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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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녹색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소비 중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약 19.8%이며, 건물에 사용되

는 에너지의 약 36%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

택의 비율이 점차 늘어 가는 추세이며, 주거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특성은 난방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8%2)로서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저감은 CO2 배출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국내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전통적인 주거용 난방

방식인 바닥복사난방을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 서구화되

어 입식생활로 바뀌어 감에 따라 복사난방이 지니는 여

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복사난방 이 외의 난방방식에 대

해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을 제

안하기 위한 실험적 기초 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2. 난방방식에 대한 이론

2.1 난방방식에 대한 이론

현재 공동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복사난

방시스템으로 파이프 매립식 온수온돌시스템은 양호한 축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강도면에서도 다른 공법들에 비해 우

수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으로 인한 간헐적인 난방 시

에 난방 속도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대류난방은 방열기에서 가열된 공기가 이동하면서 실내의 공

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이다. 그 중 강제 대류 방열기는

공기 가열용 열교환기에 소형 송풍기를 조합하여 기계적인 송풍

력을 이용하여 가열된 온풍을 실내로 불어넣는 방열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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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방식에 따른 CFD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배포한 EnergyPlu와 CD-adapco

사의 STAR-CCM+ VER.4.02를 사용하였다. 대상건물은 S물산

건설부문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표준모델인 전용면적 84㎡(33

평형)세대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한 세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였으며 난방기간은 11월에서 3월 말까지 총 5

개월 동안 바닥+대류식의 혼합난방방식의 에너지소비량을 비

교·분석 하였다. 표 1∼3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정조건 및

Case를 나타낸 표이다.

지역 서울 (위도 : 37.57, 경도 126.97)

난방설정온도 22℃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 실내 설정온도 기준 : 난방
20∼ 23℃

표 1. 기상자료 및 난방설정온도

냉난방기

기류속도· 온도

2.15m/s 복사난방

바닥온도
30℃

30℃

실내온도 10℃

바닥/벽면온도 15℃

창문온도 10℃

표 2. 구조체 설정조건

구분

적용 난방시스템

침실(Private Zone)
거실, 주방

(Public Zone)

Case-1 바닥복사난방 대류식난방

Case-2 대류식난방 바닥복사난방

표 3.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Case 선정

3.1 난방방식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

Case-1의 대류(Public)+복사(Private)난방과 Case-2의

복사(Public)+대류(Private)난방의 공통된 특성으로 Plane

100mm과 Plane 1700mm와의 평균 상하 온도차는 3℃ 내

외로 ANSI / ASHRAE Standard에서 정하는 상하온도

3℃에 준하는 온도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대류식 난방을 적용한 실의 경우 여전히 상하온도차

가 3℃ 이상인 공간이 생기며 바닥복사난방에서의 난방

열이 대류식난방을 하는 공간으로 확산되어 일부 보완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류식 난방에서



복사난방과 같은 균일한 상하온도분포를 보이지 못했다.

표 4에서의 Case-1과 Case-2의 쾌적온도분포를 보면,

plane+100mm에서는 43.7%, 47.1%, plane+900mm에서는 96.3%,

98%, Plane+1500mm에서는 88.3%, 94.2%, plane+1700mm에서

는 62.3%, 68.7%의 비슷한 쾌적분포를 보였다.

높이
Case-1

대류(Public)+복사(Priva
te)난방의평균온도

Case-2
복사(Public)+대류(Priva
te)난방의평균온도

100m 20.15℃ 20.81℃

900mm 22℃ 22.43℃

1500mm 22.98℃ 23.18℃

1700mm 23.32℃ 23.44℃

표 4. Case-1,2의 높이별 평균온도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 온열쾌적 분포를 분석

한 결과 실내쾌적 범위에서는 Case-1의 대류(Public)+복

사(Private)난방방식이 72.63%, Case-2의 복사(Public)+대

류(Private)난방방식이 77.04%로 나타났다.

3.2. 난방방식에 따른 에너지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의 에너지해석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상세대

는 최상층과 최하층이 아닌 중간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세대 외 다른 세대는 일반적으로 블록

화 시킨 후 설정온도를 같게 만들어 주어 대상세대가 외

기에 대해 실제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조성하였다.

3.2.1 난방시스템 조합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비교

난방시스템 조합은 Case-1은 Public Zone에 대류식 난방,

Private Zone에 바닥복사난방, Case-2는 Public Zone은 바닥복

사난방, Private Zone에 대류식난방을 서로 바꾸어 가며 적용

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Case-1에서의 총 에너지사

용량은 4,347kWh, Case-2에서는 5,767kWh로 Public Zone에

바닥복사난방이 설치된 Case-2가 대류난방이 설치된 Case-1

보다 약 33%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Case-1 Case-2 총계

안방
침실
바닥

복사
난방

거실,
주방
대류

식
난방

안방
침실
대류

식
난방

거실,
주방
바닥

복사
난방

Case-
1

Case-
2

kWh kWh kWh kWh kWh kWh

1월 912 335 391 1,135 1,247 1,526

2월 704 268 315 933 972 1,248

3월 411 144 146 697 555 843

11월 411 133 130 668 544 798

12월 750 279 324 1,028 1,029 1,352

Total 3,187 1,159 1,304 4,461 4,347 5,765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79 27 32 103 52 69

표 5. Case-1, 2의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는 대류식난방이 바닥복사난방

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게 나타 났으며, 난방방식별

결과와 같이 바닥복사난방은 실의 면적 및 체적이 클수

록 에너지 소비량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난방방식인 바닥복사난방, 대류

식 난방의 조합방식을 대상으로 각 난방시스템에 대한

실내 쾌적온도분포 및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여 공동주

택의 쾌적환경 및 에너지 절약적인 새로운 난방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CFD 시뮬레이션에서의 난방시스템 방식에 따른 쾌

적온도범위(20∼24℃)는 Case-2 복사(Public)+대류 (Private)

난방 77.04%가 Case-1의 대류(Public)+복사(Private)난방

72.63%보다 쾌적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난방방식의 조합에서는 Case-1에서의 에너지 소

비량은 4,347kWh, Case-2에서 5,767kWh으로 Case-2가

Case-1보다 약 33% 더 많은 에너지 소비하였으며, 같은

난방방식이더라도 바닥복사난방을 적용한 면적이 넓어질

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주택의 쾌적환경 및 에너지 절약적인 난방방

식의 제안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대류식난방이 유

리히지만 쾌적분포 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적분포면에서 복사난방이 좋지만 에너지소비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난방방식의 방안으로 바닥복사난방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적으며, Public Zone에서의 외부인의 출

입과 입식생활이 많고 빠른 실내난방이 필요한 점과,

Private Zone에서의 취침 시에 주로 사용되며 침실의 경

우 균일한 온도분포가 필요한 점에서 대류(Public)+복사

(Private)난방방식이 기존 난방방식의 대체방안으로 효과

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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