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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명제 하에 녹색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특히, CO2 배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거래 시장이 

2005년 109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에는 약 14배 규모인 1,500억 달러

(약180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1) 되는 등 탄소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

대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CO2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

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CO2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수

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CO2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저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중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약 19.8%로 큰 

비중을 차지2)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건물 업종별 에너지 소비

에서도 전체의 약 36%3) 에 달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 공동주택에서의 에

너지 절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에서의 에너지 소비특성은 난방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8%4)로서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저감은 CO2 배출에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방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온돌”이라는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형식을 사용해 왔다. 온돌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의 주택에 많이 적용된 난방방식이며, 이 방식은 초기의 구들 밑

으로 더운 열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가열하는 형태에서 많은 변천 과정을 거

쳐 오늘날의 바닥에 온수배관을 매설하는 난방방식이 일반적인 형태로 발전

1)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http://www.europeanclimateexchange.com

2)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통계(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 http://www.kemco.or.kr 
3) 에너지 경제 연구원 통계정보 시스템, http://www.keei.re.kr

4) 유광흠 외(2009), '친환경 근린개발을 위한 도시설계기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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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70년대 중반 파이프 매설식 온수온돌의 출현을 시작으로 하여 온

돌의 구조와 열공급 원리는 많이 바뀌었으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

된 기술향상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최근, 실내주거에서는 나날이 발전해 가는 첨단의 기술이 이용되어 주거의 

안전성, 쾌적성 및 경제성을 최대화시키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

활양식의 변화로 기존의 좌식에서 입식생활로 바뀌고 냉방이 필수적으로 요

구되면서 난방위주의 온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원리에 입각

한 새로운 난방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부하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어기술도 요구되고 있

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매설식 온돌난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온

수온돌난방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온열환경 특성과 에너지 소

비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용 주택에서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단

열재, 흡음재, 경량기포콘크리트로 채움층을 만들고 난방배관을 설치 후 모르

타르로 마감하는 습식공법을 이용한 온돌(바닥복사난방)이 주로 적용 되고 

있는데, 현행 습식 온돌은 구조체의 축열성이 높기 때문에 난방열량 및 에너

지 측면에서 많은 손실이 생기고 있다. 주거건물에서도 단열이 한층 강화되

고 있고 생활 방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새로운 난방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거에서는 바닥복사난방 한가지에만 의존하

고 있는데 이는 높은 바닥온도 유지로 열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에너지 

과소비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난방방식에 따른 에너지 소

비량과 실내 쾌적지표에 따라 난방시스템의 평가를 통하여 현대의 생활양식

에 맞는 새로운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의 난방방식의 특성을 분석 하고,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대류공기식 난방의 3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험 모델을 설계 및 구축하고 

각 난방시스템에 대한 실내 온도분포와 에너지 사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및 새로운 난방 쾌적 환경을 고려

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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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시공되고 있는 바닥복사난방의 열 성능 및 실

내온열환경,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난방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함으로써 실험동에서 비교하기 위한 난방방식은 방열기를 사용하

는 온수난방 방식과 공기식 대류난방,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열 성능 및 

실내 온열 환경,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본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난방 시스템의 이론 고찰 및 연구의 방향 설정

 기존의 온돌난방 이론 고찰을 통한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의 배경 및 목적, 기존의 연구 동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용어 정의에 대한 

파악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2) Mock-up실험동 구축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닥복사난방시스템, 온수난방시스템과 대류

난방시스템의 개념, 구성과 적용, 연구 동향 및 기술 현황에 대한 파악을 통

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공간과 같은 조건으로 바닥의 구조를 표준바닥구조체

와 실험바닥구조체로 구분하여 시공을 하였고, 온수난방을 위한 방열기와 대

류난방의 천장 취출형 패키지 유닛을 설치하였다.

(3) 바닥구조체에 따른 비교 실험

  바닥복사난방 시스템의 열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난방공간의 바닥구조체

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열환경 평가를 위한 요소로는 실내온도 및 상대 

습도, 바닥표면 온도, 바닥구조체 내부 온도, 실내수직온도를 측정하였다.  

(4) 난방방식과 난방방식 조합에 따른 비교 실험 및 PMV와 에너지 소

모량 평가

  바닥복사난방 시스템과의 비교 평가를 위하여 온수방열기난방과 대류공기식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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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가동 중 실내의 온도변화, 실내 수직온도 분포, 바닥표면온도, 에너지 소비량 등

을 측정하였으며, 특히, 온열환경 및 PMV와 에너지 소비량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5) 실험결과 종합 평가

  난방시스템의 실험을 통해 바닥복사난방시스템 개선을 위한 영향요소를 평

가하였고, Mock-up 실험동에서 바닥구조체와 난방시스템에 따른 실내온도변

화 및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통해 온열 환경을 비교・검토하여 앞으로의 공

동주택에 새로운 난방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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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난방시스템의 이론 고찰 및 특성

2.1 난방시스템의 개요

  사람의 주거 공간에서 실내의 기온이 실외의 기온보다 낮아지게 되면 외부

에 면하는 벽체나 창호를 통하여 실내의 열을 빼앗거나, 개구부와 창호의 틈

새에서 공기의 출입으로 인한 실내의 온도하강으로 실내의 거주자가 추위를 

느끼게 된다. 난방시스템은 실내의 거주자에게 쾌적감을 주기 위해 보일러나 

방열기, 난로 등을 설치하여 난방 하는 방법들을 말한다. 

 

2.1.1 난방시스템의 이론 고찰

(1) 난방시스템의 분류5)

 

  난방시스템에는 크게 직접난방과 간접난방으로 분류를 한다. 여기에서 직접

난방은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 등으로 구분을 하며, 간접난방에는 온풍

난방이 있다.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증기를 공급하는 증기난방

(Steam heating)과 온수를 이용하는 온수난방(Hot Water Heating), 실내의 

복사패널에서 복사열을 방출하여 난방을 하는 복사난방(Radiant Heating), 

그리고 온풍을 실내에 유입하여 난방을 하는 온풍난방(Warm Air Heating)

등이 있다. 직접난방 방식은 간접난방 방식에 비해 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나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실내 습도의 조절이나 공기의 청정도 유지는 어렵

다. 다음의 (그림 2.1)은 난방 방식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5) 서승직, 친환경을 고려한 건축설비 계획, 문운당, 2007, p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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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난방 방식의 분류

 

  직접 난방 방식은 방열체의 방열형식에 따라 대류난방, 복사난방으로 분류

하며, 사용열매에 따라 온수난방, 고온수난방, 증기난방, 복사난방 등으로 구

분한다.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는 대류난방은 방열기의 방열량 중 70~80%

가 대류에 의한 것이다. 복사 난방은 벽, 바닥, 천장 등을 직접 가열하여 이 

방열체로부터 방열량의 50~70%가 복사에 의한 난방이다. 

  <표 2.1>은 난방시스템에 대한 분류에 따른 비교를 나타낸 것이며, 쾌적도

는 복사와 온수난방, 수직온도분포는 복사난방, 그리고 온습도조절은 온풍난

방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류 열매체
주요 

열전달방법
쾌적도 수직온도분포 온습도조절

증기난방 증기 대류 2 2 3

온수난방
온수 대류 1 2 3

고온수 대류 2 2 3

복사난방 온수 복사 1 1 3

온풍난방 공기 대류 3 3 1

<표 2.1> 직접난방 방식의 비교 

 • 1, 2, 3은 성능의 순서로 유리함을 표시.

 • 온수, 고온수, 증기난방의 평가는 방열기를 이용한 대류난방으로 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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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난방시스템의 특징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난방 방식 중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난방 효과

  복사 난방은 실내의 상하 온도차가 적고, 대류 난방인 증기, 온수난방 등에

서는 상하의 온도차가 크므로 실내 환경 분포가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온도차는 증기난방이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천정이 높거나 실

의 개방 상태가 빈번한 곳에서는 복사난방이 유리하다. 난방효과는 복사난방, 

온수난방, 증기난방의 순서로 유리하다. 

2) 열용량

  증기난방에 비해 온수난방이나 복사난방은 큰 열용량을 갖고 있으므로, 예

열이나 방열량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간헐적인 난방이나 단시간 사

용하는 경우 예열 부하가 크기 때문에 불리하며, 이때는 증기난방이 유리하

다. 그러나 온수난방이나 복사난방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을 중지하여

도 난방효과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3) 부하변동에 대한 제어

  증기난방에서는 방열기 밸브로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지만, 온수난방은 온

수의 순환수량과 온수 온도를 조절하여 방열량 조절이 가능하다.

4) 설비비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요방열 면적이 커지게 되며, 또

한 배관도 굵어지게 된다. 따라서, 설비비도 일반적으로 높다. 복사난방에서

는 때에 따라 특수한 건축구조를 요하게 되므로 대류난방에 비해 설비비가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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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제한   

  온수난방에서는 보일러 및 방열기에 대하여 층 높이에 따라 수압이 작용하

므로,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주철제 보일러의 경우 온수는 

3kg/㎠ 이하, 증기는 1kg/㎠ 이하에 사용한다.

6) 부식과 동결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일러 및 관 내면의 부식이 적다, 그러

나 동결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추가로 비용이 들게 된

다.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방열기 및 관내에 거의 물이 없지만, 관말 트랩 

등에서는 방출되지 않고 남은 응축수가 동결하여 증기 트랩이 파손되는 경우

가 있다. 또한 증기의 환수관은 부식이 다른 것에 비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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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난방시스템과 생활 양식의 변천

 

(1) 난방시스템의 변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거에서 사용되는 난방 방식은 온돌난방 방식이다. 

이온돌 방식의 발양지와 발양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 고구려의 유적에 나타난 온돌에서는 아궁이, 고래, 열이 축열되는 구들 그

리고 굴뚝이라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온돌

은 현재의 온돌과는 다르게 방의 일부만 고래를 통한 난방을 하는 원초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온돌은 고려시대에 각 지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방바닥 전체를 난방 하는 현재와 같은 온돌은 고려 중기에 출현하여 북쪽에

서 남쪽으로 전해져 고려 말에 남쪽 지역까지 완전히 전파되었다.

  1950년대 이후 임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탄을 연료로 하는 온돌이 증

가하였고, 무연탄과 연탄(煉炭, briquette)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연탄온돌의 

구조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장작온돌의 구조에 아궁이 부분만 개조하

여 사용함으로써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소효율의 문제와 가스 중독이라는 피

해로 현재의 온수를 이용하는 난방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 전기 및 온

수를 이용한 조립식 온돌 패널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돌방식은 바닥 

복사를 이용하는 난방시스템으로 부드럽고 쾌적한 온열감을 제공하며, 다른 

난방방식에 비해 수직온도 분포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된다. 장기간의 난방 

시 난방성능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좋은 난방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생활양식의 변화

  현대의 생활양식은 전통적인 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갈등과 반목을 거쳐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주거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난방방식

은 바닥복사난방(온돌난방)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생활양식은 이미 입식

생활이 많이 보편화되어 침대, 식탁, 소파 등의 입식가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의 난방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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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보급되던 초기에는 좌식생활에 대한 개선으로 바닥복사난방이 아닌 

서양의 난방 방식인 라디에이터 방식(방열기 온수난방)이 적용되었다. 그러

나 좌식생활을 선호하는 거주자의 의식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도 전통적인 온

돌난방 방식으로 하는 좌식생활이 유지되면서 난방방식이 바닥복사난방 방식

으로 복귀하게 되었다.6)

  생활양식의 변화는 입식가구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건설된 민간 아파트들의 침실은 모두 온돌방으로 계획하였지만 

거실 및 식사공간에서는 대부분 라디에이터난방 방식이 적용되었다. 거실 공

간을 서구적인 입식생활의 중심공간으로 간주하면서 온돌난방보다는 서구식의 

라디에이터난방 방식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70, 80년대에 거실

에 소파 및 벽면 장식장을 갖추는 것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주거양식은 좌식과 입식의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안방

의 경우 좌식, 거실은 입식인 경우가 많고 식사 방식은 좌식이 부분적으로 남

아있지만 대부분 입식화가 정착되었다. 특히, 젊은층으로 갈수록 안방의  입식

화 비율이 높아져서 안방 역시 차츰 입식화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은 바닥복사난방이 정착되어있

지만 생활양식은 입식생활이 보편화되고 점차 증가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난방방식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와 쾌적성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6) 강부성외 5명,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7, pp 3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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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존 연구 고찰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난방 방식인 바닥복사난방에 대한 선행연구는 초기에

는 재래식 온돌의 개량화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0

년대 중반부터는 온돌난방 공간의 열 환경 조사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으며, 

현대식 주택에서의 실내 난방공간의 열 특성과 쾌적 범위 등이 조사되었다.  

  온수온돌인 습식 바닥복사난방에 대한 연구는  바닥복사난방이 온열 환경

평가와 쾌적범위에 관한 연구(손장열 외, 1988)는 바닥복사난방의 온열환경

과 인체의 반응에 관한 피험자 실험을 행하여 이로 인해 바닥복사난방 시 실

내의 온열환경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온돌난방에 대한 쾌적범위를 산

정하였다. 온수온돌 난방공간에서 착석 시 한국인의 온열적 쾌적범위에 관한 

연구(공성훈 외, 1988)는 온돌공간에서의 온열적 쾌적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며, 실험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열환경요

소를 측정하고 실제 거주자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등급별 쾌적범위를 제시하

였다. 배관재의 종류와 배관의 피치 간격에 대한 산정방법을 검토 제안하는 

연구(안병욱 외, 1990)도 수행되었다. 공동주택 온돌난방 구조체의 구성 요

소별 열 성능 평가 및 개선 연구 (강재식 외, 1997)를 통해 현행 공동 주택

의 관련기준의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용적으로 개선 가능한 개선방향

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전통주택의 온돌방의 열적 특성에 대한 측정을 통하

여 실내온열환경을 평가하고 피험자를 통하여 신체에서의 열적 변화를 측정

하여 쾌적도를 평가한 연구(김난행, 2004)를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온돌의 역사와 구조에 관한 연구 

및 온돌구성체나 보일러의 운전제어 등에 관한 방법을 통해서 난방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거나 실내의 온열환경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난방시스

템의 방식에 따른 실내온열환경의 PMV와 쾌적범위 안에서 에너지 소비량 

등의 평가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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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난방시스템의 종류

2.2.1 바닥복사난방

  현재 공동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복사난방시스템으로 파이

프 매립식 온수온돌시스템은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바닥 완충재를 설치한 후 

경량기포콘크리트로 채움층을 만들고, 그 위에 단열재와 배관을 두고, 마감 모

르타르로 마감하는 방법이다.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양호한 축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강도면에서도 다른 공법들에 비해 우수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패

턴으로 인한 간헐적인 난방 시에 난방 속도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림 2.2)는 파이프 매립식(습식온돌)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2) 파이프 매립식 바닥난방시스템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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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공되고 있는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각 시공사에 따라 구조는 다를 수 

있으며, 바닥 충격음 및 에너지 절약 방안에 따른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9-1217호[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

준]에 따라서 온돌바닥구조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표준바닥구조 분류7)8)9)10)

분류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 바닥마감재의 종류

유형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이상+단열재 

20㎜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

모르터40㎜이상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

유형 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이상+완충재 

20㎜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이상+마감

모르터 40㎜이상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유형 3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이상+경량기포

콘크리트 40㎜이상+단열재 20㎜이상+마감

모르터40㎜이상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인 바닥마감재

유형 4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이상+경량기포

콘크리트 40㎜이상+완충재20㎜이상+마감모

르터40㎜이상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유형 5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이상+완충재40㎜

이상+마감모르터50㎜이상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파이프 매립식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 완충층, 축

열 및 채움층, 마감층, 배관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표 2.3>은 바닥복

사난방시스템의 구성층 분류 및 기능을 나타낸다. 

7) 단열재, 완충재 및 기타 구성층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구성층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되, 건

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에 정하고 있는 단열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두께만을 말하며 콘크리트의 표준설계 강도는 

210kg/㎥의 보통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9) KS F 2865에서 구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

의 ‘6. 바닥 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을 말한다.

10)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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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 구조

마감층 바닥마감

1:3 비율의 모르타르

두께 20~50mm(평균 약 30mm)

균열방지를 위한 메탈라스, 와이어 메쉬, 섬유재 

등을 사용

축열 및 

채움층
측열성능 경량기포 콘크리트 38~80mm

단열 완충층
하부로의 

열손실 방지

20mm 이상의 단열재(폴리스틸렌폼 등)

30~80mm의 경량기포콘크리트

바탕층 수평 유지 모래, 몰탈 또는 흙

<표 2.3>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구성층 분류 및 기능 

(1) 바탕층

  바닥구조체의 수평도를 확보하여 배관재의 수평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

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나 모래, 콘크리트 등이 사용된다. 

건축법에서 바탕층은 두께 30mm이상의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지면에 접한 바탕층에는 방수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단열 완충층

  단열층은 배관재 하부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상부로의 방열을 높이는 효

과뿐만 아니라 외기로 열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능과 바닥상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를 저감시키는 완충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단열층의 

열적 성능에 대한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최하층 거실바닥에 건

축설비기준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규정 제1항에 의한 열관류

율 이하 또는 단열재의 두께 이상으로 단열층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거실바닥(최하

층거실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163W /m2K 이하로 하거나 20mm

이상의 단열재로 단열층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체에

서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30~80mm의 경량기포콘크리트와 20mm이

상의 폴리스틸렌 보온판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법규에서는 지역별로 30~50mm의 

두께를 규정하고 있으며, <표 2.4>는 단열재의 물리적 특성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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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명 성분 및 제조
열전도율

(kcal/㎡h℃)

밀도

(kg/㎥)

최고 안전 

사용온도

(℃)

내부상태

유리면 유리  고온 융해 섬유화 0.030 80 300
연속기포섬

유상

암면
현무암, 안산암 등을 고온 

융해 섬유화
0.030 120 600

연속기포섬

유상

발포

폴리스틸렌폼
폴리스틸렌 가열발포 다공 0.030~0.036 20~30 70 독립기포

경질 

우리탄폼

Isocyanate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발포질화
0.020 20~80 85 연속기포

탄화코르크
나무껍질을 300℃ 정도로 

탄화압축
0.035 150 130 입자밀착

암면판상 

단열재

암면을 주원료로 판상으로 

초조 성형
0.057 500이하 - -

<표 2.4> 단열재의 종류별 물리적 특성 

(3) 축열 및 채움층

  간헐난방 방식에서는 바닥난방구조체의 축열성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난방에 의한 연속난방운전이 적용되므로써  

축열층에서의 열용량에 대한 개념이 재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존의 바닥난방시스템에 적용되었던 축열재로 일반적으로 

20~90mm(평균 40mm)의 두께 내외의 자갈층이 설치되며, 최근 들어 자갈의 공

급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대체 재료로서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재생골재 등

이 사용되고 있다. 축열층에 관한 현행 건축법에서는 축열층의 두께를 40mm 이

상 7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열층 재료의 열적 성능 및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대부분 경험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마감층

  배관 상부에서 바닥표면까지의 구성층으로서 일반적으로 1:3의 배합비를 지닌 모

르타르를 20~50mm(평균 약 30mm정도)의 두께로 설치한다. 여기에 균열방지와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메탈라스, 와이어 메쉬, 섬유 등이 보강재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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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관재

  온수식 난방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바닥구조체에 열원을 공급

하는 배관재이다. 배관재는 폐쇄된 바닥구조체 내에서 온수를 순환하면서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구성요소로써 시공과 성능측면에서 많은 주

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배관재로는 동관, XL관(가교화 고밀도 폴리에

틸렌), PB관(폴리부틸렌), PP-C관(폴리프로필렌)등이 사용되고 있다. 배관재

의 종류 및 특징에 관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구분 동관
고밀도폴리에틸렌

(XL관)
PB관

수명 140년 50년 반영구

열전도율 332kcal/㎡h℃ 0.324kcal/㎡h℃ 0.33kcal/㎡h℃

인장강도 2,400kg/㎠ 95~105kg/㎠ 170kg/㎠

최소굽힘직경 - 220mm 150mm

특징

열효율이 우수하고 

가공이 용이하여 선

호도가 좋아 많이 사

용되고 있음. 기타 배

관재에 비해 재료비

가 고가

재료비 및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간이음이 

없으므로 시공이 간

편하며 숙련공이 불

필요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XL관)과 유사한 장

점이 있으나 아직 보

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음

<표 2.5> 방열관 배관재의 종류 및 특징 

  현재 시공되는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에 보편적으로 정착된 

현장타설식 경량기포콘크리트 채움층과 배관구성 및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 

공법으로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이 발전이 없이 경험에 의한 현장 판단과 

단순한 축열성능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시공되어지는 보급규모

에 비해 기술발전은 낙후되어 있다.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

에 대한 국내의 기술개발은 바닥난방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현장적용 시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사례들은 있으나 새로운 난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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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90년대 초반부터 공동주택에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사용되면서 습식바닥난

방시스템의 건설 단가는 점점 낮아져서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이 현

장에 적용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001년 6월부터는 건축법의 단열

규정 강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도 0.81W/㎡K 이하로 열관류율

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기존 온돌구성층의 경량기포콘크리트층에 단열재가 도

입되었다. <표 2.6>은 국내의 습식온돌에 대한 관련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법 령 규칙, 규정 조항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 설비]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건축조례 준칙 [단열조치 일반사항]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국토해양부 고시
고시 제 2010-37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표 2.6> 국내 습식온돌 관련기준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의 바닥층은 실내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 열원

기기로써의 역할을 한다. 국내의 관련법규 및 보편적인 시공법에 따르면 바닥

복사난방의 바닥층은 단열층, 축열층, 방열관(배관재), 마감층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국내의 관련법규 기준과 관련기관, 외국의 온수온돌난방 방식의 관련

기준과 지침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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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규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일본바닥

난방협회

독일

(DIN4725)

미국

(ASHRAE)

축열층

두께 40~70mm 

이하의 골재,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70mm 자갈 

또는 쇄석
- - -

단열층

최하층:

0.5kcal/㎡h℃

중간층: 1kcal/㎡h℃

(단,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중앙 또는 

지역난방의 경우는 

단열규정 없음.

-

지역별 

단열기준 

적용

• 최하층:

1.25~2.5㎡K/W

• 중간층:

0.75~1.0㎡K/W

• 측면에서 모르타르의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5mm이상의 단열재를 설치

• 단열층과 모르타르층 

사이에는 0.15mm이상의 

PE필름을 설치 

마감층 15~25mm
18~25mm

모르타르
-

• 30mm이상

• 28일 압축강도 20MPa 이상

• 배관재를 둘러싸고 있는 

모르타르는 60℃를 넘지 

않아야 함

40~100

mm

배관

관경
지름:15mm이상

15.88mm

동관
-

• 방열능력에 따른 

성능기준 적용

• 방열관은 50년 이상의 

수명 확보

-

배관

간격
150~300mm이하

200~250

mm
- 상동

152~457

mm

온수

공급

온도

-

개별난방:

60~50℃

중앙난방:

70~60℃

지역난방:

40~45℃

- 50℃이하 -

바닥표

면온도
- - 30℃이하 29℃이하 29.4℃

<표 2.7> 바닥층 구성요소별 국내‧외 시공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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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온수난방11)

  온수난방(Hot Water Heating)에서 온수의 순환은 공급수(고온수)와 환수

(저온수)의 밀도차에 의한 자연순환작용과 순환펌프에 의한 강제순환에 의한 

온수의 현열(Sensible Heat)을 이용한 난방으로, 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를 

복관식 또는 단관식 배관을 통하여 실내의 방열기에 공급함으로써 난방을 하는 

방법이다. 방열기를 통과한 물은 다시 보일러로 순환되어 재순환 하게 되며, 

온수는 열량이 증기에 비해 적으므로 소규모 공간에서의 난방에 적합하며 보통 

100℃이하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 온수난방은 사용 온수온도, 온수의 순환방법 

또는 배관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되며, 다음의 <표 2.8>은 온수난방법의 분류 및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분류 종류

 온수 순환방법에 의한 분류      ➀ 중력 순환식        ➁강제 순환식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➀ 단관식             ➁복관식

 온수 온도에 의한 분류      ➀ 보통 온수 방식     ➁고온수 난방

<표 2.8> 온수난방법의 분류 및 종류 

(1) 온수 순환방식에 의한 분류

  순환방식에 따라 중력 순환식 온수 난방법(Gravity Circulation System)과 강제 

순환식 온수 난방법(Forced Circulation System)으로 분류를 한다. 중력 순환식은 

상향공급식(Up-feed System)과 하향공급식(Down-feed System)으로 구분이 되

며, 중력식은 배관속을 흐르는 온도가 높은 온수와 낮은 온수의 밀도차에 의하여 생

기는 대류작용에 의한 순환력을 이용하여 자연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장

치가 간단하고 취급이 편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이나 주택에 많이 적용되며, 

큰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반면 강제 순환식은 큰 규모의 

건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순환펌프를 사용하여 관내 온수를 강제적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순환이 자유롭고 신속하며 균일한 공급이 가능하다.

11) 김재수, 공기조화설비, 문운당, 2007, p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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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온수공급관과 환온수관을 동일관으로 하는 경우는 단관식(One pipe 

system)이며, 별도의 관으로 하는 경우는 복관식(Two pipe system)으로 분

류한다. 또한, 방열기 내부에서의 온수 공급방향에 따라서 상향식(Up feed)과 

하향식(Down feed)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관식은 송온수관과 환온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2가지 배

관방식으로 구분된다. 1개의 순회하는 주관의 방열기에 송온수관 및 환온수

관을 연결하는 방식과 1개의 상향수직관의 방열기에 송온수관 및 환온수관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방열기를 통과하여 온도가 내려간 온

수가 다시 주관으로 돌아가 고온의 온수와 혼합되어 다음 방열기로 순차적으

로 공급되므로 앞으로 나아갈수록 온수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방열기의 

방열면적을 주관의 선단일수록 증가시켜야한다.

  복관식의 경우는 송온수관과 환온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 방식이다. 역환

수(Reverse Return) 배관방식을 하게 되면 각 방열기에 일정한 온수 유량

을 분배할 수 있게 되므로 각 방열기에 보내지는 온수온도가 일정하게 공급

된다. 따라서 방열기의 밸브의 개폐에 의해서 방열량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 내의 온도변화가 줄어든다. 

(3) 온수 온도에 의한 분류 

  보통 온수 방식과 고온수 방식이 있다. 보통 온수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열매로는 85~90℃의 물을 사용하고 주철제 보일러와 개방

식 팽창 탱크를 사용한다. 고온수 방식은 100~150℃의 물을 사용하게 되며, 

강판제 보일러를 사용하고 밀폐식 팽창탱크로 그 안의 공기를 가압하여 온수

를 순환시킨다. 따라서 고압 증기의 혼입에 의해서 온수 순환력이 커지며, 순

환펌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통 중력순환식의 경우보다 작은 관경으로 급탕

할 수 있다.

  고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공급 온도가 100℃이상이며, 때로는 200℃

를 넘는 온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150~180℃ 정도의 온도를 

사용하게 된다. 공급온수와 환수의 온도차는 50~80℃ 정도가 사용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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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고압 고온의 물을 직접 실내의 방열기에 공급하는 것은 온도와 압력 

면에서 위험성이 있으므로 방열기에는 저압‧저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음 

<표 2.9>는 온수 방식에 따른 공급온도 및 온도차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공급온도(℃) 온도차(℃) 배관내 유속(m/s)

저온수
직접난방 60~80 7~15 1.2 이하

복사난방 40~60 5~10 1.2 이하

중온수
브리드인방식 120 40~60 3 이하

열교환기 방식 120 40~60 3 이하

고온수 열교환기 방식 130~180 60~80 3 이하

<표 2.9> 온수난방의 공급온도 및 온도차

(4) 방열기(Radiator)

  직접난방 설비에 있어서 방열기는 직접 실내에 설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통해 그 방산열로 실내의 온도를 높이며, 더워진 실내 공기는 대류작용에 의

해 실내를 순환하여 난방을 하게 된다. 또한 방열기는 방열면으로부터의 복

사에 의한 방열도 있긴 하지만 주로 대류에 의한 방식이다. <표 2.10>은 방

열기의 방열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방열기의 종류
복사 

방열률(%)

대류 

방열률(%)
방열기의 종류

복사 

방열률(%)

대류 

방열률(%)

주철제 방열기 30~40 60~70 팬 컨벡터 5 이하 95 이상

강판제 

패널형 방열기
40~50 50~60 바닥복사 패널(저온) 55 전후 45 전후

컨벡터 10~20 80~90 천장 복사 패널(고온) 70 전후 30 전후

<표 2.10> 방열기의 방열 특성

  우선 방열기는 내구성과 열효율이 좋아야하며, 보통 주철제가 많이 사용되

고 있으나 강판제나 강관을 그대로 방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판제 

방열기는 방열판의 두께가 얇으면서 가볍고 열의 전도나 방산은 주철제에 비

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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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열기의 선정

  방열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방열기

를 선택할 때에 EDR(상당 방열면적)의 산출은 다음의 식에 의한다.

                EDR =


=


………………………………………(식 2-1)

   여기서, EDR : 필요상당 방열면적(㎡)

           K : 보정값(열매체 또는 실온에 의한 보정)

           qr : 실내 난방부하(kcal/h)

            q  : 필요방열량(kcal/h)

           qo : 표준방열량(kcal/h) 

열매
표준방열량 qo 

(kcal/㎡‧h)

 표준상태

열매(℃) 실내(℃)

증기 650 102 18.5

온수 450 80 18.5

<표 2.11> 방열기의 표준방열량  

  주철제 방열기는 여러 개의 섹션이 조립되어 임의의 부하에 대응하는 것으

로 필요한 섹션의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증기 난방의 경우 Ns =


=


 ……………………(식 2-2)

          온수 난방의 경우 Nw =


=


 ……………………(식 2-3)

            

    여기서, H : 난방부하(kcal/h)

             a : 방열기 섹션 당 방열면적(㎡)

  방열기의 한 섹션 당 방열면적에 대한 성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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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방열면적을 기준으로 방열기의 섹션과 방열량이 결정이 되며 그에 따라 

사이즈도 달라지게 된다. 방열기의 높이는 창밑의 높이를 고려해야하므로 방

열기 사이즈의 확인이 필요하다.

2.2.3 대류난방

  난방 방식 중 대류난방은 방열기에서 가열된 공기가 이동하면서 실내의 공

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이다. 그 중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히트펌프에 의한 온열원방식과 특징

  압축식 냉동기와 같이 압축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냉매가 증발 → 압축 → 

응축 팽창과정에 순환하여, 저온부의 증발기에서는 주위의 물이나 공기로부터 

열을 빼앗아 냉각작용을 하며, 고온부의 응축기에서는 공기나 물에 방열하여 

가열작용을 한다. 이 응축기에서와 같이 가열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의 냉동기

를 히트펌프라 한다. (그림 2.3)은 냉난방을 위한 히트펌프의 구성도이다.

(그림 2.3)냉난방 히트펌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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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교환 밸브(Reversing Valve)를 작동시켜 냉난방의 전환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겨울에는 외부 열교환기(Outside Heat Exchanger)는 증발

기가 되고 내부 열교환기(Inside Heat Exchanger)는 응축기가 되어 실내에 

공기를 공급하여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그 반대가 된다. 냉동기의 원리에 근

거하여, 응축기에서의 방열을 온수가 온풍으로 변하여 난방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히트펌프이지만, 주로 채용되는 것은 공기열원이며 다음으로 수열원이

다. 공기열원은 온난한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을 행한다. 외기온도가 -2℃ 정도에서도 가능하지만, 3~4℃ 이상일 때 히트

펌프의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가 2.5정도 되어야 냉방부하와 난

방부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가열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조적으로 전기히터 

또는 별도로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히트펌프방식

  공기-공기 히트펌프 방식으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패키지 유닛, 히트펌

프 룸 에어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기-물 히트방식으로는 왕복동식, 스

크루식, 원심식의 공기열원 히트펌프 칠링 유닛(Chilling Unit)이 사용되고 

있다. 수열원으로 할 때는 지하수, 회수열을 이용한다. 회수열이 적을 때는 

보조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공기 히트펌프방식으로는, 열

회수 히트펌프방식으로 한 소형 히트펌프 수랭유닛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 - 물 히트펌프방식으로는, 더블핸들 컨덴서에 의해서 중·대형의 열회수 히트펌

프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열회수 방식이 설립되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건물로서 단열이 잘된 것

 ⦁실내 발생열이 40~50 · 이상일 것

 ⦁연간 공조로 하는 공급빌딩일 것

 ⦁페리미터 방식일 것

 ⦁일년 내내 냉수와 온수로 냉난방(또는 재열)이 행해지는 4관식일 것

 ⦁개별제어가 채용되어 있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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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공기 방식

  소형의 패키지형 공기조화기와 룸쿨러 등에 사용되는 냉매회로 교체방식과 

대형공기 조화기에 사용되는 공기회로 교체방식이 있다. 전자는 냉방운전시

의 증발기를 응축기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교체밸브(Change-Over Valve)

에 의해 냉매의 흐름을 바꿔준다. 후자는 공기회로를 댐퍼에 의해 교체하는 

것이며 냉매회로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2) 물-공기 방식

  난방운전은 냉매회로를 교체하는 것에 의해 옥외측의 응축기를 증발기로 

해서 물로부터 열을 채취하고, 이 열량을 실내측의 응축기로 보내 실내공기

를 가열한다. 열원이 우물물일 때는 성능이 안정될 수 있으며. 공기-공기방

식과 비교해서 효율이 좋으며, 소규모장치에 사용된다.

3) 물-물 방식

  우물물 등을 열원으로 해서 물로부터 얻은 열량을 물에 부여하는 방식이

다. 온수는 공기조화기의 가열코일에 보내 난방을 한다. 흡열·방열쪽 모두 

냉매-물의 열교환이 되기 때문에 컨벡터로 할 수 있으며 대규모장치가 유리

하다. 이 방식에는 냉매회로 교체방식과 물회로 교체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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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쾌적 환경 및 에너지 소비량 평가

2.3.1 열쾌적의 이론 고찰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열 환경에 대한 쾌적감은 다양한 영향요소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인체의 에너지는 음식과 산소의 섭취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지

속적으로 열을 생산해 낸다. 이때 생산된 열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해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적절히 체외로 발산되어진다. 체내의 열이 방사될 

수 있도록 피부온도(31~34℃)는 항상 체내온도(36.5℃)보다 낮아야 한다. 

체내의 열방사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의 온도 범위를 쾌적범위

(Comfort Zone)라 일컫는다. 열 환경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인체의 쾌적감 

및 온열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열 환경 평가 

지표들이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쾌적범위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물리적

인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로 구분한다. 물리적인 요소에는 기온, 습도, 기류, 복

사열이 있으며, 주관적인 요소에는 개인차, 성별, 체격, 건강 및 영양상태, 착

의상태, 작업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열쾌적 지표는 현재까지 약 20여개가 

제안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쾌적성 중시의 관점에서 기류, 수직온도차, 불균

일 복사 또는 바닥 표면 온도 등이 중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쾌적성의 

평가 지표를 실내의 온도 분포, 수직온도차, 기류, 바닥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1) 물리적 온열 요소 

  물리적 평가지표는 ①온도, 습도, 기류속도, 복사온도에 관한 지표, ②수증

기 분압과 온도를 평가하는 습구온도, ③온도, 기류속도, 복사온도의 세 가지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흑구온도 등이 있다.

    

1) 기온

  실내 공기의 온도는 열쾌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바닥복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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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나 방열기를 이용한 난방의 실온은 바닥면과 방열기의 온도에 의해 결정

이 되며, 실내기온의 수평 수직분포가 일정해야 한다. 또한 열쾌적을 얻기 위

해 만족스러운 설계 온도는 기온과 표면온도를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습도

  습도가 높고 고온인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땀에 의한 자연 냉각 

효과가 감소한다. 반면 습도가 높고 저온인 경우에는 공기가 더 쌀쌀하게 느

껴진다. 습도는 인체로부터 증발에 의해 열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증발조절 범위에서는 열쾌적감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쾌적조건을 만족하려면 상대습도는 40%~70%의 범

위 내에서 유지되어야한다.12)

3) 기류

  실내에서의 공기의 움직임은 대류에 의한 인체의 열 손실을 증가시키며 외

풍을 느끼게 한다. 인체에서 목 뒷부분이나 이마, 발목 등은 기류에 의한 냉

기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들이다. 만약 실내 공기의 흐름이 0.1m/s 이

상 증가하게 되면,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기 전과 같은 정도의 쾌적감을 느끼

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온이 필요하다. 습도가 낮을 때(30% 이하)에는 기류

가 없어도 증발이 잘 되므로 기류의 영향은 아주 미약하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지면(85% 이상) 증발이 제한되어 기류가 냉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없으

나, 중간정도의 습도(50%)에서는 기류가 열 쾌적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운 상태에서는 대개 1m/s 정도에서 쾌적함을 느끼게 되며, 1.5m/s

까지는 허용범위에 속한다. 추울 때의 난방 기류의 속도는 0.25m/s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난방 된 실내에 기류가 전혀 없거나 0.1m/s 이하가 되

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13) 

12) 이언구, 김광우, 건축환경과학, 태림문화사, 2006

13) 이경희, 건축환경 계획, 문운당,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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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속도 인체의 반응 기류속도 인체의 반응

0~0.25m/s 느끼지 못함 1~1.5m/s 냉각효과 느낌

0.25~0.5m/s 쾌적함 1.5m/s 이상 불쾌감 발생

0.5~1m/s 공기의 유동 느낌

<표 2.12> 기류속도에 대한 인체의 반응

  

4) 복사

  복사열은 기온 다음으로 온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인체와 주변 

환경의 온도의 차이가 생길 경우 복사에 의한 열교환이 발생하여 열쾌적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가운 벽체나 유리창 부근에서 신체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온도의 1℃의 변화는 평균복사온도

(MRT)0.5~0.8℃의 변화에 해당되므로, 가장 쾌적한 MRT가 기온보다 2℃ 

높거나 낮을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사열은 실내 표면온도, 냉‧난방기의 표면온도 또는 평균복사온도를 측정

한다. 따라서 주변의 표면온도가 대체로 균일하여 몸에서 방출되는 복사열과 

차이가 적을수록 쾌적감이 좋다고 할 수 있다.  

 

(2) 주관적 온열요소

  주관적 실내 온열 환경의 평가지표는 재실자의 주관적인 것이며 개인차, 

성별, 연령, 체격 등의 신체적인 요소 및 건강, 영양상태, 생활이력 등의 신체

적 요소와 활동량, 착의량, 작업강도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개인의 차

가 생긴다. 

1) 활동량

  인체의 활동량은 Met(Metabolic Rate)란 단위로 나타내며, 1Met은 열적

으로 쾌적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대사량으로서 

1Met=58.2W/㎡이다. 격렬한 운동 시에는 서늘한 상태가 열적 충격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통상의 사무실 작업 시에는 1.1~1.4Met활동량에 

해당하며, 농구와 같은 격한 운동 시에는 5.0~7.6Met의 활동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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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내의 활동의 범위는 잠자고 있을 때처럼 최소한의 활동이 있으며, 운동

을 할 때의 격렬한 활동까지 다양하다. 

 

2) 착의량

  인체의 착의량은 입고 있는 의복의 단열성으로 표현하며 Clo라는 단위로 

구분한다. 1Clo는 신체 표면 전체에 대한 평균 5.6kcal/㎡h℃의 열관류값에 

해당하는 단열성능을 나타낸다. 기류가 없는 상태에서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Clo의 변화는 대체로 7℃의 변화에 해당된다. 겨울철의 두꺼운 

신사복은 약 1.0Clo이고, 여름철의 얇은 신사복은 약 0.6Clo이다. 우리나라

의 실내 거주공간에서 하계와 동계간의 의복 차이가 적어져 냉난방 설정 온

도의 계절간 차이가 적어지게 되었다. 이는 실내에서 느끼는 온열감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3) 나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활동량이 감소하고, 냉온감에 영향을 받기 쉬

우며, 주위의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경

우 실내 거주공간에서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높은 온도를 원

하는 경향이 있다.

  

4) 성별

  여성과 남성 각각의 쾌적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

은 일반적으로 피부온도가 남성보다 낮고, 피부 표면에서의 증발열 손실은 

남성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옷을 얇게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냉‧온감의 지각과 쾌적 열환

경 범위에 있어 남성과 약간 차이가 생긴다. 

(3)국부적 요소

  비록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해 온도 상으로는 통상적인 느낌을 

가진다해도, 신체의 일부분이 따뜻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차갑다면 그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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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조건에 있지 않은 것이다. Draft기류, 수직온도차, 불균일 복사, 바닥표

면온도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국부적 불쾌감(Local Thermal 

Discomfort)라고 한다. 이러한 국부적 불쾌감은 곧 전체적인 불쾌감으로 이

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1) Draft·기류

  하계에는 기류의 증가에 의해 시원함을 느끼지만, 난방공간에서는 Draft가 

발생한다. Draft는 원하지 않는 국소기류로 정의되는데, 실내의 Draft평가에

는 공기분포성능지표(ADPI : Air Distribution Performance Index)가 잘 

이용된다. ADPI는 거주역내에서 Draft에 의한 불쾌감을 주는 영향을 지적하

고 있다.

2) 수직온도차

  상·하 수직온도차는 불쾌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거주역(바닥위 0.1~1.1m)에

서 3℃정도까지는 적절한 범위이다. 이 범위는 바닥이 낮고 상부가 높은 상고

저하(上高下低)형의 온도분포에서 적용되는 목표 값이며 두한족열(頭寒足熱)

형 분포의 경우에서는 2배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엄밀한 규정은 아니지만 

ASHRAE Standard나 ISO 7730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바닥복사난방

에서는 실내의 기류가 발생하지 않고 수직온도차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쾌

적범위에 만족한다. 수직온도의 차이는 난방방식과 벽체의 열관류율에 의해 

그 분포가 달라진다.

3) 불균일 복사

  복사온도의 불균일은 불쾌적 요인으로 Radiant Temperature Asymmetry

라는 값으로 이것은 미소면 복사온도의 Vector 차이로 표시된다. 차가운 창에 

관해서 미소면 복사온도 차는 ISO-7730 에서는 10℃ 이내로 하고 있고, 따

뜻한 천장에 대한 불균일 한계는 5℃ 이내로 한다. 불균일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히 온도가 낮은 창문이나 벽면 또는 높은 온도인 면은 단열 하거

나 복사면이나 기기 표면이 고온이나 저온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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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표면온도

  바닥복사난방을 하는 좌식생활의 경우 바닥표면온도 30℃내외는 접촉하는 

신체부위의 피부온도 33~34℃보다 낮으므로 전도에 의한 열손실을 가져오

고 이로 인해 국부적인 불쾌감이 있을 것 같으나 의복의 열 저항이 있어 바

닥표면온도 30℃정도는 현저한 영향이 없고 이때 전신중성범위이면 쾌적하

게 느끼게 된다. ASHRAE St. 55-1996과 ISO-7730은 바닥복사난방의 

경우 바닥표면온도는 29℃이하로 정하고 있다. 

2.3.2 쾌적 환경 평가방법 및 지표

  사람은 신체의 열수지차에 의해 더위와 추위의 정도를 느낀다. 인간이 거

주하는 환경의 쾌적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물리적 

변수인 열 환경의 4요소와 개인적 변수인 인체의 활동량과 착의량을 조합하

여 하나의 지표로 표시한 열쾌적지표(Thermal Comfort Index)처럼 열환경

을 단일 지표로 나타내는 연구가 1910년경부터 시작되어 많은 지표가 제시

되었다. 온열환경의 쾌적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식이 60년 이상에 

걸쳐 각 분야에 만들어져서 많은 온열환경지표가 제창되었다. 이러한 열환경

지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물리적 계측지표 : 카타냉각력, 흑구온도, 합성온도 등

② 주관적·경험적 지표 : 유효온도, 수정유효온도, 불쾌지수 등

③ 열평형식에 기초한 지표 : 작용온도, 신유효온도, 예상평균온열감 등

  <표 2.13>은 각종 온열환경평가지표에 대해서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개인적 

변수인 활동량과 착의량을 일정 조건하에서 물리적 변수를 고려한 지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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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온열환경

지표
기호 제안자 특징

열

평

형

식

에 

기

초

한 

지

표

작용온도 OT
Gagge

(1937)

복사·온도·복사열전달율·대류열전달율을 포함하는 

등가가상온도.

열 스트레스 

지표
HSI

Belding & 

Hatch

(1955)

체온조절에 필요한 피부표면의 수분증발열량과 최대 

가능한 증발열량의 비율.

예상평균

온열감
PMV

Fanger

(1970)

인체의 열평형에 기초하여 열적 중립에 가까운 상태의 

인체의 온랭감을 예측하는 지표 산출된 수치는 

ASHRAE의 7단계 온랭감 척도와 같음.

신유효

온도
ET

Gagge, 

Stolwijk & 

Nishi

(1971)

발한에 의한 체온조절기능을 포함하는 열평형 모델에 

기초하여, 온열환경요소와 인체측 요소를 상대습도 

50%의 상태의 온도로 표시.

습작용

온도
HOT

Nishi &Gagge

(1971)

작용온도를 발전시켜 습도, 착의의 전열·투습성, 

발한정도 등도 고려한 환경을 온도로 표시.

수정 

습작용 온도
HOTV

堀越, 小林

(1985)

습작용온도에 기류의 영향을 부여하여 온도를 기준으로 

기류·복사·습도의 효과를 온도로 변화하여 적산한 

가상적인 온도로 표현한 지표.

물

리

적 

계

측

지

표

가타냉각력 H
Hill

(1916)

환경의 냉각력 평가.

기류의 영향을 과대평가.

주관적

· 경험적 지표
T

Vernon

(1930)

복사열과 기류의 효과를 평가. 

평균복사온도 산출에 사용.

합성온도 RT
Missenard

(1931)
장시간 체류하면서 순응한 인체의 온감을 표시.

주

관

적

· 

경

험

적 

지

표

유효온도 ET

Houghton & 

Yaglou

(1923)

온도·습도·기류의 조합을 등온으로 느끼는 습도 100%, 

풍속 0의 환경에서 느끼는 온도.

수정유효온도 CET
Vernon

(1932)

건구온도 대신에 흑구온도를 사용하며 습구온도 대신에 

수정습구온도를 사용하여 유효온도선도에서 산출.

불쾌지수 DI

미국

기상국

(1959)

온도와 습구온도의 조합에 의해서 증서(蒸暑)환경을 평가.

환경온도 T
IHVE

(1970)
난방설계용 실온으로 사용.

<표 2.13> 온열환경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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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에서는 실내온열환경의 쾌적범위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정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➀ 미국: ANSI/ASHRAE Standard

➁ 유럽: ISO Standard

➂ 영국: CIBS(The charactered Institution of Building Service)에서 제  

   작한 CIBS A1에서 합성온도를 사용하여 장소별로 기준값을 제시하였다.

➃ 일본: 아직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온열환경 평가방법 및 쾌적범위를 발표하였다.

평가항목 미국14) 유럽15) 일본

온도(℃)
여름 23.0~26.0(0.5Clo) 23~26(0.5Clo) 20~26

(허용 : 17~28)겨울 20.0~23.5(0.5Clo) 20.0~24(0.5Clo)

습도
노점온도 1.7℃

상대습도 60%

상대습도 

40~70%

기류(m/s)
여름 0.15 이하 0.15 이하 0.15 이하

(허용: 0.5이하)겨울 0.25 이하 0.25 이하

복사온도차

(℃)

수평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직 5이하 5 이하 5 이하

상하온도차(℃) 3이하 3 이하 3 이하

바닥온도(℃) 18~29 19~26(겨울)

PMV(PPD) -0.5~+0.5(10% 이하)

<표 2.14> 각국의 온열환경 기준

14) ANSI / ASHRAE Standard

15) ISO 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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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PMV(Predicted Mean Vote)와 PPD(Predicted percentage 

of Dissatisfied)

  예상평균온열감(PMV)은 온열감각을 정량화 된 수치로 나타내는 열환경 

평가지표로 1970년에 덴마크 공과대학의 P.O.Fanger에 의하여 제안되었으

며 1984년 ISO-7730에 의하여 국제 규격화되었다. 사람과 온열환경과의 

열적인 관계를 온도·습도·기류·복사·착의량·대사량 6요소로 나타내고 

있으며 열평형을 기초로 한 쾌적방정식에 근거하였다.

  예상평균온열감은 환경측 요소인 온도, 습도, 기류, 복사와 인체측 요소인 착

의량, 대사량의 조합이 쾌적방정식에 근거하여 7단계의 척도로 나타나게 된다.

  P.O.Fanger는 인체의 열부하 L이 변화하면 온랭감 Y가 변화한다고 생각

했다. 피실험자에 대한 실험결과로 작용온도의 함수로 온랭감 응답값인 Y가 

나타나 있으므로 작용온도의 변화량에 대한 인체 열부하의 변화량을 알면 인

체의 열부하 L과 온랭감 응답 Y의 관계를 나타내는 미분방적식(식 2-4)이 

구해지고 이식을 적분하여 Y이 0일 때, 열부하 L=0이라는 초기조건을 대입

하여 구해진 Y를 PMV라고 하였다.

                   


   ………………………(식 2-4)

         …(식 2-5)

여기에서,   ×       

              

           ×    

              

           ×        

               



- 35 -

PMV는 중립의 온랭감을 0으로 하면「덥다」「춥다」의 감각을 +3에서 -3

까지의 수치척도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열적으로  불만족한 사람의 수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온열감 반응

에서 -1, 0, +1 이외의 값을 나타낸 사람의 수를 전체 응답자 수에 대한 백

분율로 나타내어 PMV와 관련된 식을 유도했으며, PMV값에 따른 재실자의 

예상불만족율 PPD(Predicted percentage of Dissatisfied)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다.

         exp    …………(식 2-6)

2.3.4 에너지 소비량 평가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종류나 보일러의 효율에 따라 같은 연료를 사용하더

라도 연료의 소비량은 차이가 나게 된다.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판단되지만 보일러의 효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나 인자들에 대한 분석과 그 인자들에 따른 효율성의 평가가 필요하다. 보통 

보일러의 효율은 다양한 조건들에 인해 결정이 되지만, 보일러의 종류와 공

급되는 물의 온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난방시스템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난방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난방 가동 시간동안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량하여 비교

하였다. 보통 COP, 효율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위로 환산하는 것

이 필요한데, 이 경우 kcal/h로 환산하거나 석유환산톤(TOE)을 적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방시스템마다 다른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소비량을 에너지 열량(kcal)으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를 하였으

며,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의 총발열량을 이용하여 환산한다. <표 2.15>는 에

너지열량 환산 기준16)을 나타낸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난방시스템

의 열원장치인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전기를 사용하는 대류식난방기의 효

율을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스보일러의 효율은 80%, 전기보일러는 

16) 에너지기본법 제5조 제2항 관련, 에너지 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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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대류식 난방기의 경우는 90%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량을 산출하였으

며, 각 난방 방식에 따른 소비량을 비교 평가 하였다. 

에너지원 단위
총 발열량

TOE
kcal MJ 환산

원       유 kg 10,750 45.0 1.075

휘   발  유 ℓ 8,000 33.5 0.800

실 내 등 유 ℓ 8,800 36.8 0.880

보일러등유 ℓ 8,950 37.5 0.895

경       유 ℓ 9,050 37.9 0.905

B  -  A 유 ℓ 9,300 38.9 0.930

B  -  B 유 ℓ 9,650 40.4 0.965

B  -  C 유 ℓ 9,900 41.4 0.990

프  로  판 kg 12,050 50.4 1.205

부       탄 kg 11,850 49.6 1.185

나  프  타 ℓ 8,050 33.7 0.805

용       제 ℓ 7,950 33.3 0.795

항  공  유 ℓ 8,750 36.6 0.875

아 스 팔 트 kg 9,900 41.4 0.990

윤  활  유 ℓ 9,250 38.7 0.925

석 유 코 크 kg 8,100 33.9 0.810

부생연료1호 ℓ 8,850 37.0 0.885

부생연료2호 ℓ 9,700 40.6 0.970

천연가스(LNG) kg 13,000 54.5 1.300

도시가스(LNG) N㎥ 10,550 44.2 1.055

도시가스(LPG) N㎥ 15,000 62.8 1.500

국내무연탄 kg 4,650 19.5 0.465

수입무연탄 kg 6,550 27.4 0.655

유연탄(연료용) kg 6,200 26.0 0.620

유연탄(원료용) kg 7,000 29.3 0.700

아 역 청 탄 kg 5,350 22.4 0.535

코  크  스 kg 7,050 29.5 0.705

전       력 kWh 2,150 9.0 0.215

신       탄 kg 4,500 18.8 0.450

<표 2.15>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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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난방시스템의 Mock-up실험 및 결과
 

3.1 Mock-up 실험동 개요 

3.1.1 Mock-up 실험동 구축

  난방 시스템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바닥복사난방 방식의 경우에는 건물에서 손실되는 열을 공기로 

데우는 대류난방 방식과 다르게 바닥구조체에 열을 전달하여 바닥구조체를 

가열시켜 그 열기로 실내의 온도를 올리는 난방 방식이다. 따라서 바닥복사

난방은 구조체내에서의 전열‧축열 및 방열현상이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대류공기식난방시스템의 실

내 열적평가를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기준이 되는 지붕과 벽체, 바닥의 열관

류율이 동일한  Mock-up 실험동을 제작하였다. 

  Mock-up실험동의 벽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1조17)에 따

라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인 중부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열관류율 

0.47W/㎡℃를 기준을 적용하여 75mm의 샌드위치 패널과 25mm의 실내‧외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함으로써 0.41W/㎡℃의 열관류율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3.1)과 같이 Mock-up 실험동은 2개의 실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의 

크기는 2,500(W)×2,600(L)×2,400(H)(mm)이다.  

  한편, 실험동의 실험적구성은 먼저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표준바닥구

조체(A실)과 그 바닥구조개선을 위한 실험바닥구조체(B실)의 2개의 구조체

로 제작하였다. 즉, A실의 표준바닥구조체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습식바

닥구조의 기준18)에 따라 시공되었고 그 구조체 단면은 (그림 3.3)과 같다. 

  그리고, 바닥구조 개선을 위한 실험바닥구조체(B실)은 (그림 3.4)와 같이 

기존 표준바닥구조의 XL방열 파이프의 위치를 방열배관 마감모르타르 상부에 

위치하는 구조로 시공하였다(콘크리트슬래브+단열발포폴리스틸렌 20mm+ 

경량기포콘크리트채움층+XL배관+10mm 마감모르타르).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호[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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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험동 개념도

(그림 3.1) Mock-up 실험동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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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실 표준바닥구조체 단면

 

(그림 3.4) B실 실험바닥구조체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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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 기초 시공 b. 기포콘크리트 타설 c. 표준구조 난방배관 설치

d. 난방배관 상부 설치 e. 바닥모르타르 f. Mock-up 실험동 구축

(그림 3.5) 실험동 구축 과정 

3.1.2 측정항목 및 측정기기

  실내의 난방 가동 후 실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여 유지되는 시간동안

의 실내 온도 변화 및 습도의 변화, 수직온도 분포, 구조체 내부의 온도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도

  다음의 <표 3.1>은 측정항목 및 측정점을 나타낸 것이며, 실내의 온도는 

1100mm의 중앙 직상부의 높이에 C-C 열전대와 디지털 온‧습도계를 설치하

여 난방 시 실내온도 측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3.2>는 실험

을 위하여 쓰여진 기기를 나타내며, 바닥표면온도측정을 위해서 50㎛ 두께의 

은박테이프를 사용하여 바닥표면에 고정하였다. 시간대별 수직온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 3.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좌측부터 창측, 중

앙, 내측의 세 지점에서 수직의 높이에 따라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하

였다. ISO 7730(1994)의 기준에 따르면 바닥 위 100mm~1100m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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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SHRAE Standard 55-1992에서는 100mm~1700mm의 높이에서 

수직온도차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기준

에 따라 실내 수직온도분포의 쾌적감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상대습도 

  상대 습도의 측정위치는  실내의 실 중앙의 바닥으로부터 수직 1.2m의 높이에 

1개소씩 설치하였다. 설치 된 상대습도계는 전기 저항식 습도계(SK-L200 Data 

Logger)이며, 계측된 습도 데이터는 5분 간격으로 데이터 로거에 기록 된다. 

  실내의 온도와 바닥구조체의 온도를 측정하기위한 열전대를 설치한 모습은  

(그림 3.6)과 같다. 

a. 바닥온도센서 부착 b. 수직온도센서 설치

c. 기포Con'c 표면 d. 난방 송‧ 환수관 표면

(그림 3.6) 온도 센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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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수직온도 분포측정 위치

  (그림 3.8)은 실내의 바닥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기위한 측정점을 나타낸 그

림이다. 바닥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5Point를 선정 하였으며, 바닥표면에서 

배관의 직상부 위치와 배관 사이의 온도 편차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 측정도 

수행하였다.

(그림 3.8) 바닥표면 온도 

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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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실

표준바닥구조

B실

(상부배관구조)

실험바닥구조

측정점 계

바닥

표면

온도

실 바닥표면 (6point) 실 바닥표면 (6point) 12개 12

내부  

실내

온도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0mm(3point)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0mm(3point)
6개

36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100mm(3point)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100mm(3point)
6개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600mm(3point)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600mm (3point)
6개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1100mm(3point)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1100mm (3point)
6개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1700mm

(3point)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1700mm (3point)
6개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2200mm

(3point)

수직온도 창측/중앙/내측 

+2200mm (3point)
6개

실내

벽체

온도

내(좌)측벽 내(좌)측벽 2개

6내(우)측벽 내(우)측벽 2개

창측벽 창측벽 2개

온돌

구조체 

내부 

온도

기포콘크리트 상부 표면 기포콘크리트 상부 표면 2개

10

바닥 중앙 배관 상부 표면 바닥 중앙 배관 상부 표면 2개

마감모르타르 상부 표면 마감모르타르 상부 표면 2개

송수배관표면 송수배관표면 2개

환수배관표면 환수배관표면 2개

실외 

온도
남향 / 북향 2개 2

총계 - - 66

<표 3.1> 측정항목 및 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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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기기 비고

온도

Data Logger, GL-820

T-type C-C열전대(Φ0.3mm)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

습도 온‧습도 Data Logger, SK-L200 

전력/가스 전력량계, 가스계량기

  

풍속
풍속계

ALNOR RVA+ Anemometer

 

<표 3.2>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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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비실험 및 실험종류

3.2.1 예비실험

  제작한 실험동의 실내‧외 온도 조건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

년 11월 9일 01시부터 19시간 동안 60초 간격으로 실험체의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각 실의 실내온도 변화는 T-type의 C-C열전대와 GL-820 

Data Logger를 이용하였으며, 실내온도의 경우 실의 중앙 수직높이에서 각

각 100mm, 600mm, 1100mm, 1700mm, 2200mm의 높이, 복도측 내벽을 

제외한 좌‧우측과 정면측(외기에 면한벽체)의 벽체 온도와 바닥구조체 내부의 

배관 직상부, 기포콘크리트상부표면, 바닥모르타르표면, 마감재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C-C 열전대를 이용하여 Mock-up 실험동 내부의 온도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다음의 (그림 3.9), (그림 3.10), (그림 3.11), (그림 3.12)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났다. 즉, 실내의 평균 온도분포는 A실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13.

5℃, B실 실험바닥구조는 13.6℃로써 0.1℃의 차이가 났으며, 바닥표면의 평

균 온도는 A실, B실 모두 14℃로 같게 나타났다. 또한, 기포Con'c 상부 표

면의 평균 온도는 A실 표준바닥구조가 15.2℃, B실 실험바닥구조는 15.4℃

로 0.2℃의 온도편차를 보였고, 외기에 면하고 있는 벽체의 평균 온도는 A실

은 11.8℃이며, B실은 12.2℃로 측정되어 편차는 0.4℃로 나타났다. 또한, 

내측벽의 온도차는 A실 12.9℃, B실 13.4℃로 0.5℃의 온도편차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실험결과 본 실험동의 A 및 B실은 같은 실내 환경조건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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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실내 온도 변화

(그림 3.10) 실내 바닥표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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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구조체 내 기포Con'c 및 마감모르터표면 온도

 

(그림 3.12) 실내 내측 및 창측 벽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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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종류

  난방시스템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바닥복사난방에서 

표준바닥구조를 다른 구조와 비교하는 실험(CASE 1, 2)을 하였다. 둘째는  

바닥복사난방과 비교하기 위하여 온수방열기난방실험(CASE 3)과 대류공기

식난방실험(CASE 4)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

/대류공기식의 3가지 타입의 난방 방식을 서로 조합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열원은 난방 방식의 특성에 따라 가스보일러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

였으며, 실내온도를 22℃로 설정하고 12시간 가열하는 동안의 온도변화와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또한, 난방 정지 후 10시간 동안의 냉각되는 실내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순서 내용 비고

CASE 1  각 

난방

방식의 

개별

성능 

실험

바닥복사난방(표준바닥구조) 가스보일러

CASE 2 바닥복사난방(실험바닥구조) 가스보일러

CASE 3 온수방열기난방 전기보일러

CASE 4 대류공기난방(패키지유닛) 전기패키지유닛

CASE 5 각 

난방

방식의 

조합 

성능 

실험

바닥복사난방 +대류공기식난방
전기보일러, 

전기 패키지유닛

CASE 6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가스‧전기보일러

CASE 7 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
전기보일러, 전기패키지 

유닛

CASE 8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

온수방열기난방

가스‧전기보일러, 

전기패키지 유닛

<표 3.3> 난방시스템 실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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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닥복사난방의 바닥구조체에 따른 실험

  바닥복사난방에서의 바닥구조체에 따른 난방성능 실험은 현재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바닥구조체와 배관코일의 위치를 상부로 이동시킨 

실험바닥구조체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그림 3.13). 이때, 측정점은 바닥구조

체와 바닥표면온도, 그리고 실내수직온도분포를 열전대와 데이터로거를 이용

하여 5분 간격으로 22시간동안(12시간 난방on/10시간 난방off) 측정하였다

(표 3.4 참조). 

구분 바닥구조체
실내

설정온도

외기 

온도

난방공급수 

설정온도
보일러 운전조건

CASE1 표준바닥구조 22℃ 2.8℃ 70℃ 가스
12h on,

10h off

CASE2 실험바닥구조 22℃ 6.6℃ 70℃ 가스
12h on,

10h off

<표 3.4> 바닥구조체에 따른 실험

  또한, 바닥구조체에 따른 실내온도, 내벽온도, 바닥표면온도, 구조체내부, 

축열층의 기포콘크리트표면온도, 발열층의 마감모르터표면온도, 외기온도의 

측정점은 (그림 3.13)과 같다. 

  구조체에 따른 측정결과는 <표 3.5>와 같다. 즉, 측정기간 중 외기온도가 

평균 2.2℃~6.8℃의 분포를 보였고 난방 시 표준바닥구조는 실내바닥표면 

평균온도가 27.9℃일 때 실내평균온도는 19.9℃를 나타냈으나 실험바닥구조

는 실내바닥표면 평균온도가 29.9℃일 때 실내평균온도는 21.1℃로 실험바

닥구조가 더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실험바닥구조가 실내설정온도

(22℃) 도달시간도 더 빨랐고 모든 부위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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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바닥표면온도 측정점 b. 실내 온도 측정점

c. 표준바닥구조체 단면 d. 실험바닥구조체 단면

(그림 3.13)  바닥구조체 단면 및 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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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표준바닥구조 온도 변화(1시간 간격)

(그림 3.15) 실험바닥구조 온도 변화(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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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실 표준바닥구조 B실 실험바닥구조

난방 

운전

경과

시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실

바닥

표면

기포

콘크

리트

상부

표면

마감

모르

터

상부

표면

실외

온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실

바닥

표면

기포

콘크

리트

상부

표면

마감

모르

터

상부

표면

실외

온도

Base 12.9 11.6 10.3 13.3 13.3 13.5 7.4 12.3 11.5 10.7 12.7 15.1 13.0 5.5 

난방 

ON

1h 13.5 13.0 11.8 16.0 16.4 17.2 7.9 14.7 12.4 12.1 22.5 27.6 38.4 5.6 

2h 14.6 13.9 12.7 20.0 21.1 24.1 7.7 16.6 13.8 13.6 27.0 35.4 43.5 5.5 

3h 15.1 14.8 13.5 24.7 26.6 29.2 9.3 18.4 15.4 15.3 29.9 40.3 45.9 6.0 

4h 16.4 15.7 14.3 28.2 31.0 32.2 9.8 20.0 16.9 16.5 32.0 43.5 47.3 6.4 

5h 17.6 16.3 14.8 31.4 34.6 35.7 8.5 21.6 18.5 17.8 33.7 45.8 48.2 5.8 

6h 20.2 17.8 16.4 33.2 36.6 38.2 7.4 22.7 19.9 19.2 34.9 46.6 47.0 5.7 

7h 22.2 19.9 18.4 33.8 35.8 39.8 7.6 23.1 21.0 20.0 32.6 43.2 40.7 5.8 

8h 23.8 21.6 20.1 32.3 34.2 38.1 7.2 23.2 21.7 20.4 31.2 40.2 38.0 6.0 

9h 24.4 22.8 21.2 30.6 32.5 36.0 6.1 23.3 22.1 20.6 30.1 37.8 35.9 6.0 

10h 24.3 23.4 21.5 29.3 30.8 33.5 4.4 23.3 22.5 20.6 29.2 35.9 34.2 5.9 

11h 23.8 23.5 21.3 27.9 29.4 31.6 1.8 23.1 22.6 20.7 28.4 34.4 32.6 6.2 

12h 23.4 23.2 20.8 27.0 28.5 30.3 0.2 23.5 22.7 20.7 27.7 34.2 31.1 6.2 

평균 19.9 
18.8 17.2 

27.9 29.8 32.2 6.5 21.1 
19.1 18.1 

29.9 38.7 40.2 5.9 
18.0 18.6

난방 

OFF

13h 22.9 22.7 20.3 26.1 27.5 28.4 -0.7 23 22.2 20.5 27.1 32.7 29.2 6

14h 22.4 22.3 19.8 25.3 26.7 27.3 -2.4 22.1 21.8 20.3 26.9 31.4 28.3 5.9

15h 21.8 21.9 19.4 24.6 25.9 26.5 -2.6 21.9 21.7 20.1 26.3 31.3 27.8 6.1

16h 21.3 21.4 18.9 23.9 25.4 25.6 -2.6 21.7 21.6 19.9 25.6 30.7 27.4 6.5

17h 20.8 20.7 18.8 23.2 24.7 25.2 -2.5 21.5 21.4 19.8 25.0 29.5 26.7 7.2

18h 20.4 20.4 18.7 22.7 24.1 24.5 -2.5 21.2 21.3 19.6 24.4 28.5 26 8

19h 20.2 20.2 18.6 22.3 23.5 24 -1.5 21 21.1 19.4 24.0 27.7 25.3 8.6

20h 20 20 18.4 21.8 23 23.4 -1.8 20.9 20.9 19.3 23.6 26.9 24.9 9

21h 19.8 19.8 18.2 21.4 22.5 22.8 -1.8 20.9 20.6 19.1 23.1 26.1 24.3 9.5

22h 19.6 19.7 18 21.0 22.2 22.3 -1.8 20.6 20.3 18.9 22.8 25.5 23.7 10.1

평균 20.9 
20.9 18.9 

23.2 24.6 25.0 -2.0 21.5 
21.3 19.7 

24.9 29.0 26.4 7.7 
19.5 20.3

전체 평균 20.4 
19.9 18.1 

25.5 27.2 28.6 2.2 21.3 
20.2 18.9 

27.4 33.9 33.3 6.8 
19 19.6

<표 3.5> 바닥구조체에 따른 측정결과 (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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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실 표준바닥구조 B실 실험바닥구조

난방 운전

경과

시간

배관

상부표면

바닥표면

온도

배관

피치사이

온도

배관

상부표면

 바닥표면

온도

배관 

피치사이

온도

Base 14.6 13.5 13.5 14 13 13

난방 ON

1h 57.7 18 14.6 59.3 26.9 21

2h 59.8 24.8 18.4 60.2 30.9 26.2

3h 59.8 29.1 24.1 63.1 33.4 29.5

4h 61.4 32.4 27.8 63.6 35.2 31.7

5h 61.7 35 30.8 62.8 36.6 33.5

6h 46.2 36.4 31.5 55 37.5 34.8

7h 39.9 35.3 29.7 43.7 33.9 33.2

8h 36.7 32.1 28.6 40.3 32.3 31.9

9h 34.3 30 27.6 37.8 31.2 30.8

10h 32.3 28.5 26.8 35.8 30.2 29.9

11h 30.7 26.9 26 34.2 29.4 29

12h 29.6 26 25 33.1 28.6 28.2

평균 45.8 29.5 25.9 49.1 32.2 30.0 

난방 OFF

13h 28.6 25.1 24.1 31.6 27.9 27.5

14h 27.6 24.3 23.3 31.4 27.6 27.3

15h 26.8 23.5 22.6 31.1 27 27

16h 26 22.8 21.9 30.2 26.3 26.2

17h 25.6 22.1 21.4 29.6 25.6 25.6

18h 24.8 21.8 21 27.6 25.1 25

19h 24.2 21.3 20.5 26.7 24.6 24.4

20h 23.6 20.8 20.2 26.3 24.1 24

21h 23.1 20.4 19.8 25.3 23.6 23.5

22h 22.7 20.1 19.5 25.4 23.3 23.2

평균 25.3 22.2 21.4 28.5 25.5 25.4 

전체 평균 35.6 25.9 23.7 38.8 28.8 27.7 

<표 3.6> 배관온도 변화

  한편, <표 3.6>은 바닥구조의 배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마찬가지

로 실험바닥구조가 표준바닥구조보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온도분포를 나

타내고 있었는데 특히, 배관피치사이온도차가 약 5℃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

었다. 그러나 실험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와 달리 배관이 표면위로 상승되

어 바닥축열층이 얇아 난방정지 시에는 바닥표면온도의 하강속도가 표준바닥

보다 큰 폭으로 하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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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난방 전 2h 경과 4h 경과 6h 경과 8h 경과 10h경과 12h경과 평균

표준

바닥

구조

급수관

(입구)
14.5 60.9 61 52.4 40 34.8 31.2 43.2 

급수관

(실중앙)
14.6 59.8 61.4 46.2 36.7 32.3 29.6 40.1 

환수관 14.3 35.2 38.8 38.2 32.4 29.4 28.2 30.9 

실험

바닥

구조

급수관

(입구)
13.8 62.4 62.9 57.1 36.5 31.4 28.1 41.7 

급수관

(실중앙)
14 60.2 63.6 55 40.3 35.8 33.1 43.1 

환수관 13.7 57.5 61.1 53.6 38.7 31.7 29.8 40.9 

<표 3.7> 급수관과 환수관의 온도차(℃)

  또한, <표 3.7>은 급수관과 환수관의 온도차를 나타낸 것으로 표준바닥구

조보다 실험바닥구조가 특히 환수관의 평균온도가 약 10℃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바닥구조는 난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닥축열량이 실험바닥구

조보다 커서 온도차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ISO 7730(1994)에서 정하고 있는 바닥 위 100mm~1100mm 사이의 

온도편차와 ASHRAE Standard 55-1992의 기준에 따라 100mm~1700mm 

높이에서의 수직온도차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8>과 같다. 즉, 전체적으로 표

준바닥구조보다 실험바닥구조의 수직온도분포가 평균 약 2℃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특히, 수직온도의 차가 3℃19)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에 만족하는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0mm~1100mm높이에서의 수직온도차는 표준바

닥구조가 평균 0.1℃ 실험바닥구조가 평균 0.4℃로 실험바닥구조가 약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그림 3.16 - 18 참조).

19) ISO 7730(1994), ASHRAE Standard 55-1992에서 정하는 온도편차는 3℃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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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수직온도 측정 위치

(그림 3.17) 표준바닥구조 실내수직온도  

변화(난방가동 중)

(그림 3.18) 실험바닥구조 실내수직온도 

변화(난방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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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실 표준바닥구조 B실 실험바닥구조

난방 

운전

경과

시간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Base 13.3 12.9 12.9 12.9 12.8 12.6 12.7 12.4 12.2 12.3 12 12.3

난방 

ON

1h 16.0 13.6 13.7 13.5 13.5 13.4 22.5 15.1 14.8 14.7 14.5 14.8

2h 20.0 14.5 14.6 14.6 14.4 14.3 27.0 17.2 16.7 16.6 16.5 16.6

3h 24.7 15.3 15.1 15.1 15 15 29.9 19.3 18.5 18.4 18.3 18.5

4h 28.2 16.8 16.6 16.4 16.4 16.3 32.0 20.6 20.2 20 19.9 20

5h 31.4 17.7 17.7 17.6 17.5 17.5 33.7 22.1 21.7 21.6 21.4 21.5

6h 33.2 20.4 20.3 20.2 20.1 20.1 34.9 23.1 22.9 22.7 22.6 22.8

8h 32.3 24.3 23.9 23.8 23.6 23.5 31.2 23.5 23.4 23.2 23.1 23.4

10h 29.3 24.3 24.3 24.3 24.2 24.1 29.2 23.6 23.4 23.3 23.2 23.3

12h 27.0 23.4 23.4 23.4 23.3 23.3 27.7 23.2 23.2 23.5 23.1 23.2

평균 26.9 18.9 18.8 18.8 18.7 18.6 29.8 20.9 20.5 20.4 20.3 20.5 

<표 3.8> 실내 수직온도 비교(난방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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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난방방식에 따른 실험

  난방방식에 따른 실험에서는 국내 전통 난방방식인 바닥복사난방을 비롯하

여 방열기를 이용한 온수난방 그리고 대류를 이용한 공기난방의 세 가지 타

입을 비교실험하였다. 이때, 측정기간은 실내난방온도 22℃로 설정하여 12시

간 가동 후(on) 10시간 중단(off) 총 22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은 

바닥표면온도 및 실내 온도 및 습도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내 수직온도분

포 측정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표 3.9>의 난방방식에 따른 측정결과에서 바닥복사난방은 실험기간 중 외

기온도 평균 2.6℃(최저 -2.6℃, 최고9.8℃)일 때, 바닥표면 평균온도 25.

8℃, 실내평균온도는 20.4℃, 벽표면 평균온도 20.1℃로 나타났다. 온수방열

기난방은 외기온도평균 8.3℃(최저 5.6℃, 최고 13.3℃)일 때, 바닥표면 평균

온도 20.2℃, 실내평균온도는 21.2℃, 벽표면 평균온도 20.5℃로 나타났다.

 또한, 대류공기난방에서는 외기온도평균 8.3℃(최저 5.6℃, 최고 13.3℃)일 

때, 바닥표면 평균온도 21.2℃, 실내평균온도는 21.2℃, 벽표면 평균온도 

20.2℃로 나타났다. 

  즉, 세 가지 타입의 난방방식을 실험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바

닥복사난방은 난방가동 후 실내설정온도(22℃)에 도달하는 시간이 6시간정

도 소요되었고 온수방열기난방은 2시간, 대류공기난방은 15분정도 소요되었

다. 한편, 바닥복사난방과 온수방열기난방인 경우 축열량으로 인하여 난방중

지 후에도 일정시간동안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대류공기식에서는 온

도가 서서히 하강하고 있었다. 이는 대류공기식난방일지라도 단열이 잘 된 

공간에서는 난방중지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난방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예상

과 달리 실내온도가 급격히 하강하지 않았다. 

  또한, <표 3.10>의 난방가동(on)후의 수직온도차 분포는 바닥복사난방 

0.3℃차 > 대류공기난방 0.4℃차 > 온수방열기난방 1.4℃차의 순으로 바

닥복사난방이 가장 적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난방정지(off)후

의 수직온도차도 마찬가지로 바닥복사난방 0.1℃차 > 대류공기난방 0.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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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방열기난방 0.9℃차 순으로 복사난방이 가장 적은 변화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 난방방식에 따른 상하수직온도차를 분석한 결과 바닥복사난방

이 가장 적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대류공기난방도 온수방

열기난방과 비교하여 적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바닥복사난방인 경

우 난방중지 후에도 축열량으로 인하여 오히려 난방가동 시보다 상하 온도차

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 바닥표면온도 측정점 b. 실내 온도 측정점

(그림 3.19) 실내의 온도 측정점

(그림 3.20) 바닥복사난방 실내 온도 변화(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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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온수방열기난방 실내 온도변화(1시간 간격)

 

(그림 3.22) 대류공기난방 실내 온도변화(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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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대류공기난방(패키지유닛)

난방 

운전

경과

시간

바닥

표면

온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습도

실외

온도

바닥

표면

온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습도

외기

온도

바닥

표면

온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습도

외기

온도

Base 13.3 12.9 11.6 10.3 58 7.4 16.5 15.9 15.9 14.5 55.6 7.5 19.3 17.5 16.5 14.9 54.8 7.5

난방 

ON

1h 16.0 13.5 13 11.8 65.1 7.9 17.9 19.7 17.2 18.8 53.3 9.2 21.0 21.3 21.4 20.4 57.3 9.2

2h 20.0 14.6 13.9 12.7 65.8 7.7 18.9 21.6 18.8 21.3 52.8 11.5 21.3 21.5 21.4 20.4 57.4 11.5

3h 24.7 15.1 14.8 13.5 65.1 9.3 19.9 22.9 20.4 23.3 52.9 12.7 21.6 21.3 21.4 20.3 58.3 12.7

4h 28.2 16.4 15.7 14.3 63.1 9.8 20.0 21.6 20.9 22.6 58.4 13.3 22.0 22.4 21.5 20.3 56.1 13.3

5h 31.4 17.6 16.3 14.8 59.9 8.5 20.1 21.3 20.9 21.7 59 12.5 22.1 23.5 21.6 20.3 51.8 12.5

6h 33.2 20.2 17.8 16.4 56.6 7.4 20.1 21.1 20.9 20.8 59.1 11.6 21.9 22.7 21.5 20.2 53.4 11.6

7h 33.8 22.2 19.9 18.4 55.9 7.6 20.1 20.8 20.7 20 59.3 10.2 22.0 22.9 21.5 20.1 52.9 10.2

8h 32.3 23.8 21.6 20.1 55.2 7.2 20.2 21.6 20.7 20.4 58.3 9.1 22.1 23 21.6 20.2 52.2 9.1

9h 30.6 24.4 22.8 21.2 55.9 6.1 20.8 22.2 21.4 22 57.4 8.6 22.1 23.2 21.5 20.2 52 8.6

10h 29.3 24.3 23.4 21.5 56.2 4.4 20.7 21.5 21.3 21.3 59.9 7.4 22.1 23.6 21.6 20.2 50.9 7.4

11h 27.9 23.8 23.5 21.3 56.5 1.8 20.8 22.2 21.2 21.4 58.3 6.8 22.2 23.5 21.6 20.3 51 6.8

12h 27.0 23.4 23.2 20.8 57.1 0.2 21.1 22.1 21.6 22.1 57.2 6.4 22.0 23.1 21.6 20.2 52.1 6.4

평균 27.9 19.9 
18.8 17.2 

59.4 6.5 20.1 21.6 
20.5 21.3 

57.2 9.9 21.9 22.7 
21.5 20.3 

53.8 9.9 
19.3 19.7 19.1

난방 

OFF

13h 26.1 22.9 22.7 20.3 57.3 -0.7 21.0 21.6 21.5 21.3 57.8 6.3 21.3 20.8 21.3 19.6 58.6 6.3 

14h 25.3 22.4 22.3 19.8 57.8 -2.4 20.8 21.3 21.2 20.5 58.2 6.0 21.0 20.5 21.0 19.2 59.3 6.0 

15h 24.6 21.8 21.9 19.4 58.3 -2.6 20.7 21.0 21.0 19.9 57.8 5.6 20.8 20.3 20.7 19.0 59.1 5.6 

16h 23.9 21.3 21.4 18.9 58.8 -2.6 20.7 20.7 20.7 19.5 57.4 6.2 20.7 20.1 20.5 18.8 59.6 6.2 

17h 23.2 20.8 20.7 18.8 58.6 -2.5 20.5 20.7 20.6 19.2 56.0 6.5 20.5 19.9 20.3 18.5 59.1 6.5 

18h 22.7 20.4 20.4 18.7 58.8 -2.5 20.4 20.6 20.5 19.0 56.6 6.2 20.4 19.7 20.0 18.2 59.8 6.2 

19h 22.3 20.2 20.2 18.6 58.3 -1.5 20.2 20.5 20.4 18.9 57.1 6.3 20.2 19.4 19.8 18.0 60.7 6.3 

20h 21.8 20.0 20.0 18.4 58.6 -1.8 20.1 20.3 20.3 18.7 57.5 6.8 20.0 19.2 19.6 17.7 61.3 6.8 

21h 21.4 19.8 19.8 18.2 57.9 -1.8 20.0 20.1 20.1 18.5 57.3 6.8 19.7 18.9 19.4 17.4 61.4 6.8 

22h 21.0 19.6 19.7 18.0 58.3 -1.8 19.8 19.9 20.0 18.3 57.3 6.8 19.6 18.6 19.2 17.1 61.4 6.8 

평균 23.2 20.9 
20.9 18.9 

58.3 -2.0 20.4 20.7 
20.6 19.4 

57.3 6.4 20.4 19.7 
20.2 18.4 

60.0 6.4 
19.2 19.7 18.9

전체 평균 25.8 20.4 
19.8 18.0 

58.9 2.6 20.2 21.2 
20.6 20.4 

57.2 8.3 21.2 21.3 
20.9 19.4 

56.6 8.3 
20.1 20.5 20.2

<표 3.9> 난방방식에 따른 온도분포 결과(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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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수직온도 측정 위치

(그림 3.24) 바닥복사난방 실내수직온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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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온수방열기난방 실내수직온도분포도

(그림 3.26) 대류공기난방(패키지유닛) 실내수직온도분포도

 



- 63 -

구분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대류공기난방(패키지유닛)

난방 

운전

경과

시간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Base13.3 12.9 12.9 12.9 12.8 12.6 16.5 15.8 15.9 15.9 16.0 15.8 19.3 17.2 17.2 17.5 17.2 17.3 

난방 

ON

1h 16.0 13.6 13.7 13.5 13.5 13.4 17.9 18.8 19.2 19.7 20.8 22.4 21.0 21.3 21.3 21.3 21.2 21.2 

2h 20.0 14.5 14.6 14.6 14.4 14.3 18.9 20.5 21.0 21.6 22.8 24.3 21.3 21.5 21.4 21.5 21.3 21.4 

3h 24.7 15.3 15.1 15.1 15 15 19.9 22.0 22.3 22.9 24.2 25.5 21.6 21.4 21.3 21.3 21.2 21.2 

4h 28.2 16.8 16.6 16.4 16.4 16.3 20.0 21.4 21.6 21.6 21.7 22.1 22.0 22.4 22.3 22.4 22.2 22.2 

5h 31.4 17.7 17.7 17.6 17.5 17.5 20.1 21.2 21.3 21.3 21.4 21.5 22.1 24.1 23.9 23.5 23.6 23.4 

6h 33.2 20.4 20.3 20.2 20.1 20.1 20.1 20.9 21.1 21.1 21.1 21.2 21.9 23.5 23.4 22.7 22.9 22.6 

8h 32.3 24.3 23.9 23.8 23.6 23.5 20.2 21.0 21.2 21.6 22.2 23.1 22.1 23.9 23.7 23.0 23.3 23.3 

10h 29.3 24.3 24.3 24.3 24.2 24.1 20.7 21.3 21.4 21.5 21.4 21.4 22.1 23.9 24.0 23.6 23.7 23.6 

12h 27.0 23.4 23.4 23.4 23.3 23.3 21.1 21.8 22.0 22.1 22.0 22.3 22.0 23.9 23.8 23.1 23.3 23.2 

평균 30.4 23.1 23.0 22.9 22.8 22.8 20.1 21.3 21.5 21.7 22.1 22.7 21.8 22.9 22.8 22.5 22.5 22.5 

난방 

OFF

13h 26.1 22.8 22.9 22.9 22.8 22.8 21.0 21.5 21.5 21.6 21.5 21.5 21.3 20.7 20.7 20.8 20.8 20.9 

14h 25.3 22.3 22.4 22.4 22.3 22.2 20.8 21.2 21.2 21.3 21.2 21.2 21.0 20.4 20.4 20.5 20.5 20.5 

15h 24.6 21.8 21.8 21.8 21.8 21.7 20.7 20.8 20.9 21.0 20.9 20.9 20.8 20.1 20.2 20.3 20.3 20.4 

16h 23.9 21.2 21.4 21.3 21.2 21.2 20.7 20.5 20.6 20.7 20.6 20.7 20.7 19.9 20.0 20.1 20.1 20.2 

17h 23.2 20.8 20.8 20.8 20.8 20.7 20.5 20.4 20.6 20.7 20.7 21.5 20.5 19.7 19.8 19.9 19.9 20.0 

18h 22.7 20.4 20.4 20.4 20.4 20.2 20.4 20.3 20.4 20.6 20.6 21.6 20.4 19.5 19.6 19.7 19.7 19.8 

19h 22.3 20.2 20.2 20.2 20.2 20.1 20.2 20.2 20.3 20.5 20.5 21.5 20.2 19.3 19.4 19.4 19.4 19.5 

20h 21.8 19.8 20.0 20.0 19.9 19.8 20.1 20.0 20.2 20.3 20.4 21.4 20.0 19.1 19.2 19.2 19.2 19.3 

21h 21.4 19.7 19.8 19.8 19.7 19.6 20.0 19.8 19.9 20.1 20.1 21.3 19.7 18.8 18.9 18.9 18.9 19.0 

22h 21.0 19.5 19.7 19.6 19.6 19.5 19.8 19.6 19.7 19.9 20.0 21.1 19.6 18.5 18.6 18.6 18.6 18.6 

평균 23.2 20.9 20.9 20.9 20.9 20.8 20.4 20.4 20.5 20.7 20.7 21.3 20.4 19.6 19.7 19.7 19.7 19.8 

<표 3.10> 난방방식에 따른 실내수직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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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은 다음과 같다. 즉,  CASE-1은 바닥복사난방

+대류공기난방, CASE-2는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 CASE-3는 대류

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의 각 2가지 타입을 서로 조합한 것이고 CASE-4는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의 세 가지를 조합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실험은 12시간 난방가동 후(on) 10시간 난방중지(off) 기간 

동안의 실내와 바닥구조체의 각 부위별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결과는 <표 3.11>, <표 3.12>와 같이  CASE-1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의 조합에서 난방가동 시(on) 바닥표면평균온도 

24.8℃, 벽표면 평균온도 21.3℃일 때 실내평균온도는 24.0℃로 나타났다.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바닥표면평균온도 29.7℃, 벽표면 평

균온도 20.0℃일 때 실내평균온도는 21.8℃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CASE-3

(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바닥표면평균온도 20.8℃, 벽표면 평균온도 

20.0℃일 때 실내평균온도는 21.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CASE-4(바닥

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에서는 바닥표면평균온도 24.5℃, 벽표

면 평균온도 17.2℃일 때 실내평균온도는 22.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CASE-1(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과 CASE-3(대류공기난방+온수

방열기난방), CASE-4(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와 같이 대

류공기식을 병용한 경우는 난방가동(on)과 동시에 실내온도가 상승하여 1시간 이

내에 설정온도 22℃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류공기식이 제외된 CASE-2(바닥

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에서는 설정온도 22℃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

었다. 반면에 난방중지 후(off) 실내온도변화는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

기난방)가 축열량으로 인하여 가장 작은 폭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한편, <표 3.13>, <표 3.14>에서와 같이 실험실 100mm~1700mm 높이의 각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수직온도분포에서 CASE-1(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

방)의 조합은 2.6℃차,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0.3℃차, 

CASE-3(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0.9℃차, CASE-4(바닥복사난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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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0.5℃차를 보임으로써 CASE-2(바닥복사난방+온

수방열기난방)가 가장 수직온도차가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결과로 볼 때 실내온도의 가장 빠

른 상승과 가장 높은 실내온도분포는 CASE-1(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

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실내온도가 가장 늦게 상승되었지만 축열량으로 가장 작은 온도변화폭을 보

였고 특히, 수직온도차가 거의 없는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a. 바닥표면온도 측정점 b. 실내 온도 측정점

c. 실험바닥구조체 단면

(그림 3.27) 온도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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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CASE-1 온도변화(1시간 간격)

(그림 3.29) CASE-2 온도변화(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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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CASE-3 온도변화 (1시간 간격)

(그림 3.31) CASE-4 온도변화(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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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1(바닥복사난방+ 대류공기난방)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

난방 

운전

경과

시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바닥

표면

온도

기포

콘크

리트

상부

표면

마감

모르

터

상부

표면

외기

온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바닥

표면

온도

기포

콘크

리트

상부

표면

마감

모르

터

상부

표면

외기

온도

Base 13.3 13.5 11.4 14.0 15.6 15.8 -2.4 15.8 14.4 12.7 15.6 17.5 16.0 -2.4 

난방 

ON

1h 21.5 16.6 17.0 22.2 24.9 27.5 -2.7 18.9 16.1 17.9 25.9 27.1 29.0 -2.7 

2h 23.4 18.5 19.6 27.5 33.7 35.4 -2.8 21.6 18.2 21.1 31.0 35.6 33.9 -2.8 

3h 24.2 20.2 21.3 27.0 33.8 33.7 -3.1 21.9 19.6 20.2 33.2 41.0 35.7 -3.1 

4h 24.9 21.4 22.2 26.4 31.7 31.4 -3.0 22.0 20.4 20.1 31.2 40.4 32.3 -3.0 

5h 25.5 22.2 22.8 26.0 30.2 30.0 -3.3 21.8 20.9 19.8 29.4 37.4 30.3 -3.3 

6h 22.3 22.2 21.6 25.1 29.0 28.9 -3.8 22.1 21.3 19.7 31.8 38.9 33.9 -3.8 

7h 24.6 22.3 22.2 24.8 28.1 28.0 -2.9 22.2 21.6 19.1 30.0 38.1 30.8 -2.9 

8h 25.5 22.6 22.4 24.6 27.2 27.2 -2.1 22.0 21.8 19.0 28.6 35.5 29.5 -2.1 

9h 22.9 22.4 21.4 23.9 26.5 26.6 -1.5 21.7 21.8 18.7 28.5 34.4 30.3 -1.5 

10h 24.8 22.4 22.1 23.8 25.9 26.0 -0.9 22.4 22.0 18.8 30.4 38.3 32.0 -0.9 

11h 24.9 22.5 22.0 23.4 25.3 25.4 1.1 22.3 22.1 19.0 28.9 36.2 30.2 1.1 

12h 23.1 22.4 21.2 23.2 24.7 24.9 1.6 22.2 22.1 19.1 27.8 34.5 29.0 1.6 

평균 24.0 
21.3 21.3 

24.8 28.4 28.8 -2.0　21.8 
20.7 19.4 

29.7 36.5 31.4 -2.0 
21.3 20.0 

난방 

OFF

13h 21.4 21.8 19.7 22.3 24.2 24.4 2.4 22.0 22.0 19.1 27.0 32.9 28.1 2.4 

14h 21.0 21.4 19.0 21.8 23.7 23.9 3.4 21.8 21.8 19.0 26.3 31.5 27.2 3.4 

15h 20.6 21.0 18.4 21.4 23.1 23.4 2.5 21.5 21.6 18.9 25.5 30.2 26.5 2.5 

16h 20.1 20.6 17.9 20.9 22.7 22.9 1.8 21.1 21.4 18.6 24.9 29.2 25.7 1.8 

17h 19.7 20.2 17.4 20.5 22.3 22.5 1.4 20.8 21.1 18.3 24.3 28.2 25.0 1.4 

18h 19.2 19.7 17.0 20.1 21.9 22.1 1.8 20.4 20.8 17.9 23.5 27.3 24.4 1.8 

19h 18.8 19.4 16.7 19.7 21.6 21.7 0.6 19.9 20.4 17.6 22.9 26.5 23.8 0.6 

20h 18.4 18.9 16.4 19.3 21.2 21.4 1.6 19.5 20.0 17.3 22.3 25.8 23.1 1.6 

21h 18.0 18.5 16.2 18.9 20.8 21.0 2.4 19.1 19.6 17.0 21.8 25.0 22.6 2.4 

22h 17.6 18.1 15.9 18.6 20.5 20.7 1.7 18.7 19.3 16.7 21.3 24.4 22.0 1.7 

평균 19.5 
20.0 17.5 

20.3 22.2 22.4 2.0 20.5 
20.8 18.0 

24.0 28.1 24.8 2.0 
18.7 19.4 

전체 평균 21.9 20.7 19.6 22.8 25.6 25.9 -0.2 21.2 20.7 18.8 27.1 32.7 28.4 -0.2 

<표 3.11> 난방방식 조합에 따른 온도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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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3(대류공기난방+온수난방)
CASE-4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

난방 

운전

경과

시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바닥

표면

온도

기포

콘크

리트

상부

표면

마감

모르

터

상부

표면

외기

온도

실내

온도

내측

벽

창측

벽

바닥

표면

온도

기포

콘크

리트

상부

표면

마감

모르

터

상부

표면

외기

온도

Base 15 13.9 12.4 17.3 17.4 17.5 1.2 17.8 18.1 16.0 19.3 23.3 20.1 1.6 

난방 

ON

1h 22.2 17.3 17.7 19.4 17.5 17.8 1.3 22.8 19.5 19.2 27.0 30.5 28.5 2.0 

2h 20.4 19.2 19.8 20.0 17.7 18.1 1.1 22.5 20.1 19.5 25.2 30.1 25.7 2.3 

3h 21.5 20.8 21.6 20.9 18.0 18.4 -0.2 22.1 20.4 19.5 24.5 28.7 24.8 1.7 

4h 21.9 21.6 22.3 21.3 18.3 18.7 -2.0 22.1 20.6 19.5 24.0 27.5 24.2 1.4 

5h 20.9 20.6 20.9 20.9 18.5 18.8 -3.0 22.1 20.7 19.4 23.6 26.6 23.8 1.4 

6h 20.4 19.7 18.8 20.7 18.5 18.9 -3.7 22.1 20.7 19.4 23.2 25.8 23.5 1.4 

7h 21.9 19.9 20.3 21.4 18.7 19.0 -4.5 21.9 20.7 19.3 23.0 25.2 23.2 1.6 

8h 21.1 20.4 20.4 21.3 18.8 19.1 -4.9 22.0 20.7 19.3 25.9 26.8 27.7 0.8 

9h 20.3 19.6 18.4 20.7 19.0 19.3 -6.1 22.4 21.0 19.6 25.3 29.6 25.6 1.8 

10h 22.5 20.4 21.0 21.8 19.1 19.4 -6.6 22.7 21.1 19.6 24.7 28.4 24.9 2.9 

11h 21.0 20.1 19.9 21.1 19.2 19.5 -6.4 22.5 21.1 19.8 24.1 27.3 24.4 2.8 

12h 20.0 20.2 19.5 20.0 19.4 19.7 -4.1 21.7 20.9 19.6 23.6 26.5 24.0 2.1 

평균 21.2 
20.0 20.1 

20.8 18.6 18.9 -3.3 22.2 
20.6 19.5 

24.5 27.8 25.0 1.9 
20.0 20.1 

난방 

OFF

13h 19.5 18.5 16.9 20.1 19.4 19.8 -5.4 20.6 20.6 19.0 23.1 25.8 23.7 3.0 

14h 19 17.9 16.1 19.8 19.4 19.8 -4.8 20.1 20.2 18.5 22.5 25.1 23.1 3.9 

15h 18.3 17.4 15.4 19.2 19.3 19.6 -4.8 19.7 19.8 18.1 22.0 24.5 22.6 3.5 

16h 18 17 15.1 19 19.3 19.6 -5 19.2 19.3 17.7 21.4 24.0 22.0 1.8 

17h 17.4 16.5 14.6 18.4 19.2 19.6 -5.2 18.7 18.9 17.2 21.0 23.4 21.5 2.1 

18h 17.2 16 14.1 18.2 19.1 19.4 -6.1 18.2 18.5 16.7 20.4 22.9 21.1 2.5 

19h 16.8 15.7 13.7 17.9 19.1 19.4 -6.5 17.8 18.1 16.3 20.0 22.4 20.5 1.0 

20h 16.5 15.3 13.4 17.5 19 19.3 -6.8 17.2 17.6 15.5 19.4 22.0 20.0 0.3 

21h 16.1 14.9 13.1 17.2 19 19.4 -7.8 16.9 17.2 15.0 19.0 21.5 19.6 0.0 

22h 16 14.6 12.7 16.9 19 19.3 -8.3 16.5 16.8 14.6 18.7 21.1 19.2 -1.6 

평균 17.5 
16.4 14.5 

18.4 19.2 19.5 -6.1 18.5 
18.7 16.9 

20.7 23.3 21.3 1.7 
15.4 17.8 

전체 평균 19.2 18.2 17.2 19.6 19.0 19.3 -5.3 20.5 19.8 18.3 22.8 25.7 23.3 1.8 

<표 3.12> 난방방식 조합에 따른 온도 변화-2



- 70 -

(그림 3.32) 수직온도 측정 위치

(그림 3.33) CASE-1 실내 수직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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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CASE-2 실내 수직온도 분포

(그림 3.35) CASE-3 실내 수직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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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CASE-4 실내 수직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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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1(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

난방 

운전

경과

시간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Base 14.0 12.9 13.1 13.3 13.2 13.1 15.6 13.8 13.8 15.8 13.8 14.0 

난방 

ON

1h 22.2 20 20 21.5 24.5 22.8 25.9 20.4 19.8 18.9 19.5 20.1 

2h 27.5 22.8 22.6 23.4 25.8 23.7 31.0 22.3 22.2 21.6 21.9 22.0 

3h 27.0 23.3 23.6 24.2 26.4 24.5 33.2 22.5 22.3 21.9 21.9 22.1 

4h 26.4 23.7 24.2 24.9 26.7 25 31.2 22.3 22.2 22.0 21.9 22.0 

5h 26.0 24 24.5 25.5 27.2 25.4 29.4 22.0 21.9 21.8 21.6 21.7 

6h 25.1 22.2 22.3 22.3 22.2 22.2 31.8 22.8 22.4 22.1 22.1 22.3 

8h 24.6 23.8 24.6 25.5 27.3 25.3 28.6 22.1 22.0 22.0 21.8 21.9 

10h 23.8 23.7 24.3 24.8 26.6 24.7 30.4 22.3 22.6 22.4 22.3 22.4 

12h 23.2 22.5 22.9 23.1 23.1 23.6 27.8 22.4 22.3 22.2 22.2 22.3 

평균 25.1 22.9 23.2 23.9 25.5 24.1 30.4 22.3 22.2 22.0 22.0 22.1 

난방 

OFF

13h 22.3 21.3 21.3 21.4 21.4 21.5 27.0 22.2 22.2 22 22 22.1

14h 21.8 20.9 20.9 21 21 21.1 26.3 22 22 21.8 21.8 21.9

15h 21.4 20.5 20.5 20.6 20.5 20.7 25.5 21.8 21.7 21.5 21.6 21.6

16h 20.9 19.9 20 20.1 20 20.2 24.9 21.3 21.4 21.1 21.2 21.2

17h 20.5 19.5 19.6 19.7 19.6 19.7 24.3 21 20.9 20.8 20.8 20.8

18h 20.1 19.1 19.2 19.2 19.2 19.2 23.5 20.4 20.5 20.4 20.3 20.3

19h 19.7 18.7 18.8 18.8 18.7 18.8 22.9 20.1 20.1 19.9 19.9 19.9

20h 19.3 18.3 18.4 18.4 18.3 18.3 22.3 19.6 19.7 19.5 19.5 19.5

21h 18.9 17.9 18 18 17.9 17.9 21.8 19.2 19.2 19.1 19.1 19.1

22h 18.6 17.6 17.7 17.6 17.6 17.6 21.3 18.8 18.8 18.7 18.6 18.7

평균 20.3 19.4 19.4 19.5 19.4 19.5 24.0 20.6 20.7 20.5 20.5 20.5 

<표 3.13> 난방방식 조합에 따른 실내 수직온도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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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3(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
CASE-4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

난방 

운전

경과

시간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바닥

표면

100

mm

600

mm

1100

mm

1700

mm

2200

mm

Base 17.3 15.0 15.0 15.0 14.9 14.9 19.3 17.4 17.4 17.8 17.5 17.8 

난방 

ON

1h 19.4 19.3 19.9 22.2 24.1 23.7 27.0 23.0 22.8 22.8 22.6 22.8 

2h 20.0 20.1 20.2 20.4 20.9 22.2 25.2 22.6 22.4 22.5 22.2 22.1 

3h 20.9 21.2 21.3 21.5 22.0 23.6 24.5 22.2 22.2 22.1 21.8 21.8 

4h 21.3 21.7 21.8 21.9 22.0 22.6 24.0 22.4 22.3 22.1 21.9 21.9 

5h 20.9 20.9 20.9 20.9 20.9 20.9 23.6 22.2 22.2 22.1 21.7 21.8 

6h 20.7 20.3 20.2 20.4 20.3 20.3 23.2 22.1 22.1 22.1 21.7 21.7 

8h 21.3 21.2 21.1 21.1 21.1 21.1 25.9 22.3 22.2 22.0 21.8 21.8 

10h 21.8 21.9 22.1 22.5 22.6 23.7 24.7 22.8 22.7 22.7 22.2 22.2 

12h 20.0 20.0 20.0 20.0 20.2 20.8 23.6 21.6 21.5 21.7 21.4 21.6 

평균 20.7 20.7 20.8 21.2 21.6 22.1 24.6 22.4 22.3 22.2 21.9 22.0 

난방 

OFF

13h 20.1 19 19.3 19.5 19.4 19.5 23.1 20.9 20.6 20.6 20.6 20.6

14h 19.8 18.6 18.9 19 18.9 19 22.5 20.4 20.1 20.1 20.1 20.1

15h 19.2 17.8 18.3 18.3 18.2 18.4 22.0 19.8 19.7 19.7 19.6 19.6

16h 19.0 17.7 18 18 18 18 21.4 19.3 19.2 19.2 19.1 19.1

17h 18.4 17 17.4 17.4 17.4 17.5 21.0 18.9 18.7 18.7 18.6 18.7

18h 18.2 16.8 17.2 17.2 17.1 17.1 20.4 18.4 18.2 18.2 18.1 18.2

19h 17.9 16.4 16.7 16.8 16.7 16.8 20.0 17.8 17.8 17.8 17.7 17.8

20h 17.5 16.2 16.5 16.5 16.5 16.5 19.4 17.2 17.2 17.2 17.2 17.2

21h 17.2 15.7 16.1 16.1 16 16.2 19.0 16.9 16.9 16.9 16.8 16.8

22h 16.9 15.6 15.9 16 15.9 16 18.7 16.5 16.6 16.5 16.5 16.5

평균 18.4 17.1 17.4 17.5 17.4 17.5 20.7 18.6 18.5 18.5 18.4 18.5 

<표 3.14> 난방방식 조합에 따른 실내 수직온도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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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MV(Predicted Mean Vote) 평가

  인체가 느끼는 온열감은 주위의 열환경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물리적변

수로 온도, 습도, 기류 및 주위의 복사열과 개인적 변수인 활동량과, 착의량을 

들 수 있다. 열환경적인 평가는 개인적변수와 물리적변수의 적합한 조합에 따라 

작용된다. 그러므로 온도, 습도, 기류, 복사온도, 착의량 및 활동량을 포함하는 

PMV로서 실내온열감을 평가할 수 있다. PMV스케일을 +3(hot), +2(warm), 

+1(slightly warm), 0(neutral), -1(slightly cool), -2(cool), -3(cold)으로 

정하였으며, ISO 7730에 의하면 PMV의 쾌적범위는 -0.5<PMV<+0.5 이다. 

PMV와 PPD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쾌적범위는 다음 조건이 추천되고 있다.

 -0.5 < PMV < +0.5, i.e. , PPD < 10[%]

  즉, 예상평균온열감이 -0.5에서 +0.5 사이에서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난방 방식에 따른 실험에서 실내환경의 PMV를 계산하여 시간의 변

화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3.37)과 같다. 또한, PMV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바닥표면온도, 평균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측정하여 1시간 간격의 

PMV(1Clo, 1.2Met)값으로 계산하면 <표 3.15>와 같다. 

  먼저 복사난방에서, 바닥구조체에 따른 표준바닥구조(-0.82)보다 실험바닥구조

(-0.03)가 높은 쾌적도를 보였다. 또한, 각 난방 방식별 비교에서는 바닥복사난방의 실

험바닥구조(-0.03)가 PMV 값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온수방열기

(+0.07), 대류공기난방(-0.19) 순으로 대류공기난방이 가장 불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방방식의 조합에서는 CASE-4(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

열기난방)(-0.13)가 PMV 값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CASE-1(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0.14), CASE-2(바닥복사난방+온

수방열기난방)(+0.15), CASE-3(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0.21)의 

순으로 쾌적범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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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난방방식에 따른 PMV 변화

구분 표준바닥구조실험바닥구조 온수방열기
난방

대류공기
난방 CASE-1 CASE-2 CASE-3 CASE-4

난방 

운전

경과

시간
PMV PPD PMV PPD PMV PPD PMV PPD PMV PPD PMV PPD PMV PPD PMV PPD

Base -2.25 86.6 -2.14 82.8 -1.27 38.7 -1.39 45 -2.14 82.5 -1.37 44.1 -1.75 64.6 -0.99 25.7

난방 

ON

1h -2.01 77.4 -1.48 49.7 -0.49 10 -0.54 11.2 -0.5 10.2 -0.61 12.9 -0.46 9.4 -0.03 5

2h -1.79 66.7 -1.02 27.1 -0.05 5 -0.36 7.7 -0.18 5.7 0.07 5.1 -0.42 8.7 0 5

3h -1.63 57.8 -0.69 15.1 0.18 5.7 -0.54 11.1 0.14 5.4 0.18 5.6 0.01 5 -0.12 5.3

4h -1.42 46.3 -0.33 7.2 0.08 5.1 -0.36 7.8 0.29 6.8 0.18 5.6 0.11 5.2 -0.12 5.3

5h -1.08 29.4 0.13 5.3 -0.04 5 -0.02 5 0.53 10.9 0.16 5.6 -0.11 5.2 -0.12 5.3

6h -0.74 16.6 0.36 7.6 -0.04 5 -0.2 5.8 -0.1 5.2 0.16 5.5 -0.42 8.7 -0.12 5.3

7h -0.4 8.4 0.44 9.1 -0.14 5.4 -0.2 5.8 0.39 8.1 0.15 5.5 -0.09 5.2 -0.13 5.3

8h -0.07 5.1 0.43 8.8 -0.02 5 -0.21 5.9 0.51 10.4 0.15 5.4 -0.21 5.9 -0.12 5.3

9h -0.07 5.1 0.42 8.6 0.07 5.1 -0.21 5.9 -0.01 5 0.14 5.4 -0.43 8.8 -0.12 5.3

10h -0.07 5.1 0.4 8.4 0.09 5.2 -0.03 5 0.24 6.2 0.14 5.4 0.11 5.2 0 5

11h -0.06 5.1 0.4 8.3 0.08 5.1 -0.03 5 0.26 6.4 0.14 5.4 -0.22 6 0.01 5

12h -0.27 6.6 0.51 10.5 0.17 5.6 -0.21 5.9 0 5 0.15 5.5 -0.35 7.6 -0.11 5.3

평균 -0.82 19.3 -0.03 5 0.07 5.1 -0.19 5.8 0.14 5.4 0.15 5.5 -0.21 5.9 -0.13 5.3

난방 

OFF

13h 0.3 6.9 0.28 6.6 0.08 5.1 -0.04 5 -0.12 5.3 0.15 5.4 -0.56 11.5 -0.19 5.7

14h 0.18 5.6 0.15 5.4 -0.05 5.1 -0.14 5.4 -0.1 5.2 0.15 5.5 -0.68 14.8 -0.31 7

15h 0.08 5.1 0.15 5.4 -0.14 5.4 -0.27 6.5 -0.19 5.7 0.06 5.1 -0.91 22.6 -0.4 8.3

16h -0.04 5 0.14 5.4 -0.15 5.5 -0.27 6.5 -0.32 7.2 -0.08 5.1 -0.91 22.6 -0.53 10.9

17h -0.14 5.4 0.05 5 -0.16 5.5 -0.27 6.5 -0.41 8.4 -0.07 5.1 -1.13 32.1 -0.53 10.8

18h -0.27 6.5 -0.08 5.1 -0.15 5.5 -0.36 7.7 -0.53 10.9 -0.3 6.8 -1.13 31.7 -0.74 16.7

19h -0.28 6.6 -0.08 5.1 -0.15 5.5 -0.49 10 -0.62 13.1 -0.3 6.8 -1.21 35.5 -0.74 16.7

20h -0.27 6.5 -0.08 5.1 -0.28 6.6 -0.49 10 -0.75 16.8 -0.39 8.2 -1.21 35.5 -0.97 24.9

21h -0.37 7.8 -0.17 5.6 -0.37 7.9 -0.49 10 -0.75 16.8 -0.52 10.7 -1.33 41.8 -0.97 24.8

22h -0.37 7.8 -0.17 5.6 -0.37 7.9 -0.58 12 -0.84 19.9 -0.52 10.7 -1.41 46 -1.06 28.6

평균 -0.05 5.1 -0.08 5.1 -0.15 5.5 -0.36 7.7 -0.54 11 -0.3 6.8 -1.21 31.5 -0.75 16.8

<표 3.15> 난방방식에 따른 PMV 및 PP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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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에너지 소비량

  각각의 난방시스템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통해 12시간동안 난방을 할 때 

소비된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열원

을 열량으로 비교할 수 있는 kcal로 평가하였다. 

<표 3.16>은 난방시스템의 각 Case별 실험에 따른 에너지소모량을 kcal로 

환산한 것이다. 즉, 복사난방에서 바닥구조체에 따른 에너지소모량은 실험바닥

구조가 표준바닥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1,658kcal). 그러나, 바닥

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및 대류공기난방의 3가지 시스템에서는 온수방열

기 난방이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2,728kcal), 대류공

기난방이 가장 적은 에너지소비량(2,408kcal)을 나타냈다. 

  한편, 각 난방방식의 조합에서는 CASE-4(바닥복사+온수방열기대류공기난방, 

6,222kcal)가 가장 에너지소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CASE-1(바

닥복사+대류공기난방), CASE-2(바닥복사+온수방열기난방), CASE-3(대류공

기+온수방열기난방) 순으로 에너지소모량이 각각 적게 나타났다. 

구분 가스(Nm³) 전기(kWh) kcal 석유환산톤(TOE)

복사난방(표준바닥구조) 0.77 0.3 11,808 0.00122

복사난방(실험바닥구조) 0.76 0.3 11,658 0.00122

온수방열기난방 - 14.8 12,728 0.00318

대류공기난방 - 2.8 2,408 0.0006

CASE-1

(바닥복사+대류공기난방)
- 10.7 6,794 0.00169

CASE-2

(바닥복사+온수방열기난방)
0.617 6.7 8,772 0.00099

CASE-3

(대류공기+온수방열기난방)
- 11.5 9,890 0.00247

CASE-4(바닥복사+온수방열기

대류공기난방)
0.239 6 6,222 0.00109

<표 3.16> 난방방식별 에너지 사용량

* 석유환산톤(TOE)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정한 단위로 TOE는 107Kcal로 정의하

는데, 이는 원유 1톤의 순발열량과 매우 가까운 열량으로 환산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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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결

  본 장에서는 난방방식에 따른 성능평가를 하기위한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먼저 2개의 실로 구성(크기 2,500(W)×2,600(L)×2,400(H)mm)된 Mock-Up 

실험동의 예비실험에서는 실내온도차가 동일하게 나타나 같은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의 난방시스템에 대한 성능실험 결과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복사난방에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바닥구조와 

배관코일의 위치를 상부로 이동시킨 실험바닥구조체의 성능실험에서는 실험바

닥구조가 실내설정온도(22℃) 도달시간이 더 빨랐고 특히, 모든 부위에서 표

준바닥구조보다 평균 1.2℃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급수관과 환

수관의 온도차에서도 표준바닥구조보다 실험바닥구조가 평균 약 10℃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수직온도의 차는 표준바닥구조가 평균 

0.1℃ 실험바닥구조가 평균 0.4℃로 실험바닥구조가 약간 큰 온도차를 보였지

만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험바닥구조가 축열층이 적어 

난방정지 시 실내하강속도는 표준바닥구조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2)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그리고 대류공기난방의 세 가지 타입을 비

교실험 한 결과 난방가동 후 실내설정온도(22℃)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류공기

난방(15분)>온수방열기난방(2시간) > 바닥복사난방(6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실내수직온도분포에서는 바닥복사난방 0.3℃차 > 대류공기난방 0.4℃차 > 

온수방열기난방 1.4℃차의 순으로 바닥복사난방이 가장 적은 온도차를 나타내

고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난방방식에 따른  비교실험에서는 바닥복사난방이 

축열량으로 인하여 실내설정온도 도달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지만 상하수직온

도차가 적게 나타났고 그 다음 대류공기난방도 온수방열기난방과 비교하여 적

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바닥복사난방인 경우 난방중지 후에도 축열

량으로 인하여 오히려 난방가동 시보다 상하 온도차가 더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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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결과에서는 실내온도의 가장 빠른 상승과 

가장 높은 실내온도분포는 CASE-1(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의 조합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는 실내온도가 

가장 늦게 상승되었지만 축열량으로 가장 작은 온도변화폭을 보였고 특히, 

수직온도차가 거의 없는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4) 각각의 난방방식에 따른 실내환경의 PMV는 먼저 복사난방에서, 바닥

구조체에 따른 표준바닥구조(-0.82)보다 실험바닥구조(-0.03)가 높은 쾌적도를 

보였다. 그리고 각 난방방식별 비교에서는 바닥복사난방의 실험바닥구조(-0.03)가 

PMV 값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온수방열기(+0.07), 대류

공기난방(-0.19) 순으로 대류공기난방이 가장 불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난방방식의 조합에서는 CASE-4(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

방)(-0.13)가 PMV 값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CASE-1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0.14), CASE-2(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 

(+0.15), CASE-3(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기난방)(-0.21)의 순으로 쾌적범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각각의 난방시스템에 대한 소비된 에너지(kcal) 평가결과 먼저, 복사난방에

서 바닥구조체에 따른 에너지소모량은 실험바닥구조가 표준바닥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및 대류공기난방의 3가

지 시스템의 에너지소비량은 대류공기난방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반면에 온수방

열기난방이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난방방식의 조

합에서는 3가지 난방 방식을 모두 조합한 CASE-4(바닥복사+온수방열기대류공

기난방)가 가장 에너지소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CASE-1(바닥

복사+대류공기난방), CASE-2(바닥복사+온수방열기난방), CASE-3(대류공기

+온수방열기난방) 순으로 에너지소모량이 각각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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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특히, 국

내의 대표적 난방방식인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기난방 그리고 대류공기식 난

방의 3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험 모델을 설계 및 구축하고 각 난방시스템

에 대하여 실내온도분포와 쾌적환경 및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함으로써 추후 공

동주택의 쾌적환경 및 에너지 절약적 새로운 난방시스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바닥복사난방의 표준바닥구조에서 배관코일의 위치를 상부로 이

동시킨 바닥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실내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모량도 적게 나타났으며 실내온도분포도 평균 1.2℃ 높게 유지되고 있었고 

쾌적환경(PMV)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각의 난방방식에 따른 비교실험에서는 바닥복사난방이 다른 난방

방식에 비하여 상하수직온도차가 적게 나타났고 쾌적환경(PMV)도 가장 양

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사용량은 대류공기식난방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실내설정온도까지 가열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큰 단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결과에서는 실내온도의 가장 빠른 상승

과 가장 높은 실내온도분포는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의 조합으로 나타

났다. 한편,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의 조합은 실내온도가 가장 늦게 

상승되었지만 축열량으로 가장 작은 온도변화폭을 보였고 특히, 수직온도차

가 거의 없는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실내쾌적환경의 PMV는 개별난방 방식에서는 바닥복사난방 > 온수방열기난방 

>대류공기난방 순으로 바닥복사난방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방방식의 

조합에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조합한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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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난방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바닥복사난방+대류공

기난방 그리고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난방에너지(kcal)소비결과는 대류공기난방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반면에 온수방열기난방이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에서는 3가지 난방 방식을 모두 조합한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대류공

기난방이 가장 에너지소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바닥복사난방

+대류공기난방 그리고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 대류공기난방+온수방

열기난방 순으로 에너지소모량이 각각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존의 바닥복사난방은 난방효과

의 지속성 및 쾌적환경과 수직온도분포에서는 유리하지만 가열에 장시간 소요

되는 점과 에너지소모량이 많은 것이 큰 단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표준바닥구조에서 배관코일의 위치를 상부로 이동시킨 바닥구

조체를 사용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실내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줄어들었

고 특히, 에너지소모량도 적게 나타났으며 또한, 실내온도분포와 쾌적환경

(PMV)도 유리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바닥복사난방과 온수방열기 난방에 대류공기식을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온도분포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에너지소모량이 크지 않아 새로운 난방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를 근간으로 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추후 공

동주택에서 냉방의 사용이 급증할 경우 새로운 냉‧난방 시스템으로 주거환경

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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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

김 선 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지도교수 박 진 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CO2 배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각국과 우리나라는 CO2 배출을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거에서는 바닥복사난방 한가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 이는 높은 바닥온도 유지로 열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에너지 과소비라

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 난방 방식인 바닥복사난방, 온수방열

기난방 그리고 대류공기식난방의 3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험 모델을 설계 

및 구축하고 각 난방시스템에 대하여 실내온도분포와 쾌적환경 및 에너지 사

용량을 평가함으로써 추후 공동주택의 쾌적환경 및 에너지 절약적 새로운 난

방시스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바닥복사난방의 표준바닥구조에서 배관코일의 위치를 상부로 이동

시킨 바닥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실내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줄어들어 에너지소

모량도 적게 나타났으며 실내온도분포도 평균 1.2 ℃ 높게 유지되고 있었고 

쾌적환경(PMV)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각각의 난방방식에 따른 비교실험에서는 바닥복사난방이 다른 난방방식에 

비하여 상하수직온도차가 적게 나타났고 쾌적환경(PMV)도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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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방방식의 조합에 따른 실험결과에서는 실내온도의 가장 빠른 상승과 

가장 높은 실내온도분포는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닥복사난방+온수방열기난방의 조합은 실내온도가 가장 늦게 상승되

었지만 수직온도차가 거의 없는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4) 실내쾌적환경의 PMV는 개별난방방식에서는 바닥복사난방 > 온수방열기난방 >

대류공기난방 순으로 바닥복사난방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방방식의 

조합에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조합한 바닥복사난방+대류공기난방+온수방열

기난방이 가장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난방에너지(kcal)소비결과는 대류공기난방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반면

에 온수방열기난방이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

에서는 3가지난방방식을 모두 조합한 바닥복사+온수방열기대류공기난방이 

가장 에너지소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존의 바닥복사난방은 난방효과

의 지속성 및 쾌적환경과 수직온도분포에서는 유리하지만 가열에 장시간 소요

되는 점과 에너지소모량이 많은 것이 큰 단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표준바닥구조에서 배관코일의 위치를 상부로 이동시킨 바닥구

조체를 사용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실내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줄어들었

고 특히, 에너지소모량도 적게 나타났으며 또한, 실내온도분포와 쾌적환경

(PMV)도 유리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바닥복사난방과 온수방열기 난방에 대류공기식을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온도분포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에너지소모량이 크지 않아 새로운 난방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를 근간으로 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추후 공

동주택에서 냉방의 사용이 급증할 경우 새로운 냉‧난방 시스템으로 주거환경

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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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ting System in Apartment House

Kim, Sun-Do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dvised by Prof. Park, Jin Chul, Ph.D.

Plans are needed to reduce CO2 emissions in each countries and 

Korea, as the world is highly interested in green growth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leading to new interests in CO2 emissions.

At the present time, most Korean residential housing depend only 

on the radiant heating system. This leads to excessive heat supply 

by maintaining high level of floor heat, and creates a serious problem 

of energy overconsumption.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to design and set test model for 

Korea's representative heating methods including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hot water heating system, and air circulation heating system. 

By evaluating the indoor temperature distribution, Predicted Mean 

Vote (PMV), and energy consumption on each syst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follow-up studies of PMV and 

energy-saving heating system for the next co-residential housing. 

The following are the study results.

  (1) When a floor structure which moves the location of the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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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 to upper part in the standard floor structure of the current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the reaching time for indoor set temperature 

decreases, leading to less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the indoor 

temperature distribution maintained an average of 1.2 ℃ higher, and 

showed better PMV.

  (2) In the comparison test according to each heating methods, the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showed less vertical temperature 

difference than other methods, and showed the best PMV.

  (3) In the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heating 

methods, the fastest indoor temperature rise and the highest indoor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the combination of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and air circulation heating system. In the meanwhile, although 

the combination of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and hot water heating 

system showed the longest indoor heating time, it showed constant 

distribution with no vertical temperature difference. 

  (4) The PMV of each individual heating system showed the best 

results in the following order;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hot water 

heating system, and air circulation heating system. However, the best 

heating method was the combination of all three methods.

  

  (5) The air circulation heating system showed the least heating 

energy consumption (kcal), and the hot water heating system showed 

the most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all three methods showed the least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when looking at the results, although the existing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is favorable in terms of continuity, PMV, and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heating effect, it takes longer 

time to heat and consumes a large amount of energy.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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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hortfalls, a floor structure which moves the location of the 

piping coil to the upper part of the existing standard floor structure 

was suggested. This system showed shorter indoor set temperature 

reaching time, with less energy consumption and favorable to indoor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PMV.

  In addition, when combining the use of both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and the air circulation heating system, the indoor temperature 

rose faster, maintaining stabilize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energy was consumed less, and this combination can 

be used as a new heating system.

  In conclusion, when the above stated method which was proven by 

various tests are used in the next co-residential housings based on 

this study, the new heating and cooling system will further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