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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전열 면적 [m2]
 ：유체의 정압비열 [W/kg-K]
 ：Grashof Number
 ：중력가속도 [m/s2]
 ：대류열전달계수 [W/m2-K]
 ：복사열전달계수 [W/m2-K]
 ：열전도율 [W/m-K]
 ：유리의 수직길이 [m]
 ：Nusselt Number
 ：Prandtl Number
 ：전도 열전달 [W]
 ：대류 열전달 [W]
 ：복사 열전달 [W]
 ：총 열전달 [W]
 ：Rayleigh Number
 ：전도 저항 [m2-K/W]
 ：대류 저항 [m2-K/W]
 ：복사 저항 [m2-K/W]
 ：저온측 표면온도 [K]
 ：고온측 표면온도 [K]
  ：실내․외 공기온도 [K]
   ：유리의 표면온도 [K]

그리스 문자

 ：체적 팽창계수

 ：유체의 특성길이 [m]
 ：유리의 표면방사율

 ：유체의 점성계수

 ：유체의 동점성계수 [m2/s]
 ：Stefan-Boltzmann 상수 [W/m2-K4]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을 위한 기술로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고 이를 지중에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기술이 이슈화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CO2를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Det Norske Veritas(1), DOE(2), Forough Parvareh et al.(3) 
이를 통해 CO2에 대한 인식변화는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에너지 사용의 40[%]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ASBEC(4), Chris Riedy et al.(5), Josef Ayoub(6) 
한편, 포집된 CO2는 주로 재생연료, 화학제품 및 친환경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열 성능 분석
Analysis on Thermal Performance of Double-Pane Unit Filled Carbon Dioxide 

백상훈(Sang-hoon Baek)1, 박진철(Jin Chul Park)2†

1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2중앙대학교 건축학부 
1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156-756, Republic of Korea
2School of Architecture & Building Science, Chung-Ang University, Seoul 156-756,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rmal performance of double-pane unit, filled carbon dioxide during heating period. 
For this, first of all, we built the mathematical model to interpret Heat Transfer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in a double-pane unit. 
In addition, we compared U-values of double-pane units, filled existing insulating gases, Krypton, Argon, Air with U-values 
of them, injected carbon dioxide. As the results, while U-values of double-pane units, filled Krypton, Argon, Air are indicated 
to each 1.700[W/m2-K], 1.849[W/m2-K], 2.017[W/m2-K], the U-value of it, filled carbon dioxide was analyzed to 
1.851[W/m2-K]. Furthermore, it showed that cases, increasing thicknesses of glasses with same thicknesses of gas-layers 
and types of gases also showed similar patten with it of double-pane unit in the case of 20[mm]. Therefore, if carbon dioxide 
is injected in a double-pane unit, it will be possible to utilize as a insulating gas for a double-pane unit.

Key words Double-pane unit(이중유리),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Greenhouse Gas(온실가스), U-value(열관류율)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ncpark@cau.ac.kr

15 -S -058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94.26.63 | Accessed 2015/11/30 12:13(KST)



대한설비공학회 2015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20 ~ 223

- 221 -

광물 등에 이용되고 있지만 CO2의 열적 및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면 상반된 공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완화할 수 

있는 단열재로서 활용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Lele Zou(7), Angelina Prokofyeva(8), Mar Pérez-Fortes(9)  

건물에서 실내․외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완화하는 대표
적인 건자재가 창호시스템이며 특히 최근에 급격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유리에서는 유리와 간봉(Spacer)으로 
밀폐된 가스층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층에 CO2를 
주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외피에 적용되는 이중유리의 가스층에 CO2를 
주입하여 이에 대한 단열성능을 평가하고 기존의 단열
가스와의 열성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중유리에 주입되는 CO2가 단열가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가스의 화학적 특성 
및 온도에 따른 밀도(), 비체적(), 그리고 가스층의 
압력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2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이중
유리에 대한 열전달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단열가스와 CO2가스와의 단열
성능을 비교하여 창호의 단열가스로서 CO2의 활용 가
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외의 경우, 온실가스를 순수한 건자재로 활용한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온실가스를 
창호에 주입하여 이에 대한 열 성능을 평가 한 연구사례 
또한 극히 미비하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인 창호 연구
기관인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에
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창호해석 프
로그램인 「Window 7.3」에 기존의 버전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CO2와 SF6(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를 「Gas 
Library」알고리즘에 추가하여 이를 분석하는 등 창호
에서의 온실가스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실정이다.LBNL(10)

국내에서도 순수한 온실가스를 건자재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며 특히, 창호부문에서도 온실가스를 단열

가스로 활용한 사례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인 CO2를 건물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건물의 외피에 적용되는 

이중유리에 CO2를 주입하여 이에 대한 열 성능을 난방기

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3. 이중유리의 열전달

두 개의 판유리와 가스층을 갖는 이중유리의 난방기 

열전달은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손실과 

일사 및 대기 복사에 따른 유리의 흡수 및 투과에 의해서 
열획득의 과정이 일어나며 그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Yunusa A. Cengel(11)

Fig 2. Concept on heat transfer in double-pane unit 
during heating period

이러한 이중유리를 통한 실내의 열 획득 및 열손실 중, 
순수한 유리 및 가스층에 의한 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일사 및 대기 복사에 의한 열의 획득을 제외하고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전도 및 복사와 가스의 밀도 차에 
의한 대류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종합
하여 회로도화 한 것이 [Fig. 2]이다.

Fig. 3 Circuit Diagram on thermal resistance in 
double-pane unit during heating period

여기서, 각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도, 대류 및 복사 
열전달과 실내에서 실외로의 총 열전달은 각각 식 
(1), (2), (3)과 식(4)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1)

     

      (2)

  

    (3)

 
 

  
   (4)

또한, 각 과정에서의 열 저항은 식(5), (6), (7)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5)

     ⋅


 (6)

   ⋅


 (7)

특히, 대류 열전달계수(h)는 대기압에서의 자연대류와 
가스층에서의 자연대류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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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은 다음의 식(8)부터 식(13)을 이용하여 산출
할 수 있다.  

  


  (8)

   
  (9)

  
 

 


 (10)

×      × 

  
 

 


 (11)

×      

 ⋅


⋅
⋅  (12)



  (13)

아울러, 식 (7)에서의 복사열전달계수()는 다음의 
식 (14)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14)

4. 시뮬레이션 분석

시뮬레이션은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에서 제공하는 「Window 7.3」 프로그램 중, 유리해석 
및 가스해석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Glass Library」
및「Glazing System Library] 와 실내․외 온열환경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Environmental Conditions Library」를 
이용하였으며, 본 시뮬레이션의 조건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1]은 이중유리에 적용된 단열가스 및 CO2가스의 

열적 및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중유리에 적용 시, 
모두 순수한 가스 100[%]을 주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ype of Gas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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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0.017 0.000021 0.125 1.7 0.669

Krypton(Kr) 0.009 0.000023 0.059 3.5 0.672

CO2 0.016 0.000014 0.202 1.8 0.772

※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pressure  : 20[℃] and 1[atm]

Table 1. Type and properties of filled-gases

[Table 2]는 이중유리를 구성하기 위한 판유리(Single Glass)의 

특성을 나타내며, 유리두께는 6[mm]부터 10[mm]까지 1[mm] 
간격으로 모두 6종류의 판유리를 구성하였다. 

Thickness
[mm]

Area
[mm]

Outdoor 
surface-emissivity

Indoor 
surface-emissivity

Conductivity
[W/m-6K]

5 1000×1000 0.8 0.8 0.8
6 1000×1000 0.8 0.8 0.8
7 1000×1000 0.8 0.8 0.8
8 1000×1000 0.8 0.8 0.8
9 1000×1000 0.8 0.8 0.8
10 1000×1000 0.8 0.8 0.8

Table 2. Type and properties of Glasses

[Table 3]은 [Table 1] 및 [Table 2]에서 구성된 가스 

및 판유리를 이용하여 형성된 이중유리의 종류와 특성

을 나타낸다.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단열가스와 CO2

가스와의 단열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유리와 경계조건을 설정한 후, 가스의 변화에 

따른 U-value값들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Structure of Glazing Thickness
Emissivity Conductivity

[W/m-K]Indoor Outdoor
5mm+10mm[Kr]+5mm 20 mm 0.8 0.8 0.8
5mm+10mm[Ar]+5mm 20 mm 0.8 0.8 0.8
5mm+10mm[Air]+5mm 20 mm 0.8 0.8 0.8
5mm+10mm[CO2]+5mm 20 mm 0.8 0.8 0.8
6mm+10mm[Kr]+6mm 22 mm 0.8 0.8 0.8
6mm+10mm[Ar]+6mm 22 mm 0.8 0.8 0.8
6mm+10mm[Air]+6mm 22 mm 0.8 0.8 0.8
6mm+10mm[CO2]+6mm 22 mm 0.8 0.8 0.8
7mm+10mm[Kr]+7mm 24 mm 0.8 0.8 0.8
7mm+10mm[Ar]+7mm 24 mm 0.8 0.8 0.8
7mm+10mm[Air]+6mm 24 mm 0.8 0.8 0.8
7mm+10mm[CO2]+7mm 24 mm 0.8 0.8 0.8
8mm+10mm[Kr]+8mm 26 mm 0.8 0.8 0.8
8mm+10mm[Ar]+8mm 26 mm 0.8 0.8 0.8
8mm+10mm[Air]+8mm 26 mm 0.8 0.8 0.8
8mm+10mm[CO2]+8mm 26 mm 0.8 0.8 0.8
9mm+10mm[Kr]+9mm 28 mm 0.8 0.8 0.8
9mm+10mm[Ar]+9mm 28 mm 0.8 0.8 0.8
9mm+10mm[Air]+9mm 28 mm 0.8 0.8 0.8
9mm+10mm[CO2]+9mm 28 mm 0.8 0.8 0.8
10mm+10mm[Kr]+10mm 30 mm 0.8 0.8 0.8
10mm+10mm[Ar]+10mm 30 mm 0.8 0.8 0.8
10mm+10mm[Air]+10mm 30 mm 0.8 0.8 0.8
10mm+10mm[CO2]+10mm 30 mm 0.8 0.8 0.8

Table 3. Type and properties of double-pane units

아울러,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경계조건의 한국산업
규격의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에 
명시된 조건들을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Table 4]
와 같다.Korea Standard Information Center(12)

Temp. Fluid
Velocity

convection heat
transfer resistance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 [m/s] [m2-K/W] [W/m2-K]
Indoor 20.0 1.25 0.11 ± 0.02 9.09

Outdoor 0.00 4.00 0.05 ± 0.02 20.00

Table 4. Boundary conditions of interior and exterior

4.2 시뮬레이션 결과

[Fig. 3] 및 [Table 5]는 기존의 단열가스와 CO2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20[mm]두께의 이중유리에 Krypton, Argon, Air가스를 
주입했을 때의 U-value는 각각 2.017[W/m2-K], 1.849[W/m2-K], 
1.700[W/m2-K]로 나타났으며, CO2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는 1.851[W/m2-K]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O2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단열성능의 경우, Krypton가스를 주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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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유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Argon가스를 주입한 이중
유리의 단열성능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실내․외 판유리의 두께를 단계적으로 
증가했을 때의 U-value는 20[mm]두께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U-value가 단계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열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CO2를 이중유리의 
단열가스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ype of Glazing U-value
[W/m2-K] Type of Glazing U-value

[W/m2-K]

5mm+10mm[Kr]+5mm 1.700 6mm+10mm[Kr]+6mm 1.690

5mm+10mm[Ar]+5mm 1.849 6mm+10mm[Ar]+6mm 1.838

5mm+10mm[Air]+5mm 2.017 6mm+10mm[Air]+6mm 2.004

5mm+10mm[CO2]+5mm 1.851 6mm+10mm[CO2]+6mm 1.839

7mm+10mm[Kr]+7mm 1.680 8mm+10mm[Kr]+8mm 1.671

7mm+10mm[Ar]+7mm 1.827 8mm+10mm[Ar]+8mm 1.816

7mm+10mm[Air]+7mm 1.991 8mm+10mm[Air]+8mm 1.978

7mm+10mm[CO2]+7mm 1.827 8mm+10mm[CO2]+8mm 1.816

9mm+10mm[Kr]+9mm 1.661 10mm+10mm[Kr]+10mm 1.652

9mm+10mm[Ar]+9mm 1.806 10mm+10mm[Ar]+10mm 1.795

9mm+10mm[Air]+9mm 1.965 10mm+10mm[Air]+10mm 1.953

9mm+10mm[CO2]+9mm 1.805 10mm+10mm[CO2]+10mm 1.794

Table 5. Distribution of U-values according to types 
of gases and glass-thickness

Fig. 3 Comparison of U-values according to types of 
gases and glass-thickness

5.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온실가스인 

CO2가 주입된 이중유리의 단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함

이며,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판유리(Single Glass)와 

가스층을 갖는 이중유리의 열전달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중유리에서의 실내․외 열 전달량을 정량적으로 계산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CO2가스를 이중유리의 단열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열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CO2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와 기존의 단열가스인 Krypton, 
Argon, Air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20[mm]두께의 이중유리에 Krypton, 
Argon, Air가스를 주입했을 때의 U-value는 각각 

2.017[W/m2-K], 1.849[W/m2-K], 1.700[W/m2-K]로 나타

났으며, CO2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U-value는 

1.851[W/m2-K]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O2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단열성능은 기존의 단열가스 중, Argon가스를 
주입한 이중유리의 단열성능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3) 판유리의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의 U-value 또한 

20[mm]두께를 가진 이중유리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U-value가 단계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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