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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day, the international interest about green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has been heightened on pretext of environmental 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m, energy for buildings, about 19.8%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Inter alia, the energy for apartment building is 36% of total building 

energy consumption, then some solutions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suggest the composite heating system that is better energy saving system than established 

heating system by CFD simu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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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

 최근  세계 으로 친환경 이고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명제 하에 녹색성장과 환경보 에 한 

국제 인 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에 지소비  건축물에서 사용되

는 에 지는 약 19.8%의 비 을 차지1)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공동주택은 건물 업종별 체 에 지 

소비에서 약 36%2)의 비 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

택에서의 에 지 약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CO₂배출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건물 에 지

소비의 감이 선행되어야한다.

  주거용 건물에서의 에 지 소비특성은 난방에 지

가 차지하는 비율이 체의 68%3)로 공동주택의 난

방에 지 감을 함으로써 CO₂배출 감량 한 

클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공동주

택의 난방방식에 따른 에 지소비량과 온열분포변화

를 측하여 열쾌 감을 평가함으로써 인의 생

활양식에 맞는 쾌 한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을 제

안하기 한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의 생활양식에 맞는 쾌 한 

실내의 난방시스템을 제안하기 한 기 자료로 사용

1)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통계(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 

http://www.kemco.or.kr/ 

2) 에너지 경제 연구원 통계정보 시스템, 

   http://www.keei.re.kr

3) 유광흠외(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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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자 연구의 진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하 다.

  첫째, EnergyPlus 6.0을 통해 국내에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사난방과 류식난방의 에 지소비

량과 이에 따른 PMV값을 분석하 다.

  둘째, STAR-CCM 4.02를 이용한 실내 온도분포

CFD시뮬 이션을 통해 실내높이에 따른 열쾌 범

를 분석하 다.

  셋째, 앞의 두 시뮬 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각 난

방방식에 따른 에 지 소비량과 실내온도분포에 

해 비교 분석하 다.

2. Energyplue 시뮬 이션을 통한 난방방식별  

   에 지 소비량 평가

2.1 해석 상건축물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상 건축물은 S물산 건

설부문의 표 인 공동주택의 표 모델인 용면

 84㎡(33평형)세 를 선정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한 세 는 4인 가족 기 으로 하 으며 난

방기간은 11월에서 3월 말까지 총 5개월 동안 바닥 

복사난방과 류식 난방 두 가지 난방방식의 에

지소비량을 비교·분석하 다. 

 시뮬 이션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와 구조체는 Table 

1, Table 2와 같으며, Zoning의 경우 침실, 방과 같이 

개인이 생활하는 Private Zone으로, 거실과 주방과 같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Public Zone으로 설정하 다. 

지역 서울 ( 도 : 37.57, 경도 126.97)

난방설정온도 22℃

에 지 약 설계 기  - 실내 설정온도 기  : 
난방 20∼ 23℃

Table 1  기상자료  난방설정온도 

구분
비  열   도 열 도율

J/kg‧
K

kcal/k
g℃ kg/m

3 W/m‧
K

kcal/m
h℃

시멘트벽돌 1000 0.239 1400 0.51 0.439

단열재 1470 0.351 30 0.027 0.023

콘크리트 1000 0.239 2000 1.13 0.972

석고보드 840 0.2 800 0.16 0.138

모르타르 920 0.22 1650 0.72 0.62

기포콘크리
트 840 0.2 500 0.16 0.138

Table 2  시뮬 이션 입력자료 - 구조체 구성

2.2 시뮬 이션 수행을 한 Case 설정

  본 연구에 용된 Case는 2가지로, 설정온도  

기상자료 등은 같은 조건으로 설정하 다. Case-1은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용하 고, 그와 비교를 

해 Case-2는 류식난방을 용하 다. 침기량은 

0.3ACH의 값을 사용하 고 바닥 복사난방과 류식

난방 모두 가스를 이용해 보일러에서 온수를 만들어 

난방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Case 선정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3 바닥복사난방과 류식난방 에 지 소비량 비교

  

  Table 3은 Case-1, Case-2의 5개월 동안의 에

지 소비량 결과를 나타낸다. 실 체를 바닥 복사

난방으로 용한 Case-1 경우 총 5,280kWh를, 실 

체를 류식난방으로 용한 Case-2 경우 총 

3,367kWh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복사난

방이 류식 난방보다 약 37% 정도 많은 1,913kWh

를 더 사용하 고 이에 따른 에 지  난방비 사

용량은 다음 Table 3과 같으며, Case-1과 Case-2의 

각각의 PMV값은 Fig. 2 과 같다.

구분
바닥복사난방

(Case-1)
류식난방

(Case-2)

kWh Mcal kWh Mcal

1월 1,404 1,207 930 800

2월 1,123 966 769 661

3월 747 642 460 396

11월 770 662 404 347

12월 1,236 1,063 804 691

Total 5,280 4,540 3,367 2,895

에 지 
소비량

[kWh/㎡]
63 54 40 35

Table 3  바닥복사난방과 류식난방의 에 지 소비량

(a) Case-1 P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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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se-2 PMV

Fig. 2 복사난방과 류난방의 PMV
 

  바닥 복사난방이 류식 난방에 비해 많은 양 

의 에 지를 소모 하지만 상평균온열감(PMV) 

면에서는 복사난방의 경우 0.1로 쾌 범 (–0.5∼ 

0.5)에 포함되었으며, 류식 난방의 경우 –0.7로 

쾌 범 를 벗어났다.

3. 난방방식별 온도분포 측을 한 CFD  

   시뮬 이션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난방시스템에 따른 

각 실별 온도  기류분포를 CFD 시뮬 이션으로 

분석하여 난방시스템에 따른 열 , 기류의 차이를 

보다 세부 으로 분석하 다.

3.1 CFD 시뮬 이션 개요

 

  공동주택에서 난방시스템에 따른 온도  기류분

포 해석을 한 로그램으로 CD-adapco 사의 

STAR-CCM+ VER.4.02를 사용하 다. 바닥 복사난

방과 류식 난방의 CFD 시뮬 이션 분석은 기

유동 상을 실제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하기 해 

실내부의 내벽  구조에 의한 모양에 따라 유동박

리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난류모델(turbulence 

model)의 사용이 필수 이며, 본 해석에서는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 다. Table 4∼6은 시뮬 이션을 

한 설정조건, 구조체  Case를 나타낸 것이다.

항목 CFD조건

분석내용 3-D Steady State 
유동해석

분석조건

Space Three Dimension

Motion Stationary

Time Steady

Vicous Regime Turbulent

Equation K-ε Turbulence

Material Air

Flow Coupled Flow

Table 4  시뮬 이션 설정조건

냉난방기 
기류속도· 온도

2.15m/s 복사난방 
바닥온도 33℃

30℃

실내온도 10℃

바닥/벽면온도 15℃

창문온도 10℃

Table 5  구조체 설정조건

구분 용 난방시스템

Case-1 바닥복사난방

Case-2 류식난방

Case-3 거실 류식난방

Table 6  시뮬 이션 수행을 한 Case 선정

3.2 난방시스템에 따른 온도분포 분석

 아래 Table 7은 체 난방방식에 따른 쾌 역 

분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체실의 쾌 범  

평균온도분포는 Case-1에서 20.6%, Case-2에서 

81.2%, Case-3에서 20.2%로 체 으로 Case-2

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e-1, 

Case-3은 평균 으로 비슷한 쾌 분포를 보 다. 

Case-1과 Case-3은 평균 으로 비슷한 쾌 분포

를 보 지만 Case-1과 같은 경우는 체실이 일

정한 쾌 분포를 보 고, Case-3은 거실과 주방

에 쾌 범 가 집 된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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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바닥복사난방

Case-2. 온풍기 
체실 6 가동

Case-3. 온풍기 
거실 2  가동

PLANE+100mm

PLANE+900mm

PLANE+1500mm

PLANE+1700mm

Table 7  바닥복사난방, 류식난방(6 ), 류식난방  

           (2 )의 높이별 쾌 범 (20∼ 23℃)분포

4.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개선

을 한 것으로 국내의 표 인 난방방식인 바

닥 복사난방, 류식 난방의 두 가지 시스템을 

상으로 각 난방시스템에 한 실내온도분포와 쾌

환경  에 지 사용량을 평가함과 동시에 에

지  CFD 시뮬 이션을 통해 추후 공동주택

의 쾌 환경  에 지 약 인 새로운 난방시

스템 연구의 기 자료로 제안하고자 하 다.

  첫째, 난방시스템에 따른 에 지 소비량을 비교

해 보았을 때, 실 체에 류식 난방시스템을 

용할 경우 에 지 사용량에서 바닥 복사난방이 

5,280kWh, 류식난방은 3,367kWh를 소비하여, 

바닥 복사난방이 류식난방보다 약 37% 정도 많

은 1,913kWh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FD 시뮬 이션에서도 난방시스템 설치

에 따른 쾌 온열환경분포 시뮬 이션 결과 쾌

범 분포도(20∼ 23℃)에 복사난방 20.6%, 류식 

난방 81.2%로 류식 난방이 약 60%정도 넓은 

범 의 쾌 분포를 보 다.

셋째, PMV(Predicted Mean Vote)에서 복사난방이 

0.1, 류식난방은 0.7로 CFD 시뮬 이션의 온도분

포 결과와는 다르게 복사난방이 PMV면에서는 우

수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류식난방의 기류발

생과 복사난방과의 MRT값의 차이(3.5℃)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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