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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ntilation is the most effective and easiest way to alleviate indoor air pollution. However, recently, it is 
an environment where natural ventilation is difficult because ambient air is polluted due to fine dus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ology to improve the ventilation efficiency of window type ventilation system (patent name: Air 
Glide window), and the optimal (CFD)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outlet of the CFD. The results show 
that the window frame with 4 outlets is the most effective, but the two outle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wo outlets.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use two outlets in terms of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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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하루 일과의 80%이상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는 매우 중요하

다.(1) 오염된 실내공기는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등의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

는 감각둔화, 두통, 호흡기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2)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인해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는 전체 건물의 40%에서 발생하

고 있다.(3,4) 이와 같은 실내공기질의 오염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쉬운 방법은 신선한 공기의 유

입을 통한 오염공기의 희석, 즉 환기이다. 미국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 따르면 실내공기의 오염 기여도는 ‘불충분한 환기’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등 도심의 외기 오염 심각성이 대두되며, 자연환기의 빈도가 낮아지

고 이로 인해 실내공기질 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기는 실내와 실외의 공기 순환을 통해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배출하고, 온·습도를 조절

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방식에 따라 자연환기

와 기계환기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자연환기는 풍력 및 중력을 이용하고 기계환기는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5) 창호형 환기시스템은 창호의 기능과 성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창호와 환기시스템이 

일체식으로 결합된 시스템을 뜻한다. 창호 프레임에 설치되어 덕트 연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덕트 오염의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창호형 환기시스템의 환기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특허명 : 에어글라이드 창호)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출구를 도출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분석을 통한 성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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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창호형 환기시스템의 개발 연구의 일부로써, 취출구 형태에 따른 환기 효율을 비교하기 위한 연

구이며 CFD 시뮬레이션 비교·분석을 통해 ‘에어글라이드 창호’의 최적 취출구(형상 및 개수)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취출구의 최적안은 향후 기계 환기장치(Fan, 필터 등)와 결합되어 

창호형 환기장치의 취출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창호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성능 비

교 검증을 위하여 기계적인 장치를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2.1 에어글라이드 창호 개요

외기의 풍속이 낮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인 창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기효율이 높은 ‘에어글라이드 창호’
는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실내 환기를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 및 유지 할 수 

있다. 다음의 Figure 2.1과 같이 ‘에어글라이드 창호’는 창호가 열려있는 경우와 창호가 닫혀 있는 경우로 나

눌 수 있는데, 창호가 열려 있는 경우 미세한 취출구를 통해 고속으로 외기가 유입되고 이 과정에서 부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외의 공기를 흡입하는 효과인 베르누이 원리가 발생하게 된다. 창호가 닫혀있는 경우는 

필터를 거쳐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주어 실내공기질을 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Fig. 2.1 에어글라이드 창호의 기본 개념 

2.2 CFD 분석을 통한 에어글라이드 창호의 성능 검증

 

2.1.1 CFD 분석 개요

CFD 시뮬레이션 분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상황을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프로

그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FD를 

활용한 환기 성능 평가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창호형 환기시스템  성능 분석

을 위해 사용 된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CD-Adapco사의 Star-CCM+ (ver.9.06)를 사용하였으며, Launder
와 Spalding가 최초 제안한 표준 K-epsilon모델을 사용하였다. CFD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난류모델은 SST, 
K-epsilon, K-omega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K-epsilon 모델은 실내·외 기류분석에 있어서 높은 정확

도의 tetra격자를 해석능력으로 상대적으로 큰 모델링에도 에러율이 낮은 장점이 있다.(7) 기본 설정조건은  다

음의 Table 2.1과 같다. 대상 모델의 규모를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mesh를 0.005m로 

설정하였고, 가장 효과적으로 3차원 해석이 구현 가능한 육각형 격자인 polyhedral mesh로 설정하였다. 

2.1.2 CFD 분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에어글라이드 창호의 성능 비교·검증을 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CFD)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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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을 위한 취출구 형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성하였다. ⓐ 일반적인 창호프레임, ⓑ 에어글라이드 

창호프레임(취출구 2개), ⓒ 에어글라이드 창호프레임(취출구 4개). ⓑ와 ⓒ는 취출구를 좁게 만들어 베르누

이 원리가 적용되어 고속의 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창호의 상세 단면은 다음의 

Figure 2.1과 같으며, 각 취출구의 위치는 Figure 2.2와 같다.

Item Settings
Space Three Dimensional
Mesh Polyhedral Mesh

Mesh Size 0.001m
Time Stead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Fluid state Equilibrium Air
Viscosity Turbulent

Reynolds-turbulent   flow k-ε Turbulence
Iteration 100회

Table 2 CFD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

Fig 2.1 창호 상세 단면 Fig. 2.2 에어글라이드 창호의 취출구 위치

시뮬레이션의 모델링은  Figure 2.3과 같으며, 창호 프레임의 상세 단면도는 Figure 2.4와 같다. Inlet의 속도

는 1m/s로 설정하였고, Outlet의 비율도 100%로 설정하여 1m/s의 풍속이 저하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Fig. 2.3 시뮬레이션 모델링 Fig. 2.4 창호 프레임의 상세 단면도

3. CFD 분석 및 비교 결과

3.1 CFD결과 

다음의 FIg 3.1~3과 같이 각각 ⓐ 1.2m/s, ⓑ 1.24m/s, ⓒ m/s로 나타났다. 즉, 최초 Inlet의 풍속이 1m/s인점을 

감안하면, ⓒ 창호가 24.3%로 가장 높은 풍속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 역시 24%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두 창호 프레임의 환기 효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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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창호프레임

최고속도 : 1.2m/s
ⓑ 에어글라이드 창호프레임

(취출구 2개)

최고속도 : 1.24m/s
ⓒ 에어글라이드 창호프레임

(취출구 4개)

최고속도 : 1.2m/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창호형 환기시스템의 취출구 최적안 도출을 위하여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취출구가 4개인 창호프레임이 외기도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환기효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취출구가 2개인 창호 프레임 역시 24%의 증가율을 보였

기 때문에 유지관리 및 제작 측면에서 취출구를 2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창호형 환기시스템’의 취출구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실내 미세먼지의 저감 뿐 아니라, 기타 실내오염물질과 열환경을 제어하여 쾌적

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8CTAP-C133322-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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