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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effect of warming and cooling in the air supply of a pit for air conditioning

were evaluated in BS art museum. We simulated the flow temperature for a pit winter and summer

season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nsequential, energy saving, energy saving costs and

initial payback periods were calculat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e warming effect

of the winter increased by 18.1oC and 0.2oC/m and the cooling effect of the summer decreased by

6.1oC and dropped to 0.07oC/m. Energy saving appeared to be 19.1 kW in the summer and 54.3 kW

in winter. Energy saving costs ranged from 2,567,119 won/year to 5,134,238 won/year and at minimum,

initial payback period for initial investment was 3.9 years. As a result, the air supply system using an

existing pit without any burden on initial investment costs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energy saving

through warming and cooling of unutilized energy effects.

Key words: Pit(피트),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Effectiveness Assessment(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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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 내부의 신선한 외기를 공급하기 위한 급기구

는 지상의 Louver를 설치하는 방식과 지중의 콘크

리트 구조물을 활용한 Dry Area 방식이 있다. 이중

에 Dry Area 방식은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Pit 층

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이러한 Pit를 환기 및

Thermal Labyrinth(열미로)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

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Pit 등을 이용한 에너

지 절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Lee[1]는 쿨튜브(Cool

Tube) 시스템의 최적설계에 필요한 성능평가 방법

을 제시하고 실제 설계사례를 가정하여 쿨튜브 시

스템 핵심 설계변수의최적화 과정 및 결과를 제시

함으로서 일반건물에 손쉽게 적용 가능한 쿨튜브

시스템 설계방법을 정립한 것이 있다. 

Lee[2]는 건축계획중인 ECC(이화여자대학교 캠

퍼스)에 적용된 열미로를 대상으로 하여 건물에너

지 절감 효과를 TRNSYS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분석한 것이 있다.

Son[3]은 지열을 이용한 어스튜브시스템과 공기

식 집열기 병용시에 대한 부하저감 시스템 연구와

지하피트내의 지중벽에 대한 개구부의 크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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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격에 따라 시스템의 열적 특성 및 기류에 미치

는 영향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다.

Min[4-6]은 기존 Pit를 활용한 환기방식을 개선하

여 피트내의 지중열 교환이 이루어져 하절기에는

외기온도보다 내려간 배기를 이용하여 인접한 압축

기실에 급기로 대체하여 냉방열원으로 활용한 사례

를 연구한 것이 있다.

Min[7]은 설계단계에서 Dry Area를 활용한 열미

로를 통하여 공기조화기에 연결하여 외기도입시 동

절기에는 예열효과 그리고 하절기에는 예냉효과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것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t를 이용한 건물 급기 방

식에 대한 동절기의 예열효과, 하절기의 예냉효과

그리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효용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건물은 노원구 소재의 BS 미술관

으로서 Fig. 1은 건물 정면의 좌측에 위치한 급기구

로 Fig. 2에 보이는 점선 박스부분의 급기구는 펀칭

금속재질로 건물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기구

는 전시시설 일부분에 외기도입부로 활용되고 있으

며 급기구와 연결된 공간은 Pit로서 콘크리트 구조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된 용도는 미술관 건립 컨

셉으로서 언덕위의 하얀집을 구성하기 위하여 비정

형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의

Pit 공간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의 급기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Pit 벽면의 일부가 지중에 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하여 예열 및

예냉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Fig. 3은 Pit 평면도로

길이 88m, 지중매설깊이 2~3m, 평균 단면적은 약

13 m2 이다. 급기풍량은 30,000 m3/hr로서 정풍량(급

기팬: 15,000 m3/hr × 2ea)으로 공급된다. 

3.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어스피트의 열전달 성능시험 관련 기

류분포를 모사하기 위하여 유체역학의 다양한 모델

중에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적용하였다.

유체 및 에너지의 이동현상의 해석에 필요한 방정

식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을 미소의 체적

에 적용하여 얻어진 비선형 연립 편미분방정식이다.

운동량 해석에 있어서는 난류운동의 해석을 위한

방정식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복사 열전달을 위

한 방정식도 포함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Fluent 14.0의 Indoor Zero-

Fig. 1. Front of BS art gallery.

Fig. 2. Front of supply inlet.

Fig. 3. Pit plan (scale :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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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Turbulence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구성

된다. 1)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석영역을 설정, 2) 시

뮬레이션 작업을 위한 도서를 입수 및 검토, 3) 해석

공간의 경계조건 및 입력조건을 분석, 4) 입수한 도

서를 종합적으로 분석, 5) 평가대상 Mesh 모델링

(Fig. 4 참조)을 구성, 6) Solving을 실행하고 Post

process을 통한 동절기 및 하절기 평균온도로 효과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류시뮬레이션 경계조건은 검증을 위

하여 외기온도조건은 설계기준인 건축물에너지절

약 설계기준(서울)으로 하였고 지중벽체 온도 및 물

성치 등에 대한 경계조건은 선행연구에 대한 결과

로 다음의 Table 1과 같고, CFD 모델은 Table 2와 같

이 구성되었다[5].

기류시뮬레이션(CFD) 프로그램 입력 조건을 만

족하기 위하여 급기풍량과 배기풍량(15,000 CMH,

2ea)은 동일한 풍량으로 계산하였으며, 풍속은 0.64

m/s~1 m/s 이내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3

차원 모델링에 입력조건 및 분석코드의 자체 계산

조건 등을 입력한 후 solving을 실행하여 일정 오차

범위 내(10−4)로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하여 계산하

였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경제성 분석

4.1 유동해석 결과 

본 연구의 CFD 기류시뮬레이션 열유동 해석에

있어서 격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Pit를

이용한 열유동의 해석결과는 다음의 Fig. 5 그리고

Fig. 6와 같다. 

Fig. 5은 동절기 예열효과를 예측한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외기구로 급기된 외기온도 –11.3oC에서

Pit를 통과한 후 공조기 유입온도는 6.8oC로 18.1oC

상승한 예열효과를 나타냈다.

Fig. 6은 하절기 예냉효과를 예측한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외기구로 급기된 외기 온도 31.2oC에서

Pit를 통과한 후 공조기 유입온도는 25.1oC로 하절기

의 외기온도를 6.1oC 내려간 예냉효과를 나타냈다.

Table 3과 Fig. 7는 시뮬레이션 유동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Table 3은 외기온도(To), 표면평균온

Table 1. Boundary conditions

Condition Values

Temperatures [oC] Winter Summer

Outdoor −11.3 31.2

Surface

Ceiling 10 24.5

Wall 9 23.5

Floor 8.25 23.5

Table 2. CFD conditions

Condition Values

Mesh Model Tetrahedrons, 1,000,000 ea

Solver Fluent 14.0 Pressure Based Steady time

Viscous model k-epsilon / Standard

Algorithm SIMPLE

Convection Flux Central differencing scheme

Scheme Second-order upwind scheme

Fig. 4. Volume mesh of pit.

Fig. 5. Temperature contour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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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Tw), 공조기 유입온도(Ti) 그리고 예열 및 예냉효

과(Teffect)를 나타낸 것이다. Pit 내의 표면평균온도와

외기온도 차이는 약 20.3oC로 나타났다. 또한 하절

기의 표면평균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이는 약 7.7oC

로 나타났다.

Fig. 7는 동절기 및 하절기의 각각의 외기온도와

외기구부터 공조기 유입구 까지의 Zone별 시뮬레이

션 결과를 선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고

정값으로 동절기 및 하절기의 각각의 외기온도를

나타내고 또한 실선은 동절기 및 하절기의 유동해

석에 의한 Zone별 평균온도값을 나타낸다. 동절기

의 Pit 단위길이 당 예열효과는 0.2oC/m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고 또한 하절기의 Pit 단위길이 당 예냉

효과는 0.07oC/m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의 Pit 단위길이 당 동절기 예열효과 0.23oC/m, 하절

기 예냉효과 0.12oC/m, 중간기 0.06oC/m 그리고 풍

속 0.75 m/s와 비교하면 유사한 값을 보였다[5, 7].

4.2 경제성 분석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은 CFD 시뮬레이션 결과

로 산출된 동절기의 예열효과와 하절기의 예냉효과

에 대한 에너지절감량, 에너지절감 비용과 초기투자

비 회수기간을 산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로,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은 외기도입량(급기풍량의

30%)에 대한 예열효과 및 예냉효과에 대한 각각의

온도차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에너지절감량을 각각

Table 3. Simulation Result (oC)

Season Method To Tw Ti Teffect

Winter CFD −11.3 9 6.8 18.1

Summer CFD 31.2 23.5 25.1 6.1

Table 4. Energy Saving Result

Classify
Summer Winter

Non** Pit*** Non Pit

Supply Air (m3/h) 30,000

Outside Air Rate 30%

Outside Temp. (oC) 31.2 25.1 −11.3 6.8

Mixing Temp. (oC) 27.6 25.7 10.6 16.0

Supply Temp. (oC) 16 23

Difference Temp. (oC) 11.6 9.7 12.4 7.0

Heating Quantity* (kcal/h) 100,224 83,808 107,136 60,480

Saving Energy (kcal/h) 16,416 46,656

Saving Energy (kW) 19.1 54.3

* 0.288*Volume*(supply temp.-mixing temp.)

** Non : non applied to thermal labyrinth 

*** Pit : applied to thermal labyrinth

Fig. 7. Flow temperature of winter & summer.
Fig. 6. Temperature contour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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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으며 중간기(봄, 가을)의 예냉효과는 제외

하였다. 둘째로, 에너지절감비용 산출방법은 동절기

및 하절기 각각의 에너지절감량을 급기팬 에너지사

용량을 차감하여 계절별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산출

하였으며,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2017년도 전기요

금표에서 교육용(갑) 고압(A) 선택Ⅰ을 기준으로 하

였다[8]. 마지막으로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은 초기투

자금액인 급기팬 관련 설치비용에 실제가동율

(50%)을 고려한 연간 에너지절감비용을 나눈값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본 건물의 Pit는 언덕위의 하얀

집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 되었으나, 추후 별

도의 추가 투자없이 열미로로 사용하였기에 초기

투자 비용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회수기간에 따른

이자율(회사채수익률)도 연간 2.2% 미만으로 제외

하였다.

Table 4는 동절기 예열효과 및 하절기 예냉효과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하절기는 19.1 kW 그리고 동절기는 54.3 kW로

나타났다.

Table 5는 에너지절감비용과 초기투자비 회수기

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에너지절감 비용

은 하절기 291,152원 그리고 동절기 4,843,086원이

며 연간으로는 5,134,238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난화 기상조건을 고려한 실제가동율(50%)을 반

영하여 2,567,119원/년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초

기투자비 회수기간은 3.9년으로 경제성이 매우 양

호하게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S미술관의 공조용 급기구로 활용

되는 Pit 공간에 대한 동절기 예열효과와 하절기 예

냉효과에 대한 예측을 CF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에너지절감, 에너

지절감비용 및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을 산출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Pit를 이용한 급기구의 유동해석 결과에 따른

동절기 예열효과는 외기온도 –11.3oC에서 공조기

유입온도는 6.8oC로 18.1oC 상승했으며 또한 Pit 단

위길이 당 예열효과는 0.2oC/m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Pit를 이용한 급기구의 유동해석 결과에 따른

하절기 예냉효과는 외기 온도 31.2oC에서 공조기

유입온도는 25.1oC로 6.1oC 내려갔으며 또한 Pit 단

위길이 당 예냉효과는 0.07oC/m 내려간 것으로 나타

났다. 

3) 동절기 예열효과 및 하절기 예냉효과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하절기는 19.1 kW 그리고 동절기

는 54.3 kW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절감 비용은

하절기 291,152원 그리고 동절기 4,843,086원이며

봄, 여름(중간기)를 제외한 연간에너지절감 비용은

5,134,238원/년 이며 실제가동율(50%)을 고려한다

면 2,567,119원/년으로 나타났다. 

4) 기후변화에 따른 동절기 온난화를 고려하여 실

제가동율(50%)을 가정한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은

Table 5. Energy Saving Cost and Payback Period 

Classify Summer Winter

Period Jul ~ Aug Nov ~ Feb

Operation hour* 205 1,175

Saving energy
19.1-4.4** = 14.7 kW 54.3-4.4** = 49.9 kW

3,014 kWh 58,633 kWh

Electric rates** (KRW/kWh) 96.6 82.6

Saving cost (KRW) 291,152 4,843,086

Total saving cost 5,134,238

Truth rate (50%) 2,567,119

Initial investment 5,000,000 × 2 KRW (Supply fan 2ea)

Payback period 3.9 years

*Depend on weather data (average 30yr) by ASHRAE

**Supply fan power : 2.2 kW/ea × 2ea = 4.4 kW

***Education service(A) high-voltage(A) optionⅠin 2017 by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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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미로에 대한 별도의 추가 투자없이 기

존 Pit를 이용한 급기 방식인 경우에는 미활용에너

지를 활용한 예열효과 및 예냉효과를 통하여 에너

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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