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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 가스보일러의 용량은 난방부하에

비해 과대 적용되는 형편이며, 패널의 열매조건도 난방부하에 대한 고려

없이 경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패널의 방열량은 난방부하에 비해 과대

적용되고 있다. 단위시간동안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량이나 패널 표면에

서 실로 전달되는 열량이 부하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

은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과

다 생산 및 전달되는 열량을 줄이거나 과잉열량을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은

경험에 의해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난방 운전 시

각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을 대상으로 실제 난방운전 시, 각 개선 방안의 적용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

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

을 선정한 후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버너 용량을 감소시킬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은 완화되지만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온수온도를 낮추어 공급한

경우에도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는 감소하였지만, 낮은 부분부하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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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여전히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스

템의 난방용량이 부하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보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는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

전에 대한 권장값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시정수

가 큰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버너 용량 또는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

비량은 일관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시스템의 보유수량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

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각 요소들의 평가 범위 내에서는 설계 공급온수온도를 감소시킨 경우

난방 에너지가 가장 적게 소비되었다. 패널의 열시정수를 증가시킬 경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바, 이는 주로 난방 정지 후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된 열량이 많기 때문이다.

(3) 열시정수가 상대적으로 큰 패널인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

지가 빈번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체 난방기간 동안 공급열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열시정수가 큰 패널에 대

해서는 공급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4) 열시정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패널인 경우, 부하에 근거하여 설계한

버너 용량을 적용하거나 공급온수온도를 낮게 조절하여도 낮은 부분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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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조건에서는 여전히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

타나므로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병용해야 한다.

(5) 열시정수가 상대적으로 큰 습식 패널에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

를 낮게 적용한 방안과 열시정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식 패널에 버퍼탱

크를 적용한 방안,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습식 패널에

대하여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선 방안을 적용

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7.8%, 17.1% 정도의 난방 에너

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보일러의 운전, 난방 에너지 소비량, 버너 용량, 공급온수온도,

시스템의 보유수량, 패널의 열시정수

학 번 : 2014-2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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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공동주택에는 난방을 위하여 대부분 온수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

방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열원 공급방식에 따라

지역난방, 중앙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가스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시스

템의 적용이 증가하였다.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실의 부하를 처

리하기 위해, 부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실로 공급해야 하는바, 이

과정은 열량을 생산하는 과정과 생산된 열량을 실까지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 가스보일러는 급탕부하 위주

로 용량이 산정되거나 난방면적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난방부하에 비해 과

대 설계되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 건물의 단열성이나 기밀성이 강화되어

난방부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패널의 열매조건은 여전히 관행에 따

라 경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개별난방의 경우 패널에 공급되는 온수온도

는 55~60℃이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용되고 있다1).

보일러 용량이나 패널 열매조건의 적용 현황으로부터 단위시간동안 생

산되는 열량 또는 단위시간동안 패널 표면에서 실로 전달되는 열량이 난

방부하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시간동안 생산 및 전달되는 열량, 즉 시스템의 난방용량이 부하에 비

해 지나치게 클 경우, 특정 시간동안 발생하는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시스

1) 이윤정, 정창호, 여명석, 김광우. 국내 공동주택의 난방부하 특성을 고려한 바닥 복사

난방 패널의 설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9호, 2011.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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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가동되는 시간이 짧아진다. 특히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

사 난방시스템에서는 보일러의 운전에 영향을 미쳐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기수

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더욱이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개별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과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열량공급 과정

에서 과다 생산 및 전달되는 열량을 줄이거나 과잉열량을 저장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2)3)4)5). 그러나 아직까지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은 경험에 의해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 난방 운전 시, 각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에 대해

서도 명확히 밝혀진바 없다.

따라서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

기에 앞서, 각 개선 방안의 적용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을 대상으로 실제 난방운전 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을 적용

함에 있어 조절해야 하는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선정하여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보일러의 운전

과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개

2) 이규남. 복사냉난방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에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179-183.

3) Andreas Heinz. "PCM storage to reduce cycling rates for boiler". Graz University

of Technology, 2007. p.4.

4) 박상동, 민정현, 윤용진, 조수, 홍성희, 조립식 온돌난방 시스템의 열적특성에 관한 실

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권 5호, 1993. p.64.

5) McKeegan, Short Cycling Can Hamper Boiler Efficiency, the NEW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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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안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비적 고찰을 통하여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의 내부구조와 운전특성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리고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연구

를 고찰한 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

야 하는 요소들을 열 생산, 전달, 저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각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평가 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EnergyPlu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카탈로그와 기술문서,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방법을 참고하여 각 요소들의 평가범위

를 설정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 case를 결정한 후, 전체 난방기간에 대

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

비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과 시스

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을 도출할 때, 각 요소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을 선정하여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연구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관한 예비적 고찰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의 내부구조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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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그리고 시스템의 국내 적용 현황을 고찰한 후, 보일러의 운전과 난

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별보일러의 운

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열 생산,

전달, 저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 도출된 요소들의 평가 범위 설정

각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에 앞서 실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카탈로그와 기술문서,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방법을 참고하여 각 요소들의 평가범위를 설정하

고 평가 case를 결정하였다.

(3)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도 평가

평가 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전체 난방기간에 대해 EnergyPlus를 활용

한 시뮬레이션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일러의 운전특성에 대해서는 보일러

의 가동/정지 횟수와 평균 1회 가동시간을 분석하였고, 난방 에너지 소비

에 대해서는 버너의 가스소비량과 펌프의 반송동력을 분석하였다.

(4)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효과 분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 방안

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 적용 전후의 보일러의 운전특성과 난방 에너지 소

비량을 비교함으로써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진행은 다음 [그림 1.1]의 연구 흐름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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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6 -

제 2 장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 관한 예비적 고찰

2.1 시스템의 적용 현황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스템의 구성 및 운전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개별보

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난방시스템의 구성 및 운전특성에 대한 고찰

을 통하여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에 있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한 배경이론으로 활용하였다.

2.1.1 시스템의 구성 및 운전특성

개별난방시스템은 열원, 순환펌프, 팽창탱크, 온수분배기, 난방배관 등으

로 구성된다.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이란 개별

난방시스템의 열원으로써 개별보일러가 적용되고, 시스템의 말단에 바닥

난방패널이 적용된 경우를 가리킨다.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난방시스템의 개념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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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원 부분

가스보일러는 1980년대 중반부터의 LNG도입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배

경으로 이후 무공해 및 고칼로리 에너지인 천연가스 사용의 증대로 인해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7). 현재 개별 난방시스템에는 주로 가스보일

러가 적용되고 있으며 버너와 순환펌프가 내장되어 일체화된 형태로 생산

되고 있다.

개별 가스보일러는 급탕과 난방에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일러의 용량 산정 시 급탕부하 위주로 산정되거나, 난방면적에 따라 산

정된다. 가스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게 되면 순환펌프는 별도의 유량 산

정 없이 정해진 규격대로 결정된다8).

개별 가스보일러의 운전은 버너와 펌프의 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실내온도 감지와 보일러의 난방수온도 제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난방

운전 시 실내온도가 설정온도 이하로 떨어져 실에 난방수요가 발생할 경

우 보일러는 가동되며, 실내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높을 경우 보일러는 정지

된다.

버너의 운전은 주로 실내온도와 공급온수온도 또는 환수온도에 의해 제

어된다.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가스보일러는 대부분 출력이 일정한 버너를

on/off 제어하는 것을 통하여 난방수온도를 조절한다. 즉, [그림 2.2]와 같

이 공급온수온도 또는 환수온도가 설정온도 하한에 도달하면 버너가 점화

되어 열교환기에 흐르는 난방수를 가열하고, 난방수온도가 설정온도 상한

에 도달하면 버너의 운전이 정지되어 난방수온도는 다시 하강하게 된다.

난방이 불필요한 실이 발생하여 난방회로에 흐르는 순환유량이 너무 작을

6) 유미혜. 바이패스 방식을 이용한 개별난방시스템 개선 대안의 적용 효과 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 14.

7) 김승욱. 공동주택에서 온돌난방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9. p.18.

8) 유미혜. op.cit.,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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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개별 가스보일러의 운전 예시9)

경우 버너 점화 시 난방수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가스보일러는 대부분 버너의 난방출력이 일정하지만 최근 버너의

불꽃을 조절할 수 있는 modulating 보일러가 출시되고 있다. 버너의 불꽃

은 주로 가스밸브를 비례제어하거나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팬의 회전속도

를 제어하는 것을 통하여 조절된다. modulating 보일러의 작동원리를 살펴

보면, 보일러 내에 장착된 센서가 난방수온도를 감지하여 설정 난방수온도

와의 편차에 따라 불꽃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으며, 외기보상제어가 적용되

는 경우도 있다. modulating 보일러의 제어방식은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조사의 정보공개가 한정적인 원인으

로 내부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보일러에 내장된 순환펌프는 기본적으로 실내온도에 따라 난방수요가

발생하면 운전하고 난방이 필요하지 않으면 정지한다. 그러나 개별보일러

9) John Siegenthaler, P.E.. MODERN HYDRONIC HEATING for residential and light

commercial buildings. 3rd edition, DELMAR, 2012.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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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순환펌프의 제어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순환펌프의 운전이 난방수온도에 의해서도 제어되는 경우, 난방수온도가

순환펌프 작동온도 이하일 때에는 순환펌프가 정지하다가, 버너가 작동하

여 난방수온도가 순환펌프 작동온도 이상일 때에는 난방이 필요한 시간

동안 순환펌프가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난방수를 순환시킨다10). 보통 버너

가 정지하여도 난방이 필요하면 순환펌프가 연속적으로 작동되나, 난방이

필요하지만 환수온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아 버너가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조건에서는 순환펌프가 연속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3분 동작하고 7분 정지

하는 식의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11).

(2) 분배 부분

열원에서 공급된 온수는 온수분배기에서 여러 회로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 실의 바닥에 매설된 난방배관을 순환한 뒤 다시 운수분배기에 합해져

열원으로 환수된다12). 실별 on/off 제어가 적용된 경우, 실별 난방수요의

발생여부에 따라 온도조절 밸브의 개도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하여 각

실에 온수가 공급된다. 즉, 실내온도가 설정온도 하한보다 낮은 실이 발생

할 경우 해당 실 난방회로의 온도조절 밸브가 열리게 되며, 실내온도가 상

승하여 설정온도 상한보다 높게 되면 온도조절 밸브는 다시 닫히게 된다.

실제 공동주택에서는 각 실의 배관 구성 및 난방부하가 상이하므로 난

방회로의 저항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각 실에 공급되는 유량에

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13) 즉 저항이 큰 회로일수록 공급되는 유량은

감소하고 저항이 작은 회로일수록 공급되는 유량은 증가하는 등 유량 불

10) 유미혜. op.cit., p.18-19.

11) Ibid.

12) Ibid.
13) 이규남. op.cit.,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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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각 회로에 추가적인 수력학적 저항을 부여하는 것

을 통하여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공동주택에는 주로

미세유량 조절밸브가 적용되고 있다. 미세유량 조절밸브의 개도를 정하기

위하여 우선 각 실의 설계 공급유량을 산출한 후 각 난방회로의 압력손실

을 계산한다. 압력손실이 가장 큰 회로를 기준으로 기타 회로에 더해주어

야 하는 저항을 계산하여 미세유량 조절밸브의 개도를 설정함으로써 각

난방회로에 설계 유량이 공급되도록 한다. 최근에는 실별 온도 제어 및 유

량 조절이 가능한 밸브 일체형 온수분배기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유량 조절밸브의 개도는 모든 실에 난방수요가 발생하는 조

건하에서 계산된 후 개도가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분부하 조건에

서는 여전히 유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말단 부분

국내 공동주택인 경우 난방시스템의 말단으로써 주로 바닥 복사 난방패

널이 적용되고 있다. 열원에서 생산된 온수가 온수분배기를 통하여 바닥

난방패널에 공급되면 패널의 단면을 구성하는 각 재료사이의 열전도 과정

을 거쳐 패널 표면까지 열이 전달되며, 패널 표면과 벽체, 천장 등 기타

면 사이의 복사 열전달, 그리고 실내 공기와의 대류 열전달을 이용하여 실

의 난방부하를 처리한다.

국내 공동주택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습식 바닥 난방패널(이하 습식

패널)은 [그림 2.3(좌)]와 같이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몰탈층에 난방배관

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운전 시 패널 구조체의 축열량이 많으며 축

적된 열이 바닥표면을 통하여 실내로 공급된다. 최근 습식 패널 적용 시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등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된 건식

바닥 난방패널(이하 건식 패널)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식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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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경우, 시멘트 등 물로 비벼서 경화를 기다리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

므로 대부분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재료들을 조립하여 제조된다. 뿐

만 아니라 패널의 방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갈바륨강판, 메탈라스, 아연도금 강판 등 재료를 열전도판으로 이용14)하고

있으므로 습식 패널에 비해 패널의 열전달 저항이 작다. 따라서 패널에 공

급된 열이 즉시 실로 전달되어 난방부하를 처리하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

되고 있는 건식 패널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중의 한 종류로써 [그림 2.3

(우)]과 같다.

[그림 2.3] 습식 패널(좌)과 건식 패널(우)의 단면 구조15)

14) 정창호, 이규동, 여명석, 김광우. 목업(Mock-up Test)를 통한 바닥 건식난방 패널의

표면온도 분포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20권 제4호, 2013. p.491.

15) 정해권, 조동우, 유기형. 건식온돌과 습식온돌의 열전달 특성 비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1호, 2009.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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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

국내 주거 건물의 난방 열원으로 널리 이용되는 가스보일러는 급탕부하

위주로 용량이 산정되거나, 난방면적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외국의 경우에

도 보일러의 용량이 난방부하 대비 세 배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16), 이러한 이유는 급탕부하 위주로 용량을 산정하거나, 건물

의 단열성 향상 등 열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안전율을 계상하여

보일러를 선정하기 때문이다17). 난방부하에 비하여 보일러의 용량이 큰 경

우 온수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보일러의 on/off cycle이 빈번해진다18).

국내 공동주택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순간식 보일러는 보일러의 열교

환기에 순간적으로 흐르는 순환수를 가열하여 난방으로 사용하거나 열교

환기에서 간접 열교환하여 온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19). 순간식 보일러는

보유수량이 작고 온수가 필요할 때 즉시 보일러를 가동하여 순간적으로

온수를 만들기 때문에 온수온도의 변화가 급격하다. 이러한 운전특성도 보

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단열성 및 기밀성이 개선되어 난방부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패널의 열매조건은 난방부하에 대한 고려 없이 여전히 관행에

따라 경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패널에 적용되는 공급유량은 난방부하와

공급-환수온도차를 이용하여 계산되고 있지만, 공급온수온도는 지역난방의

경우 60℃, 개별난방의 경우 55~60℃이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용되

고 있다20). 그러므로 패널의 실제 방열량은 난방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필

16) Peeters, L., Van der Veken, J., Hens, H., Helsen, L., and D'haeseleer, W.. Control

of heating systems in residential building: Current practice. Energy and Buildings

(40), 2008. pp.1446-1455.

17) Peeters, L., Van der Veken, J., Hens, H., Helsen, L., and D'haeseleer, W.. Sizing

of boilers for residential buildings, Proceedings of Clima 2007 Conference,

Helsinki, Finland.

18) Rayment R.. Boiler efficiency and gas consumption: Effects of cycling and pump

speed, Building Service Engineering Research and Technology16(1), 1995. pp.55-58.

19)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거꾸로 하이핀 가스 보일러 e-카탈로그, 귀뚜라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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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방열량에 비해 큰 형편이다. 개별보일러의 운전은 기본적으로 실내온

도를 감지하여 난방수요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위시간당 실에

공급되는 열량이 클수록 난방부하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므로 실내온도

의 변화도 빠르다. 이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과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의 설계는 최대 난방부하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외

기온의 상승, 내부발열 또는 일사 열획득으로 인하여 실제 난방운전 시 부

분부하 조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운전조건에서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과 정

지가 빈번해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21).

한편 국내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열저장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습식 패

널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보일러에서 단위시간당 과다 생산되는 열량과

패널에 과다 공급되는 열량을 일부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패널에 공급 및

저장된 열량이 천천히 실에 공급되기 때문에 온수공급주기가 길고 보일러

의 가동/정지 횟수가 감소된다. 그러나 최근 습식 패널 적용 시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등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저장 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식 패널의 적용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열용량이 작은 건식

패널이 적용될 경우, 패널에 공급된 열량이 즉시 패널 표면을 통하여 실에

공급되어 부하를 처리하기 때문에 열원공급장치(보일러 등)의 가동/정지

횟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일러의 on/off cycle이 잦을 경우 보일러의 효율이 감소하고 가스소비

량이 증가할 수 있다22). 버너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안정 단계에 도달할 때

까지는 공기-연료 혼합비(air-fuel ratio)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23), 지속적

20) 이윤정, 정창호, 여명석, 김광우. op.cit.

21) U.S. Department of Energy. Minimize Boiler Short Cycling Losses, 2012.

22) Rayment R.. op.cit.
23) Wulfinghoff, D.. Energy Efficiency Manual, Energy Institute Press, 1999.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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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전될 때에 비해 연료소비량이 다소 많은 특성이 있다. 또한 보일러

가 정지된 후 잔류 연소가스를 배기하기 위한 소기과정(purge)을 거치게

되며, 이 때 전 소화단계에서의 여열(remaining heat)도 같이 제거된다24).

이로 인해 보일러의 가동 및 정지가 시간당 5회 반복될 경우, 2~3%의 연

료가 추가적으로 소비된다25).

뿐만 아니라, 보일러가 가동 및 정지될 때마다 [그림 2.4]와 같이 많은

양의 , ,  등 유해가스가 방출된다.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될 경우, 열원에서의 에너

지 소비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유해가스의 방출을 증가시키고, 또한 버

너나 순환펌프 등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

지가 빈번해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에

대하여 technical paper에서는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가 시간당 6회 미만

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26).

 [그림 2.4] 가스보일러의 가동 및 정지 시점에서 유해가스 방출 정도27)

24) Ryan T. Evans, P.E.. Short-Cycling and Energy-Efficient Boilers, Facilitiesnet, 2012.

25) Ibid.

26) CEMLINE Corporation, System Efficiency Buffer Tank Cemline Primary/Secondary

Buffer Tank, Air Seperator,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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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연구

본 절에서는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 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2.2.1 열 생산 측면

국내 주거 건물의 난방 열원으로 널리 이용되는 가스보일러는 급탕부하

위주로 용량이 산정되거나, 난방면적 기준에 따라 선정되므로 난방부하에

비해 과대 설계되고 있다. <표 2.1>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 보일

러 제품을 대상으로 보일러 용량 선정 시 적용되는 난방면적 기준을 정리

한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제조사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하다.

이규남(2010)에서는 부하에 비해 보일러의 용량이 크면 on/off 횟수가

증가하면서 보일러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2.5]와

같이 부하가 보일러의 용량에 근접할수록 연료 소비량의 증가 추세는 다

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방부하가 큰 경우 on/off 횟수가 줄

어들면서 버너 점화에 따른 가스소비량이나 대기손실이 저감되어 연료 효

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8).

<표 2.1> 보일러 용량 선정 시 적용되는 난방면적 기준 예시29)

난방면적 (평) 8~22 26 32 40 50 60 70

최대 난방출력

(W)
11,600 15,100 18,600 23,300 29,100 34,900 40,700

27) Andreas Heinz. op.cit. p.4-5.

28) 이규남. op.cit. p.183.
29) 경동나비엔, 나비엔 톡 가스보일러 제품사양, 경동나비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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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난방부하에 따른 가스소비량30)

난방부하에 비해 과잉 생산된 열량을 줄이기 위하여 최근 보일러 내 버

너의 불꽃을 조절할 수 있는 modulating 보일러가 출시되고 있다. 이상적

인 modulating 보일러는 버너의 용량을 0~100%에서 조절 가능하지만 기술

적인 원인으로 현재 약 10%까지 조절가능하다.31) 국내에는 3단 불꽃 조절

이 가능한 보일러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최대 10%까지 불꽃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난방부하가 보일러의 최소 출력보다 작을 경우 보일러는 여

전히 on/off 운전을 통하여 열량을 공급하게 된다. [그림 2.6]은 정격출력이

12kW이고 조절 가능한 최소 출력이 4kW인 가스보일러를 적용하였을 때,

보일러에서 처리하는 부하와 가동/정지 횟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보일러에서 처리하는 부하가 4kW보다 작은 조건에서 보일러의 가동/

정지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권장 값, 즉

6회/hr32)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30) 이규남. op.cit.

31) Renato M. Lazzarin. The Importance of the Modulation Ratio in the Boilers Installed

in Refurbished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7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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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 과다 생산된 열량을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33).

[그림 2.6] 보일러가 처리한 부하에 따른 보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34)

2.2.2 열 전달 측면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실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일러에서 생산

된 열을 열매인 물에 전달해야 하며, 그 다음 물에 전달된 열량을 패널을

통하여 실에 전달해야 한다.

국내 개별난방시스템의 열원으로써 주로 적용되고 있는 순간식 보일러

는 보일러 내 열교환기에 순간적으로 흐르는 순환수를 가열하여 난방으로

사용하거나 열교환기에서 간접 열교환하여 온수로 사용한다. 열교환기의

열전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교환기는 동, 알루미늄 등 재질로 제조되

며 또한 열교환기의 전열면적을 늘리는 것을 통하여 열전달 효과를 극대

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원에서 생산된 열이 열매인 물에 전

32) CEMLINE Corporation, op.cit.

33) Andreas Heinz. op.cit., p.4.
34) Ibid.,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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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저항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바닥 난방패널 구조가 정해진 조건 하에서 요구하는 패널의 방열량을

설계하기 위하여 공급온수온도나 공급유량을 조절해야한다. 그러나 국내

바닥 난방패널에 적용되고 있는 열매조건은 난방부하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경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패널의 방

열량이 과다 설계되어 있다.’,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가 너무 높다’는 등 문

제점들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5). 개별난방의 경우 55~60℃의 온수

가 공급되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용되고 있다36).

[그림 2.7]은 패널에 60℃의 온수온도가 공급된 경우, 즉 패널의 방열량

이 과다 설계된 경우와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패널의 방열량이 설계된 경

우, 패널의 on/off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보일러의 운전은 기본적으로 실

내온도를 센싱하여 실내 난방수요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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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패널의 방열량이 과다 설계된 경우와 부하에 근거하여 설계된 경우

시스템의 on/off 횟수37)

35) 신미수. 방열량과 바닥표면온도를 고려한 바닥난방 패널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12.

36) 이윤정, 정창호, 여명석, 김광우. op.cit..
37) 신미수. op.cit., p.84.



- 19 -

화주기가 짧을수록 보일러의 on/off 횟수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패널의 방열량이 과대 설계될수록 열원에서의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별 공급유량은 모든 실이 난방일 때를 가정하여 계산되지만 실제 난

방 운전 시 부분부하 조건에서는 일부 실의 난방이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런 경우에 시스템의 압력조건이 설계조건과 달라지며, 난방 중인

실로의 유량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유량공급 특성도 실로의 열전달

측면에 영향을 주지만 유량 밸런싱 기법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진행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급유량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였다.

바닥 난방패널에 공급된 열량이 패널 표면을 통하여 실로 전달되는 과

정에서 배관 상부의 열저항이 작을수록 실로의 열전달 효율은 상승한다.

패널의 열저항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3.3

절 패널의 열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패널의 열용량과 함께 고찰하였다.

2.2.3 열 저장 측면

(1) 시스템의 보유수량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열매의 열저장 능력은 시스템의 보유수량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클수록 시스템의 열용량이 크므

로 열저장 능력도 증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과 정지

가 빈번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바 있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증가할 경우, 보일러에서 과다

생산된 열량을 저장하는 것을 통하여 단위시간당 생산열량과 해당 시간동

안 발생하는 부하 사이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2.8]은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증가할수록 보일러의 on/off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on/off 횟수의 감소효과는 점차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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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특정 용량 이상부터는 감소효과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보유수량 증가 시 특정 시점까지는 보일러 효율이 증가하여 난방 에

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 이후부터 난방 에너지 저감 효

과는 미미할 수 있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버퍼탱크(buffer

tank 또는 water storage cylinder)를 설치는 방식과 보일러 자체의 보유수

량을 늘리는 방식이 포함된다. 모 버퍼탱크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탱

크의 용량은 <표 2.2>와 같다.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저탕식 보일러는 대

부분 급탕용 온수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최근 난방용 온수를 저장하는 난

방 저탕식 보일러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보일러 자체의 보유수량을 늘

리는 방식에 해당된다.

[그림 2.8] 버퍼탱크 용량에 따른 가스보일러의 연간 총 가동/정지 횟수38)

38) Andreas Heinz. op.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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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퍼탱크의 용량, gallons

 = 열원의 1회 가동시간, min

  = 열원의 출력, Btu/hr.

 = 단위시간당 탱크에서 처리하는 부하(≥0), Btu/hr.

 = 탱크 내 온수의 제어편차

<표 2.2> 버퍼탱크의 제품사양 예시39)

Capacity

()

Height

( )

Diameter

()

Weight

(-Empty)

Weight

(-Full)

90 718 550 25 115

120 906 550 30 150

150 1093 550 35 185

180 1281 550 40 220

210 1469 550 45 255

250 1719 550 50 300

300 2032 550 55 355

기존 문헌에서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최소 버퍼탱크의 용량을 계산하는 식40)을 제시하

고 있다.

 

  
(2.1)

여기서,

39) everflo Stainless UV, Hot Water Cylinders e-catalogue, 2015.

40) John Siegenthaler. op.cit.,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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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Heinz의 연구41)에서는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보일러의 효율도 증가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실제 공동주택에는 연속적으로 난방 운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

출 시 난방을 정지하고 귀가 후 재가동 운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Zhe

Wang 외 연구42)에서는 시스템의 말단에 라디에이터가 적용된 경우 시스

템의 보유수량이 많을수록 난방 정지 후, 실내온도가 천천히 하강되어 난

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내온도가 천천히

하강하는 것은 라디에이터의 보유수량이 많기 때문에 물에 저장되었던 열

량이 천천히 방출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서 버퍼탱크가 적용된 경우, 외

출 시 난방이 정지되면 탱크에 저장되었던 열량이 비재실 공간으로 불필

요하게 방열되고, 또 귀가 후 난방 재가동 시 탱크 내의 냉각된 물을 재가

열해야 해야 되는데 보유수량이 많을수록 공급열량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보유수량이 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소비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때, 난방 운전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바닥 패널의 열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온수를 매개체로 수송된 열이 패널에 전달, 저장 및 방출

되는 특성을 패널의 열적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써 패널의 열저항과 열용량을 선정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

하였다.

패널의 열저항 및 열용량은 패널의 구성재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내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습식 패널이 적용되고 있다.

습식 패널은 밑으로부터 바탕층(콘크리트), 단열완충층(단열재), 채움층(경

41) Andreas Heinz. op.cit. p.26.

42) Zhe Wang, Borong Lin, Yinxin Zhe. Modeling and Measurement study on an

Intermittent Heating System of a Residence in China, Building and Environment

(92), 2015. pp.3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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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포콘크리트), 마감층(몰탈), 마감재로 구성되었다. 난방배관은 열용량

이 상대적으로 큰 몰탈 마감층에 매설되며, 몰탈층의 적정 두께는 45mm

로 제시되고 있다43).

최근 습식 패널 적용 시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등 단점을 해결

한다거나 건물의 하중 저감, 층고 저감 등 목적으로 경량화된 건식 패널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생산되고 있는 건식 패널의 종류가 다

양한 만큼 구성 재료도 다양하다. 건식 패널은 일반적으로 단열재, 난방배

관, 열전도판, 마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방배관은 [그림 2.9]와 같이 대

부분 단열재에 매립된 형태이다. 최근 대표적인 패널 유형으로 열전도판

이 난방배관을 감싸는 u-type 형태의 제품이 개발·생산되고 있으며, 이

는 패널 표면에서의 수평 열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

이다. 건식 패널은 마감층 시공 방법에 따라 보드류를 이용하여 마감층을

시공하는 완전 건식 방법과 몰탈을 이용하여 마감층을 시공하는 반건식

방법이 있다44).

[그림 2.9] 건식 패널 제품 예시45)46)

43) 건축기술지침 기계, 대한건축학회, 2010, p.62.

44) 정창호, 이규동, 여명석, 김광우. op.cit.

45) (주)아이앤아이, D.I.Y형 모듈 온수난방 제품 카탈로그, 아이앤아이 홈페이지.

46) (주)ADD 웰빙테크, 히트인 제품 카탈로그, ADD 웰빙테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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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동 외 연구에서는 습식 패널과 건식 패널을 대상으로 가열, 유지,

냉각 실험을 진행하여 패널 타입 별 실온분포를 제시하였다([그림 2.10]

참조). 습식 패널은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바닥 구조체에 축열된 열

이 바닥표면을 통해 실내로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실내온도의 변화폭이

작다. 반면, 건식 패널은 축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된 열이 즉시 실

내로 방열되어 빠른 시간 내에 부하를 처리하고 설정 실내온도에 도달된

다. 건식 패널은 패널의 열용량 뿐 아니라 열저항도 습식 패널에 비해 작

으므로 동일한 공급온수온도가 적용되었을 때 더 많은 열이 실로 공급되

며, 이것도 실온이 설정 값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원인이다. 건식 패널

적용 시 실내온도가 빠르게 설정온도에 도달된 후 온수공급이 차단되면

짧은 시간 내에 실내 공기온도가 냉각되므로, 열원공급장치(보일러 등)의

on/off가 빈번하게 되고 보일러의 효율이 감소될 수 있다47).

[그림 2.10] 습식 패널과 건식 패널 적용 시 실온분포 비교48)

47) 박상동, 민정현, 윤용진, 조수, 홍성희. op.cit.
48) Ibid.,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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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패널과 건식 패널의 난방 에너지 소비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급열량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49)50)51). 패널에 공급된

열량만 고려하여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보았을 때, 건식 패널이 습

식 패널에 비해 난방 에너지를 저감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는 주로 습식

패널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 초기 가동 시 냉각된 패널 구조체를

가열하는데 많은 열량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속운전 시 보일

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로 인해 보일러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에너지 소비량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9) Ibid., p.64-65.
50) 이병두, 이세진, 김강석, 오성해, 김인호, 남우동, 이대우. 습식·건식 바닥난방시스템 성

능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p.137.

51) 이병두, 이세진, 이대우, 오성해, 남우동.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습식·건식 바닥난방

성능평가 연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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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본 장에서는 우선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보일러의 내부구조 및 운

전특성을 파악하고, 과다 생산 및 전달되는 열량으로 인해 보일러의 운전

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

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연구를 고찰

한 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열 생산, 전달, 저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의 운전 특성을

열원, 분배, 말단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보일러는 난방부하에 비해 용

량이 과대 산정되고 있으며, 난방부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의 열매조건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관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일

러의 단위시간당 생산열량과 패널 표면에서 실로 전달되는 열량이 난방부

하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를 빈번하게 반

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키는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3) 최근 습식 바닥 난방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해 열용량이 작은 건식 패널의 적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패널

의 열용량이 작을 경우 공급된 열이 즉시 실내로 방열되어 빠른 시간 내

에 설정 실내온도에 도달하고, 그 후 온수공급이 차단되면 짧은 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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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온도가 냉각되므로 열원공급장치(보일러 등)의 on/off가 빈번하

게 되고 보일러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4) 보일러에서 과다 생산되는 열량이나 패널 표면에서 실까지 과다 전

달되는 열량을 줄이거나 난방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통하여 보일러의 짧

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시스템의 보유수량

을 늘리거나 바닥 난방패널의 축열성을 보강하는 것을 통하여 과잉 열량

을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5)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열 생산, 열 전달, 그리고 열 저장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한 결과,

열 생산 측면에서는 보일러 용량(버너 용량), 열 전달 측면에서는 공급온

수온도와 패널의 열저항, 그리고 열 저장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보유수량과

패널의 열용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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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별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도 평가

개별 가스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개별 가스

보일러와 패널 표면에서 과다 생산 또는 전달되는 열량으로 인하여 보일

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열원에서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

해야하는 요소들이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본 장에서의 평가결과를 4장에서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

방 에너지 성능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3.1 평가 개요

3.1.1 시뮬레이션 개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 하는 요

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툴로써 EnergyPlus v8.1를 활용하였다.

평가 대상 공간으로 최근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중간층 중간세대 중 일

반적인 세대 평면 유형을 선택하였다. 평가 대상 세대에는 실별 on/off 제

어가 적용되고 있으며, 난방을 위하여 개별 가스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실내온도는 20℃로 설정하였다. 대

상 세대의 평면도는 [그림 3.1]과 같다.

국내 기후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지역 평균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환기 및 침기량은 평균 0.5ACH52)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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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사하였다.

실제 공동주택에서 난방 운전 시, 외기온의 상승이나 일사에 의한 열획

득, 내부발열 등 원인으로 인해 부분부하 조건이 발생한다. 보일러의 용량

이나 패널의 방열량이 대상 공간의 부하에 비해 클수록 보일러의 짧은 가

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심화되며 이에 따른 난방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한다. 따라서 실제 난방 운전 시 부분부하 조건을 반영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보일러의 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시

뮬레이션 평가 시 일사와 내부발열을 고려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시, 난방기간은 1~3월, 11~12월 총 5개월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대상 세대 평면도53)

52)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013.

53) 기존에 준공된 공동주택 도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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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세대에 대한 입력 값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으며 벽체 및

유리창 레이어 구성 및 물성치는 <표 3.2>와 같다.

<표 3.1> 대상 세대에 대한 정보

항 목 내 용

대상
세대

세대 조건 중간층 중간세대

향 남향

면적/층고 면적: 138m² / 층고: 2.4m

기상데이터 서울지역 표준 기상데이터

시뮬레이션 기간 1~3월, 11~12월 (총 5개월)

난방 제어방식 실별 on/off 제어

실내 설정온도 20°C

환기량
(침기량 포함)

평균 0.5ACH (0.3ACH~0.75ACH)

내부
발열

인체

4인 가족 거주

-현열 70W/인 (convection: 0.4, radiation: 0.6)

-잠열 45W/인

-활동량: seated, very light working

2013 ASHRAE Handbook-Fundamental Ch18.

조명

-현열 6.46W/m² (0.6W/ )

-직부형 형광등으로 가정 (convection: 0.28, radiation: 0.72)

ASHRAE Standard 90.1 Lighting Power Densities(LPD)

Multi family 기준

기기
-1500W (단위면적당 기기발열로 계산하여 적용)

주거건물의 내부발열 및 시스템 가동 행태 분석, 2010

내부발열 스케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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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벽체 및 유리창 재료 레이어 구성 및 물성치54)55)56)

　
　

레이어 구성
두께
[mm]

열전도율
[W/mK]

밀도
[kg/m³]

비열
[J/kgK]

열저항
[m²K/W]

벽

외벽

시멘트 몰탈 10/20 1.4 1920 900 　

시멘트 벽돌 90/190 0.72 1860 780 　

단열재 50/75/100 0.03 30 1500 　

공기층 0.086　

콘크리트 벽체
150/200/
300 1.95 2240 900

내벽

석고보드 9.5 0.16 640　 1150

타일 0.008　

콘크리트 벽체 100/200 1.95 2240 0.9

바닥

강화마루 8 0.115 900 1340 　

시멘트 몰탈 45 1.4 1920 900

Al 0.04 221 2740 896

경량
기포콘크리트 50 0.13 400 1000

단열재 20 0.03 30 1500

콘크리트 바닥 180/210 1.95 2240 0.9

천장 콘크리트 210 1.95 2240 0.9 　

유리창

5mm
Clear Glass

0.9

12mm Window
air 0.15

5mm
Clear Glass 0.9

54) ASHRAE. 2013 ASHRAE Handbook - Fundamentals, Ch26 Heat, Air, and Moisture

Control in Building Assemblies-Material Properties, ASHRAE, 2013. pp.26.7-26.11.

55) 기존에 준공된 공동주택 도면 참고.

56) 서정기, 김수민. 목질마루바닥재의 열전도성능 분석을 통한 열전도율 개선 방안 연구,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권 1호, 2010.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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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평가 대상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스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이 적용된 세대를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스템은 일정한

공급온수온도, 실별 정유량 조건하에서 운전되며, 설정 실온에 근거한 단순

on/off 방식에 의해 제어되도록 모델링하였다.

시스템의 열원은 국내에서 흔히 적용되는 순간식 가스보일러를 적용하

였다. 보일러의 용량이 과대 산정되는 것은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의 용량(버너

용량)을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절해야하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보일러의 효율은 국내 생산되고 있는 일반 보일러 30

대의 전부하 효율을 조사하여 평균값(84%)을 적용하였다.

패널에 적용되는 열매조건 중 공급유량은 실의 난방부하와 공급-환수

온도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공급유량을 계산하기 위해 EnergyPlus에서

Ideal Load Air System을 이용하여 난방부하를 정밀 계산하였으며, 계산

결과 실의 난방부하는 45W/㎡이다. 시스템 초기 가동 시의 pick-up load

와 운전 중 예기치 못한 부하에 대한 대응 등 이유로 정밀 계산한 난방부

하 45W/㎡에 안전율 30%57)를 적용하여 58.5W/㎡ 기준으로 공급유량을

설계하였다. 개별난방인 점을 고려하여 공급-환수 온도차는 10℃로 설정

하였다. 실별 공급유량 계산결과는 <표 3.3>과 같다. 공급온수온도는 보

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절해야 하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57) ASHRAE. ASHRAE/IES Standard 90.1-1989 User's Manual, 199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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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실별 공급유량 계산 결과

정밀 계산한 난방부하(W/㎡) 45.0

기준 부하(W/㎡) 58.8

ΔT(℃) 10.0

공급유량

(LPM)

침실1(남측) 1.4

침실2(남측) 1.2

안방 2.5

침실3(북측) 1.0

거실+주방 5.8

합계 11.9

실제 공동주택에는 연속적으로 난방이 운전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난방 정지 후 재가동(pick-up 운전)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공

동주택에서의 난방운전 방식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의 운전 스케

줄을 <표 3.4>와 같이 설정하였다. 실제 난방운전은 주중에 재실자가 외출

시 난방을 정지하고 귀가 시 재가동하는 상황으로 가정하였고, 주말에 24

시간 난방을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순환펌프의 사양을 결정할 때 우선 대상 세대 난방배관의 압력손실을

계산한 후, 배관의 압력손실과 설계 공급유량에 근거하여 실제 생산되고 있

는 제품 사양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순환펌프의 사양은 <표 3.5>와

같다.

<표 3.4> 난방 운전 스케줄

시간 00:00~8:00 8:00~18:00 18:00~24:00

주중
(월~금)

재실 여부 재실 비재실 재실

난방 가동 여부 가동 정지 가동

주말
(토~일)

재실 여부 재실

난방 가동 여부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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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순환펌프 사양

Rated Flow Rate ( ) 0.727

Rated Head ( ) 2.62

Motor Efficiency (%) 0.65

3.1.3 요소별 평가 범위 설정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하는 요소

들이 난방 운전방식 별로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예비적 고찰에서 도출된 요소들의 평가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예비적 고찰을 통하여 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3.6>과 [그림

3.2]와 같다.

<표 3.6> 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열 생산 측면 열 전달 측면 열 저장 측면

버너 용량
공급

온수온도
패널의
열저항

보유수량
패널의
열용량

[그림 3.2] 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소비에 영향 주는 요소들의 개념도



- 35 -

 = 특정기간동안 단위면적당 발생한 난방부하, 

 = 특정기간동안 보일러에서 생산한 열량, 

 = 단위시간당 보일러에서 생산한 열량, 

 = 패널의 방열량, 

 = 버퍼탱크에서 패널에 공급된 열량, 

 = 보일러에서 버퍼탱크에 공급된 열량, 

 = 물의 비열, 

 = 패널의 열용량, 

 = 공급유량, 

 = 배관에서 패널 표면까지의 열저항, 

 = 실의 작용온도, ℃

 = 바닥 표면온도, ℃

 = 공급온수온도, ℃

 = 공급-환수 온도차, 

 = 특정 기간, 

′ = 특정기간동안 보일러가 운전한 시간, 

여기서,

(1) 버너 용량

과대 생산되는 열량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보일러의 용량, 즉 버

너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버너 용량의 평가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실의 난방부하에 근거한 버너의 용량을 설계하였다. 버너 용량은 부하에

대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적합한 보일러 출력을 말하며, 식 2.2와 같이

구해진다58).

   (3.1)

58) 성순경. 난방시스템, 도서출판 세진사, 2007.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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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너 용량, W

 = 난방부하, W

 = 급탕부하, W

 = 배관 열손실부하, W

 = 예열부하, W

여기서,

배관 열손실부하는 배관이나 장비가 비난방구간에서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으로 시스템의 규모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

15~25% 정도로 한다59). 예열부하는 운전을 시작하여 정상운전 상태까지

가기 위하여 시스템을 예열하는데 소요되는 열량으로 의 20~25%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60). 배관 열손실부하를 20%로 가정하고 예열부하를

22.5%로 고려하여 버너 용량을 계산하면 8850W이다.

다음으로 실제 국내 공동주택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일러의 선정 프로세

스에 따라 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하였다. 대상세대의 난방면적이 40평대인

것을 고려하여 용량이 23,300W인 보일러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생산

되고 있는 보일러의 제품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8,850, 11,600, 15,100,

18,600, 23,300W를 버너 용량에 대한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2) 공급온수온도

공급온수온도의 평가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난방부하에 근거한 설

계 공급온수온도를 계산하였다. 습식 패널의 상부 열저항이 건식 패널에

비해 크므로 설계 공급온수온도 계산 시 습식 패널을 대상으로 계산한 후

건식 패널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ASHRAE Handbook에서는 다음과 같

59) Ibid.
6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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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공급온수온도, ℃

 = 바닥 패널의 방열량, 

 = 바닥 패널의 하부 방열량, 

 = 배관 간격, 

 = 단위 배관 간격당 배관벽의 열저항, 

 = 배관의 평균 표면온도, ℃

이 패널의 공급온수온도를 계산하는 식61)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식에

근거하여 설계한 공급온수온도는 39℃이다.

    (3.2)

여기서,

한편, 국내 개별난방의 경우 55~60℃의 온수가 습식 바닥 난방패널에 공

급되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용되고 있다62). 건식 패널의 경우, 아

직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온수온도는 없지만, 패널 제조사에서 40~50℃의

온수만으로도 난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공급온수온도의 평가범위는 39, 45, 50, 55, 60℃로 설정하였다.

(3) 보유수량

과잉열량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

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퍼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통하여 시스템

의 보유수량을 확보하였다. 예비적 고찰에서 제시된 식 (2.1)을 이용하여

평가범위로 설정한 각 버너 용량에 대해 short cycling을 방지하기 위한

61) ASHRAE. 2012 ASHRAE Handbook-HVAC Systems and Equipment Ch.6 Panel

Heating and Cooling. ASHRAE, 2012. p. 6.8.

62) 이윤정, 정창호, 여명석, 김광우.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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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탱크 용량을 설계하였다. 설계 결과 버퍼탱크의 용량은 각각 45, 59,

76, 94, 117L로 계산되었으며, 이것을 보유수량의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ASHRAE Standard 90.1에서는 unfired storage tank에 대한 단열기준을

2.2(R-12.5)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값에 탱크의 표면적을 적용하

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4) 패널의 열시정수(패널의 열용량 및 열저항)

시스템이 열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패널의 열용량은 열 저장 측면에

해당하는 요소이고 패널의 열저항은 열전달 측면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실

제 패널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패널의 열저항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패

널의 열용량이 다양한 제품들이 적용된다거나 패널의 열용량이 일정한 조

건 하에서 패널의 열저항이 다양한 제품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열용량과 패널의 열저항을 하나의 변수로 결합하여 패

널의 열시정수가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다. 패널의 열시정수에 관해서는 대표적 패널 타입인 습식 패널, 건

식 패널, 반건식 패널의 열시정수를 계산하여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패널

의 열시정수는 패널의 열저항과 열용량의 곱으로 산출하였다. 각 패널 타

입에 대하여 배관층에서 바닥표면까지의 레이어 구성, 물성치, 열시정수를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패널의 단면 구성과 열매조건이 일정한 조건에

서 패널의 배관간격이 감소하거나 배관관경이 증가할수록 패널의 방열량

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63). 따라서 배관간격이나 관경이 다르게 되면 단

순히 패널의 열시정수가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배관간격은 200mm, 외경은 16mm(배

관벽 두께 1.5mm)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63) 신미수. op.cit.,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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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패널 타입별 배관에서 바닥 표면까지의 레이어 구성 및 물성치

레이어
구성

열전도율
(W/mK)

열저항
(m²K/W)

단위 면적당
열용량
(J/·K)

열시정수
(s)

건식 패널

강화마루(8mm) 0.115 0.070 9,648

Al 열전도판 221.000 ×  -

합계 - 0.070 9,648 675.4

반건식 패널

강화마루(8mm) 0.115 0.070 9,648

몰탈(40mm) 1.400 0.029 69,120

합계 - 0.099 78,768 7,798.0

습식 패널

강화마루(8mm) 0.115 0.070 9,648

몰탈(45mm)64) 1.400 0.032 77,760

합계 - 0.102 87,408 8,915.6

각 요소들의 평가범위와 본 연구에서의 평가 case를 정리하면 <표 3.8>,

<표 3.9>과 같다.

<표 3.8> 요소별 평가 범위

버너 용량

(W)

공급온수온도

(℃)

보유수량

(L)

패널의 열시정수

(s)

1 8,850 39 45 675.4

2 11,600 45 59 7,798.0

3 15,100 50 76 8,915.6

4 18,600 55 94 -

5 23,300 60 117 -

64) 국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습식 패널의 레이어 구성에 따라 몰탈층의 두께가 45mm

일 때, 배관 외경을 16mm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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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시뮬레이션 평가 case

버너 용량
공급

온수온도
보유수량

패널의

열시정수

난방

운전방식

1 variable
연속운전

pick-up 운전

2 variable
연속운전

pick-up 운전

3 variable
연속운전

pick-up 운전

4 variable
연속운전

pick-up 운전

최악의 조건에서 평가하기 위해 버너 용량은 23,300W, 공급온수온도는

60℃, 버퍼탱크가 없이 설계 유량이 공급되는 경우, 그리고 건식 패널이 적

용된 경우를 고정 case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버너 용량이 보일러의 운

전이나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할 때, 버너 용량을

제외한 기타 요소들은 고정 case로 설정하였다.

3.1.4 평가 항목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

해야하는 요소들이 개별보일러의 운전특성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 개별보일러의 운전

개별 가스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보일러와

패널 표면에서 과다 생산 또는 전달되는 열량으로 인하여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차적

으로 기기수명을 단축시킨다.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technic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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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보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

가 6회/hr 미만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너 점화

후 보일러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시간을 분석하고, 또 보일러의 최대 가

동/정지 횟수를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보일러의 운전특성을 파악하였다.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 현상은 주로 연속난방 운전 시 발생하므로,

난방이 24시간 가동되는 조건하에서 보일러의 운전특성을 분석하였다.

(2) 난방 에너지 소비 성능

보일러가 점화되는 시점에서의 가스량은 지속적으로 운전될 때보다 많

이 소비되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은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의 부

하를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공급해야 하는 열량 뿐 아니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가스량을 함께 고려하여 시스템의

전체 가스소비량을 산출하였다.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할 때, 버너의

가스소비량과 펌프의 반송동력을 모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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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보일러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

단위시간당 시스템에서 생산된 열량과 실에 전달되는 열량이 난방부하

에 비해 클수록 시스템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해질 수 있다. 즉, 부분

부하 조건에 따라 보일러의 운전주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이 개별보일러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시스템에서 처리

한 부하가 최대인 날(1월10일)과 최대 부하의 50%인 날(2월16일), 그리고

최대 부하의 10%인 날(3월15일)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시스템에서 처리한 부하 비율

3.2.1 버너 용량

국내 공동주택에서 버너 용량은 급탕부하나 난방면적 기준으로 산정되

므로 난방부하에 비해 과용량 설계되고 있다. 버너의 용량이 보일러의 가

동/정지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급온수온도는 60℃, 패널

종류는 건식, 그리고 버퍼탱크가 적용되지 않은 조건에서 보일러의 평균 1

회 가동시간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4]와 같다. 여기서 보일러

의 1회 가동시간은 버너가 점화된 후 보일러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시간

을 가리킨다.

[그림 3.4]를 보면 버너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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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다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일러의 난방수온도와 실내온도에 의해 on/off 제어되

는 개별보일러에서 버너 용량이 클수록 난방수온도의 변화가 급격하여 설

정온도 상한에 빠르게 도달하므로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가 빈번할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하면 버너 용량에 따라 공급온수

온도, 동시에 난방되는 실의 빈도, 공급열량 등 인자들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권장값이 6회/hr 미만이므로 보일러의

평균 운전주기가 10min/회 이상을 유지해야한다고 가정할 때, 보일러가

점화되어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시간이 5min 미만이면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를 통하여 버

너 용량을 부하에 근거하여 설계한 경우에도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

[그림 3.4] 버너 용량에 따른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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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min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는 <표 3.10>

과 같다. 버너 용량을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산정한 보일러(8,850W)를 적용

한 경우에도 보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가 권장값을 초과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너 용량이 8,850W인 경우를 제외한 기타 경

우에도 보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가 권장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버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는 대체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재

실 스케줄을 고려할 때, 권장값을 초과하는 시간대가 대부분 거주자가 재

실하는 기간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부터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설계된 버너를 적용한 경우, 과용

량 설계된 경우 비해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감소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문제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너의 용량을 줄이는 것 외에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0> 버너 용량에 따른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

버너 용량(W)

8,850 11,600 15,100 18,600 23,300

100%
(1월10일)

최대 가동/정지
횟수(회/hr)

10 11 12 12 10

시간대 6~7시
19~20시

2~3시 11~12시 9~10시 10~11시

50%
(2월16일)

최대 가동/정지
횟수(회/hr)

9 8 10 12 12

시간대
0~1시
6~7시

4~5시
8~9시

1~2시
8~9시 15~16시 2~3시

10%
(3월15일)

최대 가동/정지
횟수(회/hr) 8 11 11 11 11

시간대 3~4시 7~8시 1~2시 3~4시 0~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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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급온수온도

패널의 레이어 구성이 정해진 상황에서 공급온수온도가 높을수록 패널

의 방열량이 증가한다. 패널의 방열량이 난방부하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

우 부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보일러의 운전주기도 짧아질 수 있

다. 공급온수온도가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버너 용량은 23,300W, 패널 종류는 건식, 그리고 버퍼탱크가 적용되

지 않은 조건에서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를 보면 부하가 100%, 50%, 10%인 경우 모두 공급온수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가 100%인 날에 공급온수온도가 50℃인 경우와 55℃인 경우 보일러의

1회 가동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그림 3.6]과 같이 50℃로

[그림 3.5] 공급온수온도에 따른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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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 경우가 55℃로 공급된 경우에 비해 1개 실만 난방되는 빈도가 상

대적으로 많고 5개 실이 모두 난방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즉, 50℃의 온수가 공급될 때, 보일러가 낮은 부분부하율 조건에서 운전되

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러가 1회 가동하는 시간의 감소폭이 완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하가 50%인 날에도 공급온수온도가 45℃인 경우와

50℃인 경우에 보일러의 1회 가동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술

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급온수온도가 39~55℃일 때, 시스템

에서 처리한 부하가 50%이상 인 경우, 보일러의 1회 가동시간이 5min 미

만이었지만 부하가 10%인 경우에는 부하에 근거한 설계 온수온도를 공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1회 가동시간이 3.6min으로 나타났다.

개별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는 <표 3.11>

과 같다. 공급온수온도를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산정한 적용한 경우에도 보

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가 권장값(6회/hr)을 초과하는 구간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이 처리한 부하가 가장 많은 날에도 외

기온의 상승이나 일사 유입으로 인해 부분부하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설계 공급온수온도를 제외한 기타 경우에도 보일러의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가 권장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

[그림 3.6] 동시에 난방되는 실의 백분율



- 47 -

후 6시에 퇴근하는 재실 스케줄을 고려할 때, 권장값을 초과하는 시간대가

대부분 거주자가 재실하는 기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공급온수온도에 따른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

공급온수온도(℃)

39 45 50 55 60

100%
(1월10일)

최대 가동/정지
횟수(회/hr)

8 10 9 9 10

시간대 19~20시 19~20시 4~5시 11~12시 10~11시

50%
(2월16일)

최대 가동/정지
횟수(회/hr)

10 10 7 9 12

시간대 6~7시 6~7시
2~3시
4~5시 3~4시 2~3시

10%
(3월15일)

최대 가동/정지
횟수(회/hr)

9 10 9 10 11

시간대 2~3시 3~4시 1~3시 4~5시 0~1시

3.2.3 보유수량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많을수록 단위시간당 보일러에서 과다 생산된 열

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하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수량이 보일러의 가

동/정지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버너 용량은 23,300W, 패널

종류는 건식, 그리고 60℃의 온수온도가 적용된 조건에서 보일러의 평균 1

회 가동시간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7]와 같다.

[그림 3.7]을 보면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1회 가

동시간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하가 100%, 50%, 10%인 경우

모두 보일러가 10min 이상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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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보유수량에 따른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

량이 117L인 경우, 보일러의 1회 가동시간이 최대 63.2min까지 나타났으

며, 이로부터 보유수량을 늘리는 것이 버너 용량이나 공급온수온도를 줄이

는 것에 비해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 저감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에서 보다시피 이는 시스템에서 실의 부하를 처리하는 기간과 탱

크 내 온수온도가 설정 값 하한에 도달하여 보일러가 가동되는 기간이 겹

치면서 탱크 내 온수를 설정 값 상한까지 가열하기 위해 보일러가 가동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표 3.12>은 보일러와 순환펌프(버퍼탱크와 온수분배기 사이에 설치)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순환펌프의 가동/정지 횟

수는 8~14회/hr인 반면, 보일러의 최대 가동/정지 횟수는 모든 경우에 권장

값(6회/hr)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버퍼탱크를 적용할 경우,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은 보장되지만 버퍼탱크 내 온수를 실로 공급하는



- 49 -

순환펌프의 가동/정지가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버퍼탱크 내 온수온도 변화

<표 3.12> 보유수량에 따른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

보유수량(L)

45 59 76 94 117

보일러

100% (1월10일) 3 3 2 2 2

50% (2월16일) 3 2 2 2 2

10% (3월15일) 1 1 1 1 1

순환
펌프

100% (1월10일) 10 11 14 9 10

50% (2월16일) 8 9 10 11 9

10% (3월15일) 11 9 10 10 10

3.2.4 패널의 열시정수

패널의 열시정수가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버너 용량은 23,300W, 공급온수온도 60℃, 그리고 버퍼탱크가 적용되

지 않은 조건에서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를 보면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 50 -

[그림 3.9] 패널의 열시정수 따른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

평균 1회 가동시간은 습식 패널이나 반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의 약

0.4~0.5배에 해당된다. 동일한 열매조건이 적용된 조건 하에서 패널의 열용

량이 작을수록 공급된 열량이 실로 바로 전달되며, 또한 패널의 열저항이

작을수록 표면에서의 방열량이 크기 때문에 설정실온에 빠르게 도달하며,

이로 인해 보일러의 1회 가동시간은 짧아진다. 설정실온에 도달한 후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 패널의 열용량이 작을수록 패널 표면 온도가 빠르게 하

강하므로 실내온도도 빠르게 하강한다. [표 3.13]은 시스템에서 처리한 부

하가 100%인 날(1월10일), 안방의 최대, 평균, 최소 바닥표면온도 및 방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통하여 열시정수가 작은

건식 패널의 바닥표면온도 및 방열량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습식 패널과 반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 시스템이 처리한 부하가 10%인 날에도 최대 3회/hr

로서 권장 값(6회/hr) 미만으로 나타났다. 건식 패널을 적용한 경우,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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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는 <표 3.11>에서 온수온도가 60℃일 때

와 동일하다.

분석 결과로부터 습식 패널이나 반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에는 보일러

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최근 적용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는 건식 패널에 관해서는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

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3> 패널의 열시정수에 따른 최대, 평균, 최소 바닥표면온도 및 방열량

습식 패널 건식 패널

바닥표면온도
(℃)

최대 25.9 27.7

평균 24.0 23.8

최소 22.6 20.9

패널의 방열량
(W)

최대 1091.5 1573.5

평균 666.2 634.3

최소 375.5 71.9

3.3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각 요소들이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버너에서 소비되는 가스량과 펌프의 반

송동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난방운전

스케줄을 반영하기 위해, 재실자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주중에는 오

전 8시에 난방을 정지시킨 후 오후 6시에 난방을 재가동하고, 주말에는 24

시간 난방을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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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가스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1)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

버너의 점화 시점에서 소비되는 가스량은 지속적으로 운전될 때보다 많

으므로, 개별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될 경우 시스템

의 난방 에너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

소비량 계산 시, 버너가 점화되는 시점에서의 가스소비량이 정상적으로 운

전될 때의 가스소비량 대비 약 70%65)를 추가적으로 소비한다고 가정하였

다. [그림 3.10]은 각 요소들이 변화할 때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

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10] 요소별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난방 에너지 소비량

65) H. Miura, T. Sawachi, Y. Hori and A. Hosoi, Estimation Method of Energy

Consumption of Hot Water Radiant Heating System, Proceedings of Clima

Conference 2007 WellBeing Indoors,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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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너 용량

버너 용량이 변화할 때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대 3.6%). 버너 용량이 클수록

단위시간당 부하에 비해 과다 생산되는 열량이 많으므로 보일러의 가동/정

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버너 용량이 23,300W일 때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량이 오히려 가장 적게 계산되었다. 난방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버너 용

량(23,300W)을 적용한 경우, 난방부하에 근거한 버너 용량(8,850W)에 비해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더 적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버너

용량이 큰 경우 보일러의 전체 운전시간이 감소하여 이에 따라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표 3.14> 참조). 그러나 보일러

의 평균 1회 가동시간을 계산해보면 버너 용량이 23,300W인 경우에는

3.82min/회, 버너 용량이 8,850W인 경우에는 4.08min/회로써 버너 용량이

클 때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② 공급온수온도

공급온수온도가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급온수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

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설

계 공급온수온도(39℃)를 적용한 경우, 60℃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보일러

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약 70% 정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15>는 공급온수온도에 따라 패널 표면에서의 최대 방열량을 나

타낸 결과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공급온수온도가 높을수록 패널 표면에서의

방열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공급온수온도가 높을수록 보

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시스템의 부하처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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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빨라짐으로 인해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분

석 결과로부터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라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가스량을

저감하는 측면에서 공급온수온도를 낮추는 방안이 버너 용량을 줄이는 방

안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3.14> 요소별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

버너 용량(W) 8,850 11,600 11,500 18,600 23,300

총 가동/정지 횟수 4,857 4,804 4,719 4,769 4,664

공급온수온도(℃) 39 45 50 55 60

총 가동/정지 횟수 3,661 4,382 4,546 4,769 4,664

보유수량(L) 45 59 76 94 117

총 가동/정지 횟수 1,457 1,296 1,125 996 795

패널 종류 습식 반건식 건식 - -

총 가동/정지 횟수 470 523 4,664

<표 3.15> 공급온수온도에 따른 패널 표면에서의 최대 방열량

공급온수온도(℃) 39 45 50 55 60

최대 방열량(W) 1,345 1,563 1,627 1,827 1,908

③ 보유수량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

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주로 보일러의 총 가동/정

지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3.10]을 보면 보유수량이 45L인 버퍼

탱크가 적용된 경우, 버퍼탱크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유량이 공급된 경우에

비해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량을 약 74.7% 저감했는바, 온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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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낮추어 공급한 경우보다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버퍼탱크의 유무

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크게 저감되었지만, 버

퍼탱크가 설치된 후 탱크 내 보유수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저감 효과가 둔

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탱크 용량이 117L인 경우, 45L인 경우에 비해

보유수량이 2배 이상(약 2.6배)이지만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

량 저감 효과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

시킬 때, 에너지 저감 측면뿐 아니라 설치 공간, 비용 효과 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패널의 열시정수

패널의 열시정수가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패널

의 열시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

는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의 약 9.9배이며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

스소비량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약 10.7배 정도 추가적으로 소비했다. 반건

식 패널인 경우 배관 상부의 몰탈 층 두께가 40mm로써 습식 패널의 몰탈

층 두께에 비해 5mm 작게 시공되었다. 따라서 반건식 패널인 경우 보일러

의 총 가동/정지 횟수 및 그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습식 패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타 요소들이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볼 때, 습식 패널이나 반건식 패

널을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패널의 축열성을 보강하는 방안이 보일러의 가

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더 많이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만 고려한다면 열시정수가 큰 패

널이 유리하지만, 패널의 열시정수가 클수록 귀가 후 난방 재가동 시 설정

실온에 도달하는 시간(pick-up 시간)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 56 -

(2)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

실의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은 부하 처리에 필요한 열량을 실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단순히 부하 처리에 필요한

열량을 실에 공급하기 위해 보일러에서 소비한 가스량을 가리키며, 보일러

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가스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림 3.11]은 각 요소들이 변화할 때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11] 요소별 공급열량에 따른 난방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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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너 용량

버너 용량이 8,850~18,600W일 때 버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

에 해당하는 가스소비량도 증가하다가 버너 용량이 23,300W일 때 다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에 근거한 버너 용량(8,850W)을 적용한 경

우, 난방면적 기준으로 선정한 버너 용량(23,300W)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약 4.7%의 가스소비량을 저감하였다. 버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

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주로 pick-up 구

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열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pick-up 구간에서

공급열량이 많이 원인은 버너 용량 별 난방출력의 증가폭 비해 설정실온

에 도달하는 시간, 즉 보일러의 가동시간이 덜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3.16>은 난방부하가 가장 큰 날(1월10일), pick-up 구간에서 보일러의 평

균 난방출력이 증가한 비율과 보일러의 가동시간이 감소한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를 보면 버너 용량이 11,600W인 경우를 제외한 기타 경우에

보일러 가동시간의 감소율이 난방출력의 증가율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버너 용량이 11,600W인 경우 보일러 가동시간의 감소율이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버너 용량이 8,850W인 보일러가 적용되었을 때

난방출력이 작은 것 외에 난방가동 시점에서의 실온이 다른 경우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설정실온 도달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버너 용량별 난방출력 및 보일러의 가동시간

버너 용량(W) 8,850 11,600 15,100 18,600 23,300

평균 난방출력(W) 10,536 13,198 16,873 18,903 22,921

난방출력 증가율(%) - 20.2 21.8 10.7 17.5

보일러 가동시간(min) 26 19 17 16 14

가동시간 감소율(%) - 36.8 11.8 6.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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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온수온도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11] 참조). 설계 공급온수온도를 적용한

경우, 60℃를 공급한 경우에 비해 약 8%의 가스소비량을 저감하였다. [그

림 3.12]는 난방부하가 가장 큰 기간을 선정하여 안방의 실온분포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공급온수온도가 높을수록 실온분포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난방 재가동 시점에서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공급온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량이 실로 공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버너 용량이 23,300W, 공급온수온도는 60℃, 건식 패널 적용, 그리고 버

퍼탱크가 적용되지 않을 때의 가스소비량을 기준 값으로 하여 에너지 소

비량 저감율을 계산해보면,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 온수온도를 낮추어 공급하는 방안이 버너 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비해 저감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절대값을 비교해보아도 공급온수온도가

60℃로 고정되고 버너 용량이 변화하는 경우가 버너 용량이 23,300W로 고

정되고 공급온수온도가 변화하는 경우에 비해 가스량을 적게 소비한다.

[그림 3.12] 공급온수온도에 따른 안방의 실내온도 분포(1월9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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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유수량

보유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은 특정 경

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을 보면 보유수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가스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주로 난방 정지 구간에서 버퍼탱크 내의 온수에 저장되었던 열량이

탱크 표면을 통하여 손실되는 정도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표면으로의 열손실은 탱크 표면적뿐 아니라 탱크 내 온수온도와

실내온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탱크의 밑면

이 동일한 조건에서 탱크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탱크 용량을

조절하였고, 탱크 용량과 무관하게 동일한 표면재료가 적용된 것으로 하였

다. 따라서 탱크 용량이 작을수록 표면적이 작아 열손실을 방지하는데 유

리하지만, 탱크 표면적이 작다고 해도 난방 정지 시점에서 탱크 내 온수온

도가 높으면 표면으로의 열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13],

[그림 3.14]은 난방부하가 가장 큰 기간을 선정하여 탱크 내 온수온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난방 정지 시 탱크 내 온수온도가 높을

경우, 온도의 하강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하 처리 시 탱크 내 온수온도의 변동이 심하며 15℃이상 하강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온수온도가 설정 값 하한보다 낮게 공급되는 경우, 패널의

방열량이 감소하여 시스템의 난방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실온유지 성

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버너 용량 또는 공급온수온도를 조

절하는 방안과 비교해볼 때, 탱크 표면에서의 열손실로 인해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열손실은 버퍼

탱크 표면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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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버퍼탱크 용량이 45L인 경우 탱크 내 온수온도 변화(1월9일~10일)

[그림 3.14] 버퍼탱크 용량이 59L인 경우 탱크 내 온수온도 변화(1월9일~10일)

④ 패널의 열시정수

패널의 열시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의 가스소비량은 습

식 패널에 비해 약 19.1%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는 습식

패널과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안방의 실내온도 분포와 패널 표면의 방

열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습식 패널은 가동 초기 표면에

서의 방열량이 천천히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는 반

면, 건식 패널은 난방 가동 초기 패널 표면에서의 방열량이 빠르게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체가 다소 냉각된 상태에서 난방 재가동 할 경우,

습식 패널은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동 초기 패널에 공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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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의 대부분이 구조체에 축열되어 냉각된 구조체를 가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출 시 난방을 정지한 후에는 습식 패널 표면의 방열량

이 천천히 감소함으로써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에 비하여 비재실 공간

에 불필요하게 공급된 열량이 많다. 건식 패널은 패널 상부로의 열저항이

작을 뿐 아니라 열용량도 상대적으로 작아 적은 공급열량(가스소비량)으로

도 실의 pick-up 부하를 빠르게 처리하였으며, 난방을 정지한 후에도 패널

표면의 방열량이 빠르게 감소함으로써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된

열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패널의 열시정수가 클수록 공급열량에 따른 가

스소비량이 많은 것은 주로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된 열량이 많

기 때문이다.

버너 용량이나 공급온수온도, 또는 보유수량을 조절하는 방안과 비교해

볼 때, 패널의 열시정수를 증가시킬 경우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열시정수를 증가시키는 방안

은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저감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

지만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저감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패널 종류에 따른 실내온도 및 패널 방열량 변화(1월9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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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반송동력에 미치는 영향

개별보일러의 운전은 버너와 펌프의 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요소

들이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버너에서 소비한

가스량 외에 펌프의 반송동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반송동력 검토 시

펌프의 가동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16]은 각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반송동력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버너 용량, 공급온수온도, 그리고 패널의 열시정수가 반송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버퍼탱크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 공급유량이 적용된

조건하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공급유량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펌프의 반

송동력은 주로 가동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요소별 펌프의 반송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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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반송동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펌프의 가동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3.17>은 요소별 펌프의

가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버너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펌프의 가동시간

이 증가한 원인은 난방출력이 작아 부하를 처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반송동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앞서 서술한 원인과 마찬가지로 이는 펌프의 가동시간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표 3.17>에서 보다시피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펌프

의 가동시간이 증가한 원인은 패널 표면에서의 방열량이 감소하여 부하를

처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버너 용량에 따른 반송동

력의 변화율과 비교해볼 때, 공급온수온도에 따른 반송동력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설계 공급온수온도(39℃)를 적용한 경우, 부하에 근거한 버

너 용량(8,850W)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약 51.4%의 반송동력을 추가적으

로 소비하였다.

<표 3.17> 요소별 펌프의 총 가동시간

버너 용량(W) 8,850 11,600 11,500 18,600 23,300

총 가동시간(h) 19,813 18,515 17,987 17,949 17,800

공급온수온도(℃) 39 45 50 55 60

총 가동시간(h) 30,015 25,427 21,930 19,776 17,880

보유수량(L) 45 59 76 94 117

총 가동

시간(h)

1차 펌프 25,139 26,346 28,163 29,353 30,875

2차 펌프 20,232 20,225 20,028 19,470 19,439

패널 종류 습식 반건식 건식 - -

총 가동시간(h) 13,619 13,577 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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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펌프의 가동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버퍼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배 좌우의 반송동력을

소비하고 있다. 이는 주로 버퍼탱크 적용 시 2개의 순환펌프가 설치되었

기 때문이다. 즉 버퍼탱크에서 실로 온수를 공급하는 펌프(2차 펌프) 외에

보일러에서 버퍼탱크로 온수를 공급하는 펌프(1차 펌프)가 추가되었기 때

문이다. <표 3.17>에서 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1차 펌프의 가동시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탱크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표

면으로의 열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탱크 내의 온수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펌프의 가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펌프의 경우 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널로부터 돌아

오는 환수온도에 의해 탱크 내 온수온도가 크게 변동하지만, 보유수량이

클수록 온도의 변화가 완화된다. 따라서 탱크의 보유수량이 증가할수록 패

널에 공급되는 온수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2차 펌프의 가동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버퍼탱크 적용 여부에 따라 반송동력의

변화폭은 크지만 버퍼탱크가 적용된 조건하에서는 탱크 용량이 변화함에

따라 반송동력의 변화폭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반송동력을 상호 비교해보면,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반

송동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반송동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펌프의 가동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식 패널의 경우,

pick-up 구간에서 펌프의 가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속적으로 운전

되는 구간에서는 구조체에 저장된 열량이 작아 난방부하 발생 시 펌프가

가동해야만 실로의 열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펌프의 가동시간이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건식 패널의 경우, 반건식 패널이나 습식

패널에 비해 반송동력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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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앞서 각 요소들이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 그리고 펌프의 반송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

였다. 각 요소들이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가스소비량과 반송동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표 3.18>은 각

요소별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3.18>은 보면 전체 난

방 에너지 소비량에서 펌프의 반송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기 때문에

반송동력의 변화는 난방 에너지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버너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항상 저감 효과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버너 용량을 조절하는

방안 중에서 난방부하에 근거한 버너 용량을 적용했을 때 난방 에너지 저

감율이 가장 컸으며, 버너 용량이 23,300W인 경우에 비해 약 3.4% 저감되

었다. 4가지 요소 중 온수온도를 낮게 조절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난방 에

너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

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요

소들의 평가범위 내에서는 설계 공급온수온도를 적용한 경우의 난방 에너

지 소비량이 가장 적었으며, 60℃의 온수를 공급한 경우에 비해 약 15.3%

저감되었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킨 경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일

관적인 변화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보유수량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

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보유수량을 조절하는 방안 중에서 59L

인 경우 난방 에너지 저감 효과가 가장 컸으며, 보유수량이 가장 큰 경우

(117L)에 비해 약 2.4% 저감되었다. 패널의 열시정수를 증가시킬 경우 난

방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며, 반건식이나 습식 패널과 같이 열시정수

가 큰 패널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열시정수가 작은 건식 패널에 비해

약 7.7~9.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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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요소별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

요소
평가
범위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MJ)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

(MJ)

전체
가스소비량
(MJ)

반송동력
(kWh)

합계(MJ)

버너용량
(W)

8,850 1,423.13 9,571.51 10,994.64 10.86 11,033.74

11,600 1,431.17 9,717.94 11,149.65 10.15 11,186.20

15,100 1,429.47 10,002.08 11,431.55 9.86 11,467.06

18,600 1,454.51 10,082.87 11,537.38 9.84 11,572.81

23,300 1,397.60 9,998.77 11,396.37 9.76 11,431.51

공급
온수온도
(℃)

39 419.38 9,199.19 9,618.57 16.45 9,677.80

45 723.43 9,520.60 10,244.02 13.94 10,294.21

50 942.58 9,620.15 10,562.73 12.02 10,606.02

55 1,210.42 9,869.71 11,080.13 10.84 11,119.17

60 1,397.60 9,998.77 11,396.37 9.76 11,431.51

보유수량
(L)

45 354.09 10,749.96 11,104.05 17.49 11,167.02

59 306.62 10,682.77 10,989.39 18.05 11,054.37

76 261.16 10,869.07 11,130.23 19.02 11,198.71

94 225.68 10,811.57 11,037.24 19.59 11,107.77

117 178.35 10,958.09 11,136.44 20.41 11,209.90

패널
종류

건식 1,397.60 9,998.77 11,396.37 9.76 11,431.51

반건식 138.81 12,144.15 12,282.96 7.44 12,309.75

습식 130.54 12,366.20 12,496.74 7.47 12,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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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

해야하는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요소별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난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보일러의 운전특성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도를 파악

하기 위해 대상세대를 선정하여 EnergyPlu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으로써 보일러의 운전에 관해서는 보일러의 1회 가

동시간과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분석하였고,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 관해

서는 버너의 가스소비량과 펌프의 반송동력을 분석하였다.

(2) 보일러의 운전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버너 용량

을 감소시킬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완화되

었지만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공급온수온도를 감소시킬 경

우,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낮은 부분부

하율 조건에서는 여전히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타났다.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 부하에

근거하여 설계된 버너용량을 적용하거나 설계 공급온수온도를 적용한 경

우에도 6회/hr를 초과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대부분 거주자가 재실하는

기간에 나타났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

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일러의 최대 가동/정

지 횟수도 6회/hr 미만이었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감소할 경우,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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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소별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버

너 용량이 변화할 때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크게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대 3.9%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온수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도 증가하는 추

세이며, 그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급온수온도가 높

을수록 패널의 방열량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부하 처리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증가할 경우, 보일러의 가동/정지

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버너 용량이나

공급온수온도를 줄이는 경우에 비해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타 요소들과 비교해볼 때, 패널의 열시정수를 증가

하는 방안이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더 많이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소별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버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버너 용량이 클수록 pick-up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열량이 실로 공급되었다. 공급온수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

되는 가스소비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급온수온도가 높

을수록 실온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보유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은 특정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주

로 난방 정지 구간에서 버퍼탱크에 저장되었던 열량이 탱크 표면을 통하

여 손실되는 정도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패널의 열

시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며, 이는 주로 난방 정지 후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된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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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기 때문이다.

(5) 요소별 반송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버너 용량 ,공급온

수온도 또는 패널의 열시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반송동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펌프의 운전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유수

량이 증가함에 따라 펌프의 가동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버퍼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배 좌우의 반송동력을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버퍼탱크 적용 시 두 개의 순환펌프가 설치되

었기 때문이다. 각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반송동력을 상호 비교해보면, 시

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펌프의 반송동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요소별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버

너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항상 저감 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으며,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요소들의 평가범위 내에서는 설계 공급온수온도를 적용한 경우 난방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

시킬 경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일관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보유수량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패널

의 열시정수를 증가시킬 경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는바, 이는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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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별보일러의 운전 및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

지가 빈번한 현상과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방안에 대한 적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EnergyPlus

를 활용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 적용 전후 보일러의 가

동/정지 횟수와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실제

적용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4.1 개선 방안 도출

국내 공동주택에는 난방을 위하여 대부분 습식 바닥 난방 패널이 적용

되고 있으나, 최근 습식 패널 적용 시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등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용량이 작은 건식 패널의 적용 필요성이 적용되

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와 건식 패널이 적용

된 경우에 대해 각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면 패널 타입이 습식인 경우, 보일러의 짧

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3.18>을 보

면,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과

반송동력을 저감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

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서 공급열

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습식

패널 적용 시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에는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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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줄이고

자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는 난방부하에 근거한 설계 값을 적용하였다.

버퍼탱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버퍼탱크가 적용됨에 따

라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버퍼탱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퍼탱크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패널 타입이 건식인 경우,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설계한 버너 용량을 적

용하거나 온수온도를 낮추어 공급하여도 낮은 부분부하율 조건에서 보일

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그림 3.5] 참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의 열 저장 ‘공간’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패널 타입이 정해진 조건하

에서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 타

입이 건식인 경우, 버퍼탱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표 3.18>을 보면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과 반송

동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일러의 운전뿐 아니라 난방 에너지

성능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하여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장에서의 분석 결

과에 의하면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측면에서는 부하에 근거하여

설계한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NordTest vvs 127에서는 건식 패널에 대하여 공급온수온도를 설

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NordTest vvs 127에서는 공급-환수

온도차를 5℃로 가정하고 공급유량을 설계하지만 국내 개별난방시스템에서

는 일반적으로 설계 공급-환수 온도차를 10℃로 가정한다. 2장 예비적 고

찰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급유량이 시스템의 열량공급 특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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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배제하고자 NordTest vvs 127에서 제시하는 설계방법을 참고하지

않았으며, 습식 패널의 설계 온수온도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본 절에서 도출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패널 타입 보유수량 버너 용량 공급온수온도

방안 1 습식 설계 유량 공급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설계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설계

방안 2 건식 버퍼탱크 적용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설계

습식 패널과

동일하게 적용

<표 4.1> 개선 방안 도출 결과

4.2 개선 방안에 대한 적용 효과 분석

4.2.1 분석 개요

개선 방안에 대한 적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EnergyPlu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평가를 진행하였다. 대상 세대는 3장에

서 평가한 세대와 동일하며, 대상 세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도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난방부하를 정밀 계산한 결과, 실의 난방부하는 45W/

㎡이며 시스템 초기 가동 시의 pick-up load와 운전 중 예기치 못한 부하

에 대한 대응 등 이유로 안전율 30%66)를 적용한 58.5W/㎡ 기준으로 버

너 용량과 패널의 열매조건을 설계하였다. 적용 효과 분석 시, 실제 공동

주택에서의 난방운전 스케줄을 반영하여 주중에는 재실자 출근 시(오전 8

시)에 난방을 정지시고 퇴근 시(오후 6시)에 난방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 주말에는 24시간 난방을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선 방안 적용 전후의 개선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66) ASHRAE. ASHRAE/IES Standard 90.1-1989 User's Manual, 199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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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은 case에 관해서는 국내 관행에 따라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

되고 있는 개별난방시스템을 선정하여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공동

주택에는 대부분 습식 바닥 난방패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패널 타입은

습식으로 하고, 기존 관행에 비추어 공급온수온도는 60℃로 설정하였다.

국내 개별난방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환수 온도차를 10℃ 가정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급유량을 산출하였다. 버너 용량은 대상세대의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공동주택에서 실제 적용

하고 있는 보일러 용량 선정 프로세스이다. <표 4.2>는 개선 방안이 적

용되지 않은 경우와 4.1절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적용된 경우에 대해

요소별 구체적 적용 값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4.2>에서 버너 용량과

패널에 공급되는 열매조건은 식 (3.1)과 (3.2)에 근거하여 설계하였으며,

방안2에 적용된 버퍼탱크의 용량은 식 (2.1)에 근거하여 설계하였다. 버

퍼탱크가 적용된 경우 2개의 순환펌프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보

일러에서 가열된 온수를 버퍼탱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하나는

탱크 내의 온수를 실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순환펌프의 사양은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표 3.5> 참조).

패널 타입 보유수량 버너 용량 공급온수온도

방안 1 습식
설계 유량

(11.9LPM)
8,850W 39℃

방안 2 건식
버퍼탱크 적용

(45L)
8,850W 39℃

개선 방안

미적용
습식

설계 유량

(11.9LPM)
23,300W 60℃

<표 4.2> 개선 방안이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요소별 적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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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개선 방안 적용 전후의 효과 분석

본 소절에서는 개선 방안 적용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4.1절에

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적용된 경우와 개선 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가적으

로 실제 적용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선 방안별 실온분포

를 검토하였다.

(1)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

전체 난방기간에 대해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와 평균 1회 가동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에

서 보다시피 습식 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온수온도(60℃)를 공급하

고, 난방부하에 비해 과용량 설계된 보일러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

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습식 패널인

경우,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패널에 과다 공급된 열량이 즉시 실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패널 구조체에 축열된 후 천천히 방열되기 때문이다.

방안1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는 개선 방안이 적용

되지 않은 경우의 약 18.1% 감소하였다. 또한 보일러가 한 번 가동될 때

방안1

(습식 패널)

방안2

(건식 패널)

방안 미적용

(습식 패널)

총 가동/정지 횟수 385 1,638 470

보일러의

평균 1회 가동시간
67.1min 15.6min 29.0min

<표 4.3>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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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방안1이 적용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7.1min 지속되다가 off되는 반

면, 개선 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9min 정도 지속되다가 off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방안1이 적용된 경우, 공급온수온도와 버너

용량이 감소하여 부하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졌기 때문이다. 방안2가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는 개선 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약 3.5배이다. 또한 보일러가 한 번 가동될 때마다 방안2가 적용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6min만 지속되다가 off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현상으로부터 방안 2가 적용된 경우,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보일러의 가동/정지가 더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난방기간 동안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 방안

2는 5회/hr로써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에 대한 권장 값(6회/hr)를 초과하

지 않았으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정지가 빈번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난방 에너지 소비량

[그림 4.1]는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

과이다. <표 4.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 방안1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가 많으므로

그에 따른 가스소비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 방안을 적용하

지 않은 경우, 방안2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서는 총 가동/정지 횟수가 적으

므로 그에 따른 가스소비량도 적게 나타났다.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 측면에서는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가 가장 불리하게 나타났는바,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17.5%(방안1), 20.1%(방안2) 정도 절감하였다. 개선 방

안 적용 여부에 따른 실온분포([그림 4.2] 참조)를 살펴보면, 개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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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가스소비량

[그림 4.2]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안방의 실온분포(1월9~10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온도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불필

요한 열량이 실로 공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열용량이 큰 습식

패널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수온도(60℃)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설정실온

도달 후 시스템이 off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구조체에 과다 저장된 열

량이 실로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난방 정지 후에도 개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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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온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습식 패널에 저장

되었던 열량이 천천히 실내로 방열됨으로써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열

량을 공급했기 때문이다([그림 3.15] 참조).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

스소비량과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8.1%(방안1), 17.6%

(방안2) 정도의 가스량을 절감하였다.

개선 방안 적용에 따른 순환펌프의 반송동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

와 같다. 방안1을 적용한 경우 반송동력은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의 약 1.9배 정도인데, 이는 주로 방안 1의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하여 동일한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펌프가 운전되는 시간이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방안2가 적용된 경우, 반송동력이 더 많이 소비된 원인은 주

로 2개의 펌프가 운전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7.8%(방안1), 17.1%(방안2) 정도의 난방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방안1

(습식 패널)

방안2

(건식 패널)

방안 미적용

(습식 패널)

반송동력(kWh) 14.15 22.42 7.47

비율 189.5% 300.2% 100.0%

<표 4.4>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순환펌프의 반송동력

방안1

(습식 패널)

방안2

(건식 패널)

방안 미적용

(습식 패널)

<표 4.5>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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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온분포

방안1이 적용된 경우, 습식 패널 구조체의 축열 특성으로 인해 일정 시

간 난방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실내 설정온도 도달시간이 길어질 수 있

으며 더욱이 공급온수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설정실온 도달시간

이 지연되는 현상은 심화될 수 있는바, 이는 재실자의 불쾌적을 유발할 수

있다. 방안2가 적용된 경우, 건식패널 자체의 열용량은 작지만 [그림 4.3]

에서 보다시피 부하 처리 시 버퍼탱크 내 온수온도의 변동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일러가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온수온도가 설정 값 하한보다 낮게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는 난방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실온유지 성능에 영향 줄

수 있다. 난방 재가동 시 설정실온 도달시간이 지연되는 정도가 심하거나

실온유지 성능이 저하된다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

서 4.1절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

면에서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실온분포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림 4.4]는 난방부하가 가장 큰 기간(1월9~10일)을 선정하여 안방에 대한

실온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온분포에 대한 검토 결과, 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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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개선 방안별 안방의 실온분포(1월9~10일)

재가동하여 설정실온에 도달한 후부터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실내온도가

19~21℃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온유지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안1이 적용된 경우, 난방 재가동 시 설정실온 도달시간이 약

53min으로 나타난 반면, 방안2가 적용된 경우에는 난방 재가동 시점에서

의 실내온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 36min 후에 설정실온에 도달하였

다. 따라서 방안1을 적용할 경우, 설정실온 도달시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적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2.3 개선 방안별 적용 효과 비교

본 소절에서는 패널 타입에 따라 도출된 개선 방안에 대해 보일러의 운

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적용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보일러의 운전

<표 4.3>을 보면 방안2가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는

방안1이 적용된 경우의 약 18.1% 감소하였다. 또한 보일러가 한 번 가동

될 때마다 방안1이 적용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7.1min 지속되다가 off되

는 반면, 방안2가 적용된 경우에는 15.6min 정도만 지속되다가 off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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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에

비해 실의 부하를 빠르게 처리하므로 버퍼탱크 내 온수온도의 변화주기가

짧으며, 이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도 빈번하게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

다. 방안 2에서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은 보장되지만, 버퍼탱크에서 온수

분배기 사이에 설치된 2차 펌프의 운전을 검토한 결과, 시간당 가동/정지

횟수가 최대 12회까지 나타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방안2를 적용

할 경우, 펌프의 안정적인 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난방 에너지 소비량

[그림 4.5]는 개선 방안별 가스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보일러

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방안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가 건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에 비해 적으므로 그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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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소비량도 적게 나타났다. 반면,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습식 패

널이 적용된 방안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절에서 언급했듯이 습

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외출 시 난방을 정지하면 패널 표면의 방열량이

천천히 감소하기 때문에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되는 열량이 발생

한다. 건식 패널에 버퍼탱크가 적용된 방안 2에서도 외출 시 난방을 정지

하면 탱크 표면을 통한 열손실이 발생하므로 난방 재가동 시 탱크 내 온

수온도가 하강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3] 참조). 그러나 개선 방안별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버퍼탱크 표면으로의 열손

실에 비해 습식 패널을 적용 시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한 열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방안별 순환펌프의 반송동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안2가 적용된 경우 반송동력이 더 많은 원인은 주로 2

개의 펌프가 운전되었기 때문이다. 방안1이 적용된 경우 반송동력 측면에

서는 유리하지만, 반송동력이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안2가 방안1에 비해 약 10.1%의 난방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였다(<표 4.7> 참조).

개선 방안별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와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볼 때, 건식 패널에 버퍼탱크를 적용한 방안이 보일러의 안정

적인 운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측

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정 시간 난방 정지 후 재가동

시 설정 실온 도달시간 측면에서도 건식 패널이 적용된 방안2가 더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개의 개선 방안 모두 난방부하에 근거하여 설계

한 버너 용량을 적용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거건물에서는 난방용 보

일러와 급탕용 온수기 또는 water storage tank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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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지만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난방과 급탕을 하나의 보일러로

해결할 수 있는 combi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급탕부하를 처리

할 수 있는 설비(온수기 등)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버너의 불꽃을 조절할

수 있는 modulating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 방안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안1(습식 패널) 방안2(건식 패널)

반송동력(kWh) 14.15 22.42

비율 63.1% 100.0%

<표 4.6> 개선 방안별 순환펌프의 반송동력

방안1(습식 패널) 방안2(건식 패널)

난방 에너지 소비량(MJ) 11,540.12 10,375.88

비율 100.0% 89.9%

<표 4.7> 개선 방안별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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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본 장에서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과 시스템의 난

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개성 방안별 적용 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개별난방

시스템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 방안 적용 전후 보일러의 가동/정

지 횟수와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적용 측면에

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선 방안별 난방성능을 검토하였다. 그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패널 타입이 습식인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 난방기간 동안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

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습식 패널에 대해서는 공급열량에 따른 가

스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습식 패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는 부하에 근거한 설계 값을

적용하였고 버퍼탱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2) 패널 타입이 건식인 경우, 낮은 부분부하율 조건에서는 부하에 근

거하여 설계한 버너 용량을 적용하거나 공급온수온도를 낮추어 적용하여

도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개

선 효과를 보기 위해 버너 용량은 부하에 근거한 설계 값을 적용하였고

공급온수온도도 부하를 고려하여 낮게 설정하였다.

(3) 패널 타입이 습식이고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를 낮게 적용한

방안(방안1)인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가 개선 방안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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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8.1% 감소하였다. 패널 타입이 건식이고 버퍼

탱크가 적용된 방안(방안2)인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는 개선

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약 3.5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난방기

간에 대하여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 보일

러의 안정적인 운전에 대한 권장 값(6회/hr)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개선 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8.1%(방안1), 17.6%

(방안2) 정도의 가스소비량을 절감하였다. 순환펌프의 반송동력에 관해서

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이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환펌프가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우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7.8%(방안1), 17.1%(방안2) 정도의 난방 에너

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선 방안별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와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건식 패널에 버퍼탱크를 적용한 방안2가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정 시간 난방 정지 후 재가동 시 설정

실온 도달시간 측면에서도 건식 패널이 적용된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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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 가스보일러는 급탕부하 위주로 용

량이 산정되거나 난방면적 기준으로 선택되므로 난방부하에 비해 과대 적

용되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 난방부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패널의

열매조건은 여전히 관행에 따라 경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패널의 방

열량도 난방부하에 비해 크게 적용되고 있다. 개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단위시간동안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량 또는

단위시간동안 패널 표면에서 실로 전달되는 열량이 부하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별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기존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열량공급 과정에서 과다 생산 및 전달되는

열량을 줄이거나 과잉열량을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개

별보일러를 열원으로 하는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은 경험에 의해 관습적으

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주택에서 난방 운

전 시, 각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

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도출한 후, 서울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중간층

중간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

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과 시

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선 방

안 적용 전후 보일러의 운전특성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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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을 열 생산, 열 전달, 그리고 열 저장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할 수

있다. 열 생산 측면에 해당되는 요소로써 보일러 용량(버너 용량)이 있으

며, 열 전달 측면에 해당되는 요소로써 공급온수온도와 패널의 열저항이

있다. 그리고 열 저장 측면에는 시스템의 보유수량과 패널의 열용량이 포

함된다.

(2) 보일러의 운전에 미치는 요소별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버너 용량

을 감소시킬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은 완화되

었지만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온수온도를 낮추어 공급한 경우에도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는 감소하였지만, 낮은 부분부하율 조건에서 여

전히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전체 난방기간 동안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

수는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에 대한 권장값(6회/hr)을 초과하지 않았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 횟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시정수가 상대적으로 큰 습식 패널이 적용된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요소별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버

너 용량이 변화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최대

3.9% 변화하였으며 큰 차이가 없었다.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보일

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변화 폭이 최대

70%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이 증가할 경우,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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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스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감소율이 최대

87.2%로써 버너 용량이나 공급온수온도를 줄이는 경우에 비해 저감 효과

가 크게 나타났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가동/정지에

따른 가스소비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소율이 최대 90.7%로써 기

타 요소들과 비교해볼 때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소별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버너 용량 또

는 공급온수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도 대

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주로 과잉열량이 실로 공급되었

기 때문이다. 보유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열량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

은 특정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주로 난방 정지 구간에서 버퍼탱크

에 저장되었던 열량이 탱크 표면을 통하여 손실되는 정도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패널의 열시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열량

에 해당되는 가스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주로 난방 정지

후 비재실 공간에 불필요하게 공급된 열량이 많기 때문이다.

(5) 요소별 반송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버너 용량 ,공급온

수온도 또는 패널의 열시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반송동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펌프의 운전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버퍼탱크가 적

용된 경우에는 2개의 순환펌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버퍼탱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배 좌우의 반송동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요소별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버

너 용량 또는 보유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일관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시스템의 보유수량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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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대 1.4%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급온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요소들의 평가 범위 내에서는 설계 공급온

수온도를 적용한 경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패널의

열시정수를 증가시킬 경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바, 이는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비량이 전체 난방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7) 패널 타입이 습식인 경우,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체 난방기간 동안 공급열량에 따른 가스소

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습식 패널에 대해서는 공급열량에 따른 가

스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습식 패널인

경우,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를 하향 조절하는 것이 공급열량을 줄이

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8) 패널 타입이 건식인 경우, 부하에 근거하여 설계한 버너 용량을 적

용하거나 공급온수온도를 낮게 조절하여도 낮은 부분부하율 조건에서는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버퍼탱크를 적

용하는 등 시스템의 보유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병용해야 한다.

(9) 패널 타입이 습식인 경우,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를 기존 관행

에 비해 낮게 적용할 경우, 보일러의 총 가동/정지 횟수는 약 18.1%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난방기간 동안 보일러의 시간당

최대 가동/정지 횟수를 검토한 결과, 버너 용량이나 공급온수온도를 낮추

지 않아도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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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습식 패널에 버너 용량과 공급온수온도를 낮게 적용한 방안과 건

식 패널에 버퍼탱크를 적용한 방안,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가스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8.1%, 17.6% 정도의 가스소비량을 절

감하였다. 순환펌프의 반송동력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개선 방안

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7.8%,

17.1% 정도의 난방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보일러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건식 패널에 버퍼탱크를 적용한 방안이 더 유

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용함에 있어

조절해야하는 요소들이 보일러의 운전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의 짧은 가동 및

정지가 빈번한 현상과 시스템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도출하였는바, 추후 실험을 통하여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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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gas-fired boilers used in Korean residential buildings are 

oversized than heating load. Also, heat flux from radiant floor panel is 

larger than heating load, because condition of heating medium is applied 

by experience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heating load. When the heat 

produced by boiler or the heat transferred to the room from panel is 

larger than heating load excessively, the boiler will be operating in rapid 

on/off cycling operation. This will increase heating energy consump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improve operation of boiler and heating energy 

performance, some alternatives which can reduce the over-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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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or store the surplus heat were proposed by existing research. 

However, most of radiant floor heating systems using individual gas-fired 

boilers are applied in domestic residential buildings by experience. Also,  

their effectiveness is not clearly verified. Therefore, the effects of 

alternatives on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boiler and heating energy 

consumption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under the condition of real 

heating operation with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using individual 

gas-fired boiler. Then, improved alternatives were selected based on 

evaluation results and application effects of the alternativ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When the capacity of burner was decreased, rapid on/off cycling 

condition of boiler was also mitigated, but the effect was not great. In 

the case of decreasing supply-water temperature, the number of on/off 

cycles were reduced, but short-cycling of boiler still occurred in low 

part load condition. When the heating capacity of system is larger than 

heating load excessively, the number of on/off cycles can remain under 

the preferred reference value by increase water contents of system. As 

the thermal time constant of panel increased, the number of on/off cycles 

were decreased, and short-cycling of boiler didn't occur. 

(2) As the capacity of burner and water contents of system changed, 

the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not changed in consisten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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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s the water contents of system increased, the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changed insignificantly. As the supply-water temperature 

decreased,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also decreased consistently. 

The effect of regulating supply-water temperature on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more significant than other factors such as capacity 

of burner, water contents of system and thermal time constant of 

panels. When the thermal time constant of panels increased,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also increased. This is mainly because lots of 

heat were supplied into unoccupied room unnecessarily.

(3) When using panels which have high thermal time constant, short 

-cycling of boiler doesn't occur. However, this kind of panel consumed 

relatively more heating energy. Moreover, heating energy has the biggest 

percentage among total gas consumption. Therefore, improvements which 

can reduce heating energy should be deducted when using this kind of 

panel.

(4) When using panels which have low thermal time constant, short- 

cycling of boiler still occur in low part load condition even if the 

capacity of burner was designed based on heating load or lower 

supply-water temperature was applied. Therefore, water contents of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when using panels which have low thermal 

time constant. 

(5) Total heating energy consumption was evaluated to the ca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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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capacity of burner and supply-water temperature were applied to 

panels having high thermal time constant (improvement 1), and the case 

that buffer tank was applied to panels having low thermal time constant 

(improvement 2), and also the case that there was no improvement 

applied to the existing wet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applying improvement 1&2 to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can reduce 7.8% and 17.1% of heating energy than the system that 

there was no improvement applied.

Keywords : Operation of boiler, Heating energy consumption, 

Capacity of burner, Supply-water temperature, Water 

contents of system, Thermal time constant of panel

Student Number : 2014-2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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