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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ndards for energy-saving in buildings have been steadily strengthened because of the mandatory zero- 
energy buildings. But the insulation standards for heating and cooling water piping have been applied since 2002, 
without major changes. Thus,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step in proposing energy-saving insulation standards for 
building piping in preparation for mandatory zero energy, and the criteria for domestic and foreign piping insulation 
thickness were investigated. Surface temperature was compared when each thickness criterion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domestic and abroad standard comparison, the domestic standard (KCS) for insulation of piping stipulates the 
type and thickness of insulation material. However, the AHRAE standard is defined for thermal conductivity. The 
simulation analysis with piping insulation thickness according to each criterion showed that for low temperatures, th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was 0.9 W/㎡․K, ASHRAE 0.72 W/㎡․K, respectively, and the surface temperature 
was 6°C higher. For medium temperatures, th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of the KCS was 0.72 W/㎡․K, and 
ASHRAE was 0.488 W/㎡․K, respectively, and the surface temperature was 18°C higher for the KCS. Additionally, 
when applying the KCS standard, the heat loss per unit length was 1.1 times higher (KCS 4,525.6 W/m, ASHRAE 
4,110.6 W/m) for low temperatures and 1.25 times higher (KCS 5,635.0 W/m, ASHRAE 4,519.4 W/m) for medium 
temperatures than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SHRA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insulat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 ASHRAE standards is better than that of following the KCS. Thus, the domestic standard also needs to change 
the thickness of the insulation to the heat conductivity standard rather than the designation for the type of insulation.

Key words Hot water pipe(온수배관), Insulation thickness of pipe(배관 단열 두께), Surface temperature(표면온도), 
Simulation(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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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Q ：단위길이 당 열손실량 [W/m]
Ti ：온수 공급온도 [℃]
To ：외기 온도 [℃]
r1 ：배관 반지름 [m]

r2 ：보온재 포함 반지름 [m]
h1 ：물 열전도율, 0.6 W/mK
h2 ：공기 열전도율, 0.025 W/mK
k ：보온재의 열전도율 [W/mK]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관련 기준은 녹색건축물의 보급 및 확대와 함께 2030년부터 500 ㎡ 이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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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로 인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호 

및 외벽의 단열기준은 2010년,(1) 2013년,(2) 2015년(3)
에 각각 기존 대비 10~30%씩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면서, 

건물의 열손실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피의 단열성능향상은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반면, 냉난방수 배관의 단열 기준은 2002년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가 개정된 이후 

2011년에 고무발포 보온판 1종의 단열재 1종이 추가되었을 뿐 그 외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다.(4) 냉난방수 

배관의 단열은 냉난방에너지의 운송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관련 기준 및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강화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배관 단열 설계 및 시공 기준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 국내외 배관 단열 두께 기준을 적용 시 각각의 

표면온도를 비교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에너지 절약적인 배관의 적정 단열두께 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물의 배관 단열 기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온수배관 단열기준을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 

배관 단열 수준을 파악해 보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 외기 노출 배관의 시뮬레이션 해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해석은 유동 및 전열 해석이 가능한 Star- 
CCM+ 2019.2(빌드 14.04.011)를 이용하였으며, 각 단열기준 적용 시의 열손실량 및 표면온도 차이를 비교 

하였다.  

3. 국내외 온수배관 단열기준 비교

국내 온수 배관에 관한 단열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규정
(5)
하고 있다. 표준시방서에서는 ‘KCS 31 20 05 : 2018 보온공사’에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가 명시되어 있다.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와 중온의 경우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두 경우 모두 주변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의 조건에서 일반은 

관내수온이 61~90℃, 91~120℃, 중온은 121~175℃, 220℃ 이상인 경우이다. 각 관내수온 조건에서 관경에 따른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가 규정되어 있다. 

Water Temp. Range (℃) 61~90 91~120
Pipe size (A) (mm) 15~40 50~125 150≤ 15~40 50~125 150≤

Insulation
type

(mm)

1 Mineral wool 25 40 50 40 50 75
2 Glass wool 25 40 50 40 50 75
3 foamed polyethylene 25 40 50 40 50 75
4 Rubber foam 25 32 40 - - -

Table 1  General case, Hot water pipe insulation(KCS 31 20 05:2018)

※ ambient temperature 20℃, surface temperature ≤ 40℃.

Water Temp. Range (℃) 121~175  220
Pipe size (A) (mm) ≤ 25 32~65 80~300 300 ≤ 20~40 50~150 200 ≤

Insulation
type
(mm)

1  Mineral wool, Glass wool,
 Water repellent heat insulator made of 
perlite, Calcium silicate 

40 50 75 100 50 75 1002
3

Table 2  High temperature case, Hot water pipe insulation(KCS 31 20 05:2018)

※ ambient temperature 20℃, surface temperature ≤ 40℃.

중앙대학교 | IP:175.114.40.*** | Accessed 2020/07/27 17:55(KST)



건물 온수배관에서 단열 두께에 따른 표면온도변화 시뮬레이션

ⓒ SAREK 23

Pipe size
Water Temp. (mm)
Range(℃)

~10 10~20 20~50 50~80 8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115 10 10 10 10 10 10 25 25 25
115~185 10 20 20 20 25 25 25 25 25
185~205 10 20 25 25 30 30 30 40 40
205~250 10 25 25 40 40 40 40 40 40
250~300 10 40 40 50 50 50 50 50 65

Table 3  General pipe insulation thicknesses(JIS F 7008:2001) (unit : mm)

※ The thickness of the insulation is based on the use of glass wool. If other insulation materials are used, they should be calculated using 
a formula of JIS F 7008.

Water Temp. Range(℃)
Insulation Pipe size(mm)

Heat conductivity(W/m℃) Mean Temp.(℃) ≤ 25 25~40 40~100 100~200 200 ≤
41~60 0.032~0.040 38 25 25 40 40 40
61~93 0.036~0.042 52 40 40 50 50 50
94~121 0.039~0.043 66 65 65 80 80 80

122~177 0.042~0.046 93 80 100 115 115 115
177< 0.046~0.049 121 115 125 125 125 125

Table 4  Minimum pipe insulation thicknesses(ASHRAE 90.1:2013)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4.1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 분석은 관경 100A 배관에 대해 관내 수온에 따라 저온(61~90℃)과 중온(91~120℃)에서의 국내 

및 ASHRAE 단열 두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의 각각의 표면온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입력조건은 Table 5와 같다. 배관의 길이는 10 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단열재는 미네랄울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관내 수온은 국내 기준의 저온, 중온의 조건에서 각각의 평균값인 
75℃, 105℃에 해당하는 국내 KCS 및 ASHRAE 단열 두께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 배관은 외기에 노출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외기조건은 30년 평균 겨울철 최저기온인 -5.9℃를 적용하였다.

Item Input data

modeling image

Pipe
Length 10 m

Size 100 A(external diameter 114.3 mm)
Material stainless steel

Applied standard
Domestic KCS 31 20 05 : 2018
Abroad ASHRAE 90.1 : 2013

Hot water
Temp. 75℃/105℃

velocity 2 m/s(KDS 31 25 25 : 2016)
Outdoor Temp.

(Winter, 30-year average, Seoul) the lowest temp. -5.9℃

Turbulent model Realizable k-ε turbulence model

Table 5  Simulation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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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ater Temp. Heat conductivity of applied materials Thickness
Case-1-1 Low temp.

(75℃)
KCS Mineral wool(0.036 W/m․K) 40mm

Case-1-2 ASHRAE 0.036 W/m․K 50mm
Case-2-1 Medium temp.

(105℃)
KCS Mineral wool(0.036 W/m․K) 50mm

Case-2-2 ASHRAE 0.039 W/m․K 80mm

Table 6  Simulation case

시뮬레이션은 Table 6과 같이 기준별로 저온에서 2개, 중온에서 2개 총 4개의 case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에 따라 국내 KCS 기준은 열전도율 기준이 아닌 4종의 단열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네랄울을 적용하였으며, 국내 B사의 미네랄울 제품
(7)
의 열전도율인 0.036W/m․K를 적용하였다. 

4.2 Case별 열손실량 산정방법

각 Case별 배관의 단위길이 당 열손실량 Q(W/m)은 다음의 식(1)을 사용해 구할 수 있다. 

 

 




ln   
 





                            (1)

Ti는 온수 공급온도(℃), To는 외기 온도(℃)이다. r1은 배관의 반지름(m), r2은 보온재를 포함한 배관의 

반지름(m)이다. 열손실량의 계산 시, 배관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배관 자체에 대한 열전도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h1는 물 열전도율, h2는 공기 열전도율로 각각 0.6 W/mK, 0.025 W/mK를 적용하였다. k는 보온재의 

열전도율(W/mK)이다.

4.3 표면온도 및 열손실량 비교

Table 7과 같이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배관 유입구와 유출구의 중심점 온도, 배관의 바깥측 표면 온도, 
단열재 표면 온도를 확인하였다. 표면온도가 더 낮을수록 단열재의 성능차이로 인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되는 양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열재 외부 표면온도의 검토를 통해 각 기준에 따른 상대적인 
성능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식(1)을 통해 각 Case에 대한 단위길이당 열손실량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해석결과 각각의 배관 안에 온수가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어 중심점 온도는 Case-1-1과 Case-1-2, Case-2-1과 

Case-2-2가 각각 동일한 온도 변화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단열재 표면온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저온의 경우, Table 8과 같이 KCS 기준을 적용한 Case-1-1의 유입구와 유출구의 단열재 표면온도 평균은 
44.3℃, ASHRAE 기준을 적용한 Case-1-2는 38.3℃로 KCS 기준이 6℃ 높게 나타났다. 이때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동일하지만, 10 mm의 단열 두께 차이로 인해 ASHRAE 기준의 열관류율이 0.72 W/㎡․K로 KCS인 0.9 W/㎡․K 
보다 낮아 표면온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때의 단위길이당 열손실량은 Case-1-1은 4,525.6 W/m, Case-1-2는 

4,110.6 W/m로 국내기준인 Case-1-1이 약 1.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온의 경우,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KCS 기준이 ASHRAE 기준보다 낮지만, 적용 두께 차이로 인해 KCS의 

열관류율은 0.72 W/㎡․K, ASHRAE는 0.488 W/㎡·K이다. 따라서 표면온도 또한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Case- 
2-1의 표면온도는 56.1℃, Case-2-2의 표면온도는 38.1℃로 18℃의 차이가 나타났다. 단위길이 당 열손실량 또한 

Case-2-1와 Case-2-2 각각 5,635.0 W/m, 4,519.4 W/m로 국내기준을 적용한 Case-2-1이 약 1.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CS 기준을 적용한 Case 모두 표면온도는 40℃ 이상으로 겨울철 외기온을 적용했음에도 기준인 표면

온도 40℃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저온과 중온 모두 ASHRAE 기준에 비해 KCS 기준의 

표면온도가 높아 열손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중온의 표면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중온에 대한 

단열두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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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mage Location Input temp. Output temp.

low temp.

Case-1-1

Center 75℃ 69.8℃

Outer surface of pipe 71.7℃ 68.8℃

Outer surface of insulation 45.1℃ 43.5℃

Case-1-2

Center 75℃ 69.9℃

Outer surface of pipe 71.4℃ 68.9℃

Outer surface of insulation 38.9℃ 37.7℃

Medium 
temp.

Case-2-1

Center 105℃ 99.9℃

Outer surface of pipe 101.3℃ 98.5℃

Outer surface of insulation 56.8℃ 55.4℃

Case-2-2

Center 105℃ 99.9℃

Outer surface of pipe 100.6℃ 98.5℃

Outer surface of insulation 38.4℃ 37.9℃

Table 7  Result of simulation

Water
temp.

Input
temp. Heat conductivity of applied materials Thickness

(mm)

Outer surface 
mean temp. 
of insulation

Difference
of temp.
(②-①)

Heat Loss
(W/m)

Ratio of 
heat loss
(①÷②)

Low temp.
(61~90℃) 75℃

① KCS Mineral wool(0.036 W/m․K) 40 44.3℃
-6.0℃

4,525.6
110.1 %

② ASHRAE 0.036W/m․K 50 38.3℃ 4,110.6

Medium temp.
(90~120℃) 105℃

① KCS Mineral wool(0.036 W/m․K) 50 56.1℃
-18.0℃

5,635.0
124.7 %

② ASHRAE 0.039W/m․K 80 38.1℃ 4,519.4

Table 8  Difference of insulation surface temp. 

5. 결  론

본 연구는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대비하여 건축물 배관의 에너지 절약적인 단열 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 국내외 배관 단열 두께 기준을 조사하고, 각각의 두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각각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배관 단열기준(KCS 31 20 05)은 관내수온 및 관경에 따라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열전도율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해 배관 단열 

기준(ASHRAE 90.1)이 2010년 상향 개정되어 국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열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내 KCS 기준과 미국 ASHRAE 기준에 따라 배관의 단열두께를 각각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였다. 저온(61~90℃)의 경우 열관류율은 KCS가 0.9 W/㎡․K, ASHRAE가 0.72 W/㎡․K로 표면 

온도 차이는 KCS가 6℃ 높았다. 중온의 경우 KCS의 열관류율은 0.72 W/㎡․K, ASHRAE는 0.488 W/㎡․K로 

표면온도 차이 또한 KCS가 18℃ 높게 나타났다. 
(3) 이때의 단위길이당 열손실량은 저온인 경우 KCS가 4,525.6 W/m, ASHRAE는 4,110.6 W/m로 국내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열손실이 약 1.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인 경우, KCS는 5,635.0 W/m, ASHRAE는 

4,519.4 W/m로 마찬가지로 국내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약 1.25배 열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 KCS 기준 대비 ASHRAE 기준의 단열재의 열관류율이 높아 더 낮은 열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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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온에서의 표면온도 차이는 저온보다 더 크게 나타나 단열두께 향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단열재의 종류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열전도율 기준의 단열두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배관의 길이 및 크기 조건은 실제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표면온도의 단순 비교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실제 건축물의 배관 열손실량을 추산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 건축물의 배관 길이 및 환경을 모사하여 에너지 효율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적정 

단열 두께 기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외기에 노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트 공간과 같이 비난방 공간에 

노출되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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