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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ot water supply temperature on indoor thermal characteristics for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in residential apartment were researched by computer simulation. The parametric study on hot

water supply temperatures with different outdoor air temperatures was done with regard to energy

performance and control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maximum overshoot of indoor air

temperature and energy consumption were reduced by adjusting the hot water supply temperatures with

outdoor air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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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난방시스템은 온수를 바닥배관을 통해

흘려 보내 난방하는 방식인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으로써 이 시스템은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쾌

적감이 좋고, 초기투자비용 및 유지비용이 적으며,

반송동력이 적다. 그리고 방열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닥의 온도와 공기온도와 온도차는 크지 않으며,

저온의 온수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열원을 사용하

는 난방시스템과 연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1].

이러한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를 쾌적한 범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온도조

절기를 설치하여 제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실내공기온도와

설정온도의 차에 따라 자동온도조절밸브를 개폐하

는 On-Off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어방식이 단순하고 실내공기온도에

따라 밸브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온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On-Off제어

를 위한 차동갭의 설정에 따라 실내공기온도 및 바

닥표면온도들의 최고온도 및 최저온도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 열적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1].

관련된 연구로서 Song and Ahn[1]은 On-Off 제어

방식과 제어특성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 단

위로 실내 공기설정온도와 공기온도와의 온도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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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온수공급시간을 설정하여 온수를 공급

하는 방식인 온도차 시간제어방식을 제안하여 실내

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Yeo et al.[2] 등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주택의 실별 제어시스템의 제어성능

및 에너지성능에 대한 평가와 복사난방 시스템의

적정유량분배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Song and Ahn[3]은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 대해 외

기온도 등의 환경변수 및 공급 온수온도와 공급유

량 등의 제어변수들을 고려한 MIMO(Multi-Input

Multi-Output)시스템의 적절한 제어를 위해 확률밀

도함수를 근거로 하는 GRNN(General Regression

Neural Network)제어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Ahn and Song[4]은 환경변수인 외기온도

변화 및 건물 구조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 온

수온도, 공급유량, 실내 공기온도를 효과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외기온도 보상제어 방안에 대하여 연

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수행

하여 기존제어방식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제어변수

들의 외기보상제어 적용함에 있어 개별 제어변수들

의 제어성능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닥복사 난방시

스템의 환경변수와 다양한 제어변수 들의 상관관계

를 고려하여 실내 열환경 및 에너지 소비량의 개선

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제

어방법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며 바닥복사 난방시스

템의 기본 제어방식인 자동온도조절밸브의 On-Off

제어의 열적 동특성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

의 외기온도 및 공급온수온도의 크기에 따른 실내

공기온도의 변화특성과 실내공기의 최고 및 최저온

도의 온도차를 줄여 열적 동특성을 개선하고 에너

지 절감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시스템 모델링

먼저 Fig. 1은 실내에서의 열흐름을 나타낸 그림

이다. 세대 내에서의 열전달 현상은 방바닥 및 천정

그리고 각 벽면 자체내에서의 전도열전달, 실내공기

와의 대류열전달, 온수공급에 의해 가열면인 방바닥

과 천정표면 및 비가열면인 각 벽면사이의 복사열

전달 등으로 구성된다[5].

Fig. 2는 각 부분의 온도와 열량과의 관계를 전기

적인 등가 R-C회로로 표현한 그림으로서 Fig. 2(a)

와 Fig. 2(b)는 실내공기온도와 천정표면온도를 각

각 나타낸 것이다. 등가 R-C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벽체에 대한 열용량이 벽체의 한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집중점에서 벽면안쪽 표면

까지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벽체

내에서의 집중점 양쪽의 등가 열저항값이 같도록

집중점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외기로의 열손

실은 열용량 집중점과 내벽면 사이와의 양쪽 등가

열저항값이 같은 새로운 집중점을 선정하여, 이 점

으로부터의 외기로의 열량손실을 고려하였다[5]. 

따라서 각 정점에서의 에너지 평형 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내진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for heat transfer analysis in

room.

Fig. 2. A equivalent R-C circuit for unsteady energ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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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qi와 qo는 대류 혹은 전도에 의한 유입 및

유출 열전달량을, qrk는 복사 열전달량을 나타낸다.

각 표면사이의 복사열전달량 qrk (k=1-8)은 밀폐공

간 해석 방법(enclosure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산방법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Gjk = Fj-kεk + Fj-kρ1G1k + Fj-kρnGnk.이며, ε, σ,

ρ, F, A, T는 반사율, 볼쯔만상수, 밀도, 형상계수, 면

적 그리고 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qrk는 k번째

의 면에 대한 복사열전달량을 나타낸다.

또한 공급온수온도와 바닥의 구조체 및 배관길이

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수온도를 구하고 이를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급열량을 공급온수온도와 환수

온도의 차를 이용하여 구하였다[5].

Fig. 3은 시뮬레이션 대상세대의 바닥배관망을 나

타낸 그림으로서 시뮬레이션 대상세대의 총 면적은

161.7m2 이며, 7구 분배기를 통해 각 실로 난방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먼저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하여 세대 중 기준실을

Fig. 3의 침실 2로 선정하고 실 특성데이터를 산출

하고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한 후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여기서 내벽으로 다른 방과 접한 경우는 상

호간의 열전달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준실인

침실 2의 면적은 총 14.8m2로서 난방배관의 길이가

70.3m인 남향 실이다. 기준실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위한 실 특성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의 외기

온도 및 공급온수온도의 크기에 따른 실내공기온도

의 변화특성과 실내공기의 최고 및 최저온도의 온

도차를 줄여 열적 동특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은 온수온돌의

축열효과로 인하여 실내공기온도가 제어설정치에

도달하여 유량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내공기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실내

공기온도 제어설정값을 실내 열환경의 쾌적한 온도

범위로 고려되었을 때, 이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

쾌적한 열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에너지 소모량 증가의 원인이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나 공급수온도

등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내공기온도의 제어설

정 온도범위를 초과하는 오버슈트를 줄여주기 위하

여 리드타임(Lead time)을 적용한 On-Off제어방식

Ci

dTi

dt
-------- = Σqi Σqo– qrk–

qrk = AkεkσkTk −  

i=1

∑ AkεkσkTkGjk

Table 1. Simulation model data for Room 2

Thermal

conductivity

(W/m²K)

Area

(m²)

Thermal

capacitance

(kJ/℃)

North wall 0.572 6.693 411.54 

East wall 0.572 10.396 478.40 

West wall 1.587 10.396 639.20 

South wall
Wall: 0.27 

Window: 0.64 

Wall: 4.68 

Window: 4.43

Wall: 681.15 

Window: 120.67

Fig. 3. Floor pipe networks in household.

Fig. 4. Application of lead time for indoor air tempera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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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제어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Fig. 4

는 리드타임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해석용 프로그램

은 Compaq Visual Fortran 6이며,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은 선행연구[1, 5]를 통하

여 외기온도, 공급온수온도 및 공급유량의 변화에

대하여 환수온도, 실내공기온도, 바닥표면온도 및

벽면온도의 해석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이루어

졌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값과의 차이가 최대 9.5%

이내의 양호한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1, 5]. 

Table 2는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해 적용된 변수값

들을 나타낸 것으로써, 운전시간은 1일간 24시간으

로 하였다. 그리고 외기온도는 외기온도크기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것

으로 하였으며, 공급온수온도는 45~65℃의 크기를

고려하여 주었다. 또한 실내공기 설정온도는 22℃

로 하였으며 On-Off 제어를 위한 차동갭은 ±0.5℃로

하였다. 그리고 공급유량은 보일러 난방순환펌프의

순환유량이 10.4~16.7LPM인 점(분배기 7구)을 감안

하여 기준조건을 2LPM으로 선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Fig. 5와 Fig. 6은 외기온도 0℃일 때 공급온수온

도를 45℃, 55℃, 65℃로 변화하였을 경우에 따른 실

내의 공기온도변화 동특성 및 에너지 소모량을 각

각 비교한 그림이다. 여기서 실내공기설정온도는

22℃이며 공급유량은 2 Lpm, 실내공기온도 초기조

건은 20℃이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온수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공기온도의 제어설정온도의 상한값인 22.5

℃를 넘어가는 오버슈트의 크기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45℃일 경우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

나, 55℃일 경우 약 0.15℃, 65℃일 경우에는 0.27℃

의 오버슈트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급온수온도가 낮

을 경우는 높은 경우에 비해 초기 동특성에 있어서

설정치인 22℃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65℃일 경

우 약 1시간 50분, 55℃일 경우 약 2시간 40분, 45

℃일 경우 약 4시간 45분 이상이 소요됨을 볼 수

있다. 

Fig. 6는 Fig. 4의 조건에서의 각 경우에 대한 에

너지 소모량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살

펴볼 때 공급온수온도 10℃ 마다 약 3% 정도의 에

너지 소모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급온수온

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가 높게 설정한 경우에 비해

에너지의 절약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7은 외기온도조건이 10℃일 때 공급온수온도

를 45℃와 60℃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실내공기 온

도변화 동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

면 외기온도가 Fig. 6의 0℃일 때보다 높을 경우(10

℃)는 45℃의 공급수를 이용하였을 때 실내공기 설

정온도인 22℃에 도달하는 시간 약 3시간 30분이 되

어 Fig. 5에 나타난 도달시간보다 약 1시간 15분 정

Table 2. Operation conditions of simulation

Classification Operation conditions

Outdoor temperatures(℃) −10, 0, 10

Supply water temperatures(℃) 45, 52.5, 55, 60, 65

Indoor air set temperature(℃) 22±0.5

Supply flowrate(LPM) 2.0

Fig. 5. In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with supply water

temperatures.

Fig. 6. Energy consumptions with supply wat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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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단축되어짐을 알 수 있다.

Fig. 6은 외기온도조건이 −10℃일 때 공급온수온

도를 45℃, 52.5℃, 60℃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실내

공기 온도변화 동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외기온도가 –10℃ 인 경우는

실내공기 설정온도인 22℃에 도달하는 시간이 0℃,

10℃일 경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공급온수온도가 45℃일 때 22℃에 도달하

는 시간은 6시간 이상의 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7과 Fig. 8의 그림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동일한 공급온수온도에 대해 외기온도가 낮은 경

우(Fig. 8)에 비해 외기온도가 높은 경우(Fig. 7)가

실내온도의 변화에서 오버슈트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짐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 및

공급온수온도에 따른 실내공기온도의 제어설정값

이상으로 커지는 오버슈트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외기온도크기에 따라 공급온수온도를 별도로 선정

하여 주었는데, 외기온도 10℃일 경우 공급온수온

도는 45℃, 외기온도 0℃일 때 52.5℃, 그리고 외기

온도 −10℃일 때는 공급수온도 60℃로 각각 선정하

여 주었다. Fig. 9는 이러한 각 조건에 대해 실내공

기온도 변화 동특성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조건에서의 오버슈트의 크기가 조절

이 되어 동일한 크기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외기

온도 0℃일 때 52.5℃의 조건과 비교해서 외기온도

가 낮을 때(−10℃)는 공급온수온도를 높게 설정하

여 주고 높을 때(10℃)는 공급온수온도를 낮게 설정

하여 줌으로써 실내공기 평균온도를 적절한 범위내

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Fig. 9의 각 조건에 대한 하루 24시간의

실내공기의 평균온도와 에너지 소비량을 각각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내공기 평균온도는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서는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유사한

열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

가 됨을 알 수 있다. 

Fig. 7. In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with supply water

and outdoor air temperatures.

Fig. 8. In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with supply

water and outdoor air temperatures.

Fig. 9. In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of supply water

and outdoor air temperature.

Table 3. Operation conditions of simulation

Outdoor air temp./Supply water temp. −10℃/60℃ 0℃/52.5℃ 10℃/45℃

Room air mean temp. 21.98℃ 21.95℃ 21.93℃

Energy consumption 10,548 kcal 8,587 kcal 6,831 kcal



18 안 병 천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Fig. 10은 외기온도 0℃, 공급온수온도 65℃일 경

우의 실내공기온도 변화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Fig. 5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급온수온도 변화에 따

라 공급시간에 변화를 주어 실내공기온도의 설정값

이상의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수공급을 위

한 On-Off제어시간에 리드타임(Lead time)을 고려

하여 운전한 상태의 온도변화 특성을 보여준 그림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버슈트가 나타나는

보정 전과 이러한 오버슈트를 고려하여 공급시간을

보정해 준 보정 후(리드타임: 56 min.)를 비교할 경

우 보정후의 온도변화특성에서 보정전보다 22.5℃

이상의 오버슈트가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리드타임 값은 예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값이다.

Fig. 11은 외기온도 0℃의 조건에서 공급온수온도

45℃, 55℃, 65℃일 경우에 대해 리드타임 보정전과

보정후(16 min, 27 min, 56 min)의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공

급온수온도에 대해 보정전에 비해 보정후의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한 여기서 45℃일 경우는 2.7%, 55℃일 경우는

3.8%, 65℃일 경우는 7.3%의 에너지 절감성능을 나

타내었으며, 이로써 미루어볼 때 공급온수온도가 커

질수록 온수공급시간을 조절하였을 경우 에너지 절

감성능이 더욱 뛰어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의 외기

온도 및 공급온수온도의 크기에 따른 실내공기온도

의 변화특성과 실내공기의 최고 및 최저온도의 온

도차를 줄여 열적 동특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 공급온수온도가 높

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의 제어설정온도보

다 커지는 오버슈트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낮은 경우는 제어설정온도에 도달되는 도달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외기온도가 높으면 공급온수온도의 크기를 낮

게 조절해 주고 외기온도가 낮으면 공급온수온도의

크기를 높게 조절해 주어 실내공기 평균온도의 크

기를 쾌적한 온도범위로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며,

실내온도의 제어설정온도에 대한 오버슈트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는

동일한 실내 열환경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

은 에너지가 소비됨을 알 수 있었다.

(3) 바닥난방 시스템의 온수공급을 위한 On-Off제

어시 제어시간에 리드타임을 적용하여 조절하여 주

었을 경우 오버슈트를 제거시켜주어 실내 열환경을

개선시켜 주었으며, 또한 외기온도 0℃ 조건에서 공

급온수온도가 45℃일 경우는 약 2.7%, 55℃일 경우

는 약 3.8%, 65℃일 경우는 약 7.3%의 에너지가 절

감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외기온도조

건 및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외기온도환경에의 적용

을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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