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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 성능을 수치화하기 위

한 과정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열을 패널

의 열성능에 의해서만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된다. 이때에 제거된 열량

이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발생한 열을 천장복

사 패널의 방냉에 의해서만 제거하려면, 그 이외의 영향인자를 모두 제거시켜 

야한다. 이 외부의 영향을 제거시켜주는 공간이 실험체가 된다. 특히, 외풍, 

침기, 일사, 강수의 차단을 위해서 실험체의 구축은 필요하다. 구축된 실험체

는 외부의 외기온의 영향을 받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축된 실험

체의 실온과 외부의 외기온을 같게 해주는 제어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험체의 

실온과 외기온을 같게 해주는 실온제어 및 표면온도가 제어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위의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하

는 대표적인 기준이 EN 14240이다. 이 기준에서는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다

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EN 14240에 제시된 기준

만으로는 방냉량 평가를 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적 구성은 실험체의 치수 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N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열원 및 분배시

스템의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열원 시스템에서는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면

적의 제약을 최소화한 점과 분배 시스템에서는 각 벽면별로 제어가 가능하게 

모세유관을 개별 벽마다 설치한 구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구성 방법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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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위한 한가지 예로서, 동일한 실험을 재현할 때에 비교 가능한 참고자료

가 되리라 판단된다.

(2)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방냉량 평가를 위한 열평형과 정상상태 조건

은 경계조건에 한정되어있다. 정상상태 조건의 실온, 유량, 표면온도, 수온의 

값만 제시되어 있고, 이 값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EN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수조 공급수온도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을 벽과 모듈로 구분해서 해석하였다. 해석한 벽과 모듈

의 방법론을 실제 실험에 적용해서 계산시 얻은 값과 실제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거쳤다. 실제 실험 구현 시에 초기값 설정 값을 바탕으로 가장 

최단시간 내에 열평형과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열성능 평가 방법의 구현은 성능 곡선 도출

에 한정되어 있다. EN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실험 평가시의 열성능 구

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외기를 활용해서 외기온을 실내 기온과 동일

하게 맞춘점과 정상상태 도달을 위해서 냉동기가 항상 가동되게 설정해야 하

는 점이 구현 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특

성방정식의 상수 값은 11.80 지수 값은 0.81이다. 특성 방정식의 방냉량 값은 

실온과 입수온도 및 출수온도의 차가 8 ℃일 때, 62.23W/m2 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단순하게 성능곡선 도출에 한정된 EN 14240 기준을 벗어나, 실제 실

험 구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천장 복사 패널(RCPS), 방냉량 평가, 열성능, 표면온도 제어, EN 14240

 학  번 : 2011-23304                                 성  명   : 안 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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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냉량은 냉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냉방부하에는 내부발열, 태양 복사열, 

전도열, 침기, 외풍, 강수, 외기온 등이 있다. 천장 복사 패널은  냉방부하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을 수치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방냉량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진행할 실험체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제어전략이 필요하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설정한 냉방부하를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

에 의해서만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이때에 제거된 열량이 천장 복

사 패널의 방냉량이 된다. 설정한 냉방부하를 천장복사 패널의 방냉을 통해서

만 제거하려면, 그 이외의 영향인자를 모두 제거시켜야한다. 영향인자에는 내

부발열, 태양 복사열, 전도열, 침기, 외풍, 강수, 외기온이 있다. 위 인자 중에

서 어느 한 인자를 선택해서 냉방부하를 설정하였다면 나머지 인자를 배제시

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1.1>을 통해 냉방부하 중에서 구현용이성 측면에

서 내부발열을 구현하는 것이 가정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조건을 바탕으로 실험체 구축과 제어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을 [그림 1.1]에 표현하였다. 냉방부하 중에서 내부발열 구현을 선택하였

다면, 그 이외의 영향인자 태양 복사열, 전도열, 침기, 외기온을 배제해야 한

다. 특히, 태양 복사열, 전도열, 침기의 차단을 위해서 실험체의 구축은 필요

하다. 구축된 실험체는 외부의 외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구축된 실험체의 실온과 외부의 외기온을 같게해주는 제어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온과 외부의 외기온을 같게해주는 제어의 과정을 위해서 실과 외

기와의 열류를 없애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실과 외기와의 열류를 없애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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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표면온도 제어이다.

위의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EN 14240 : 

Ventilation for buildings - Chilled ceilings - Testing and rating offers a 

testing method for chilled ceilings1) 이다. 이 기준에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

량 평가를 위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EN 

14240에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방냉량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추가적으로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다루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냉방부하 요소

1) 1) CEN. BS EN 14240:2004 Ventilation for buildings - Chilled ceilings - 

Testing and rating offers a testing method for chilled ceilings. C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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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부하 구현 구현용이성

내부발열

전구를 활용해서 정확한

냉방부하 모사 가능

(예, 60W × 3 = 180W)

○

태양 복사열

일사에 의한 실내부

열획득을 수식에 의해서

표현

△

전도열

전도에 의한 실내

열획득을 수식에 의해서

표현

△

침기

침기에 의한 실내

열획득을 수식에 의해서

표현

△

외풍
풍량계를 통한 외풍량을

계산
×

강수 별도의 실험체 구축 필요 ×

외기온 별도의 실험체 구축 필요 ×

<표 1.1> 냉방부하의 적합성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정립을 먼저 진행하고, EN 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보완

을 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제시되어 있

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기준 EN 14240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EN 14240 기준에서 다루

고 있지 않는 부분을 <표 1.1>에 분석하였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EN 14240 이다. 기

준을 분석할 때 실험체, 제어, 실험체 구축과 제어를 통한 방냉량 평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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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체는 물리적 구성에 해당되고, 제어는 열평형과 정상상태, 실험

체 구축과 제어를 통한 방냉량 평가는 열성능 평가 방법에 해당된다. 

물리적 구성에서는 실험체의 치수만 제시하고 있지만, 열원 및 분배 시스템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열평형과 정상상태에서는 외기온과의 경계조건만

을 언급하고 있을 뿐,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열성

능 평가 방법에서는 성능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만 있고, 실제 실험 평가시의 

열성능 구현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EN 14240 에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방냉량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다루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의한 연구 진행은 다음 [그림 1.2]의 연구 흐름

도와 같다.



- 5 -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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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2.1 개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정립을 위해

서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참고된 문헌들을 통해서 물리적 구

성, 열평형과 정상상태, 열성능 평가 방법 각각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검토를 

통하여 EN 14240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

해서 구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

EN 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영역

물리적 구성 실험체의 치수 열원 및 분배 시스템의 각 장비 구성

열평형과 정상상태 경계조건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

열성능 평가 방법 성능 곡선 도출 실험 평가시의 열성능 구현 방법

<표 2.1> EN 14240에서 제시한 영역과 제시하지 않는 영역 구분

2.2 천장 복사 패널(RCPS) 열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고찰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

다. 첫째, 냉방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필요하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에 대한 상대적 장치로서 내부에서 발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둘째, 냉방부하를 제거할 수 있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설

치한 내부발열체에서 나오는 발열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패널의 설치가 필

요하다. 셋째,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이 내부 발열체와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실의 열평형 도달을 위해서 실 외부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치가 고안되어야 한다. 실내의 온도와 실외의 온도가 최소화 될 때에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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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로의 열류가 최소화된다. 벽체로의 열류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실험체 벽

체를 단열하거나, 실험체 외부에 또 다른 실을 만들어서 외기온을 조절하는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다섯째, 실험체가 정상상태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시

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는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온, 수온, 유량, 

표면온도가 일정한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방냉량 평가를 위한 다섯 단

계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각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의 천장 복사 패널 방

냉량 평가 분석을 통해서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고 있지 않

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고 있

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물리적 구성과 열평형과 

정상상태 및 열성능 평가방법이다.

2.2.1. 물리적 구성

복사 패널시스템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실험체의 바닥 면적은 10.0 ∼ 

21.0 m2을 권장한다. 이 경우 가로세로비는 0.5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높이

는 2.7 ∼ 3.0 m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실험체의 추천 치수는 

4.0(L) × 4.0(W) × 3.0(H) m3 이다. [그림 2.1]과 같이  실험체 입면에 더미

와 패널이 구성된다.

실험체 외부와 내부가 단열되어 내외부 간의 열류 흐름을 무시할 수 있도

록, 천장, 바닥, 벽 표면을 통한 열관류는 0.4 W/m2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림 2.2] (a)와 같이 실험체 외부 전체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수배관을 설치하거나 (b) 외부 (extermal room)을 온도 조절이 가능

한 강제 대류 발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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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험체 입면

a) Water controller boundary b) Room within room

[그림 2.2] 실험체의 구성

 더미는 대칭적으로 방의 긴 중심선을 따라서 두 줄로 위치되어 진다.  줄 

사이의 길이는 방 폭의 절반이 되어야한다.  열 더미의 중앙 사이의 길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 각 열 더미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식 (2.1)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b nr
I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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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 각 열 더미의 중심 사이의 거리

Ir : 방 길이

nr : 열에서 더미 수 

             

    벽에 가장 근접하게 배치되는 더미의 중심과 벽과의 거리는 더미 사이 

거리의 절반으로 한다. 더미의 배치는 [그림 2.3]에 지정되어 진다. 주의 

더미의 냉각 바닥의 경우에는 바닥에 직접 세우는게 적절하다. 더미는 [그

림 2.4]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2.3] 더미의 배치(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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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의 역할은 실내 발열에 대한 모사이다. 천장 복사 패널에 대한 연구 

개념도 [그림1.2]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내부발열체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방

냉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열량이 필요하다. 이 열량에 대

한 모사를 위한 수단이 더미이다. 상대적인 열량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

지 냉방부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부발열을 택한 이유는 모사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험 중에 더미는 패널의 방냉에 대해서 조절가능한 발열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절가능한 발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전구

를 활용한 더미의 표현이었다. [그림 2.4]와 같이 더미는 높이 1.1 m 에 

조절가능한 60 W 발열의 전구 3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4]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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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14240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물리적 구성에 대한 기준은 실험체 치

수나 더미 배치 등에 한정되어 있다. 물리적 구성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의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적인 실험체 구성에 한계가 있다.

  실험체의 구성에 있어서 다루고 있지 않는 열원 및 분배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 기존 문헌 및 다른 기준의 방식을 참고하였다. 실험체의 분배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주요하게 참고한 기준은 EN140372) 이다. 실험체 분배 시스

템 구성에 있어서 각 벽면 구획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배관을 배치하는 방식

을 적용하였다. 한면에 네 개의 분배 포인트가 위치할 수 있도록 [그림 

2.5]과 같은 방식을 차용하였다. 

To return To supply

To top wall 
(wall5)

To back wall 
(wall3)

To left wall 
(wall1)

To bottom 
wall (wall6)

To right wall 
(wall2)

To front wall 
(wall4)

[그림 2.5] 순환수식 시스템 실험체 사례 1

2) CEN, EN 14037 Ceiling mounted radiant panels supplied with water at 

temperature below 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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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순환수식 시스템 실험체 사례 2

실험체의 물리적 구성을 위해서 Nestor Fonseca Díaz[3] 의 분배시스템의 

배관 구성부분도 참고하였다.3) 한면을 네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배관의 

분배를 설정한 구성을 차용하여서 본 실험체 구성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분배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의 3장 2절의 부분별 

구성에 자세히 명시하였다. 

3) N. Fonseca Diaz. Experimental study of hydronic panels system and its 

environment.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52 (2011) 77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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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열원 및 분배 시스템

2.2.2. 열평형과 정상상태

EN 14240에서는 실험체의 열평형과 정상상태 구현에 대해서 단순히 경계

조건만을 명시하였다. EN 14240에서 제시한 정상 상태 만족 조건으로는 흑

구온도와 표면온도 그리고 평균 수온 및 냉수 유량이 있으며, 그 값을 <표 

2.1>에 명시하였다. 흑구온도는 평균 온도 대비 편차가 0.05 ℃이내를 유지

해야 되고, 표면온도도 평균 온도 대비 0.5 ℃이내를 유지해야 된다. 평균수

온도 평균온도 대비 0.05℃ 이내를 유지해야 된다. 냉수 유량은 평균 유량 대

비 1 %의 편차 범위내를 유지해야 된다. EN 14240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단

순하게 실의 정상상태 조건 범위 값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

현하는 제어 방법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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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편차 또는 기준

흑구 온도 0.05 ℃ 이내

표면 온도 0.5 ℃ 이내

평균 수온 0.05 ℃ 이내

냉수 유량 1 % 이내

<표 2.2> EN 14240의 정상 상태 기준

EN 14240에서 제시한 조건은 열평형 부분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과 

열적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험체 내부에는 전기 가열 발열체(더미)를 설치

한다. 더미 한 개의 발열량은 180 watt로써, 단위 면적 당 200 watt의 부하

를 담당할 수 있다.

각 측정 항목의 변동 폭이 최소 60분 간 유지될 경우 이를 정상 상태로 간

주하고, 측정을 시작한다. 또한 정상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식 (2.2)에 의해 실험체의 열적 평형을 계산한다.

      PB  P S  P ≤ P (2.2)

여기서,

P : 공급수-환수 온도차, 유량으로 계산한 총 방냉량 [W]

P B : 실험체 내외부 간에 전달된 열류 [W]

P S : 더미의 총 방열량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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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4240에 명시되어 있는 열평형과 정상상태의 경계조건 만으로는 실험

체를 구성하고 수행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실제 실험 수행에 있어서 수조의 

공급수온도의 초기값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정상상태 조건 만족을 위한 제

어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EN 14240에서 다루고 있

지 않는 열평형과 정상상태 조건 구현을 위한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제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Andrew Jarvis[5]4)의 피드백 제어를 통

한 표면온도 제어 방법론의 부분을 참고하였다. 실험체의 표면온도, 실온, 수

온, 유량의 제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제어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기 연구의 

피드백제어를 주로 참고하였다. [그림 2.8]은 위 연구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 

사례를 나타낸다.

[그림 2.8] 피드백 제어 시스템 사례

4) Andrew Jarvis, David Leedal, C. James Taylor, Peter Young, Stablizing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 A feedback control perspective, 

Environmental modeling and software 24(2009) 66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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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열성능 평가 방법

EN 14240에서 나와 있는 열성능 평가 방법은 성능 곡선 도출에 국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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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의 차 에 대하여 측정하며, 다음 식(2.3)에 의해서 복사 패널시스템의 

방냉량을 계산할 수 있다. 

      P  cp· qm ·w  w  (2.3)

여기서, 

 : 복사 패널시스템의 총 방냉량 [W]

 : 공급 냉수의 비열 [KJ/kgK]

 : 공급 냉수의 유량 [Kg/h]

 : 공급 냉수의 입수 온도 [K]

 : 공급 냉수의 출수 온도 [K]

단위 면적 당 방냉량은 식(2.4)에 의해 계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2.1 

절의 EN 14037 방열량 평가와 마찬가지로 다음 식(2.4)와 같이 복사 패널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P a  Aa
P
 k·n  (2.4)

여기서,

EN 14240에 제시되어 있는 천장 복사 패널의 열성능 평가 방법의 부분

은 패널의 방냉량을 구하는 수식에 의한 성능 곡선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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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 [W/m2]

P : 패널의 총 방냉량 [W]

Aa : 패널의 Active 면적 [W]

k : 상수[-]

∆ : 실온과 입수온도와 출수온도 평균의 차[℃]

n : 지수[-]

있다. 이 내용만으로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실

험 구현 방법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험 평가시의 열성능 평가 구현을 위해서 Nestor Fonseca의 복사 패널 

성능 평가 결과 과정을 참고하였다.5)

[그림 2.9] 성능 곡선 도출 사례

2.3 소결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한 후에 EN 14240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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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nat surfac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egiration 34 (2011) 68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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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EN 14240 기준을 통해서 다루는 영역과 다루지 않는 영역

으로 크게 세분화 하였다. 세부적으로 물리적 구성, 열평형과 정상상태, 열성능 평

가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구성에서는 분배시스템의 구성 정도에 대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장비 구성 및 열원 시스템 구성 부분은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서 도출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장에 제시하였다. 열평형과 

정상상태 부분은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행 연구에서도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 부분인 초기값 설

정 및 제어 방법론을 4장에서 제시하였다. 열성능 평가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는 성

능 곡선 도출에만 집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구현시의 방법을 중

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5장에 기술하였다. 구분된 각 방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정립해서 제시하였다. 특히, 4장의 내용은 실제 실험을 통해

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3,4,5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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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주제 EN 14240에 따른 천장 복사 패널 시스템의 열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체 구축 및 제어

1. 기준 분석 방냉량 평가 기준 EN 14240

2. System 구성 열원
분 배 ( 배

관)
방열

① 패널

② 벽

3. 구성 항목(Component) 분석

번호 매칭

펌프 유량 볼밸브

Cooling plate

3way valve

기존제어 방법과 EN 14240

① 온수조

⒜ 전기코일(Electric 

heater)

⒝ 보일러

② 냉수조

⒜ 냉각기(chiller)

③기타

⒜ 펌프

⒝ 볼밸브

① 버퍼탱크(Buffer tank)

② 열교환기(Heat Exchanger)

③ 팽창탱크(Expansion tank)

④ 기타

⒜ 펌프

⒝ 볼밸브

⒞ 구동기

⒟ 삼방밸브

① 천장패널

② 바닥패널

③ 벽패널

④ 천장

⑤ 바닥

⑥ 수직벽

⑦ Cooling plate

제 3 장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를 위한 실험체 구축

3.1 개요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를 위한 실험체 구축을 위해서는 크게 방냉 부

분, 열원 부분, 분배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열원에서 생성된 온수

와 냉수는 분배시스템을 통해서 벽과 패널로 각각 보내지게 된다. 이 각 과정

에 필요한 장비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본 3장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3.1] 열원 및 분배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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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 방법(Control)

※ 실험에 적용된 제어방법

(기존 문헌에 제시된 제어 방법)

① 수온제어

⒜ 전기코일을 활용한 제어

(PI제어)

수조의 설정실온을 맞추기 

위해서 입력된 PI 계수값에 의

해서 전기코일의 동작을 통해

서 설정온도를 맞추는 과정

⒝ 보일러를 활용한 제어

(온-오프 동작)

보일러의 설정온도에 도달

하면 열원 시스템의 동작이 꺼

지는 형태의 피드백 제어를 수

행

⒞ 냉각기를 활용한 제어

(온-오프 동작)

설정 냉수 온도에 도달하면 

냉각기의 전원 시스템이 꺼지

는 형태의 피드백 제어를 수행

② 유량제어

⒜ 볼밸브 수동조작(다위치 

동작)

개도가 조절가능한 특정 각

도마다 유량을 산출한 후 원하

는 유량을 보내는 조작

① 수온제어

없음

② 유량제어

⒜ 표면온도를 활용한 구동기 

제어(변유량제어, PI제어)

표면온도를 측정해서 1차측 

또는 2차측에 설치된 구동기의 동작

을 제어하는 형태

⒝ 볼밸브 수동조작(다위치 동

작)

개도가 조절가능한 특정 각도마

다 유량을 산출한 후 원하는 유량을 

보내는 조작

① 수온제어

⒜ 수조 공급수온도 제어(PI제어)

② 유량제어

⒜ 표면온도를 측정해서 1차측 밸브개

도 조정(PI제어)

⒝ 표면온도를 측정해서 2차측 밸브개

도 조정(PI제어)

⒞ 볼밸브 수동조작(다위치 동작)

*******5. System(Test cell)에 적용된 

제어 방법

PI계수값, Valve Authority, Thermal 

Resistance

① ⒜ 

② ⒜

② ⒜

② ⒝

② ⒜

② ⒞

6. EN 14240에 근거한 방냉량 평가 

7. 구성된 System으로 방냉량 평가시

의 한계점

8. 한계점 보완을 위한 추가 Test

⒜ Simulation

⒝ 소규모 실험실 구축을 통한 

상부 열량 평가

추가로 진행될 연구 사항

*9. Test cell System 제어 방법을 확

장하여 실제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제

어 방법 및 시스템 구성 방법 구축

예를 들어, Test cell의 

제어는 실온을 특정 범위

(22℃~27℃)로 맞추기 위

한 피드백 제어(PI제어)에 

해당하고, 실제 건물은 

실내의 보편적 쾌적온도

(26℃)를 맞추기 위한 

On-Off control에 해당한

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연계시켜서 Test cell 

System에 적용된 제어를 

건물제어로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2] 열원 및 분배 시스템 각 요소 장비 정립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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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복사 패널 실험 평가를 위한 각 구성 장비와 사용된 제어 동작에 대해

서 <표 3.1>에 정리하였다. 각 장비가 목표로 하는 제어 목표와 그에 따른 제

어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제어 동장을 통해서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장비 제어목표 제어전략(제어계획) 제어동작 기타

수조 수온제어 수온
On-Off

control action

버퍼탱크 수온제어 유량
Multi position

action
3방밸브

열교환기 수온제어 수온 P control
1차측 밸브

개도 조정

천장 복사

패널
유량제어 유량 P control

2차측 밸브

개도 조정

3방밸브 유량제어 유량
On-Off

control action

분배기 - - -

펌프 유량제어 유량
On-Off

control action

<표 3.1> 천장 복사 패널 실험 구성 장비

3.2 부분별 구성

3.2.1. 열원 시스템

열원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패널과 벽면으

로 일정한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패널과 벽

면으로 일정한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의 구성에 대한 개념을 기본 틀로 

해서 크게 온수조를 통한 온수 공급과 냉수조를 통한 냉수 공급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한 과정은 필요한 공급수온도의 범위다.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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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0에 제시되어 있는 천장 복사 패널 실험체의 흑구 온도 범위는 22 ~ 27 

℃이다. 실의 흑구온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열원시스템에서 15 ~ 20 

℃ 범위의 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하다. 패널에는 15 ~ 20 ℃ 범

위의 냉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온도의 공급이 가능한 냉수조의 구성이 

필요하다. 동일하게 벽에는 22 ~ 27 ℃ 범위의 온수 공급이 가능한 온수조의 

구성이 필요하다. 냉수조와 온수조의 구성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몇가지 대안

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해당 대안들의 제어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된 내용을 바탕으로  열원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열원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실시한 사항은 벽과 패널로 가는 

온수와 냉수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방냉량 측정 뿐만 아니라 방냉

량 측정을 고려한 열원 시스템 구성을 고안하였다.

3.2.2. 분배 시스템

분배시스템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설치 면적이다. 

제한된 설치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시스템 선정에 신중을 기하

였다. 열원 시스템의 냉수조와 온수조에서 만들어진 공급수를 안전하고 효과

적으로 분배히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열교환기 였다. 냉방 실험의 경

우 냉수조의 공급수는 천장 복사 패널로 공급되고, 온수조의 공급수는 벽체로 

공급된다. 특히, 온수조가 공급되는 벽체의 경우에는 각 벽체를 일정한 온도

로 제어하기 위해서 벽면마다 공급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이 필요를 만

족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대안은 크게 두가지 였다.

첫째, 각 벽면마다 개별적인 온수조를 설치해서 온수조의 공급수를 보내는 

방안이었다. 이 대안은 다섯 벽의 벽에 해당하는 온수조를 개별적으로 설치해

야 되므로 공간 상의 제약이라는 한계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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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벽면마다 개별적인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온수조의 공급수를 보내

는 방안이었다. 이 대안은 다섯 벽의 벽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급수하는 방안으로 수조보다 공간을 차지하는 범위가 훨씬 작았다.

단위 수조 열교환기

사이즈 L × W × H (mm) 800 × 800 × 900 306 ×106 × 178

<표 3.2> 수조와 열교환기 사이즈 비교

3.2.3. 방열 시스템

방열시스템의 구성은 EN 14240에서 언급한 실험체 수치 등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방열시스템의 구성은 박스형태의 실험체 구성을 하고, 실험체 내

에 패널을 설치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험체의 사이즈는 EN 14240의 추

천 기준은 4 × 4 × 3 m를 준수하였다. 각 벽체에는 모세유관을 삽입하였다. 

모세유관은 저항을 고려하여서 한 벽에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추

가적으로 천장 복사 패널 뿐만아니라 바닥 복사 패널도 실험이 가능하도록 실

험체를 구축하였다. 

[그림 3.3] 방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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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의 물리적 구성을 크게 세 부분 열원, 분배, 발

열 시스템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EN 14240에서 주로 언급

된 방열 시스템의 박스형태 실험체 구축 방법을 보충할 수 있었다. 열원 및 

분배 시스템 부분은 기준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으므로, 새롭게 개념을 정리하

고 장비 구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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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천장 복사 패널 방냉량 평가를 위한 제어

4.1 개요

방냉량 평가 기준 EN 14240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제어를 수행하기 위

한 극히 제한적인 경계조건만을 다루고 있다. 제시된 실온, 유량, 표면온도, 

수온 등의 경계조건 만으로 정상상태조건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 EN 14240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수치의 범위나 최대 또는 최소 값 정

도로써, 초기 값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각 요소의 제어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실온의 경우, 22 ~ 27 ℃ 범위를 어떻게 

유지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없다. 표면온도는 실온과 1 ℃내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내 표면온도 각 지점의 온도 편차를 어떻게 0.5 ℃내로 유지시킬 것

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모듈

단위의 표면온도 편차를 일정하게 맞추었는지에 대한 방법과 일정하게 맞춘 

모듈을 다시 벽단위로 해서 어떻게 해서 6면의 온도편차를 0.5 ℃ 이내로 맞

추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우선 모듈단위의 제어와 벽단위의 제어로 크게 구분을 하였다. 모듈단위의 

제어는 각 모듈에 설치되어 있는 볼밸브의 개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표면온 

도 제어를 하였다. 제어되는 유량은 일정한 각도에 대한 공급유량을 산출해서 

볼밸브의 각도를 0 ℃에서 90 ℃로 변화시켜서 산정하였다. 벽단위의 제어는 

크게 공급수온도 제어와 유량 제어로 구분하였다. 모듈단위의 제어가 일정하

게 다 이루어진 후에 벽단위의 공급수온도와 유량제어를 실시하였다.

공급수온도 제어는 요구되는 벽표면온도에 대한 초기 공급수온도를 설정한 

후에, 편차가 발생시에 벽수조의 공급수온을 조절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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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온도에 대한 표면온도의 변화치를 도출해서, 조절해야 되는 공급수온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량제어는 공급수온도 제어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표면온도에 대한 초기 

설정 공급수온도를 산정한 후에, 발생하는 편차에 대해 유량을 통해서 제어하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유량제어는 요구되는 표면온도와 측정온도와의 차이

에 해당하는 량만큼을 구동기를 통한 비례제어를 실시하였다. 

[그림 4.1] 모듈, 벽 표면온도 제어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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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험체)중앙에서 벽수조까지의 주요 구성 요소

장비
제어

방법론

제어 방법

평가기준
실

중앙
벽표면 벽체 볼밸브 구동기(2차) 열교환기 구동기(1차) 벽수조

2차측(열교환기 기준으로 벽수조쪽)
1차측(열교환기 기준으로

실험체쪽)

모듈 √ 볼밸브

모듈

표면온도

기준점*

설정에

따른

방법론

22 ℃ < R.T* <

27 ℃

실온과 표면온도

1℃차 이내 유지

<표 4.1> 실험체 제어 구성 (뒤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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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

천

장

·

바

닥

공

급

수

온

도

√
수조,

펌프

일정 수온

유지 필요

유

량
√

펌프,

구동기

(1차,

2차)

1차측

구동기를

활용,

2차측

구동기를

활용,

1,2차측

구동기를

활용

정유량 유지 필요

<표 4.1> 실험체 제어 구성 (앞페이지에서 계속)



- 29 -

4.2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냉량 평가 기준 EN 14240에 제시되어 있는 표면온도 기준은 실내 어떠

한 표면온도도 지점간의 편차가 0.5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기

준에서는 단순히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 편차를 어떻게 해서 맞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모듈 단위의 표면온도 제어를 위

해서 구성한 방법은 특정한 기준점을 설정한 후에 이 기준점에 각 모듈이 어

떻게 해서 표면온도를 도달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한벽은 크게 네 개의 모듈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각 모듈에는 모세유관

이 삽입되어 있어서 표면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4.2]는 수

직벽의 면적에 대한 모듈구성이고, [그림 4.3]은 천장 및 바닥 면적에 대한 

모듈 구성이다.

[그림 4.2] 수직벽의 모듈 

구성

[그림 4.3] 천장, 바닥 

모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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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준점 설정에 대한 5가지의 선택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

준점에 대한 5가지 방법론은 실온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경우, 모듈 한 개의 

표면온도를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경우, 모듈 평균 표면온도를 기준점으로 설

정하는 경우, 모듈 최저 온도를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경우, 모듈 최고 표면온

도를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각 기준점 설정 방법에 대한 장·

단점과 구현 방법론은 아래에 서술하였다.

먼저 실온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경우의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이 있다. 

[그림 4.4] 실온 기준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

실온을 기준점으로 모듈 표면온도 제어를 하게 되면, 정상상태의 요구조건

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된다. 정상상태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온과 표

면온도의 편차가 1 ℃내로 유지하라고 명시한 조건을 봤을 때, 실온을 기준점

으로 설정하게 되면, 정상상태의 두가지 조건, 실온과 표면온도를 동시에 목

표로 하는 값에 도달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설정 실온의 변화에 연

동해서 요구되는 모듈별 표면온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더

불어 실온이 일정하게 제어가 된 상태가 되어야 모듈단위 표면온도 제어가 이

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실온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각 모듈의 표면온도를 상승

시키거나 하락시키면서 실온 단위의 표면온도 제어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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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표로 하는 실온 값을 22 ~ 27 ℃ 범위로 설정한다. 설정 실온의 제

어를 통해서 실온 값이 22 ~ 27 ℃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실온이 22 

~ 27 ℃ 내의 특정 목표 설정 값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한다. 정상상태의 요구

조건인, 실온 측정값의 표준 편차가 60 분 동안 0.05 ℃내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네 모듈의 표면온도를 실온에 맞추도록 각 유량을 조절한다. 유량

의 조절은 볼밸브의 개도당 유량 변화에 대한 표면온도 변화량의 산출 값을 

근거로 조절하였다. 이 근거 값의 산출을 위해서 볼밸브의 개도에 따른 유량

과 표면온도 변화량의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별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단

일 밸브 개도의 각도 범위에 따라서 그때의 유량과 표면온도를 산출하였다. 

밸브개도가 15°씩 변화할 때, 해당되는 유량과 표면온도는 아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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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계산값과 실험값 비교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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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개도의 조절

각도 범위
밸브 개도 유량[g/s] 표면온도[℃]

90° 0.00 0.00 23.95

75° 0.17 0.92 24.48

60° 0.34 0.96 25.55

45° 0.51 0.98 26.07

30° 0.68 1.02 27.14

15° 0.85 1.06 28.21

0° 1.00 1.08 28.74

<표 4.2> 밸브 개도와 유량 및 표면온도의 관계

목표 실온과 각 모듈의 표면온도의 차이만큼을 유량으로 변환해서 개도 조

정에 반영해 주었다. 위 <표 4.2>의 계산 결과에 따라서 표면온도 0.8℃의 변

화를 주려면 밸브 1 stroke(15℃)의 변화가 필요함을 얻었다. 이 결과를 통해

서 목표 실온과 각 모듈의 표면온도 차이만큼을 유량조절에 반영해서 표면온

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한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모듈 표면온도를 제어

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한 모듈 기준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

한 모듈 표면온도를 설정한 후에 나머지 세 개의 모듈 표면온도를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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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모듈 중에 한 개를 설정해서 표면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적은 편

차로도 모듈 단위의 표면온도 제어가 가능하다. 벽단위에 설치된 배관은 리버

스 리턴 방식이기 때문에 각 모듈단위의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길이의 배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해도 조절가능 범

위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한 모듈단위의 표면온도를 조

절할 시에 나머지 세 개의 모듈 표면온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적용하였던 방법은 모듈 평균 표면온도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모듈 단위의 표면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래 [그림 4.7]과 같

이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7] 모듈 평균 표면온도 기준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

한 벽면에 구성된 네 개의 모듈 표면온도의 평균값을 산정해서 기준점으로 

설정한 후에 각 모듈에서 측정된 표면온도를 기준점에 맞추는 방법이다. 모듈 

평균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제어를 했을 때의 장점은 가장 적은 표면

온도 편차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다른 세 모듈의 온도

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순서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네 모듈의 측정한 평균 표면온도를 산정한다. 산정한 평균 표면온도에 

다른 세 모듈의 표면온도가 맞게 유량을 조절하였다. 유량 조절의 근거는 모



- 35 -

듈 평균 표면온도와 각 모듈 표면온도의 차이만큼을 유량으로 변환해서 개도 

조정에 반영해 주었다. 위 <표 4.2>의 계산 결과에 따라서 표면온도 0.8℃의 

변화를 주려면 밸브 1 stroke(15℃)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평

균 모듈 표면온도와 각 모듈의 표면온도 차이만큼을 유량조절에 반영해서 표

면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적용한 방법은 최저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듈 표면

온도를 제어한 방법이다. 최저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듈 표면온

도를 제어했을 때의 장점은 한 모듈 표면온도 제어시에 다른 모듈 온도가 흔

들릴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단점은 최저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했으므로 조절해야되는 표면온도의 폭이 크다는 부분이다.

 

[그림 4.8] 모듈 평균 표면온도 기준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

다음으로 적용한 방법은 최고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듈 표면

온도를 제어한 방법이다. 최고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듈 표면온

도를 제어했을 때의 장점은 한 모듈 표면온도 제어시에 다른 모듈 온도가 흔

들릴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단점은 최고 모듈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했으므로 조절해야 되는 표면온도의 폭이 크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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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모듈 평균 표면온도 기준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

위의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은 모듈의 평균 표면온

도를 기준으로 표면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모

듈 평균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제어를 했을 때, 가장 적은 표면온도 

편차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표 4.3>에 모듈 표면온도 제어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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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실온 모듈 한 개의 표면온도

네 모듈의 평균

표면온도

네 모듈 중 가장 낮은

표면온도

네 모듈 중 가장 높은

표면온도특징

장점
정상상태 요구 조건에

부합

적은 표면온도 편차로

제어 가능

가장 적은 표면온도

편차로 제어 가능

한 모듈 표면온도 제어

시에 다른 모듈 온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음

한 모듈 표면온도 제어

시에 다른 모듈 온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음

단점
실온의 제어가

선행되어야 함

다른 세 모듈의 온도가

흔들릴 수 있음

다른 세 모듈의 온도가

흔들릴 수 있음

조절해야 되는

표면온도의 폭이 넓음

조절해야 되는

표면온도의 폭이 넓음

제어

방법

실온과 각 모듈별

표면온도 편차만큼

볼밸브 유량 조절

모듈 한 개의

표면온도와 각 모듈별

표면온도 편차만큼

볼밸브 유량 조절

모듈 평균 표면온도와

각 모듈별 표면온도

편차만큼 볼밸브 유량

조절

가장 낮은 모듈

표면온도와 각 모듈별

표면온도 편차만큼

볼밸브 유량 조절

가장 높은 모듈

표면온도와 각 모듈별

표면온도 편차만큼

볼밸브 유량 조절

개념도

<표 4.3> 모듈 전후단 볼밸브 조절을 통한 유량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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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모듈 평균 표면온도 제어 방법론을 실제 실험에 적용하였다. 

[그림 4.10] 모듈 구성

기준 내용

측정값 각 모듈 (Mod 1∼4)의 표면온도[℃]

판단 기준 네 모듈의 표면 온도의 편차

제어값 각 모듈의 supply valve

제어 방법 모듈의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2-way 밸브 유량 (개도) 제어

<표 4.4> 모듈 제어 구성

module 1의 표면온도와 유량 및 실온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열평형 방정식

을 통해서 식(4.1)과 식(4.2)와 같이 Tm od과 mm od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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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od Kmod·Amod

mmod·cp·ToutTi n 
Troom                        (4.1)

                                                            

            Cp· ToutT i n 
Km od·Am od·Tr oom Tm od 

                    (4.2)

이를 바탕으로 표면온도와 유량간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고, 유량 을 제

외한 나머지 고정 값을 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식(4.3), 식 (4.4)을 얻을 

수 있다.

         Tm od  k· mm od n                                         (4.3)

         (단, kKm od·Am od
cp·Tout Ti n Tr oom ·Km od·Am od

)

          Tm odn  k·VS· mr e f                                    (4.4)

여기서,

VS :  밸브 개도(Valve Stroke)

mr e f :  유량

유량과 표면온도는 정비례관계에 있으므로 다음의 식(4.5)와 식(4.6)이 성립

된다.

         m∝Tm od n                                                (4.5)

        mm od n  VS· mr e f                                         (4.6)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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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e f : 실온이 26℃일 때의 기준 유량

다시 밸브 개도의 관계식으로 정리하면 식(4.7)을 도출할 수 있다.

        VSk· mr e f
Tm odn

                                            (4.7)

실험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계산된 모듈 단위의 유량 값을 산출한 후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계산값과 실험값의 비교를 위해서 모듈

단위의 필요 유량을 계산해 보았다. 

계산과정에 있어서 고려한 부분은, 모듈 한 개에 대한 열량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선형열관류율을 통한 모듈 한 개의 열량과 입수온도와 출수온

도에 의한 공급 열량 비교를 통해서 유량을 산출하였다. 다음의 식(4.8)은 

선형열관류율 계산에 의한 전도에 의한 열량을 나타낸다.

          q L
kA
Tsur faceTcaillarytube                                  (4.8)

여기서,

q : 선형열관류율 계산에 의한 전도에 의한 열량 [W]

k : 열전도율 [W/m·K]

A : 모듈 1개의 면적 [m2]

L : 표면과 모세유관 사이의 거리 [m]

Tsur face : 표면온도 [℃]

Tcallarytube : 모세유관온도 [℃]

다음의 식(4.9)는 모듈 한 개에 공급된 열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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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mcpToutTi n                                                   (4.9)

여기서,

Q : 모듈 한 개에 공급된 열량 [W]

m : 모듈 한 개에 공급된 유량 [kg/s]

cp : 해당 열매의 비열 [kJ/kg·K]

Tout : 출수온도 [℃]

Tin : 입수온도 [℃]

다음의 식 (4.10)은 위의 두식을 연립해서 유량 m에 관해서 정리한 것이

다.

           m LcpToutTi n 
KATsur faceTcaillarytube                                    (4.10)

요구 유량 m만큼 모듈단위의 벽 표면온도 제어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유량

을 밸브 개도 변화에 반영해서 표면온도 제어를 실시하였다. 표면온도 26 

℃ 일 때, 천장과 바닥 벽의 모듈단위에서의 공급수온도는 아래 <표 4.5>에 

정리하였다.

표면온도 [℃] 수조 공급수 온도 계산값 [℃] 수조 공급수 온도 실험값 [℃]

26

수직벽 25.8 수직벽 25.5

천장 25.8 천장 25.5

바닥 25.8 바닥 25.5

<표 4.5> 모듈단위 계산값과 실험값 [℃]

모듈단위의 열전도 해석을 위해 세단계의  loop Ⅰ,Ⅱ,Ⅲ의 방법을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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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듈단위에서 선형열전도율 값과 입수온도

와 출수온도에 따른 열량 값이 동일하도고 놓고, 그 때의 유량과 표면온도를 

산출하는 과정이 loop Ⅰ이다. 

       

[그림 4.11] 모듈 노드

  선형 열관류율에 의한 전도에 의한 열량 식(4.11)과 모듈 한 개에 공급된 

열량 식(4.12)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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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L
KA
Tsur faceTca illarytube                                 (4.11)

         Q  mcpToutTi n                                         (4.12)

여기서,

Q : 모듈 한 개에 공급된 열량 [W]

m : 모듈 한 개에 공급된 유량 [kg/s]

cp : 해당 열매의 비열 [kJ/kg·K]

Tout : 출수온도 [℃]

Tin : 입수온도 [℃]

입수온도와 출수온도를 가정하면 Tout은 26 ℃, Tin은 26.5 ℃로 계산되어

진다.

입력값을 계산하면, Tcapillarytube 값은 26.25 ℃, k 값은 0.045 W/m·K, A값은 

2.36 m2, L 값은 0.032 m 계산되어진다.

Tsur face, m계산값을 도출해야 한다. 표면온도 Tsur face는 모세유관에서 표면까

지 열관류를 통한 열량 식과 표면에서 실온까지의 열량식을 연립해서 풀었

다.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량 식(4.13)과 실 중심에서 실 표

면사이의 열량 식(4.14)를 통해서 표면온도 Tsur face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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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K・A・Tcapillary tubeTsur face                       (4.13)

여기서,

Qpart :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량 [W]
K : 열관류율 [W/m2℃]
A : 해당 벽체의 면적 [m2]
Tcapi llarytube : 해당 벽체의 모세유관 온도 [℃]
Tsur face : 해당 벽체의 표면온도 [℃]

 Qpart  h・A・Tsur faceTroom                             (4.14)

여기서,

Qpart :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열량 [W]
h : 실 표면의 대류열전달계수 [W/m2℃]
A : 해당 벽체의 면적 [m2]
Tsur face : 해당 벽체의 표면온도 [℃]
Troom : 실온 [℃]

위의 두식을 연립해서 풀면, Tsur face 값은 26.0006 ℃ 도출된다.

도출된 Tsur face 값을 바탕으로 식(4.13)와 식(4.14)을 통해서 m 을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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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유량 m = 0.000396 kg/s 도출되었다.

loop Ⅰ의 계산과정과 조건을 달리해서 loop Ⅱ의 과정을 산정하였다. loop 

Ⅰ 계산과정에 준해서, 표면온도를 가정하고 그때의 유량을 산출하였다. 표면

온도의 범위는 실온 범위 조건 22 ~ 27 ℃ 과의 온도차 1 ℃를 참고해서, 21 

~ 28 ℃ 로 정하였다.

loop Ⅰ의 계산과정에 준해서, 표면온도에 따른 유량을 각각 산출하였다.

표면온도를 가정하고 그때의 유량을 산출한 결과를 <표 4.6>에 나타내었

다.

표면온도 [℃] 공급수온도 [℃] 유량 [kg/s] 비고

21

26

0.00832

22 0.00673

23 0.00515

24 0.00357

25 0.00198

26 0.00039

27 0.00118

28 0.00277

<표 4.6> 표면온도에 따른 유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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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Ⅲ의 계산과정은 유량과 공급수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표면온도가 다

르다면, 그 원인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하였다. loop Ⅰ 계산

과정에 준해서, 유량에 일정한 경우에 표면온도가 다른 경우 그 원인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그림 4.12]는 모듈에서의 표면온도 차이 발생을 목표 표면온

도차이와 비교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12] 모듈에서의 표면온도 차이 발생

loop Ⅰ 계산과정에서, 표면온도 Tsur face는 모세유관에서 표면까지 열관류를 

통한 열량식과 표면에서 실온까지의 열량식을 연립의 식에서 표면온도가 다

른 원인을 발견하였다. 식 (4.15)와 식(4.16)의 연립을 통해서 구하였다.

Qpart K・A・Tcapillary tubeTsur face                       (4.15)

    Qpart  h・A・Tsur faceTroom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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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율 K, 모세유관 온도 Tcapi llarytube, 대류 열전달계수 h, 실온, Troom는 

모두 정해져 있는 값이지만, 모듈의 면적 A만 변동 가능한 값이다.

따라서 유량이 동일한 경우에 각 모듈별로 [그림 4.12]과 같이 온도 편차가 

발생한 다면, 이는 시공 상에 모듈의 면적 A가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4.3 벽면별 제어

벽면별 제어는 1단계부터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계산되어진다. 벽면별 제

어는 실부터 수조까지의 열전달 과정을 계산하여 수조의 초기 설정값을 찾는 

과정이다.

[그림 4. 13] 실에서 수조까지의 열전달 해석 단계

벽면별 제어는 1단계 실에서 실 내부 표면까지의 과정, 2단계 실 내부 표면

에서 모세유관까지의 과정, 3단계 모세유관에서 열교환기까지의 과정, 4단계 

열교환기에서 수조까지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별로 순차적인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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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해석을 통해서 벽 단위에서 원하는 표면온도에 대한 공급수온도를 추적하

였다. 

우선 1단계는 실내 중심에서 실 표면까지의 열전달 과정이다. 식(4.17)의 

계산을 통해서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열량을 구하였다.

  Qpart  h・A・Tsur faceTroom                             (4.17)

여기서,

Qpart :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열량 [W]
h : 실 표면의 대류열전달계수 [W/m2℃]
A : 해당 벽체의 면적 [m2]
Tsur face : 해당 벽체의 표면온도 [℃]
Troom : 실온 [℃]

<표 4.7>은 각 영역별 표면 열전달계수6) 값을 나타낸 것이다.

6) Jeffrey D. Spitler, Load Calculation Application Manual, Thermal Resistances of plane air 

space, p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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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방사율

무반사 반 사

ε = 0,90 ε = 0,20 ε = 0,05

h i R h i R h i R
정

적

공

기

수평 상향 9.26 0.11 5.17 0.19 4.32 0.23

45°경사 상향 9.09 0.11 5.00 0.20 4.15 0.24

수직 수평 8.29 0.12 4.20 0.24 0.35 0.30

45°경사 하향 7.50 0.13 3.41 0.29 2.56 0.39

수평 하향 6.13 0.16 2.10 0.48 1.25 0.80

동

적

공

기

ho R ho R ho R
겨울철 풍속(6.7 m/s) 34.0 0.030 - - - -

여름철 풍속(3.4 m/s) 22.7 0.044 - - - -

<표 4.7> 표면 열전달계수

h i, ho의 단위 : W/m2℃

R의 단위 : m2℃/W

Tsur face 는 실온과 1℃내로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최대 및 최소 범위는 

Tr oom  ℃  Tsu r face  Tr oom  ℃로 계산된다. Tsu r face의 최대 및 최소 값에 

따라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열량 Q①도 계산될 수 있다.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최대 열량은 아래 식(4.18)로 계산된다.

        Qpartmax  h・A・Tsur facemaxTroom                (4.18)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최소 열량은 아래 식(4.19)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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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artmin  h・A・Tsur faceminTroom                 (4.19)

2단계는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까지의 과정의 해석이다. 이 과정은 식

(4.20)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량에 관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Qpart K・A・Tcapillary tubeTsur face                       (4.20)

여기서,

Qpart :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량 [W]
K : 열관류율 [W/m2℃]
A : 해당 벽체의 면적 [m2]
Tcapi llarytube : 해당 벽체의 모세유관 온도 [℃]
Tsur face : 해당 벽체의 표면온도 [℃]

다음의 <표 4.8>과 [그림 4.14]를 통해서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

의 열전도 과정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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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석고

패널

석고

패널
합판

스티로

폼타입

단열재

샌드

위치

패널

샌드

위치

패널

재료1 재료2 재료3 재료4 재료5 재료6

두께 m 0.01 0.01 0.012 0.03 0.1 0.1

열전도율 kcal/mh℃ 0.019 0.019 0.014 0.023 0.023 0.023

열저항 kca/m2h℃ 0.53 0.53 0.86 1.30 4.35 4.35

열관류율 m2h℃/kcal 1.9 1.9 1.17 0.77 0.23 0.23

<표 4.8> 벽체 구성 재료별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류율 해석

[그림 4.14] 벽체 재료별 구성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열량과 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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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량은 같다. 따라서 다음 식(4.21)이 성립한다.

        Qpart = Qpart                                         (4.21)

3단계는 모세유관에서 열교환기까지의 단계 해석이다. 열교환기의 열효율

은 다음 식(4.22)로 구할 수 있다.

 Qprimary
Qsecondary

                                            (4.22)

여기서,

 : 열교환기의 열효율 [-]
Qsecondary : 2차측에서의 열량 [W]
Qprimary : 1차측에서의 열량 [W]

열교환기의 열효율 계산은 제시된 <표 4.9>의 계산 결과표를 바탕으로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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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1 Side2 단위

열매 물 물

유량 2.77 2.25 kg/s

입수온도 21.00 20.00 ℃

출수온도 20.80 20.25 ℃

압력 강하 67.95 43.78 kPa

허용 압력 강하 70.00 70.00 kPa

접촉 저항 0 0 m2℃/W

흑구온도 20.90 20.10 ℃

밀도 997.19 997.41 kg/m3

비열 4.19 4.19 kJ/kg℃

열전달율 0.60 0.60 w/m℃

점성률 0.98 1.00

<표 4.9> 열교환기 열효율 계산 결과표

도출된 열교환기의 열효율은 0.983으로 계산되었다. 이 계산 결과를 바탕

으로 식(4.23)이 성립된다.

  Qpart Qpart·                                       (4.23)

여기서,

Qpart : 모세유관에서 열교환기 사이의 열량 [W]
Qpart :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량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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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열교환기에서 수조 사이의 열량이다. 식(4.24)를 통해서 열교환기

에서 수조 사이의 열량의 열전도 해석을 진행하였다. 

       Qpart  m·cp·TreturnTsupply                               (4.24)

여기서,

Qpart : 열교환기에서 수조 사이의 열량 [W]
m : 유량 [kg/s]
cp : 비열 [kJ/kg℃]
Treturn : 해당 유체의 환수온도 [℃]
Tsupply : 해당 유체의 공급수온도 [℃]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식(4.24)가 성립된다.

         Qpart = Qpart                                        (4.24)

실 중심에서 실 표면사이의 열량과 실 내부 표면에서  모세유관 사이의 열

량은 같다. 패널로 가는 공급수온도와 환수온도의 차 ∆T를 가정하면, 해

당 유체의 공급수온도 Tsupply 가 산출된다.

열교환기에서 수조 사이의 열량 Qpart는 1차측 구동기의 밸브 개도를 절반

만 연 상태이다(m=50%). 설정 표면온도와 측정된 표면온도 값에 차이가 있

을 경우에 구동기의 밸브 개도를 조정해서 유량 m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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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공급수온도에 대한 초기 설정값을 도출하면,

실온이 26 ℃일 때, Tsu r face 는 실온과 1℃내로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최대 

및 최소 범위는 Tr oom  ℃  Tsu r face  Tr oom  ℃로 계산된다.

최대 범위를 근거로 표면온도 27℃를 적용하였다. 나머지 인자들을 적용해

서 part1의 열량식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다. part1 계산에 대입된 실 표면의 

대류열전달계수 값은 8.29 W/m2℃, 수직벽의 면적은 2.3 m × 4 m 이다.

이를 통해서 도출한 part1의 열량은 76.27 W 이다.

part1과 part2의 값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다고 설정하면, 해

당 벽체의 모세유관온도가 산출된다. <표 4.8>의해서 도출된 해당 벽체의 열

관류율은 0.20 W/m2℃ 이다. 수직벽의 면적 9.2 m2과 표면온도 27 ℃를 적

용해서 도출한 모세유관 온도는 9.04 ℃이다.

part3를 해당 열교환기의 효율에 의해서 part2 열량의 98.3 % 로 계산된

다. 계산된 part3의 열량은 74.97 W이다.

part4의 열량식을 통해서 적용된 정유량 0.153 kg/s, 비열 4.187 kJ/kg℃, 

part3의 열량을 적용하면, 유체의 공급수온도와 환수온도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공급수온도와 환수온도의 차이는 0.12 ℃이다. 

설정 실온 26 ℃을 근거로 해서 공급수온도를 26℃로 설정하면, 계산된 공

급수온도와 환수온도의 차이 0.12℃를 더하면 26.12 ℃가 된다.

따라서, 실온 기준 26 ℃일 때, 벽수조의 공급수온도는 26 ℃로 초기 설정

값을 지정해 주어야 벽면 표면온도제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설정한 실온

과 요구되는 표면온도의 차이가 특정범위 이상 벌어졌을 때, 1차측에 설치한 

구동기를 통해서 표면온도제어가 필요하다. 랩뷰를 통해서 제어 로직을 구성

하였고, 설정실온과 표면온도의 편차는 0.1 ℃로 구성하였다. [그림 4.15]은 

설치된 랩뷰를 나타내고, [그림 4.16] 구동기 제어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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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랩뷰, DAQ 장비

다.

[그림 4.16] 구동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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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의 구동기 제어 그래프의 해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설정실온 20 ℃와 측정된 표면온도 20.10 ℃이면 밸브개도가 100 % 

열리는 상태가 되고, 측정된 표면온도가 19.90 ℃가 되면 밸브개도가 0 % 닫

힌 상태가 된다. 편차가 없을 때 밸브개도는 50 % 열린 상태가 된다. [그림 

4.17]은 랩뷰의 구동기 1차측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4.17] 랩뷰 구동기 1차측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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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벽 구성

벽체 열전도 해석을 바탕으로 벽해석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그림 4.18]은 벽 구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벽 제어에 대한 구성은 <표 4.10>과 같다. 

기준 내용

측정값 1차 측 유량[kg/s]

판단 기준 1차 측과 2차 측의 공급 열량

제어값 1차 측의 공급 유량

제어 방법 1차 측의 유량을 조절해서 2차 측의 공급수 온도 조절

<표 4.10> 벽 제어 구성

회로의 2차 측에서 한 벽으로 공급되는 열량을 표현하면 식(4.25)와 같다.

        qn sec  mn s· cp·tou tn s  ti n n s                         (4.25)

회로의 1차 측에서 한 벽으로 공급되는 열량을 표현하면 식(4.26)과 같다.

        qn pr im ary  mn p· cp·tou tn p ti n n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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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측과 2차 측의 열량은 같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식 (4.27)과 식(4.28)이 

도출된다.

        qn sec                                          (4.27)

        mn s· cp·toutn s  ti n n s   mn p· cp·toutn p ti n n p        (4.28)

벽과 실온의 온도관계에 따른 1차측 유량 조절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Twall  Tr oom  인 경우 밸브 개도를 닫아서 2차측의 공급수 온도를 낮춘

다.

         tin n s  tou tn s  tou tn p tin n pmn s

mn p
                       (4.29)

유량의 변화폭은  식(4.30)과 같다.

         mn s cp·toutn s  ti n n s 
mn p· cp·tou tn p ti n n p

                        (4.30)

Twall  Tr oom 인 경우에는 밸브 개도를 열어서 2차 측의 공급수 온도를 높인

다.

         tin n s  tou tn s  tou tn p tin n pmn s

mn p
                       (4.31)

유량의 변화폭은 다음식 (4.32)와 같다.

        mn s cp·tou tn s  ti n n s 
mn p· cp·tou tn p ti n n 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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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ll과 Tr oom 의 온도가 같을때 밸브 개도를 유지한다.

모듈 단위에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벽 단위에서의 해석을 동일하게 아래의 

식에 의해서 실시하였다. 식(4.33)과 식(4.34)의 연립을 해서 유량을 도출한

다. 

         q L
KA
Tsur faceTcap illarytube                                (4.33) 

여기서,

         Q  mcpToutTi n                                         (4.34)

여기서,

Q : 벽 한 개에 공급된 열량 [W]

m : 벽 한 개에 공급된 유량 [kg/s]

cp : 해당 열매의 비열 [kJ/kg·K]

Tout : 출수온도 [℃]

Tin : 입수온도 [℃]

도출된 유량의 관계식은 식(4.35)와 같다.

m LcpToutTi n 
KATsur faceTca illarytube                                          (4.35)

요구 유량 m만큼 벽단위의 표면온도 제어 실시하였다. 초기값 설정에서 지

정한 공급수온도에서 추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한 부분은 위 계산과정을 유량 

만큼을 1차측 구동기 비례제어에 반영하였다. 표면온도 26 ℃ 일 때,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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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닥 벽의 벽단위에서의 공급수온도는 아래 <표 4.11>에 정리하였다.

표면온도 [℃]
수조 공급수 온도

계산값
[℃]

수조 공급수 온도

실험값
[℃]

26

수직벽 25.8 수직벽 25.5

천장 25.8 천장 25.3

바닥 25.8 바닥 25.3

<표 4.11> 벽단위 계산값과 실험값

모듈과 벽의 실험값의 계산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대상

영역
실온 [℃] 표면 [℃] 모세유관 [℃] 입수온도 [℃] 출수온도 [℃]

모듈

1개
26.0 26.0 26.1 26.0 26.2

벽

1면
26.0 26.0 26.1 26.0 26.3

<표 4.12> 모듈과 벽의 실험값 비교

전체적으로 실험체 제어 방법에 따른 영역, 제어 목표, 제어 방법, 제어 장

비는 다음 <표 4.13>에 정리하였다. 벽의 구성은 [그림 4.19]에 나타냈고, 벽

면제어의 방법론은 <표 4.14>에 나타내었다. [그림 4.20]은 구동기 제어 알

고리즘이며, 본 평가에서 적용한 방법이다. [그림 4.21]은 1차측과 2차측의 

구분을 나타내었고, [그림 4.22]는 공급수온도 조절을 통한 온도제어를 도식

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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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체 제어 영역 제어 방법 제어목표 제어방법 제어장비 비고

1. 모듈 전후단의

볼배브 조절을

통한 유량제어

모듈 전후단 유량제어
모듈 설정

표면온도 달성

볼밸브 조절을 통한

유량제어
볼밸브 실온 기준 범위 :

22 ~ 27 ℃

모듈 및 벽

표면온도 기준 범위

: 21 ~ 28 ℃

실온과 벽의 온도차

: 1 ℃ 이내

2. 벽면의

구동기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 제어

벽면(수직벽, 천장,

바닥)

유량제어·

온도제어

벽 설정

표면온도 달성

구동기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

제어

열교환기

구동기(1차)

구동기(2차)

3. 벽면의

벽수조 온도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 제어

벽면(수직벽, 천장,

바닥)
온도제어

벽 설정

표면온도 달성

벽수조 온도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

제어

냉각기

수조내

전열 코일

<표 4.13> 실험체 제어방법에 따른 영역, 제어목표, 제어방법, 제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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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벽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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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구동기의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제어

2차측 구동기의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제어

1·2차측 구동기의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 온도제어

장점

2차측의 유량을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1차측의 유량조절을 통해

급격한 표면온도의 변화없이 제어가

가능함

2차측의 구동기 유량 조절을 통해서

단시간내에 제어가 가능함

1차측과 2차측의 유량을 동시에

제어하기 때문에 가장 최단시간내에

제어가 가능함

단점

1차측의 구동기를 통해서 조절된

유량이 열교환기의 영향을 거쳐 1차측

수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이 오래

거릴 수 있음

벽면과 직접 배관으로 연결된 2차측의

모세유관을 제어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음

1차측과 2차측의 유량을 동시에

제어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음

방법
벽의 측정 표면온도와 설정 표면온도

차이만큼 1차측 구동기 제어

벽의 측정 표면온도와 설정 표면온도

차이만큼 2차측 구동기 제어

벽의 측정 표면온도와 설정 표면온도

차이만큼 1,2차측 구동기 제어

개념도

<표 4.14> 구동기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 온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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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표면온도= Ttarget surface

측정 표면온도 = Tmeasure surface

Ttarget surface  = Tmeasure surface

목표 표면온도와 측정 표면온도의 대소관계 비교

Yes

No

Ttarget surface  > Tmeasure surface

No

1차측 밸브개도 증가(51~100%)

Yes

1차측 밸브개도 감소(1~49%)

Ttarget surface  = Tmeasure surface

Ttarget surface = x 

Tmeasure surface = 측정

1차측 밸브개도 50% 열린 상태 유지

60초 동안 정상상태 유지

[그림 4.20] 1차측 구동기의 유량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 제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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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1차측과 2차측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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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1차측 열원 벽수조 부분 공급수온도 조절을 통한 온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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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개념 정립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EN 14240을 

분석하였다. 열평형과 정상상태 조건에서는 다루고 있던 경계조건과 다루고 

있지 않았던 초기값 설정 및 제어방법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벽 단위와 모듈 단위의 제어 구성을 수립하였고, EN 14240에서 요구하는 열

평형과 정상상태 조건을 만족하였다.

(1) 모듈 단위 제어 구성에서는 한 모듈의 열전도 해석을 통해서 계산된 값

과 실험값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된 과정은 모듈 평균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설정 온도를 맞추는 제어 순서를 거쳤다. 모듈 표면온도 기준점 선

택의 방법에 있어서 편차가 가장 적은 모듈 평균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실시하였다. 각 모듈별로 유량 및 표면온도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밸브개도를 

조정하였다. 모듈제어를 위한 수조의 초기값 설정을 위해서 열전도 해석을 통

한 계산값과 실제 실험을 통한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열전도 해석은 모듈 단

위 선형 열전도값과 입수온도와 출수온도에 의한 열량 비교를 통해서 표면온

도와 유량을 수계산으로 도출하였다. 이 값을 실제 실험값과 비교해서 초기값 

계산과정을 검증하였다.

(2) 벽단위 해석은 4단계의 열전도 해석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실에서 벽표

면, 벽 표면에서 모세유관, 모세유관에서 열교환기, 열교환기에서 수조를 거

치는 과정을 통해서 벽단위 해석을 진행하였다. 모듈 단위의 해석과 마찬가지

로 실험값과 계산값 비교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 졌다. 벽단위의 제어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중에서 1차측 구동기의 유량 조절을 통한 공급수온도제어 밥

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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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

5.1 개요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에서 EN 14240에서는 단순하게 성능 곡선을 

도출하는 계산과정만을 언급하였다. 실제 실험평가에서 있을 다양한 변수들

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실험을 수항하기에는 분명한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천장 복사 패널의 평가에 있어서 실제 실험에

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구현 방법을 분석하였다. 우선 EN 14240에 제시된 평

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패널의 열성능을 수치화

하기 위한 과정이다.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방냉량 평가 부분은 성능 

곡선 도출에 집중되어 있다. 패널의 성능 곡선은 반복해서 3회이상 실험을 수

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다. 실온과 입수온도와 출수온도 평균의 차가 

다른 3번의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다. 실온과 입수온도와 출수온도 평

균의 차가 다른 각 세 지점에서의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 값을 도출해야 

된다. 도출된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 값이 지나는 세 점의 곡선을 연결해

서 거듭제곱 형태의 특성 방정식을 도출 할 수 있다. 

특히,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은 식(5.1)과 같이 패널의 총 방냉량을 패

널의 Active area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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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 [W]

P : 패널의 총 방냉량 [W]

Aa : 패널의 Active area [m2]

  P a  Aa
P

                                                ( 5.1)

여기서,

패널의 Active area는 배관의 방냉이 실제적으로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다. 

배관 피치의 절반의 범위만큼 전 배관을 따라서 좌우로 형성되면서 패널의 방

냉이 미친는 영향 범위를 나타내어 준다. 패널의 총방냉량에 패널의 Active 

area 면적 만큼 나눈 것이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이 된다. 

 

[그림 5.1] 패널의 Ac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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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서 고안된 패널의 도면은 [그림 5.2]에 명시하였고, 고안된 패

널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실제 천장 복사 패널은 [그림 5.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천장 복사 패널 고안

[그림 5.3] 천장 복사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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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체 구축 및 제어 방법 적용을 통한 방냉량 평가

3장과 4장에 언급한 실험체 구축과 제어 방법을 적용해서 천장 복사 패널

의 방냉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체 구축에서 주로 다루었던 부분은 열원 

및 분배 시스템의 구성이었다.

[그림 5.2]과 같이, 실험체는 냉수 및 온수를 천장 복사 패널과 6 면(천장, 

바닥, 벽)의 실험체 벽에 공급하는 열원 시스템, 천장 복사 패널이 설치된 실

험체를 포함한다. 또한, 열원 시스템과 실험체를 열교환기 및 유량 조절 밸브 

등의 장비와 수배관으로 연결하는 분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선 열원 시스템은 공랭식 냉동기와 전기 히터를 사용하여 냉수 및 온수를 

생산하고, 각각 대용량의 저장조에 저장되어 복사 패널시스템 및 6 면의 벽에 

안정적인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복사 패널시스템과 6 면의 

벽은 각각 다른 회로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간의 유량 및 온도 간섭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체는 천장, 벽 및 바닥의 6 면의 표면 온도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외부

로의 열 유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에 200 ㎜ 단열재를 설치

하고, 단열재 내측에는 모세유관을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체 벽면의 

표면 온도 제어를 위해 설치한 모세유관으로 냉온수를 공급할 경우, 자체적으

로 개발한 랩뷰 제어 알고리즘 모듈에 의해 각 면에서 원하는 표면 온도 조건

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열원 시스템과 실험체는 분배 시스템으로 연결되는데, 분배 시스템의 회로

에는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열교환기 전후단에는 2-way 유량 조절 밸

브를 설치하여, 공급되는 냉온수를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5.2]는 실험체에 적용된 열원 및 분배 시스템의 각 구성 장비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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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실험체 열원 및 분배 시스템 각 구성 장비

천장 복사 패널의 열성능 평가를 위해서 적용한 제어 방법은 크게 모듈제어

와 벽제어로 구분하였다. 모듈 단위 표면온도 제어는 개별 모듈의 공급 유량

을 조절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개별 모듈 단위의 유량은 볼밸브의 개도 조정

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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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단위의 제어는 벽체 열전도 해석을 통해서 수조의 공급수온도 초기값을 

찾았다. 수조의 공급수 온도 초기값을 통해서 도출된 표면온도가 설정 표면온

도가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동기를 통한 유량제어를 실시하였

다. 또한 실제 구현에 있어서 실외기를 활용해서 외기온을 실내 기온과 동일

하게 맞춘점과 정상상태 도달을 위해서 냉동기가 항상 가동되게 설정해야 하

는 점이 구현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이었다.

실험체 구축 및 제어 방법 적용을 통해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5.1>에는 천장 복사 패널의 공급수온도 16, 18, 20 ℃에 따

른 각 요소별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천장 복사 패널의 성능 곡선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세가지 케이스 이상의 실온과 입수온도와 출수온도합의 차 값과 

단위 면적당 패널의 방냉량 값이 필요하다. 이 두 값을 [그림 5.3]과 같이 그

래프 형식으로 표시한 후에 연결하면, 패널의 성능 곡선이 도출된다. 패널의 

성능곡선은 식(5.2)를 통해서 거듭제곱 형태의 방정식으로 도출하였다. 도출

된 거듭 제곱식에서 본 평가의 천장 복사 패널의 상수 값은 11.80 지수 값은 

0.81이었다. 측정한 천장 복사 패널의 특성 방정식에 의한 방냉량 값은 실온

과 입수온도 및 출수온도의 차가 8 ℃일 때, 62.23W/m2 이었다.

      P a  k·∆n                                                (5.2)

여기서,

P a : 단위면적당 패널의 방냉량 [W/m2]   

k : 상수 [-]

∆ : 실온 
출수온도  입수온도

[℃]

n :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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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기호 설명 단위 1 2 3

패널 표면온도 [℃] 16 18 20

A 천장 면적 [m2] 16 16 16

Top 작용온도 [℃] 26.76 26.64 26.51

Ts 패널 표면온도 [℃] 23.45 24.07 24.28
Qtot 총 열류 [W] 701 624 480
Qc 대류 열류 [W] 573.51 527.04 395.31
Qr 복사 열류 [W] 127.26 96.48 85.18

Aa Active area [m2] 9.33 9.33 9.33

Ta 공기온도 [℃] 26.76 26.64 26.51

Tp
패널 표면의

평균온도
[℃] 23.45 24.07 24.28

qtot
단위 면적당 총

열류
[W/m2] 75.11 66.83 51.50

q c

대류에 의한

단위 면적당

열류

[W/m2] 61.47 56.49 42.37

q r

복사에 의한

단위 면적당

열류

[W/m2] 13.64 10.34 9.13

AUST 면적가중

표면온도
[℃] 26.03 26.02 26.00

Tj

좌측면 [℃] 26.02 26.02 25.99

우측면 [℃] 26.07 26.00 26.04

전면벽 [℃] 26.05 25.96 25.99

후면벽 [℃] 25.90 26.08 25.89

바닥 [℃] 26.06 26.02 26.03

A j

좌측면 [m2] 7.81 7.81 7.81

우측면 [m2] 7.81 7.81 7.81

전면벽 [m2] 7.81 7.81 7.81

후면벽 [m2] 7.81 7.81 7.81

바닥 [m2] 16.89 16.89 16.89


슈테판 볼츠만

상수
[W/(m2․K4)] 5.67×10-8

<표 5.1> EN 14240 방냉량 평가 실험에 적용된 인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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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N 14240 방냉량 평가 실험 결과 그래프

5.3 소결

실험체 구축 및 제어방법 적용을 통해서 개발한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값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특성방정식의 상수 값은 11.80 지수 값은 0.81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천장 복사 패널의 특성 방정식에 의한 방냉량 값은 실온

과 입수온도 및 출수온도의 차가 8 ℃일 때, 62.23W/m2 이었다.

EN 14240 기준에서 제시한 실험체 구성방법의 장점만을 활용해서 천장 복

사 패널 방냉량 평가 과정에 접목하였다. 외기챔버를 활용한 실험체 구성과 

모세유관을 활용한 실험체 구성을 혼합해서 방냉량 평가시에 적용하였다. 외

기챔버를 활용한 실험체 구성을 통해서 실외기를 활용해서 외기온을 실내 기

온과 동일하게 맞추는 과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정상상태 도달을 위해서 냉동

기가 항상 가동되게 설정해야 하는 점이 구현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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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천장 복사 패널 방냉 성능을 수치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열을 패

널의 열성능에 의해서만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된다. 이때에 제거된 열

량이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이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발생한 열을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에 의해서만 제거하려면, 그 이외의 영향인자를 모두 제거시

켜야한다. 이 외부의 영향을 제거시켜주는 공간이 실험체가 된다. 특히, 외풍, 

침기, 일사, 강수의 차단을 위해서 실험체의 구축은 필요하다. 구축된 실험체

는 외부의 외기온의 영향을 받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축된 실험

체의 실온과 외부의 외기온을 같게 해주는 제어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험체의 

실온과 외기온을 같게 해주는 실온제어 및 표면온도가 제어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위의 천장 복사 패널의 방냉량 평가를 하

는 대표적인 기준이 EN 14240이다. 이 기준에서는 방냉량 평가를 위해서 다

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EN 14240에 제시된 기준

만으로는 방냉량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방냉량 평가

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적 구성은 실험체의 치수 등에 국한되

어 있다. 단순하게 실험체의 크기 등 방열시스템에 대해서 언급만 하였을 뿐, 

실제 제어를 위한 열원 및 분배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EN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열원 및 분배시스템의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열원 시스템에서는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면적의 제약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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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과 분배 시스템에서는 각 벽면별로 제어가 가능하게 모세유관을 개별 벽

마다 설치한 구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구성 방법은 평가를 위한 한가지 

예로서, 동일한 실험을 재현할 때에 비교 가능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판단된

다.

(2) EN 14240에서 다루고 있는 방냉량 평가를 위한 열평형과 정상상태 조

건은 경계조건에 한정되어있다. 정상상태 조건의 실온, 유량, 표면온도, 수온

의 값만 제시되어 있고, 이 값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EN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수조 공급수온도 초기값 

설정 및 제어 방법론을 벽과 모듈로 구분해서 해석하였다. 해석한 벽과 모듈

의 방법론을 실제 실험에 적용해서 계산시 얻은 값과 실제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거쳤다. 실제 실험 구현시에 초기값 설정 값을 바탕으로 가장 최

단시간 내에 열평형과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EN1424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실험 평가시의 열성능 

구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외기챔버를 활용한 실험체 구성과 모세유관을 활용

한 실험체 구성을 혼합해서 방냉량 평가시에 적용하였다. 외기챔버를 활용한 

실험체 구성을 통해서 실외기를 활용해서 외기온을 실내 기온과 동일하게 맞

추는 과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정상상태 도달을 위해서 냉동기가 항상 가동되

게 설정해야 하는 점이 구현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

해서 도출된 특성방정식의 상수 값은 11.80 지수 값은 0.81이다. 특성 방정식

의 방냉량 값은 실온과 입수온도 및 출수온도의 차가 8 ℃일 때, 62.23W/m2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성능곡선 도출에 한정된 EN 14240 기준을 

벗어나, 실제 실험 구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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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부록 A 벽체 유량 및 온도 밸런싱 확인

1. Front wall 유량 및 온도 밸런싱

Front wall 단위 벽면 전체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유량 [L/min] 52 21 21 0 21

입수온도 [℃] 43.3 42.8 42.8 42.7 42.8

출수온도 [℃] 43.2 42.7 42.7 42.7 42.7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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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ck wall 유량 및 온도 밸런싱

Back wall 단위 벽면 전체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유량 [L/min] 57 23.5 24 24 24

입수온도 [℃] 43.4 42.4 42.4 42.5 42.5

출수온도 [℃] 43.3 42,4 42.4 42.4 42.5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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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ght wall 유량 및 온도 밸런싱

Right wall 단위 벽면 전체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유량 [L/min] 46 45 45 45 45

입수온도 [℃] 43.4 42.8 42.9 42.9 43.0

출수온도 [℃] 43.2 42.7 42.8 42.8 42.9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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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ft wall 유량 및 온도 밸런싱

Left wall 단위 벽면 전체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유량 [L/min] 46 21 21 21 21

입수온도 [℃] 43.3 42.6 42.5 42.6 42.7

출수온도 [℃] 43.3 42.5 42.4 42.6 42.6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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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loor 유량 및 온도 밸런싱

Floor 단위 벽면 전체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유량 [L/min] 65 각 모듈 밸브 없음

입수온도 [℃] 43.4
각 모듈 밸브 없음

출수온도 [℃] 43.4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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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eiling 유량 및 온도 밸런싱

Ceiling 단위 벽면 전체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유량 [L/min] 54 30 30 30 31

입수온도 [℃] 43.4 42.5 42.4 42.4 42.3

출수온도 [℃] 43.4 42.1 42.3 42.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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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벽 표면 온도센서 위치 조정 후 실험 데이터 분석

   

Front wall

벽면 

전체[℃]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입수온도 35.7 35.1 35.2 35.2 35.2

출수온도 35.7 35.1 35.1 35.1 35.1

벽표면온도 33.6 33.7 33.7 33.7

Back wall

벽면 

전체[℃]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입수온도 35.8 35.2 34.8 34.9 34.9

출수온도 35.8 34.8 34.8 34.8 34.9

벽표면온도 33.6 33.6 33.6 33.6

Right wall

벽면 

전체[℃]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입수온도 35.8 35.3 35.3 35.3 35.4

출수온도 35.7 35.2 35.2 35.2 35.4

벽표면온도 33.8 33.6 33.6 33.7

Left wall

벽면 

전체[℃]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입수온도 35.8 35.2 35.0 35.1 35.2

출수온도 35.8 35.1 35.0 35.0 35.1

벽표면온도 33.7 33.7 33.7 33.8

Floor 

벽면 

전체[℃]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입수온도 35.9 35.2 35.1 35.0 35.0

출수온도 35.8 35.1 35.0 34.9 34.9

벽표면온도 33.2 33.3 33.3 33.1

Ceiling

벽면 

전체[℃]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입수온도 35.9 35.2 35.1 35.0 35.0

출수온도 35.8 35.1 35.0 35.0 34.9

벽표면온도 33.8 33.7 33.5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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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st Cell Setup and Control to evaluate Thermal Output of Radiant 

Ceiling Panel System Based on EN 14240

                                    By Ahn, Min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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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Yeo, Myoung-S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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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t ceiling panel evaluates radiant ceiling panel performance. 

Radiant ceiling panel removes unnatural heat only by itself. Removal 

quantity means radiant ceiling panel thermal output. If unnatural heat 

removes by radiant ceiling panel, other factor must be exclude. So, we 

need a test booth. Especially, outdoor air, infiltration, sunlight, 

precipitation was blocked by test booth.  Test booth did not influence 

by outdoor air. So, we need to equilibrium between room temperature 

and outdoor air. And then, control needs by above reason.

Surface temperature control blocked thermal output in order to  

equal between outdoor and inner-space. EN 14240 is reprehensive 

criteria of thermal output. EN 14240 was analyzed by mentioned part 

and unmentioned part. Additionally, we processed thermal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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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N 14240 physical composition is limited to test booth dimension. 

We present heat source and distribution system composition. 

Specifically, we  suggests heat source system using by heat 

exchanger. It bring about area reduction. Also, we indicates distribution 

system using by capillary tube. It leads to efficient control. If someone 

verify same experiment, it is very useful appendix material.

(2) EN 14240 heat equibrium and steady state condition is limited by 

boundary condition. So, we present initial value and control method. 

Especially, we support the idea module and wall control. Module and 

wall control aims at surface temperature control. Also, we compare 

calculation value to experiment value. This control method reduces the 

satisfaction time of steady state condition  

(3) EN 14240 thermal output evaluation is limited by performance 

curve. We present experimental know-how during experiment. We 

present characteristic constant  11.80 and exponent 0.81. Also, we 

present thermal output value 62.23W/m2 at gap between room 

temperature and average between inlet temperature and outlet 

temperature. Above all, we controls outdoor air using air 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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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experiment, chiller always runs for stabilization of 

inlet-outlet difference. It utilizes useful methods when someone realize 

same experiment. 

Keywords: Radiant Ceiling Panel System(RCPS), Thermal Output 

Evaluation, Thermal performance, Surface temperature control, 

EN 14240

Student Number : 2011-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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