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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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for

future housing, simulation was conducted on heating system.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In case of

EHP in the future housing, it was 25% less energy consumption than radiant floor heating, 35% less than capillaty

radiant heating. Also, if low-capacity boiler will be applied capillary heating system, it can be advantageous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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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최근 국내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의 에너지 저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주거에서의 난

방에너지는 전체 70%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에서의 난

방 에너지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감을 위해 1차적으로 전체 에너지의 30%를 저

감하고, 단계적으로 5년 후에는 60%를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저감을 위한 난방 부하의 변화가

예측되며,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의 난방시스템 또한 변화

가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라 난방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하였고, 향후 공동주택에 최적의 난

방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2)

본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저감단계에 따른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예측

하고, 적용 가능한 난방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적용 가능한 난방시스템을 에너지 저감단계에 따라

모델링한 공동주택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에너지 저감에 따른 난방시스템 변화 예측

2.1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른 난방 부하의 변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저감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단계별 에너지 저감 목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재 에너지 소비 대비
에너지 소비 절감량

30%

저감

60%

저감

8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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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라 향후 고단열화와 기밀화 등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설계 기술의 적용은 그림 1에 나타

낸 것처럼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차가 작아지게 하고, 이

에 따라 난방시스템 또한 적은 용량으로 난방이 가능해

져 시스템 소형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고단열화와 난방부하의 변화

2.2 에너지 저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난방 시스템

공동주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은 다양하지

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저감에 따라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난방 시스템은 오랜

기간동안 주거건물의 난방시스템으로 사용했던 바닥복사

시스템, 입식문화로의 변화와 냉방의 필요성 급증 등으로

장점을 가지는 EHP 시스템, 그리고 바닥복사 난방시스템

에서 발전한 모세관 복사난방 시스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른 난방부

하를 갖는 공동주택을 모델링하고, 여기에 바닥복사 시스

템, EHP 시스템 그리고 모세관 복사난방 시스템을 적용

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3. 에너지 저감에 따른 난방시스템별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은 TRNSYS

를 사용하였다. 해석 대상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보

급된 공동주택 표준모델인 84㎡을 선정하였고, 최상층과

최하층이 아닌 중간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

림 2는 대상 주택의 도면과 시뮬레이션을 위해 모델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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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 건물 평면 및 모델링

시뮬레이션의 경계값은 표 2에 나타낸 것처럼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라 정리하여 설정하였고, 서울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때 난방 설정온도는 22℃로 하

였다.

표 2.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경계 조건

구분
Case 1
(Base
model)

Case 2
(Energy

Saving model 1)

Case 3
(Energy

Saving model 2)

에너지

소비량
100% 70% 40%

난방부하

저감[%]
- 36.0 86.0

구조체

단열조건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에
의거한

단열값 사용

현재에 대하여
30% 절감된
에너지 사용이
되도록 단열
값 적용

현재에 대하여
60% 절감된
에너지 사용이
되도록 단열값

조정

내부발열

부하

*스케줄 – 실제 거주자 4인 가족 스케줄 조사
값 사용

*기기 및 조명 – 30%, 60%에 따라 기기 및 조
명 부하 조절

3.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 그림 3과 같다.

표 3. 에너지 저감 단계에 따른 난방시스템별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kWh/m2·yr

구분 Case 1 Case 2 Case 3

난방 부하 저감[%] - 36.0 86.0

에너지

사용량

바닥복사난방 127.66 83.64 23.92

EHP난방 147.21 100.90 17.73

모세관복사난방 227.10 171.84 27.58

 

그림 3.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시뮬레이션 결과, 난방부하를 86%저감했을 때인 Case 3

일 때 EHP시스템을 적용한 난방시스템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에서 바닥복사에 비해 25%, 모세관복사시스템에

비해 35% 적게 나왔으며, 실제로 최대 부하가 점차 감소

함에 따라 EHP 시스템의 용량을 감소시키면 에너지 사

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뮬레

이션 실시에 있어 모세관 난방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나왔으나, 이는 모세관 난방 시스템 전용으로 사용

되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 유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모세관 복사난방 시스템 전용 보일러의

개발로 추가적 에너지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난방시스템별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난방시스템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분석 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바닥복사난방

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나

높은 바닥온도 유지로 인해 에너지측면에서 과소비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2) 동일한 84m2의 표준주택에 에너지 절감 단계에 따라

바닥복사난방과 EHP난방 시스템, 모세관복사 난방시스템

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EHP를 적용한 난방시스템이 10년 후에는 바닥복사시스

템보다 25%, 모세관복사 시스템보다 35%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모세관복사 시스템의 경우 바닥복사 난방 시스템의 보

일러가 아닌 모세관 방식의 전용 저용량 보일러를 적용

시킬 경우 에너지 저감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미래에는 모세관 전용 보일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저감 목표에 따른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여 에너지 저감에 따른 난

방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최적 난방 시스템을 선정하

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난방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에너지 사용량 외에 재실자의 쾌적감,

경제성, 문화적 요소 등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추가로 고려하여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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