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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전열면적[m]
Cp ：유체의 정압비열[W/kg-K]
C ：표면의 형상 및 Ra수의 범위에 따른 상수

Gr ：Grashof Number
g ：중력가속도 [m/s2]
H ：유리의 수직높이 [m]
h ：대류열전달계수[W/m2-K]
k ：열전도율 [W/m-K]
L ：매질의 특성길이 [m]
Nu ：Nusselt Number
Pr ：Prandtl Number
Pvac   ：진공압[Pa], [torr]
Qcond ：전도에 의한 열전달 [W]
Qconv ：대류에 의한 열전달 [W]
Qrad ：복사에 의한 열전달 [W]
QTotal ：총 열전달 [W]
Ra ：Rayleigh Number 
∆T ：고온측 및 저온측의 온도차 [K]
Ts ：매질의 표면온도 [K]
∞ ：매질 주위의 유체온도 [K]

그리스 문자

 ：체적팽창계수

 ：유체의 특성길이 [m]
 ：유리의 표면방사율

 ：유체의 동점성계수 [m2/s]
 ：유체의 밀도 [kg/m3]
 ：Stefan-Bolzmann 상수 [W/m2-K4]

1. 서  론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의 가스층은 판유리로
부터 전달되는 전도와 복사, 그리고 유리표면과 단열
가스 사이에서의 대류에 의해 열성능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이중유리와 달리, 진공유리의 진공층은 
이론적으로 유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복사에 
의한 열전달만 이루어짐으로 열적인 관점에서 상반된 
공간에서 에너지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뛰어난 단열성능을 가지고 있다.Philip C. Eames.(1), 
N. Ng et al.(2) 또한, 진공유리의 구성에 따라 겨울철의 
열손실과 여름철의 열 취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건물
외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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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일 수 있는 진공유리의 구성방법과 열전달 특성
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난방기를 중심으로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
와 진공유리의 U-value를 비교․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진공유리에 대한 국외의 연구 중, 우선 진공에 따른 
실내외 압력차를 극복하기 위한 저전도 필러(Pillar)의 개발
에 관한 연구와 Low-emission(Low-e)코팅의 성능 및 적용
방법에 따른 진공유리의 열 성능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진공유리를 위한 마감 스페이서
(Finishing Spacer) 및 실링(Sealing)기술의 개발과 진공튜브를 
삽입한 이중유리의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공유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Minxi Bao et al.(3), Yueping Fang et al.(4), 
Erdem Cuce et al.(5) 반면, 국내에서는 진공유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단열성능 측정 등 몇몇 진공유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지만, 국외와 비교하여 진공유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열적으로 효율적인 진공유리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공유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난방기의 에너지 부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공유리의 구조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열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분석

[Fig. 1]은 냉방기 및 난방기의 상반된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각각의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진공유리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실내외측에 설치된 
판유리 및 필러(Pillar)를 포함하는 진공층을 가진 진공
유리를 설치한 후,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의 
형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스층을 추가하고 최종적
으로 외기와 접하는 부분에 판유리를 추가함으로서 
진공유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Fig. 2]는 [Fig. 1]과 같이 구성된 진공유리에 
대해, 냉방기 및 난방기에 대한 열전달 과정을 회로도화 
한 것이며, 각각의 과정에서의 열전달은 식 (1), (2), (3)
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특히, 실내외측 및 가스층
에서의 대류 열전달계수는 제시된 식 (4), (5), (6)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Yunusa A. Cengel.(6)

 ⋅⋅
∆

(1)

 ⋅⋅∆ (2)

Qrad  ⋅⋅ATsT∞ (3)

  


 (4)

 

⋅Pr CRa (5)




⋅∞⋅


Pr (6)

Fig. 1 The structure of the Vacuum Glazing to reduce 
cooling and heating loss

Fig. 2 Heat Transfer Process via the Vacuum Glazing 
in cooling and heating period

4. 시뮬레이션 분석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와 진공유리의 U-value를 비교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창호 연구기관인 
미국의 LBNL(Lawrence Berkely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WINDOW 7.3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특히, 
Glazing의 U-value를 계산하기 위해, WINDOW 7.3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Glass Library」와 「Gap Library」, 「Glazing 
System Library」그리고 「Environmental Conditions Library」
에 포함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오직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한 열전달만을 고려하기 위해 일사(Solar 
Radiation)와 대기 복사(Atmospheric Radiation)는 초기조건
에서 제외하였다. LBNL.(7)(8) 

4.1 시뮬레이션 조건

4.1.1 판유리(Sing glass)
이중유리 및 진공유리를 구성하기 위한 판유리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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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적용된 판유리의 두께는 실내․외측 모두 
5[mm]로 적용한 반면, 진공유리를 위한 판유리의 
두께는 3[mm]로 적용하였다. 또한, 열전도율은 이중유리 
및 진공유리에 적용된 판유리 모두 동일하게 설정
하였으며, 특히 유리의 표면 방사율의 경우, 가스층에 
접한 유리의 표면에 Low-emission코팅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Low-emission코팅이 적용된 유리의 표면
방사율은 0.2인 것으로 설정하여 설정하였다. 

No. Thickness
[mm]

Conductivity
[W/m2-K]

Surface Emissivity Size
(Height × Width)

[mm]
Exterior
(Left)

Interior
(Right)

① 5 0.50 0.2 0.8 1000×1000

② 5 0.50 0.2 0.2 1000×1000

③ 3 0.50 0.2 0.2 1000×1000

④ 3 0.50 0.2 0.2 1000×1000

⑤ 3 0.50 0.8 0.8 1000×1000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sing glasses

4.1.2 단열가스
이중유리에 주입되는 단열가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Air」, 「Argon」, 「Krypton」가스로 선별
하였으며, 특히 이중유리에 주입 시, 순수 가스 100[%]가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각의 가스에 대한 물리적 
및 열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Gas Type k
[W/m-K]

Viscosity
[kg/m-s]

Cp
[W/kg-K]


[kg/m3]

Pr

Air 0.026 0.000017 0.240 1.2 0.715

Argon 0.017 0.000021 0.125 1.7 0.669

Krypton 0.009 0.000023 0.059 3.5 0.672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existing gases

4.1.3 진공
일반적으로 10[mm]이상의 가스층을 갖는 이중유리와 

달리, 진공층은 이보다 1/50이상 얇은 두께를 가지지만, 
높은 열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진공층의 
U-value 계산 시, 진공층에 삽입된 필러의 열전도율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완전진공(진공도 100[%])을 갖지 
않은 이상, 진공층에는 미소공기가 포함되므로 미소
공기에 의한 대류열전달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소공기는 다른 열전달계수와 비교하여 극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열전달 과정에서 미소공기에 의한 
대류열전달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용된 진공의 물리적 및 
열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hickness
[mm]

P vac
[Pa]

P vac
[torr]

Pillar Gap
Conductance

[W/m-K]
Radius
[mm]

Spacing
[mm]

0.2 0.133 0.001 11.5 30.0 0.107

Table 3. Therm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vacuum layer

4.1.4 이중유리의 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와 

진공유리와의 U-value를 비교하기 위해, 앞서 구성된 판유리, 
단열가스, 진공을 이용하여 3종류의 이중유리(1~3)와 
3종류의 진공유리(4~6)를 구성하였다. 특히 진공유리의 
경우, 진공층을 적용한 부분은 동일하지만, 실 외측에 
가스층과 판유리가 추가 설치된 부분에서 가스의 종류
를 「Air」, 「Argon」, 「Krypton」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타입의 진공유리를 3종류로 형성하였다. 

각각의 유리의 구성 및 특징은 [Table 4]와 같다.

No. Structure of Glazing Thickness of Glazing 
[mm]

1 Glass①+Air+Glass② 20
2 Glass①+Ar+Glass② 20
3 Glass①+Kr+Glass② 20
4 Glass③+Air+Glass⑤+Vacuum+Glass④ 19.2
5 Glass③+Ar+Glass⑤+Vacuum+Glass④ 19.2
6 Glass③+Kr+Glass⑤+Vacuum+Glass④ 19.2

Table 4. Structures of the double glazing and 
the vacuum glazing

4.1.5 경계조건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실내․외 경계조건은 한국산업

규격 중, 건축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능 측정 방법」의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emperature
[℃]

Velocity
[m/s]

Convection Heat 
Transfer Resistance

[m2-K/W]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Indoor 20.0 1.25 0.11 ± 0.02 9.00

Outdoor 0.00 4.00 0.05 ± 0.02 20.00

Table 5. Boundary conditions of interior and exterior

4.2 결과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Air」, 「Argon」, 「Krypton」의 

단열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공유리와의 U-value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Air」, 「Argon」, 「Krypton」을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는 각각 1.406[W/m2-K], 
1.137[W/m2-K], 0.938[W/m2-K]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공유리의 경우에서 「Air+Vacuum」, 「Argon+Vacuum」, 
「Krypton+Vacuum」을 포함한 진공유리의 U-value는 

각각 0.580[W/m2-K], 0.539[W/m2-K], 0.479[W/m2-K]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난방기동안에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와 비교하여, 진공유리의 낮은 U-value
의 원인은 전도와 대류가 발생되지 않고 오직 유리

의 표면방사율에 따른 진공층의 열전달 감소 때문이며, 
특히 진공층에 접한 실 내측 표면유리의 방사율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저 방사율로 인한 복사 열전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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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냉방기의 

열 취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된 실 외측의 추가적인 
판유리 및 가스층에서의 열전달 감소가 진공창의 

U-value를 더욱 낮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와 진공유리의 U-value 

감소율[%]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경계조건 하에서 

「Air」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보다 「Air+Vacuum」로 

형성된 진공유리가 U-value를 58.72[%]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Argon」,「Krypton」
가스와의 비교에서도 「Air+Vacuum」을 포함한 진공

유리리가 각각 48.99[%], 38.17%[%]의 U-value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o. Structure of Glazing 
Thickness of 

Glazing 
[mm]

U-value
[W/m2-K]

1 Glass①+Air+Glass② 20 1.406
2 Glass①+Ar+Glass② 20 1.137
3 Glass①+Kr+Glass② 20 0.938
4 Glass③+Air+Glass⑤+Vacuum+Glass④ 19.2 0.580
5 Glass③+Ar+Glass⑤+Vacuum+Glass④ 19.2 0.539
6 Glass③+Kr+Glass⑤+Vacuum+Glass④ 19.2 0.479

Table 6. U-values of double glazing and vacuum glazing 

Fig. 3 Heat Transfer Process via a Vacuum Glazing in 
cooling and heating period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난방부하 절감을 위한 진공유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난방부하 및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한 진공유리의 

구성은 [Fig.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열전달 과정은 

[Fig. 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공유리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열 전달(전도, 대류, 복사)량과 
진공유리를 통한 총 열전달량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단열가스가 주입된 이중유리와 진공유리와의 

U-value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Air」, 「Argon」, 
「Krypton」을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는 각각 

1.406[W/m2-K], 1.137[W/m2-K], 0.938[W/m2-K]으로 계산된 
반면, 「Air+Vacuum」, 「Argon+Vacuum」, 「Krypton+Vacuum」
을 포함한 진공유리의 U-value는 각각 0.580[W/m2-K], 
0.539[W/m2-K], 0.479[W/m2-K]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동일한 경계조건 하에서 「Air」, 「Argon」, 「Krypton」을 
주입한 이중유리와 비교하여, 「Air+Vacuum」,「Argon+Vacuum」, 
「Krypton+Vacuum」으로 형성된 진공유리가 U-value를 각각 

58.72[%], 48.99[%], 38.17%[%]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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