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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n illustrative research to verify the thermo environmental change created after introduction of

indoor pond through abridged model test and simulation analysis. Especially, temperature and comfort level are

analyzed by adjusting factors like size of water space, distance length, and location.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most effective size of water space is 7% of the indoor size, from southern side.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is about 1.6℃(5.5%), and for the comfort level, it is found that pmv index increases 8%. Second,

based on the simulation of distance length with the sphere, it is more effective as it is close to the surface. If

distance length is more than 0.5m, there is no effect on reduction of temperature and comfort level of indoor

environment. Lastly, for the analysis by location of the introduced water space, simulation is undertaken by

dividing the water space (14% of the indoor size) with front, side, rear and center types.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is found to be : front type (-1.53℃), side type (-0.82℃), rear type (-0.44℃), center type (-0.28℃),

respectively. The indoor environment change data by introduction of water space, found in this research, is at

initial phase, but it is deemed to be a basic data to refer when planning actual wa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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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1)

실내에 도입되는 수공간은 증발 잠열이라는 물리적 특

성 때문에 여름철엔 실내 기온 상승을 감소시키고 겨울

철엔 온도저하를 방지하여 실내공간의 급격한 온열환경

변화를 방지한다.

이처럼 수공간의 효과적 도입은 실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거주자의 쾌적성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내에 수공간 계획시 수공간의 효

과를 위한 적정 크기나 최적의 도입 위치 등 계획적 요

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실내 공간에서 주로 디자

인 및 조경요소로 다뤄진 수공간을 물리적 효과 측면에

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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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진행과정

본 연구는 수공간을 실내에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온

열 환경 변화를 축소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

해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공간의 실내 도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컴퓨터시뮬레이션(CFD simulation)을

선택하였다.

둘째, 시뮬레이션 해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위해 동일

조건에 대하여 축소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 해석을 실시

및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축소모형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도입 크기, 이격 거리, 도입 위치 등의 여러 변수에 따른

실내 수공간 도입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실내 환경에서의

수공간 도입 효과를 종합, 기술하였다.



실내 수공간 도입에 따른 온열 환경 변화 분석 / 오상목・오세규

Journal of the KIEAE Vol. 12, No. 3  2012. 0654

2. 이론적 고찰

2.1 물의 물리적 특성

물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물질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큰 열용량1)과 비열이다.

열용량과 비열이 크다는 것은 물을 데우기도 어렵고, 일

단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물은 주위의 온도의 영향을 받

아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물은 주위에서 다량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열용량이 큰 물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주위 온도를 하강시키는 냉각 효과가 있다.2)

또한 물은 외기에 접하는 순간 주변 온ㆍ습도의 차이

와 변화에 의해 그 형태와 관계없이 증발을 시작하며 주

변 습도를 조절한다. 건조한 지역 일수록 평형을 이루기

위해 이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습도의 조절은 인공적 설비 체계

로도 가능하지만, 물을 도입하여 그 자연스러운 효과를

유도한다면 물의 또 다른 장점들을 함께 얻을 수 있다.

2.2 선행 연구 고찰

수공간의 물리적 효과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현재까지

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수공간을 실내에 도입함으로서 발생하는 물리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며 환경 효과에 대

한 기초적 연구 역시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중 정연승(1999)3)만이 주목할 만한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논문 중 일부분을 할애하여 수공간의 물리적 효

과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4)을 통하여 수공간이 도입된

실내공간이 하루 동안 평균 온도는 0.4-1.3℃ 낮았고, 습

도는 4-12%높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수공간의 형태가 떨어지는 물이었으

며 실험 장소 역시 아파트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실시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형식의 거주 공간이 아닌 단

위 공간에서 여타의 계획적 요소를 배제한 패시브적 관

점에서 수공간 도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축소모형 실험과 CFD 시뮬레이션 해석의 비교분석

우선 실제 수공간을 도입한 축소모형실험과 동일 조건

1) 열을 저축하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1g의 물질의 온도를 1℃상

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열량, joule) 즉, 비열(比熱)을 단위로

한다.

2)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가는 잠열에 의한

냉각 효과를 말한다.

3) 정연승(1999). 실내에서 식물과 수경시설이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현황 분석, 경북대 대학원, pp. 27-28

4) 실험 기간은 겨울철로 7.5m X 7.5m의 아파트 거실에 높이

1m, 폭 1m의 수공간을 설치한 후 하루 동안의 온도변화와 습

도변화의 차이를 실험하였다. 측정지점은 수공간으로부터 50

㎝ 떨어진 지점이고 바닥면으로부터 90㎝위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의 시뮬레이션 해석 값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석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3.1 수공간의 수치해석 조건

수공간의 환경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물의 물성

값의 설정이 중요하다. 물의 상태 값은 현열과 잠열로 구

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상에서 물의 현열 값에

기화열5)을 계산하여 열량으로 환산 입력하였다.6)

또한 물의 표준상태 물성을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며, 모

든 현상은 정상상태(steady state)로 가정하였다.7)

3.2 축소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 실시

동일조건 모형의 규격은 7x7= 49㎡ 규모의 단위 공간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2크기로 축소 제작 하였다.

모델의 외부는 100㎜ 압출법보온판1호로 구성하고 외

기유입차단 및 침기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모델의 내부

는 수공간 도입으로 인한 온도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특별한 실내 마감이나 가구, 공간의 구획 등을 고려하

지 않았다.

두 개의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모델 2에는 수공간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실내 공간 전면에 수공간을 폭 3,400

㎜, 깊이 675㎜, 높이 250㎜의 물을 채워놓았다.

또 모델 1과 2에 두 개의 같은 지점에 정밀 온습도 기

록계를 설치하여 수공간 도입에 따른 내부 공간의 환경

변화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실험과 시뮬레이션간의 비교

분석도 정리하였다.

3.3 축소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비교 분석

비교 방법은 각 지점별 0.9m8)의 높이에서 축소모형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수평면 온도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

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직접 비교하였고 축소모형실험

과 시뮬레이션 해석의 온도 차이값을 기록하였다.

주목할 사항은 측정지점을 외부지점과 내부지점 두 개

로 설정해 놓았는데 외부지점(포인트 1,3)의 온도차이가

5) 기화열은 물이 끓을 때 필요한 열이다. 100℃에서는 물표면 뿐

아니라 물 속 에서도 기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상온에서도 기

화는 일어나게 되며 물의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게 된다.

6)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가는 효과(잠열에

의한 냉각효과)는 해석 하는데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수공간의 온도가 25도일 경우 포화수증기량은 1㎥당 23.1g

의 증발량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델에 내부 공간

에 도입된 수공간의 양 50㎥는 1156g의 증발량이 발생하고 잠

열은 1156 x 532.8 = 615916㎈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715W

의 열량을 빼앗아 간다.

7) transient type의 해석은 일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

간까지의 점진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Steady state의 해석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양한 Case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운량과 그에 따른 일

사량의 변화, 그리고 풍향과 풍속 등을 완벽하게 재현하기에는

사실 상 어려움이 따르는 바 본 연구에서의 시뮬레이션 솔루

션 타입은 Steady state로 전제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8) 통상 실내 거주자가 좌식 생활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

여 앉은 키 높이로 비교 지점을 선택하였고 선행 연구의 측정

높이와 동일한 지접으로 향후 비교 분석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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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통

기준

위 치 경도 : 126도 55분, 위도 : 35도 10분
날 짜 2009년 10월 10일
시 각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오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온 도 18.7℃ 20.6℃ 22.5℃ 22.1℃ 22.9℃ 23.7℃
풍 속 0(km/h) 3.2186(km/h) 1.6093(km/h) 1.6093(km/h) 6.4372(km/h) 1.6093(km/h)
풍 향 남풍
운 량 0.9(할)

모델 규격 폭 : 3500mm, 깊이 : 3500mm, 높이 : 1250mm
수공간 크기 폭 : 3400mm, 깊이 : 675mm, 높이 : 250mm

모델 재료

벽체 및 천장

재료명 발포폴리스티렌(PS)단열재
두께 100mm
종류 비드법 1종(단열판 1호)
밀도 32㎏/㎡이상

열전도율 0.033W/m.k

창호

재료명 5mm 단판 유리
두께 5mm
재료 맑은 유리
개수 400mm X 1900mm X 16EA

차폐계수 0.97
가시광선 투과율 89%

태양방사(%)
투과율 반사율 흡수율
81 7 12

실험 시뮬레이션

모델

실험체 1 (수공간X) 실험체 2 (수공간O) 모델 1 (수공간X) 모델 2 (수공간O)

과정

실험체 제작 모습 평면해석 (수공간X) 평면해석 (수공간O)

단면 (수공간X) 단면 (수공간O) 단면해석 (수공간X) 단면해석 (수공간O)

측정

시스템

미기상 측정장치 watch 900ET
CFD해석 (Flovent)

실내 온습도 센서 TH101

표 1. 축소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개요

내부지점(포인트 2,4)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가을철 태양의 일사각 변화에 따른 직사광선에

외부지점이 직접 노출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로 차후 측정값들에 대한 해석은 오차범위가 적은 내부

지점(포인트 2,4)을 이용하기로 한다.<그림 2 참조>

측정결과 내부지점(포인트 2,4)을 기준으로 동일 값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대략 5% 이내의 오차 범위9)에서 수

렴하였다.

9) 오차 값은 실험 결과 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치의 비율을

계산하여, 100%(두 값이 일치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

션 결과치가 부족하거나 초과한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실험결

과 치에 대한 오차범위를 보기 위한 본 장의 목적에 따라 양

과 음의 값 모두 양의 값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수공간이 도입되지 않은 모델의 경우 평균

1.56%, 수공간 도입 모델의 경우 평균 2.1%의 오차를 보

였다. <표 2 참조>

특히 수공간의 유/무 차이에 따른 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과 시뮬레이션 해석 값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두 결과

치의 그래프를 겹쳐보면 측정 시간별로 생기는 온도 차이

에 대한 변화의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상과 같이 축소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 해석의 비교

분석 결과 다소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축소모형을 통

10) Flovent 프로그램의 개발사인 FLOMERICS에서 2008년 실시

한 전 세계 프로그램 유저들에 대한 자체 설문결과 조사에서

실제실험과 시뮬레이션의 평균 오차범위는 5%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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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1 (수공간 X) 모델 2 (수공간 O)

온열환경

측정지점

측정시각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오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수

공

간

(X)

point1
외부지점

분석

모델

실험 29.1 30 30.8 26.3 27.5 25.3

시뮬레이션 29.47 28.68 28.72 26.3 27.02 26.1

오차값
온도 0.37 1.32 2.08 0 0.48 0.8

% 1.27 4.4 6.75 0 1.74 3.16

point2
내부지점

분석

모델

실험 27.5 28.9 29.2 26.8 27.2 25.7

시뮬레이션 28.31 28.59 28.63 26.4 27.08 26.08

오차값
온도 0.81 0.31 0.57 0.4 0.12 0.38

% 2.94 1.07 1.95 1.49 0.44 1.47

수

공

간

(O)

point3
외부지점

분석

모델

실험 25.7 26.9 26.9 25.2 26 25

시뮬레이션 25.83 26.88 26.99 25.27 26.16 25.61

오차값
온도 0.13 0.02 0.09 0.07 0.16 0.61

% 0.5 0.07 0.33 0.27 0.61 2.44

point4
내부지점

분석

모델

실험 24.7 26.3 26.5 25.2 25.9 25.1

시뮬레이션 25.95 26.94 27.02 25.36 26.07 25.57

오차값
온도 1.25 0.64 0.52 0.16 0.17 0.47

% 5.06 2.43 1.96 0.63 0.65 1.87

표 2. 실험 및 시뮬레이션의 결과치 비교

그림 1. 수공간 유/무에 따른 온도 차이비교(℃)

외부지점(Point 1, 3)

그림 2. 수공간 유/무에 따른 온도 차이비교(℃)

내부지점(Point 2, 4)

Classification contents

평면전체크기 7.0m x 7.0m

천정높이 2.5m

Window 0.8m x 1.9m x 32EA

기본형 평면도 실험체 이미지

표 3. 수정된 시뮬레이션 모델해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수공간의 도입 위치나 크기

등의 중요 변수 조절에 따른 심층 시뮬레이션 해석은 유

효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공간 크기, 이격거리, 도입 위

치에 따른 실내 환경변화 분석

4.1 수정 시뮬레이션 모델 개요 및 실내환경 변화 분석

변수조절 연구 및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연구를 위해는

해석 모델의 치수 및 경계조건을 재조정하였다. 비교분석

모형과 크기는 동일하나 수공간 도입 위치에 따른 해석

을 위해 창문을 사방으로 낸 개방된 형태로 조정하였다.

조정된 해석모델의 상세 치수 및 주요 구조부 물성은

표 4와 같다.11)(선행 연구의 값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였다.)

4.2 기후조건선정

특히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표 5와 같은

외부기후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 실험을 위한 기후

11) 석호태(2003), 이중외피시스템을 적용한 고층 주거용건물의

자연환기 성능평가,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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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재료
두께

mm

열전도율

W/m℃

밀도

㎏/㎥

비열

J/㎏℃

바닥

슬라

브

시멘트 몰탈 24 1.180 1,778 1,000

기포콘크리트 74 0.080 320 1,094

철근콘크리트 150 1.830 2,400 920

단열재 50 0.030 140 1,380

외벽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35 0.420 1,200 837

암면 50 0.045 120 800

중공층 80 - - -

압출성형

시멘트판넬
35 0.500 1,300 837

표 4. 해석모델 주요 구조부 물성

구 분 여름 기준

공통기준 경도: 126도 55분 / 위도 35도 10분

1. 날짜 6월 21일(하지)

2. 시각 12시(정오)

3. 태양고도 78도 37분 69초

4. 온도 27.2℃

5. 풍속 2.1m/s

6. 풍향 남풍

7.지중온도

0.2m 23.0℃

0.5m 21.5℃

1.0m 19.3℃

8. 수공간 온도

전면수 27℃

측면수 26.5℃

후면수 26℃

8. 상대습도 75.1%

9. 환기회수 0.5회

10. Solar Intensity(w/㎡) 902.1490

11. Met(활동상태) 1.0met

12. Clo(착의량): 남자기준
(짧은 소매 셔츠 0.14+팬티
0.05+얇은 바지 0.26= 0.35 Clo)

0.054㎡k/w

13. Condition

구분 조건 결과물

유닛 창문 열린
경우

temperature
Speed
LMA

PMV/PPD

표 5. 시뮬레이션을 위한 외부기후 환경기준

온열환경 평면분석 온열환경 단면분석

구분 섹터1 섹터2 섹터3 섹터4 섹터5 섹터6 섹터7 평균

온도

(℃)
40.26 28.75 26.30 26.44 26.68 26.51 28.13 29.50

PMV 1.38 1.29 1.27 1.27 1.29 1.34 1.42 1.38

표 6. 기본형 분석

대는 광주지역으로 설정 한다12). 광주지역의 기후는 하절

기에는 평균 기온이 25∼30℃, 습도는 75∼80%, 강수량은

190∼276㎜, 일사량은 7MJ/㎡∼10MJ/㎡이다. 동절기에는

-3∼8℃, 습도는 68%∼71%, 강수량은 32㎜∼43㎜, 일사

량은 15MJ/㎡∼16MJ/㎡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전면은 정남향이 되도록 하며,

시점은 여름의 하지를 기준으로 하였다.13)

실험 시각은 정오 12시로 설정하였으며 기상청 자료의

평균치를 통하여 태양고도, Solar Intensity를 설정한다.

실내 수공간의 온도는 2010년 6월 중 맑은 날을 선택

12)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외부 기후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하

므로 지역 기상청(광주기상청)으로부터 미기후 조건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13) 겨울철 경우는 수공간의 온도조절 효과보다는 건조한 실내에

습도를 공급하는 가습효과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

션에서는 습도 변화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

외한다.

하여 실험체 규모의 1층 건물에 각 방향으로 4개의 수조

를 설치하고 각각의 온도값을 측정 적용하였다.

또한 거주자의 활동사항은 집에서 앉아 쉬고 있는 상

황으로 설정하였고, 의복의 상태는 가장 간단한 복장을

한 남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벽체의 단열이나 창문의 구성 등은 동일 조건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지표로는 실내 온열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평

균온도와 PMV 지표에 대해서 정량적 수치를 포함한 그

래프로 표현하였고 유형별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

리하였다.

특히 비교실험에서와 같이 단순히 2개의 포인트 측정

이 아닌 총 7개의 섹터14)로 구분하여 보다 정밀하게 실

험체 내부의 온도 및 쾌적 지수 변화를 해석하였다.

4.3 수공간 크기에 따른 실내 환경 변화 분석

첫 번째 수공간 크기 증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수공간이 남측면에 접하는 가로 길이는

7m로 고정하고 북측으로 세로 길이를 늘려가며 수공간

점유 면적을 점차 증가시켜 온도 변화 및 PMV를 해석하

였다.

그 결과 수공간 크기가 3.5㎡(폭 0.5m)일 때 온도 조절

능력과 쾌적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7㎡(폭 1m)가 넘

어가게 되면 수공간의 환경적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본 시뮬레이션 해석 내에서 수공간의 적정크기는 7

㎡ (바닥면적 대비 14%) 이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적정규모 이상의 수공간은 환경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효율 및 수공간의 관리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특별한 디자인 의도가 없는 한 피

14) 일종의 해석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공간도 하나의

룸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몇 개의 섹터로 구분하게 되면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공간의 규모

가 클수록 섹터 수를 늘려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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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공간 크기에 따른 온도 변화

그림 4. 수공간 크기에 따른 쾌적도 변화

그림 5. 수공간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그림 6. 수공간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쾌적도 변화

그림 7. 수공간 도입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 비교 분석

그림 8. 수공간 도입 위치에 따른 실내 쾌적도 비교 분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수공간 이격 거리에 따른 실내 환경 변화 분석

다음은 적정 크기로 해석된 7㎡(길이 7m x 폭 1m)의

수공간을 실내에서 이격시켜 가면서 효과를 분석해보았

다. 남측 경계면과의 이격 거리를 25㎝ 씩 총 2m 까지 6

단계로 늘려가며 수공간의 효과를 해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에서 수공간은 구체의 남측면에

밀착시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온도 조절효과가 크게 나

타났다. 즉 내 외부 공간의 경계면에 도입되는 수공간은

열적 완충공간의 효과를 갖으며 에너지 과부하를 조절하

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수공간의 이격 거리 역시 경계면에서 0.5m 이상 떨어

지게 되면 환경효과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수공간 도입 위치에 따른 실내환경변화분석

먼저 도입 위치에 따른 온도조절 효과는 전면형(-1.5

3℃), 측면형(-0.82℃), 후면형(-0.44℃), 중앙형(-0.2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또한 수공간 도입이 거주 환경에 미치는 쾌적도15)에

15) 분석틀에서 살펴봤듯이 쾌적도를 나타내는 PMV는 그 값이

<-0.5～+0.5>내에 들어왔을 때 쾌적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델 타입들은 전부 이 범위를 벗어나 있는데 이

는 다른 인자를 배제한 수공간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

체의 디자인적 기법과 기계적인 냉방 조건을 제외시켰기 때

문이다.

따라서 수공간을 도입했다고 해서 실내 환경이 바로 쾌적 범

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수공간 도입 유/무에 따른 상대

대해 각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일단 수공간이 실내에 도입되게 되면 세부 유형별 차

이는 있지만 내부 공간에서 열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

시켜 열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참

조>

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수공간 도입의 유/무에 따른 쾌적도 비교 그리고

각각의 수공간 도입 유형 별 실내 환경 쾌적도에 대한 상대

적 비교치를 정량적으로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실내 수공간 도입에 따른 온열 환경 변화 분석 / 오상목・오세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3  2012. 06 59

구 분 기본형 전면형(남향) 측면형(동향) 측면형(서향) 후면형(북향) 중앙형

모델

시뮬레이

션해석

온도(℃) 29.5 27.97 28.68 28.68 29.06 29.22

PMV 1.38 1.28 1.30 1.31 1.31 1.32

표 7. 수공간 도입 위치별 실내 환경 비교 분석

그림 9. 도입 위치에 따른 유형들의 섹터별 교류열전달량

비교분석

즉 수공간의 도입만으로도 물리적인 쾌적 지수가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교류열전달량은 전면형(남향)이 가장 이동이 적으며 섹

터별 온도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공간의 영향이 가장 균일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쾌적도 면에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면형과 후면형은 쾌적도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쾌적도에 따른 수공간 도입 위치의 우선 순위를 정리해

보면 전면형(남향), 측면형(동향), 측면형(서향)=후면형(북

향), 중앙형 순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수공간 도입에 따

른 실내 거주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특히 온

도 및 쾌적도 변화를 수공간의 도입 크기, 이격 거리, 도

입 위치 등의 변수를 조정해 가면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되는 수공간의 크기 측면에서는 온도저감효

과 및 쾌적도 증가가 단순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가장 효과적인 수공간의 크기는 남측면 기준으로 실내

면적의 7%정도 해당하는 규모였다.

온도 저감효과는 약 1.6℃(5.5%), 쾌적 효과는 pmv 지

수 기준 약 8%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체와의 이격 거리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외

피면에 밀착될수록 효과적이었다. 이격거리가 0.5m이상이

되면 실내 환경의 온도저감 및 쾌적도에 별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입 수공간의 위치 별 해석에서는 정남향

을 기준으로 실내 면적의 1/7(약 14%)크기에 해당하는

수공간을 전면, 측면, 후면, 중앙형로 구분하여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면에 도입된 수공간의 온도

조절효과가 가장 컸으며 약 1.5℃(5%) 정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은 측면형으로 0.8℃(2.7%)정도의 온도 감소효

과를 보였다. 나머지 후면형, 중앙형 순으로 온도 차이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쾌적도의 경우는 전면형이 PMV지수 기준 7%정도 증

가했으며 나머지 유형은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름철 패시브적인 관점에

서 수공간 도입이 실내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쾌적도 및 열교류, 온도 분포등 을 고려하였을

때 남향, 외피 밀착형의 실내 면적대비 1/7넓이의 수공간

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수공간 도입에 따른 실내 환경 변

화 데이타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실제 수공간 계획시 참

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축소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은 실제건물

과의 재료적 동일성, 정밀성 측면에서 태생적으로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향후 목

업 테스트를 실시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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