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工學博士學位論文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한

경계 조건 설정

Establishing Boundary Condition for Evaluating

the Cooling Capacity of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2016 年 2 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 築 學 科

朴 相 勳



- i -

국 문 초 록

건물의 하절기 냉방을 위해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해야 하며,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은 실제 건물

의 경계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특히 균일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실제 건물과 실험체에서 발생하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차이는 냉방 용량

의 과다 또는 과소 설계로 이어지게 되므로 정확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고 해당 경계 조건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의 개념과 기존 방냉량 평가 기준으로

부터 실제 건물과 실험체에서 방냉량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

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방법을 통해 경계 조건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구하고, 경계 조건을 이용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강제 대류와, 불균일한 주변 환경에 의해 다르

게 평가될 수 있다. 불균일한 주변 환경에 의해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건물의 환경을 반영한 경계 조건에서 방냉

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서 ASHRAE의 열전달 모델을 기본으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을 수립하고 경계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종류, 값 및

범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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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별로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경계 조건 영

향 인자는 건물에 관한 인자, 벽체의 구성에 관한 인자, 내부 발열에 관한 인

자로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에 해당하는 영향 인자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

출하였다.

4) 경계 조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방냉량 평

가 모델을 수립하고 표면 온도에 따라 방냉량을 산정하였다. 경계 조건 도

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표 케이스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수행을 위해 방냉량 평가 실험체를

구축하였으며, 제어 방안을 마련하였다.

5)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바탕으로 경계 조건 설정 방법

을 구축하고 다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대한 표면 온도를 제안함으로

써 추후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어 : 천장복사냉방패널, 방냉량, 경계조건, 경계조건 도출모델, 표면

온도, 방냉량 평가실험

□ 학 번 : 2009-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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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물에서 외피의 면적과 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냉방 부하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냉방 부하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류 공조 시스템의 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쾌적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사 냉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복사

냉방 시스템이란 냉방을 위해 복사 열전달을 주된 열전달 수단으로 이용하

는 시스템이다1). 복사 냉방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대류

공조 시스템의 반송 동력 절감, 거주자 쾌적도 향상, 덕트 면적 감소로 인한

층고 확보 등의 다양한 장점이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2). 또한 기존의

온돌 시스템을 복사 냉방 시스템으로써 활용3)하거나, 더 나아가 구조체를

축열체인 동시에 방열체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축열시스템의 활용 방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4)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복사 냉방 시스템

1) T. Imanari et al., Thermal comfort and energy consumption of the radiant ceiling

panel system.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all-air system, Energy and Buildings

30, 1999, pp.167-175

2) Ibid., pp.167-175

3) 임재한, 주거건물에서 제습시스템이 통합된 바닥복사냉방의 운영방안 평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3(10), pp.213-222

4) S. H. Park et al., Evlauation of the thermal performance of a Thermally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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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장 복사 냉방 패널(CRCP, Cooling

Radiant Ceiling Panel)은 천장에 패널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으로써, 냉방을

함과 동시에 천장 마감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천장 복사 냉방 패

널은 건물의 구조체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응 속도가 비교적

빨라서 실의 부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천장을 복사 면으

로 활용하므로 공간 구획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 기조에 맞추어

유럽의 사무용 건물을 중심으로 적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방냉량 평가 방법에 대

한 국제 기준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Fonseca의 연구5)에서는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천장 복사 패널에 대한 인식 및 성능에 대한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보급은 미미한 상태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건물 적용을 확대하여 냉방 부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해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

내 적용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건물 냉방 시스템의 설계 및 용량 산정

에 있어서 천장 복사 패널이 담당할 수 있는 냉방 부하인 방냉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할 때는 천장 복사 패널이 실제 건물의

공간에 설치되었을 때의 경계 조건에서, 실제로 방냉하고 있는 양을 측정해

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그림 1.1].

Building System (TABS) according to the thermal load in a residential building,

Energy and Buildings 73, 2014, pp.69-82

5) N. Fonseca, Experimental study of thermal condition in a room with hydronic cooling

radiant surfac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igeration 34, 2011, pp.68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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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그림 1.1]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개념

이 때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열적인 측면에서 패널이 방냉하고 있는

‘열량’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실제 건물

에서 냉방 부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열전달을 이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열량

이다. 냉방 부하를 제거하기 위한 열전달에는 복사, 대류, 전도의 세 종류가

있는데, 패널에서는 복사와 대류 열전달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패널이 실제

건물의 공간에 설치되었을 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널이 실제 건물의 공

간과 동일한 만큼의 복사 열전달과 대류 열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천장 복사 패널이 실제로 방냉하고 있는 양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실제 건물의 공간과 동일한 만큼의 복사 열전달과 대류 열전달

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패널이 냉방 부하를 제거하는데 사용된 열량값을 측

정해야 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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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의 방냉량 평가 방법
b) 실제 건물의 환경을 반영한

방냉량 평가 방법

[그림 1.2] 기존 및 실제 건물의 경계 조건을 반영한 방냉량 평가 방법

복사 열전달은 두 표면 간의 열전달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실제 건물의

공간과 동일한 만큼의 복사 열전달이 일어나려면, 평가 시 실제 건물과 동

일한 표면 온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류 열전달은 표면과 공기 간의 열전달

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실제와 동일한 만큼의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려면, 평

가 시 실제 건물과 동일한 공기 온도와 표면 온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기준6)에서는 테스트 룸(test

room)에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되었을 때, 내부 발열체(cooling load

simulator)에 의해서 발생하는 냉방 부하를 제거하는 열량값을 측정하고 있

어서, 테스트 룸에서 측정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실제와 다르게 평

가된다. 이 경우에 실제 건물과 동일한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도록 실제 건

물과 동일한 공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 발열체에 의해 발생하는

냉방 부하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 온도와 동일한 표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물과 동일한 복사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실제와 동일한 표면 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천장 복사 패널

이 설치된 실의 경계 조건인 실의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에

6) CEN, BS EN14240:2004 Ventilation for buildings – Chilled ceilings – Testing and

rating offers a testing method for chilled ceilings, C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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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표면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계를 모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 인자와 표면 온도 간의 관계를 밝혀서 실제와 동

일한 표면 온도를 설정하고 방냉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게 되면 패널이 실제 건물의 공간에 설치되었을 때의 경계 조

건에서, 실제로 방냉하고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향 인자의 종류와 값은 기존 문헌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지만, 영

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의 변화량은 알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온도를 도출하기 위해 나머지 영향 인자의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

가지 영향 인자의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

의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으로 표면 온도의 변

화에 따른 방냉량의 변화 경향을 도출함으로써 실제 건물과 동일한 경계 조

건에서 평가한 방냉량을 설계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으며, 특정 실온과 공급수-환수 평균 온도 차에서의 방냉량(표준 방냉량)을

구함으로써 패널 간 성능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한 경계 조건 설정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에 관한 예비적 고찰

우선 국외 기준 및 선행 연구를 근거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을 조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천장 복사 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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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

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천장 복사 패널을 개발 과정과 함께

제시하였다.

(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설정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을

수립하고, 경계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영향

인자의 속성에 따라 영향 인자를 그룹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다. 또한 영

향 인자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도출하여, 각 영향 인자가 방냉량 평가 경

계 조건 도출 시 입력값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영향 인자에 따른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그룹으로 구분한 각 영향 인자에 대하여 나머지 영향 인자가 고정된 상태

에서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제안하였다.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이용하여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으로

표면 온도에 따른 방냉량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4)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 검증

앞서 제안한 시뮬레이션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방냉량

평가 실험을 수행하고 표면 온도에 따른 방냉량 평가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

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가 실험체의 구축 및 제어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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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향후 경계 조건을 고려한 방냉량 평가 실험 시 매뉴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 방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

시하였다.

(5)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방법 활용 방안 마련

다양한 영향 인자에 따른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과 방냉량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계 조건을 갖는 건물에 대하여 방냉량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한 경계 조건 도출 방법에

따른 결과물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의한 연구 진행을 연구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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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흐름도



- 9 -

제 2 장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에 관한 예비적 고찰

2.1 천장 복사 패널 개요

2.2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방법 고찰

2.3 기존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2.4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방향

2.5 소결

실제 건물의 환경을 반영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방냉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

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기준(standard)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준에서 제

시하는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써 기존의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방냉량을 평가하였다. 평가 시 대상으로 한 천장 복사 패널 시스템은 국내

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써 다양한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 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 항목에 의해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단면을 바탕으

로 설계 및 시작품 개발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결과와 선행 연구에서 방냉량 평가 시 활용한 경계 조건 및 경계 조건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의 설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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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천장 복사 패널 개요

천장 복사 패널은 실의 냉방을 위해 패널에 설치된 배관에 냉수를 순환하여,

실에서 발생하는 냉방 부하를 주로 복사 열전달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실을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개념

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천장 복사 패널의 개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1.1 천장 복사 패널의 개념 및 유형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에 앞서 우선 천장

복사 패널과 방냉량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ASHRAE와 REHVA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 temperature-controlled surface is called a radiant panel if 50% or more

of the design heat transfer on the temperature-controlled surface takes

place by thermal radiation7).

▪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are panels with integrated pipes

suspended under the ceiling8). Thermal energy is exchanged between the

room and people present in the space and the heated/cooled surface9)10).

7) ASHRAE Handbook: 2012 Systems and Equipment, Ch.6

8) Rehva, Low Temperature Heating and High Temperature Cooling, Rehva, 2003, p.25

9) ASHRAE Handbook: 1992 Systems and Equipment

10) ASHRAE Handbook: 2002 HVAC System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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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장 복사 패널이란 일반적으로 실의 천장에 패널 형태로 설치되

어 있으며, 패널에 설치된 배관에 냉수를 순환하여 실에서 발생한 냉방 부

하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천장 복사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시공

유형에 따라 <표 2.1>과 같이 건식 시공 방법 및 습식 시공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습식 시공 방법은 구조체와 천장 복사 패널을 일체화 시켜 구조체

의 축열 성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조체의 열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반응 시간이 느리므로 냉방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

될 경우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패널과 구조체가 일체화 되어있으므로 유지보수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아직 사무용 건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건식 시공 방법은 복사 냉방 시스템을 패널화 하여 구조체에 매달아 설치하

는 방식으로써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시공 과정이 대부분 현장 조립

방법을 이용하므로 간결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선호도가 높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식 시공 방법을 이용한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

으로 설정하였으며, 건식 시공 방법을 이용한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

은 배관의 위치, 단열재의 유무 및 위치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다양한 단면

유형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의 변

형에 따라 구성이 가능한 총 216 가지의 단면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에 대한 유형 평가를 위해 기존 연구

문헌을 분석하여 천장 복사 패널을 건물에 적용할 경우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 평가 항목을 <표 2.2>와 같이 설계 요소와 열성능 요소의 두 가

지로 구분하였다. 평가 항목 중 설계 요소는 패널 설치와 관련된 층고와 단

면 구성에 관한 항목이며, 열성능 요소는 패널의 방냉 성능과 관련된 열류

의 방향성과 관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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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유형 
단면 개념도

특징

습식 시공 방법

§ 슬래브 상부에 천장 복사 패널을 부착 시공하는 형태

§ 층고저감에 유리하며 구조체의 축열 효과를 이용할 수 있음

건식 시공 방법

Plenum space

Slab

Hydraulic piping  

§ 슬래브 하부에 천장 복사 패널을 매달아 시공하는 형태

§ 방열면이 천장에 노출되므로 복사 효율이 우수하며, 플래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표 2.1>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 

구분 특징

설계

요소

층고 § 시스템과 슬래브의 두께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 요소

단면 구성

§ 배관, 단열재 위치, 복사차단면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 요소

§ 복사차단면의 유무 및 설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설계 

요소

열성능

요소

열류

방향성

§ 단열재의 위치와 대상 냉난방 공간의 위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열성능 요소

<표 2.2>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 평가 항목

앞서 도출한 216 가지의 단면 유형을 대상으로 <표 2.3>과 같이 평가 항

목에 따른 평가 기준 배점표를 작성하고, 평가 기준 배점표에 의해 단면 유

형 평가를 수행하였다. 단면 유형 평가 결과 <표 2.4>와 같이 단열재를 포

함한 건식 시공 천장 복사 패널 단면 유형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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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항목 특징

대

분

류

소

분

류

배

점
0 1 2

설계 요소

층

고

시

스

템

+

슬

래

브

의 

두

께

스

케

일

가장 두꺼움 보통 가장 얇음

형

상

배관이 슬래브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배관이 슬래브 표면에 

위치하는 경우

배관이 슬래브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성

능

배관이 슬래브 외부에 

분리되어 설치된 

높이만큼 두께가 

늘어나게 되므로 

패널+슬래브의 두께가 

가장 두꺼움

배관이 슬래브 양쪽 

표면에 설치된 

높이만큼 두께가 

늘어나게 되므로 

패널+슬래브의 두께가 

중간임

배관이 슬래브 내부에 

설치되므로 

패널+슬래브의 두께가 

가장 얇음

배

관

위

치

의 

적

절

성

배

관

위

치

의 

적

절

성

스

케

일

부적절 보통 적절

형

상

배관이 슬래브 내부 

중앙에 위치한 패널의 

경우 

배관이 슬래브 표면 

또는 내부  한쪽 면에 

치우쳐 위치한 패널의 

경우

배관이 슬래브 외부에 

위치한 패널의 경우

성

능

슬래브 양방향으로의 

방열조건이 

동일하므로, 

배관위치가 부적절

슬래브 양방향으로의 

방열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관위치가 

보통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방열이 치우쳐 

일어나므로 배관 

위치가 적절

복

사

차

단

면

의 

유

무

스

케

일

복사차단면 가능성 

있음
-

복사차단면 가능성 

없음

형

상

천장 복사 패널에서 

천장마감재가 

복사면(배관이 매립된 

층의 표면)과 

분리되어 설치(전도에 

의한 열전달 불가)된 

패널의 경우

-

천장 복사 패널에서 

천장마감재가 

복사면(배관이 매립된 

층의 표면)과 완전히 

접촉되어 설치(전도에 

의한 열전달 가능)된 

패널의 경우, 또는 

대상공간에 복사면이 

노출된 패널의 경우 

성

능

마감재가 대상공간에 

복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천장마감재 또는 

가구가 

복사차단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마감재 또는 

노출천장이 

복사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공간에 

복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지 않으므로, 

천장마감재가 

복사차단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음

<표 2.3>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기준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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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항목 특징

대

분

류

소

분

류

배

점
0 1 2

열성능 요소
열류

방향성

스

케

일

비효율적 보통 효율적

형

상

배관과 단열재가 

슬래브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반대편에 위치한 

패널의 경우

단열층이 없는 경우

배관과 단열재가 

슬래브를 기준으로 

상부 또는 하부의 

같은 편에 위치한 

패널의 경우

성

능

열류가 대상공간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축열체(슬래브)로 

전달되는 열이 

존재하므로 열류 

방향성이 비효율적임

열류 방향이 상부 및 

하부 양방향이므로 

상하부 공간 중 특정 

공간을 냉난방할 수 

없어 열류 방향성이 

매우 보통임

열류가 대상공간으로 

직접 전달되어, 

축열체(슬래브)로 

전달되는 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열재와 배관 위치가 

적절 

<표 2.3>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 유형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기준 배점표 

(계속)

단면 유형 명칭
단면 유형 설명

단면 개념도

건식 시공 천장 

복사 패널

§ 배관이 한 쪽 방향에 치우쳐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방열 및 방냉

이 일어나므로 배관 위치가 적절함

§ 복사면이 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복사 차단면이 없으므로 방

열 및 방냉에 효율적임

§ 단열층으로 슬래브와 배관을 분리하므로 슬래브를 통해 반대편으

로 전달되는 열류가 작으므로 열류 방향성이 효율적임

<표 2.4> 건식 시공 천장 복사 패널 단면 유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유형을 기본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단면을

설계하였다. 건식 천장 복사 패널 단면 유형으로부터 다양한 천장 복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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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설계할 수 있는데, ASHRAE에서는 건식 천장 복사 패널 단면 유형에

해당하는 천장 복사 패널을 <표 2.5>와 같이 부착형(Attached type, AT)과

삽입형(Inserted type, IS)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부착형은 배관을

패널에 부착하는 형태이고, 삽입형은 배관 가이드를 포함하는 보드를 패널

에 설치하는 형태이다.

부착형 중 알루미늄 핀형(Aluminum Pin type, AP) 패널은 패널 제조사에

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알루미늄 핀 형태의 가이드가 배관을

지지하면서 복사 표면으로 열을 전도하는 구조이다. 접착형 패널(Adhesion

type, AD)은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배관을 직접 복사 표면에 부착한 형태

로써 접착제의 접착성에 따른 밀착 정도 및 열전도도에 따라 열저항이 변한

다. 매립형 패널(Buried type, BU)에서는 패널에 배관 가이드 또는 홈을 미

리 제작하고, 이 곳에 배관을 삽입하여 배관과 패널 사이의 열저항을 줄이

고 열전도율을 더욱 높인다.

삽입형 중 삽입보드형(Insert Board type, IB) 패널은 배관을 스티로폼 재

질의 얇은 보드에 매립한 후 배관을 매립한 보드를 패널에 삽입하는 형태이

다. 스티로폼 재질의 보드는 성형이 용이하므로 배관 가이드를 미리 가공할

수 있다. 배관의 매립 깊이에 따라 배관과 패널 사이의 열저항이 달라지지

만 배관을 매우 얕은 깊이로 매립한 후 패널에 견고하게 밀착시키면 열저항

이 0에 가까워진다. 금속 lath 형(Metal Lath type, ML) 패널은 삽입보드형

패널과 유사하지만 금속으로 제작된 배관 가이드에 배관을 설치하고 이를

패널에 설치하는 형태이다. 배관과 패널 사이에서 금속의 열전도가 발생하

므로 삽입보드형 패널보다 배관과 패널 사이의 열저항이 크다. 국내와 국외

의 많은 천장 복사 패널 제조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천장 복사 패널 역시 앞

서 구분한 다섯 가지 천장 복사 패널 종류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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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상* 비고

부

착

형

(AT)

알루미늄핀 

형

(ATAP)

핀 형상의 알루미늄 고정물 위에 

배관이 얹혀있는 형태 

접착형

(ATAD)
배관을 패널에 접착시킨 형태

매립형

(ATBU)

별도의 고정물 없이 배관을 

패널에 압착하여 일체형으로 

부착시킨 형태

삽

입

형

(IS)

삽입보드형

(ISIB)

단열 보드의 배관 가이드에 

배관이 삽입된 형태

금속 lath형

(ISML)

금속 배관 가이드에 배관을 

부착한 형태

*형상에 표기한 그림은 2012 ASHRAE Handbook Chap. 6.6의 Table1에 수록된 그림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음

<표 2.5> ASHRAE의 천장 복사 패널 유형

2.1.2 평가 대상 천장 복사 패널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 천장 복사 패널을 개발 및 선정하기 위하여 각 천

장 복사 패널 유형간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알루미늄 핀형 패널은

배관을 알루미늄 핀에 설치한 후 패널면에 접착하므로 배관 설치가 용이하

고 알루미늄 핀을 통해 배관의 열매에서 패널 표면 까지 열전도가 우수하여

패널 제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으

며, 형상이 간결하고 정형화 되어있지만, 상부에 단열이 없어서 열손실이 크

며 알루미늄 핀과 패널 면의 접촉에 따른 열저항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알루미늄 핀에서의 불필요한 방냉에 따른 열손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관

을 직접 패널에 압착한 접착형 패널은 열매에서 패널 표면까지 열전도가 우

수하지만, 마찬가지로 패널 상부로의 열손실을 막으려면 별도의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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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패널 상부의 배관의 경로를 따라 홈을 판

단열재를 설치한 삽입보드 형 패널이 있다. 삽입보드 형 패널의 상부 단열

재는 패널 상부 방향으로의 열손실을 막는 동시에 배관을 설치하는 배관 가

이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부재의 역할이 매우 효율적이다. 삽입보드 형 패

널은 패널 본체와 삽입보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삽입보드를 공장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삽입보드를 본체

에 끼우기면 하면 되므로, 현장에서 작업 효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패널

에 설치된 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패널의 삽입보드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보수가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두 개의 가로 바

(horizontal bar)를 이용하여 삽입보드를 패널에 견고하게 고정함으로써 패

널 본체와 배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열저항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삽입보드형 패널을

경계 조건 및 방냉량 평가 대상 천장 복사 패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삽입보드형 패널은 산학협력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시

제품 제작 및 완제품 출시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삽입보드형 패널은 <표 2.6>와 같이

앞서 언급한 건식 시공 천장 복사 패널 단면 유형 중 삽입보드형 패널의 주

요한 장점을 만족하고 있다. 천장 복사 패널의 크기는 600 × 600 mm로써

기본 건축 모듈을 만족하며, 다양한 패널 제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성치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추후 제품화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였다. 또한 패널 본체 뿐 아니라 삽입보드

의 단열재, 배관의 재질 및 관경 등과 같은 물성치도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상용화 된 패널에서 통용되는 범위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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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삽입보드형 (ISIB)

복사 표면 재질 [-] Aluminum

복사 표면 열전도율 [W/m2K] 237

복사 표면 두께 [mm] 1.2

패널 크기 [mm] 600 × 600

설치 패널 면적* [m2] 12.96

투영 패널 면적** [m2] 11.00

활성 패널 면적*** [m2] 7.11

배관 간격 [mm] 90

배관 재질 [-] 폴리뷰틸렌(Poly-butylene)

배관 열전도율 [W/m2K] 0.38

배관 외경 [mm] 8

배관 내경 [mm] 7

패널 당 배관 열 수 [열] 6

배관-패널 접속 [-]
배관 가이드가 있는 단열 보드에 배관을 고정한 후 

패널에 삽입시켜 결합

상부 단열재 [-] 스티로폼(Styrofoam)

상부 단열재 두께 [mm] 15****

단면 형상 [-]

* T-bar를 포함한 패널의 총 설치 면적(installation area)을 의미함
** T-bar를 포함하지 않은 패널의 총 설치 면적을 바닥에 투영한 면적(projection area)을 의미함

*** T-bar의 면적과 패널 중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패널의 순 배관 면적(active area)을 
의미함

**** 배관 가이드가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표 2.6> 평가 대상 천장 복사 패널: 삽입보드형(ISIB) 패널

천장 복사 패널 본체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열성능을 높임

과 동시에 가벼운 무게로 인하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배관은

외경 8 mm의 폴리뷰틸렌(poly-butylene) 배관을 사용하여 삽입보드와 배관

의 조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5 mm의 스티로폼

(styrofoam) 단열재는 배관을 고정함과 동시에 상부로의 열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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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패널의 길이

W : 패널의 폭

[그림 2.1] 천장 복사 패널의 면적 산정 방법

한편 기준이 되는 단위 면적에 따라 동일한 패널이라도 단위 면적 당 방

냉량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방냉량 결과 표현 시 패널 기준 면적을

명확히 산정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림 2.1]은 EN1424011)에서 제시하는

활성 패널 면적(panel active area) 산정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

한 천장 복사 패널에 적합하도록 표현한 패널 면적 산정 방법이다.

유효 배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활성 패널 면적은 [그림 2.2]에서 배관

을 따라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지만 EN14240에서 제시하는 활성 패널 면

적은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활성 패널 면적은 ①을 ②

로 대체해도 면적에 의한 영향이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EN14240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였다.

11) 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BS EN14240:2004 Ventilation for buildings

– Chilled ceilings – Testing and rating offers a testing method for chilled ceilings,

2004, CEN



- 20 -

① : 배관 간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활성 패널 면적

② : EN14240을 기준으로 산정한 활성 패널 면적

[그림 2.2] 천장 복사 패널의 활성 패널 면적 산정 방법

본 방법으로 각 패널의 활성 패널 면적, 투영 패널 면적(panel projection

area), 설치 패널 면적(panel installation area)을 산정하여 <표 2.6>에 나타

내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는는 삽입보드형 천장 복

사 패널의 상부(패널 설치 시 플래넘 방향 면) 및 하부(패널 설치 시 실내

에서 보이는 면)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a) 삽입보드 형 천장 복사 패널 상부 b) 삽입보드 형 천장 복사 패널 하부

[그림 2.3] 평가 대상 천장 복사 패널 상부 및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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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방법 고찰

본 절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에

서 제안하는 방냉량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준에서 제안하는 방냉량

평가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냉량 평가 방법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였다.

2.2.1 방냉량의 개념

LBNL의 연구12) 및 ASHRAE13)에서는 <표 2.7>과 같이 천장 복사 패널

의 방냉량을 대류 성분과 복사 성분으로 나누어서 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합을 총 방냉량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식(2.1)

과 같이 천장 복사 패널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량과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의 합이다.

   

 (2.1)

 : 천장 복사 패널의 상부 표면과 플래넘 공기 간의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
 : 천장 복사 패널의 상부 표면과 플래넘 표면 간의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량
 : 천장 복사 패널의 하부 표면과 실내 표면 간의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량
 : 천장 복사 패널의 하부 표면과 내부 발열 표면 간의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량
 : 천장 복사 패널의 하부 표면과 실내 공기 간의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

12) LBNL, Development of a Simulation Too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adiant

Cooling Ceilings, CIEE Report, 1995, p.138, LBNL

13) ASHRAE Handbook: 2012 System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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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자 기호

플래넘 

해석

(P)

P_conv Convection to plenum air  

P_rad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룸 해석

(R)

R_rad.surf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R_rad.is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R_conv Convection to zone air  

<표 2.7> 플래넘과 룸의 복사 열전달과 대류 열전달 해석

LBNL의 연구와 ASHRAE에서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을 구하는 수식을

분석하면, <표 2.8>과 같이 각 수식에서 패널의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량과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을 결정하는 각각의 영향 인자에 어떤 것들이 포함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1) LBNL의 연구에서 방냉량의 개념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패널을 운전하는 경우, 천장 복사 패

널 표면과 실 벽면 및 실 공기와 열교환이 일어난다. 이 때 천장 복사 패널

의 방냉량(cooling power)은 패널 표면 과 실의 공기와 벽면 간의 열교환에

서 전달되는 열량이다. 두 가지 종류의 열교환은 각각 대류 성분과 복사 성

분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천장 복사 패널 표면 과 실의 공기 간에

발생하는 열교환이 대류 열교환이며, 천장 복사 패널 표면과 실 벽면 간에

발생하는 열교환이 복사 열교환이다. 대류 열교환은 대류 표면 열전달계수

와 패널 표면 온도와 실 공기 온도 간의 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복

사 열교환은 복사 열전달 계수와 패널 표면 온도와 실 벽면 온도 간의 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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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HRAE에서 방냉량의 개념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냉방 부하가 발생하면, 실온을 원하는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천장 복사 패널 운전 시 천장 복사 패널

과 주변 간의 온도차로 인한 열교환이 발생한다. 이 때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란,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 면적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표면 온도

와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상부 및 하부 공기 온도와 공간을 둘러

싼 벽과 천장 및 바닥의 표면 온도 간의 온도차로 인하여 대류 및 복사 열

전달 계수에 따라 열교환하는 양이다.

구분 LBNL의 연구 ASHRAE

플래넘 및 

룸의

대류 및 

복사 해석

§ 실의 공기와 벽면 간의 열교환 즉, 

대류 성분(convective term) 및 

복사 성분(radiation term)의 총합 

열량

§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천장 복사 

패널과 실온의 온도 차와 천장 

복사 패널과 실의 벽면의 온도 

차에 의해 결정됨

§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표면(temperature-controlled 

(active) surface(s))과 실내 공간 

또는 실내 표면 간의 열교환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열량

§ 복사 열전달량과 대류 열전달량의 

합을 이용하여 구함

수식

§   
§   

§  






 


 
 






§  





 

§  
 





기호

 :sum of convective and radiant heat
transfer

 :heat transfer by convection

 :heat transfer by radiation

 :convective coefficient

 :room air temperature

 :surface temperature

 :Stefan-Boltzmann constant
 :configuration factor

 :emissivity factor

 :MRT of unconditioned surface

 :MRT of cooled surface

 :effective temperature of
temperature-controlled surface

 :indoor space dry-bulb air
temperature

 :equivalent diameter of panel 
4×area/perimeter)

 :total radiosity leaving or reaching
panel surface

 :
radiation angle factor between 
panel surface and another surface
in room

 :radiosity from or to another surface
in room

 :number of surfaces in room other
than panels

<표 2.8> LBNL의 연구와 ASHRAE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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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방 매체의 공급수 온도 [℃]
 : 냉방 매체의 환수 온도 [℃]
 : 냉방 매체의 공급 유량 [kg/s]

[그림2.4] 열량으로서의 방냉량의 개념

복사 열전달에 의한 열량과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의 합은 패널에 투입

된 열량과 동일하므로 패널을 순환하는 냉수가 획득한 열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그림 2.4]과 같이 천

장 복사 패널에 주변보다 낮은 온도()의 냉방 매체를 유량( )으로 통

과시켜 주변의 열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 때 패널이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방냉량으로 정의한다.

2.2.2 방냉량 평가 방법

앞서 설정한 방냉량의 정의인 천장 복사 패널이 열을 제거하는 능력을 구

현하기 위하여, 천장 복사 패널과 제거해야 할 열(냉방 부하)의 발생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천장 복사 패널과 열 발생 상황을 실제 현상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2.5]과 같이 실제 환경(real environment)을 실험 환경

(experimental setup)으로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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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pective of an office room
b) Schematic diagram of estimating 

cooling capacity

[그림 2.5] 실제 건물과 실험실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냉방 부하가 발생하고, 천장 복사

패널이 냉방 부하를 제거하여 실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때 건물의 외

피를 통한 열의 유출입이 발생할 것이다. 실험 환경에서는 내부 발열체에

의해 냉방 부하가 발생하고, 천장 복사 패널이 냉방 부하를 제거하여 실온

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경우에도 실험 환경의 주변 경계를 통한 열의 유

출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냉방 부하의 발생,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산정, 열의 유출

입으로 (1) ～ (3)의 세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1) 냉방 부하 발생

냉방 부하는 실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실에서 처리해야하는 열량

의 총량이다. 냉방 부하의 종류에는 벽체를 통한 관류 부하, 환기 부하, 일

사 부하, 조명/장비/인체 부하가 있다. 이들 중 천장 복사 패널로 제거할 수

있는 부하는 현열 부하(sensible load)에 국한되어 있으며, 현열 부하는 식

(2.1)과 같이 냉방 부하의 종류 중 현열 요소의 총량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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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냉방 부하 [W/m2]

 : 벽체를 통한 관류, 침기 부하 계수 [W/m2K]
 : 실외 온도 [K]
 : 실내 온도 [K]
 : 바닥을 통한 관류 부하 [W/m2]

 : 일사, 조명, 장비 부하 [W/m2]

(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산정

천장 복사 패널에 냉방 매체가 순환하면, 실과 열교환이 일어난다. 열교환

은 냉방 매체의 열용량과 연관된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 ) 은

냉방 매체(일반적으로 물)의 비열() 과 유량( ) 을 곱한 값에 냉방 매체의

온도 증가분(  ) 을 곱해서 다음 식(2.2)과 같이 구한다.

  ∙
∙ (2.2)

 :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W]

 : 냉방 매체의 비열 [J/gK]
 : 냉방 매체의 유량 [g/s]
 : 공급수 온도 [K]
 : 환수 온도 [K]

한편, 식(2.2)로부터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은 식(2.3)과

같이 총 방냉량을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2.3)

 :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 [W/m2]

 :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 면적 [m2]



- 27 -

(3) 열의 유출입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냉방 부하

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같아야 한다(≃ ). 이는 실에서 발생

한 냉방 부하를 모두 패널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주변으

로의 의도하지 않은 열류 흐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출

입 최소화 조건은 천장 복사 패널이 오직 실에서 발생한 냉방 부하를 처리

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주변으로의 열류 흐름을 중심으로 천

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기준의 경계 조건을 분석하였다.

2.2.3 방냉량 평가 기준 분석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EN1424014), NT

VVS 07815), ASHRAE13816)이 있다. 각 기준에서는 방냉량의 평가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내부 발열

체와 관련된 항목, 천장 복사 패널과 관련된 항목, 테스트 룸 및 방냉량 산

정과 관련된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각 항목 중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 사전 수행한 방냉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각 기준에서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지만 표기 방법이 다른 항목이 있으

며, 이들의 기호 표기는 <표 2.9>과 같다.

14) 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BS EN14240:2004 Ventilation for buildings

– Chilled ceilings – Testing and rating offers a testing method for chilled ceilings,

2004, CEN

15) ASHRAE Handbook: 1992 Systems and Equipment, 2002 HVAC Systems and

Equipment

16) NORDTEST, NT VVS 078 CEILING COOLING SYSTEMS: COOLING CAPACITY,

1999, NOR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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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호

EN14240 NT VVS 078 ASHRAE138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   

흑구 온도와 공급수-환수 평균온도의 차   

비열   

공급수-환수 온도 차   

특성 방정식 상수   

<표 2.9> 방냉량 평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항목 및 기호

(1) EN14240의 방냉량 평가 방법 분석

EN14240은 천장 복사 냉방 패널 또는 유사한 형태의 냉방 복사 표면

(chilled surfaces)의 방냉량(cooling capacity)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기준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패널에 공급된 냉수 유량

과 온도 상승을 이용해서 방냉량을 측정한다.

(가)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

천장 복사 패널은 실험실의 천장 면적에 대한 천장 복사 패널의 수직 투

영 면적이 최소 7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패널의 외주부는 기밀하게

단열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열린 천장(opened ceiling) 시공 방법과는 일치

하지 않지만 닫힌 천장(closed ceiling) 시공 방법에는 적합하며, 외부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3)

 : 설치 면적 비율(installation area ratio)
 : 설치 면적(installation area)
 : 실험실 면적(test roo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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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삽입 보드 형 천장 복사 패널 b) 핀 부착형 천장 복사 패널

Aa : 활성 패널 면적

Da : 활성 패널 면적 변의 폭

La : 활성 패널 면적 변의 길이

B : 배관 사이의 간격

[그림 2.6] 천장 복사 패널 유형에 따른 활성 패널 면적 산정 방법

EN14240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산정 시 패널의 단위 면적을 활

성 패널 면적(panel active area)에 대한 값으로 계산하므로, [그림 2.6]와 같

이 패널의 활성 패널 면적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활성 패널 면적은

패널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패널의 총 면적

중 복사 열전달을 위한 복사면으로 사용되는 유효 복사 면적(effective

radiant area)을 의미한다.

활성 면적에 대한 방냉량 외에도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면적인 투영 패널

면적(projection panel area) 또는 천장 복사 패널 설치 면적인 설치 패널 면

적(installation panel area)에 대한 방냉량을 산정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

모두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면적에 따른 방냉량

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을 기준 면적으로 사용했는가를 명확

히 밝혀야 한다.



- 30 -

(나) 냉방 부하 발생을 위한 내부 발열체

냉방 부하를 발생시키고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과 열적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기로 가열되는 내부 발열체(cooling load simulator) 또는 더미

(dummy)를 사용한다. 내부 발열체 한 개의 발열량은 180 W로써, 표준 설

치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단위 면적 당 약 200 W의 부하를 담당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개별 점화가 가능한 60 W의 전구 세 개로 구성한다.

(다) 테스트 룸(test room)의 구성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내부 발열체에서 발생한 냉방 부

하가 패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테스트 룸을 구성한다. 테스트 룸 외부

와 내부에 충분한 단열을 설치하여 내․외부 간의 열류 흐름이 없도록, 천

장, 바닥, 벽 표면을 통한 열관류는 0.4 W/m2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를 만

족시키기 위해서 [그림 2.7]의 a)와 같이 테스트 룸 외부 전체에 온도 조절

이 가능한 수배관을 설치하거나, [그림 2.7]의 b)와 같이 외부 실에 온도 조

절이 가능한 강제 대류 발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a) Water controller boundary b) Room within room

1 : 단열재 4 : 수배관 시스템

2 : 천장 복사 패널 5 : 강제 대류 팬

3 : 내부 발열체 6 : 중공층

[그림 2.7] 방냉량 평가를 위한 테스트 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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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배관 제어 경계 조건(water controller boundary) 방법은 수배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테스트 룸의 내부 표면 온도를 실온과 동일하게 제어하

는 능동적인 제어 방법으로써, 테스트 룸 외부로의 열류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기준에서 테스트 룸의 바닥 면적은 10.0 ～ 21.0 m2을 권장한다. 이 경우

가로세로비는 0.5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되도록 정방형으로 구성할 것을 추

천한다. 테스트 룸의 천장 높이는 천장 복사 패널을 제외하고 2.7 ～ 3.0 m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테스트 룸의 추천 치수는 4.0(L) ×

4.0(W) × 3.0(H) m 이다.

(라) 방냉량의 도출

<표 2.10>와 같은 각 측정 항목의 변동 폭 이 최소 60분 간 유지될 경우

이를 정상 상태로 간주하고 측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 식(2.4)에 의해

내부 발열체의 방열량( )과 패널의 총 방냉량() 및 테스트 룸 외부로 손

실된 열량()의 합이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의 5% 이내가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테스트 룸의 열적 평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열적 평

형 상태란 내부 발열체에 의한 방열을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으로 95 % 이

상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

항목 편차 또는 기준

흑구 온도 0.05 ℃ 이내

표면 온도 0.5 ℃ 이내

평균 수온 0.05 ℃ 이내

실온 22 ～ 27 ℃

냉수 유량 1 % 이내

<표 2.10> EN14240의 정상 상태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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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 [W]
 : 테스트 룸 내외부 간에 전달된 열류 [W]
 : 내부 발열체의 총 방열량 [W]

측정은 정상 상태 조건 하에서 최소 세 가지 흑구 온도와 평균 공급수 온

도의 차 에 대하여 측정하며, 다음 식(2.5)에 의해서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을 계산할 수 있다.

 ∙∙ (2.5)

 :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 [W]
 : 공급 냉수의 비열 [kJ/kgK]
 : 공급 냉수의 유량 [kg/s]
 : 공급 냉수의 입수 온도 [K]
 : 공급 냉수의 출수 온도 [K]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은 식(2.6)에 의해 계산할 수 있으

며, 최종적으로 식(2.7)과 같이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2.6)

 :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 [W/m2]
 : 천장 복사 패널의 면적 [m2]

 ∙ (2.7)

 : 천장 복사 패널의 특성 방정식 상수 [-]
 : 흑구 온도와 공급수-환수 평균온도의 차 [K]
 : 천장 복사 패널의 특성방정식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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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T VVS 078의 방냉량 평가 방법 분석

NT VVS 078은 강제 기류가 없는 실에서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냉방

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다. 물을 열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천장 냉방 시스템(ceiling cooling systems)에 대하여 본 기준을 활용하여

방냉량을 산정할 수 있다.

(가)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

본 기준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는 천장 복사 패널은 시중에 판매하는 패널

과 동일한 배관 접속 방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패널의 설치에 있

어서 패널은 천장으로부터 250 mm 지점에 근접한 벽으로부터 200 mm 이

격하도록 한다. 천장의 중심을 기준으로 패널의 설치는 대칭이 되어야 하며,

패널의 최소 면적은 5 m2 이상으로, 전체 천장 면적의 50 ～ 70 %에 해당

하는 면적에 설치하도록 한다. 본 기준에서는 냉방 부하 모사를 위한 내부

발열체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나) 테스트 룸의 구성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스트 룸의 구성은 EN14240의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 테스트 룸은 2.4 × 3.6 m2의 최소 천장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추

천 면적은 4.0 × 4.0 m2이다. 테스트 룸의 벽과 바닥은 10 ～ 15 mm 두께

의 표면 마감이 없는 상태의 목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테스트 룸의 벽

과 바닥은 온도 제어가 가능한 외부 실(exterior room)으로 둘러싸서, 외부

실과 테스트 룸 사이의 열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테스트 룸의 벽과 바닥의 온도차는 2 ℃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내

부 설정 온도가 25 ℃ 일 경우, 테스트 룸의 천장 열관류율은 0.35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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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편차 또는 기준

평균 공급 냉수 온도 12 ~ 20 ℃

흑구 온도 22 ~ 27 ℃

<표 2.11> NT VVS 078의 측정 요구 조건

이하가 되어야 하며, 천장을 통한 열손실이 2.5 W/m2 이하가 되도록 단열

한다. 이는 테스트 룸 외부로의 열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건으로써, 실

의 냉방 부하가 대부분 패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방냉량의 도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표 2.11>의 평균 공급 냉수 온도와 흑

구 온도가 편차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평가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6, 8,

10 ± 1 ℃의 최소 세 가지 흑구 온도와 평균 공급수 온도의 차 에 대하

여 평가를 수행한다.

평균 공급 냉수 온도의 범위가 12 ～ 20 ℃ 이므로, 이 중 의 값이 6,

8, 10 ℃ ± 1 ℃가 되는 공급수 온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측정 도중 정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정상 상태의 만족 조건은 <표 2.12>와 같다.

평가 수행 결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식(2.8)과 같이 유량과 공급수

-환수 온도차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항목 편차 또는 기준

공급 냉수의 입수 온도 0.2 ℃

공급 냉수의 출수 온도 0.2 ℃

흑구 온도 0.4 ℃

공급 냉수 유량 2 % 이내

<표 2.12> NT VVS 078의 정상 상태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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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천장 복사 패널의 유효 단위 면적 당 방냉량 [W/m2]
 : 물의 비열용량 [Ws/kgK]
 : 물의 유량 [kg/s]
 : 공급수-환수 온도차 [K]
 : 천장 복사 패널의 면적 [m2]

최종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EN14240의 방냉량 평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실온과 평균 공급 냉수 온도의 차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

으며, 이는 식(2.9)과 같다. 식(2.9)은 패널의 방냉량을 활성 면적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 (2.9)

 : 천장 복사 패널시스템의 특성 방정식 상수 [-]

 : 실온과 공급수-환수 평균온도의 차 [℃]

 : 천장 복사 패널시스템의 특성방정식 지수 [-]

(3) ASHRAE13817)의 방냉량 평가 방법 분석

ASHRAE138은 공조를 이용하여 원하는 설정 온도로 공기 온도의 제어가

가능한 실험실을 구성하고 그 안에 약 4.0 m × 4.0 m × 4.0 m 의 크기를

갖는 또 하나의 실을 설치한다. 내부 실에 천장 복사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에서 일어나는 복사 열교환과 대류 열교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류 열교환은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이

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패널의 방냉량을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7) ANSI/ASHRAE Standard 138-2009, Method of Testing for Rating Ceiling Panels for

Sensible Heating and Cooling, 2009, ASH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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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

천장 복사 패널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 식(2.10)과 같이 실 면적의 최소

19 % 이상에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min 


∙ (2.10)

min : 천장 복사 패널시스템의 특성 방정식 상수 [-]
 : 실 면적 [m2]
 : 총 패널 설치 면적 [m2]

현장에 설치될 패널과 동일한 제품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방에 따라

설치해야하며, 그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도장, 마감, 단열 등은 허용하지 않

는다. 또한 벽면으로부터 0.3 m 이내에는 패널을 설치하지 않는데, 이는 패

널이 벽면에 지나치게 인접할 경우 불규칙한 복사 열전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테스트 룸의 구성

본 기준의 테스트 룸 구성 조건은 EN14240의 조건과 유사하다. 테스트

룸의 면적은 4.0 × 4.0 m2이다. 천장을 제외하고 [그림 2.8]과 같이 온도 제

어 내부 표면(Temperature-Controled Interior Surfaces)을 설치하여 온도를

제어한다. 컨트롤 패널은 응답이 매우 빠른 수배관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배관 시스템에 충분히 많은 유량을 흘려보냄으로써 난류를 발생

시키고 입․출수 온도차를 되도록 작게 하여, 표면 온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본 기준에서는 별도의 발열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외기에 면했다고

가정한 한 곳의 컨트롤 패널의 표면 온도를 실온보다 5.5 ℃±0.5 ℃ 높게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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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SHRAE138의 테스트 룸 구성18)

ASHRAE138에서는 외기에 면했다고 가정한 면의 온도 제어를 통해 냉방

부하를 발생함과 동시에 외피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면은 실온보다 5.5 ℃ ± 0.5 ℃ 로 제어하며, 천장은 제어하지 않는다.

(다) 방냉량의 도출

본 기준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도출하는데, 정

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에서 발생한 냉방 부하를 천장 복사 패널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동시에 실온을 26 ℃ ± 0.5 ℃ 로 최소 30분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정상 상태로 판단하고, 최소 네 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평균 공급수 온도에서의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측정한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식(2.11)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식(2.12)과 같이

표현한다.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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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천장 복사 패널이 실에서 제거한 열량 [W/m2]
 : 열매의 유량 [m3/s]
 : 열매의 비열 [J/kgK]
 : 공급 열매 온도 [m2]
 : 환수 열매 온도 [m2]
 : 총 패널 설치 면적 [m2]

 
 (2.12)

 : 천장 복사 패널이 실에서 제거한 열량 [W/m2]
 : 패널의 성능 특성 계수 [-]
 : 패널의 성능 특성 지수 [-]
 : 실온과 공급수-환수 평균온도의 차 [℃]

(4) 평가 방법 비교 분석

앞서 도출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에 따라 세 가지 기준을 <표 2.13>와

같이 분석하였다. 세 기준 모두 평가의 방법과 원리가 유사하며, 특히 테스

트 룸과 천장 복사 패널의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를 평가 실험체 구축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결과값으로써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흑구 온도와 평균 공급수 온도의 차에 관한 함수를

이용하여 표현하므로,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한 방냉량 도출이 가능할 것이

다. 한편 세 기준 모두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한 항목과 결과

값의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냉량 평가 방법의 실험적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실험 과정에서도 유지해야 할 경계 조건만 언급되었을 뿐,

경계 조건의 의미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다만 EN14240에서는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목을 제시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실험 보고서와 측정 결과에 대한 예시를 첨부 자료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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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어서 실험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T VVS 078에서는 EN14240과 유사한 평가 방법을 보다 간략히 요약하

여 서술하고 있으며, 경계 조건 역시 EN14240보다 허용 편차가 크다. 또한

냉방 부하의 발생과 관련한 항목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방냉량 평가를 위

한 실험 장비 구축 시 냉방 부하 발생과 처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 방

법 마련이 요구된다. 세 가지 기준 중 유일하게 ASHRAE 138에서만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한 면의 온도를 실

온보다 5.5 ℃ ± 0.5 ℃ 하도록 제어하지만, 그 이유는 외부 환경을 고려하

여 외피 부하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기 보다는 냉방 부하를 발생하려

는 목적이 위주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

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항목 EN14240 NT VVS 078 ASHRAE 138

천장 복사 

패널

천장 면적의 70 % 

이상에 실제 시공 

방법대로 설치

활성 패널 면적(active 

area)의 산정 방법을 

제시함

천장 면적의 50 ～ 70 

% 에 실제 시공 

방법대로 설치

천장 면적의 81 % 

이상에 설치

내부발열체

전기 가열 내부 

발열체로 냉방 부하 

모사

없음
가열 벽으로 냉방 부하 

모사

테스트 룸

수배관을 이용한 water 

controller boundary 

방법 및 외부 챔버를 

이용한 room within 

room 방법 제시

외부 챔버를 이용한 

room within room 방법 

제시

수배관을 이용한 

Temperature-Controlle

d Interior Surface 

제시(ceiling 제외)

방냉량

흑구 온도와 평균 

공급수 온도의 차에 

관한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

(좌측과 동일) (좌측과 동일)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성능 표현

(좌측과 동일) (좌측과 동일)

<표 2.13>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기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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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방냉량 평가 결과

본 절에서는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방냉량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앞 절에서 분석한 기준에서 제시하는 경계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천

장 복사 패널의 열저항을 계산하여 방냉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준의 실험 방법에 의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천장 복사 패

널의 방냉량을 평가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1) 천장 복사 패널 열저항 계산

천장 복사 패널을 구성하는 다양한 복합 재료들 간의 열저항은 패널의 열

전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열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높은 열저항은 결과적으로 냉수와 패널 표면 간에 효율적으로 열을 전도하

지 못함으로 인하여 패널의 방냉량을 감소시킨다. 즉, 열저항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널에 동일한 온도의 냉수를 입수시키더라도 열저항으로 인하여

표면 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천장 복사 패널이 실온을 유지하기 위

해 제거할 수 있는 열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널 설계 시 패널의 열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하는

재료 간의 열저항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패널의 열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ASHRAE19)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앞

서 구분한 패널의 형상에 따라 식(2.13)에 의해 패널의 총합 열저항을 계산

할 수 있다. 식(2.13)은 단위 배관 간격 당 배관 벽 열저항  , 단위 배관 간

격 당 배관과 패널 본체 사이의 열저항  , 패널 본체의 열저항  , 패널 표

면 마감의 열저항 를 이용하여 총합 열저항 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19) ASHRAE Handbook: 2012 System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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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패널 총합 열저항 [m2K/W]
 : 단위 배관 간격 당 배관 벽 열저항 [m2K/W]
 : 단위 배관 간격 당 배관과 패널 본체 사이 열저항 [m2K/W]
 : 패널 본체의 열저항 [m2K/W]
 : 패녈 표면 마감의 열저항 [m2K/W]
 : 배관 간격 [m]

단위 배관 간격 당 배관 벽 열저항 는 배관 내경이 이고, 열전도율이

인 배관 간격이 균일한 원형 배관에 대하여 다음 식(2.14)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ln  (2.14)

 : 배관 외경 [m2K/W]
 : 배관 내경 [m2K/W]
 : 배관의 열전도율 [W/m2K]

다만, 금속 배관을 사용하는 패널의 경우에는 다음 식(2.15)을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다.

 


(2.15)

 : 강제 대류 열전달 계수 [W/m2K]

이 때, 관내를 흐르는 3 ～ 200 ℃의 물에 대하여 강제 대류 열전달 계수

는, 다음 식(2.1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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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열저항 

삽입보드형 ≈0

<표 2.14> 천장 복사 패널의 배관-패널 간 열저항

단위 배관 간격 당 배관과 패널 본체 사이의 열저항 는 ASHRAE20)에

서 실험을 통해 구한 값인 <표 2.14>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16)

 : 관내 열매 온도 [℃]

 : 관내 열매 유속 [m/s]

식(2.13)을 이용하여 패널의 열저항을 구하면 삽입보드형 패널의 열저항은

0.4283 m2K/W 로써 다른 패널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낸다.

패널 본체의 열저항 는 패널에서 배관이 매립된 깊이 와 패널의 열전

도율 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부착형 패널은 식(2.17)을 사용하며, 삽입

형 패널은 식(2.18)을 사용하여 열저항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삽입형 패널의

배관이 패널에 밀착되었을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식

(2.17)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착형 패널인 경우의  ,은 식(2.17)과 같다.

 

 (2.17)

 : 패널 본체의 열저항 [m2K/W]
 : 패널 재료의 두께 [m]
 : 패널 재료의 열전도율 [W/m2K]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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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삽입형 패널인 경우의  ,은 식(2.18)과 같다.

 

 (2.18)

 : 패널 본체의 열저항 [m2K/W]
 : 패널 재료의 두께 [m]
 : 패널 재료의 열전도율 [W/m2K]
 : 배관 외경 [m]

패널 표면 마감의 열저항 는 패널의 표면에 별도의 마감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열저항이며 식(2.19)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마감에 따라 동일한

표면 온도를 얻기 위한 공급수 온도가 다르므로, 이를 계산함으로써 마감의

열저항을 총합 열저항에 반영할 수 있다. 금속 패널에서는 일반적으로 두께

가 거의 없는 페인트로 마감하므로 이 값은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2.19)

 : 패널 표면 마감의 열저항 [m2K/W]
 : 패널 마감 재료의 두께 [m]
 : 패널 마감 재료의 열전도율 [W/m2K]

(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예측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앞서 구한 열저항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

며 앞서 구한 열저항의 역수가 패널 특성 성능 계수(panel characteristic

performance coefficient)로 사용된다. 패널 특성 성능 계수와 패널 표면 온

도-작용 온도간의 차를 이용하여 패널의 방냉량을 계산하는데, ASHRAE에

서는 패널의 방냉량을 식(2.20)을 이용하여 표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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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패널의 방냉량 [W/m2]
 : 패널 특성 성능 계수 [W/(m2Km)]
 : 패널 표면 온도와 작용 온도 차 [K]
 : 작용 온도 [℃]

 : 2+

식(2.20)을 이용하여 패널의 성능 특성 계수 및 방냉량을 <표 2.15>와 같

이 구할 수 있다. 이 때 패널 표면 온도와 작용 온도의 차는 5 ℃(패널 표

면 온도 = 21 ℃, 작용 온도 = 26 ℃) 로 가정하였다. 앞서 구한 패널의 열

저항 예측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저항 예측 시와 동일한 삽입보드형

(ISIB) 패널을 대상으로 방냉량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구

한 천장 복사 패널의 활성 면적 당 방냉량을 <표 2.16>와 [그림 2.9]에 나

타내었다. 삽입보드형 패널의 총 방냉량은 다른 종류의 패널에 비해 다소

낮으나 실제로 패널의 방냉량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 패널 면적이 작아서 활

성 면적 당 방냉량이 높다. 즉, 작은 활성 패널 면적은 동일한 패널 설치 면

적에서 짧은 배관 길이 및 간결한 배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패널의 효

율적인 설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천장 복사 패널 개발 시 작은 활성 패

널 면적으로 높은 방냉량을 낼 수 있도록 패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패널 총합 열저항  성능 특성 계수  방냉량 

[m2K/W] [-] [W/m2]

삽입보드형 패널 0.4283 2.334 58.3

<표 2.15> 삽입보드형 패널의 예상 방냉량 계산

구분
방냉량  특성 계수  특성 지수 

[W/m2] [-] [-]

삽입보드형 패널 86.58 10.261 1.0256

<표 2.16> 특성 방정식에 따른 삽입보드형 패널의 방냉량(공칭 냉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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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공급수 온도와 실온의 차가 8 ℃ 일 때의 방냉량인 공칭 냉방 능력

(nominal cooling capacity)은 같이 86.6 W/m2 이다. 이 값은 앞서 열저항계

산으로 예측한 방냉량인 58.3 W/m2 과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실험

에서 구한 공칭 냉방 능력의 경우 활성 패널 면적을 반영하였으며, 계산에

서는 배관 간격과 패널의 구성 요소 간의 열저항 만을 이용함으로써 기준

면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에서는 외부로의 열손실이 일어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방냉

량이 계산 결과보다 다소 높게 측정될 수 있으며, 계산에서 가정한 패널 표

면 온도 및 작용 온도와 실험에서의 측정값의 차이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을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예측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2.9] 삽입보드형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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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본 절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한 선행 연구를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방냉량 평가 방법에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천장 복사 패널의 방

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의

개념에 따라 선행 연구의 내용 중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에 관한 내용을

플래넘(plenum)과 룸(room)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3.1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분석

앞서 평가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기준에 의거하여 계산 및 실험을

수행한 결과로써, 외부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한 경계 조건에서 내부 발열체

에 의한 냉방 부하를 제거할 때 획득한 열량이다. 이 경우 열량은 방냉량의

정의에 따라 대류 열교환과 복사 열교환에 의해 구해진다. 대류 열교환과

복사 열교환은 열교환이 일어나는 경계 조건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경계 조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Kochendorfer의 연구21)에서는 실제 환경의 방냉량과 실험 환경의 방냉량

이 다음 두 가지 이유에 의해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 Forced convection(mechanical ventilation)

▪ Non-standard surroundings(warm windows and outside walls)

21) C. Kochendorfer, Standardized Testing of Cooling Panels and Their Use in System

Planning, ASHRAE Transactions: Symposia Vol. 102, AT-9, No.1, 1996, pp.6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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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eat transfer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forced convection 

(mechanical ventilation)

Non-standard surroundings

(warm windows and outside 

walls)

결과

실제 공간에서 기류가 발생할 경우 

실험실 실험 방냉량이 실제 방냉량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다 

설계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입출수 온도가 작더라도 벽을 통한 

불필요한 열류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냉량이 크거나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표 2.17>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에 관한 문제 설정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험 환경에서 측정한 방냉량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

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었다. 특히 실험 환경에서의

결과가 실제 환경에서의 결과보다 낮을 경우에는 패널 용량의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ochendorfer의 연구22)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는 이후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표 2.17>는 문제를 제기한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기계 환기에 의해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디퓨저(diffuser)의 종류 및 위치에 의해 변하는 기류에 따른 열전달 계수를

산정하고 이 값을 고려한 방냉량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균

일한 주변 환경에 의해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건물의 환경을 반영한 통제 가능한 경계 조건에서 방냉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3.2 강제 대류: Forced Convection

두 가지 문제 중 기계 환기에 따른 강제 대류의 발생으로 인한 열전달 계

수에 관한 연구는 <표 2.18>와 같이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

22) Ibid., pp.6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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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바 있다. 열전달 계수에 관한 연구에서는 방냉량의 복사 성분과 대류

성분을 분리하여 구함으로써 추후 복사와 대류 중 어느 성분에 의해서 방냉

량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연구 주제 연구자 또는 연구 주체 주요 내용

방냉량의 복사 

성분과 대류 성분 

구분

R. Karadag23)

R. Karadag24)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의 

크기와 패널의 방사율에 따라 대류 

열전달 계수 및 총합 열전달 계수 

산정식 도출

F. Causone et al.25)
천장 복사 패널의 복사 열전달 

계수와 대류 열전달 계수 도출

M. Andres-Chicote et al.26)
천장 복사 패널의 복사 열전달 

계수와 총합 열전달 계수 도출

Z. Tian et al.27)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복사 

성분과 대류 성분으로 나눠서 계산 

값, 실험 값, 제조사 제공 값을 

비교함

실험실에서 기류에 

따른 방냉량 

변화(열전달 계수 

변화)

Kochendorfer28)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기류가 

없는 공간에서 평가 할 것을 규정함

ASHRAE29)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측정 시 

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 룸을 

사전에 공조함

J. W. Jeong, S. A. 

Mumma30)

J. W. Jeong, S. A. 

Mumma31)

자연 대류, 강제 대류, 혼합 대류가 

있는 경우에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산정함

N. Fonseca et al.32)
환기 장치의 유무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산정함

LBNL33)

방냉량 해석에 있어서 실 공기 

노드와 플래넘 공기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고 열평형을 

해석함

<표 2.18> 선행 연구 고찰: 강제 대류

23) R. Karadag, New approach relevant to total heat transfer coefficient including the

effect of radiation and convection at the ceiling in a cooled ceiling room,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9, 2009, pp.1561-1565

24) R. Karadag, The investigation of relation between radiative and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s at the ceiling in a cooled ceiling room, Energy Conver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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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dag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3×3×3, 4 ×

3 × 4, 6 × 3 × 4 m (L × W × H)의 크기를 갖는 실에서 0.5, 0.6, 0.7, 0.8,

0.9의 다양한 표면 방사율을 갖는 천장 복사 패널에 대하여 대류 열전달 계

수를 산정하는 식(2.19)와 이를 이용하여 총합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한

식(2.20)를 제안하였다.

 × 
 (2.19)

 : 천장 대류 열전달 계수 [W/m2K]
 : 실 공기 온도 [℃]
 : 천장 표면 온도 [℃]

 ×× 
 (2.20)

 : 천장 총합 열전달 계수 [W/m2K]
 : 실 공기 온도 [℃]
 : 천장 표면 온도 [℃]

Management 50, 2009, pp.1-5

25) F. Causone et al., Experimental evalu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radiant

ceiling and room, Energy and Buildings 41, 2009, pp.622-628

26) M. Andres-Chicote et al., Experimental study on the cooling capacity of a radiant

cooled ceiling system, Energy and Buildings 54, 2012, pp.207-214

27) Z. Tian et al., Research on the actual cooling performance of ceiling radiant panel,

Energy and Buildings 47, 2012, pp.636-642

28) C. Kochendorfer, Standardized Testing of Cooling Panels and Their Use in System

Planning, ASHRAE Transactions: Symposia Vol. 102, AT-9, No.1, 1996, pp.651-658

29) ASHRAE Handbook: 2002 HVAC Systems and Equipment

30) J. W. Jeong, S. A. Mumma,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capacity enhanced by mixed

convection in mechanically ventilated space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3, 2003,

pp.2293-2306

31) J. W. Jeong, S. A. Mumma, Simplified cooling capacity estimation model for top

insulated metal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4, 2004,

pp.2055-2072

32) N. Fonseca et al., Radiant ceiling systems coupled to its environment part 1:

Experimental analysi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30, 2010, pp.2187-2195

33) LBNL, Development of a Simulation Too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adiant

Cooling Ceilings, CIEE Report, 1995, LB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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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W/m2K] [W/m2K] [W/m2K]

문헌 값 3.1-4.4 5.5 11.0

실험 값 4.4 5.6 13.2

<표 2.19> Causone의 연구에서 열전달 계수 산정

위 연구는 CFD를 이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크기와 패널

의 표면 방사율에 따른 열전달 계수를 산정하고, 방냉량을 예측할 수 있다

는데 의미가 있다.

Causone34)는 천장 복사 패널에 공급되는 유량과 공급수 온도를 변화시키

면서 복사 열전달 계수와 대류 열전달 계수를 <표 2.19>와 같이 산정하였

다. 총합 열전달 계수 계산 결과 문헌 값과 실험 값은 약 2.2 W/m2K의 차

이를 보인다. 또한 결과값을 기존 문헌35)36)과 비교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의 복사 열전달 계수와 대류

열전달 계수를 산정함으로써 이 값을 추후 방냉량 산정 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Andres-Chicote도 유사한 방식으로 실험을 이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복사 열전달 계수와 총합 열전달 계수를 산정하고, <표 2.20>와 같이 기존

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특히 EN15377과 ASHRAE와 같은 국제 기준 뿐 아

니라 선행 연구자의 연구에서 발표된 복사, 대류, 총합 열전달 계수를 비교

분석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34) F. Causone et al., Experimental evalu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radiant

ceiling and room, Energy and Buildings 41, 2009, pp.622-628

35) A.J.N. Khalifa, R.H. Marshall, Valid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on interior

building surfaces using a real-sized indoor test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33, 1990, pp.2219–2236

36) A.J.N. Khalifa, Natural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a review: I. Isolated

vertical and horizontal surfaces,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42, 2001, pp.491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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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m2K] [W/m2K] [W/m2K]

Causon et al.37) 4.4 5.6 13.2

EN15377-138) - - 10.0-11.0

ASHRAE39) 3.1-4.3 - -

Khalifa et al.40) 3.1-3.6 - -

Min et al.41) 3.6-4.8 - -

Awbi et al.42) 2.8-3.9 - -

Andres-Chicote43) 4.2 5.4 8.5

<표 2.20> 선행 연구에서의 복사, 대류, 총합 열전달 계수 비교

실험을 이용하여 구한 총합 열전달 계수와 복사 열전달 계수를 바탕으로

대류 열전달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열전달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작용 온도(operative

temperature)와 표면 온도(surface temperature)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함을 보인다. 또한 Causone의 연구 결과 및 EN15377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의

총합 열전달 계수의 범위(8.5 ～ 13.2 W/m2K)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유

사 선행 연구 및 국제 기준과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다.

37) F. Causone et al., Experimental evalu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radiant

ceiling and room, Energy and Buildings 41, 2009, pp.622-628

38) 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Design of Embedded Water Based Surfac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1: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Standard EN15733-1, 2005, CEN

39) ASHRAE Handbook: 2012 HVAC Systems and Equipment

40) A.J.N. Khalifa, R.H. Marshall, Valid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on interior

building surfaces using a real-sized indoor test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33, 2009, pp.2219–2236

41) T.C. Min, L.F. Schutrum, G.V. Parmelee, J.D. Vouris, Natural convection and

radiation in a panel-heated room, ASHRAE Transactions 62, 1956, pp.337–358

42) H.B. Awbi, A. Hatton, Natural convection from heated room surfaces, Energy and

Buildings 30, 1999, pp.233–244

43) M. Andres-Chicote et al., Experimental study on the cooling capacity of a radiant

cooled ceiling system, Energy and Buildings 54, 2012,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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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과 평균 공급수 

온도 차

계산 값
실험 값

제조사

제공 값총 방냉량 복사 성분 대류 성분

[W/m2K] [%] [%] [W/m2K] [W/m2K]

7.9 157.6 53.9 46.1 166.6 135.2

<표 2.21> Tian의 연구에서 계산, 실험, 제조사에 의한 방냉량

Tian은 계산식과 실험을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의 대류 열전달 계수와 복사

열전달 계수를 산정하였다. 이 값을 이용하여 방냉량의 대류 성분과 복사

성분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표 2.21>와 같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와 비교하였다. Tian의 연구에 따르면 실온과 평균 냉매 온도의 차가 8

℃ 인 경우, 실험으로 구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제조사에서 제시하

는 방냉량보다 17.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찰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측정

시 실내에서 형성되는 기류에 따라 변화하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변화

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Kochendorfer는 기류에 따라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나, 기류를 반영한 실험 방법을 제안하기 보다는 실험 도중 기류

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어떠한 환기 장치 또는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ASHRAE에서 제시하는 실험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 도중 기류가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구 온도 22 ℃±4 ℃, 상대습도 35 %±15 %로 공조

한 후 충분히 기밀하게 밀폐하도록 하였다.

Jeong의 연구에서는 자연 대류(NC, Natural Convection), 강제 대류(FC,

Forced Convection), 혼합 대류(MC, Mixed Convection)가 일어나는 환경에

서 천장 복사 패널의 개략화된 방냉량 평가 모델을 수립하였다. 자연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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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산정한 방냉량을 타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

였고, 이를 통해 2, 4, 6 m/s의 기류 속도에서 스틸 천장 복사 패널과 알루

미늄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예측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기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39 %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천장 복사 패널의 용량 설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값

이라고 판단된다.

Fonseca의 연구에서는 기계 환기 장치의 유무에 따른 방냉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열교환량이 6 %의 차이를

나타냈다.

LBNL의 연구에서는 방냉량 해석에 있어서 실 공기 노드와 플래넘 공기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고 열평형식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개발

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기류가 발

생함에 따라 열전달 계수가 변동되고, 그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이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열전달 계수의 변화와

방냉량 변화량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열전달 계수 계산 및 방냉량 계산 모델,

기류 유동과 열전달 계수 산정에 관한 CFD, 열전달 계수 산정 및 방냉량

산정 실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기류 발생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변화를 계산 또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결과값을 방냉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열전달 계수의 변화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

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열전달 계수의 변화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산정에 관한 식 및 방법론의 도출과 같은 연관 해

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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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균일하지 않은 환경: Non-standard Surroundings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달라지는 두 번째 이유로써 불균일한 주변 환

경에 의해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표 2.22>과 같이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연구 주제 연구자 또는 연구 주체 주요 내용

외피의 영향

Kochendorfer44)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외부로의 

열출입이 없는 환경에서 평가 할 것

을 규정하며, 벽체의 표면 온도에 따

라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힘

N. Fonseca45)

N. Fonseca et al.46)

외피 부하를 고려하여 천장 복사 패

널의 방냉량을 산정함

M. De Carli et al.47)

외피 부하를 고려하여 천장 복사 패

널의 방냉량을 일중 비정상 상태 해

석으로 산정함

Z. Tian et al.48)

창문이 설치된 외피의 영향을 고려하

여 벽의 창문 비율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산정함

EN1424049)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외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열 경계 

조건을 유지하여 외피에 의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함

NT VVS 07850) EN14240과 동일

ASHRAE 13851) EN14240과 동일

부하의 형태에 

따른 영향

N. Fonseca et al.52)

대류에 의한 냉방 부하가 발생했을 

경우와 대류와 복사가 결합된 형태의 

냉방 부하가 발생했을 경우의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을 산정함

X. Niu et al.53)

내부 발열, 한 개의 복사면, 여섯 개

의 복사면에 의한 냉방 부하가 발생

했을 경우의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

량을 산정함

<표 2.22> 선행 연구 고찰: 균일하지 않은 환경

44) C. Kochendorfer, Op. cit., pp.6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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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한 주변 환경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영향과 내부적인 영향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외부적인 영향은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외피에 의해 발생하는 외피 부하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면의 경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영향은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 내부에

서 발생하는 내부 발열의 형태와 대류 및 복사 성분의 구성에 따라 천장 복

사 패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Kochendorfer는 균일하지 않은 환경에 따라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균일한 표면 온도를 얻기

위하여 [그림 2.10]과 같이 DIN 471554) 방법에 기반한 테스트 룸을 제안하

였다. Kochendorfer의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외부로의 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완전한 단열 벽(adiabatic wall)을 이용하여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

는 방법이다.

45) N. Fonseca, Experimental study of hydronic panels system and its environment,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52, 2011, pp.770-780

46) N. Fonseca et al., Radiant ceiling systems coupled to its environment part 1:

Experimental analysi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30, 2010, pp.2187-2195

47) M. De Carli et al., A numerical model for the thermal balance of rooms equipped

with radiant systems, Building and Environment 57, 2012, pp.126-144

48) Z. Tian et al., Research on the actual cooling performance of ceiling radiant panel,

Energy and Buildings 47, 2012, pp.636-642

49) 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BS EN14240:2004 Ventilation for buildings

– Chilled ceilings – Testing and rating offers a testing method for chilled ceilings,

2004, CEN

50) NORDTEST, NT VVS 078 CEILING COOLING SYSTEMS: COOLING CAPACITY,

1999, NORDTEST

51) ANSI/ASHRAE Standard 138-2009, Method of Testing for Rating Ceiling Panels for

Sensible Heating and Coolng, 2009, ASHRAE

52) N. Fonseca et al., Radiant ceiling systems coupled to its environment part 1:

Experimental analysi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30, 2010, pp.2187-2195

53) X. Niu et al., Influences of heat source forms on the cooling capacity of the radiant

cooling terminal, Energy and Buildings 72, 2014, pp.102-111

54) DIN 4715-1:1994-07 Cooling surfaces for rooms; measuring of the performance with

free flow,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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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ll-filled metal panels

2: thermal insulation

3: test sample

4: border insulation

5: cooling load simulator

6: measurement point for air 

temperature

7: measurement point for 

reference temperature

8: measurement point for the 

metal panel temperature

[그림 2.10] DIN 4715의 테스트 룸 구성55)

테스트 룸은 외부로 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 mm의 단열재에 수배관

을 설치한 단열 벽으로 구성하였다. 단열재 뒷면은 실온과 동일하게 유지하

고 유량을 최대한 높여서 입출수 온도를 작게 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방법

은 다른 패널과 비교를 통한 대안 선택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본 방법에서

제안하는 실험 환경은 실제 건물의 환경과 다르므로 설계 데이터로는 사용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방법을 이용한 실험 결과 방냉량이 천장

복사 패널을 실제 건물의 환경에 설치했을 때의 방냉량보다 15 ～ 20 % 작

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Fonseca는 [그림 2.11]과 같이 외피의 모사가 가능한 실험실을 구현한 후

외피를 통한 냉방 부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패널의 방냉량을 산정하였다.

5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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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Fonseca의 연구의 테스트 룸 구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주부에 위치한 천장 복사 패널을 운전했을 경우에

는 패널과 외피의 접촉 간섭(contact interuption)으로 인해 열교환량이 8 %

감소했으나, 외피에 위치한 패널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열교환량이 20 % 증

가 했다. Fonseca의 연구에서는 건물의 외피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양한

외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De Carli의 연구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산정 시 외피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비정상 상태 해석(unsteady-stat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해 한 벽체를 외기에 노출되어있다고 가정하고 냉방 부하를 모사하였

다. 특히 외기에 노출된 벽의 실내 측 표면 온도의 일중 변화 프로파일을

산정하여 경계 조건의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천장 복사 패널의 용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 상태

해석(steady-state analysis)이 부족하며, 특정 기후 조건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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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과 평균 공급수 

온도 차

창문 표면 온도

벽-창문 비율에 따른 방냉량

벽-창문 비율

0.3

벽-창문 비율

0.44

벽-창문 비율

0.5

[℃] [W/m2] [W/m2] [W/m2]

7.9 30.9 157.6 157.7 157.7

<표 2.23> Tian의 연구에서 벽-창문 비율에 따른 방냉량

Tian의 연구에서는 벽-창문 비율(WWR, the Ratio of Window to Wall)

의 개념을 도입하여 외피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하였다. 표면 온도가 30.9 ℃ 인 외피의 창문 비율이 30 %에서 50 %로 증

가할 경우 방냉량은 <표 2.23>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창문 비율이 증가해도 면적 가중 평균 온도(AUST,

Area-weighted average surface temperature)에 확연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ian의 연구에서는 표면 온도가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을 벽-창문 비율로만 판단했으므로 외기온이나 벽체의 특성과 같이 표

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반영이 없다.

그 외에도 국제 기준인 EN14240, NT VVS 078, ASHRAE 138에서 외피

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를 해석하기 보다는 단열 경계 조건을 유지하여 외피에 의한 영향을 차단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외피에 의한 영향 이외에도 부하의 형태가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Fonseca의 연구에서는 부하

의 형태를 대류의 형태와 대류 및 복사가 결합된 형태로 구분하여 천장 복

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Niu의 연구에서도 냉방 부하의 형태

를 달리하여 내부 발열, 실의 한 면, 실의 여섯 면에 의해 각각 냉방 부하가

발생했을 경우의 방냉량을 [그림 2.12]과 같이 산정하고 있다. Fonseca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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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Niu의 연구 모두 외피의 영향만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에서 발전하여

부하의 형태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산정 시 천장 복사 패

널이 설치된 공간을 균일한 환경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천

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이 균일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할 경우 외피와

부하의 형태에 따라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균일하

지 않은 환경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균일하지 않은 환경이 발생했을 경우 방냉량의 변화에 대한 해

석이 필요하다.

[그림 2.12] Niu의 연구에서 부하의 형태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56)

56) Internal heat source는 내부 발열체에 의한 발열, External heat source는 벽면에 의한

발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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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방향

앞서 고찰한 방냉량 평가 기준과 선행 연구로부터 균일하지 않은 환경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의 개념으로부터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에서 어떤 해석이 추가

적으로 필요한지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

함에 있어서 보완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중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플래넘과 룸에서 일어

나는 각 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 <표 2.24>과 같이 이루어졌다.

구분

Heat transfer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forced 

convection

(mechanical ventilation)

Non-standard surroundings

(warm windows and outside walls)
R

․K
a
ra

d
a
g

F

․C
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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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
e
 e

t 
a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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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ico

te et al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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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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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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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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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
R

A
E

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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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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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N
iu

 e
t a

l

P_conv - ● ● - ● ● - ● ● ● - - - - - - - - -

P_rad - ● ● - ● ● - ● ● ● - - - - - - - - -

R_rad.surf ● ● ● ● ● ● ● ● ● ● - ● ● ● - - ● ● ●

R_rad.is ● ● ● ● ● ● ● ● ● ● - ● ● ● - - ● ● ●

R_conv ● ● ● ● ● ● ● ● ● ● ● ● ● ● ● ● ● ● ●

P_conv: Convection to plenum air
P_rad: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R_rad.surf: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R_rad.is: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R_conv: Convection to zone air
● : 고려함

- : 고려하지 않음

<표 2.24> 선행 연구에서 방냉량 평가 시 반영된 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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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경계 조건을 플래넘 해석과 룸 해

석으로 구분하면 같이 현재까지 해석이 이루어진 항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석 항목에 대하여 <표 2.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강제 대류로 인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중 플래넘에서는 천장 복

사 패널의 설치 방법에 따른 해석, 경계 조건에 관한 해석, 복사 및 대류 열

전달에 대한 해석이 선행 연구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룸에

서는 기류 변화에 따른 패널 표면의 대류 및 복사 열전달 계수 변화와 그에

따른 방냉량을 대류 및 복사 성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방법 또

는 계산식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균일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는 플래넘과 룸 해석에 따라 방냉량

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류 및 복사

열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 조건에 대한 고찰이 불분명하며, 각 경계 조

건에 따른 방냉량의 영향도 역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플래넘

과 룸 해석에 있어서 벽, 천장, 바닥의 표면 온도를 비롯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방냉량 영향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Heat transfer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forced 

convection

(mechanical ventilation)

Non-standard surroundings

(warm windows and outside walls)

플래넘 

해석

(P)

열전달(복사 및 대류)에 대한 해석: 잘 

이루어지고 있음

경계 조건(벽, 천장, 바닥 표면 

온도)에 대한 해석: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룸 해석

(R)

룸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열전달 계수 

및 방냉량 변화에 대한 해석: 잘 

이루어지고 있음

경계 조건 (벽, 천장, 바닥 표면 

온도)에 대한 해석: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표 2.25> 문제 제기에 따른 플래넘과 룸의 해석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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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본 장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단계로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개념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였

으며, 이를 통해 우수하게 평가된 천장 복사 패널의 유형 중 하나로써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삽입보드형 천장 복사 패널의 개발 과정과 결과물

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삽입보드형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으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

고 방냉량을 평가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 및 문헌에서 제안하는 방냉량의 개

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준에서 제안하는 방냉량 평가 방법에 대

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평가 방법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예측

및 평가하였다.

기존의 평가 방법과 선행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한 패널

의 방냉량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원인인 강제 대류와 균일하지 않은 환

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의 방향을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표면 온도 도출로 제시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경계 조건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천장 복사 패널이란 일반적으로 실의 천장에 패널 형태로 설치되어 있

으며, 패널에 설치된 배관에 냉수를 순환하여 실에서 발생한 냉방 부하

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 유형 평가에서 높

은 점수를 획득한 건식 시공 천장 복사 패널 유형을 기본으로 삽입보

드형 천장 복사 패널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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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건물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냉방 부하가 발생하며, 실험 환경

에서는 내부 발열체에 의한 부하만 발생한다. 현재의 방냉량 평가 기준

(EN14240, NT VVS 078)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을 이용하여 내부 발열

체에 의한 냉방 부하만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HRAE138

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 항목이 있으나 냉방 부하를 발생하려는

목적이 위주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3) 선행 연구 및 기준에서는 실험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 방냉량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원인으로 강제 대류와, 불균일한 주변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강제 대류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산정과 이를 고려한 방냉량 평

가는 많은 부분이 연구되었으나, 불균일한 주변 환경에 의해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건물의 환경을 반영한

경계 조건에서 방냉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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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설정

3.1 영향 인자 도출 열전달 모델 수립

3.2 경계 조건 영향 인자

3.3 소결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종류, 값 및 범위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모델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ASHRAE의 열전달 모델을 기본으로 천장 복사 패널

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

간의 플래넘과 실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분석하고 각 열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2 장의 기존 문헌에 대한 예비적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영향 인자들의 값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3.1 영향 인자 도출 열전달 모델 수립

앞서 설정한 천장 복사 패널의 경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장 복사 패

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전달 현상을 파악하고, 열전달 현상으

로부터 경계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ASHRAE에서 제안하는 열전달 모델(Schematic of Heat Balance Proces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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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57)로부터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의 열전달 모델을 수립하여,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이

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관여하는 영향 인자들을 파악하고, 영향 인

자들의 값 및 범위를 도출할 수 있다.

3.1.1 ASHRAE의 열전달 모델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의 열전달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ASHRAE58)에서 제시하는 실의 열전달 모델을 고찰하였다.

[그림 3.1] ASHRAE의 열전달 모델59)

57) ASHRAE Handbook: 2013 Fundamentals, p.18.16

58) Ibid.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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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열전달 과정 내용

실 열전달 모델

OUTSIDE FACE HEAT BALANCE 외벽 표면 열평형

THROUGH THE WALL CONDUCTION 벽의 열전도

INSIDE FACE HEAT BALANCE 내벽 표면 열평형

AIR HEAT BALANCE 공기 열평형

<표 3.1> 실 열전달 모델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ASHRAE에서는 실의 냉방 부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평형 방법

(heat balance method)을 이용한 실의 열전달 모델을 [그림 3.1]과 같이 제

안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실(zone)에서 열전달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을

각각의 노드(node)로 구분한 뒤, 각 노드들이 상호간에 주고받는 영향을 열

전달 과정으로써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각 노드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를 찾고 해당 영향 인자로부터 발생하는 열전달로부터 냉방 부하

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ASHRAE의 모델에서 실은 천장, 바닥 및 네 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한 개

의 공간이며, 공간의 외벽, 벽, 내벽, 공기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과정을 해석

하고 있다. 열전달 모델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한 개의 표면에 대해서 도식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나머지 표면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공기 열평형(air heat balance)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자가 공기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설정 실내 공기 온도로부터 냉방 부

하를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사의 영향과 벽을 통한 열관

류 뿐만 아니라 실에서 일어나는 침기, 배기, 환기의 영향과 내부 발열에 의

한 영향까지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모델에서 실(zone)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은 <표 3.1>과 같이 구성된다.

실 열전달 모델은 외벽 표면 열평형, 벽의 열전도, 내벽 표면 열평형, 공기

열평형의 열전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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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벽 표면 열평형(outside face heat balance)

외벽 표면 열평형에는 태양열 흡수(absorbed incident solar), 외기와 대류

열전달(convection to outside air),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및 벽의

열전도(through the wall conduction)가 있다. 태양열 흡수는 태양으로부터

발생한 태양열을 외벽 표면에서 흡수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외기와 대류 열

전달은 외기와 외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따라

외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장파 복사는 외부의 건물

또는 기타 사물이 방출하는 장파 복사 열량이다.

(2) 벽의 열전도(through the wall conduction)

벽에서는 벽의 양쪽 표면(외벽 표면, 내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전도 열전달이 벽의 한 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발생한다.

(3) 내벽 표면 열평형(inside face heat balance)

내벽 표면 열평형에는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long-wave radiation

exchange among zone surfaces),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투과 태양 열획득(transmitted solar heat

gain),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실 공기

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이 있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

환은 실의 천장, 바닥 및 벽 간의 온도차에 의한 복사 열전달에 의해 교환

하는 열량이다. 내부 발열의 단파 복사는 내부 발열체가 방출하는 단파 복

사 열량이다. 투과 태양 열획득은 투명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태양 열량이

다.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는 실에 설치된 전등이 방출하는 단파 복사 열량

이다. 실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실 공기와 내벽 표면 온도 차이와 표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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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계수에 의해 내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다.

(4) 공기 열평형(air heat balance)

공기에서는 침기/환기/배기(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 내부 발

열의 대류(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 공조 시스템의 공기(HVAC

system air), 실 공기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가 있다. 침기/

환기/배기는 외기로부터의 침기 및 환기와 공조시스템의 배기(EA,

Exhausted Air)에 의해 실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이다. 내부 발열에 의

한 대류는 내부 발열체의 표면과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 대류 열교환 하

는 열량이다. 공조시스템의 공기는 공조 시스템의 토출 공기에 의해 제거되

는 열량이다. 실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실 공기와 내벽 표면 간의 온도 차

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의해 내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

다. 각 열전달 과정을 구성하는 인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열전달 과정 인자

OUTSIDE FACE 

HEAT BALANCE

Absorbed incident solar

Convection to outside air

Long-wave radia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IN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Transmitted solar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Convection to zone air

AIR HEAT 

BALANCE

Convection to zone air

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

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

HVAC system air

<표 3.2> 실의 열전달 과정과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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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

본 연구에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은 천장, 바닥 및 네 개의 벽

중 천장에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이다. 천장에 천장 복사 패널이 설

치됨으로 인하여 ASHRAE의 모델에서 원래 한 개의 단일 공간으로 제시하

였던 공간이 플래넘과 실의 두 공간으로 구분된다. 천장이 천장 복사 패널

로 변경되고 플래넘이 추가되며, 이로 인하여 열전달 모델은 플래넘, 천장

복사 패널, 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도출하기 위하

여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과정을 분석하고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을 제안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모델은 구획된 공간에 따라 플래넘 열전

달 모델, 천장 복사 패널 열전달 모델, 실 열전달 모델의 세 가지 모델로 구

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플래넘 열전달 모델은 천장 복사 패널 상부와 플래넘 간에서 일어나는 대

류 및 복사 열교환에 관한 해석이다. 천장 복사 패널 열전달 모델은 천장

복사 패널 상부와 하부의 열교환을 포함하여 천장 복사 패널에서 제거하는

열량인 방냉량에 관한 해석이다. 또한 실 열전달 모델은 천장 복사 패널 하

부와 내부 발열을 포함한 실 간에서 일어나는 대류 및 복사 열교환에 관한

해석이다.

세 가지 열전달 모델은 다음 <표 3.3>와 같이 해석에 영향을 주는 인자

와 세부 인자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열전달 모델을 구성하

는 인자와 세부 인자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의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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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열전달 과정

(1) 플래넘 열전달 모델

PLENUM OUT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PLENUM INSIDE FACE HEAT BALANCE

PLENUM AIR HEAT BALANCE

(2) 천장 복사 패널 열전달 모델
PANEL ABOVE FACE HEAT BALANCE

PANEL WATER HEAT BALANCE

PANEL BOTTOM FACE HEAT BALANCE

(3) 실 열전달 모델

ZONE AIR HEAT BALANCE

ZONE IN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ZONE OUTSIDE FACE HEAT BALANCE

<표 3.3>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1) 플래넘(plenum) 열전달 모델

플래넘 열전달 모델은 <표 3.4>와 같이 플래넘 외벽 표면 열평형(plenum

outside face heat balance), 플래넘 벽의 열전도(plenum wall conduction),

플래넘 내벽 표면 열평형(plenum inside face heat balance), 플래넘 공기 열

평형(plenum air heat balance)의 열전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플래넘 외벽 표면 열평형

외벽 표면 열평형에는 태양열 흡수(absorbed incident solar), 외기와 대류

열전달(convection to outside air),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및 벽의

열전도(through the wall conduction)가 있다.

열전달 과정 내용

PLENUM OUTSIDE FACE HEAT BALANCE 플래넘 외벽 표면 열평형

THROUGH THE WALL CONDUCTION 플래넘 벽의 열전도

PLENUM INSIDE FACE HEAT BALANCE 플래넘 내벽 표면 열평형

PLENUM AIR HEAT BALANCE 플래넘 공기 열평형

<표 3.4> 플래넘의 열전달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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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흡수는 태양으로부터 발생한 태양열을 외벽 표면에서 흡수하는 열

량이다. 외기와 대류 열전달은 외기와 외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

면 열전달 계수에 따라 외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장

파 복사는 외부의 건물이나 기타 사물이 방출하는 장파 복사 열량이다.

▪ 플래넘 벽의 열전도

벽에서는 벽의 양쪽 표면(외벽 표면, 내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전도 열전달이 일어난다. 벽의 열전도로 인한 열량은 벽의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열량이다.

▪ 플래넘 내벽 표면 열평형

내벽 표면 열평형에는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long-wave radiation

exchange among zone surfaces), 플래넘 공기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이 있다. 플래넘에는 내부 발열, 투명벽, 조명이 없으므로 내부 발

열의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투과 태양 열

획득(transmitted solar heat gain),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short wave

radiation from lights)를 제외할 수 있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은 플래넘의 천장, 바닥(천장 복사 패널) 및

네 개의 내벽 간의 온도차에 의한 복사 열전달에 의해 교환하는 열량이다.

플래넘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실 공기와 내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따라 내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다.

▪ 플래넘 공기 열평형

플래넘 공기에서는 플래넘 공기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가

있다. 플래넘은 별도의 환기 또는 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밀폐되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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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할 수 있으므로 침기, 환기, 배기(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는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내부 발열이 없으므로 내부 발열의 대류(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를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공조 시스템의 공기는 플래

넘 방향으로 토출되지 않으므로 공조 시스템의 공기(HVAC system air)는

제외할 수 있다. 플래넘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실 공기와 내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띠리 내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다. 각 열전달 과정을 구성하는 인자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2) 천장 복사 패널(radiant ceiling panel) 열전달 모델

천장 복사 패널 열전달 모델은 <표 3.6>과 같이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

면 열평형(panel above face heat balance), 천장 복사 패널 냉수 열평형

(panel water heat balance),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 열평형(panel

bottom face hat balance)의 열전달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각 인자는 천장 복사 패널의 상부인 플래넘과 하부인 실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상부 및 하부 표면과의 대류 및 복사 열교환을 통해 천장 복사 패널

의 냉수에 열량이 전달되기까지의 열전달 과정에 대한 해석이다.

열전달 과정 인자

PLENUM OUTSIDE 

FACE HEAT 

BALANCE

Absorbed incident solar

Convection to outside air

Long-wave radia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PLENUM IN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Convection to plenum air

PLENUM AIR 

HEAT BALANCE
Convection to plenum air

<표 3.5> 플래넘의 열전달 과정과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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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과정 내용

PANEL ABOVE FACE HEAT BALANCE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 열평형

PANEL WATER HEAT BALANCE 천장 복사 패널 냉수 열평형

PANEL BOTTOM FACE HEAT BALANCE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 열평형

<표 3.6> 천장 복사 패널의 열전달 과정 및 내용

▪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 열평형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 열평형에는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

(long-wave radiation exchange among zone surfaces), 플래넘 공기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 천장 복사 패널 냉수로 열전도(conduction

to water)이 있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은 플래넘의 천장, 바닥(천장 복사 패널) 및

네 개의 내벽 간의 온도차에 의한 복사 열전달에 의해 교환하는 열량이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에서는 플래넘을 구성하는 벽 중 천장 복사 패

널을 제외한 다섯 개의 벽(천장 및 벽)의 표면 온도와 천장 복사 패널의 상

부 표면 온도 차에 의해서 복사 열전달이 일어난다.

플래넘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플래넘 공기와 천장 복사 패널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에서 대류 열전달에

의해 교환하는 열량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배관을 거쳐 천장 복사 패널

의 냉수로 전도 열전달이 일어난다.

▪ 천장 복사 패널 냉수 열평형

천장 복사 패널 냉수 열평형에는 천장 복사 패널의 냉수의 대류 열교환이

있다. 냉수의 대류 열교환은 천장 복사 패널 상부와 하부로부터 전도를 통

해 전해진 열량이 최종적으로 냉수에 의해 제거된다. 냉수에 의해 제거되는

열량은 냉수의 유량 및 입출수 온도차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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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 열평형

내벽 표면 열평형에는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long-wave radiation

exchange among zone surfaces),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투과 태양 열획득(transmitted solar heat

gain),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실 공기

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이 있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은 실의 천장(천장 복사 패널), 바닥 및 네 개

의 내벽 간의 온도차에 의한 복사 열전달에 의해 교환하는 열량이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에서는 실을 구성하는 벽 중 천장 복사 패널을 제외

한 다섯 개의 벽(바닥 및 벽)의 표면 온도와 천장 복사 패널의 하부 표면

온도 차에 의해서 복사 열전달이 일어난다.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는 내부

발열체가 방출하는 장파 복사 열량이다. 투과 태양 열획득은 투명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태양 열량이다.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는 실에 설치된 전등

이 방출하는 단파 복사 열량이다. 실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실 공기와 천장

복사 패널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

에서 대류 열전달에 의해 교환하는 열량이다.

열전달 과정 인자

PANEL ABOVE 

FACE HEAT 

BALANCE

Convection to plenum air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Conduction to water

PANEL WATER 

HEAT BALANCE

Conduction to water

Heat added or extracted by water

Conduction to water

PANEL BOTTOM 

FACE HEAT 

BALANCE

Conduction to water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Transmitted solar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Convection to zone air

<표 3.7> 천장 복사 패널의 열전달 과정과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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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공기와 대류 열교환은 실 공기 온도와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 온도

차에 의해서 대류 열전달이 일어난다. 각 열전달 과정을 구성하는 인자를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3) 실(zone) 열전달 모델

실 열전달 모델은 <표 3.8>과 같이 실 외벽 표면 열평형(zone outside

face heat balance), 벽의 열전도(through the wall conduction), 실 내벽 표

면 열평형(zone inside face heat balance), 실 공기 열평형(zone air heat

balance)의 열전달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실 외벽 표면 열평형

외벽 표면 열평형에는 태양열 흡수(absorbed incident solar), 외기와 대류

열전달(convection to outside air),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및 벽의

열전도(through the wall conduction)가 있다.

태양열 흡수는 태양으로부터 발생한 태양열을 외벽 표면에서 흡수하는 열

량을 의미한다. 외기와 대류 열전달은 외기와 외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표면 열전달 계수에 따라 외벽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의미한

다. 또한 장파 복사는 외부의 건물 또는 기타 사물이 방출하는 장파 복사

열량이다.

열전달 과정 내용

ZONE OUTSIDE FACE HEAT BALANCE 실 외벽 표면 열평형

THROUGH THE WALL CONDUCTION 벽의 열전도

ZONE INSIDE FACE HEAT BALANCE 실 내벽 표면 열평형

ZONE AIR HEAT BALANCE 실 공기 열평형

<표 3.8> 실의 열전달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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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의 열전도

벽에서는 벽의 양쪽 표면(외벽 표면, 내벽 표면)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전도 열전달이 일어난다. 벽의 열전도로 인한 열량은 벽의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열량이다.

▪ 실 내벽 표면 열평형

내벽 표면 열평형에는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long-wave radiation

exchange among zone surfaces),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투과 태양 열획득(transmitted solar heat

gain),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실 공기

와 대류 열교환(convection to zone air)이 있다.

내벽 간의 장파 복사 열교환은 실의 천장(천장 복사 패널), 바닥 및 네 개

의 내벽 간의 온도차에 의한 복사 열전달에 의해 교환하는 열량이다. 내부

발열의 단파 복사는 내부 발열체가 방출하는 단파 복사 열량이다. 투과 태

양 열획득은 투명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태양 열량이다.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는 실에 설치된 전등이 방출하는 단파 복사 열량이다.

▪ 실 공기 열평형

공기에서는 침기, 환기, 배기(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 내부 발

열의 대류(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가 있다. 복사 패널 시스템이

설치된 실이므로 공조 시스템의 공기(HVAC system air)는 제외할 수 있다.

침기, 환기, 배기는 외기로부터의 침기 및 환기와 공조시스템의 배기에 의

해 실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이다. 내부 발열에 의한 대류는 내부 발열

체의 표면과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 대류 열교환 하는 열량이다. 각 열전

달 과정을 구성하는 인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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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과정 인자

ZONE OUTSIDE 

FACE HEAT 

BALANCE

Absorbed incident solar

Convection to outside air

Long-wave radia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ZONE IN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Transmitted solar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Convection to zone air

ZONE AIR HEAT 

BALANCE

Convection to zone air

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

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

Convection to zone air

<표 3.9> 실의 열전달 과정과 인자

[그림 3.2]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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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은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열전달 과

정과 각 과정에서의 인자들을 실제 실에 대입하여 구성한 것이다. 천장 복

사 패널이 설치된 실에서는 플래넘, 천장 복사 패널, 실 간의 열전달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에 따라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의 열전달 모델을

[그림 3.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3]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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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Test Room)의 열전달 모델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은 천장, 바닥 및 네 개의 벽 중 천장에 천

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이다. 이와 유사하게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test room)은 천장, 바닥 및 네 개의 벽으로 구성된 테스트 룸에

서 천장에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되고, 천장 복사 패널을 기준으로 플래넘

과 실로 나눌 수 있다. 테스트 룸에서 천장에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천장이 천장 복사 패널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플래넘이 추가된다.

따라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모델은 플래넘, 천장

복사 패널, 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테스트 룸의 플래넘에서는 플래넘 공기(plenum air)와 천장 복사 패널 상

부 표면(panel above face) 간에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고, 플래넘 벽면

(plenum inside face)와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panel above face) 간에

복사 열전달이 발생한다. 테스트 룸에서는 태양을 모사하지 않으므로 태양

에 의한 열량은 열전달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외 공간을 모사하지

않으므로 플래넘 외벽 표면과 외기 간의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량은 열전달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실외 공간을 모사하지 않으므로 실외 공간에

서 발생하는 장파 복사에 의한 열량은 열전달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다. 테

스트 룸의 플래넘에서는 조명, 내부 발열, 침기 및 공조가 없으므로 열전달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테스트 룸의 플래넘에는 투명 벽이 없어서

투과 태양 열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은 열전달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panel above face)과 플

래넘 공기(plenum air) 간에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고,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panel above face)과 플래넘 벽면(plenum inside face) 간에 복사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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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발생한다.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panel bottom face)과 실 공기

(room air) 간에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고,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panel

bottom face)과 실 벽면(zone inside face) 간에 복사 열전달이 발생한다. 또

한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panel bottom face)과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간의 복사 열전달이 발생한다.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과 영향을 주고받는 테스트 룸의 플래넘에서는

조명, 내부 발열, 침기 및 공조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열전달 모델에 반

영하지 않았다. 또한 천장 복사 패널의 상부 표면에는 투명 벽이 없어서 투

과 태양 열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은 열전달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과 영향을 주고받는 테스트 룸의 실에서는 조

명, 침기 및 공조가 없으므로 열전달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건물에

서 조명에 의한 단파 복사 열량과 내부 발열에 의한 장파 복사 열량은 테스

트 룸에서 내부 발열체(cooling load simulator)를 이용하여 모사하였으므로

열전달 모델에 내부 발열체에 의한 열량 공급을 추가하였다. 내부 발열체는

실 벽면 및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과 복사 열교환을 하며, 실 공기와 대

류 열교환이 일어난다.

테스트 룸의 실에서는 실 공기(room air)와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

(panel bottom face) 간에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고, 실 벽면(zone inside

face)과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panel bottom face) 간에 복사 열전달이

발생한다. 또한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와 천장 복사 패널 하부 표면(panel bottom face) 간의 복사 열전달

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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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룸의 열전달 모델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림 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그림 3.4]는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을 구성하는 플래넘, 천

장 복사 패널, 실 간에 일어나는 열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

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 중 테스트 룸이 모사할 수 없는 인자가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표 3.10>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4]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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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과정 인자

적용

ASHRAE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

OUTSIDE FACE 

HEAT BALANCE

Absorbed incident solar - ● ●

Convection to outside air - ● ●

Long-wave radiation - ● ●

Through the wall conduction - ● ●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 ● ●

IN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 ● ●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 - -

Transmitted solar - - -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 ● ●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 - -

Convection to zone(plenum) air - ● ●

AIR HEAT 

BALANCE

Convection to zone(plenum) air - ● ●

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 - - -

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 - - -

HVAC system air (Convection to 

plenum air)
- ● ●

ABOVE FACE 

HEAT BALANCE

Convection to plenum air - ● ●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 - -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 ● ●

Transmitted solar - - -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 - -

Panel water heat balance - ● ●

PANEL WATER 

HEAT BALANCE
Panel water heat balance - ● ●

<표 3.10>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과정과 인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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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과정 인자

적용

ASHRAE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

BOTTOM FACE 

HEAT BALANCE

Panel water heat balance - ● ●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 ● -

Transmitted solar - ● -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 ● ●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 ● ●

Convection to zone air - ● ●

AIR HEAT 

BALANCE

HVAC system air (Convection to zone 

air)
● ● ●

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 ● ● ●

Infiltration, Ventilation, Exhaust air ● ● -

Convection to zone air ● ● ●

INSIDE FACE 

HEAT BALANCE

Convection to zone air ● ● ●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 ● ●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 ● ●

Transmitted solar ● ● ●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 ● ●

Through the wall conduction ● ● ●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 ● ●

OUT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 ● ●

Long-wave radiation ● ● ●

Convection to outside air ● ● ●

Absorbed incident solar ● ● ●

● : 반영함    - : 반영하지 않음

<표 3.10>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과정과 인자 

도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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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계 조건 영향 인자

3.1 절에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모델로부터 천

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어떤 인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밝혔다. 본 절에서는 이로부터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설정하고 각 영향 인

자가 갖는 값 또는 범위를 설정하였다.

3.2.1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설정

열전달 모델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표 3.11>에 나타내었다.

또한 열전달 과정에 속하는 영향 인자가 갖는 성격에 따라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그룹 1: 건물(site and building), 그룹 2: 벽체의 재료 및 구성(wall

composition), 그룹 3: 내부 발열(internal heat gain)의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전달 과정 인자 경계 조건 그룹 구분

OUTSIDE FACE 

HEAT BALANCE

Absorbed incident solar G1

Convection to outside air G1

Long-wave radiation G1

Through the wall conduction G1 G2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G1 G2

IN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G1 G2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G2

Convection to zone(plenum) air

AIR HEAT 

BALANCE

Convection to zone(plenum) air

HVAC system air (Convection to plenum air)

<표 3.11>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그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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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과정 인자 경계 조건 그룹 구분

ABOVE FACE 

HEAT BALANCE

Convection to plenum air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G2

Panel water heat balance

PANEL WATER 

HEAT BALANCE
Panel water heat balance

BOTTOM FACE 

HEAT BALANCE

Panel water heat balance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G2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G3

Convection to zone air

AIR HEAT 

BALANCE

HVAC system air (Convection to zone air)

Convection from internal sources G3

Convection to zone air

INSIDE FACE 

HEAT BALANCE

Convection to zone air

Long-wave radiation from internal sources G3

Long-wave radiation exchange with other 

surfaces
G2

Transmitted solar G1

Short-wave radiation from lights G1

Through the wall conduction G1 G2

THROUGH THE 

WALL 

CONDUCTION

Through the wall conduction G1 G2

OUTSIDE FACE 

HEAT BALANCE

Through the wall conduction G1 G2

Long-wave radiation G1

Convection to outside air G1

Absorbed incident solar G1

G1: 건물(site and building)
G2: 벽체의 구성(wall composition)
G3: 내부 발열(internal heat gain)

<표 3.11>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그룹 구분(계속)

각 그룹에 속하는 인자를 분석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간략화 함

으로써 최종적으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그룹과 각 그룹에 포함되는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표 3.1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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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Group) 경계 조건 영향 인자

그룹 1: 건물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그룹 2: 벽체의 구성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열흡수율

그룹 3: 내부 발열
내부 발열의 성분

내부 발열의 크기

<표 3.12> 경계 조건 그룹 별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설정

그룹 1(Group 1)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건물에 관한 경계 조건 영향 인

자와 연관이 있다. 이 그룹에는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가

속해있다. 외기온은 태양을 재현할 수 없는 테스트 룸의 상황을 고려해 실

제 외기 온도에 벽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열량 중 일사에 의한 증가분

에 의해 상승하는 온도를 더한 상당 외기 온도(sol-air temperature)를 사용

하였다60)61).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는 면의 인접 공간이 외기와 실내 중 어

느 쪽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영향 인자이다.

그룹 2(Group 2)는 벽체의 구성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흡수율이 있다.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은 벽체가 중량체(heavy-weighted material) 또는 경량체

(light-weighted material)로 구성되거나 벽체의 단열이 내단열 또는 외단열

여부에 따라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벽체의 열

관류율이 변함에 따라서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를 알 수 있다. 표면 흡

수율은 복사 열전달과 관련된 계수로써 벽체의 실내 측 표면 마감이 경계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6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2553&cid=42318&categoryId=42318

61) 성안당, 건축용어사전,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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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Group 3)은 내부 발열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가 속해있는

그룹이다. 내부 발열의 크기와 내부 발열의 성분(복사 및 대류 성분)에 따른

경계 조건의 영향을 알 수 있다.

3.2.2 영향 인자 값 및 범위 도출

그룹 1, 2, 3에 각각 속해있는 경계 조건 영향 인자들은 실제 건물에서 다

양한 값 또는 범위를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국제 기준 분

석을 통해 인자들의 값과 범위를 <표 3.13>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3.13>는 각 인자들의 값과 범위와 해당

값을 설정한 이유이다.

그룹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단위 값 및 범위

그룹 1
상당 외기 온도62) [℃] 30~60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 1~4

그룹 2

벽체의 재료63) 및 

구성
[-]

경량 벽체

중량 벽체

축열체가 외부에 위치(내단열)

축열체가 내부에 위치(외단열)

열관류율64) [W/m2K]

2.02~0.15

(패시브하우스 기준

~최소 설계 요구 기준)

표면 열흡수율65) [-]

0.1

0.6

0.9

그룹 3

내부 발열의 성분66) [-]

Radiant Fraction = 1.0

Radiant Fraction = 0.6

Radiant Fraction = 0.0

내부 발열의 크기67) [W]
59~411

(단위 면적 당 3.7~25.7)

<표 3.13>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값 및 범위 설정

62) 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편람 제2권 공기조화, 대한설비공학회, 2001,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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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의 외기온은 상당 외기 온도(sol-air temperature)로써, 상당 외기

온도는 설비공학편람68)에서 제시하는 다음 식(3.1)에 의해 산정하였다.



  (3.1)

 : 열 유속 [W/m2]
 : 일사가 입사하는 면적 [m2]
 : 일사에 대한 표면의 흡수율
 : 표면에 입사하는 전일사량 [W/m2]
 : 외부 표면에서 장파 복사와 대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 [W/m2K]
 : 외기 온도 [℃]
 : 표면 온도 [℃]
 : 표면의 방사율
 : 장파 방사량 [W/m2]

북위 36˚ 건물에서 설계 외기 온도 31 ℃, 일교차 7.6 ℃ 인 지역의 밝은

색 표면과 어두운 색 표면의 상당 외기 온도는 <표 3.14>와 같다. 본 연구

에서는 <표 3.14>를 근거로 상당 외기 온도를 최저 30 ℃부터 최대 60 ℃

까지 10℃ 간격으로 설정하였다69).

시간
밝은 색 표면(  )의 상당 

외기 온도

어두운 색 표면(  )의 상당 

외기 온도

[hr] [℃] [℃]

5 23.5 23.5

16 48.5 66.2

<표 3.14> 최고 및 최저 상당 외기 온도 계산

63) ASHRAE Handbook: 2013 Fundamentals, Chapter. 18

64) http://passiv.de

65) ASHRAE Handbook: 2013 Fundamentals, p.18.23

66) Ibid.

67) ASHRAE Handbook: 2013 Fundamentals, Chapter. 18

68) 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편람 제2권 공기조화, 대한설비공학회, 2001, p.1.4-6

69)  ℃ 에 근거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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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자

Wall

Roof Slab
East West South North

0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 Exposed to indoor
● : Exposed to outdoor

<표 3.15>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 인접한 실의 조건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는 영향 인자 0부터 4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0은 모든 면이 외기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내주부임을 알 수 있다. 1은 한 면이 외기에 노출된

공간을 의미하며, 4는 모든 면이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다.

그룹 2의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은 벽체가 동일한 열관류율을 가질 경우 중

량체인 콘크리트로 구성된 벽과 경량체인 단열재로 구성된 벽과 같이 재료

가 다른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벽체의 재료가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벽체의 구성은 콘크리트와 단열재의 위치에 따라 단열재가

콘크리트의 외부에 위치하는 외단열을 사용한 벽체와 단열재가 콘크리트의

내부에 위치하는 내단열을 사용한 벽체가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룹 2의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서 사용한 모든 벽체의 열관류율은 2.02

W/m2K 이며, 열관류율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벽체의 재료와 단열재의

위치에 따른 벽체의 구성에 의한 경계 조건의 영향만을 파악할 수 있다. 벽

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벽체의 물성치는 <표 3.16>와 같이 각 재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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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자

Construction

(outside to 

inside)

Specifications

Thickness
Specific 

heat 
Conductivity

Thermal 

Absorptanc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m] [J/kgK] [W/mK] [ - ] [W/m2K]

Inside 

insulated wall

Concrete 100 0.1 836.8 1.311 0.1
2.02

Insulation 13 0.013 265 0.049 0.1

Outside 

insulated wall

Insulation 13 0.013 265 0.049 0.1
2.02

Concrete 100 0.1 836.8 1.311 0.1

Concrete wall Concrete 450 0.45 836.8 1.311 0.1 2.02

Insulation wall Insulation 17 0.017 265 0.049 0.1 2.02

<표 3.16> 벽체의 재료 및 구성

또한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이 동일할 경우 벽체의 두께에 따른 열관류율

변화로 인하여 벽체의 내부 경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벽체의 열관류율은 <표 3.17>와 같이 2.02 W/m2K 부터 0.15 W/m2K 까

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각 벽체의 열관류율 최소 설계 요구 기준70)과

고단열인 패시브하우스의 단열 기준71)이다. 열관류율 최소 설계 기준으로부

터 패시브하우스 기준까지 열관류율을 0.07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영향 인자

Construction

(outside to 

inside)

Specifications

Thickness
Specific 

heat 
Conductivity

Thermal 

Absorptance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m] [J/kgK] [W/mK] [ - ] [W/m2K]

U_2.02* Insulation 316.8 0.3168 265 0.049 0.1 2.02

U_0.66 Insulation 216.8 0.2168 265 0.049 0.1 0.66

U_0.39 Insulation 116.8 0.1168 265 0.049 0.1 0.39

U_0.22 Insulation 66.8 0.0668 265 0.049 0.1 0.22

U_0.15** Insulation 17 0.0168 265 0.049 0.1 0.15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최소 만족 기준
** 패시브하우스 열관류율 만족 기준

<표 3.17> 벽체의 열관류율

7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9호, 2012.2.23.,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1) http://passiv.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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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자
상태

Total Hemispherical 

Emissivity
Thermal absorptance

[-] [-]

Aluminum Foil, bright dipped 0.03 0.10

Concrete rough 0.91 0.60

Glass smooth 0.91 -

Paints white, acrylic resin 0.90 0.26

Plaster rough 0.89 -

<표 3.18>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thermal absorptance)은 벽체 표면 마감에 따라 재

료에 의해 흡수된 장파 복사(long wavelength)의 비율이며, 특히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과 같이 각 면 간의 복사 열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이다. 장파 복사에 의한 열

교환에서 방사율(thermal emissivity)와 열흡수율은 같은 값을 갖는다. 열흡

수율이 1.0을 갖는 표면은 흑체(black body)라고 할 수 있다72). <표 3.18>

와 같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성 표면과 밝은색 페인트 마감 표면은 낮은

흡수율을 갖는다. 반면 거친 콘크리트 마감은 보통의 열흡수율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근거로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을 높은 열흡수율(0.9), 보

통의 열흡수율(0.6), 낮은 열흡수율(0.1)로 구분하였다.

그룹 3의 내부 발열의 종류는 실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체, 기기, 조명에

의한 발열로써 냉방 부하의 주요한 요소이다. 인체(human beings)에 의한

발열은 재실이 일어나는 동안 총 냉방 부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열 취

득은 공간의 열적 특성에 따라 냉방 부하로 전환된다. 하지만 잠열의 취득

은 순간적인 것으로 고려되며, 천장 복사 패널로 처리할 수 없는 부하의 종

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체의 총 발열량은 <표 3.19>와

같이 140 W이다. 조명(lighting)은 인체의 스케쥴과 유사한 패턴으로 실의

72) A.F. Mills, Basic heat & mass transfer, 1999, Prentice Hall, Saddle River,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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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부하로 작용한다. <표 3.20>과 같이 일반적인 형광등은 단위 면적 당

12 W의 발열량을 가지며 이 중 약 61～71 %를 복사 형태로 열전달한다.

기기(appliance)는 종류, 사용 시간, 설치 방법,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정확

한 계산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에서의

냉방 부하 취득은 47 W/m2이다73). <표 3.21>과 같이 데스크탑 컴퓨터는

배열 팬에 의한 발열이 매우 크므로, 복사 성분은 약 10 % 미만이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내부 발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공간부터 매우 큰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부 발열의 크기는 약 59～411 W로 설정할

수 있다.

영향 인자 상태
총 발열량

보정된 총 

발열량74)
현열

현열 중 복사 

성분

(낮은 풍속)

[W] [J/kgK] [%]

인체75)

사무실, 

보통의 활발한 

사무실 작업

140 130 75 58

<표 3.19> 내부 발열의 종류: 인체

영향 인자 상태
총 발열량 Space Fraction

Radiative 

Fraction

[W/m2] [-] [-]

조명76)

Recessed 

fluorescent 

luminaire with 

lens

12 0.40-0.50 0.61-0.73

<표 3.20> 내부 발열의 종류: 조명

73) 대한설비공학회, Op. cit., p.1.4-14

74) M/F: 보정된 발열량, 성인 남자의 경우 85 %의 보정율을 적용함 [-]

75) ASHRAE Handbook: 2013 Fundamentals, p.18.4

76) D. E. Fisher, Chantrasrisalai, C., Lighting heat gain distribution in buildings

(RP-1282), ASHRAE Research Project, Final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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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자 상태
총 발열량 Radiative Fraction

[W] [-]

기기77) 데스크탑 컴퓨터 73 0.1

<표 3.21> 내부 발열의 종류: 기기

한편 내부 발열로부터 나오는 발열 중 일부가 대류의 형태로 실에 전달되

며, 나머지는 복사의 형태로 주변에 흡수된 뒤 장파 복사의 형태로 냉방 부

하로 변환된다. 이처럼 내부 발열은 대류 성분과 복사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사 성분(radiative fraction)은 내부 발열에서 장파 복사가 차지하는

비율78)을 의미하며, 0.0부터 1.0의 값을 갖는다79). 본 연구에서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 비율은 내부 발열의 종류와 상태, 총 발열량을 고려하여 낮은 비

율(0.0), 보통 비율(0.6), 높은 비율(1.0)로 설정하였다. 내부 발열의 복사 성

분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 발열의 장파 복사 성분이 커짐을 의미한다.

77) C. Winkins, M. H. Hosni., Heat gain from office equipment, ASHRAE Journal 42(6),

2000, pp.33-44

78) ASHRAE Handbook: 2013 Fundamentals, Chapter. 18

7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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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본 장에서는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설정하기 위하여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전달 현상을 파악하고, 열전달 현상

으로부터 경계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ASHRAE에서 제안하는 열전달 모델을 해석하여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

간의 열전달 모델과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test room)의 열전

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설정하고 각 영향 인자가 갖는 값 또는 범위

를 설정함으로써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라 방냉량 평가를 위한 경계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ASHRAE에서 제시하는 열전달 모델은 천장, 바닥 및 네 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공간에 대한 것이다. 공간의 외벽, 벽, 내벽, 공기에

서 발생하는 열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열전달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수립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열전달 모

델은 천장 복사 패널에 의해 구분되는 플래넘과 실로 이루어진다. 플래

넘에서는 플래넘 공기(plenum air)와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panel

above face) 간에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고, 플래넘 벽면(plenum inside

face)와 천장 복사 패널 상부 표면(panel above face) 간에 복사 열전

달이 발생한다. 각 열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도출해서 경계 조

건 영향 인자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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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 인자는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그룹 1: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

의 구성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그룹 2: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열흡수율), 내부 발열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그

룹 3: 내부 발열의 성분, 내부 발열의 크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각 영향 인자의 값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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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방냉량 평가를 위한

경계 조건 도출

4.1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

4.2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경계 조건

4.3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영향도 분석

4.4 소결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기 위한 경계 조건은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계 조건 영향 인자가 갖는 값

및 범위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서 3 장에서 도출

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값 및 범위에 따른 경계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영향도 분

석을 통해 경계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구분하였다.

4.1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

본 절에서는 앞서 구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 조

건을 알아내기 위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수립하고 모델의 구현 방법과 모델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경계 조건 도출 모

델은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라 경계 조건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도

록 모델링하여 다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경계 조건을 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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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경계 조건 도출 모델 구현 방법

실제 건물의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경계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패널이 설치된 실제 건물의 공간을 모델링하고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은 다음

<표 4.1>와 같이 1 단계의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의 설정부터 6 단계의 천

장 복사 패널 운전 시 경계 조건 도출까지 총 6 단계로 구현하였다.

1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는 앞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와

각 영향 인자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이용하였다. 2 단계에서는 해석 대상

공간 및 인접 공간에 원하는 영향 인자를 입력하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그림 4.1]과 같이 메인 실(main room)과 인접 실(adjacent room)을 모델

링 하였다. [그림 4.2]과 같이 메인 실은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해석 대

상 공간이며, 인접 실은 메인 실의 전, 후, 좌, 우, 상부, 하부에 면한 총 여

섯 개의 실이다. 만약 인접 실이 외기에 면하는 조건일 경우 해당 면의 인

접 실을 삭제하고 외기 조건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계 내용

1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를 설정함

2
해석 대상 공간 및 인접 공간에 원하는 영향 인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메인 실(main room)과 인접 실(adjacent room)을 모델링 함

3
해석 대상 공간을 설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냉방 

부하를 도출함

4
천장 복사 패널이 냉방 부하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수 온도와 

유량 도출

5 계산한 유량값에서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수 온도 재설정 

6 천장 복사 패널 운전 시 경계 조건 도출

<표 4.1> 경계 조건 도출 모델 구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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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인 실 b) 인접 실

[그림 4.1] 메인 실과 인접 실 모델링 개념

후면 실 상부 실

좌측 실

메인 실

(해석 대상 

공간)

우측 실 좌측 실

메인 실

(해석 대상 

공간)

우측 실

전면 실 하부 실

a) 평면 b) 입면

[그림 4.2] 메인 실에 면한 인접 실의 평면 및 입면 모델링 개념

3 단계에서는 해석 대상 공간의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

는 냉방 부하를 구하기 위하여 메인 실과 인접 실에 천장 복사 패널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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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모델링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천장 복사 패널을 운전하지 않은 상

태에서 공조 시스템을 운전하여, 공조 시스템이 제거하는 냉방 부하를 산정

함으로써,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천장 복사 패널에 요구되는 방냉량

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단계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이 제거해야 하는

냉방 부하를 패널에 요구되는 방냉량으로 설정하고, 패널이 요구 방냉량만

큼 방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급수 온도와 유량을 계산하였다. 5 단계에서

는 유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정 실온을 만족하기

위한 정확한 공급수 온도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6 단계에서는 앞서 구

한 천장 복사 패널 운전 조건에서 최종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

간의 경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4.1.2 경계 조건 도출 모델 모델링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은 앞서 설정한 조건에서 천장 복사 패널을 운전할

경우 경계 조건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현하였

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에너지플러스(EnergyPlus V8-1-0)80)를 이용하

였다. 에너지플러스는 건물 냉난방 에너지 해석과 열 환경 분석을 위한 범

용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열평형에 근거한 해석(Heat balance based

solution)이 가능하므로 표면에서의 복사와 대류 열전달 해석에 적합하다81).

또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을 모사하고 다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

자의 변화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

계 조건을 출력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80) LBNL, ENERGYPLUS Input Output Reference, LBNL, 2013.11, pp.1-3

81) Ibid.,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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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서는 [그림 4.3]과 같이 4 m(가로 변의 길이) × 4 m(세로 변

의 길이) × 3 m(높이) 의 크기를 갖는 공간을 모델링 하였으며, 각 공간에

는 모두 천장 복사 패널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은 국

내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천장으로부터 0.3 m 이격하

여 설치하여 실제 건물에 설치되었을 경우보다 과도한 복사 또는 대류가 일

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본 규격은 실험에서 사용한 공간과 동일한

규격을 가지므로 추후 실험을 통한 검증이 용이하다. 메인 실에 설치된 천

장 복사 패널의 시스템 흐름도는 [그림 4.4]과 같다.

a) 구성도

b) 평면 c) 입면

[그림 4.3] 경계 조건 도출 모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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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조 시스템 구성
PAC DX 

Cooling Coil PAC Heater ZONEPAC Fan

Purchased 
cooling

Radiant Ceiling 
Cooling 

Panel(CRCP)
ZONECirculation 

pump

*Bypass, Splitter and Mixer nodes are not 
*presented in diagram
*The same systems are applied to the 
*other rooms

b) 천장 복사 패널 구성

[그림 4.4] 메인 실 및 인접 실 시스템 별 흐름도

그룹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단위 값

그룹 1
상당 외기 온도 [℃] 60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 1

그룹 2

벽체의 재료 및 구성* [-]
Concrete THK = 0.1 m

Insulation THK = 0.013 m

열관류율 [W/m2K] U = 2.02

표면 열흡수율 [-] Thermal absorptance = 0.1

그룹 3
내부 발열의 성분 [-]

Rad Frac. = 0.6

Conv Frac. = 0.4 

내부 발열의 크기 [W] IHG = 411

* 재료의 구성 순서는 위에서부터 실의 외부에서 내부 순서로 서술함

<표 4.2> 경계 조건 해석 모델의 모델링 정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경계 조건 영향도 해

석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음 <표 4.2>와 같이 각 그룹 1, 2, 3에서 대표 경

계 조건 도출 모델을 구성하고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값을 설정하였다. 경

계 조건 인자의 값은 3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향 인자를 대표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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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경계 조건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은 앞서 고찰한 경계 조

건 영향 인자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 조건을 알아내기 위하여 구현한 시뮬레이

션 모델이다. 본 절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에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이용하여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값 및 범위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의 변화를 산정하고 경계 조건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4.2.1 벽체의 구성에 관한 경계 조건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본 절에

서는 우선 그룹 2의 벽체의 구성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속하는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열흡수율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출하였다.

(1)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표면 온도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은 결국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이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중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표 4.3>와 같이 열관류율이 2.02 W/m2K로 동일하게

설정된 벽체에서 벽체가 중량체인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와 경량체인 단열

체로 구성된 경우의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또한 벽체의 구성이 축열체가

내부에 위치했을 경우(내단열)와 외부에 위치했을 경우(외단열)에 표면 온도

변화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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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In_Ins

60

1
Concrete 100 0.1

2.02 0.1 0.6 411
50
40 Insulation 13 0.013
30

Out_Ins

60

1
Insulation 13 0.013

2.02 0.1 0.6 41150
40 Concrete 100 0.130

Conc_Wall

60

1 Concrete 450 0.45 2.02 0.1 0.6 41150
40
30

Ins_Wall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50
40
30

* 재료의 구성 순서는 위에서부터 실의 외부에서 내부 순서로 서술함

<표 4.3>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Case) 구성

네 가지 경우의 구성 모두 벽체의 축열에 의한 표면 온도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방냉량 평가는 시간에 따른 경계 조

건의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에서 표면 온도를 도출 하는 것을 평가의 범위

로 하지만 실제 건물에서는 시간에 따른 경계 조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

는 비정상 상태에서 천장 복사 패널을 운전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 상태와

더불어 1일 간 외기온이 변화하는 비정상 상태인 경우의 표면 온도 변화를

도출하였다. 비정상 상태에서는 1일 간의 상당 외기 온도가 일중 프로파일

에 따라 변화하지만 상당 외기 온도의 평균값은 정상 상태인 경우와 동일하

게 설정하여 상당 외기 온도의 크기에 의한 변수는 배제한 채, 상태(state)

에 의한 변수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출한 결과 [그림 4.5]과 같이

2.02 W/m2K의 동일한 열관류율을 갖는 벽체는 재료 및 구성에 무관하게

상당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실내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약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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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한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

단열 벽체, 외단열 벽체, 중량 벽체, 경량 벽체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

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계 조건 도출 방법이 정상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상 상태에서 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

는 벽체의 열관류율이므로 열관류율이 동일한 벽체는 재료 및 구성에 영향

을 받지 않고 동일한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당 외기 온도가 60 ℃

인 경우에는 최소 설계 요구 기준 열관류율인 2.02 W/m2K 인 벽체에서 외

기의 영향으로 외기에 노출된 면의 실내 표면 온도가 약 32.0 ℃를 나타낸

다. 하지만 상당 외기 온도가 30 ℃인 경우에는 벽체가 외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외기에 노출된 면의 표면 온도와 외기에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 온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 외기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에서는 실내 표면 온도 역시 [그림 4.6]

과 같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당 외기 온도가 일중 변화하는 비

정상 상태에서는 외기에 노출된 면의 실내 표면 온도도 변화함을 알 수 있

다. 그 이유는 축열에 의한 것으로써, [그림 4.7]과 같이 중량 벽체와는 달리

경량 벽체에서는 표면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의 프로파일과 유사하게 나타

난다. 내단열 벽체와 외단열 벽체의 프로파일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외단열

벽체가 축열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실내 표면 온도의 변화 폭이 내단

열 벽체보다 작다. 이러한 비정상 상태 해석은 실제 건물에 천장 복사 패널

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운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패널의

제어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천장 복사 패널의

설계 단계에서는 패널의 용량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정상 상

태 해석을 해야 하므로 앞서 수행한 정상 상태에서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에 따른 표면 온도 도출 결과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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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상당 외기 온도-표면 온도

[그림 4.6]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표면 온도: 상당 외기 온도=60℃ 인 

경우의 정상 상태(Stead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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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벽체의 재료 및 구성에 따른 표면 온도: 상당 외기 온도=60℃ 인 

경우의 비정상 상태(Unsteady-state)

(2)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표면 온도

마찬가지로 벽체의 열관류율 역시 결국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벽체의 열관류율이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도

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중 벽체의 열관류율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표 4.4>와 같이 벽체의 재료와 구성이 단열재로만 이

루어진 동일한 물성을 갖는 벽체에서 열관류율이 달라짐에 따른 표면 온도

를 구하였다. 열관류율의 변화는 단열재의 두께를 0.017 mm부터 0.3168

mm 까지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열관류율은 벽체를 통한 열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실제 건물에서도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와 두께에 따라 열관류율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열관류율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 108 -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U_2.02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50
40
30

U_0.66

60

1
Insulation 

66.8
0.0668 0.66 0.1 0.6 41150

40
30

U_0.39

60

1
Insulation 

116.8
0.1168 0.39 0.1 0.6 41150

40
30

U_0.22

60

1
Insulation 

216.8 
0.2168 0.22 0.1 0.6 411

50
40
30

U_0.15

60

1
Insulation 

316.9
0.3168 0.15 0.1 0.6 41150

40
30

<표 4.4>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표면 온도를 [그림 4.8]과 같이 도출한 결과 상당

외기 온도가 60 ℃인 경우 벽체의 열관류율이 2.02 W/m2K에서 0.15

W/m2K으로 변할 때 외기에 노출된 벽체의 표면 온도는 31.9 ℃에서 26.1

℃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상 상태에서 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벽체의 열관류율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열관류율이 작아질수록 상당 외기 온도의 영향

을 덜 받아서 표면 온도 역시 작아지며, 열관류율이 커질수록 상당 외기 온

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표면 온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당 외기

온도가 30 ℃인 경우에는 열관류율과 무관하게 외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아서, 외기에 노출된 면의 표면 온도와 외기에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 온

도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실제 건물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

가할 경우 외기에 노출된 면은 해당 면의 상당 외기 온도와 벽체의 열관류

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실내 표면 온도를 경계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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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상당 외기 온도-표면 온도

[그림 4.9] 벽면 별 열관류율-표면 온도: Case U_2.02(상당 외기 온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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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기에 노출되지 않은 나머지 벽체는 [그림 4.9]와 같이 상당 외기

온도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외기에 노출된 면의 표면 온도만

고려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면 될 것이다.

(3) 표면 열흡수율에 따른 표면 온도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은 결국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이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앞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중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표 4.5>와 같이 벽체의 재료와 구성 및 열전도율이

같은 벽체에서 표면 열흡수율의 변화에 따라 벽체의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은 벽체에서 주변의 열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가를 결

정하는 요소로써 실제 건물에서도 벽체 표면 마감에 따라 벽체의 열흡수율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에 따라 벽체의 표면 온도 변

화를 도출하였다.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출한 결과

[그림 4.10]과 같이 외기에 노출된 벽체에서 표면 열흡수율이 높은 벽체일수

록 상당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가 크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Abs._0.1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50
40
30

Abs._0.6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6 0.6 411
50
40
30

Abs._0.9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9 0.6 41150
40
30

<표 4.5>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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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면 열흡수율이 0.1로써 작은 벽체는 상당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

라 실내 온도의 변화가 작은 반면, 표면 열흡수율이 0.9로써 큰 벽체는 외기

변화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이 높아질수록 외기의 영향에 지배적이어서 벽체의 상당 외기 온도

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다. 상당 외기 온도가 30 ℃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과 무관하게 외기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상당 외기 온도가 커질수록 표면 열흡수율에 의한 영향이 커지므로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건물에서는 벽체의 마감 종류에 따라 표면

열흡수율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표면 열흡수율은 0.1 ～ 0.9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할 경우 외기에 노출된 면은 해

당 면의 상당 외기 온도와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을 고려하여 표면 온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림 4.10]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에 따른 상당 외기 온도-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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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건물에 관한 경계 조건

본 절에서는 그룹 1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건물에 관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속하는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출하였다.

(1)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표면 온도

상당 외기 온도의 변화는 경계 조건 중 결국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당 외기 온도가 표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중 상당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표 4.6>과 같이 한 면이 외기에 노출된 공간에서 상

당 외기 온도가 변함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벽의 내측 표면 온도의 변화를

구하였다.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출한 결과 동일한 벽체에서 상당

외기 온도가 높을수록 외기에 노출된 면의 내측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관류율이 동일한 벽체이므로 표면 온도의 차이는 오직

상당 외기 온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1]과 같이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내부 발열의 크기 별 표면 온

도의 경향을 분석하면, 상당 외기 온도가 60 ℃ 인 경우에는 내부 발열 보

다 외피 부하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내부 발열의 변화에도 표면 온도의 변

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당 외기 온도가 30 ℃인 경우에는 앞서 4.2.1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기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복사 성분(radiant fraction)이

0.6 ～ 0.7인 내부 발열의 크기 변화에 의한 영향도 거의 없어서 내부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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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에 무관하게 표면 온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내부 발열의 복사 성

분과 크기 변화에 의한 경계 조건의 영향은 4.2.3 절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Sol_60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235
59

Sol_50 5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235
59

Sol_40 4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235
59

Sol_30 3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235
59

<표 4.6>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

[그림 4.11]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내부 발열의 크기-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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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벽체 열관류율-표면 온도

한편 최소 설계 기준 열관류율인 2.02 W/m2K의 벽체에서는 상당 외기

온도가 30 ℃에서 60 ℃로 변함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면의 실내 표면 온도

가 25.7 ℃ 에서 31.9 ℃로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그림 4.12]. 반면 패시브

하우스 기준 열관류율인 0.15 W/m2K의 벽체에서는 상당 외기 온도가 30

℃에서 60 ℃로 변하더라도 실내 표면 온도의 변화 폭은 없으므로 벽체의

열관류율이 충분히 낮을 경우에는 상당 외기 온도가 표면 온도에 미치는 영

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표면 온도

이와 마찬가지로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는 경계 조건에서 표면 온도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가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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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중 <표 4.7>과 같이 외

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상당 외기 온도가 동일

하더라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라 표면 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기에 노출된 면의 내측 표면 온도 변화를 산정하였다.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표면 온도의 변화를 산정한 결과, [그림

4.13]과 같이 동일한 상당 외기 온도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면의 수가 많을

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하지만 그 변화 폭은 1 ℃ 미만으로 매우 작다. 반면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서 상당 외기 온도가 증가할

수록 표면 온도가 선형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앞서 ‘(1)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표면 온도’에서 해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실제 건물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할 경우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의 상당 외

기 온도와 노출된 면의 수를 고려하여, 상당 외기 온도에 따라 해당 면의

표면 온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Adj_0

60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50
40
30

Adj_1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50
40
30

Adj_2

60

2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50
40
30

Adj_3

60

3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50
40
30

Adj_4

60

4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50
40
30

<표 4.7>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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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상당 외기 온도-표면 온도

4.2.3 내부 발열에 관한 경계 조건

본 절에서는 그룹 3의 내부 발열에 속하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내부 발열

의 성분(복사 및 대류 성분)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를 도출하였다.

(1) 내부 발열 크기에 따른 표면 온도

내부 발열의 크기는 경계 조건에서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내부 발열의 크기가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4.8>과 같이 다양한 내부 발열의 복사 및 대류 성분에 대하여 내부 발열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내부 발열의 복사 및 대류 성

분의 변화는 복사 성분을 0부터 1까지 변화시킴으로써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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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IHG_59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59

0.2
0.4
0.6
0.8
1.0

IHG_235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235

0.2
0.4
0.6
0.8
1.0

IHG_411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411

0.2
0.4
0.6
0.8
1.0

<표 4.8> 내부 발열 크기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1)

내부 발열 크기에 따른 표면 온도 도출 결과, [그림 4.14]과 같이 한 면이

상당 외기 온도 60 ℃의 동일한 외기에 노출되었으며,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에 따른 열관류율과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이 동일한 벽체로 구성된 실에서

내부 발열의 크기가 59 W에서 411 W로 커질수록 내부 발열 성분 구성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가 크다. 특히 내부 발열의 크기가 411 W로 크게 설정

된 경우에는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이 0에서 1로 변함에 따른 표면 온도 변

화가 1.8 ℃ 이지만, 내부 발열이 59 W로 작게 설정된 경우에는 복사 성분

에 의한 표면 온도 변화가 최대 0.5 ℃ 이내로 매우 작다.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이 0.6 ～ 0.7인 경우에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표면 온

도를 나타내며, 이는 앞서 4.2.2 절에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내

부 발열의 복사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복사 성

분에 무관하게 최대 1.8 ℃ 이내로써 복사 성분 보다는 외기에 노출된 면의

상당 외기 온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8 -

[그림 4.14] 내부 발열의 크기에 따른 내부 발열 복사 성분-표면 온도(1)

내부 발열이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기에 노출된 면이 없는 상태(내부 발열에 의한 냉방 부하만 발생하는 상

태)에서 내부 발열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4.9>와 같이 표면 온도를 평가

하였다.

외기에 노출된 면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 4.15]과 같이 외기에 의한 영향

이 없으며 내부 발열에 의한 영향만으로 표면 온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앞

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내부 발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차이가 크며, 최대값은 3.2 ℃로써 외기에 노출

된 면이 있는 경우보다 값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부 발열에

의한 표면의 장파 흡수 및 재복사량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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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IHG_59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59

0.2
0.4
0.6
0.8
1.0

IHG_235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235

0.2
0.4
0.6
0.8
1.0

IHG_411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411

0.2
0.4
0.6
0.8
1.0

<표 4.9> 내부 발열 크기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2)

[그림 4.15] 내부 발열의 크기에 따른 내부 발열 복사 성분-표면 온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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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발열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내부 발열을 구성하는 복사 및 대류 성분의 변화는 경계 조건에서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내부 발열의 성분이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4.10>과 같이 59 ～ 411 W의 범위를 갖는 다

양한 내부 발열의 크기에 대하여 내부 발열의 복사 및 대류 성분이 변화함

에 따른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이 1인 경우에는 내부 발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

라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

이 0인 경우에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표면 온도가 반비례의 경향을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 발열의 크기에 따른 표면 온도 도출 결

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4.16]과 같이 복사 성분이

약 0.6 인 경우에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무관하게 표면 온도가 약 31.9 ℃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Rad_0.0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411
235
59

Rad_0.2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2
411
235
59

Rad_0.4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4
411
235
59

Rad_0.6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235
59

Rad_0.8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8
411
235
59

Rad_1.0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1.0
411
235
59

<표 4.10> 내부 발열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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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내부 발열의 성분에 따른 내부 발열의 크기-표면 온도(1)

마찬가지로 외기에 노출된 면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발열로 인한 냉방 부

하가 대부분인 경우를 가정하여 다음 <표 4.11>와 같이 표면 온도를 평가

하였다. 이 경우 상당 외기 온도에 의한 표면 온도의 변화를 배제할 수 있

으므로 앞서 산정한 표면 온도의 변화가 내부 발열에 의한 것인지 더욱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외기에 노출된 면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 4.17]과

같이 내부 발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차이가 최대 3.2 ℃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 발

열의 복사 성분이 약 0.8 인 경우에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는 경우, 실에서 발생하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성분

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면과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 온도

롤 각각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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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Rad_0.0 - -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411
235
59

Rad_0.2 - - Insulation 17 0.017 2.02 0.1 0.2
411
235
59

Rad_0.4 - - Insulation 17 0.017 2.02 0.1 0.4
411
235
59

Rad_0.6 - -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235
59

Rad_0.8 - - Insulation 17 0.017 2.02 0.1 0.8
411
235
59

Rad_1.0 - - Insulation 17 0.017 2.02 0.1 1.0
411
235
59

<표 4.11> 내부 발열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평가 케이스 구성(2)

[그림 4.17] 내부 발열의 성분에 따른 내부 발열의 크기-표면 온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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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경계 조건 영향도 분석

3.2 절에서 도출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영향 인자와

4.2 절에서 도출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경계 조건은 인자 별로

각각 다른 값 및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어느 경계 조건 영향

인자가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자

의 스케일(scale)을 통일하였을 경우, 경계 조건 영향 인자가 경계 조건 중

하나인 전면 벽의 표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그

룹 1 ～ 그룹 3에 속한 영향 인자의 변화값을 [그림 4.18]과 같이 0 ～ 1로

환산하고 각 영향 인자의 값이 0에서 1까지 변화할 때 표면 온도의 변화량

을 0 ～ 1로 환산하여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4.18]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스케일(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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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경계 조건 영향도

영향도 평가 결과 [그림 4.19]와 같이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경

계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는 외기에 인접한 면의 수이다.

외기에 인접한 면의 수가 0에서 2로 변함에 따라 표면 온도 역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값을 영향도 1.0으로 설정하

였다. 그 다음으로는 상당 외기 온도(영향도 0.91), 벽체의 열전도율(영향도

0.85),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영향도 0.63), 내부 발열의 성분(영향도 0.28)의

순서로 영향 인자가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다. 즉, 그룹 1에 속해

있는 건물과 관련된 영향 인자의 표면 온도 영향도가 높으므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외기 인접 유무와 외기의 온

도를 고려하여 표면 온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룹 2의 벽체의 구성에

속한 영향 인자인 벽체의 열전도율과 표면 열흡수율은 그룹 1의 영향 인자

보다는 영향도가 작지만 마찬가지로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라 표면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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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므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해당 영향 인자에 대한 고려

와 그에 따른 표면 온도 설정이 필요하다. 한편 그룹 3에 속한 내부 발열은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기에 인접

한 면이 1 곳 이상 있는 실에서는 외피 부하에 의한 냉방 부하 발생이 지배

적이므로 내부 발열에 의한 영향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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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 조

건을 구하기 위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수

립하고 모델의 구현 방법과 모델링에 대하여 밝혔다.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은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라 경계 조건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

델링하여 다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경계 조건을 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별로 경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방냉량 평가 시 영향도가 큰 영향 인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1) 열관류율이 동일한 벽체는 내단열 벽체, 외단열 벽체, 중량 벽체, 경량

벽체 등 재료 및 구성에 무관하게 상당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실내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 벽체의 열관류율이 낮아짐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벽체의 표면 온도 역

시 선형으로 낮아진다. 열관류율에 의해 표면 온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상 상태에서 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벽체의 열관류율

이기 때문이다. 또한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이 높을수록 상당 외기 온도

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가 크다.

3) 상당 외기 온도가 높을수록 외기에 노출된 면의 내측 표면 온도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당 외기 온도에서 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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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면의 수가 많을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하지만 그 변화 폭은 1

℃ 미만으로 매우 작다.

4) 내부 발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에 따른 표면 온

도 차이가 크며, 외기에 노출된 면이 없는 경우에서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내부 발열에 의한 표면의 장파 흡수 및 재복사량

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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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계 조건을 이용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5.1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방법

5.2 경계 조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5.3 방냉량 평가 실험체 구축

5.4 방냉량 평가 실험체 제어

5.5 방냉량 평가 실험을 통한 경계 조건 도출 모델 검증

5.6 소결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바탕으로 경계 조건 영

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건물에 천장 복사 패

널을 적용할 경우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방냉량 평가 모델을 수립하여 경계 조건에 따른 방냉량을 평가하였으며, 경

계 조건 도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방냉량 평가 실험체를 구축

하고 제어 방안을 마련하였다.

5.1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방법

천장 복사 패널은 패널이 설치된 실의 다양한 경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4.2 절에서 도출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를 변화시키면서 패널의 방냉량을 도출하기 위해 이용한 방냉량 평가 시뮬

레이션의 개요와 평가 모델의 영향 인자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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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방냉량 평가 시뮬레이션 개요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시뮬레이션은 앞서 4.1 절에서 에너지플

러스 시뮬레이션 이용하여 모델링 한 천장 복사 패널의 경계 조건 도출 모

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5.1]과 같이 경계 조건 도출 모델에서 최

소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경계 조건으로 평가 케이스를 구성하고, 각

경계 조건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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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도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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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단위 값

그룹 1
상당 외기 온도 [℃] 30~60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 1~4

그룹 2

벽체의 재료 및 구성 [-]

Inside insulated wall

Outside insulated wall

Concrete wall

Insulation wall

열관류율 [W/m2K] 0.15~2.02

표면 열흡수율 [-]
Thermal absorptance = 

0.1~0.9

그룹 3
내부 발열의 종류 [-]

Rad Frac. = 0~1

Conv Frac. = 1~0 

내부 발열의 크기 [W] IHG = 59~411

<표 5.1> 방냉량 평가 모델의 경계 조건 영향 인자 설정

본 값을 이용하여 세 가지 이상의 케이스를 구성할 경우 천장 복사 패널

의 방냉량을 구할 수 있다. 즉, 세 가지 경우 이외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천

장 복사 패널의 특성 방정식과 특성 곡선을 이용하여 패널의 방냉량을 예상

할 수 있으며, 특정 경계 조건 하에서의 패널의 표준 방냉량을 구할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는 경우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한 방냉량 평가 방법으로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검증하였다.

5.1.2 방냉량 평가 모델의 영향 인자 구성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측정을 위한 평가 모델을 <표 5.1>과 같이 구

성하였다. 4.2 절의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경계 조건 도출과 마찬

가지로 그룹 1～그룹 3에 해당하는 방냉량 평가 모델의 경계 조건 영향 인

자 값의 변화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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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계 조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본 절에서는 앞서 4.2 절에서 도출한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경계 조

건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도출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경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냉량 평가 결과를 통해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이 패널의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패널이라도 방냉

량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 표준 방냉량을 산정하

여 경계 조건이 패널의 방냉량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1 그룹 1: 건물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을 구

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그룹 1의 건물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속하는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의 변화에 따른 방냉량을 도

출하였다.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방냉량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영향 인자

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당 외기 온도를 30 ℃부터 60 ℃까지 증가시키며 방

냉량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를 0 면에서 2 면까

지 증가시키며 방냉량을 산정하였다.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방냉량을 도출한 결과 <표 5.2>와 같이 상당 외

기 온도가 높을수록 방냉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 외기 온

도가 30 ℃에서 60 ℃로 증가하는 경우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은

79.37 W/m2에서 90.12 W/m2로 약 10.75 W/m2 증가함을 보인다[그림 5.2].

방냉량 증가의 원인은 상당 외기 온도 차에 의한 벽체 표면 온도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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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으로써 4.2.2 절에서 산정한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표준 

방냉량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W/m2]

Sol_60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90.12235
59

Sol_50 5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87.60235
59

Sol_40 4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83.95235
59

Sol_30 3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79.37235
59

<표 5.2>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그림 5.2] 상당 외기 온도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 134 -

이를 통해 동일한 벽체로 구성된 실에서 한 면이 외기에 노출되었을 경

우 상당 외기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외기에 인접한 벽체의 실내 표면 온도

가 달라지며, 동일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경우라도 벽체의 표면 온도

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 5.3>과 같이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가 0 면에서 2 면으

로 증가하는 경우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은 76.77 W/m2에서 95.32

W/m2로 약 18.55 W/m2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 외기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표면 온도를 갖

는 벽체의 수가 증가하며, 그 결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역시 높

게 평가된다[그림 5.3]. 이러한 경향은 외기에 노출된 면의 경계 조건을 지

배적으로 결정하는 인자인 상당 외기 온도가 클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벽체의 열관류율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

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2.2 절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한편 외기

에 노출된 면의 수가 3 면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 복사 패널의 공급수 온도

가 과도하게 낮아지고, 공급수-환수 온도차가 설계 기준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천장 복사 패널 만으로 실에서 발생한 냉

방 부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며, 실내 설정 온도인 26 ℃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방냉량 산정 결과에서는 타당한

값을 제외하고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표준

방냉량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 2 면에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부하에 따른 방냉량 변화 곡선을 표기하였다.

하지만 4.3 절에서 분석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영향도 분석에서 그룹

1에 속하는 상당 외기 온도와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는 표면 온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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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역시

20 % 이상 크게 평가되므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외기에 노

출된 면의 수와 상당 외기 온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표준 

방냉량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W/m2]

Adj_0 60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76.77235
59

Adj_1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90.12235
59

Adj_2 60 2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95.32235
59

<표 5.3>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그림 5.3]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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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그룹 2: 벽체의 구성

그룹 2의 벽체의 구성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을 구하기 위하여 그룹 2의 벽체의 구성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속하는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방냉량을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해 다른 영향 인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벽체의 열관류율을 2.02

W/m2K에서 0.15 W/m2로 변화시키며 방냉량을 산정하였다.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방냉량을 도출한 결과 <표 5.4>와 같이 벽체의

열관류율이 감소함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벽체가 받는 외기의 영향이 줄어

들게 되므로 벽체의 표면 온도가 감소하며, 그에 따라 패널의 표준 방냉량

역시 90.12 W/m2에서 77.83 W/m2로 최대 약 14 %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에서와 같이 열관류율이 큰 벽체일수록 외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

냉량 평가 결과는 외기에 전면 벽만 노출되어있는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표준 

방냉량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W/m2]

U_2.02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90.12235
59

U_0.66 60 1 Insulation 66.8 0.0668 0.66 0.1 0.6
411

83.43235
59

U_0.39 60 1 Insulation 116.8 0.1168 0.39 0.1 0.6
411

80.81235
59

U_0.22 60 1 Insulation 216.8 0.2168 0.22 0.1 0.6
411

79.31235
59

U_0.15 60 1 Insulation 316.9 0.3168 0.15 0.1 0.6
411

77.83235
59

<표 5.4>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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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그러므로 방냉량의 차이가 외기에 노출된 벽의 열관류율 차이에 의한 표

면 온도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벽체의 열관류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열관류율이 높은 건물에 천

장 복사 패널이 설치되었다면 외기에 노출된 벽체의 열관류율에 따라 적합

한 표면 온도를 설정하고 방냉량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벽체의 재료

와 구성 및 열전도율이 같은 벽체에서 표면 열흡수율의 변화에 따른 방냉량

산정 결과 앞서 4.2.1 절과 마찬가지로 벽체의 표면 흡수율이 0.1에서 0.9로

변화함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이 70.98 W/m2에서 90.12

W/m2로 증가한다<표 5.5>.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이 큰 벽체일수록 외기 변

화에 의한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표면 온도와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

냉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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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표준 

방냉량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W/m2]

Abs_0.1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70.98235
59

Abs_0.6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6 0.6
411

84.98235
59

Abs_0.9 60 1 Insulation 17 0.017 2.02 0.9 0.6
411

90.12235
59

<표 5.5> 벽체의 표면 흡수율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그림 5.5] 벽체의 표면 흡수율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4.2.1 절에서 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 외기 온도가 30 ℃인 경우보

다 60 ℃인 경우에 있어서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에 의한 방냉량의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방냉량 평가 시 상당 외기 온도가 클수록 벽체의 열

흡수율을 정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상 상태 해석에서 벽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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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구성(내단열 벽체, 외단열 벽체, 중량 벽체, 경량 벽체)에 따라 벽체의

표면 온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이 변화해도 벽

체를 구성하는 나머지 영향 인자의 값이 동일하다면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은 동일하게 평가된다.

5.2.3 그룹 3: 내부 발열

그룹 3의 내부 발열과 관련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을 구하기 위하여 그룹 3의 내부 발열과 관련된 경

계 조건 영향 인자에 속하는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의 변화에 따른 방냉량

을 도출하였다. 그룹 1의 건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외기에 노출

된 면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을 0에서 1까지 변화하면서

방냉량을 평가한 결과 <표 5.6>과 같이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은

60.93 W/m2에서 96.05 W/m2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성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열관류율
표면 마감의 

열흡수율

내부 발열
표준 

방냉량재료 두께
종류:

복사 성분
크기

[℃] [-] [-] [m] [W/m2K] [-] [-] [W] [W/m2]

Rad_0.0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0
411

60.93235
59

Rad_0.2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2
411

65.78235
59

Rad_0.4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4
411

71.33235
59

Rad_0.6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6
411

76.77235
59

Rad_0.8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0.8
411

87.55235
59

Rad_1.0 - 0 Insulation 17 0.017 2.02 0.1 1.0
411

96.05235
59

<표 5.6> 내부 발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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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내부 발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내부 발열의 크기가 411 W로 동일하더라도 내부 발열의 성분에 따라 표

면 온도는 3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천장 복사 패널

과 내부 발열 간의 복사 열전달로 인하여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이 커질수

록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내부 발

열이 갖는 복사 성분 0.6인 경우의 방냉량 76.66 W/m2을 기준으로 복사 성

분이 가장 작은 0인 경우에는 방냉량이 약 21 % 감소하였으며, 복사 성분

이 가장 큰 1인 경우에는 방냉량이 약 20 % 증가하였다. 이처럼 내부 발열

의 복사 성분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와 복사 열교환량의 변화로 인하여 천

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냉량 평가 시 실제 건

물에서 발생하는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내

부 발열의 복사 성분이 클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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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방냉량 평가 실험체 구축

본 절에서는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표 케이스

에 대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천장 복사 패

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 룸

(test room), 분배 시스템(distribution system), 열원(heat source)을 포함한

평가 실험체의 구축이며, 두 번째는 평가 실험체의 제어이다. 또한 국제 기

준에 적합한 평가 실험체의 구축 과정과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5.3.1 방냉량 평가 실험 개요

실험을 이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EN14240, NT VVS 078, ASHRAE Standard 13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3 절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체를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구축 및 실험 수행 과정에서 각 기준 별로 제안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EN14240을 우선으로 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구하기 위하

여 내부 발열체(cooling load simulator)를 이용하여 냉방 부하를 발생시키

고, 벽면은 외부 환경과 주변 실을 모사한 상태에서 천장 복사 패널을 운전

한 후, 경계 조건을 최소 60 분간 만족하는 정상 상태(steady-state

condition)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측정은 내부 발열체에서 최소 세 가지 냉방 부하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각 흑구 온도와 평균 공급수-환수 평균 온도의 차 에 대하여 측정한다.

이 때 냉방 부하는 실험에서 설정한 공급수 온도에 대하여 적정한 공급수-

환수 온도차와 유량을 찾아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과 평형을 이루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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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식(5.1)을 이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

량을 계산할 수 있다.

 ∙∙ (5.1)

 :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 [W]
 : 공급 냉수의 비열 [kJ/kgK]

 : 공급 냉수의 유량 [kg/s]

 : 공급 냉수의 입수 온도 [K]

 : 공급 냉수의 출수 온도 [K]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은 앞서 구한 또한 총 방냉량을 활

성 패널 면적으로 나눠서 식(5.2)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2)

 : 천장 복사 패널의 단위 면적 당 방냉량 [W/m2]

 : 천장 복사 패널의 면적 [m2]

최종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식(5.3)과 같이 패널 특성 계수와

지수를 이용한 패널의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기준에서는

패널 간의 성능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칭 냉방 능력(nominal cooling

capacit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82). 공칭 냉방 능력이란 흑구 온도와

공급수-환수 평균온도의 차가 8 K인 경우의 방냉량이며, 이 개념을 이용하

여 각기 다른 패널의 방냉량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분석에도 위 개념을 적용하여 표준 방냉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였다.

82) CE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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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천장 복사 패널 특성 상수 [-]
 : 흑구 온도와 공급수-환수 평균온도의 차 [K]
 : 천장 복사 패널 특성 지수 [-]

기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 실험체는 [그림 5.7]과 같

이 테스트 룸(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되는 공간), 분배 시스템, 열원 시스템

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기준에서 도출한 항목인 천장 복사 패

널, 내부 발열체, 테스트 룸은 평가 실험체의 각 구성 요소에 <표 5.7>와

같이 반영되었다. 열원 시스템은 대용량 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 천장 복사

패널 및 테스트 룸의 벽에 안정적인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

부 발열체는 전기를 열원으로 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방 부하의 발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테스트 룸은 천장 복사 패널을 현장 시공법에 준하여 설치

하고 각 벽면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7] 방냉량 평가 실험체의 시스템 구성도



- 144 -

항목
평가 실험체

열원 시스템 분배 시스템 테스트 룸

천
장
 

복
사
 패

널

§ 패널에 냉방을 위한 

냉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냉수조 및 

버퍼 탱크(Buffer 

tank) 구성함

§ 패널에 냉온수 공급 시 

설정 공급수 온도 및 

유량을 얻을 수 있도록 

1차 측 열원과 2차 측 

테스트 룸을 분리하는 

열교환기 구성함

§ 열교환기 전, 후단에 

2방향 유량 조절 

밸브(2-way 

modulation valve) 

구성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널 36 장을 테스트 

룸에 설치하여 냉방 

부하를 처리하고 

실온을 일정하게 

유지함

내
부
 

발
열
체

- -

§ 냉방 부하를 모사할 수 

있도록 테스트 룸 안에 

내부 발열체 구성함

테
스
트
 룸

§ 테스트 룸의 여섯 면 

벽에 벽 표면 온도 

유지(외부로의 열류 

차단 및 설정 표면 

온도 유지)를 위한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냉온수조 

및 버퍼 탱크(Buffer 

tank) 구성함

§ 테스트 룸의 여섯 면 

벽에 냉온수 공급 시 

설정 공급수 온도 및 

유량을 얻을 수 있도록 

1차 측 열원 및 2차 측 

테스트 룸을 분리하는 

열교환기 구성함

§ 열교환기 전, 후단에 

2방향 유량 조절 

밸브(2-way 

modulation valve) 

구성함

§ 테스트 룸의 여섯 면 

벽에 벽 표면 온도 

유지를 위해 

모세유관을 구성함

§ 열원 및 분배 

시스템으로부터 

냉온수를 공급받아 벽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

<표 5.7>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체 구성

[그림 5.8]의 (a) ～ (l)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평가 실험체의 열원 시스템,

분배 시스템, 테스트 룸 내부 및 외부의 모습이다. 시공 전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그림 5.8] (a)의 도면과 같이 평가 실험체를 설계하였다. [그림 5.8]의

(b) ～ (i)와 같이 열원 시스템에서 생산된 냉수 및 온수가 분배 시스템을

거쳐 테스트 룸을 구성하는 벽 및 천장 복사 패널로 공급된다. 또한 [그림

5.8]의 i) ～k)와 같이 테스트룸 각 부위의 온도와 유량을 모니터링 및 기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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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설계 도면 b) 열원 시스템(회로)

c) 분배 시스템 d) 2방향 유량 조절 밸브

e) 테스트 룸(외부) f) 테스트 룸(내부)

g) 천장 복사 패널 반입 h) 천장 복사 패널(닫힘)

i) 천장 복사 패널 (열림) j) 온도 측정

k) 유량 측정 l) 유량 제어

[그림 5.8] 방냉량 평가 실험체 구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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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테스트 룸(Test Room)

테스트 룸은 EN14240에서 제시하는 수배관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water controller boundary)와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room within

room)을 융합하여 외부 공간 내에 수배관 시스템을 갖는 실을 구현하였다.

즉, 외벽이 200 mm 두께의 샌드위치 패널로 단열되고, 공조 시스템이 갖춰

진 공간에 설치되어, 외부 방향으로의 열류 흐름을 방지하고 설정 온도의

강제 대류 발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테스트 룸의 실내 면적은 4

(가로) × 4(세로) m2이며, 높이는 3 m이다. 테스트 룸의 벽에 [그림 5.9]과

같이 설치된 모세유관(capillary tube)을 이용하였으며, 모세유관을 이용하여

[그림 5.4]와 같이 구분한 단면의 노드(node) 중 표면 노드( )의 온도

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단열 시공 b) 모세유관 시공

c) 표면 마감 시공 d) 공조 시스템

[그림 5.9] 테스트 룸 벽체 시공 및 항온 유지 공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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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테스트 룸 벽의 단면 노드(Node) 구성

이러한 구성을 통해 천장, 벽 및 바닥 면의 표면 온도를 원하는 설정 온

도로 제어하고, 테스트 룸이 위치한 공간의 공기 온도를 테스트 룸 내부의

공기 온도와 유사하게 제어하여 의도하지 않은 외부로의 열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배관 구성은 한 면을 n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

별로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Fonseca의 연구83)의 테스트 룸 구성을

[그림 5.11]의 a)와 같이 참조하여 한 면을 4 개의 독립 모듈로 구성하고 각

모듈 별로 독립 표면 온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든 배관은 역환수 방식(reverse return)을 적용하여, 경로 별로 공급 유

량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유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주요 배관

에는 목측식 유량계와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11]의 b)는 역환수 방식을 적용한 테

스트 룸의 계통도84)이다.

83) N. Fonseca, Op. cit.

84)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자 ‘left wall(wall1)’만 환수 배관을 파란 선으로 표기하였고, 나머

지 벽은 급수 배관만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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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nseca의 연구

b) 본 연구

[그림 5.11] Fonseca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배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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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 발열체 제작 도면 b) 내부 발열체 모습

[그림 5.12] 내부 발열체(Cooling load simulator)

한편 테스트 룸 내부에는 60 W 전구 세 개로 구성한 출력 180 W의 내부

발열체 8 개를 배치하여, 최대 1,440 W의 냉방 부하 모사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85). 각각의 내부 발열체는 60 W 간격으로 On/Off가 가능하므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근사한 값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그림 5.12].

테스트 룸 내부에 설치된 천장 복사 패널은 실제 건물에 천장 복사 패널

이 적용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공급 가능 설계 유량과 공급수-환수 온도차

를 계산한 후 배관 내 적정 유속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 장의 패널

을 한 개의 회로(circuit)로 구성하였다. 6 장 단위로 구성된 한 개의 직렬

회로 총 6 개가 분배기를 통해 병렬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에서

제시한 천장 복사 패널의 최소 설치 요구 면적이 전체 설치 가능 바닥 면적

의 70 % 이상임을 고려하여 [그림 5.13]과 같이 가로 6 장 및 세로 6 장의

총 36 장의 천장 복사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바닥 면적 대비 패널 설

치 면적의 비율은 81 %이므로 기준을 만족한다. 최종적으로 천장 복사 패

널과 더미가 설치된 테스트 룸의 개념도는 [그림 5.14]와 같다.

85) 100 W의 전구를 가동하면 100 W의 열에너지와 빛에너지가 발생한다. 100 W의

백열전구를 가동하면 97.9 W의 열에너지와 2.1 W의 빛에너지가 발생한다.

http://www.reptileuvinfo.com/html/watts-heat-lights-lamp-heat-outp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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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천장 복사 패널 회로 구성(6 circuits)

[그림 5.14] 테스트 룸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실험체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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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분배 시스템(Distribution System)

분배 시스템은 열원 시스템과 테스트 룸을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역할을 가지며, 열교환기 전단 및 후단에는 변유량 펌프와 2 방향 유량 조

절 밸브(2-way modulation valve)를 설치하여, 공급되는 냉온수를 원하는

온도 및 유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15]. 열교환기를 기준으

로 테스트 룸과 열원 시스템을 구분하여, 열원에서 생산한 냉온수를 테스트

룸에 안정적으로 열교환하여 공급할 뿐만 아니라, 회로를 완전히 분리함으

로써 테스트 룸에 설치된 관경이 매우 작은 모세유관이 불순물로 인하여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분배 시스템은 평가 실험체의 제어와 밀접한 연관

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4 절에 서술하였다. 또한 냉동기와 히터

에 의해 생산된 냉수 및 온수는 각각 1,000 L의 1차 측 대용량 저장조에 저

장한 후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2 차 측으로 공급되며, 공급 배관에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공급수의 온도와 유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천장 복사 패널과 모세유관의 모든 배관은 역환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a) 변유량 펌프 b) 열교환기

[그림 5.15] 방냉량 평가 실험체의 분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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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열원 시스템(Heat Source)

열원 시스템은 냉수 및 온수를 천장 복사 패널과 6 면(천장, 바닥, 벽)의

테스트 룸 벽에 공급한다. 열원 시스템은 2 RT 공랭식 냉동기 1대와 1,000

W 전기 가열 코일 히터 2 개를 사용하여 냉수 및 온수를 생산하고, 생산한

냉온수를 각각 1,000 L의 대용량 저장조에 저장한다[그림 5.16]. 대용량 저

장조는 충분한 단열과 열용량을 확보하여 냉수 및 온수의 온도 변화

(fluctuation)를 최소화 하여 안정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과 테스트 룸의 벽

에 설치된 모세유관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용량 저장

조에서 천장 복사 패널과 테스트 룸의 벽에 설치된 모세유관 사이에 버퍼

탱크(buffer tank)를 설치하였는데, 버퍼 탱크를 거쳐 천장 복사 패널 및 6

면의 벽에 냉수 및 온수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온도의 열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과 6 면의 벽은 모두 각각의 개

별 회로로 분리되어 있어, 운전 시 상호간의 유량 및 온도 간섭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a) 온수 저장조 시공 b) 냉열원(냉동기)

[그림 5.16] 방냉량 평가 실험체의 열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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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냉량 평가 실험체 제어

천장 복사 패널의 경계 조건 도출 실험에서 실험체 구축 다음으로 요구되

는 것이 평가 실험체의 제어이다. 본 절에서는 5.3 절에서 구축한 평가 실험

체에서 경계 조건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가 실험체의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실험체의 제어 목표는 천장 복사 패널과

테스트 룸으로 공급해야하는 열매의 온도와 유량을 설정값으로 조절하여 천

장 복사 패널의 경계 조건을 구현하는 것이다.

a) 열원 시스템 및 분배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b) 테스트 룸 모니터링 및 제어

c) 테스트 룸 안정화 화면 d) 열원 시스템 컨트롤 패널

[그림 5.17] 방냉량 평가 실험체 모니터링 및 제어 수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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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테스트 룸은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영향 인자를 제어할 수 있

도록 테스트 룸의 온도를 모듈, 벽, 실온으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구분

하여 제어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냉방 부하와 동일하게 설정하

기 위하여,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을 조절한 후 천장 복사 패널의 공급 유량

과 수온을 제어하였다[그림 5.17]. [그림 5.17]의 c)는 천장 복사 냉방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 중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 모듈의 제어가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면을 나타낸다.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은 모세유관을 설치한 4 면의 벽과 천

장 및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장 복사 패널과 테스트 룸을 설정한 경계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표 5.8>와 같이 계통을 구성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과 테스트 룸에 공급되는 냉수 또는 온수는 열교환기를 기준으로 1차

측과 2차 측으로 분리되어 있다. 1차 측의 열원에서 설정 온도의 냉수 또는

온수를 생산하고, 열교환기를 거쳐서 2차 측의 천장 복사 패널 및 테스트

룸으로 공급된다. 이 때 냉방 부하를 발생하기 위한 내부 발열체는 독립 전

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냉방 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제어가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구 분 역할 범위

1

차
 

측(P
rim

a
ry

 L
o
o
p
)

① Heat 

Source
원하는 온도의 냉수 또는 온수를 생산

온수: 13℃ (시수온도)

~60℃ (장비 보호)

냉수: 0~13℃ 

(시수온도)

② 2-Way 

Modulation 

Valve

1차 측 (벽 4면, 천장, 바닥, 천장패널, 

바닥패널)의 유량을 조절

구동 범위: 

0 (완전 폐쇄) ~ 100% 

(완전 개방)

③ Pump

1차 측 (벽 4면, 천장, 바닥, 천장패널, 

바닥패널~열교환기)의 냉수 또는 온수를 

순환

-

<표 5.8> 방냉량 평가 실험체의 계통 별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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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할 범위

-
④ Heat 

Exchanger
1차 측과 2차 측 간의 열교환 -

2

차
 

측(S
e
c
o
n
d
a
ry

 L
o
o
p
)

⑤ 2-Way 

Modulation 

Valve

2차 측 (벽 4면, 천장, 바닥, 천장패널, 

바닥패널)의 유량을 조절

구동 범위: 

0 (완전 폐쇄)

~100% (완전 개방)

측정 범위 :

벽 4면, 천장, 바닥: 

0~100LPM

천장패널, 바닥패널: 

0~10LPM

⑥ Pump

2차 측 (열교환기~벽 4면, 천장, 바닥, 

천장패널, 바닥패널)의 냉수 또는 온수를 

순환

⑦ Manual 

Valve

2차 측 벽 4면, 천장, 바닥의 각 모듈 

4개 (총 26 모듈)의 유량 조절

구동 범위: 

0 (완전 폐쇄)

~100% (완전 개방)

⑧ Heat Sink

천장 복사 패널과 실험체(모듈, 벽, 

실)을 원하는 설정 온도로 제어

내부 발열체 제어

<표 5.8> 방냉량 평가 실험체의 계통 별 장비 구성(계속)

[그림 5.18] 제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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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과 같이 구성한 제어 계통은 가장 말단 단위이자 제어 대상이

되는 실험체의 각 모듈 표면 온도, 벽 표면 온도, 실온과 천장 복사 패널 및

내부 발열체를 원하는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실험체의 한 벽을 구성하는 4 개의 모듈 표면

온도를 동일하게 제어(module surface temperature control)하고, 그 다음

천장, 바닥 및 벽1 ～ 벽4의 표면 온도를 동일하게 제어(wall surface

temperature control)하였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천장, 바닥 및 벽1 ～ 벽4

의 표면 온도를 원하는 설정 온도로 제어(room temperature control)하였다.

또한 내부 발열체의 방열을 포함한 냉방 부하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동일하게 제어하여, 설정 온도에 변화가 없도록 정상 상태를 만족 하였다.

5.4.1 모듈 표면 온도 제어

테스트 룸의 6 면의 벽은 각각 4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

에 모세유관이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모듈 표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제어 목표 네 모듈의 표면 온도가 설정 온도로 동일해야 함

측정값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의 표면 온도, 실온

계산값
네 모듈의 평균 모듈 표면 온도, 최고 모듈 표면 온도, 최저 모듈 표면 온

도

제어 방법
모듈에 공급되는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2-way modulation valve) 유량

(개도) 제어

특징

§ 네 모듈의 표면 온도 중 임의의 한 모듈 표면 온도와 온도 차가 가장 

작은 다른 한 벽의 표면 온도를 맞추는 방법

§ 설정 온도(임의의 한 모듈 표면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세 모듈의 표면 

온도만 조절하면 되므로, 조절해야 하는 모듈 표면 온도 개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음

<표 5.9> 모듈 표면 온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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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목표는 <표 5.9>와 같이 각 모듈 표면 온도를 설정 온도로 동일하

게 제어하는 데 있다.

모듈 표면 온도를 설정 온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5.19]의 회로 같이

구성한 각 모듈의 공급 배관 측에 설치된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하

여, 모듈 표면 온도가 높은 경우 밸브 개도를 닫아 유량을 줄이고, 반대인

경우 밸브 개도를 열어 유량을 높였다. 우선 온도 차가 가장 작은 2 개의

모듈에 대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여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 온

도 차가 작은 모듈에 대하여 반복 수행하여 4 개 모듈 표면 온도를 동일하

게 유지할 수 있다. 테스트 룸의 6 면 벽 모두에 대하여 모듈 표면 온도 제

어를 수행하였다.

[그림 5.19] 모듈 표면 온도 제어 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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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듈 표면 온도 제어 방법을 단계 별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1) 1 단계: 모듈 표면 온도 및 실온 측정/비교

▪모듈 표면 온도 측정

모듈1 ～ 모듈4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다.

▪모듈 표면 온도와 실온 비교

모듈1 ～ 모듈4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여, 모듈1 ～ 모듈4의 표면 온도가

편차(0.5 ℃)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모듈1 ～ 모듈4의 표면 온도가 편

차 내에 들어올 경우 벽 표면 온도 제어로 넘어간다. 모듈1 ～ 모듈4의 표

면 온도가 편차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2 단계로 넘어간다.

(2) 2 단계: 모듈1 표면 온도 제어

▪모듈1의 열평형식 도출

모듈1에서 방열하는 열량 는, 모듈1의 표면 온도와 실온의 차이로

다음 식(5.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4)

 : 모듈 1에서 방열하는 열량 [W]

 : 모듈 1의 표면 총합 열전달 계수 [W/m2K]

 : 모듈 1의 면적 [m2]

 : 실온 [℃]

 : 모듈 1의 표면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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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실온 과 모듈1의 표면 온도 를 기준으로 를 구

한다. 한편, 모듈1로 공급되는 열량 는 다음과 같이 모듈1로 공급되는

유량과 공급수-환수 온도의 차로 식(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5)

 : 모듈 1로 공급되는 열량 [W]
 : 모듈 1의 공급수 유량 [kg/s]

 : 물의 비열[J/kg℃]

 : 모듈 1의 환수 온도 [℃]

 : 모듈 1의 공급수 온도 [℃]

모듈1의 공급수-환수 온도차 를 기준으로 을 구한다. 테

스트 룸 벽면이 충분히 단열되었으므로 식(5.6)과 같이 과 은 동

일해야 한다.

   (5.6)

식(5.6)에 각각   과

 
 을 대입하면 식(5.7)을 구할 수 있다.

 
 (5.7)

▪모듈1 표면 온도 제어

위 식을 모듈1의 표면 온도  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5.8)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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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위 식에 따라 모듈1의 표면 온도  를 조절하기 위해서, 모듈1의

공급수 온도 를 고정한 상태에서, 모듈1의 유량 을 제어할 수 있

다. 모듈1의 유량  은 수동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의 개방 각도를 이용

해 제어할 수 있으며, 플로팅(floating) 유량계의 유량을 목측하여 밸브 개방

각도에 따른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3) 3 단계: 모듈2 표면 온도 제어

▪모듈2 표면 온도와 모듈1 표면 온도 비교

모듈1과 표면 온도 차가 가장 작은 모듈을 모듈2로 가정하고, 모듈2의 표

면 온도 와 모듈1의 표면 온도 을 비교한다. 모듈2의 표면

온도와 모듈1의 표면 온도가 같은 경우(   ), 별도의 제어가

필요하지 않다. 모듈2의 표면 온도와 모듈1의 표면 온도가 다른 이유는, 두

모듈의 방열량( , )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듈2의 유량 을

조절하여 두 모듈의 방열량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두 모듈의 방열량이

다른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모듈2 표면 온도 제어

모듈2의 표면 온도가 모듈1의 표면 온도보다 낮은 경우

(   ), 모듈2의 유량 을 증가시킨다. 또한 모듈2의 표면

온도가 모듈1의 표면 온도보다 높은 경우(   ), 모듈2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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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을 감소시킨다. 앞서 2 단계에서 구한 모듈의 열평형식을 모듈2에

대하여 표면 온도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5.9)를 구할 수 있다.

  


(5.9)

 : 모듈 2의 표면 총합 열전달 계수 [W/m2K]
 : 모듈 2의 공급수 유량 [kg/s]
 : 모듈 2의 환수 온도 [℃]
 : 모듈 2의 공급수 온도 [℃]

위 식에 따라 모듈2의 표면 온도 를 조절하기 위해서, 모듈2의 공

급수 온도 를 고정한 상태에서, 모듈2의 유량 을 제어할 수 있다.

모듈2의 유량 은 수동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의 개방 각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으며, 플로팅 유량계의 유량을 목측하여 밸브 개방 각도에 따

른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4) 4 단계: 모듈3 및 모듈4 표면 온도 제어

모듈2의 표면 온도 제어 과정을 그 다음으로 온도 차가 작은 모듈3에 적

용하고, 동일한 제어 과정을 나머지 모듈4에 반복한다. 이상의 과정 1단계

～ 4단계를 거쳐 각 모듈의 표면 온도가 동일하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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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벽 표면 온도 제어

테스트 룸은 천장, 바닥 및 4 개의 벽(벽1 ～ 벽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5.4.1 절에서 서술한 모듈 표면 온도 제어를 거쳐 각 면의 모듈 표면

온도가 동일하게 제어된 상태이다. 그 다음으로 모듈 표면 온도 제어와 동

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4 개의 벽에 공급되는 유량 제어를 통해 벽 표면 온

도를 설정 온도로 제어할 수 있다. 이 때 외기에 노출된 면을 제외한 나머

지 벽면 간의 온도 차는 0.5 ℃ 이내가 되어야 한다. 제어 목표는 <표

5.10>와 같이 각 벽 표면 온도를 설정 온도로 제어하는 데 있다.

벽 표면 온도를 설정 온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5.20]와 같이 구성한

회로에서 열교환기의 2 차 측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1 차 측에 설치

된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여 2 차 측의 공급수 온도를 조

절하였다.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는 PID 제어86)를 이용하여 설정 공급수 온

도에 따라 밸브의 개도가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구분 내용

제어 목표
외기에 노출된 벽을 제외한 나머지 벽의 표면 온도가 설정 온도로

동일해야 함

측정값 천장, 바닥, 벽1, 벽2, 벽3, 벽4의 표면 온도, 실온

계산값 여섯 벽의 평균 벽 표면 온도, 최고 벽 표면 온도, 최저 벽 표면 온도

제어 방법 벽에 공급되는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 유량(개도) 제어

특징

§ 여섯 벽의 표면 온도 중 외기에 노출된 벽을 제외한 임의의 한 벽 표면 

온도와 온도 차가 가장 작은 다른 한 벽의 표면 온도를 맞추는 방법

§ 설정 온도(임의의 한 벽의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나머지 벽의 표면 온

도만 조절하면 되므로, 조절해야 하는 벽 표면 온도 개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음

<표 5.10> 벽 표면 온도 제어

86) PID 제어(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control]는 제어 변수와 기준 입력 사이의 오

차에 근거하여 계통의 출력이 기준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피드백 제어를 의미한다.



- 163 -

우선 온도 차가 가장 작은 두 개의 벽에 대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벽 표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 표면 온도 차가 작은 벽

에 대하여 본 방법을 반복 수행하여 나머지 벽 표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모든 벽에 대하여 벽 표면 온도 제

어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벽 표면 온도 제어 방법을 단계 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0] 벽 표면 온도 제어 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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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단계: 벽 표면 온도 측정/비교

▪벽 표면 온도 측정

천장, 바닥, 벽1, 벽2, 벽3, 벽4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다.

▪벽 표면 온도 비교

천장, 바닥, 벽1 ～ 4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여, 천장, 바닥, 벽1 ～ 4의 표

면 온도가 편차 (0.5 ℃)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만약 외기에

노출된 벽이 있다면 해당 벽은 상당 외기 온도 및 벽체의 구성에 따라 별도

의 표면 온도를 설정하며 그 외의 벽과의 온도 편차 확인에서 제외한다. 천

장, 바닥, 벽1 ～ 벽4의 표면 온도가 편차 내에 들어올 경우 실온 제어로 넘

어간다. 천장, 바닥, 벽1 ～ 벽4의 표면 온도가 편차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

우 다음 2 단계로 넘어간다.

(2) 2 단계: 벽1 표면 온도 제어

▪벽1의 열평형식 도출

벽1에서 방열하는 열량 은, 벽1의 표면 온도와 실온의 차이로 다

음 식(5.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10)

 : 벽 1에서 방열하는 열량 [W]

 : 벽 1의 표면 총합 열전달 계수 [W/m2K]

 : 벽 1의 면적 [m2]

 : 실온 [℃]

 : 벽 1의 표면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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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실온 과 벽1의 표면 온도 를 기준으로 를 구한

다. 한편, 벽1로 공급되는 열량 는 다음 식(5.11)과 같이 벽1로 공급되는

유량과 공급수-환수 온도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5.11)

 : 벽 1로 공급되는 열량 [W]
 : 벽 1의 공급수 유량 [kg/s]

 : 물의 비열[J/kg℃]

 : 벽 1의 환수 온도 [℃]

 : 벽 1의 공급수 온도 [℃]

벽1의 공급수-환수 온도차 를 기준으로 을 구한다. 테스

트 룸 벽면이 충분히 단열되었으므로 식(5.12)와 같이 과 은 동

일해야 한다.

   (5.12)

식(5.12)에 각각  과 을 대입하면 식(5.13)을 구할 수 있다.

 
 (5.13)

▪벽1 표면 온도 제어

식(5.13)을 벽1의 표면 온도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5.14)를 구할 수

있다.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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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따라 벽1의 표면 온도  를 조절하기 위해서, 벽1의 공급

수 온도 를 고정한 상태에서, 벽1의 유량 을 제어할 수 있다. 벽1

의 유량 은 자동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의 개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으며, 전자식 유량계의 유량을 계측하여 밸브 개방 각도에 따른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3) 3 단계: 벽2 표면 온도 제어

▪벽2 표면 온도와 벽1 표면 온도 비교

벽2의 표면 온도 와 벽1의 표면 온도 을 비교한다. 벽2의

표면 온도와 벽1의 표면 온도가 같은 경우(   ), 별도의 제

어가 필요하지 않다. 벽2의 표면 온도와 벽1의 표면 온도가 다른 이유는, 두

벽의 방열량( ,  )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벽2의 유량 을 조절

하여 두 벽의 방열량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두 벽의 방열량이 다른 경

우는 벽2의 표면 온도가 벽1의 표면 온도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벽2 표면 온도 제어

벽2의 표면 온도가 벽1의 표면 온도보다 낮은 경우(   ),

벽2의 유량 을 증가한다. 또한 벽2의 표면 온도가 벽1의 표면 온도보다

높은 경우(   ), 벽2의 유량 을 감소한다. 앞서 2 단계에

서 구한 모듈의 열평형식을 벽2에 대하여 표면 온도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

면 식(5.15)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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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벽 2의 표면 총합 열전달 계수 [W/m2K]
 : 벽 2의 공급수 유량 [kg/s]

 : 벽 2의 환수 온도 [℃]

 : 벽 2의 공급수 온도 [℃]

위 식에 따라 벽2의 표면 온도 를 조절하기 위해서, 벽2의 공급수

온도 를 고정한 상태에서, 벽2의 유량 을 제어할 수 있다. 벽2의

유량 은 자동 2 방향 유량 조절 밸브의 개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으

며, 전자식 유량계의 유량을 계측하여 밸브 개방 각도에 따른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다.

(4) 4 단계: 벽3, 벽4, 천장 및 바닥 표면 온도 제어

벽2의 표면 온도 제어 과정을 그 다음으로 온도 차가 작은 순서대로 벽3,

벽4, 천장 및 바닥에 반복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제어 과정을 반복한다. 이

상의 과정 1단계 ～ 4단계를 거쳐 각 벽의 표면 온도가 동일하게 설정되었

음을 확인한다.

(5) 5 단계: 전체 벽 표면 온도 제어

앞서 5.4.1 절의 모듈 표면 온도 제어와 본 절의 벽 표면 온도 제어의 4

단계 과정을 거쳐 각 벽에 속한 4 개의 모듈 표면 온도 및 6 면 벽 표면 온

도가 동일하게 제어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벽 표면 온도를 설정 온도에

따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측 열원의 공급수 온도를 높이

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벽 표면 온도 제어를 수행하였다. 회로의 1차 측에서

한 벽으로 공급되는 열량은 다음 식(5.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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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회로의 1차 측에서 벽 n에 공급되는 열량 [W]
 : 벽 n의 1차 측 회로에서 공급되는 유량 [kg/s]

 : 물의 비열[J/kg℃]
 : 벽 n의 1차 측 회로 환수 온도 [℃]
 : 벽 n의 1차 측 회로 공급수 온도 [℃]

유량  제어를 위해 밸브 개도를 최대한 증가(fully opened)해도 설

정 실온 이 벽 n의 표면 온도 보다 높을 경우, 1차 측 열원의 공

급수 온도 를 낮춘다. 유량  제어를 위해 밸브 개도를 최대

한 감소(fully closed)해도 설정 실온 이 벽 n의 표면 온도 보다

낮을 경우, 열원의 공급수 온도 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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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실온 제어

테스트 룸은 5.4.2 절의 벽 표면 온도 제어를 거쳐 천장, 바닥 및 벽의 표

면 온도가 동일하게 제어된 상태이다. 다음으로 벽의 방냉 또는 방열을 이

용하여 실온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 목표는 <표 5.11>와 같다. 실온을 설

정 온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5.21]와 같이 구성한 회로에서 테스트 룸

의 실온이 설정 온도보다 낮을 경우 벽의 공급수 온도를 높여 벽 표면 온도

를 높일 수 있으며, 이 때 실온은 상승하게 된다. 만약 테스트 룸의 실온이

설정 온도보다 높으면, 이와 반대의 과정을 통해 벽의 공급수 온도를 낮춤

으로써 실온을 낮출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설정 실온과 벽 표면 온도

를 기준으로 벽으로 공급되는 열원의 공급수 온도를 변화시킨다. 우선 실온

이 설정 실온과 동일한지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따라 실온을 조절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벽으로 공급되는 열량 제어를 수행하였다. 회로의

1차 측에서 한 벽으로 공급되는 열량은 다음 식(5.17)과 같다.

 
 (5.17)

 : 회로의 1차 측에서 벽 n에 공급되는 열량 [W]
 : 벽 n의 1차 측 회로에서 공급되는 유량 [kg/s]
 : 물의 비열[J/kg℃]
 : 벽 n의 1차 측 회로 환수 온도 [℃]
 : 벽 n의 1차 측 회로 공급수 온도 [℃]

구분 내용

제어 목표 테스트 룸의 실온이 설정 실온으로 유지되어야 함

측정값 테스트 룸의 실온

계산값 열원의 공급수 온도

제어 방법 설정 실온과 벽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열원의 공급수 온도 제어

<표 5.11> 실온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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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실온 제어 회로 구성

유량  제어를 위해 밸브 개도를 최대한 증가해도 실온 이 설정

온도보다 높을 경우, 1차 측 열원의 공급수 온도 를 낮춘다. 유량

 제어를 위해 밸브 개도를 최대한 감소해도 실온 이 설정 온도

보다 낮을 경우, 열원의 공급수 온도 를 높인다. 이 방법을 사용하

여 실온을 설정 온도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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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천장 복사 패널 제어

평가 대상 천장 복사 패널은 실에서 발생한 냉방 부하를 제거하기 위해

천장 복사 패널로 공급되는 유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림 5.22]과 같이 회

로를 구성하고 정유량 제어 운전하였다. 초기 유량은 각 케이스 별로 내부

발열체와 경계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냉방 부하의 양을 확인한 후 예상되

는 공급수와 환수의 온도 차를 계산하여 패널의 방냉량 이 냉방 부하

와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이 경우 천장 복사 패널 제어 시 가장 주

의해야 할 점은 내부 발열체에 의한 냉방 부하와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을 동일하게 제어하여 설정 실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산을 통해

초기 유량을 설정했더라도 천장 복사 패널 운전 시 설정 실온의 증감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미세 유량 조절을 반드시 수행한다.

한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다음 식(5.18)을 이용하여 냉수의 열용

량과 입출수 온도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5.22] 천장 복사 패널 제어 회로 구성

 
 (5.18)

 :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W]
 : 패널에 공급되는 유량 [kg/s]

 : 물의 비열[J/kg℃]
 : 패널의 환수 온도 [℃]
 : 패널의 공급수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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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내부 발열체 제어

테스트 룸에서 부하를 발생하기 위하여 내부 발열체를 제작하였다. 내부

발열체는 EN14240에서 제시하는 내부 발열체의 시방을 기준으로 형태 제작

과 외부 도장이 이루어졌다. 내부 발열체 1 개는 60 Watt 백열전구 3 개로

구성되어 60, 120, 180 Watt의 내부 발열을 모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을 설정하고 내부 발열체에 설치된 전구의 개별

On/Off를 통해 발열량을 설정한다. EN14240에서는 디밍(dimming) 제어를

통해 내부 발열체로부터 발생하는 냉방 부하의 양을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

량과 일치하도록 제어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부 발열체

를 단계 별로 제어하고 천장 복사 패널로 공급되는 열매의 미세 유량 조절

을 통해 두 값을 일치시켰다. 내부 발열체 제어 시 특정 벽체에 내부 발열

체의 영향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구의 개별 On/Off 시 중앙을 중심으로 좌/

우와 대각선 방향에 대칭이 되도록 하였으며, 내부 발열체의 상부에 위치한

전구를 우선적으로 제어하였다.

한편, 내부 발열을 모사하기 위한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을 구하는 식

(5.19)은 다음과 같다. 식(5.19)에서 은 전구의 효율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

구의 효율을 0.92로 설정하였다87). 백열전구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

지는 열에너지로 변환되므로 백열전구를 이용한 내부 발열체는 내부 발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5.19)

 :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 [W]

 : 전구의 효율 [-]

87) http://www.reptileuvinfo.com/html/watts-heat-lights-lamp-heat-outp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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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온도 및 유량 측정

테스트 룸 및 천장 복사 패널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림

5.23]과 같이 측정 위치를 선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ISO 772688)(ISO, 1998)

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센서는 측정 전에 교정(calibration) 과정89)을 거쳤다.

테스트 룸의 흑구 온도는 흑구 온도계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1 m 지

점에서 측정하였으며, 실온은 복사가 차단된 온도계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

터 0.1, 1.1, 1.7 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테스트 룸의 벽 표면 온도는 각 벽

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듈의 중앙에 각 모듈 별로 열전대(T-type

thermocouple)를 이용하여 측정 한 뒤 평균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표면 온도는 배관 직하부와 배관과 배관 사이의 중심

하부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평균값을

패널의 표면 온도로 사용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에 공급되는 유량은 배관

인입부의 직전 위치에서 배관의 중심에 BLANCETT 社의 터빈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90).

열전대의 평균 오차 범위는 ± 0.5 ℃ (불확실성: 0.4 %)이며, 유량계의 평

균 오차 범위는 ± 0.1 LPM (불확실성: 1.0 %)이다91). 이 오차 범위는 실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92). 또한 실험의 반복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3 회 이상 반복 실험을

하여 실험 간 결과값의 차이가 1 % 이하인 것을 확인 후 그 중 첫 번째 실

험의 결과값을 본문에 기술하였다.

88) ISO, Standard 7726:200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Instruments for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2001

89) Ibid.

90) BLANCETT 社의 터빈식 유량계 사용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측정함.

91) N. Fonseca, Op. cit.

92) N. Fonseca,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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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흑구 및 실온

b) 천장 복사 패널 표면 온도

c) 테스트 룸 표면 온도

[그림 5.23] 방냉량 평가 실험체 구성 요소의 각 부분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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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방냉량 평가 실험을 통한 경계 조건 도출 모델 검증

본 절에서는 <표 5.10>의 세 가지 냉방 실험 케이스(C1 ～ C3)에 대하여

방냉량 평가 실험을 수행하여 경계 조건 및 방냉량을 도출하였다. 실험 결

과를 4.2 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검

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5.5.1 방냉량 평가 실험 케이스 구성

방냉량 평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표 5.12>와 같이 공급수 온도와 유

량 및 패널의 방냉량을 가정한 뒤 이에 적합한 환수 온도를 예상하였다. 각

케이스의 냉방 부하는 외피 부하와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의 합과 동일하며,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은 각각의 공급수-환수 온도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천장 복사 패널에 동일한 유량을 공급할 경우, 공급수 온도에 따라 냉방

부하를 만족시키는 방냉량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실온을 유지하도록

실험을 수행할 경우 천장 복사 패널의 성능 특성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케이스 별 냉방 부하는 내부 발열체에 설치한 60 W 전구의 실제 발열량인

58.74 W에 실제 가동한 전구의 숫자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구분
유량 공급수 온도 예상 환수 온도 예상 온도차

[kg/s] [℃] [℃] [℃]

C1 0.153 11.0 15.0 4.0

C2 0.153 14.0 17.0 3.0

C3 0.153 17.0 19.0 2.0

<표 5.12> 방냉량 평가 대상 케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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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정상 상태 유지

정상 상태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룸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천장 복사 패널의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천장 복사 패

널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1) 천장 복사 패널의 표면 온도 측정

열전대를 이용하여 표면 온도를 측정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FLIR

Systems AB 사의 적외선 카메라 FLIR T335를 이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전체적인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 표면 온도 측정 결과 평

균 표면 온도는 21.3 ℃ 이다. 최대-최소 표면 온도 편차는 0.5 ℃ 이하 이

며, 냉수가 적절히 순환되어 균일한 표면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배관 경로에 따라 열전달이 일어나면서 공급수(supply) 측(모듈 ①, ④)이

환수(return) 측(모듈 ③, ⑥)보다 최대 0.5 ℃ 낮은 값을 나타낸다.

(2) 테스트 룸의 표면 온도 측정

[그림 5.24]의 적외선 카메라 사진은 천장 복사 패널의 냉방 실험 대상 케

이스 중 하나인 케이스 C3 측정 도중 테스트 룸의 벽 내부를 촬영한 것이

다. 외기에 접한 경계 조건을 모사한 전면 벽의 온도는 약 32.6 ℃를 유지하

고 있으며, 나머지 벽은 25.5 ℃의 균등한 표면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케이

스 C1의 흑구 온도는 26.5 ℃로써, 벽 표면 온도와 ± 1.0 ℃ 차이로 오차 범

위 이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측정 결과는 모두 60 분 이상 유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테스트 룸의 각 구성 요소가 모두 정상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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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 표면 온도
b) 천장 복사 패널

표면 온도
c) 천장 복사 패널 촬영 모습

[그림 5.24] 평가 실험체 표면 적외선 촬영 모습

5.5.3 경계 조건

본 실험을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의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검증할 수 있도

록 4.2.1 절에서 도출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중 한 가

지 케이스를 실험으로 동일하게 구현하고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

교하였다. 실험에서 구현한 경계 조건은 <표 5.13>와 같이 유량 및 공급수

온도, 벽체 표면 온도,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이다.

5.5.4 방냉량

경계 조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 결과, [그림 5.25]

와 같이 0.153 kg/s 의 유량 및 11 ～ 17 ℃의 공급수 온도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100.1 ～ 153.0 W/m2 이다. 본 실험의 결과값은 식(5.20)과

같이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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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냉방 실험(Cooling)

실험번호 C1 C2 C3

 측정값

구분 단위 결과

유량 [kg/s]　 0.153 0.153 0.153

온도

천장 복사 패널 입구 [℃] 11.4 14.0 16.7

천장 복사 패널 출구 [℃] 14.9 17.0 19.0

실 공기(높이 1.1m 지점) [℃] 27.0 26.8 26.5

전면 벽 표면 [℃] 32.5 32.6 32.6

후면 벽 표면 [℃] 25.4 25.4 25.5

좌측 벽 표면 [℃] 25.4 25.4 25.5

우측 벽 표면 [℃] 25.4 25.4 25.5

바닥 [℃] 25.0 25.9 26.0

천장 [℃] 24.0 25.5 26.0

플래넘 공기 [℃] 24.9 25.0 25.0

내부 발열체의 발열량 [W] 411 235 59

 계산값

구분 단위 결과

온도
상승 [℃] 3.56 2.96 2.34 

실온과 평균 냉수* [℃] 13.85 11.30 8.66

방냉량
단위 면적 당 방냉량 [W/m2]　 153.02 127.23 100.13

총 방냉량 [W]　 1088 905 712

* Reference mean water, 실온과 공급수, 환수 온도의 차

<표 5.13>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 (5.20)

 : 천장 복사 패널의 활성 표면 면적에 대한 단위 면적 당 방냉량 [W/m2]

 : 실온과 평균 공급수 온도의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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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냉량  특성 계수  특성 지수 

[W/m2] [-] [-]

삽입보드형

패널
93.20 14.253 0.903

<표 5.14> 특성 방정식에 따른 방냉량(공칭 냉방 능력)

[그림 5.25] 삽입보드형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 결과

[그림 5.25]의 천장 복사 패널 성능 특성 곡선과 <표 5.14>의 특성 방정

식의 계수 및 지수를 이용한 패널의 공칭 냉방 능력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온과 평균 공급수-환수 온도차가 8 ℃일 경우, 천장 복사 패널

의 활성 패널 면적에 대한 단위 면적 당 방냉량(공칭 냉방 능력)은 93.2

W/m2 이다. 내부 발열체의 발열 이외에도 외기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한 전

면 벽의 표면 온도가 실온 보다 높게 유지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냉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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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 케이스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총 방냉량 및

단위 면적 당 방냉량이 크게 나타났다. 실험 중 테스트 룸의 흑구 온도는

천장 복사 패널의 냉방 부하 제거로 인하여 26.5 ～ 27.0 ℃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였다. 실험 도중 측정한 테스트 룸 각 부위의 표면 온도, 공기 온도,

공급수 온도 및 환수 온도의 값과 측정 결과에 따른 계산값은 5.5.3 절의

<표 5.13>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은 패널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재

와 접합부의 밀착 정도 및 상세 뿐 만 아니라 모델링 기법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와 완벽한 일치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일한 경계 조건에서 동일하게 모사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시뮬

레이션 모델과의 방냉량 차이는 약 3 W/m2으로써, 동일한 경계 조건 구현

시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를 통해 경계 조건

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실험을 통해 시뮬레이션 경계 조건의 도출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계 조건을 구하고 각 경계 조건에서의 방냉량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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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결

본 장에서는 경계 조건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도출하기 위하

여 방냉량 평가 모델을 수립하였다. 방냉량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경계 조

건을 설정하고 해당 경계 조건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도출할 수

있다. 방냉량 평가 결과를 통해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

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이 패널의 방냉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또한 경계 조건 도출 모델을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대표 케이스에 대하여 방냉량 평가 실험을 수행하고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수행을 위해 평가 실험체를 구축하였으

며 제어 방법을 마련하였다.

1) 상당 외기 온도가 높을수록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이 증가한다.

방냉량 증가의 원인은 상당 외기 온도 차에 의한 벽체 표면 온도의 증

가로 인한 것이다. 또한 상당 외기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벽체의 표면 온도가 높은 면의 수가 증가하

며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역시 높게 평가된다.

2) 벽체의 열관류율이 감소함에 따라 외기에 노출된 벽체가 받는 외기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므로 벽체의 표면 온도가 감소하며, 그에 따라 패널

의 표준 방냉량이 감소한다. 또한 벽체의 표면 흡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이 증가한다.

3) 내부 발열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내부 발열의 성분에 따라 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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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천장 복사 패널과 내부 발열 간

의 복사 열전달로 인하여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이 커질수록 천장 복

사 패널의 방냉량은 더욱 커진다.

4)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 열원 시스템, 분배 시스템, 테스

트 룸으로 구성된 평가 실험체를 구축하였다. 본 메뉴에서 평가 대상으

로 하는 삽입보드형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실험 결과 실온과

평균 공급수-환수 온도차가 8 ℃일 경우, 표준 방냉량은 93.2 W/m2 이

다. 시뮬레이션 모델과의 방냉량 차이는 약 3 W/m2으로써 시뮬레이션

경계 조건의 도출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계 조건을 구하고 각 경

계 조건에서의 방냉량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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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냉량 평가 방법의 활용

6.1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방법

6.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천장 복사 패널은 다양한 경계 조건을 갖는 건물에 설치될 수 있다. 따라

서 도출한 천장 복사 패널의 경계 조건을 활용하여 천장 복사 패널이 적용

되는 건물의 유형에 따른 표면 온도를 예측하고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

냉량을 평가할 수 있다면, 천장 복사 패널의 용량을 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4 장에서 도출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과 5 장에서 평가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천

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

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써 표면 온도를 제안함으로

써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1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설정 방법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그룹 1 ～ 그룹 3에 해당하는 경계 조건 영

향 인자에 대하여 <표 6.1>과 같은 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각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표면 온도와 공기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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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계 조건 영향 인자 단위 값

그룹 1
상당 외기 온도 [℃] 60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 1

그룹 2

벽체의 재료 및 구성* [-]
Concrete THK = 0.1 m

Insulation THK = 0.013 m

열관류율 [W/m2K] U = 2.02

표면 열흡수율 [-] Thermal absorptance = 0.1

그룹 3
내부 발열의 성분 [-]

Rad Frac. = 0.6

Conv Frac. = 0.4 

내부 발열의 크기 [W] IHG = 411

* 재료의 구성 순서는 위에서부터 실의 외부에서 내부 순서로 서술함

<표 6.1>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영향 인자 구성

도출하였다. 경계 조건은 건물과 관련된 영향 인자인 상당 외기 온도, 외기

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구성과 관련된 영향 인자인 벽체의 재료 및 구

성, 벽체의 열관류율,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 내부 발열과 관련된 영향 인자

인 내부 발열의 성분에 따라 구성하였다. 영향 인자의 값은 3.2.2 절에서 도

출한 영향 인자의 값 및 범위를 근거로 하였다.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데 사

용한 천장 복사 패널은 2.1.2 절에서 개발한 삽입보드형 패널이다.

[그림 6.1]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부위 별 표면 온도 및 공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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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영향 인자 구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각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라 [그림 6.1]과 같이 천

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6 면 벽(전면 벽, 후면 벽, 좌측면 벽,

우측면 벽, 천장, 바닥) 표면 온도 및 플래넘과 실의 공기 온도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으로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경우에 있어

서 실온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실의 공기 온도 외의 경계 조건 영향 인

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 설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6.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

른 표면 온도 및 공기 온도와 더불어 천장 복사 패널의 상부 및 하부 표면

온도를 경계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추후 다른 유형의 천장 복사 패널을 다

양한 경계 조건을 갖는 건물에 적용할 경우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은 6.1

절에서 설정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 구성에 따라 <표 6.2>와 같이 제시하

였다. <표 6.2>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을 상당

외기 온도,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벽체의 재료 및 구성, 벽체의 열관류율,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에 따른 테스트 룸과 패널의

표면 온도와 공기 온도로 제시함으로써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 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경계 조건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삽입보드형 패널에 대하여 [그림 6.2]와 같

이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따른 경계

조건과 각 경계 조건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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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면 온도
공기 온도

테스트 룸 패널

후면 벽전면 벽좌측 벽우측 벽 천장 바닥 상부 하부 플래넘 실

[℃] [℃] [℃] [℃] [℃] [℃] [℃] [℃] [℃] [℃]

 상당 외기 온도

Sol_60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Sol_50 25.7 30.0 25.7 25.7 21.9 25.6 21.5 20.4 22.0 26.0

Sol_40 25.6 28.0 25.6 25.6 21.8 25.5 21.6 21.5 21.9 26.0

Sol_30 25.4 25.7 25.4 25.4 21.6 25.3 21.6 22.4 21.6 26.0

 외기에 노출된 면의 수

Adj_0 25.4 25.4 25.4 25.4 20.7 25.3 20.6 25.3 20.5 26.0

Adj_1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Adj_2 26.3 32.2 32.2 26.3 23.0 26.3 22.0 16.3 23.4 26.0

 벽체의 재료 및 구성

In_ins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Out_ins 25.8 31.9 25.8 25.8 21.9 25.7 21.4 19.3 22.2 26.0

Conc_wall 25.8 31.9 25.8 25.8 21.9 25.7 21.5 19.3 22.2 26.0

Ins_wall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벽체의 열관류율

U_2.02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U_0.66 25.6 28.0 25.6 25.6 21.4 25.5 21.2 21.5 21.4 26.0

U_0.39 25.5 27.1 25.5 25.5 21.2 25.5 21.1 21.9 21.1 26.0

U_0.22 25.5 26.4 25.5 25.5 21.2 25.4 21.1 22.2 21.1 26.0

U_0.15 25.4 26.1 25.4 25.4 21.1 25.4 21.1 22.3 21.1 26.0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

Abs_0.1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Abs_0.6 25.3 32.9 25.3 25.3 21.5 25.2 21.0 19.2 21.0 26.0

Abs_0.9 24.0 36.2 24.0 24.0 20.3 23.7 19.9 18.9 21.1 26.0

Sol: 상당 외기 온도

Adj: 외기에 인접한 면의 수

In_Ins: 내단열 벽체

Out_ins: 외단열 벽체

Conc_wall: 콘크리트 중량 벽체

Ins_wall: 단열 경량 벽체

U: 벽체의 열관류율

Abs: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

<표 6.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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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면 온도
공기 온도

테스트 룸 패널

후면 벽전면 벽좌측 벽우측 벽 천장 바닥 상부 하부 플래넘 실

[℃] [℃] [℃] [℃] [℃] [℃] [℃] [℃] [℃] [℃]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

Rad_0.0 24.2 30.8 24.2 24.2 20.6 24.0 20.1 17.8 20.9 26.0

Rad_0.2 24.6 31.2 24.6 24.6 21.0 24.5 20.5 18.2 21.3 26.0

Rad_0.4 25.2 31.5 25.2 25.2 21.5 25.1 21.0 18.7 21.7 26.0

Rad_0.6 25.8 31.9 25.8 25.8 22.0 25.7 21.5 19.3 22.2 26.0

Rad_0.8 26.5 32.3 26.5 26.5 22.5 26.4 22.0 19.9 22.7 26.0

Rad_1.0 27.0 32.7 27.0 27.0 22.9 26.9 22.5 20.4 23.2 26.0

Sol: 상당 외기 온도

Adj: 외기에 인접한 면의 수

In_Ins: 내단열 벽체

Out_ins: 외단열 벽체

Conc_wall: 콘크리트 중량 벽체

Ins_wall: 단열 경량 벽체

U: 벽체의 열관류율

Abs: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

<표 6.2>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계속)

[그림 6.2]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의 경계 조건 및 방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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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시 실제 건물의 경계 조건

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

의 방냉량의 개념과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부터 실제 건물과 실험체에서 방

냉량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으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 도출 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다양한 건물에 천장 복사 패널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방냉량 평가 시

경계 조건을 도출하고 방냉량을 평가하였다. 실험 방법을 통해 경계 조건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구함으로써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하고, 경계

조건을 이용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

계 조건 도출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

냉량 평가 방법과 선행 연구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자체 개

발한 천장 복사 패널을 대상으로 방냉량을 평가하였다. 방냉량 평가 결과

와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의

설정 방향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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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방냉량 평가 기준에서 제안한 방냉량 평가 방법에 대하여 분석

하고, 기존의 평가 방법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예측 및 평가

하였다. 방냉량 평가 시 불균일한 외부 환경으로 실내 표면 온도가 달라

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천장 복사 패널이라도 표준 방냉량이 다

르게 평가될 수 있다.

(3)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인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를 설정

하기 위하여 ASHRAE에서 제안하는 열전달 모델을 해석하여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공간의 열전달 모델과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테스트

룸(test room)의 열전달 모델을 제시하였다. 열전달 모델로부터 경계 조

건 영향 인자를 설정하고 값 또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영향 인자의 변

화에 따라 방냉량 평가를 위한 경계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동일한 열관류율을 갖는 벽체는 재료 및 구성에 무관하게 상당 외기 온

도 변화에 따라 실내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표면 온도를

나타내고, 내단열 벽체, 외단열 벽체, 중량 벽체, 경량 벽체에서 모두 동

일한 경향을 보이며,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에도 차이가 없다. 열

관류율이 작아질 경우에는 벽체의 재료 및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상당 외

기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서 표면 온도 역시 감소하며, 열관류율이 커질

수록 상당 외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표면 온도가 증가하고 표준

방냉량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상당 외기 온도가 충분히 작

을 경우에는 벽체의 열관류율과 무관하게 외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서, 외기에 노출된 면의 표면 온도와 외기에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 온

도 차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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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이 높아질수록 외기의 영향에 지배적이어서 벽체

의 상당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다. 상당 외기

온도가 작을 경우에는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과 무관하게 외기에 의한 영

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상당 외기 온도가 커질수록 표면 열흡수율에 의

한 영향이 커지므로 방냉량 평가 시 벽체의 표면 열흡수율에 의한 영향

을 반영해야 한다.

(6) 상당 외기 온도가 높을수록 외기에 노출된 면의 내측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상당 외기 온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내부 발열 보다 외피

부하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내부 발열의 변화에도 표면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상당 외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

량도 선형으로 증가한다.

(7) 동일한 상당 외기 온도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면의 수가 많을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하지만 그 변화 폭은 1 ℃ 미만으로 매우 작다. 그렇지만 외

기에 노출된 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벽체의 표면 온도가 높은 면의 수

가 증가하며, 그 결과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 역시 높게 평가된

다. 이와 같은 경향은 상당 외기 온도가 크거나 벽체의 열관류율이 높을

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외기에 인접한 면의 수는 방냉량 평

가 경계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이다.

(8) 내부 발열의 크기와 복사 성분에 따라서 표면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평가하는 경우, 실에

서 발생하는 내부 발열의 크기와 성분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외기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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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면과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 온도롤 각각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내부 발열의 복사 성분 증가에 따라 표면 온도와 복사 열교환량의 증

가로 인하여 천장 복사 패널의 표준 방냉량이 증가하므로 방냉량 평가

시 실제 건물의 내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부 발열의 복사 성

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9)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 열원 시스템, 분배 시스템, 테스트

룸으로 구성된 평가 실험체를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냉량 평가

실험 결과 실온과 평균 공급수-환수 온도차가 8 ℃일 경우, 천장 복사 패

널의 활성 패널 면적에 대한 단위 면적 당 방냉량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 동일한 경계 조건에서 동일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0)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경계 조건 설정

방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경계 조건 영향 인자에 대한 표면 온도를 도출

하여 표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도출

한 결과를 이용하여 추후 보다 다양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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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known as the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CRCP) is a type of 

radiant cooling system which uses a ceiling as a radiant surface. It is an 

alternative type of conventional air system. Compared to a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ing system, a radiant ceiling panel system has advantages in terms 

of energy savings and improved thermal comfort. To obtain these advantag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thermal performance of a radiant ceiling panel 

system.

Due to the non-uniform environment of the actual building, the cooling capacity 

estimated in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leads to over- or under-design of the 

cooling capacity of the CRCP. To solve the problem, the cooling capacity of the 

CRCP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actu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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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difference of the boundary condition between the actual 

building and the experiments. Various boundary conditions of the actual building 

and the cooling capacity of the CRCP developed in this study are estimated using 

simulation model.

To evaluate the simulation result, a test cell is construct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Using this test cell, the boundary condition and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CRCP are estimated. Also, the experimental method to 

evaluate the cooling capacity of the CRCP is proposed.

Finally, the boundary condition to evaluate the cooling capacity of the CRCP 

according to the various building cases are presented from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CRCP), Cooling capacity, Boundary 

condition, Model for establishing boundary condition, Surface 

temperature, Experiment for Evaluating the cooling capacity of 

C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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