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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산정을 위한 기존 연구 및 기준과 복사난방

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

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열성능 해석법이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

널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 열성능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엑세스

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은 단면 형상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변화하는 유형의 시

스템으로 기존 연구 및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사난방시스템의 대표 단면에 대해 

간략계산 또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상태의 열성능을 해석하는 방

법은 한계가 있다. 또한 복사시스템이 설치된 실을 간단히 모사하여 열적 거동을 예

측하는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이 

설치된 실의 정확한 비정상 열적 상태를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시스

템의 열성능 해석을 위한 3차원의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최소단위의 해석모델은 패널 구성요소의 재료 및 형상을 반영한 제어체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되었으며 3차원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할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할된 3차원 최소단위 해석모델은 열성능 해석을 위해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로 구현되었고 열평형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하였다.

 이후 제안한 해석법의 검증을 위해 정상상태의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을 통해 동일 경

계조건과 입수조건에 따른 패널 상하부 표면온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엑세스플

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설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된 해석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 값을 실험의 결과 값과 비교하여 미지변수의 확인 및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i -

 (1) 복사난방시스템 중,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유형인 엑세스

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시스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열성능 해석을 위한 3차원 

최소단위 열성능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3차원 최소단위 열성능 해석모델 내외부의 

구현해야 할 열전달 현상을 규정하였다.

 (2) 제안된 해석모델 내부의 열전달 해석을 위해 패널 구성요소의 재료 및 형상을 

근거로 제어체적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방법의 적합성을 상용프로그램의 해

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어체적 간의 열전달 해석은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바탕으로 각각의 열저항 계산법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열저항 네트워크 모

델을 바탕으로 입수조건에 따른 패널 상하부 표면온도를 도출하기 위해 열평형 방정

식을 적용한 유한체적법을 이용해 수치해석을 하였다.

 

 (3) 제안된 해석모델을 구현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3차원 정상상태 

열해석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해석모델과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을 동일

한 입수조건와 경계조건에 따른 상하부표면온도 결과값을 비교하였고 제안된 간략해

석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해석모델의 열성능 해석프로그램이 실제 엑세

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을 구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ooling 

plate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접

촉저항 및 표면열전달 계수를 확인하였고 제안된 해석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의 검증을 하였다. 

 주요어 :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 열성능, 해석모델, 수치해석

 학  번 : 2011-20613                               성  명: 최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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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총에너지소비

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저감 방안에 대한 여러 기

술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시스

템은 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세스 플로어에 온수배관을 삽입한 

시스템으로 공기에 비해 큰 열용량을 갖는 물을 열매로 사용하기에 대류공조

시스템에 비해 적은 에너지 소비로 난방부하를 처리한다. 열적 쾌적성 면에서

는 복사 및 대류열전달로 인체와 열 교환하기에 공조 취출구에서 취출된 공기

를 통해 대류 열전달로 난방부하를 처리하는 대류공조시스템에 비해 높은 열

적 쾌적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에 적용 시 층고저감의 효과와 유

지보수의 용이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엑세스플로

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사

난방시스템의 용량 산정은 방열량 실험이나 복사난방시스템의 열해석 시뮬레

이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험이나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은 많은 노

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기존 연구 및 기준에서는 정상상태 열해석을 가정

으로 방열량 계산을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 및 기준에서는 복사난방시스템의 방열량 계산을 위한 방법으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등의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복사난방시스

템 유형에 따른 간략식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 및 기준에서는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간략 해석을 위해 복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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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스템의 대표단면을 선정하고 배관 내 열매노드에서 실내표면노드까지의 

열저항과 온도차로 2차원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하나의 

대표단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배관 길이방향으로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

하는 것으로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적이 일정한 일반적인 중량구조 난방시

스템(in-slab) 또는 경량구조 난방시스템의 방열량 계산에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과 같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

의 형상이 변하여 2차원 열전달 해석을 수행할 대표단면을 선정할 수 없는 경

우 난방시스템의 방열량 계산 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복사난방시스템의 용량 산정 시 정상상태 열해석 모델을 필요로 하는 반면 

복사난방시스템의 제어 및 운전을 위해서는 복사난방시스템의 비정상상태 열

해석 모델이 필요하다. 복사난방시스템의 비정상상태 열해석을 위해서 비정

상상태 열해석을 하여 실과 연계한 상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통용되고 있

으나 복사난방시스템의 3차원 형상을 반영한 비정상상태 열해석 시뮬레이션

이 아닌 복사난방시스템 대표단면에 대한 구성요소 및 경계조건을 입력하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바닥복

사패널과 같이 배관길이 방향으로 단면형상이 변하는 복사난방시스템의 실과 

연계한 비정상상태 열해석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경량구조 

난방시스템인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정상 

및 비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한 열성능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열성능 

해석법은 정상상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

널의 방열량을 계산할 수 있고 이는 용량산정 시 사용된다. 또한 제안된 비정

상상태 열전달 해석은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제어 및 운전 시 

열적 거동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툴과 연계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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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적이 동일하지 않은 복사난방시스

템인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대상으로 정상 및 비정상 열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복

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과 관련한 기존 연구 및 기준 중 복사난방시스템

의 열성능 간략해석법 및 실험법을 고찰하였고, 기존 열성능 해석방법의 한계

점을 제시하였다. 

열성능 해석에 앞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

널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후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해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해석은 해석 시 

고려되는 가정사항을 검토하고 열해석 모델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제안된 

열해석 모델은 열류 및 열저항 개념을 적용하여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

되었고, 이를 열평형방정식을 적용한 유한체적법의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제안된 열성능 해석법을 기초로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

증을 위해 동일 조건의 정상상태 열해석 상용프로그램 결과 값과의 비교를 수

행하였다.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현실세계의 구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cooling plate 실험을 수행하였고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결과

값과 실험의 결과값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하여 진행된 본 연

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에 관한 예비적 고찰

기존연구 및 기준에 제시된 복사난방시스템 열성능 간략해석법과 실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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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바닥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시 한계를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보완된 열성능 해석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2)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바닥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열성능 해석에 앞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바닥복사난방패널에 대해 설명하

였다. 열해석 모델을 제시하기 앞서 해석 시 가정 사항을 고찰하였다. 열전달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를 제시하고 상용프로그램 

PHYSIBEL-Solido의 해석결과를 참고하여 제어체적 분할의 근거를 설명하였

다. 분할된 제어체적에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구

성하였다. 이에 열평형 방정식을 적용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제안한 해석법에 대한 검증

제안된 열성능 해석법으로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동

일한 온수조건과 경계조건에서의 상용프로그램 PHYSIBEL-Solido에서 계산

된 상하부표면온도와 제안된 해석법으로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계

산된 상하부표면온도를 비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모사한 cooling 

plate 실험을 통해 제안된 해석 모델의 미지변수인 접촉저항과 표면열전달계

수를 찾고 실험과 제안된 프로그램의 온수조건과 경계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상하부표면온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된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4) 열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법 제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법의 제

안과 해석법의 타당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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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진행은 다음 [그림 1]의 연구 흐름도와 같다.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 2 장

예비적 고찰

복사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의 필요성 고찰 기존연구 고찰

⇩

열성능 간략해석법 및 실험법 고찰 EN15377-1, EN1264-2 고찰

⇩

기존 정상상태 열성능 해석방법의 한계 및

보완된 열성능 해석의 필요성 고찰

⇩

제 3 장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 패널의 구성요소 분석

열해석 모델

① 해석 시 가정사항 검토 간략화시킬수있는요소분석

② 3차원 열해석 모델,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제안

패널을 대표할 수 있는

해석 최소단위 선정

③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내 구현할

열전달 현상 검토

패널 내외부 전도, 복사,

대류 열전달 현상 검토

④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제어체적

분할

PHYSIBEL-Solido

온도구배를 참고하여

제어체적 분할의

적합성 확인

⑤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 구성

ASHRAE Handbook의

열전달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수립

⇩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해석 모델 수치해석 수행

열평형방정식을 기초로

한 수치해석 수행,

MATLAB-Simulink로 구현

⇩

제 4 장

제안된 열성능

해석 모델의

확인 및 검증

상용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한 확인

3차원 정상상태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

실험을 통한 검증 Cooling plate 실험

⇩

제 5 장

결 론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한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법 제시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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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은 난방 용량을 결정하거나 복사난방시스템

이 건물에 적용되어 운전 시 에너지 효율의 예측을 위해 주로 시뮬레이션이나 

수식 또는 엔지니어를 위한 참고표가 활용되고 있다.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

능 해석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 및 기준에서는 바닥복사

시스템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수치해석법과 간략해석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열성능 해석이 진행되었다. 

복사시스템이 건물에 적용되어 운전되는 연구도 이루어진바 있다. 본 장에서

는 기존 연구와 기준에서 제시된 바닥복사시스템의 열성능 해석 방법과 열성

능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2.1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과 관련한 기존연구 및 기준 고찰

2.1.1.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에 관한 기존연구 고찰

(1)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전달 해석에 관한 연구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전달 해석에 관한 연구로는 <표 2.1>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전달 해석을 위해 

Kilkis[12]는 바닥복사시스템의 배관 중심부를 경계로 바닥복사시스템을 핀

모델처럼 해석하는 열해석 간략모델인 composite fin model을 제안하였고, 

Yanfeng[27]은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된 composite-fin 모델을 개발하였다. Zhang[15]의 바닥복사시스템의 

냉난방 용량을 간략계산하기 위해 열저항법을 이용하여 간략모델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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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ing[26]은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복사냉방시스템 내부의 열전달 현상

을 수치해석하였다. Fonseca[19]는 복사패널시스템의 실험과 열해석 모델링

을 수행하여 커미셔닝 툴로 사용한 연구가 있다. 실험의 방법을 제외한 냉난

방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복사시스템의 해석을 위해 하나의 대표 단면을 선정

하고 이에 대한 1차원 또는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간략해석법
수치해석법 실험

Fin model 열저항법

2)
3) 4) 5)

<표 2.1>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열성능 해석법의 종류

(2) 복사난방시스템의 건물과 연계된 열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

Laouadi[5]는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복사냉난방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복사냉난방시스템을 2차원 열해석 모델로 구현하여 1차원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였다. 6)복사난방시스템이 설치된 

2) I.B.Kilkis, S.S.Sager, M.Uludag, “A Simplified Model for Radiant Heating and Cooling 

panels”, Simulation and Practice and Theory, Vol.2, 1994, pp. 61-76

3) Nestor Fonseca Diaz, Cristian Cuevas, “Testing and Thermal Modeling of Radiant Panels 

Systems as Commissioning Tool”,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51, 2010, pp. 

2663-2677

4) Xing Jin, “Numerical Simulation of Radiant Floor Cooling System: The Effects of Thermal 

Resistance of Pipe and Water Velocity on the Performance“, Building and Environment, 

Vol.45, 2010, pp. 2545-2552

5) Nestor Fonseca Diaz, Cristian Cuevas, “Testing and Thermal Modeling of Radiant Panels 

Systems as Commissioning Tool”,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51, 2010, pp. 

2663-2677

6) Abdelaziz Laouadi, “Development of a radiant heating and cooling model for building 

energy simulation software”, Building and Environment, Vol.39, 2004, pp. 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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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ESP-r 프로그램은 1차원 열

전달 수치해석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BLAST는 Maloney[16]에 의해 개발된 

복사난방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Strand[22]는 EnergyPlus 프로그램을 위해 

복사냉난방모델을 개발하였고 Stetiu[23]는 RADCOOL 프로그램에 사용될 

상세한 복사냉방모델을 개발하였다. Chun[11]은 SERI-RES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복사난방슬라브를 가상의 존으로 만들어 공조되는 존으로 열을 공급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Miriel[18]은 TRNSY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천장복

사냉난방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Abdelaziz[5]는 복사시스템을 2차원 모델

로 구현하여 1차원 수치해석 모델을 사용하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동하였다. 제시된 기존연구 및 프로그램에 구현되는 복사냉난방시스템 모

델은 온수배관 간격과 바닥층을 단순하게 모사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바닥복

사시스템의 유형이 제한적이기에 다양한 복사냉난방시스템 유형을 구현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2.1.2.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에 관한 기준 고찰

복사난방시스템의 난방용량 산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EN15377 Heating systems in buildings – Design of embedded water 

based surfac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이 있다. 이 기준에서는 몇 가지 복

사난방시스템의 유형에 대해 방열량 계산 간략식을 제시하고 기준에서 제시

하지 않은 유형의 복사난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실험 또는 수치해석을 통해 방

열량을 계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EN1264 Water based surface 

embedded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2: Floor heating: Prove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thermal output using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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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st method에서는 실험을 통한 방열량 결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

다.

(1) 기준 EN15377-7에 제시된 간략계산법

기준 EN15377 Heating systems in buildings – Design of embedded 

water based surfac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에는 난방/냉방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종류에 따른 간략 계산 방법, 유한요소법과 

유한차분법에 의한 방법 그리고 실험에 의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 중 시스템 

종류에 따른 간략 계산 방법은 시스템의 구조(배관 유형, 배관 직경, 배관 간

격, 배관의 고정 철물, 열전도 장치, 열분배층 등) 및 벽체/천장/바닥 구조(덮

개, 단열층, 공기층 등)에 따른 표면온도(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의 계산으로 

기준에 기술된 시스템 유형에만 적용되며 제안된 패널 구성의 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만약 시스템 유형이 달라 간략 계산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2

차원 또는 3차원의 유한 요소법, 유한 차분법등의 수치해석법을 이용하거나, 

계산과 실험방법을 병행하여 방열량을 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N15377-1에 제시된 복사난방시스템의 표면온도를 결정하기 위한 각각의 

시스템 유형에 따른 방열량 간략계산법 분류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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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시스템 유형에 따른 간략계산법7)

유형 그림 배관 위치 간략계산법
Reference to

method

Type A

and C
In screed

Universal

single

power

function

EN1264-2
Type B In insulation

Type D
Plane section

system

Type E In concrete slab

Thermal

resistance

method

EN15377-1,

Annex B

Type F
Capillar tubes in

concrete surface

Type G

Wooden

construction, pipes

in sub floor or under

sub floor, conductive

devices

Fin model

+

Thermal

resistance

method

EN15377-1,

Annex C

7) CEN. 『EN 15377 Heating systems in buildings – Design of embedded water based surfac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CEN, 2007, p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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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계산법은 single power function product에 근거한 계산법과 열저항법

에 근거한 계산법이 제시되어 있다. 유한요소법(FEM)에서 유도된 single 

power function product에 근거한 계산법은 매설된 관에서 실내공기 사이의 

열류가 식(2.5)에 의해 계산된다. 이 방법은 구조체와 관련된 변수들에서 도

출된 식을 이용해 계산한 방법으로 기준에서는 4가지 유형(Type A: screed 

및 콘크리트에 매설된 관, Type B: screed 외부에 매설된 관, Type C: 

screed에 매설된 관, Type D: Plane section system)에 대한 계산방법을 각

각 제시하고 있다. 

·



·∆        (2.5)

여기서,

 : 매설된 관과 공간사이의 열류, 

 : a system-dependent coefficient이며 시스템의 유형과 

열교환계수에 따라 달라짐, ·





 : 구조체(바닥덮개, 배관간격, 배관 외경 및 재질)와 관련

된 변수들의 곱
∆ : 온수와 설계실온 사이에서 대수적으로(logarithmically) 

계산된 평균 온도차, ∆ 
ln
 
 

(: 공급수온도, : 환수온도, : 설계실온)

또 다른 방법은 열매평균온도와 표면온도(또는 실내온도) 사이의 등가 열저

항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Type E, F와 같이 중량 구조체에 매설된 관속을 유동하는 온/냉수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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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표면 사이의 열류는 선형적인 열저항(linear thermal resistance)을 사

용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한 개념은 [그림 2.1]과 같다. 공급수 온도()에서 

전도층의 평균온도()로의 열저항()를 구하고 전도층의 평균온도()에서 

주변공간의 온도( , )로의 열저항을 구해 이를 식(2.6)에 대입하여 정상상

태에서 상부방향으로의 열류는 식(2.7)로, 하부방향으로의 열류는 식(2.8)로 

구한다. 식(2.6)과 같이 가상의 저항 는 관의 타입(직경, 두께, 재질), 관의 

간격, 유속, 전도층의 저항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림 2.1] 선형적 열저항 계산법8)

8) CEN. 『EN 15377 Heating systems in buildings – Design of embedded water based surfac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CEN, 2007,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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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여기서,

 : 공급수 온도와 전도층의 평균온도 사이의 저항

 : 온수와 배관 벽사이의 저항

 : 배관벽 저항

 : 배관외벽온도와 전도층의 평균온도사이의 저항




        (2.7)




        (2.8)

여기서,

 : 공급수 온도

 : 전도층의 평균온도

 : 공급수 평균온도

Type G와 같이 전통적인 목재 joist 바닥 구조와 그 외 비슷한 경량 구조에

서는 앞서 살펴본 선형 열저항법과 핀 모델을 사용하여 배관에서 대상공간까

지의 열류를 계산한다. 제시된 경량 구조에서의 계산법은 경량 구조 복사난방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율의 재료들의 층들로 이루어지며, 주로 열

전도용 금속판(thermal conducting metal sheets)이나 높은 열전도율의 fin

들에 의해 열이 수평적으로 분배(벽체에서는 수직적으로)되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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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판은 난방이 되는 바닥구조에 사용되는 계산 모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계산 모델에서는 열전달 현상을 [그림 2.2]와 같이 세 개의 열저항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2.2]에 나타난 저항은 열매의 온도에서 열전도

층 가상의 온도까지의 열저항, 열전도층 가상의 온도에서 난방 대상공간의 온

도까지의 열저항, 열전도층 가상의 온도에서 난방 대상공간의 반대 방향 공간

의 온도까지의 열저항으로 계산이나 실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2.2] 열저항 네트워크로 표현된 바닥 구조체를 통한 열전달9)

여기서,

 : 열전도층의 위쪽 열저항, 열전도판부터 냉난방 공간까지

의 열저항

 : 열전도층의 아래쪽 열저항, 열전도판부터 이웃하는 공간 

또는 외기까지의 열저항

 : 온(냉)수부터 열전도층까지의 열저항

9) CEN. 『EN 15377 Heating systems in buildings – Design of embedded water based surfac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CEN, 2007,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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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제시된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의 수치해석법은 바닥복사시스템 

내부의 열전달 현상을 가장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링 

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뮬레이션과의 연계가 

복잡하여 비정상상태 열성능 해석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2) 기준 EN1264-2에 제시된 실험법

EN1264 Water based surface embedded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2: Floor heating: Prove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thermal output using calculation and test method는 기준에 제시된 유형의 

복사난방시스템이 아니거나 차원이나 재료가 기준에 제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방열량을 결정하도록 제

안하고 있다.

[그림 2.3]과 같이 실험 패널의 상하부에 바닥복사시스템이 설치되는 실내 

및 반대공간을 모사할 수 있도록 냉수를 흘려보내는 평평한 배관으로 이루어

진 복사패널인 cooling plate을 댄다. 실험 패널의 상부표면에는 열전도 저항

이 ·인 열 전달층을 두어 상부표면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 저

항을 모사한다. 실험 패널의 공급 온수온도()와 반환 온수온도()의 차

( )는 을 넘지 않고, cooling plate의 출구 냉수온도()와 입구 

냉수온도()의 차()는 을 넘지 않으면서 최대바닥표면온도

와 cooling plate 표면의 온도 차(max)가 로 계속 유지되는 정상상태 

조건에서 바닥표면의 온도를 측정한다. 바닥표면온도와 실내 온도차가 결정

되면 이를 기본특성곡선에 대입하여 표준 방열량을 식(2.11)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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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여기서,

 : 바닥평균표면온도, 

 : 실내 온도(Cooling plate로 모사된 온도), 

[그림 2.3] Cooling plate 실험 장비10)

여기서,

1 : Cooling plate 윗부분
2 : 열 전달층
3 : 바닥난방시스템(실험 샘플)

3a 배관이 묻혀있는 screed(실험 샘플의 일부)
3b 단열재

4 : Cooling plate 아랫부분

10) CEN. 『prEN 1264-2 Water based surface embedded heating and cooling systems part 

2』, CEN, 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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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 방법의 한계

본 장에서는 기존연구와 기준에서 제시한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전달 해석 

및 건물과 연계한 열성능 해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을 간략하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composite-fin model 또는 

열저항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단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거나 수치해석법을 

이용하여 열성능을 해석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1차원 또는 2차원 열해석으로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 형상이 변화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안된 열성능 해석법은 정상상태의 열전

달 해석으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과의 연동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바닥복

사시스템을 포함하는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경우 바닥복사시스템을 단순

하게 모사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바닥복사시스템의 정확한 열성능을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준 EN15377-1에는 4가지 유형에 대한 single power function product 

계산법과 선형 열저항법을 이용하여 간략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Single power function product는 기준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단면에 대해 간

략식을 제시한 것으로 배관길이방향으로는 단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

에 성립될 수 있다. 선형 열저항법을 이용하여 간략 계산하는 방법은 배관의 

온도에서 열전도층의 가상의 온도까지의 열저항과 상/하부 실내공간으로의 

열저항으로 상부 방열량과 하부 방열량을 구하는 것으로 패널의 형상으로 인

해 열전도층의 가상의 온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준 EN1264-2에서는 실험을 통한 방열량 계산 방법을 고찰하였다. 제시

된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을 수행할 경우, 현실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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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될 뿐만 아니라 정상상태의 열성

능 만을 구현하여 실과 연계한 비정상상태 열성능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

2.3 소결

본 장에서는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과 관련한 기존 연구 및 기준을 

고찰을 통해 각 해석법의 특징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연구에 제시된 

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한 간략계산법인 composite fin model과 열저항법 

및 수치해석법을 이용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건물과 연계한 열성능 해석 시뮬

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기준 EN15377-1에 제시되어 있는 

방열량 산정법을 검토하고 그 중 간략계산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또

한 제시된 기준에 의해 방열량을 계산할 수 없는 복사난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실험의 방법으로 방열량을 측정하는 기준 EN1264-2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연구에는 복사난방시스템의 정상상태 열성능을 산정하기 위한 간

략계산법인 composite fin model과 열저항법 등의 방법과 수치해석을 이용

한 해석법을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 제시된 열성능 해석방법은 주로 하나의 

대표 단면형상에 대해 해석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대표단면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상태의 열성능을 해석

하는 방법으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연계하여 비정상 상태 열성능을 해

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존까지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연계한 복사

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은 주로 대표적인 난방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이루

어져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과 같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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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변화하는 유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2) 기준 EN15377-1과 EN1264-2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복사난

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에 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방열량 산정을 위한 기준 

EN15377-1에 제시된 방법으로는 간략 계산법,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 실

험을 통한 방법이 있다. 기준에 제시된 간략 계산법은 기준에 제시된 유형에

만 적용 가능하여 단면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

패널과 같은 유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은 가장 정밀

한 열전달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에너지 시뮬레이션과의 연계가 복잡해 

비정상상태의 열적 거동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EN1264-2에 제시된 

cooling plate 실험에 의한 방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

라 실험 패널의 방열량만을 산정할 수 있어 비정상 상태의 열성능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는 단면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

널을 연구의 대상으로 기존 바닥복사시스템의 열성능 해석법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정상 및 비정상 상태 열성능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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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3.1 개요

본 장에서는 기존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한 해석법을 제시하기 위해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연구의 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해석에 앞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에 대해 

설명하고 패널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열저항 네트워

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을 제안하여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

패널의 열성능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열해석 모델의 해석에 앞서 가정

사항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3차원 

최소단위 열해석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열해석 모델 내부의 제어체적을 분

할하였다. 각 제어체적의 노드를 설정하고 각 노드간 전도, 복사,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로 나타내었다. 작성된 열

저항 네트워크 모델은 열평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해

석을 통해 입수조건에 따른 패널의 방열량을 해석하였다.

3.2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은 [그림 3.1]과 같이 엑세스플로어 내

에 열매배관이 삽입된 시스템으로 경량건식패널이다. 기존 오피스플로어로 

주로 사용되는 엑세스플로어를 복사난방패널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

패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층고저감의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매립되는 난방시스템이 아닌 패널 하나가 여러 개 합쳐져 전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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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시스템으로 매립형 복사난방시스템에 비해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단면 모습 및 구성은 <표 3.1>과 같

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배관에서 표면온도까지의 열전달을 

높이기 위해 엑세스플로어 내 배관 삽입 시 열전도율이 높은 열전도판을 사용

해 배관을 고정하였다. 또한 열전도판 하부 방향으로 방열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열전도판과 하부 마감재 사이에는 단열재로 충진되어 있다. 

[그림 3.1]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

명칭 재료

① 상부마감재 테라조 타일

② 열전도판 철판

③ Cavity 공기

④ 배관 구리관

⑤ 배관고정판 철판

⑥ 단열재 폴리우레탄

⑦ 하부마감재 철판

①② ③④
⑤
⑥
⑦

<표 3.1> 패널 시작품의 단면 모습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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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모델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앞장에서 고

찰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구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열전

달 현상의 구현에 앞서 열전달 해석 시 가정사항을 설정함으로써 열해석의 간

략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석 시 가정사항을 제시하고 엑세스플

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해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해석을 위해 제안된 

패널의 열해석 모델을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로 명명하고, ‘해석을 위한 최소

단위’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구현해야 할 사항들

을 정리하였다.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해석 시 배관길이 방향으로 단면적

이 일정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열해석 모델은 

2장에서 고찰한 열류 및 열저항 계산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여 열저항 네트워

크 모델로 열류와 열저항 현상을 열해석 모델에 나타내었다. 수립된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은 열평형 방정식을 통해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방열량을 산정할 수 있다.

3.3.1. 해석 시 가정사항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해석에 앞서 가정할 사항들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패널 내 열매의 온도는 [그림 3.2]와 같이 패널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

을 때 연결된 패널에 공급되는 입수온도와 연결된 패널에서 나가는 출수온도

의 평균값으로 연결된 패널의 열매온도는 식(3.1)과 같이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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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여기서,

 : 패널의 열매 온도, 

 : 패널에 공급되는 입수온도, 

 : 패널에서 나가는 출수온도, 

(2) [그림 3.3]과 같이 배관의 곡부는 직선부로 치환하고 그 결과 값이 

동일하다. Serpentine 배열의 복사난방시스템의 모델링 시 반 원형인 배관

의 곡부를 직선부로 치환하여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연구결과10)가 Maxime 

Tye-Gingras(2011)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3) [그림 3.4]에 표시된 배관과 열전도층 사이의 공기층은 공기의 흐름

이 일어나기에는 매우 작은 공간이므로 대류, 복사 열전달이 아닌 still air

의 전도 열전달(still air의 전도율 = ·11))로 계산한다.

10) Maxime Tye-Gingras, Louis Gosselin, “Investigation on heat transfer modeling assumptions

for radiant panels with serpentine layout”, Energy and Buildings, Vol.43, 2011, pp. 1598–1608

11) Incropera, “Fundamentals of Heat and Mass Transfer”, 6th edition, JOHN Wiley & Sons p.

A-15, Appendex A.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Matter / Table A.4 Thermo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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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패널에 공급/환수되는 열매의 온도

→

[그림 3.3] 패널 배관의 곡부를 직선부로 치환한 모습

[그림 3.4] 배관과 열전도층 사이의 공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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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열해석 모델

(1)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은 <표 3.2>와 같이 방에 설치될 때에 

일반적으로 개의 Circuit으로 설치된다. 그리고 하나의 Circuit은 다시 개

의 Panel로 묶여 있다. 하나의 Panel을 살펴보았을 때 배관 중심을 경계로 하

는 개의 Element 열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Element는 개의 Cell로 이

루어져 있고, 하나의 Cell은 좌우 대칭인 Half of cell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전달 해석의 용

이성을 위해 Half of cell을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로 여기서 해석된 열전달 

현상은 전체 패널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2)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에서 구현한 열전달 현상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에서 구현할 열전달 현상은 <표 3.3>과 같다. 패널 

내부의 열전달은 구성요소가 고체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구성요소간

의 전도열전달과 접촉 열저항으로 인한 열 간섭이 이루어진다. 패널의 상부방

향으로 방열시에는 실내공기와 패널 상부표면과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이 이

루어진다. 패널의 하부방향으로는 패널이 놓이는 플래넘공간과 패널 하부표

면과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이 일어난다. 배관 내부의 열매에서는 열매의 온

도 변화에 따른 열전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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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그림 수식

Circuit
  ×

Panel    × 

Element

…

   × 

Cell     × 

Half of

Cell ---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표 3.2>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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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열전달

대류

열전달

복사

열전달

수온

변화

접촉

저항

① 상부마감재 ~ 실내 √ √

② 냉/온수 ~ 배관 √ √ √

③ 배관 ~ 열전도판 √ √

④ 배관 ~ U-plate √ √

⑤ U-plate ~ 단열재 √ √

⑥ 열전도판 ~ U-plate √ √

⑦ 열전도판 ~ 마감재 √ √

⑧ 하부마감재 ~ 플래넘 √ √

천장 슬래브

바닥 슬래브

실내 공기

바닥 플래넘
: 대류 열전달

: 복사 열전달

: 전도 열전달

: 접촉저항

<표 3.3>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에서 구현한 열전달 현상

(3)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제어체적 분할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모델의 제어

체적을 분할해야한다. 제어체적의 노드는 해당 제어체적의 온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정확한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제어체적을 최소크기로 무수히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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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을 제시하였기에 제어체적 분할 시 3차원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인 

PHYSIBEL-Solido의 해석결과를 참고하여 ‘Cell’ 범위에서의 온도구배를 먼

저 파악하였다.

<표 3.4>에 제시된 PHYSIBEL-Solido의 해석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패널

의 상부는 배관 길이 방향을 중심의 좌우로 온도구배가 형성되고 패널의 하부

는 패널 하부 형상으로 인해 동심원으로 온도구배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열매의 열이 배관을 거쳐 열전도판으로 주요하게 전달되고 열전도판 상하

로 열이 전달되기에 패널의 단면상 온도구배는 패널의 상하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석 결과

해당

부분

상부 하부 단면A 단면B

2차원

해석

결과

<표 3.4> PHYSIBEL-Solido 해석결과 모습

PHYSIBEL-Solido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어체적

을 분할하였다. 패널내부 제어체적 분할 방법 및 분할 과정에 대해 [그림 

3.5]에 정리하였다.

패널의 구성요소는 온수, 배관, Cavity, 열전도판, 배관고정판, 상부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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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마감재로 나눌 수 있으며 패널의 각 구성요소 표면에서의 열류의 유출입 

및 구성요소 간의 접촉저항으로 인해 온수, 배관, Cavity, 열전도판, 배관고정

판, 상부마감재, 하부마감재는 다른 노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온수배관 하부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배관고정판 사이에서는 전도열전달이 

주요하게 일어나고, 온수배관 상부와 Cavity 사이에는 정체된 공기의 전도열

전달이 일어나기에 두 열류의 크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배관 상부와 배관 

하부로 제어체적을 나누었다.

배관을 고정시키고 있는 배관 고정판은 맞닿아 있는 재료에 따라 배관과 맞

닿은 부분(배관 고정판 Part 4), Cavity와 맞닿은 부분(배관고정판 Part 3), 

열전도판과 맞닿은 부분으로 나누었다. 

열전도판의 제어체적의 경우, 배관 상부와 Cavity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

은 배관고정판과 맞닿아 있는 부분과의 열류의 크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Part 3으로 구분하였다. 열전도판은 열전도율이 높아 재료 내 온도구배가 커 

계산 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열전도판 Part 1과 열전도판 Part 2로 각각 나누

었다.

배관고정판의 하부방향으로는 마감재와 맞닿아 있으며, 하부방향의 마감재

는 하부방향으로 일정하지 않은 굴곡을 가진 형상을 하고 있다. 이에 하부 마

감재 형상으로 인해 열류 통과거리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배관고정판에 맞

닿은 동일한 면적에 대해 하부방향으로의 열류 통과거리가 유사하도록 마감

재내의 제어체적을 분리하였다.

위의 근거로 제어체적을 분리한 뒤, 제어체적 간 통과 열류량 계산 시 직교

좌표계의 수치해석을 위해 설정한 제어체적 분할의 그리드를 연장하였다.

패널의 상부 마감재는 실내 공기 및 실내 표면과의 열교환 시 패널표면온도

인 하나의 노드로 계산하기 위해, 상부 마감재 하나의 제어체적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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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부 마감재는 식(3.2)와 같이 Biot number12)가 1보다 작아 고체 내의 

전도에 대한 저항이 유체경계층을 가로지르는 대류저항보다 훨씬 작아 하부 

마감재를 통한 전도를 생략하여 하부 마감재 노드를 잡지 않았다.

 







×
≒




×

≒   (3.2)

여기서,

 : Biot number

 : 대류 열전달 계수, ·
 : 물체의 열전도율, ·
 : 특성길이, 
∆ : 경계조건의 온도차, 

12) Biot number=   ∞

   


 



 


≡ ,

Incropera, Fundamentals of Heat and Mass Transfer, 6th edition, p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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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모습

분할의 방법 각기 다른 재료마다 제어체적을 분할

분할의 근거 재료마다 열전도율이 다르기 때문

⇩

[2] 분할모습

분할의 방법 서로 다른 재료가 맞닿는 부분의 제어체적을 분할

분할의 근거
동일한 재료이더라도 서로 다른 재료가 맞닿는 부분을 통해 흐르는

열류량은 각기 다르기 때문

⇩

[3] 분할모습

분할의 방법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의 제어체적 세부 분할

분할의 근거 재료 내 온도구배가 커 계산 시 정확성 확보를 위해

⇩

(뒤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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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페이지에서 계속)
[4] 분할모습

분할의 방법 제어체적 간 열류 이동 시 통과거리가 다른 부분 세분화

분할의 근거 제어체적 간 통과 열류량 계산 시 통과거리의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

[5] 분할모습

분할의 방법 설정한 제어체적 분할의 그리드 연장

분할의 근거 제어체적 간 통과 열류량 계산 시 직교좌표계 수치해석을 위해

⇩

[6] 분할모습

분할의 방법 패널의 최상하부 재료는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통합

분할의 근거 패널표면과 실내 공기의 열전달 시 용이하게 계산하기 위해

[그림 3.5] 패널내부 제어체적 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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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3차원 제어체적 모습은 [그림 3.6]과 같다.

x축

y축

z축

[그림 3.6]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3차원 제어체적

 

제안한 제어체적 분할

해당

부분

상부 하부 단면A 단면B

2차원

제어

체적

분할

<표 3.5> 제안한 ‘Cell’ 범위의 제어체적 분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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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된 제어체적의 중심에는 노드를 설정하고 이 노드가 제어체적을 대표

하는 온도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각 노드에 대한 설명은 각각 <표 3.6>, [그

림 3.6]에 서술하였다.

패널 구성요소 기호 노드가 포함하는 부분

온수  온수 전체

상부마감재  상부마감재 전체

열전도판

열전도판

Part 1


열전도판 중 Part 3을 제외하고

1/2 폭에 해당하는 부분

열전도판

Part 2


열전도판 중 Part 3을 제외하고

1/2 폭에 해당하는 부분

열전도판

Part 3


열전도판 중 배관고정판 U형상

반지름만큼의 폭에 해당되는 부분

Cavity  배관 상부에 노출된 공기층

배관
배관 상부  배관 중 Cavity에 노출된 부분

배관 하부  배관 중 배관고정판과 접촉하는 부분

배관고정판

배관고정판

Part 1


배관고정판 중 열전도판 Part 1만큼의

폭에 해당되는 부분

배관고정판

Part 2


배관고정판 중 열전도판 Part 2만큼의

폭에 해당되는 부분

배관고정판

Part 3
 배관고정판 중 Cavity와 면한 부분

배관고정판

Part 4
 배관고정판 중 배관 하부와 접촉하는 부분

단열재  단열재 전체

하부마감재 - -

실내 공기  실내공기 전체

플래넘 공기  플래넘공기 전체

실내 표면  주변 실내 표면들의 MRT(평균 표면 온도)

슬라브 표면  슬라브 표면의 MRT(평균 표면 온도)

<표 3.6> 패널 구성요소에 따른 노드의 구성



- 35 -

[단면 A]

[단면 C]

[단면 B]

[단면 A][단면 B][단면 C]

[그림 3.6]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제어체적 분할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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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

앞장에서 고찰한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3차원 제어체적 중심에 노드를 

정하고 노드 간 복사, 전도, 대류 열전달을 열저항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은 

[그림 3.7]과 같다.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은 3.3.2장에서 제시한 열

저항 네트워크 모델이 상부마감재 노드()와 단열재 노드()에서 

하나로 수렴되어 실내표면() 및 실내공기(), 슬라브표면

() 및 플래넘공기()과 대류 및 복사 열교환을 한다. 노드 간 

열저항 기호와 열저항 항목을 정리한 것은 각각 [그림 3.8]과 <표 3.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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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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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 중,
노드 간 열저항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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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저항 기호 열저항에 대한 항목

R1 열원 ~ 배관 상부 내표면 대류 열저항

R2 열원 ~ 배관 하부 내표면 대류 열저항

R3 배관 상부 내표면 ~ 배관 상부 외표면 전도 열저항

R4 배관 하부 내표면 ~ 배관 하부 외표면 전도 열저항

R5 배관 상부 외표면 ~ Uplate3 접촉 열저항

R6 배관 상부 외표면 ~ 열전도판3 접촉 열저항

R7 배관 하부 외표면 ~ Uplate4 전도 열저항

R8 배관 하부 외표면 ~ Uplate4 접촉 열저항

R9 열전도판 3 ~ 마감재 전도 열저항

R10 열전도판 3 ~ 마감재 접촉 열저항

R11 열전도판 2 ~ 마감재 전도 열저항

R12 열전도판 2 ~ 마감재 접촉 열저항

R13 열전도판 1 ~ 마감재 전도 열저항

R14 열전도판 1 ~ 마감재 접촉 열저항

R15 열전도판 2 ~ Uplate 2 전도 열저항

R16 열전도판 2 ~ Uplate 2 접촉 열저항

R17 열전도판 1 ~ Uplate 1 전도 열저항

R18 열전도판 1 ~ Uplate 1 접촉 열저항

R19 Uplate 4 ~ 단열재 전도 열저항

R20 Uplate 4 ~ 단열재 접촉 열저항

R21 Uplate 2 ~ 단열재 전도 열저항

R22 Uplate 2 ~ 단열재 접촉 열저항

R23 Uplate 1 ~ 단열재 전도 열저항

R24 Uplate 1 ~ 단열재 접촉 열저항

R25 열전도판 3 ~ 열전도판 2 전도 열저항

R26 열전도판 2 ~ 열전도판 1 전도 열저항

R27 Uplate 3 ~ Uplate 2 전도 열저항

R28 Uplate 2 ~ Uplate 1 전도 열저항

R29 CAVITY ~ 배관 상부 외표면 전도 열저항

R30 CAVITY ~ 열전도판 3 전도 열저항

R31 마감재 ~ 실내 온도 대류 열저항

R32 단열재 ~ 플래넘 공기온도 대류 열저항

R33 실내 ~ 바닥을 제외한 실내 표면 대류 열저항

R34 플래넘 ~ 슬래브 표면 대류 열저항

R35 CAVITY ~ Uplate 3 전도 열저항

R36 Uplate 4 ~ Uplate 3 전도 열저항

<표 3.7>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열저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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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에서 표현된 각각의 저항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배관 내 온수와 배관 내표면 사이의 전도 반지름 방향의 전도열저항으로 식

(3.3)과 같이 계산하고 배관 내 온수와 배관 내표면 사이의 단위면적당 열저

항은 식(3.4)과 같이 온수의 대류열전달 계수의 역수로 계산한다. 패널 구성

요소 내부의 전도 열저항은 열류 통과거리를 통과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식

(3.5)과 같이 구한다. 패널 구성요소 간의 접촉저항은 표면 간의 접촉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정 값을 계산 시 입

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3.3)

여기서,

 : 배관 내 온수와 배관 내표면 사이의 단위면적당 열저

항, ·
 : 온수의 대류열전달 계수, ·

 





  (3.4)

여기서,

 : 반지름 방향으로의 단위 면적당 전도 열저항,

·
 : 배관의 외경, 

 : 배관의 내경, 

 : 배관의 열전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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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기서,

 : 구성요소 내부의 단위면적당 전도 열저항, ·
 : 구성요소 내부의 열류 통과거리, 

 : 구성요소의 열전도율, ·

상부 마감재와 실내 공기 사이의 대류 열저항 및 하부 마감재와 플래넘 

공기 사이의 대류 열저항의 기본식은 식(3.6)으로 표면 주변의 공기가 하강

기류인 경우 식(3.7)로, 표면 주변의 공기가 상승기류인 경우 식(3.8)로 계

산한다. 13)

 


 (3.6)

  
    (3.7)

  
          (3.8)

여기서,

 : 단위면적당 대류 열저항, ·
 : 공기의 대류열전달 계수, ·

 : 표면 주변의 공기가 하강기류인 경우의 대류열전달 

계수, ·

 : 표면 주변의 공기가 상승기류인 경우의 대류열전달 

계수, ·

 : 표면 온도, 

 : 주변 공기온도, 

13) T.C. Min, L.F.Schutrum, G.V. Parmelee, J.D. Vouris, 『Natural Convection and Radiation in 

a Panel Heated Room, Heating, Piping and Air Conditioning』, 1956, pp. 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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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드 사이의 전도 및 대류에 의한 열류는 앞서 구한 단위면적당 대류 

열저항의 역수에 통과면적과 두 노드의 온도차를 곱하여 식(3.9)와 같이 계

산한다.

 


∆       (3.9)

여기서,

 : 전도 및 대류에 의한 열류, 

 : 단위면적당 열저항, ·
 : 열류의 통과면적, 

∆ : 두 노드의 온도차, 

상부마감재와 실내표면과의 복사 열전달 및 하부마감재와 슬라브표면과의 

복사 열전달은 각각 식(3.10), 식(3.11)으로 계산한다. 상부마감재와 하부마

감재는 모두 면적가중평균온도로 실내표면과 슬라브표면과 각각 복사열교환

을 할 때 하나의 온도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한다.

         (3.10)

       (3.11)

여기서,

 : 상부마감재에서 실내표면으로의 복사에 의한 열류, 

: 하부마감재에서 슬라브표면으로의 복사에 의한 열류, 

 : 복사 교환계수 ()

 : Stefan-Boltzmann constant (× ),

· 

 : 상부마감재의 면적가중 평균온도, 

 : 실내 표면들의 평균 복사온도, 

 : 하부마감재의 면적가중 평균온도, 

 : 슬라브 표면들의 평균 복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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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열평형 방정식을 통한 수치해석

앞서 3.3.3장에서 열류 및 열저항에 관한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정리하여 

제어체적의 노드 간 열류의 유출입 관계를 나타내었다. 노드의 온도 값을 해

석하기 위해 열평형 방정식을 이용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9]는 

패널의 구성요소 중 Uplate,2 노드()에 관련한 열저항 및 열류를 나타

낸 것으로 제어체적에 들어오고 나가는 열량이 제어체적에 저장된 열량과 같

을 때 열평형을 이루는 열평형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그림 3.9] Uplate,2()와 관련된 열저항 및 열류

Uplate,2()의 제어체적에 저장된 에너지 변화율은 이웃한 열전도판

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인접한 열전도판,1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인접한 



- 44 -

열전도판,3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단열재로부터 유입되는 열류의 합과 같으

며 식(3.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2)

여기서,

 : 제어체적에 저장된 에너지 변화율, 

 : 열전도판,1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 단열재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 열전도판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 열전도판,3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류, 

Uplate,2 노드()의 제어체적에 저장된 에너지 변화율()은 

U-plate의 밀도, U-plate의 비열, U-plate,2의 부피, 그리고 U-plate,2의 온

도변화율을 곱하여 구하며 식(3.13)과 같다.

 


     (3.13)

여기서,

 : 제어체적에 저장된 에너지 변화율

 : U-plate의 비중, 

 : U-plate의 열용량, ℃

 : U-plate,2의 부피



 :
U-plate,2의 온도변화율

U-plate,1의 제어체적에서 유입되는 열류()는 열저항()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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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두 노드의 온도차()를 곱하며 식(3.14)와 같다.

 


               (3.14)

단열재의 제어체적에서 유입되는 열류()는 열저항()의 역수에 

두 노드의 온도차()를 곱하며 식(3.15)과 같다.

 


             (3.15)

열전도판,2의 제어체적에서 유입되는 열류()는 열저항()의 역

수에 두 노드의 온도차()를 곱하며 식(3.16)과 같다.

 


            (3.16)

U-plate,3의 제어체적에서 유입되는 열류()는 열저항()의 역

수에 두 노드의 온도차()를 곱하며 식(3.17)과 같다.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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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해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치해석모델은 열평형 방정식을 적용하여 MATLAB-Simulink 프로그램으

로 구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은 기존 오피

스 엑세스플로어에 열매배관을 삽입한 경량건식 복사난방패널로 엑세스플로

어의 형상으로 인해 배관길이 방향으로 단면적이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

을 가진 패널 유형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석 시 가정사항 및 해석모

델을 제시하였다.

(2) 해석 시 패널 내 열매의 온도를 패널의 입출수온도의 평균으로 패널 내 

열매의 온도는 동일하고 패널 양끝단의 배관 곡부를 배관 직선부로 간략화 시

켜 계산한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작은 부피의 공기층에서 일어나

는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은 정체된 공기의 전도 열전달로 계산하였다.

(3)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위해 ‘해석을 위한 최소단

위’를 제안하였다. 이는 하나의 패널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 ‘해석을 위한 최

소단위’에서 구현한 열성능이 패널 전체를 대표한다. 제시한 최소단위의 내외

부에서 일어나는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 현상 및 접촉저항 여부를 파악하였

다. 경계조건에서 최소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온도변화 및 열류를 해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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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내 제어체적을 분할하였다. 

(4)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 패널내부 제어체적 분할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3차원 해석모델에 대하

여 패널 구성요소의 재료 및 형상에 근거해 제어체적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

를 상용프로그램 PHYSIBEL-Solido 해석결과의 온도구배를 참고하여 분할의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실과 열교환하는 경계부분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패널의 상하부표면을 하나의 제어체적 또는 노드로 정

의하였다.

(5) 분할된 제어체적을 대표하는 노드들 간의 열류의 이동은 열저항 네트워

크 모델로 구현하였다.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은 노드 간의 대류, 전도, 접촉, 

복사 열저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은 열평형 방정

식을 적용하여 MATLAB-Simulink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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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모델의 확인 및 검증

4.1 개요

앞서 제안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후에는 프로그

램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V&V’(Verification and Validation)14)의 

과정을 거쳐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확인(verification)이란, 개발

자가 모델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모델의 해결방법이 개발자의 의도대로 정확

히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수치해석모델을 분석적이거나 고도

로 정확한 해법과 비교하여 모델의 오차를 줄이거나 이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증(validation)이란, 모델이 모델을 통해 보려고 하는 현실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구현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이로 실험데이터와 시뮬레이

션 결과를 비교하여 그 비교치를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대로 정확히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조건 하에서 제안된 열성능 해석 모델을 3차원 정상상태 열해석 상

용프로그램인 PHYSIBEL-Solido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확인

(verification)의 과정 후에는 제안된 모델이 현실세계를 정확히 모사했는지를 

평가하는 검증(validation)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oling plate 실험에서 얻은 결과값과 제안된 해석 모델에서 얻은 결과값을 

14) Ben H. Thacker, “Concepts of Mode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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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의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4.2 상용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한 확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확인(verification)15)은 코드 확인과 계산 확인이 이

루어져야 한다. 코드 확인(code verification)은 코딩된 수치해석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계산 확인(calculation verification)은 

수치해석 오차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조건하에서 

이미 검증된 상용프로그램으로 해석된 결과 값이 제안된 프로그램의 결과 값

과 일치할 경우 모델과 관련한 수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확인(verification)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3차원 정상상태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인 PHYSIBEL-Solido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확인(verification)을 수행하였다. 

4.2.1. 시뮬레이션 조건

MATLAB-Simulink로 코딩된 제안된 프로그램의 수학적인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PHYSIBEL-Solido와 동일한 패널 구성요소의 입력변수 

및 경계조건을 입력하여 정상상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상부마감재, 열전도

판, 배관고정판, 배관, 단열재의 재질은 각각 테라조타일, 철, 철, 철, 폴리우레

탄으로 설정하였고, 패널 구성요소의 입력변수는 <표 4.1>과 같다. 또한, 시

뮬레이션의 경계조건은 실내 작용온도와 플래넘 작용온도를 20℃로 설정하였

다.

15) Ben H. Thacker, “Concepts of Mode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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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구성요소 입력 변수 입력 값

패널

폭  

길이  

하부부분 곡면이

시작되는 각도
 

하부부분 곡면을

이루는 구의 반경
 

상부마감재

두께  

재료의 열전도율
 ·

: terrazzo tile

열전도판

두께  

재료의 열전도율
 ·

: steel

Cavity 정체공기의 열전도율  ·

배관

내경  

외경  

재료의 열전도율
 ·

: steel

배관고정판

U자 관의 외경  

두께  

재료의 열전도율
 ·

: steel

단열재

두께 
′ 16)

재료의 열전도율
 ·

: polyurethane

접촉저항 접촉저항 - (고려하지 않음)

<표 4.1> 패널 구성요소의 입력 변수

16) 
′ 는 단열재의 상당두께로 해당 제어체적을 열류의 통과면적으로 나눈 값

()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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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제안된 열성능 해석 모델 결과와의 비교 확인

 제안된 열성능 해석 모델과 PHYSIBEL-Solido로 해석한 결과는 <표 4.2>

와 같다. 각 노드 별 온도차는 <표 4.3>으로 최대 0.7℃ 차이를 보인다.  

PHYSIBEL-Solido의 해석 결과는 <그림 4.1>과 <그림 4.2>와 같이 그래픽

으로 나타나 제안된 열성능 해석 모델 결과 값과의 비교가 필요한 상부표면온

도와 하부표면온도를 면적가중평균온도로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제안한 해석

모델과 PHYSIBEL의 해석결과 값의 차이는 상부표면의 경우 제안한 해석모

델이 0.7℃ 낮게 나타났고, 하부표면의 경우 제안한 해석모델이 0.4℃ 높게 

나타났다. 도출된 표면평균온도로 방열량을 계산한 결과 제안한 해석모델이 

상부방향의 경우 10 낮게 계산되어 PHYSIBEL의 결과 값을 이론치라 

보았을 때 오차율17)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하부방향 오차율은 

3.9%이다.

입력 변수 기호 단위 제안한 해석모델 PHYSIBEL-Solido

플래넘 작용온도  ℃ 20 20

실내작용온도  ℃ 20 20

상부 총 열교환계수   11 11

하부 총 열교환계수   6 6

열매평균온도  ℃ 40 40

상부표면 면적가중평균온도  ℃ 37.0 37.7

하부표면 면적가중평균온도  ℃ 33.4 33.0

상부방향 열류량   201.3 210.4

하부방향 열류량   154.9 149.9

<표 4.2> 제안한 해석모델과 상용프로그램 결과 값의 비교

17) 이론치에 대한 오차의 비율, 오차율 이론치
이론치측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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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위치

기호
제안된

해석모델 (℃)

PHYSIBEL

Solido (℃)
오차율(%)

 37 37.7 1.8

   38.2 38.3 0.2

   38.4 38.8 1.0

   39.4 39.8 1.0

 39.4 39.8 1.0

  39.4 39.8 1.0

  39.4 39.8 1.0

  38.0 38.3 0.7

  38.4 38.8 1.0

  39.4 39.8 1.0

  39.9 39.8 0.2

  33.4 33.0 1.0

<표 4.3> 제안된 해석모델과 상용프로그램 노드 온도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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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HYSIBEL 시뮬레이션 상부표면 온도분포 결과

[그림 4.2] PHYSIBEL 시뮬레이션 하부표면 온도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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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을 통한 검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검증(validation)18)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의도대로 

사용하였을 때, 모델의 현실 모사 정도를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법으로 

도출한 결과 값을 정상상태의 cooling plate 실험을 통해 얻은 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4.3.1. 실험체 구성

앞서 2.1.2에서 기준 EN1264-2의 고찰을 바탕으로 실험체를 구성하였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크기는 ×로 EN1264-2에 제

시된 기준인 × 테스트 샘플 크기를 만족하기 위해 엑세스플로어 일체

형 복사난방패널 4개를 1개의 회로로 구성하여 × 테스트 샘플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4]와 같이 패널 상부표면에는 열전도 저항이 

·인 고무 판[2]을 설치하여 바닥표면의 열전달 저항을 모사하

였고, Cooling plate을 패널의 상하부[1],[3]에 설치하여 실내공간을 모사하

였다. 실험체 구성 주변으로는 단열재[4]로 마감하여 테스트 샘플 좌우로 손

실되는 열류를 차단하였다.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

할 Cooling plate 실험체에서의 평균바닥표면온도 및 최대바닥표면온도의 측

정지점을 기준 EN1264-2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기준 

EN1264-2에 제시된 평균바닥표면온도 및 최대바닥표면온도는 각각의 측정

18) Ben H. Thacker, “Concepts of Model Verification and Validation”,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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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대한 면적가중평균온도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엑세스플로어 일

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측정지점을 선정 시 측정지점이 실험대상패널의 전체 

상부 최대평균표면온도 및 하부 최대평균표면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림 

4.5]과 같이 4개의 패널을 [그림 4.6]과 같이 입수부분을 시작, 출수온도를 

끝으로 일렬로 펼쳐 패널 2번과 패널 3번에서 각각 측정된 값의 평균값이 패

널 4개의 표면최대평균온도 또는 표면평균온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는 식(4.1)로 계산한다. 

 


     (4.1)

여기서,

 : 패널 1/2/3/4번의 표면최대평균온도 또는 표면평균온도, 

 : 패널 2번의 표면최대평균온도 또는 표면평균온도 , 

 : 패널 3번의 표면최대평균온도 또는 표면평균온도, 

[그림 4.3] 패널4개의 표면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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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

[그림 4.4] Cooling plate 실험체 구성
여기서,

[1] : 상부 cooling plate
[2] : 열전도저항이 · 인 고무 판
[3] : 하부 cooling plate
[4] : 단열재

    

[그림 4.5] 실험하는 패널 4개

[그림 4.6] 실험하는 패널 4개를 일렬로 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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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의 와 는 각각 패널 2번과 패널 3번의 중간지점으로 외부온

도조건에 방해받지 않는 최적 온도 측정점으로 두 값의 평균 값을 전체 패널

의 평균온도라 할 수 있다. 패널 2번과 패널 3번 각각의 패널에서 측정한 지

점은 <표 4.4>과 같이 상용프로그램 PHYSIBEL-Solido의 해석결과를 참고

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측정지점의 온도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내부영역을 대표하는 온도로 상하부평균표면온도는 측정지점 해당영역의 면

적에 대해 면적가중평균온도로 계산한다.

상부표면의 경우 [그림 4.7]과 [그림 4.8]에 표시한 위치이다. 상부표면평

균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4.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하부표면의 평균

온도는 상부 표면평균온도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림 10]과 [그림 11]에 

표시된 위치에서 측정하여 식(4.4)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구분 상부표면 하부표면 단면A 단면B

상용

프로

그램
19)

해석

결과

실험

측정

위치

<표 4.4> 상용프로그램의 해석결과와 실험에서의 측정위치 표시

19) 3차원 정상상태 열해석 상용프로그램 PHYSIBEL-Sol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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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여기서,

 : 패널 번의 상부표면 면적가중평균온도, 

 : 상부표면의 번 측정지점 온도, 

 : 상부표면의 번 측정영역 면적, 

 : 상부표면 측정영역 면적의 합, 

 


 




       (4.4)

여기서,

 : 패널 번의 하부표면 면적가중평균온도, 

 : 하부표면의 번 측정지점 온도, 

 : 하부표면의 번 측정영역 면적, 

 : 하부표면 측정영역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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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⑦⑧

②①

③④⑤

⑨⑩

⑭⑮⑯

⑪⑫⑬

[그림 4.7] 패널2번의
상부표면온도 측정위치

[그림 4.8] 패널3번의
상부표면온도 측정위치

① ③ ④ ⑤ ②

⑥ ⑦ ⑧

↱단면 1

↱단면 2
① ②

① ③ ④ ⑤ ②

(b) 단면 1
① ⑥ ⑦ ⑧ ②

(a) 확대평면 (c) 단면 2
(X표 측정지점의 온도는 굵은 실선 내부 영역의 대표온도)

[그림 4.9] 패널2번의 상부표면온도 측정위치 확대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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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⑥⑦⑧⑨⑩

⑪⑫⑬⑭⑮

⑯⑰⑱⑲⑳

[그림 4.10] 패널2번의
하부표면온도 측정위치

[그림 4.11] 패널3번의
하부표면온도 측정위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단면1

↱ 단면2
① ② ③ ④ ⑤

(b) 단면 1

⑥

⑦ ⑧ ⑨

⑩
(a) 확대평면 (c) 단면 2

(X표 측정지점의 온도는 굵은 실선 내부 영역의 대표온도)
[그림 4.12] 패널 2번의 하부표면온도 측정위치 확대평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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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크기가 × 인 경우의 번 측정영역 면적을 정리한 것은 

<표 4.5>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평균온도 계산 시 적용하여 실험에서 

측정된 상하부표면평균온도를 도출하였다.

상부표면 측정영역 면적( ) 하부표면 측정영역 면적( )

   ,    324    ,    216

   ,    740.5  ,    324
   ,    2472

  ,    1296
   ,    740.5

  ,    432    ,    216

  ,    1296    ,    108

   ,    850  ,    648
   ,    116

  ,    216
   ,    850

  ,    648    ,    108
  5184   6417

<표 4.5> 상하부표면 측정영역 면적

4.3.2. 실험 조건

 본 장에서는 cooling plate 실험을 통해 4.2절에서 확인(verification)의 과

정을 거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해석모델 내부의 미지변수의 

확인 및 검증(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1) 미지변수의 확인을 위한 실험 조건

본 실험은 검증에 앞서 미지변수인 접촉저항을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를 위해 실험의 열매평균온도와 상부표면온도의 온도차와 상부방열량으로 상

부방향으로의 열저항을 계산하고 이를 제안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열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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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 접촉저항을 예측하였다. 접촉저항 예측을 위한 cooling plate 실험

과 관련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3]와 같이 실험 패널에 공급되는 전체 열량은 코일에 공급되는 유

량, 비열, 입출수 온도차의 곱으로 식(4.5)와 같다. 패널에 공급된 열량은 배

관내 열매에서 상하부표면으로 방열되는 상하부방열량을 더한 값으로 상하부

방열량은 식(4.6), 식(4.7), 식(4.8)과 같이 정상상태에서 상하부 cooling 

plate에 공급된 열량과 같다. 패널 열매평균온도와 상부 cooling plate 열매평

균온도의 차와 상부 cooling plate의 열류()가 정해질 경우 열매평균온도에

서 상부 cooling plate 열매평균온도 사이의 열저항 값 계산이 가능하고 이는 

식(4.9)과 같다. 하부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식(4.10)와 같이 계산한다.

본 실험에서는 미지변수인 접촉저항과 하부표면열전달 계수를 찾기 위해 

실내온도 20.1℃, 플래넘 온도 19.2℃인 경계조건에서 열매온도 31.4℃, 열매

유량 6.13pm(0.102kg/s)을 입수조건으로 하였을 때의 상/하부 평균온도를 

비교하여 접촉저항 및 하부표면열전달 계수를 예측하였다. 패널의 구성요소 

입력변수는 <표 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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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단열재

상부 cooling plate

열전도층
















[그림 4.13] Cooling plate 실험체의 실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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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여기서,

 : 실험 패널에 공급된 총 열량, 

 : 실험 패널의 유량, 

 : 물의 비열(=4180), 

 : 실험 패널의 입수온도, 

 : 실험 패널의 출수온도, 

                        (4.6)

 
           (4.7)

 
           (4.8)

여기서,

 : 실험 패널에 공급된 총 열량, 

 : 상부 방열량, 

 : 하부 방열량, 

 : 상부 cooling plate의 유량, 

 : 하부 cooling plate의 유량, 

 : 물의 비열(=4180), 

 : 상부 cooling plate의 입수온도, 

 : 상부 cooling plate의 출수온도, 

 : 하부 cooling plate의 입수온도, 

 : 하부 cooling plate의 출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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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4.10)

여기서,

 : 실험패널 열매에서 실험패널의 상부표면 사이의 열저항, 


 : 실험패널 열매에서 하부 cooling plate 열매 사이의 열저항,  


 : 상부 방열량, 

 : 하부 방열량, 

 : 실험패널의 입출수 평균온도, 

 : 상부평균표면온도, 

 : 하부평균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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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구성요소 입력 변수 입력 값

패널

폭  

길이  

하부부분 곡면이

시작되는 각도
 

하부부분 곡면을

이루는 구의 반경
 

상부마감재

두께 -

재료의 열전도율 -

재료의 방사율 -

열전도판

두께  

재료의 열전도율
 ·

: steel

Cavity 정체공기의 열전도율  ·

배관

내경  

외경  

재료의 열전도율
 ·

: steel

배관고정판

U자 관의 외경  

두께  

재료의 열전도율
 ·

: steel

단열재

두께 
′ 20)

재료의 열전도율
 ·

: polyurethane

하부마감재 재료의 방사율
 

: steel

<표 4.6> 실험패널 구성요소의 입력 변수

20) 
′ 는 단열재의 상당두께로 해당 제어체적을 열류의 통과면적으로 나눈 값

()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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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Validation)을 위한 실험 조건

앞서 구한 미지변수인 접촉저항과 하부표면열전달계수를 포함한 완성된 엑

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몇 가

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과 실험의 경계조건과 입수조건을 동일

하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한 상하부표면온도가 실험에서 도출된 상

하부표면온도와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실험 케이스는 <표 

4.7>과 같다. 각각의 실험 케이스의 상하부표면온도 측정 시에는 T-type 열

전대를 사용하였다.

Case #

상부 cooling

plate 평균

표면온도(℃)

하부 cooling

plate 입출수

평균온도(℃)

실험패널의

열매평균온도

(℃)

유량

(,)

Case 1 20.0 18.6 39.2 8.05, 0.134

Case 2 20.0 18.2 44.4 8.05 ,0.134

<표 4.7> Cooling plate 실험 케이스

4.3.3. 실험 결과

Cooling plate 실험으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구성요소 간 

미지변수의 확인을 하였고 제안된 열성능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수행하였

다. Cooling plate 실험 결과값은 실험체를 12시간동안 운전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값을 사용하였다.

(1) 미지변수의 확인을 위한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변수 중, 미지변수인 하부표면열전달 계수와 접촉

저항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부표면열전달 계수를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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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상부표면열전달을 모사하는 cooling plate 실험체의 열전도층 저항을 

·로 알 수 있기에 패널의 상부표면열전달 계수를 열전도층 

저항의 역수인 · 로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상부표면

온도가 실험 결과값과 일치하도록 접촉저항을 ·로 정하였다.  

이를 시뮬레이션에 입력하고 다른 미지변수인 하부표면열전달 계수를 도출하

여 하부표면온도를 실험 결과값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출된 하

부표면열전달 계수는 ·이다.

미지변수인 접촉저항과 하부표면열전달계수가 상하부표면온도에 일차적인 

영향을 주고 접촉저항과 하부표면열전달계수 사이에 상관성이 없다는 가정하

에 도출된 접촉저항과 하부표면열전달계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도출된 접촉저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접촉저항을 ·

으로 설정하고 [그림 4.14]와 같이 열매에서 상부표면까지의 저항인 과 

열매에서 하부표면까지의 저항인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부 단위면적

당 저항의 차는 ·, 하부 단위면적당 저항의 차는 

·이다. 즉, 단위면적당 저항의 차이의 범위는 ~

·으로 앞서 선정한 접촉저항인 ·이 참이라면 

~· 범위의 저항값이 오차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를 상부 열류 , 하부 열류 와 ~· 범

위의 저항값으로 온도차를 계산하면 약 1.2℃이다. 이는 열전대의 오차가 

±0.5K인 고려했을 때 1.2℃는 측정 시 오차로 간주할 수 있어 앞서 선정한 

접촉저항인 ·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69 -





[그림 4.14] 상부 단위면적당 저항과 하부단위면적당 저항

도출된 하부표면열전달계수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하부표면열전달계수를 ·로 입력했을 때의 도출된 상부단위면적당 

저항과 패널하부표면에서 하부 cooling plate 열매평균온도까지의 저항을 비

교하였다. 상부단위면적당 저항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의 차이가 없

었고 패널하부표면에서 하부 cooling plate 열매평균온도까지의 저항은 

· 차를 보였다. 앞서 도출한 하부표면열전달계수를 저항값으로 

환산하면 ·로 패널하부표면에서 하부 cooling plate 열매평균

온도까지의 저항인 ·의 차이는 ·이다. 이는 하

부방열량  조건에서 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전대 오차범위 

±0.5K를 고려하였을 때 앞서 선정한 하부표면열전달계수인 ·

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70 -

구분

제안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결과

(접촉저항

=·)

Cooling plate

실험 결과
저항 차

상

부

단위면적당 방열량,


111.4 87.9

패널열매평균온도-패널

상부표면평균온도, 
31.4 - 31.1 = 0.3 31.4 - 28.7 = 2.7

단위면적당 저항( ),

·
0.003 0.03 0.027

하

부

단위면적당 방열량,


26.9 22.0

패널열매평균온도-패널

하부표면평균온도, 
31.4 – 30.4 = 1.0 31.4 – 29.0 = 2.4

단위면적당저항 ( ),

·
0.037 0.109 0.072

<표 4.8> 접촉저항이 ·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cooling plate 실험결과

구분

제안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결과

(하부표면열전달계수

=·)

Cooling plate

실험 결과
저항 차

상

부

단위면적당 방열량,


89.0 87.9

패널열매평균온도-패널

상부표면평균온도, 
31.4 – 28.9 = 2.5 31.4 – 28.7 = 2.7

단위면적당 저항( ),

·
0.03 0.03 0

하

부

단위면적당 방열량,


0 22.0

패널표면평균온도-하부

cooling plate열매평균온도,
30.5 – 19.2 = 11.3 29.0 – 19.2 = 9.8

단위면적당저항 ( ),

·
0 0.45 0.45

<표 4.9> 하부표면열전달계수가 0인 경우의 프로그램 결과와 cooling plate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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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validation)을 위한 실험 결과

입수조건 및 경계조건을 달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계산된 상하부평균표면온도와 실험에서 측정된 상하부평균표면온도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검증한 결과는 <표 4.10>과 <표 4.11>과 

같다.

검증 케이스 1의 경우, cooling plate 실험장치 중 상부 cooling plate 표면

온도와 하부 cooling plate 열매평균온도를 각각 20.0℃와 18.6℃로 설정하

였다. 패널 열매에 입수되는 조건은 기본케이스의 열매평균온도인 31.4℃와 

약 8℃ 정도의 격차를 둔 39.2℃로 열매 평균온도를 정하고 유량은 8.05lpm

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상하부평균표면은 실험에서보다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의 결과가 0.1℃ 더 높게 계산되었다.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방열량을 평

균열매온도와 평균표면온도의 차로 나눈 값인 열저항의 차는 상부는 

·, 하부는 ·으로 나타났다. 하부의 열저항 값 차이

인 ·를 실험을 통한 하부 방열량인 인 경우의 온도차

로 계산해보면 0.9℃로 이는 열전대 측정 오차범위인 ±0.5K 이내로 실험 결

과와 비교 검증했을 때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타당함을 보인다.

검증 케이스 2의 경우, cooling plate 실험장치 중 상부 cooling plate 표면

온도와 하부 cooling plate 열매평균온도를 각각 20.0℃와 18.2℃로 설정하

였다. 패널 열매에 입수되는 조건은 기본케이스의 열매평균온도인 44.4℃로 

열매 평균온도를 정하고 유량은 8.05lpm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보다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의 결과가 상부평균표면은 0.2℃ 더 높게 계산되고 하부평균

표면은 0.1℃ 더 높게 나타났다.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방열량을 평균열매온도

와 평균표면온도의 차로 나눈 값인 열저항의 차는 상하부 모두  ·

로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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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부 하부

실험 프로그램 오차 실험 프로그램 오차

실내(플래넘)작용온도또는

cooling plate 표면온도(℃)
20.0 20.0 18.6 18.6

패널열매평균온도(℃) 39.2 39.2 39.2 39.2

패널열매유량() 8.05 8.05 8.05 8.05

표면 평균온도(℃) 34.5 34.6 0.1 35.3 35.2 0.1

방열량() 140.6 147.5 6.9 30.0 39.8 9.8

열저항() 0.03 0.03 0 0.13 0.1 0.03

<표 4.10> Cooling plate 실험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결과 비교 (Case 1)

구분
상부 하부

실험 프로그램 오차 실험 프로그램 오차

실내(플래넘)작용온도또는

cooling plate 표면온도(℃)
20.0 20.0 18.2 18.2

패널열매평균온도(℃) 44.4 44.4 44.4 44.4

패널열매유량() 8.05 8.05 8.05 8.05

표면 평균온도(℃) 38.4 38.6 0.2 39.2 39.3 0.1

방열량() 168.9 187.9 19 41.5 50.6 9.1

열저항() 0.03 0.03 0 0.1 0.1 0

<표 4.11> Cooling plate 실험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결과 비교 (Case 2)

4.4 소결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모델의 검증을 위해 상용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과 cooling plate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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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3차원 열해석 프로그램인 PHYSIBEL-Solido를 이용하여 해

석 모델과 동일한 조건의 모델을 정상상태에서 해석하여 상하부 표면평균온

도를 도출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을 확인(verification)을 하였다. 모델의 검증

(validation)은 EN1264-2를 바탕으로 구성된 cooling plate 실험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패널 상하부 표면평균온도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델의 적합성

을 확인하였다.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해석 프로그램의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코딩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확인(verification)과정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모델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 모델을 3차원 정상상태 열해석 상용프로그램인 PHYSIBEL-Solido를 사

용하여 해석하였고, 제안한 모델의 해석 결과값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미지변수인 접촉저항과 하부표면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EN1264-2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상상태 cooling plate 

실험으로 열매온도에서 상하부패널표면까지의 상하부 저항을 계산하였다. 패

널에 공급된 열량은 상부 cooling plate에서 제거된 열량과 하부 cooling 

plate에서 제거된 열량의 합과 같고, 상부 cooling plate에서 제거된 열량을 

패널열매온도와 패널상부표면평균온도의 차로 나누면 상부방향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안한 해석모델의 상하부방향의 저항값을 

실험에서 도출한 상하부방향의 저항값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접촉저항 및 하

부표면열전달계수를 구하였다.

(3)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검증(validation)을 위해서 경계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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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조건을 달리하여 도출된 상하부표면온도 결과값을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의 해석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cooling plate 실험을 통해 도

출된 상하부 면적가중평균온도의 값이 제안된 해석모델을 통해 도출된 상하

부 표면평균온도의 차가 최대 0.2℃ 내외로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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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실에 적용하여 운전하기 위해서는 패

널의 난방용량 산정 및 열의 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패널의 난방용량은 실내 공간 방향의 패널표면온도와 실내설정온도의 차에 

의한 방열량으로 입수조건에 따른 실내공간 방향 표면온도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입수조건에 따른 패널표면온도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유한요소법

이나 유한차분법과 같은 수치해석법을 사용하거나 패널의 실험을 통해 예측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어 기준 및 기존연구에서는 열성능 해석

을 위해 복사난방시스템의 대표단면에 대한 간략해석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복사난방시스템의 대표단면에 대한 간략해석모델로 엑세스플로어 일체

형 복사난방패널과 같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단면의 형상이 변화하는 패널 유

형의 열성능 해석에는 적용할 수 없다. 

패널의 열성능 산정법으로 제시된 수치해석법, 실험의 방법, 간략해석모델

의 해석에 의한 방법은 정상상태 열성능 해석모델로 패널의 표면을 예측해 방

열량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실과 연계한 비정상상태의 열성능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복사시스템이 설치된 실의 열적 거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프로

그램이 여럿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복사시스템 모델

은 단면상 놓여있는 구조를 단순히 모사한 것으로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

난방패널과 같이 하나의 단면을 제시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모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면형상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변화하는 엑세스플

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와 같은 유형의 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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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정상 및 비정상 열성능 해석이 가능한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석 시 가정사항 및 3차원 해석모델인 ‘해석을 위한 최소단

위’를 제시하였다.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는 해석하고자 하는 복사시스템 전

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선정된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내외부

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을 수치해석하기 위한 제어체적을 배관 길이 방향

으로 변화하는 단면 형상을 반영하도록 3차원적으로 분할하였고, 3차원 열해

석 상용프로그램 PHYSIBEL-Solido 해석 결과의 온도구배를 참고하여 제어

체적 분할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제어체적에 선정된 노드 사이에는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여 열류 및 열저항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으며 제안된 해석법을 바탕으로 만

들어진 프로그램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상용프로그램 PHYSIBEL과 실험으

로 비교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방열량 산정 및 열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 열 성능 

해석 방법을 고찰하고 각 방법들의 특징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 중 방열

량 산정을 위한 기존 열성능 해석방법은 정상상태 열성능 해석만 가능하고 비

정상상태 열성능 해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표단면 또는 제시한 

대표 단면에 대해서 열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있어 시스템의 대표단면을 정하

기 어렵거나 제시되지 않은 유형의 복사난방시스템 열성능 해석 시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

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복사난방시스템의 단면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유

형의 정상 상태 열성능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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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엑세스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패널을 대표하는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를 제안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간략계산법이 시스템의 2차원 대표단면 모델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열성능을 해석하는 것에 반해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는 하나의 패널을 대표

하는 3차원 해석모델로 이 단위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이 패널 

전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과 동일하다.

(3) 3차원 열해석 모델인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에 대한 열성능 해석을 수

행하기 위해 구성요소의 재질과 형상을 고려한 제어체적 분할의 방법을 제시

하였다. 제어체적 분할 시에는 제어체적 간 열저항에 따른 온도구배의 차가 

최소화되도록 제어체적을 무한하게 분할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해석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나, 이는 많은 해석 시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이 

간략하게 수행되면서도 해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상용프로그램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온도구배를 참고하여 제어체적을 분할하였다. 제어체적의 분할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제어체적 간 재질의 물성치로 인한 열저항, 재질 간

의 접촉저항, 서로 다른 재질간의 열저항, 모델의 형상으로 인해 열류 통과거

리가 달라 생기는 열저항이 있다.

(4)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내 분할된 제어체적의 대표노드는 열류 및 열저

항 이론을 활용하여 열저항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하여, 각 노드 간, 전도, 복

사, 대류, 접촉 열저항이 패널 구성요소의 물성치 및 치수와 간략화 된 표면 

열전달 계수를 반영하여 방열량 계산을 위한 표면평균온도를 계산하도록 하

였다. 실과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패널의 상부 표면의 온도와 하부 플래넘 

공간과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패널의 하부 표면의 온도는 면적가중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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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다. 이는 패널의 열성능을 실과 연계하여 열적거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1차원 정상 및 비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하다.

(5) 열전달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법을 기초로 개발된 엑세스플

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과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과정을 수

행하였다.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코딩 및 계산의 확인을 위해서 제안

된 시뮬레이션과 상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동일한 경계조건 및 해석모델

을 구현하였을 때 도출된 상하부 표면평균온도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엑세스

플로어 일체형 복사난방패널의 열성능 해석 프로그램의 정확한 현실모사를 

위해 실을 모사하는 cooling plate를 실험패널 상하부에 위치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Cooling plate 실험은 상부표면열전달계수를 알 수 있는 실험으로 

배관 내 열매에서 상하부표면까지의 열저항을 도출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의 입력 변수 중 미지변수인 접촉저항과 하부표면 열전달 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미지변수의 확인 후, 추가적인 실험으로 프로그램의 입수조건에 따른 

표면평균온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계산된 표면평균온도는 실험의 오차

를 포함한 예측범위에 들어와 제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검증이 완료되

었다.

(6)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검증된 복사난방시스템의 열성능 해석법은 시스

템의 유형에 자유로운 해석법으로 본 해석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복사난

방패널의 방열량 예측 및 실과 연계한 열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시 활용되어 

다양한 유형의 복사난방패널의 설계 및 운전 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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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수치해석을 위한 MATLAB-Simulink 코딩

[그림 A.1] 패널 구성요소 및 경계조건 입력

[그림 A.2]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의 열평형방정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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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패널 구성요소의 수치 및 물성치 입력변수

[그림 A.4] 패널 구성요소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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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열저항 값

[그림A.6] Transfer, 3의 제어체적의 열평형 방정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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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 “해석을 위한 최소단위” 범위의 열전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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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Cooling plate 실험모습

[그림 B.1] Cooling plate 실험 가동 중인 모습

[그림 B.2] 실험체 패널 2번과 패널 3번 상부표면온도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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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2] 실험체 패널 2번 하부표면온도의 측정 모습 

[그림B.3] 실험체 패널 3번 하부표면온도의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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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existing studie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heating performance of an radiant heating system and the need of 

analyzing thermal performance of an radiant heating system were 

studied.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was selected 

as a target of the research and problem on analyzing heating 

performance of the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by 

using existing thermal analysis for estimating heating performance is 

raised. Since the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is a 

type of system that varies its section along the pipe line, the 

existing studies and standards which offer simplified method or 

numerical analysis on the representative section are limited. Also, 

using the existing energy simulation tool to predict thermal 

performance of the simplified radiant system installed room mode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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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o analyze accurate unsteady state thermal performance of 

the room model which contains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d an 3-dimensional 

analytical unit model to analyze heating capacity of the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Proposed analytical unit model 

was divided into the control volume considering material and shape 

of the panel components and was evaluated its suitability by 

comparing with proven 3-dimensional thermal analysis program. 

Segmentalized 3-dimensional analytical unit model was embodied in 

the thermal resistance network model, and then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finite volume method which satisfies heat 

balance equation. 

To validate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 the upper and lower 

surface temperature from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a proven thermal analysis program under 

the same boundary condition and supply water condition. 

Furthermore, to utilize an proposed analytical method for installation 

of a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calculation 

outcomes from a proposed calculation method were compared to the 

data from testing, then verification of an unknown factor and 

validation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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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a type of 

radiant heating system whose section in not constant, was selected 

as an object of this study and 3-dimensional thermal performance 

analytical unit model was proposed. Internal and external heat 

transfer phenomenon that should be realized in the 3-dimensional 

thermal performance analytical unit model are defined.

(2) To analyze the heat transfer inside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the method of dividing into control volume based upon the 

material and shape of the panel element was proposed. The 

suitability of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by comparing to the 

results from proven heat transfer analysis program. Heat transfer 

analysis between the control volumes are achiev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thermal resistance which consists thermal resistance 

network model. Based on the thermal resistance model,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inite volume method which contains 

heat balance equation to draw upper and lower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supply water condition.

(3) To validate the numerical analysis program which realizes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the proven 3-dimensional steady state 

thermal analysis program was used. Calculation of the upper and 

lower surface temperature by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was 

compared to the results from the proven thermal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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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same supply water condition and boundary condition, and 

the validity of proposed analytical method was confirmed. To validate 

the realization of real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by the proposed thermal analytical model, cooling plate test was 

performed. Through the test, the contact resistance and surface heat 

transfer coefficient which can not be predicted through simulation 

program were validated and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was verified.

Keywords: Radiant Heating Integrated Access Floor Panel, Thermal 

Property Calculation, Analytical Model, Numerical 

Analysis

Student Number : 201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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