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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의 세 내 풍량 분배를 한 CFD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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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revision of law of architecture in 2006, all houses which have more 100 

households must has ventilation unit for the indoor air quality. Optimal design of the natural 

and the mechanical ventilation has being considered. In this paper, it is carried out about 

optimal design for airflow distribution of total heat exchanger in houses using CFD. As the 

result, first design of ventilation has some problem in porch area. Adding diffusers in porch 

area and changing diffuser schedule make more efficient ventilation than orig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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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부터 개발된 CFD(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는 최근 컴퓨
터 성능의 향상으로 점차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
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에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제11조(전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이상 신축 또
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기설
비 또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이에 따르는 부칙으로서 '기계 환기설비

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세대의 환기효율을 극대화하여 설계
하는 방법으로서 CFD를 활용하고 있다.

2006년 건축법규의 개정이후 자연환기 및 기
계환기에 있어서 최적설계에 관한 많은 논문들
이 발표되었다.(1-6) 발표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실제 세대를 모델링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디퓨저를 실제와는 다르게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았다.

CFD에서 환기횟수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국소
공기령을 계산한다. 계산된 국소 공기령을 역수
로 환산하면, 국소환기횟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세대평균 환기횟수를 구할 수 있고, 이
는 설계상의 환기횟수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CFD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은 세대 내의 속
도분포와 국소적인 환기횟수 또는 국소 공기령
이며, 이를 세대 내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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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ffuser schedule in 25A type

Ventilation 

[CMH]

1st Design 2nd Design

SA RA SA RA

Porch - - - 25

Living room 50 125 50 70

Room 75 - 75 -

Kitchen - - - 30

Sum 125 125 125 125

Table 1 Ventilation air flowrate along 
         position

Fig. 1 Shape and Model of Round Diffusers
급기구/배기구의 위치 및 풍량을 변경하여, 최적
의 세대환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FD방법을 이용하여 
디퓨저를 실제와 유사하게 모델링하고, 실제 평
형 타입에 적용하여, 세대내 국소환기가 최적이 
되는 디퓨저의 위치 및 풍량을 결정하였다.

2. 세 환기에서의 CFD방법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퓨저는 공기가 유출되
는 방향에 따라 직하형(공기가 수직 방향으로 
배출되는 형태)와 확산형(공기가 원주방향으로 
배출되는 형태)의 두가지가 있으며, 이중 Fig. 1
에는 확산형의 디퓨저를 보이고 있다. 직하형의 
경우, 디퓨저 바로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경우, 불
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환기에서는 
가급적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복층세
대의 거실과 같이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직하형 
디퓨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복층의 
경우, 천정의 디퓨저에서 공급되는 신선외기가 
거주영역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층이 아닌 경우에
는 모두 확산형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확산형 디퓨저의 형상을 모델링 하는 것은 실 
내부의 유동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전의 논문에서는 디퓨저를 계산의 편의성을 위
하여 직하형으로 모델링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디퓨저는 Fig. 1의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급기 또는 배기되는 
면은 원뿔대의 측면이다.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경환 등(7)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또

한, 세대환기에 있어서는 편의성을 위하여, 각 
방문은 열린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침기와 누기
는 무시하였다. 또한 화장실과 창고와 같은 비공
조영역은 대상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장형 세대의 환기면적이 넓기 때문에 확장형 
세대의 환기가 원활하다면, 기본형 세대의 환기
도 원활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장형 세대
를 대상으로 CFD해석을 수행한다.

세대환기 분야에 CFD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
한 설명을 S지구의 세가지 평형을 대상으로 설
명한다. 한단지에서 평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
통 대상 세대중 일부의 세대만을 해석한 후, 이
를 바탕으로 유사한 평형도 설계한다. 보통, 대
표적인 평형을 3~5가지 선정하는데, S지구의 
경우, 3개 평형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각각 
25A, 34B 및 52A평형이다.

3. 시뮬 이션 결과  고찰

 

3.1 25A type

25A평형의 면적은 60.17 ㎡이며, 계산 체적
은 136.2 ㎥이다. 최초 설계시 총 환기량은 
125 CMH로서, 이를 환기횟수로 환산하면, 
0.92회가 된다. 위치별 급기/배기량을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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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locity and Airage Fields

Fig. 4 Diffuser Schedule in 34B type

Ventilation 

[CMH]

1st Design 2nd Design

SA RA SA RA

Porch - - - 25

Living room 80 140 80 80

Room 90 30 90 25

Kitchen - - - 40

Sum 170 170 170 170

Table 2 Ventilation air flowrate along 
         position

Fig. 5 Airage Field 

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급기는 파
란색으로 배기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최초 
설계안과 개선안은 급기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배기구를 주방측과 현관에 추가하고, 복도의 배
기구 위치를 조정하였다.

25A형의 해석한 결과 중 1m높이에서의 속도
장 및 공기령(空氣齡)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최초 설계안과 개선안을 비교해 보면, 
속도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
의 속도는 0.05 m/s이하로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속도임을 알 수 있다. 공기령의 단위는 
분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고 역수를 취하면, 
국소환기횟수가 된다. 즉, 60분의 공기령은 1 
회/hr이며, 120분은 0.5 회/hr가 된다. 그러므
로, 0.7 회/hr의 환기횟수를 공기령으로 환산하
면, 대략 85분정도가 된다. 그림에서 최초 설계
안의 경우, 주방 안쪽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
며, 현관 입구 근처도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것
으로 예측되었다. 주방의 경우는 조리시 주방후

드를 가동하면 환기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문제
가 되는 영역은 아니다. 주방과 현관에 배기구를 
추가하고, 복도의 배기구 위치를 변경한 개선안
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환기가 원활함을 볼 수 
있다.

3.2 34B type

34B평형의 면적은 80.76 ㎡이며, 계산 체적
은 184.07 ㎥이다. 최초 설계시 총 환기량은 
170 CMH로서, 이를 환기횟수로 환산하면, 
0.92회가 된다. 위치별 급기/배기량을 Table 2
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급기는 파
란색으로 배기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최초설
계안과 개선안은 급기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배
기구를 주방측과 현관에 추가하고, 복도의 배기
구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각 배기구의 배기량을 
변경하였다.

Fig. 5에 34A형의 해석한 결과중 1 m 높이에
서의 공기령을 나타내었다. 속도장은 25B와 유
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
림에서 최초 설계안의 경우, 현관측은 환기가 원
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선안의 경
우, 주방측은 약간 환기가 악화되었으나, 현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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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ffuser Schedule

Fig. 7 Airage Field

Ventilation 

[CMH]

1st Design 2nd Design

SA RA SA RA

Porch - - - 85

Living room 100 230 100 120

Room 170 40 170 35

Kitchen - - - 30

Sum 270 270 270 270

Table 3 Ventilation air flowrate along 
         position

은 환기가 원활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절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방의 경우, 조리시 주
방 후드를 가동하면, 환기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3 52A Type

52A평형의 면적은 128.32 ㎡이며, 계산 체적
은 296.28 ㎥이다. 최초 설계시 총 환기량은 
270 CMH로서, 이를 환기횟수로 환산하면, 
0.91 회가 된다. 위치별 급기/배기량을 Table 3
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급기는 파
란색으로 배기는 붉은색으로 표기하였다, 최초 
설계안과 개선을 비교해 보면, 개선안에서는 방 
급기구의 위치를 약간 변경하였으며, 배기구를 
주방측과 현관에 추가하고, 복도의 배기구 위치
를 조정하였으며, 각 배기구의 배기량을 변경하

였다.
52A평형의 해석한 결과중 1 m높이에서의 공

기령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최초 설
계안의 경우 현관 근처에서 환기가 원활하지 않
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개선안에서는 현관에서
의 환기도 원활한 것으로 개선되었다.

4. 결론  추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CFD를 활용하여 몇가지 세대
타입별로 세대내 국소환기가 최적이 되는 디퓨
저의 위치 및 풍량을 결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원설계안은 현관측의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현관측에 배기 디퓨저를 
추가함으로써 현관측의 환기를 원활히 할 수 있
었다.

추가연구로서 전열교환기에서 디퓨저로 공급하
는 신선공기가 적절히 분배되는지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며, 이는 덕트 배관까지를 포함하는 해
석으로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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