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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theworldistryingtoreducecarbonemissionsforglobalwarming.Reducinguseoffossilfuelscandecreasecarbonemission.

Inthisreasontheconstructionfieldhastriedtoreducetheuseoffossilfuelsrelatingtoheatingandcoolingofbuildings.Anenergyloss

throughthewindowsystemisabout10to30percentofenergyconsumptionofthewholebuilding.Theuseofwindowfilminsulation

isincreasingtocontroltheheatlossatthewindows.Thewindow film insulationabsorbssolarradiationandmakesthesurface

temperatureofwindowshigh.Inthisstudy,windowsurfacetemperatureismeasured,andanimpactonindoorairisidentifiedafter

attachingwindowfilminsulation.Finally,wefoundthatcoolingloaddecreasesthrough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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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건물의 냉·난방에 소비되는 에 지를 약

하기 한 방법 ,창호를 통한 열 취득·손

실을 통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이러

한 이유로 기존 건물에 손쉽게 창호를 통한

열 취득·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 열 차단필름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수요가 증가하면

서 시 에는 다양한 종류의 열 차단 필름이

유통되고 있지만,열 차단효과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단순 비교 사례만 발표될 뿐 건물

에 지 분석 로그램을 통한 열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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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본 연구는 학건물 강의실에

열 차단필름을 시공한 후 실측을 통한 창문

표면 실내 온도변화와 건물에 지 분석

로그램인 에 지 러스(E+)를 통해 시

에 유통되고 있는 열 차단필름의 열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2.실험을 통한 열 차단 필름의 열 성능 검토

열 차단 필름의 열 성능을 알아보기 해

열 차단 필름 부착 창문과 미 부착 창문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Case1:열 차단 필름 미 부착 창문

·Case2:열 차단 필름 부착 창문

2.1창문 표면온도 측정

(1)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창문 표면온도

분포 측정

창문 표면의 온도 분포를 알아보기 해 열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창문 표면 온도를 측

정하 다.측정 장치는 FLIRSYSTEM사의

SE/A325모델을 사용하 고 측정 시기는

2011년 8월 21일 13:00이다.

Property Measuredvalue

VisibleLightTransmittance 66.7%

IRRejected(at,1000nm) 99.3%

VisibleLightReflectance 11.5%

TotalSolarTransmittance 32.9%

TotalSolarReflectance 13.9%

TotalSolarAbsorbance 53.2%

UVTransmittance 1%미만

표 1.실험에 사용된 열 차단 필름 성능

표면온도 측정결과 최고 온도 차이를 보인

두 지 은 Case1표면온도 31.8℃,Case2표

면온도 35.4℃로 Case2의 표면온도가 3.6℃

높게 나타났다.그림 1에서 창 체의 표면

온도분포를 확인하면 열 차단 필름 부착 창

문의 표면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는 열 차단 필름이 태양 일사를

투과시키지 않고 흡수하여 표면온도가 상승

한 것으로 보인다.

(a)Case1 (b)Case2

그림1.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표면 온도 측정

2.2단열상자 내부온도 변화 비교 실험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 창문은 외선을 일

부 흡수하여 표면온도가 상승한다.표면온도

가 상승하면 실내 온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다.상승한 표면온도가 건물 내부 온도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단열상자

실험을 해보았다.그림 2는 실험장치 경이

다.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 창문 앞에 단열상

자와 열 차단 필름을 미 시공한 창문 앞에

단열상자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Case1':열 차단 필름 시공 창문

·Case2':열 차단 필름 미 시공 창문

단열 상자의 크기는 (620*420*100mm)이고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각각 창문 표면과 상

자 내부 온도를 측정하 다.측정기간은 9월 5

일 11:11부터 15일 13:41까지 10분 간격이다.

그림2.단열상자 실험장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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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은 단열 상자 내부 온도변화를 나타

낸 그래 이고 그림 4는 창문 표면 온도 변화

를 나타낸 그래 이다.그래 에서 가장 온도

변화가 뚜렷한 9월 7일 13:11에 측정한 창문 표

면온도는 Case2'36.0℃,Case1'41.0℃로서

Case1'이 5.0℃ 더 높게 나타났고 내부 온도의

경우 표면온도와는 달리 Case2'36.7℃,Case1'

35.5℃로서 Case1'이 1.2℃낮게 측정되었다.

그림3.단열상자 내부 온도 변화

그림4.창문 표면 온도 변화

이를 통해 열 차단필름이 시공된 창문 표면온

도가 미 시공된 창문 표면온도보다 높더라도

내부 온도는 낮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열 차단 필름으로 인해 창문 표면온

도가 상승하더라도 실내공기온도 상승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시뮬 이션

열 차단 필름을 시공 한 후 실내부하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에 지 러스 시

뮬 이션을 통하여 연 냉방 부하 변화를

알아보았다. 상건물은 경북 K 학 G 53

0호를 선정하 다.그림5는 상건물 모델링

모습이다.Google의 SketchUp을 이용하여

건물의 Geometry를 입력하 고 냉·난방은

본 시뮬 이션에서는 ‘HVACTemplate:Zone:

IdalLoadAirSystem'을 용하 다.이는 실

내의 부하에 따라 이상 인 시스템에 의해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시뮬

이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며 연 냉방 부하를 측정하 다.

그림5. 상건물 모델링

그림6은 연간 냉방부하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상 모델에 필름을 시공하기 ,연간

냉방 부하는 15,664MJ이고 필름을 시공한

후 냉방 부하는 13,650MJ로서 필름을 시공

한 후 2,014MJ,약 13%의 냉방부하감소를

보 다.이 결과로 열 차단필름을 시공하는

경우 태양복사열을 차단 하여 연간 냉방부하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는

일사량을 열 차단 필름이 차단함에 따라 여

름철 실내온도에 향을 미치는 일사량만큼

의 냉방부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6.연간 냉방 부하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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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본 연구는 학건물에 용된 열 차단 필름

의 열 성능 평가를 해 창문 표면온도를 측

정하고 필름이 시공된 창문에 상승된 표면온

도가 건물 내부 공기온도에 미치는 향을

단열상자 실험을 통해 확인하 고 에 지

러스 시뮬 이션을 통해 연간 냉방 부하 량

을 비교 하 다.

(1)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 창문 표면온도가

시공하지 않은 창문 표면온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2)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 후 창문 표면온도

가 상승하지만 단열상자를 통한 실내 공

기온도 측정 결과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

부분의 단열 상자 속 공기 온도가 더 낮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 결과로 열 차

단 필름 시공 후 창문 표면온도가 상승하

여도 실내 공기상승에 미치는 향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에 지 러스 시뮬 이션을 통해 창문에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 경우 연간 냉방

부하량이 약 13%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열 차단 필름을 시공한다면 연간

냉방부하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차후 열 차단 필름의 종류에 따라 어

떠한 성질이 냉방부하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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