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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s are need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each countries and Korea

,as the world is highly interested in green growth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This is an

elementary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opti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for future

housing, material research was conducted on conventional and latest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optimal alternatives propo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Radiant floor heating was applied in current, but it will should be advantageous

combination of convection cooling systems and radiant heating systems with smaller capacity,

due to high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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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저

감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의 22%를 차지하는 건물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물에서

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ZEB(Zero Energy

House)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냉난방 시스템은 주거건물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로서, 추후 난방부하의 감소와 냉

방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부하패턴의 변화에

따른 냉난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냉

난방 방식의 변화를 위해 기존의 냉난방 방식에

서 벗어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냉난방 시스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미래 주거에서, 특히 우

리나라 주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감에 따른 부하 패턴의 변화에 따

라 적용 가능한 냉난방 시스템을 분석하고, 미래

주거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서 쓰이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주거의 정의 및 범위를 선정하고, 냉난

방 시스템의 선정을 위한 고려요소를 분석한다.

(2) 미래 주거에 적용 가능한 냉난방 시스템을



조사하여 대안들을 파악한다.

(3) 선정된 대안들의 적용성을 평가하여 미래 주

거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을 예측한다.

2. 최적 냉난방 시스템 선정을 위한 고려요소

미래의 주거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의 변화와

소비자 정책, 기술 등의 변화에 의해 Zero

Energy, Smart, Healthy, Diversity 등의 방향으

로 예측되며, 미래 주거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

선정을 위해서는 미래 주거의 변화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Fig. 1 참조)

Fig. 1 Outlook of Future Housing

미래 주거의 변화에 따라 냉난방 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에너지 절약적 요소

와 시공성 및 경제성, 기술적 요소, 환경적 요소,

문화적 요소가 있으며 Fig. 2 에 정리하였다.

Fig. 2. Considerations for Selection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저감에 따른 주거의 냉난

방 부하 변화에 따라 최적 냉난방 시스템을 제안

하는 것이 목표로서, 냉난방 시스템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적 요소를 고려하고자 한

다. 따라서 미래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은 현재

국가 에너지 저감 전략에 따라 2012년, 2017년,

2025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따른 냉난방

부하에 따라 최적 냉난방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

이 필요하다. 에너지 저감 전략에 따른 주거의

냉난방 부하 변화 및 성능기준, 냉난방과 관련된

적용기술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Three Steps of Energy Savings of

Building in the Future

구분
1단계

2012년

2단계

2017년

3단계

2025년

현재 에너지 소비

대비

에너지 소비

절감량

30% 저감 60% 저감 80% 저감

성

능

기

준

외벽단열값 0.36W/㎡․K 0.20W/㎡․K 0.08W/㎡․K

창호단열값 2.10W/㎡․K 1.50W/㎡․K 0.80W/㎡․K

환기율 0.5ACH 0.5ACH 0.35ACH

전열교환량 60% 75% 85%

적용요소기술

고단열, 기

밀성 창호,

자 연 채 광

및 고효율

기기

30% 절감

기술 외 이

중 외피, 초

고단열

60% 저감

기술 외 신

재생 에너지

등

3. 적용 가능한 냉난방 시스템 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및 미래 주거에 적용 가능한

냉난방 시스템을 고려 요소에 따라 조사 분석하

여 최적안 선정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냉난방 방식은 크게 대류식과 복사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1 대류 냉난방 시스템 조사

대류식 냉난방 시스템 중 미래 냉난방에 적용 가

능한 CAV, VAV, PTAC, 바닥취출, FCU 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요소별로 평가한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Table 2 Analysis on Convection Heating

and Cooling System

( ◎ : 상, ○ : 중 , △ : 하)

구분
에너지
절약

기술적
요소

시공성
요소

경제성
요소

문화적
요소

환경적
요소

CAV ○ ○ △ ○ ○ ○

VAV ○ ○ △ △ ○ ○

PTAC △ △ ◎ ◎ ○ △

바닥
취출

△ ○ △ △ ○ ○

FCU ○ ○ △ △ ○ △

대류식 냉난방 시스템 분석결과, CAV 적용시

에너지 절감과 기술적 요소에서 유리하고 환기장

치와 연계하여 중간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FCU의 경우 바닥복사와

열원의 공유가 가능하며 CAV와 VAV에 비해 부

대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시공상, 경제적으로 유

리하여 미래 주거의 적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생활양식

변화와 냉난방시 빠른 응답성과 실내공기질의 쾌

적성 등은 대류식 냉난방의 적용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복사 냉난방 시스템 조사

복사 냉난방 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적

용되고 있는 바닥복사 난방, 모세관 복사냉난방,

저온난방 및 고온냉방, 건식복사 냉난방 방식, 그

리고 Chilled Beam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Table 3 참조)

Table 3 Analysis on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

( ◎ : 상, ○ : 중 , △ : 하)

구분
에너지
절약

기술적
요소

시공성
요소

경제성
요소

문화적
요소

환경적
요소

바닥
복사

○ ○ ◎ ◎ ◎ ○

모세관 ○ ○ ○ ◎ ◎ ○

저온난방
고온냉방 ◎ ◎ ○ ◎ ◎ ○

건식
복사

○ ◎ ○ ○ ◎ ○

Chilled
Beam

○ ◎ △ △ ◎ ◎

복사냉난방 시스템은 5개의 시스템 모두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특별히 우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우며, 미래 공동주택에는 고단열화로 적은

에너지로 냉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

하다. 따라서 저온 난방과 고온냉방 시스템이 에

너지절약에 유리한 시스템이라 판단되며, 모세관

과 건식복사와 함께 바닥 외에도 천장과 벽체에

적용되어 시공상 불리한 면도 있다고 판단되나,

미래 주거의 에너지 절약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냉난방 시스템이라 판단된다.

3.3 미래 주거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 선정

냉난방 시스템의 자료 조사 결과, 대류식에서는

CAV와 FCU방식, 복사식에서는 바닥 복사를 비

롯 모세관 복사와 저온난방 및 고온냉방 방식,

그리고 건식 복사 방식이 미래 주거의 냉난방 시

스템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래 주거에서는 고단열화, 고기밀화로 인

해 실외온도에 따른 실내온도의 변화가 적어지

고, 쾌적범위와 실내온도와의 차이가 작아짐으로

냉난방 설비용량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단열조건은 실내온도와 쾌적범위의 온도차가 크

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빠른 대류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미래에 고기밀화와 고단열화가

될수록 복사 냉난방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다. (Fig. 3 참조)

Fig. 3 Changes of Outdoor, Indoor and

Comfortable Temperature

따라서 미래 주거에 적용가능한 냉난방 시스템

은, 현재에는 복사난방 시스템에 필요시 대류 냉

방을 적용하며, 2017년과 2025년에는 주거의 향

상된 단열성능으로 시스템의 전체적 용량절감이

가능하여, 향상된 복사식만을 적용하거나 빠른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복사식과 대류식의 조합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Fig. 4 는 미래 주거의 냉난방

시스템 적용 예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Examples of Opti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in the Future

3.4 소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주거에서는

복사난방에 냉방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지만 향후

미래 주거에서는 냉방이 필수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냉난방을 조합한 시스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른 냉난방 시스템을 예측하면 1단계 (2012년)

30% 저감시에는 기존 복사 난방에 선택적 대류

냉방을 적용하고, 2단계 (2017년)에는 저온복사난

방 및 고온복사냉방을 적용하며 신속한 설정온도

도달을 위한 FCU나 CAV와의 조합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3단계 (2025년) 에서는 고단열,

고기밀화로 저온 복사 난방 및 고온복사냉방의

적용이 최적안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적용가능한 냉난방 시스템을 조사한 결

과, 대류식 냉난방 시스템은 미래 주거에 있어

빠른 응답시간과 실내공기의 쾌적성이 주목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사식 냉난방 시스템은 에너

지 절약적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2) 현재 주거에서는 바닥 복사난방이 적용되어

있으나, 미래 고단열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로 전

체적인 용량을 작게한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류

식 냉난방 시스템을 조합한 냉난방 시스템의 적

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래 주거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미래 주거의 냉난방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적용가능한 냉난방시스템을 조사

분석한 기초연구로서,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적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정량적

방법을 통해 최적안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에너지 절약적 측면 뿐 아니라 시공성이나

경제성 측면, 문화적 요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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