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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온돌시스템과 기온돌시스템의 열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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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Performance Assessment of Wet Ondol and Electric Ond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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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tudies about the assessment of thermal performance between wet ondol system and electric 

ondol system. Electrical ondol systems shows faster warm-up time, higher floor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lower power consumption than wet ondol system. However, if we provide heat regularly wet ondol system which has 

more heat capacity shows greater thermal storage than electric ondol system. Therefore, we could conclude that wet 

ondol system which keeps temperature regularly by the thermal storage show better energy-efficiency in case of using 

the central heating and district heating system. However, Electrical ondol system shows better efficiency in case of using 

the space during short time or individual heating systems which needs to heat quickly. The Experiment says that 

electric ondol system has more benefits on timing to reach the set temperature and energy-efficiency than wet ond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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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980년 에 주거환경 개선의 에서 바닥난방구조에 

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바닥난방구조의 열특성, 특히 난방구조체의 

열특성이나 열성능 개선부문, 체 재료에 한 연구이며 바

닥난방구조체의 열해석 부문과 온돌공간의 거주자의 온열감 

 쾌 온도 범 와 열환경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국

내 주요 온돌시스템의 주요연구는 온돌의 구조개선과 성능

향상을 한 기 연구 주로 이루어졌으나 체계화되지 못

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장에 용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장 용 시 발생하는 문제 과 그 개선 방안에 해서는 

여 히 체계 이고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3].

기존의 간헐 인 난방을 제로 하여 바닥 구조체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와 인건비 상승  건설공기 

단축 등의 사회 ,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조립식 온돌의 

개발에 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4]-[6]. 최근에 국

내 조립식 온돌 난방시스템의 표 인 개발 황을 살펴보

면 주로 상변화 물질이나 방열 을 이용한 축열성 확보와 

렴한 심야 기  신소재를 이용한 조립화에 한 연구가 

많은 반면, 축열성능에 한 인식 환과 고도의 제어기술 개

발이 필요하다[7]-[9].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의 시행

으로 인해 에 지분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분야

에 한 에 지 감이 요구되지만, 행 습식온돌은 구조체

의 축열성이 높기 때문에 온수가 공 되지 않는 비난방시간

이 길어져 난방열량  반송 에 지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타 변수를 최소화 

한 조건에서 정량 으로 기온돌시스템의 온열성능 비교실

험을 통하여 객 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겨

울철 난방 시 일정시간 동안만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는 

세 별 개별난방시스템의 경우 조속한 가열이 필요하므로 

PTC 원리가 용된 발열체를 활용한 기온돌의 열특성을 

평가하 다.

2 . 기온돌시스템의 기본구조  원리

2 .1  기본 구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 항을 이용한 넬형  필름

형 등의 기온돌과는 차별성을 갖는 발열시트를 상으로 

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그림 1  발열체 내부구조

Fig. 1  Heater inter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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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성능평가에 용하고자 하는 발열시트의 기

본 인 구조  발열체는 그림 1과 같으며 발열시트는 폴리

에틸 과 발열체, 하부반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발

열체는 PTC(자기제어 항 발열물질) 원리를 용하여 

압증가에 따른 류 감소로 력량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

다.

2 .2  자기제어 항 발 열 원리(PTC 원리)

일반 으로 PTC는 티탄산바륨계 도자기로서 소자내의 

온도가 상승하면 기 항이 격히 커지는 반도체 소자로

서 니크롬선을 신하는 안  발열체로 알려져 있다. 온도

에 따라 항이 달라지게 되면 스 치 작용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헤어드라이기, 의류건조기 등에 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TV 도마스크(Shadowmask)의 소자용, 에어컨의 

모터 기동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용하는 

발열시트의 PTC원리는 그림 2와 같다. 일반 으로 도성 

탄소분말 입자 사이에는 매트릭스로 채워지는 미세한 공간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이 포텐셜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러한 공간에서 열 변화(온도상승)가 있는 경우 자

기 미세한 공간을 넘어 터 링 됨으로서 기 도성이 발생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터 링 류는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미세한 공간의 차이가 5nm 이내로 유지될 때 통과가 가능

하게 되며, 류량 자체는 거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매트릭스의 열팽창 거리의 변화에 지수함수 으로 반비례하

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소자에 원을 공 하게 되면 온

도상승과 함께 열팽창으로 도성 탄소입자간 거리를 넓  

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 력량 감소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림 3은 장에 설치되는 발열시트의 원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PTC 원리

Fig. 2  PTC principle

그림 3  원 구성도

Fig. 3  Power configuration

3 . 실험 구성  조건

3 .1  실험장치 구성

그림 4  실험장치 구성도(mm)

Fig. 4  Experimental device configuration(mm)

그림 4는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습식온돌의 

경우 온돌실험체에 일정온도의 온수를 공 하기 해 기

식 보일러를 설치하 다. 온수공 은 보일러에 부착된 온도

조 장치에 의해 설정온도 ±0.5℃ 범  내에서 온수공 이 

조 되고, 온돌실험체 내로의 온수공 은 보일러 내부의 순

환펌 를 이용하여 온수가 공 되도록 하 다. 유량은 보일

러 자체의 유량인 1.2ℓ/min으로 고정하여 측정하 다. 기

온돌의 경우 온수온돌에 사용한 보일러의 정격용량인 1.8kw

에 상당하는 발열시트를 설치하여 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

3 .2  측정 치  방법

그림 5～그림 7은 습식온돌과 기온돌 시스템의 바닥표

면온도, 실내공간  벽체 표면의 측정 을 표 한 것이다. 

a) 바닥표면  피치 앙 측정 , 외부온도 측정 (mm)

b) 습식온돌 배 상부 바닥표면  피치 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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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온돌 배 상부 바닥표면  피치 앙 측정

그림 5  바닥 표면  피치 앙 측정 , 외부온도 측정

Fig. 5 Floor surface and a central pitch measuring point, 

outside temperature measuring points

공 온수온도의 경우 최고 공 온수온도 60℃, 간 공

온수온도 50℃, 최  공  온수온도 40℃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며 온수공 조건은 비실험을 거쳐 최소한의 시간인 

7시간 온수공 +7시간 온수공 단으로 실시하 다.

표 1은 측정기기를 나타내며, 온도측정은 표면온도의 경

우 50㎛두께의 은박테이 를 바닥표면에 붙이고 바닥표면온

도 측정을 한 T-type 열 를 정착시키고 다시 은박테

이 를 그 에 덮어 부착시키며 공 , 환수온수온도는 

T-type 열 를 배 에 설치하여 5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측정된 데이터는 Data logger를 통하여 수집된 후 컴퓨

터에 장하 다.

표 2는 측정항목  측정 을 나타내는 것으로 방열방식

이 다른 두 시스템의 바닥표면온도분포를 비교하기 해 습

식온돌의 배 과 피치 앙 간격으로 일자 형태로 앙에 각

각 16 씩 설치하 다. 축열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온수

공  개시부터 설정된 40℃, 50℃, 60℃의 온수 공 온도에

서 바닥표면온도가 안정화되는 시간까지를 가열 실험하여 

온도변화  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도록 하 다.

그림 6  벽체 표면  천장 측정 , 유리면 측정 (mm)

Fig. 6 Wall surfaces and ceiling measurement point, glass 

measuring points(mm)

그림 7 앙 측정 , 수직온도 측정 (mm)

Fig. 7 Central point of measurement, the vertical temperature 

measuring points(mm)

      

  a) 발열시트 측면    b) 시트 제단      c) 단열재 설치

      

   d) 원 공사      e) 단열재 마감    f) 바닥 마감 후  

그림 8 기온돌 설치 장면

Fig. 8 Electric ondol Installation scene

      

   a) 측정 경      b) 데이터로거      c) 류측정계

      

  d) 넬 측면부     e) 온도조 기       f) 멀티미터

그림 9 실험 장면

Fig. 9 Experimental setting

표   1  측정기기

Table 1  Measuring instrument

항목 측정기기

온도

Data Logger, Data Scan, Globe 온도계

T-type C-C 열 (Φ 0.3mm)

열선풍속계

력량 디지털 력량 측정계( 압, 류, 력, 산 력량)

보일러 기보일러

표    2  측정항목  측정

Table 2  Measurement items and measuring points

구분 측정항목 측정 계

습식온돌

/ 기온돌

바닥표면 배 직상부 5

23

바닥표면 피치 앙 5

실내 앙(h=120cm), 복사온도(h=120cm) 2

수직온도분포

(h = 10cm, 60cm, 120cm, 160cm)
4

동서측 벽체(h = 120cm) 2

남측 벽체((h = 120cm) 2

천장, 유리면 3

기타 외기  외부(측정실) 온도 2 2

총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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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험 결과  분석

4 .1  바 닥  평균표 면 온도

그림 10～그림 12는 온돌구조체가 실험실 내 온도와 비슷

하게 충분히 냉각된 상태로부터 각각 40℃, 50℃, 60℃의 온

수를 공 하 을 때, 시간변화에 따른 각 온돌의 바닥표면의 

평균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바닥표면온도 분포(℃)

Table 3  Floor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구분 평균 최 최소 편차

공 온도 40℃ 습식온돌 23.9 27.7 20.6 7.1

공 온도 50℃ 습식온돌 25.6 30.5 24.2 6.3

공 온도 60℃ 습식온돌 27.6 32.3 24.6 6.7

기온돌 28.3 34.3 21.7 12.6

그림 1 0  평균 바닥표면온도(공 온도 40℃)

Fig. 1 0 The average of floor surface temperature(Supply 

temperature of 40℃)

그림 1 1  평균 바닥표면온도(공 온도 50℃)

Fig. 1 1 The average of floor surface temperature(Supply 

temperature of 50℃)

그림 1 2  평균 바닥표면온도(공 온도 60℃)

Fig. 1 2 The average of floor surface temperature(Supply 

temperature of 60℃)

그림 1 3  평균 바닥표면온도(최 , 최소, 평균)

Fig. 1 3 The average of floor surface temperature(maxi 

mum, minimum, average)

각 온돌실험실의 실험  기 바닥표면온도는 온수공 온

도가 40℃일 경우 9.1℃±0.8℃로 나타났고, 50℃, 60℃일 경

우에는 각각 10.6℃±1.1℃, 10.3℃±0.5℃ 정도로 나타나 각 

실험실에 해 실험 의 기조건이 동일하 음을 알 수 있

다.

습식온돌 평균바닥표면온도의 경우 온수공 온도에 일부 

향을 받지만 반 으로 온수공  개시 후 2시간 30분 이

후에 안정화되었으며 기온돌의 경우 18분～35분이 경과된 

뒤 안정화되었다.

온수공  단 후, 바닥표면온도의 일반 인 쾌  하한값

인 25℃까지의 냉각시간은 습식온돌의 경우 약 1시간 30

분～6시간 정도인데 비하여, 기온돌은 약 30분～45분으로 

냉각시간이 약 4배 정도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온수 단 

후의 방열시 온돌구조체의 축열효과에 의한 바닥표면온도의 

유지측면에서는 습식온돌이 좀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수공 온도에 계없이 습식온돌에서 공   환

수온도에 비해 평균바 닥표면온도가 상당히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르타르의 열용량으로 인해 온수

공 시 온도상승폭이 고, 온수공 단시 축열효과가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닥면 온도분포의 평균값과 표 편차  최 , 최소온도

는 표 3과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다.

4 .2  설 정온도  도 달시간  방열시간

그림 1 4  시간 경과에 따른 실내온도 분포

Fig. 1 4  The indoo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ime

그림 14는 온돌 방식별 실내온도 변화를 보여주며, 그림 

15는 각 방식별 설정온도 도달시간  방열시간을 나타낸

다. 난방 개시 후 실내온도 설정치(20℃) 도달시간은 기온

돌시스템의 경우 32분으로 습식온돌에 비하여 빠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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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습식온돌의 경우 183분의 경과시간을 나타냈다.

방열시간의 경우는 실온이 18℃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기

으로 산정하 으며, 습식온돌의 경우 572분으로 나타났으

며, 기온돌의 경우 496분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습식온돌

과 달리 기온돌의 경우 축열층이 없으므로 방열시간이 

체로 빠르며, 축열층의 과다로 인한 불필요한 축열로 인해 

발생되는 에 지 낭비를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 5  설정온도 도달시간  방열시간

Fig. 1 5  Time to reach the set temperature and cycle time

4 .3   시간당 소 비 력량

그림 16은 습식온돌에 40℃의 온수를 공 할 경우 기온

돌과의 시간당 력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시간은 6

시간의 가열시간을 상으로 하 으며 1시간 간격으로 력

량 측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1 6  시간당 소비 력량(습식 공 온도 40℃)

Fig. 1 6 Power consumption per hour (wet supply temperature 

of 40℃)

그림 1 7 시간당 소비 력량(습식공 온도 50℃)

Fig. 1 7 Power consumption per hour (wet supply temperature 

of 50℃)

그림 1 8 시간당 소비 력량(습식공 온도 60℃)

Fig. 1 8 Power consumption per hour (wet supply temperature 

of 60℃)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습식온돌에 40℃의 온수를 공

할 경우 기보일러에서 소비하는 력량은 1.62～1.77kwh

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측정한 기온돌의 경우 1.3

2～1.48kwh의 력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

 시간당 평균소비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46kw, 기

온돌의 경우 1.19kw로 나타났으며, 6시간동안 소비한 체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0.25kw, 기온돌의 경우 

8.34kw로 나타나 기온돌의 경우가 습식온돌에 비하여 

19.3%의 력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17은 습식온돌에 50℃의 온수를 공 할 경우 기온돌과

의 시간당 력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습식온돌에 50℃의 온수를 공 할 경우 기보일러

에서 소비하는 력량은 1.65～1.73kwh의 분포를 나타냈으

며, 동시에 측정한 기온돌의 경우 1.32～1.43kwh의 력량

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  시간당 평균소비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45kw, 기온돌의 경우 1.18kw

로 나타났으며, 6시간동안 소비한 체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0.14kw, 기온돌의 경우 8.24kw로 나타나 기온돌

의 경우가 습식온돌에 비하여 18.6%의 력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에서 습식온돌에 60℃의 

온수를 공 할 경우 기보일러에서 소비하는 력량은 

1.56～1.78kwh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측정한 기온

돌의 경우 1.27～1.49kwh의 력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시간  시간당 평균소비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46kw, 기온돌의 경우 1.20kw로 나타났으며, 6시간동안 

소비한 체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0.24kw, 기온돌

의 경우 8.41kw로 나타나 기온돌의 경우가 습식온돌에 비

하여 17.9%의 력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1 9 각 시스템별 력사용량

Fig. 1 9 Power consumption by ea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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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는 각 시스템에서의 력량 소비를 나타낸 것이

며, 그림 20은 체 시간 동안의 력소비량 평균 합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온돌의 경우가 

습식온돌에 비하여 18.4%의 에 지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0  력사용량 총계

Fig. 2 0  Total power consumption

그림 2 1  PTC 제어 기능에 의한 온도와 통과 류의 계

Fig. 2 1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current 

by PTC Control

  그림 21은 PTC제어 기능에 의한 온도와 통과 류의 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기제어 항 

발열물질의 경우 온도의 증가에 따라 항이 증가하면서 

류를 차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온돌의 경우 PTC제

어 기능에 의해 일정 력에 이르면 이후에 항 증가에 따

른 류량 감소로 력량을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일정 수 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반 인 에 지 감효과는 약 20% 후로 측할 수 있다.

4 .4  바 닥 표 면 온도 와  순시공 력

그림 2 2  표면평균온도와 순시 력(습식온돌)

Fig. 2 2 Th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and instantaneous 

power (wet ondol)

그림 2 3  표면평균온도와 순시 력( 기온돌)

Fig. 2 3 Th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and instantaneous 

power (electric ondol)

그림 22와 그림 23은 바닥표면온도의 변화에 따른 순시소

비 력을 나타낸 것이다. 순시소비 력은 술한 력량의 

개념이 아닌 순간 으로 공 되는 류량에 향을 받게 된

다. 습식온돌의 경우 on-off제어를 실시하는 경우 반 으

로 가동 시에 거의 동일한 양의 력이 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온돌의 경우 일정 순시 력에 이르면 

PTC제어 기능에 의해 소비 력이 감소함으로써 에 지 

감을 실질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5  평면 온도  분포

그림 2 4  바닥수평온도분포( 기온돌 공 온도 60℃)

Fig. 2 4 Floor horizontal temperature distribution(Electric 

ondol supply temperature of 60℃)

그림 24는 온수공 온도를 60℃로 할 경우 120분 경과 후 

측정 치별 수평 바닥표면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각 

치별 수평 바닥표면온도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습식온돌의 

경우 온수 유입부분과 환수부분의 바닥표면온도차가 기온

돌보다 크게 나타나며, 이는 열 도율이 높은 온수  상부의 

마감몰탈로 인한 것으로 단되며, 공 되는 열이 바닥 체

로 확산되지 않고 배  직상부로 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온돌의 경우 발열체의 상부에 P.E.과 P.P.의 

설치로 인해 열을 바닥 체로 고루 확산 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좌식생활에서 에 의한 재실자의 

국부 인 열  불쾌감을 감시킬 수 있다.

5 . 결  론

기온돌시스템에 한 성능평가를 하여 발열시트 형태

의 기온돌을 선정하여 실험체를 구성한 후, 습식온돌과 

기온돌의 바닥표면온도, 도달시간, 소비 력량에 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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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1) 습식온돌 평균바닥표면온도의 경우 온수공 온도에 

일부 향을 받지만 반 으로 온수공  개시 후 2시간 30

분 이후에 안정화되었으며 기온돌의 경우 18분～35분이 

경과된 뒤 안정화되었다.

(2) 설정온도 도달시간  방열시간을 분석한 결과 난방 

개시 후 실내온도 설정치(20℃) 도달시간은 기온돌시스템

의 경우 32분으로 습식온돌에 비하여 빠르게 나타났으며, 습

식온돌의 경우 183분의 경과시간을 나타냈으며 방열시간의 

경우는 실온이 18℃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기 으로 산정하

으며, 습식온돌의 경우 572분으로 나타났으며, 기온돌의 

경우 496분으로 나타났다.

(3) 시간당 소비 력량의 경우 습식온돌에서 소비하는 

력량은 1.62～1.77kwh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측정한 

기온돌의 경우 1.32～1.48kwh의 력량을 소비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6시간동안 소비한 체 력량은 습식온돌의 

경우 10.21kw, 기온돌의 경우 8.34kw로 나타나 기온돌

의 경우가 습식온돌에 비하여 18.4%의 력에 지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바닥표면온도의 변화에 따른 순시소비 력을 검토한 

결과 기온돌의 경우 일정 순시 력치에 이르면 PTC제어 

기능에 의해 소비 력이 감소함으로써 에 지 감을 실질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각 치별 수평 바닥표면온도분포를 분석한 결과 습

식온돌의 경우 온수 유입부분과 환수부분의 바닥표면온도차

가 기온돌보다 크게 나타나며, 이에 비해 기온돌의 경우 

발열체의 상부에 P.E.과 P.P.의 설치로 인해 열을 바닥 체

로 고루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돌은 빠른 열시간과 높은 바닥표면온도분포, 

은 력소비량에도 불구하고 습식온돌 보다 높은 바닥표면

온도, 에 지 효율 인 특징을 보 다. 특히 실내 설정온도

에 도달하는 시간, 력소비량을 감안하면 습식 온돌보다 월

등히 뛰어난 성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정 열량의 공  후

에 나타나는 온돌구조체의 축열성은 열용량이 더 큰 습식온

돌이 기온돌 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앙난

방과 지역난방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경우 구조체의 축

열로 실온이 유지되는 습식온돌이 더 에 지 효율 일 수 

있다. 그러나 생활패턴에 따라 겨울철 난방시 일정시간 동

안만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는 세 별 개별난방시스템의 

경우에는 조속한 가열이 필요하므로 기온돌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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