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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V와 CO2농도, 에 지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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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MV, CO2 and the energy consumption performance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in a large space with air-conditioning systems of four type.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rmal comforts in the occupied zone are nearly similar in three 

systems except 3-way wall type system air-conditioner with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2.2m height from the bottom. In case of 3-way wall type system air-conditioner the energy 

consumption for cooling loads was reduced about 25.5% compared to other air-conditioning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IAQ, it was turned out that system air-conditioner with 

ventilation system became worse about 20% compared to central air-conditioning systems for 

cooling load. The PMV, CO2 concentration and energy consumption of all systems for 

heating loads were similar in a large space considered. 

Key Words : System air-conditioner(시스템에어컨), Predicted mean vote(열쾌 성), CO2   

                 concentration(이산화탄소 농도), Energy consumption(에 지소비), Large     

                 space( 형공간)

1. 서 론

  지 까지 ․ 형 공간에서는 정 한 온·습도 

제어가 가능하고 간기( , 가을)에 외기 냉방에 

의하여 에 지 소비비용 감과 운   보수·

리를 집 할 수 있는 앙공조 방식이 많이 용

되어왔다. 하지만 앙공조 방식은 건물 내에 

형의 공조기실을 필요로 하며, 덕트의 설치로 인

해 천장 공간과 건물 내부의 입면계획에 향을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에는 앙공조방식보다 기투자비가 작고 운

비가 작게 들며 설치가 쉬운 개별공조방식의 

용이 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올

해 시장규모가 1조 3000억 원으로 상될 정도로 

지속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로 인해 앞으로 · 형 공간에 이제까지의 앙

공조방식 신 에 지 효율 으로 더 우수한 시

스템에어컨의 용이 늘어 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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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entral HVAC         (b) 4-way cassette SAC with vent. syst.   (c) 3-way wall type SAC with vent. syst.

Fig.. 1 Schematic desig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한 정량 인 비교 연구

가 수행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립 학교 내에 

치한 형공간을 상으로 수치해석방법을 이용

하여 이미 설치되어있는 앙공조방식과 동일한 

공간에 시스템에어컨과 환기시스템을 결합(이하 

시스템에어컨 방식이라 칭함)하여 용한 경우를 

상으로 각 공조방식에 따른 열부하량과 환경

평가지표인 상온열감
(1)
(predicted mean vote, 

이하 PMV라 칭함)과 CO2농도를 기 으로 형

공간을 상으로 앙공조방식과 비교함으로써 

형공간에 한 시스템에어컨의 용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평가지표

2.1 상온열감

  상온열감(predicted mean vote, 이하 PMV라 

칭함)은 인간의 온열환경에 한 반응을 정량화 

시킨 것으로 인체의 사율, 의복의 열 항치 등

과 건구온도, 평균복사온도, 기류, 습도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인체가 느끼는 열쾌 성을 이

론 으로 나타낸 것이다. PMV는 식 (1)을 사용

하여 계산되고 7단계로 온열감을 구분한다. ISO 

Standard 7730에서는 재실자를 만족시키는 쾌

범 를 -0.5 ~ 0.5로 규정하고 있다.

      
×      

  (1) 

  여기서, M은 인체의 신진 사율, W는 외부로 

행하는 일, H는 열을 통한 열손실, Ec는 피부

를 통한 증발 열 달, Cres는 호흡을 통한 류 

열 달, Eres는 호흡을 통한 증발 열 달을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PMV 계산시 사용된 인체

의 신진 사량은 일반 인 정좌상태 1.2 

met(69.84 W/m
2
)을 용하 고, 착의 상태는 여

름철과 겨울철 평상복 차림으로 가정하여 각각 

0.6 clo(0.093 m
2
K/w) 1.0 clo(0.155 m

2
K/w)를 사

용하 다.

2.2 이산화 탄소(CO2) 농도

CO2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일반 으로 

외딴섬이나 고산지에서는 380ppm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심의 기 에는 

치에 따라 400～600ppm의 농도로 측정된다. 이

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가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오염물질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 CO2는 

2000ppm이상이 되면 인체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상태가 된다
(2)
. 그러나 국내 실내 공기질 기

에서는 CO2농도가 100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

다. CO2는 실내에서 그 농도가 증가하면 체열방

산에 의한 온습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분진, 세균 

등도 불량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3. 연구 상  수치해석 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a)와 같이 층고가 4m

인 일반 인 형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립 학교 내에 소재한 국제회의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국제회의실의 규격은 24.0 

m(L)× 13.4 m(W)× 4.0 m(H)이며, 체 은 1286.4 

m3이다. 공조방식은 개별 인 AHU을 사용하여 

공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천장에는 아네모스탯

형(anemostat type)의 ․배기구가 각각 24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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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nput data

Outdoor

Temp.(℃)
summer :  31.2 

winter  : -11.3

CO2 conc.

(ppm)
400

U value (W/m2℃)

exterior wall : 0.35

internal wall : 0.64

bottom, ceiling : 1.16

Metabolic rate 1.2 Met (58.2 W/m2)

Load of electric lights 

(W/m2)
20 

Table 3.  Boundary conditions for calculation

Central HVAC System air conditioner with ventilation system

Case 1

Case 2 Case 3 Case 4

4-way cassette type
3-way wall type

Installed height 2.2m Installed height 3.0m

Table 1  Numerical cases applied for the large space

Category Case 1 Case 2 Case 3 Case 4

Total sensible cooling 

load(kcal/hr)

Cooling 23147.6 23499.1 17240.9 22531.4

Heating 46694.2 45507.4 46350.7 47980.0

Percents(%)

(refer to Central HVAC)

Cooling 100 101.5 74.5 97.3

Heating 100 97.5 99.3 102.8

Table 2.  The sensible heat load for central HVAC and system air-conditioner with ventilation 

    system

설치되어있다. 각각의 배기구의 풍량은 575 

CMH로서 총 13800 CMH의 기가 실내로 공

되고 있으며, 총 기풍량  70%가 30%의 외기

와 섞여 실내로 다시 공 된다. 냉원설비에서 토

출되는 공기의 온도는 19℃로 설정되어 있다. 앞

에서 기술한 공조설비의 설계값을 기 로 하여 

Fig. 1의 (b)와 (c) 같이 기존공간에 시스템에어

컨 방식을 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이

 Fig.1의 (b)는 기존에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

는 4-way cassette 시스템에어컨이 용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총 6 의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 다. 시스템에어컨 1 의 풍량은 

기존의 시스템에어컨이 강풍으로 운 될 때인 

1740 CMH를 기 으로 하 다. 연구 상의 실내 

공기질을 해 각각 6개씩의 배기구를 도입하

으며, 이때의 풍량은 각 공조 방식에 따른 실

내 공기질을 비교하기 해 앙공조시스템의 외

기량인 4140 CMH로 설정하 다.

 일반 으로 시스템에어컨과 환기시스템이 같이 

용될 경우 에 지 약을 해 환기시스템에 

열교환기가 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이 

70%인 열 열교환기가 환기시스템에 설치된 것

으로 가정하 다.

3.2 수치해석 방법

  국제회의실에서 각 공조시스템에 따른 열쾌

도  환기특성을 측하기 하여 식(2)에 표

된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이 4가지 경우에 해서 CFD 계산을 수행하

다.

      

        (2)

여기서 ρ는 공기 도(㎏/㎥), Γφ,eff  는 유효확산

계수(㎏/m․s), U는 유속벡터(m/s), S는 방정식 

특성에 기인한 생성항, φ는 각 방향의 속도, 에

지, 난류에 지, 난류소산에 지, 가스농도를 나

타낸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3)에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4)의 지배방정식을 풀기 

해 상용 CFD 로그램인 STAR-CD를 사용하

다. 국제회의실  재실자 그리고 용된 공조시

스템은 약 2,000,000 ~ 2,500,000개의 비균일 격자

로 모델링하 고, 난류모델은 High-Reynolds 

number k-ε model을 사용하 다. 계산알고리즘

은 정상상태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며, 

수렴 정 조건은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

지 방정식, 난류운동에 지 방정식  난류운

동에 지 소산율 방정식에서 유수(residual)의 합

이 10-3 이하, 농도 방정식은 유수의 합이 10-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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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2 PMV distributions of the x-z plane at y=1.1m (cooling)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3 PMV distributions of the x-z plane at y=1.1m (heating)

하로 설정하 다. 수치해석 시 국제회의실 내부

의 재실인원은 100명이고, 개인당 발생 CO2농도

는 0.018 m
3
/h로 하 으며, CO2의 발생 치는 재

실자의 호흡선 높이인 1.1 m에서의 제어체 을 

재실자의 입의 치로 가정하 다. 벽에서의 열

류율과 기후조건은 건설교통부의 에 지 약 

설계기  개정안  부지역을 기 으로 하여 

Table 3과 같이 설정하 으며 조명부하량의 경우 

공조설비설계시 학교에 용되는 단 면 당 조

명부하량을 기 으로 하 다. 외기 CO2 농도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 다.
(4)
 

4. 결과  고찰

4.1 냉·난방 시 공조방식에 따른 열에   

    지 부하량 비교

 Table 2는 앞에서 기술한 국제회의실을 상으

로 앙공조방식과 시스템에어컨방식에 해 수

치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배기구 치에서의 

온도와 이때의 온도를 이용하여 열에 지 부하

량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냉방시 열에 지 사용량은 앙공조방식인 

case 1을 기 으로 case 2와 4가 각각 101.5 %와 

97.3 %로 앙공조방식과 비슷한 에 지사용량을 

나타낸 반면 case 2의 경우는 약 74.5%로 앙공

조 방식보다 25.5%의 에 지가 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ase 1과 case 2 그리고 case 4의 

경우 냉기토출 치가 약 바닥에서부터 3m와 4m

로 거주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공간 체를 

공조하는 반면에 case 3의 경우는 냉기가 2.2m에

서 토출되어 다른 경우들 보다 작은 역을 공조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난방시 열에 지 사용량은 앙공조방식인 

case 1을 기 으로 case 2, 3, 4가 각각 97.5%, 

99.3%, 102.8%로 각 공조 시스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냉방시 와는 

다르게 측면에서 토출된 따뜻한 기류가 부력에 

의해 로 상승하기 때문에 토출높이에 따른 효

과가 반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2 냉·난방 시 공조방식에 따른 온열환경 비교

 

Fig. 2는 앙공조방식과 시스템에어컨방식을 

국제회의실에 용했을 때 y=1.1m 단면에서의 

냉방시 PMV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의 (a)

는 앙공조방식일 때의 PMV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벽면 가까이에 설치된 기구에서 나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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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ase 1 Case 2 Case 3 Case 4

Average CO2  

(ppm)

Cooling 861.05 1051.2 1060.1 1055.9

Heating 954.1 961.5 908.5 941.4

Table 3.  CO2 concentrations of total and occupied zone for central HVAC and system air-conditioner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4 CO2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x-z plane at y=1.1m(cooling)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5 CO2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x-z plane at y=1.1m(heating)

         

류가 벽면을 따라 내려감에 따라 빠른 기류속도

와 낮은 온도로 인해 PMV가 낮게 나오는 부분

인 우측벽면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 역에서 체

으로 PMV 쾌 범 인 -0.5 ~ 0.5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간 체에 해 균일하

게 분포해 있는 기구와 기구 자체의 기특

성에 의해 냉기가 균일하게 실내로 공 되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2의 (b),(c),(d)는 시

스템에어컨 방식  각각 4-way cassette type, 

3-way wall type이 설치된 경우의 PMV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4-way cassette type의 경우 6개

의 시스템에어컨에서 토출된 기류가 벽면을 타고 

나려오는 부분과 4방향의 기구에서 토출된 기

류가 서로 만나서 기류가 아래로 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실 역부분에서 앙공조 방식

과 유사하게 PMV 쾌 범 인 -0.5 ~ 0.5를 만족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3-way wall 

mounted type의 경우 앞의 방식과 비교해 체

으로 PMV 쾌 범 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작

으며, 특히 측면 부분에서 재실자가 춥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냉

기가 토출되는 토출구의 치가 앙공조 방식 

 4-way 시스템보다 낮게 치해 있어 같은 냉

방에 지를 투입했을 경우 거주 역이 과냉방 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3은 난방 시 앙공조방식과 시스템에어

컨방식을 국제회의실에 용했을 때 y=1.1m 단

면에서의 PMV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a)는 앙공조방식일 때의 PMV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국부 으로 춥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나 

체 으로 PMV 쾌 범 인 -0.5 ~ 0.5에 포함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의 (b),(c),(d)는 시

스템에어컨방식  각각 4-way cassette type, 

3-way wall type이 설치된 경우의 PMV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3가지 시스템에어컨방식 에서 

바닥에서 2.2m 높이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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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가 열쾌 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ase 3가 다른 경우보다 토출높이

가 낮아 천장에서 토출하는 경우보다 효율 으로 

온기를 공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3 냉·난방 시 공조방식에 따른 공기질 환경 비교

 Table 3은 냉난방시 각 공조방식에 따른 실내 

평균 CO2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을 살펴

보면 냉방시 체공간에서의 평균 CO2농도는 

앙공조방식이 860 ppm인 반면 시스템에어컨 방

식이 1050 ppm으로 시스템에어컨방식의 실내공

기질이 아네모스탯형의 기구가 설치된 앙공

조방식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앙

공조방식의 경우 공간상에 균등하게 분포해있는 

충분한 수의 기구로 인해 공간 체에서 균일한 

CO2농도를 나타내는 반면,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상 으로 은 수의 기구로 인해 신선외기가 

균일하게 공간상에 공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는 FIg. 4의 호흡선 높이에서의 CO2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난방시 실내 평균 CO2농도를 냉방시와 비교해 

보면, 앙공조방식의 경우 CO2농도가 약 100 

ppm 높아져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 반면 시스템

에어컨 방식의 경우 약 100 ppm 정도 낮아져 난

방시에 실내 공기질이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앙공조방식의 경우 난방시 배기구

에서 따뜻한 기류가 토출됨에 따라 부력의 향

으로 외부의 신선공기가 냉방 시에 비해 재실

역으로 히 유입되지 못하고 천장부부근에 머

무른 후 배기구로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 시스템에어컨방식의 경우 열열교

환기를 통과한 후 공 되는 기류의 온도가 실내

보다 낮아 냉방시보다 실내로 유입되기 쉽다. 특

히 측면에 시스템에어컨이 배치된 경우 재실 

역에 치한 흡입구를 통해 재실 역의 고농도의 

CO2를 흡입해서 상부로 배출해주며 배출된 공기

는 부력에 의해서 로 상승한 후 배기구로 빠져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5는 난방시 

각 공조방식에 따른 호흡선 높이에서의 평균 

CO2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체 으로 앙공조

방식의 경우보다 시스템에어컨방식의 경우가 

1000 ppm 이하를 나타내는 분포가 작아 체

으로 실내공기질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서울시립 학교 내의 형공간인 국제회의실을 

상으로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앙

공조방식과 시스템에어컨방식에 하여 PMV, 

CO2 농도, 열에 지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냉방시 에 지 소비 측면에서 시스템에어

컨이 2.2m 높이에 설치된 방식이 다른 공조방식

들보다 약 25.5%의 열에 지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냉방시 온열환경 측면에서 시스템에어컨이 

2.2m 높이에 설치된 경우에 낮은 토출구 치로 

인해 다른 공조방식들보다 낮은 PMV 분포를 나

타냈다.

  (3) 난방시 실내공기질과 열에 지 부하량 

측면에서 앙공조방식과 시스템에어컨방식에 따

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Fanger, P. O., 1970, Thermal Comfort 

Analysis and Application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Danish Technical press, 

Copenhagen, Denmark.

2. Minister of Environment of Korea, 2002, "A 

Study on Indoor Air Pollution 

Characterization and Management", Minister 

of Environment of Korea

3. Patankar, S. V., 1980, Numerical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Hemisphere, 

Washington DC.

4. Noh, K. C., Oh, M. D., 2005, Comparison of 

Ventilation Performance With Variations of 

Indoor Momentum Source, Proceedings of 

the KSME Autumn Annual Conference, pp. 

425-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