층 주거건물에 합한 환기방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All-Air 환기 방식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물의 고층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냉방부하를 

계산 분석함으로서, 각 방의 사용 패턴을 고려한 장치용

량의 경감방안  부하처리에 유효한 운 방법(mode)을 

도출하 다.

(2) 냉방통합 환기시스템 시작품 제작

냉방과 환기가 통합되고 에 지 약 (수공기냉각식

냉각코일;특허출원)인 냉방통합 환기시스템 시작품을 설

계, 제작하 다. 

(3) 냉방통합 환기시스템의 성능 실험

냉방통합 환기시스템 시작품을 Mock-up 세 에 설치

해 본 결과, 행 고층공동주거의 층고  천장고 등 

설계조건의 변경 없이도 용가능 함을 확인하 다.

한 Mock-up 세 에서 실제의 조건을 상정하여 운

실험을 해 본 결과, 환기량 기 치  실내 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냉방통합 환기시스템개발의 기 인 연구

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작품을 토 로, 실제 공동주택 

건물에 용 시 배기구 치  형상, 기의 정 풍

량 등의 연구를 추후에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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