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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during 2011. It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current 

research in the areas of heating, cool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indoor environments of 

buildings and plant facilities.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Research trends of thermal and fluid engineering have been surveyed as groups of fluid 

machinery and fluid flow, thermodynamic cycle,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Various topics 

were presented in the field of fluid machinery and fluid flow. Research issues mainly focused on 

the rankine cycle in the field of thermodynamic cycle. I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area, 

researches were presented on geothermal energy, fuel cell, biogas, reformer, solar water heating 

system, and metane hydration.

(2) Research works on heat transfer area have been reviewed in the categories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pool boiling and condensing heat transfer, nanofluids and industrial heat exchan-

gers. Researches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cluded heat transfer above liquid helium surface 

in a cryostat, methane hydrate formation, heat and mass transfer in a liquid desiccant dehumidifier, 

thermoelectric air-cooling system, heat transfer in multiple slot impinging jet, and heat transfer 

enhancement by protrusion-in-dimples. In the area of pool boiling and condensing heat transfer, 

researches on pool boiling of water in low-fin and turbo-B surfaces, pool boiling of R245a, 

convective boiling two-phase flow in trapezoidal microchannels, condensing of FC-72 on pin-finned 

surfaces, and natural circulation vertical evaporator were actively performed. In the area of 

nanofluids, thermal characteristics of heat pipes using water-based MWCNT nanofluids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viscosity were measured. In the area of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fin-tube heat exchangers for waste gas heat recovery and Chevron type plate heat 

exchanger we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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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frigeration systems with alternative refrigerants such as CO2, hydrocarbons, and mixed 

refrigerants were studied. Heating performance improvement of heat pump systems were tried 

applying supplementary components such as a refrigerant heater or a solar collector. The effects 

of frost growth were studied on the operation characteristic of refrigeration systems and the energy 

performance of various defrost methods were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cold 

storage facilities was analyzed and the future demand was predicted.

(4) In building mechanical system fields, a variety of studies were conducted to achieve effective 

consumption of heat and maximize efficiency of heat in buildings. Various researches were perfor-

med to maximize performance of mechanical devices and optimize the operation of HVAC systems.

(5) In the fields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energy, diverse purposes of studies were conduc-

ted such as indoor environment, building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renewable 

energy and building energy-related researches have mainly been studied as reflecting the global 

interests. In addition,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for reducing cooling load in a 

building using spot exhaust air, natural ventilation and energy efficiency systems. 

Key words: Air conditioning(공기조화), Refrigeration(냉동), Fluid flow(유체유동), Heat transfer(열

달), Building facility(건축설비), Built environment(건축환경), Fluid machinery(유체

기계), Piping(배 ), New and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 Heat exchanger(열교

환기), Heat pipe(히트 이 ), Phase change(상변화), Alternative refrigerants( 체냉

매), Heating(난방), Ventilation(환기), Indoor air quality(실내공기질), Thermal comfort

(온열쾌 성), Load analysis(부하계산)

1. 서  론 

본 논문은 2011년도 한 해 동안 설비공학 논문집

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설비공학 분야의 최근 연

구동향을 악하기 한 것이다. 주제에 따라 열유동

분야, 열 달  열교환기분야, 냉동분야, 건축기계 

설비분야, 건축환경  에 지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를 다시 세 분류로 나 어 고찰하 다. 논문집에 

게재된 109편의 논문에 한 평가와 리뷰를 통하여 설

비분야의 반 인 연구 동향을 악함으로써 앞으

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정보가 될 것

으로 기 한다.

2. 열유동 

2.1 개

열유동 분야 연구는 크게 유체기계  유체유동, 

열역학  사이클, 신재생에 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

었으며, 각 세부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 

2.2 유체기계  유체유동

Oh et al.
(4)
은 자기 항을 사용하는 열공압 마이

크로 펌 에 하여 Hartmann 수에 따른 수치  연

구를 수행하 다. Hartmann 수가 5일 때 자기 

항을 갖는 열공압형 마이크로 펌 와 디퓨 /노즐을 

갖는 열공압형 펌 와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Jeon et al.
(46)
은 기구 유입각도에 따른 실내 환

기효율 검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해석  연

구결과로부터 디퓨져가 배기효율을 하시킬 수 있

으며, 실내에 한 유동장이 형성될 때 배기효율

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Choi et al.
(93)
은 에어컨 실외기의 송품 시스템인 

로펠러 팬에 한 유동분석과 토출그릴에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로펠러 팬 끝 에서의 후류와 토

출그릴과의 간섭소음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 으며, 

토출그릴의 유동 항 최소화를 한 설계 자료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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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Jo
(3)
는 마이크로 T자 에서의 2상 환상

류 유동분배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마이

크로 T자 에서 분지 으로의 낮은 분기비에 해 

액체의 분기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액막에 작용

하는 원심력  표면장력에 의한 출구 으로의 직

진 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 다. 높은 분기비 조

건에서는 액체의 분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액

막에 작용하는 구심력과 표면장력에 의한 액막의 막

힘 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et al.
(14)
은 채  바닥부분에 액 을 형성 시

킨 후 바닥면이 이동될 때 액 의 각과 바닥면의 

속도  액 의 크기에 따른 액 의 거동 특성을 모

사하 다. 바닥면의 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액 이 

기형상을 유지하고, 액 의 크기가 크면 액 이 분

리되거나, 바닥면에서 이동함을 찰하 다. 

Hong et al.
(18)
은 간극이 있는 채 에서의 맥동유

동 발생과 이에 따른 열 달 향상에 한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간극이 좁을수록 주 수는 

높게 나타나고, 열 달은 간극이 넓어질수록 향상

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Yoon and Sung.
(48)
은 스테 오 PIV 기법을 이용

하여 원형 개수로 유동의 3차원 속도분포 측정  속

도분포 함수를 구하 다. 한, 속도분포 함수를 미

분하여 벽마찰계수를 구하 다. 

Kim et al.
(61)
은 배 에서의 국부감육 상 분석

에 한 실험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Kim 

et al.
(86)
은 Smooth 실린더, Wavy 실린더, Torsional 

실린더 형상에 한 실린더 주 의 강제 류 열

달 특성에 한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Kim et al.
(109)
은 다양한 각을 갖는 평평한 바

닥면과 사격형  원형의  사이에 존재하는 물 메

니스커스의 형상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의 형상과 속도, 바닥면의 각과 

의 각 변화에 한 물 메니스커스 동 거동 특

성을 분석하 다. 

2.3 열역학 사이클

Kim
(30)
은 암모니아-물 작동유체의 부분증발 유동

시에 재생 랭킨사이클의 성능을 분석하 다. 열원

공기의 질량유량에 한 작동유체의 질량유량비는 

암모니아 질량분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

다. 한, 열원공기 단 질량당 비동력이나 열효율

은 암모니아 분율에 따라 증가하지만 터빈입구압력

에 해서는 최 값을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Park et al.
(85)
은 액가열기와 재생기 용 ORC

에 한 열역학  사이클 성능을 해석하 다. 작동

유체 변화에 따른 사이클 효율에 한 분석을 수행

하 다. 액가열기 용 ORC 사이클은 사이클 효

율을 최 화하기 한 최 의 증발압력과 응축압력

이 존재함을 밝혔다. 

Baik et al.
(71)
은 100

o
C의 열원과 20

o
C의 열침사이

에서 작동하는 열기 의 이론 최 출력을 연소-카

르노 사이클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Kim and Kim
(41)
은 내연기 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배열을 회수하기 한 스  랭킨 사이

클에서 스 의 열에 지를 유효동력으로 화시킬 

수 있는 사 식 팽창기에 한 개념설계를 제시하

고 이에 한 성능 해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입구압력과 온도에 따른 팽창기 출력과 효율을 분

석하 으며, 배기가스 폐열량 변화에 따른 팽창기

와 랭킨 사이클 효율 변화를 고찰하 다. 

Shin et al.
(100)
은 스크롤팽창기를 이용하는 ORC 

시스템의 출력  열효율 특성에 한 실험  연구

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스크롤팽창기를 ORC 시

스템에 용 가능함을 밝혔으며, 운 변수에 따른 

스크롤팽창기의 성능과 ORC 사이클 특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Yu et al.
(105)
은 엔진냉각수 폐열을 회수하여 유용

한 축동력으로 환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 이를 통해 에탄올 랭킨사이클에 용하기 한 

스크롤팽창기를 설계하고 성능을 분석하 다. 

Kim
(106)
은 로터리 제습기의 열역학  해석 모델

을 개발하기 해 2차원 과도에 지  질량보존방

정식에 기반한 동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지

배방정식을 단순화하기 한 1차원 선형연립방정식

을 제시하 다. 

2.4 신재생에 지

Lim et al.
(13)
은 지 열교환기 길이, 그라우  재

료, 스페이서 설치 유무 등이 지 열교환기의 유효 

열 도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장 열

응답 시험을 통하여 지 열교환기 길이 증가와 그

라우  재료의 열 도도 증가  스페이서 설치에 

따라 지  유효 열 도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

었다. 

Chang and Kang
(72)
은 이산화탄소 자연냉매를 사

용한 지열 히트펌 의 운 변수에 따른 냉난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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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특성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

해 냉매충 량과 EEV 개도  압축기 주 수 변화

에 따른 지열 히트펌 의 성능 특성을 제시하 다. 

Park et al.
(23)
은 PEM 연료 지의 온시동시의 문

제 인 미세 다공질층 내 수분동결 거동 분석을 

하여 GDL 표면상의 액 에 한 냉각 동결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결과로부터 PTFE 코 의 유무에 

계없이 액 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액 의 평균과냉

도는 감소하고, GDL의 PTFE 코 율 증가에 따라 

액 의 평균과냉도는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반복 냉각 실험을 통하여 GDL표면에서의 PTFE 

코 의 박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각과 과냉

도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Kim et al.
(37)
은 바이오가스로부터 고순도 CH4를 

회수하여 발 용 연료 지의 연료로 공 하기 한 

4탑 6단계의 PSA 공정에 한 실험  연구를 진행

하 다. 공정의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제품가스의 

순도와 회수율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P/F비의 증가는 세정단계

에서 버려지는 제품 가스의 양을 증가시켜 회수율

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주기시

간의 증가는 제품가스의 회수율을 증가시키지만, 순

도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Kim et al.
(43)
은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의 옥외

배  동 를 해결하기 해 배 합 온수트 이싱

법을 제안하 다. 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가열온

수 으로부터 수도 으로 한 열 달이 이루어

지며, 기존의 열선 트 이싱법에 비하여 력량 

감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Kim et al.
(50)
은 개질기 내부에 한 화학반응과 유

동  열 달에 한 수치코드를 개발하 다. 수치코

드에서 각 반응의 반응율, 각 기체의 환율  출구

에서의 조성비에 따른 개질기의 성능을 분석하 다.

Park et al.
(99)
은 THF와 산화탄소나노 유체를 이

용한 하이드 이트 생성에 한 실험  연구를 수

행하여, 다양한 운 조건에서의 하이드 이트 생성 

역과 생성에 소모되는 가스의 양 등에 한 특성

을 고찰하 다. 

 

3. 열 달  열교환기

 

3.1 개

 

열 달  열교환기 분야에서는 일반 인 열 달 

상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열 달 진을 한 

비등  응축에 한 열 달 해석, 나노유체의 특성 

 탄소나노튜  히트 이  특성에 한 연구, 그

리고 각종 산업용 열교환기 효율 향상에 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3.2 열 달 일반

 

극 온용기 액체헬륨 표면 상부에서 온 용기벽

의 도열 달, 헬륨기체 도열 달  류도입선 

열 달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한 열 달해석이 Choi 

et al.
(20)
에 의해 수행되었다. 

천연가스 고체수송  장을 하여 제올라이트 

혼합유체와 메탄가스를 반응시켜 하이드 이트를 생

성시키는 연구가 Park et al.
(34)
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제올라이트를 첨가한 경우 하이드 이트에 포획

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동일한 과냉도에서 최  4.5

배까지 증가함을 보고하 다.

Chang and Lee
(40)
은 확장표면을 가진 평 형 액

체식 제습기에서 제습과정을 해석하여 확장표면의 

간격에 따라 확장표면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제습

성능을 두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 다.

공랭식 열 모듈 냉각시스템의 성능에 한 연구

가 Karng et al.
(55)
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흡열량

이 최 가 되는 최 입력 압은 열 항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 다.

다양한 노즐 수 변화에 따른 충돌제트의 열 달 특

성에 한 수치  연구가 Kim et al.
(97)
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다  충돌제트는 노즐수의 증가에 따라 낮

은 이놀즈수에서도 비정상 상태의 구간이 존재함

이 보고되었다.

돌출부를 포함한 딤 표면을 가진 냉각유로에서

의 유동과 열 달 성능향상에 한 수치  연구가 

Kim et al.
(104)
에 의해 수행되었다. 딤 의 재순환

역을 감소시켜 압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열 달을 향

상시키기 한 다양한 형상에 한 연구결과가 보

고되었다.

3.3 비등  응축

26 fpi 낮은 핀 표면과 Turbo-B 열 달 진 표면

에서 임계 열유속까지의 물의 풀 비등 열 달계수

의 측정이 Lee et al.
(26)
에 의해 수행되었다. Lee 

and Jung
(24)
는 동일한 열 달 진표면에서 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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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R134a, R152a, R245fa를 이용하여 임계 열유

속 근방까지 핵 비등 열 달실험을 수행하 다. 평

활 과 26 fpi 낮은 핀 에서 R22, R123, R134a, 

R245fa 냉매의 풀비등의 연구가 Park et al.
(28)
에 의

해 수행되었다.

사다리꼴 미세유로내 R113 냉매의 류비등 2상

유동하에서 압력강하 특성과 열 달 특성에 한 연

구가 Kim and Kim
(12, 92)

에 의해 수행되었다. 미세

유로의 2상 마찰 압력강하는 출구의 건도가 증가할 

때 격히 증가하며, 류비등 열 달계수는 열역

학 평형 건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고하 다.

Karng and Kim
(63)
은 FC-72로 충진된 소형용기 

내에서 다양한 사각기둥형 응축표면에서의 응축특

성을 살펴보았다.

Cha et al.
(76)
은 소형 자연순환 수직형 증발기내의 

비등열 달에 한 해석과 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3.4 나노유체

Park et al.
(7)
은 다 벽 탄소나노튜 가 첨가된 

나노유체의 도와 열 도도를 측정하 다.

Ha et al.
(67)
은 그루  을 가지는 히트 이 에 

물-기반 MWCNT 나노유체를 용하여 히트 이

의 열성능 특성을 실험 으로 연구하 다. MWCNT

의 나노유체의 부피비가 0.5%일 때, 기본 유체와 비

교하여 유효 열 도도는 최  29% 상승하고, 열

항은 35.2% 감소함을 보고하 다.

3.5 산업용 열교환기

폐열회수형 핀-튜  열교환기 성능에 한 수치

모사 연구가 Nam et al.
(16)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압력손실은 최  13%, 열

량은 최  2% 범 에서 측가능함을 보고하 다. 

Maeng et al.
(80)
은 핀 형상에 따른 폐열회수용 핀-

튜  열교환기의 성능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 으

며, 열량  압력감소가 고려된 열성능은 Twist 

 Wavy 핀이 Plain 핀에 비해 우수함을 보고하 다.

Bae et al.
(68)
은 형열교환기의 쉐 론 각도, 쉐

론 굴곡 길이, 쉐 론 굴곡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성능 측 상 식을 용하여 형 열교환기의 성능

을 비교 해석하 다. 쉐 론 굴곡의 높이가 증가함

에 따라 압력강하는 약 5% 감소하고, 흡수식 냉동

기의 용액열교환기 조건에서 압력강하를 고려한 성

능은 쉐 론 각도 50
o
일때와 굴곡의 높이 1.2 mm 일 

때 최 의 성능을 보임을 보고하 다.

4. 냉동

4.1 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자연냉매와 혼합냉매 등 

체냉매를 용한 시스템의 압축기, 열교환기, 오일 

향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난방  탕 성

능 향상에 한 연구와 냉동 냉장 설비에서의 제상, 

에어커튼 등 구체 이고 실용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냉각기 정 제어, 고장진단 등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4.2 체냉매

Lee and Kang
(10)
은 CO2용 로터리 압축기에서 압

축기의 흡입온도와 운 주 수에 따른 오일/냉매 

혼합물의 도 변화와 오일순환량을 측정하고, 이

를 토 로 압축기의 오일토출량 변화를 측할 수 

있는 상 식을 제시하 다. Lee at al.
(32)
은 CO2 열

펌 용 핀- 형 공랭식 가스냉각기에서 오일농도 변

화가 열 달량과 압력강하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 Kang and Cho
(64)
는 이젝터를 용한 CO2 냉

매사이클의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기본 사이클에 비

하여 용량과 성능계수 측면에서 이 이 있음을 분석

하 다. Kim et al.
(70)
은 CO2 냉매용 트  로터리 압

축기의 흡입 포트 형상 설계에 활용하기 하여 압

축기 흡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맥동 상을 모

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 Song et al.
(65)
 자

연냉매인 R600a를 용한 냉장고에서 단일유로 멀

티사이클과 바이패스유로 멀티사이클의 성능을 비

교 실험하 다. Lee et al.
(89)
은 차량용 에어컨의 냉

매로 R1234yf를 용할 경우에 한 가변 사 식 냉

매 압축기의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R134a를 

용하는 경우와 비교하 다.

4.3 난방/ 탕

Sohn et al.
(36)
은 CO2 탕 열펌 의 압축기 회

수, 팽창밸  개도, 수유량 등 각 운 변수에 한 

성능특성을 실험하 다. Lee et al.
(73)
은 -20

o
C 이하

의 실외조건에서도 형 상업용 건물에서 주난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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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사용 가능하도록 증발기부분에 냉매 가열기를 

추가한 VRF형 멀티 열펌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성능특성을 시험하 다. Kim and Cho
(87)
는 태양열 

시스템을 목한 주거용 하이 리드 CO2 열펌  시

스템에 하여 사이클 성능해석을 통하여 열펌  작

동온도, 실외온도, 일사량 변화에 시스템의 성능특성

을 고찰하 다. Kim et al.
(102)
은 혼합냉매의 혼합비

율이 열펌  성능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하

여, R410A 냉매에서 R32의 조성이 상하로 5% 간격

으로 10%까지 변화하는 경우의 냉난방 특성을 실

험하 다.

4.4 냉동/냉장

Lee et al.
(6)
은 가정용 냉장고 용을 목 으로 핫

가스 바이패스 제상방식과 기히터 제상방식을 혼

합한 하이 리드 제상방식을 핀-  열교환기가 장

착된 냉장고에 용하여 제상성능을 평가하 다. 

Sung
(11)
은 개방형 냉동 시 이스에서 냉각공기 토

출구의 에어커튼 효과를 한 토출공기의 제트 조건

과 배열수의 향을 수치해석하고 에 지 성능을 비

교하 다. Kim et al.
(94)
은 냉동탑차의 증발기 착상

이 냉장시스템 성능변화에 미치는 향을 시뮬 이

션 하 다. Cha et al.
(1)
은 CPU 수냉식 냉각에 용

하기 한 평 형 루버핀 열교환기와 핀 형 열

교환기의 냉각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Won
(33)
은 차

량용 에어컨의 팽창장치로 용되고 있는 블록식 온

도감응 팽창밸 의 질량유량 상 식을 개발하 다. 

Son and Oh
(53, 75)

는 식품 유통에서 품질 보 , 선도 

유지, 수  조  등에서 그 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

는 냉동냉방시설의 황  향후 수요 측에 한 분

석을 수행하고 장기 인 발  방향을 제시하 다.

4.5 제어

Seo et al.
(5)
은 GHP의 압축기 용량 제어와 고장검

출  진단 등에 활용하기 하여 각 실내기의 실시

간 부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Jeong 

et al.
(15)
은 공작기계의 정 온도 제어를 하여 핫가

스 바이패스 방식을 용한 오일쿨러의 제어기 설계

를 연구하 다. 한 Jeong and Kim
(101)
은 정 온도 

제어뿐만이 아니라 입력 에 지까지 최소화할 수 있

는 압축기 가변속 제어 방식의 최 제어기 설계법을 

제안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평가하 다. 

5. 건축기계설비

5.1 개  

건축기계설비 분야에 련된 논문은 냉난방 시스

템, 공조설비, 환기  청소설비, 에 지 자원화  

기타설비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기계설비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문성이 강

조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성능향상에 국한된 연

구보다는 장 용성  타 분야의 핵심기술과 융

합될 수 있는 기술에 한 연구가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 

5.2 냉난방 시스템

Chang et al.
(2)
은 외기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른 

열교환기와 재생 증발식 냉방기의 냉방성능을 비

교하 으며, 사무소 용도의 표 건물에 열교환기

와 재생 증발식 냉방기를 용한 경우의 냉방부하 

감효과를 비교하 다. Jeong et al.
(39)
은 2단 열교

환방식 열교환 설비의 운 해석을 통해 난방열교환

기를 통과한 온수가 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 지역난방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하 분배의 정성을 고찰하 다. Byun et al.
(44)
은 

집단에 지 공동주택의 열공  시스템에서 공 수 

유량과 공 수 온도를 제어하는 열공  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Sohn et al.
(51)
은 특정 단독

주택에 용된 지열 히트펌  시스템을 상으로 

분석기간을 달리하여 냉난방 성능을 분석하 다. 

Kim
(54)
은 온열원을 활용하고 암모니아-물 혼합

물을 작동유체로 하는 흡수발   냉동 복합 사이

클의 열역학  특성을 해석하 다. Oh et al.
(98)
은 

실별 1개 라인의 서로 다른 길이로 난방코일을 시

공하 을 때 난방능력 평가를 한 유량차이와 소

음  유량과다 방을 한 순환펌 의 스탭제어

에 따른 유량차이를 연구하 다. 

5.3 공조설비

Kim et al.
(19)
은 루 팬 입상덕트 시스템을 용한 

고층 공동주택에 하여 욕실팬  루트팬의 성

능곡선을 이용하여 시스템 체의 유동 상을 고찰

하 다. Sohn et al.
(47)
은 수평형 지 열교환기의 불

포화혼합물의 열확산계수를 산정하고, 단일탐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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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한 열 도도값  de Vris 상 식을 용

하 다. Lee et al.
(52)
은 공기  물방식의 공기열원 

히트펌  개발  기 설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히

트펌 의 난방능력  COP를 실험을 통하여 획득

하 다. Han et al.
(57)
은 보일러 공 수의 온도와 유

량을 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공 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확인하 다. Kim 

et al.
(60)
은 히트펌  칠러의 과부하  착․제상 운

조건에서 난방성능을 실험 으로 조사하 다. Kim 

et al.
(78)
은 재 VRF 시스템에 용 가능한 단순 쾌

평가 지수를 제안하고, 실내 사무실 환경에서 재

실자의 열  쾌 성 향상을 한 자동화 된 제어논

리를 개발하고자 하 다. 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단순 쾌 지수를 활용하여 사무실 환경에서 실내 재

실자의 쾌 도 향상을 한 VRF 시스템의 자동제

어논리를 개발하 다. Shin et al.
(90)
은 회사 자체에

서 개발 인 GHP의 냉난방모드 시험 데이타 분석

을 통해 도출한 이상검출 알고리즘을 검증하 다.

5.4 환기  청소설비

Ha et al.
(17)
은 진공청소기용 멀티사이클론을 개

발하 고, 1차 사이클론의 다공성 필터의 형상에 따

른 성능평가  2차 사이클론의 입구와 출구의 형

상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최 의 설계조건을 

도출하 다. Park et al.
(66)
은 격리병동에서의 과학

이고 체계 인 환자 리  격리병동확충에 따른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기 에 문제 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연구 상 시설이 기 에 합한지를 설

계검증(DQ)하 다. 

Hwang
(103)
은 조사 후 시험시설  하나인 핫셀이 

고  핵물질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부유분진 등을 

내포하는 시설로 여러 오염물질들이 작업자의 피폭

과 시설 내외부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이러한 사

고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고효율 포집장치를 

개발하 다.

5.5 에 지자원화

Kim et al.
(22)
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으로 폐자

원 발생  처리 황을 분석한 후 에 지화 상 폐

자원을 선정하는 등 환경에 지 종합타운 조성방안

을 수립하고자 하 다.

Lee et al.
(35)
은 국내가정을 월평균 력사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각 종류가정의 표 력부하 로

일을 제시하 으며, 확률  근은 다양한 모습을 

력부하 로 일을 측하도록 하 다.

5.6 기타설비

Kang et al.
(8)
은 자연 류환경에 있는 수평 에 

하여 표면복사특성이 단열재 표면 온도제어 목 으

로 단열두께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여 단열설계에 

한 합리  방안을 제시하 다.

Park et al.
(59)
은 앞으로 기계설비분야의 역할과 

요성을 인식시키고 향 후 개편될 생산체계에서 기

계설비분야의 사업 역 정착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Oh et al.
(79)
은 롤러를 용한 셀 가이드 동역

학  시뮬 이션과 상사 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두 모델을 비교 검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향후 

재 유도 시스템 개발 시 용 가능성과 동역학  

평가 시뮬 이션 모델을 제시하 다. Shim et al.
(95)

은 학교육과 산업체 실무를 연계하여 수 십년간 

이어온 반복 인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 학 졸업 

후 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학교육으로 개선을 

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6. 건축환경  에 지

6.1 개  

건축환경  에 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크게 나 어 보면 건물 에 지에 한 

연구가 한층 심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내환

경 분야에서는 실내 재실자의 온열쾌 , 빛 환경 쾌

감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신재

생에 지에 한 꾸 한 심을 반 하듯 신재생 

에 지의 효율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세척밸

 수장치 설치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규모 실내경기장의 방재계획 등 건축물의 다양한 부

문이 연구되었다. 

6.2 실내 환경(온열, 빛, 실내공기질)

실내환경 분야에서는 자연환기, 공조방식, 환기장

치의 변화 등에 따른 환기성능  온도분포를 CFD

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주

거환경의 변화를 반 하듯 고층 주거건물에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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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효과의 향으로 변화되는 환기성능 역시 평가되

었다. 한, 실내공간 유해물질인 SVOCs 방출량을 

측정하기 한 다양한 시험방법들이 소개되었으며, 

공조방식  냉방방식에 따른 재실자의 온열 쾌

감이 분석되었고, 조 제어 시스템의 제어효과를 분

석하여 에 지 감과 더불어 효과 인 조망환경 유

지  최 의 작업환경 구 을 한 다양한 방안들

이 제시되었다. 

Kim et al.
(107)
은 고층 주거건물에서 굴뚝효과와 

외풍 향에 인한 실내 환기방식에 따른 성능을 CFD

를 이용하여 측하고, 이를 통해 환기성능을 검토

하고자 하 으며, 자연 환기  강제 환기가 혼합된 

하이 리드 환기를 고려하는 등 굴뚝효과가 환기에 

미치는 향을 다각 으로 분석하 다. 

Chang et al.
(27)
은 새로 개발된 창문에 설치하는 

창호형 환기장치를 상으로 실내 기류분포, 온도분

포, 환기효율에 해 CFD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검토하 으며, 85 m
2
형의 국민주택 규모 아

트를 상으로 해석하 다.

한 Nam et al.
(29)
은 자연환기와 복사냉방을 병

용하는 하이 리드 공조를 포함한 몇 가지 공조시

스템을 상으로 복사 열 달 모델을 목한 CFD 

시뮬 이션을 통해 각각의 공조시스템에 의해 형성

되는 온도분포 특성, 그에 따른 인체 온열감의 분균

일성에 해서 검토하고자 하 으며, 형 인 오

피스 실내공간을 모델링하여 해석하 다. 연구결과 

복사패 과 공기식 공조방식을 병용한 방식에서 일

체모델 평균 열 쾌 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나, 인체모델 부 별 열  불균일성이 다

소 높아져,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방

향성을 제시하 다. 

Seo
(49)
는 SVOCs 방출량을 측정하기 한 여러 가

지 시험법을 소개하고, 각 시험법의 개요 설명과 함

께 특징, 장단 을 고찰하 다. 한, 향후 각 시험

법의 일반 , 표  시험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검

토하 다.

Oh et al.
(77)
은 실내공간의 조명기구 수량 증가에 

따른 기사용량 증가  실내 냉방 부하가 증가되

는 문제 에 을 맞추어, 여름철 조명기구의 냉

방부하 감을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여름철 조

명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국소배기를 통하여 발열

부하를 제거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으며, 계

별 조명기기 발열의 처리방안을 제시하 다. 

Kim et al.
(31)
은 면이 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소

규모 사무실공간을 상으로 센서 조건에 따른 조

제어 시스템의 제어효과를 분석하여 조명 에 지 

약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다양한 천공조건으로 

장실험을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조명기기의 출

력량을 산정하고 분석하 다. 

Kang et al.
(38)
은 소규모 사무실공간을 상으로 

물리 인 조도 기  이외 정성 인 인자가 반여된 

효과 인 조명환경의 유지를 하여, 조명기기에 

용된 램 에서 발생되는 스펙트럼의 변화에 따른 조

명환경의 변화가 재실자의 시각 인 반응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으며, 형 램 의 스펙트럼 

구성변화에 따른 색온도 조건에서 재실자의 시각

인 반응을 분석하여 효과 인 조명환경 유지를 

한 색온도  조도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 다. 

Cha et al.
(25)
은 기여 필름 LED 조명과 간 조

명을 혼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 평가를 통한 

시환경 기  검증 후 실제 공동주택에 용을 통한 

시공성 평가를 함께 수행하여 반 인 조명환경 

구축을 검증 하고자 하 으며, 목업 실험과 장 시

공을 통해 최 의 조명환경 구축을 한 다양한 방

안을 제시하 다. 

Moon
(56)
은 건물 열환경 조 의 재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도 기  제어법과 새로이 도입되

고 있는 습도, PMV, TS를 기 으로 한 제어법의 

비교를 통해 (1) 각 목  요소간 상 계 분석, (2) 

쾌  측면에서의 열 환경 분석, (3) 에 지 효율 분

석 등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한 열 

환경 제어 방법을 제시하 다.

Kang et al.
(74)
은 공동주택 냉방시스템에 한 체

계 인 결정방법 수립으로 입주자  시공자의 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  냉방 시스템을 제안

하기 하여 문가집단(설계 문가 30명, 시공

문가 30명)을 상으로 공동주택의 냉방시스템 선

정시 고려해야할 항목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  가 치를 결정하 으며, 정량화된 평

가를 실시하여, 다기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Analysis)에 의한 종합 인 공동

주택 냉방시스템 평가를 실시하 다. 

6.3 건물에 지

건물에 지 분야에서는 상업  교육시설 등 다

양한 건물을 상으로 해당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

지의 실측  시뮬 이션을 통한 측값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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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 의 시설 설비  사용방법, 용방안을 분석

하 으며, 이들 연구에 뒤를 이을 추후 연구들에 

한 요구를 통해 계속 이며, 다각 인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Bae et al.
(45)
은 형마트를 상으로 고효율 조명의 

용과 냉방 시스템의 시설 개선을 통해 TRNSYS 

시뮬 이션 로그램을 이용한 개선 후의 력  

가스의 사용량을 평가하여 개선효과를 확인하 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건축설계에서부터 고효

율 장비  자재 사용과 에 지 사용 최 화를 통한 

체 에 지 사용 감 효과를 도출해 냈으며, 신재

생 에 지를 목하여 제로 에 지 형매장 개발

에 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Park et al.
(81)
은 서울 소재의 학교를 상으로 

냉난방 시스템에 따른 가스와 력의 사용량 변화 추

이를 분석하 다. 혹한기, 혹서기 등 계  변화와 

연도별 에 지별 사용량 추이를 분석하 으며, 계속

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스템  에 지별 소비량

을 비교분석하 다.

Moon
(83)
은 강화된 건물외피 단열기 을 지역별로 

나 어 이에 따른 열취득  손실량을 악하 다. 

국내의 사항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 으며, 국

내의 용 황에 다른 냉난방에 지 감소효과를 지

역 세분화를 통해 분석하 다. 해당 연구를 토 로 

공동주택 등에 한 새로운 기  효과  경제성 분

석등의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

음을 구하 다.

Moon
(96)
은 미국의 한랭기후  고온다습 기후의 

단독주택을 심으로 냉난방에 지 소비에 한 환

기량의 향을 악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환기량

의 증가는 한랭지역의 난방에 지, 고온다습기후지

역의 냉방에 지 증가에 요한 향을 미치며,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 환기량 산정 

시 실내 공기 질 뿐 아니라 에 지 측면을 고려한 종

합  근이 필요성을 강조하 다.

Jung
(108)
은 사무소 슬래  축냉을 해 실내발열

의 확률  성분 모델화에 력소비량을 활용하 다. 

력소비량은 조명과 콘센트 부하를 포함하며, 양

인 측면에서 인체발열의 확률  성상에 한 검

토를 통해 이들 내부발열 요소들을 종합 으로 반

한 슬래  축열의 확률  최 제어에 한 차후 연

구가 필요할 것이라 단하 다.

Yoon et al.
(91)
은 공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실내에 필요한 최소환기량을 얻으며, 넓

은 면 에서 환기가 이루어지고 상지역에서 요구

되는 단열성능을 지니며, 내부결로에 의한 해를 발

생시키지 않고 쾌 한 실내기후 형성에 도움을 주는 

부재를 개발하기 해 일본의 BAM과 유사한 개념의 

한국형 패시 환기 외피(Passive Ventilation Skin; 

PVS)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의 일부 외피에 용하

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하여 

량생산이 가능한 다공 알루미늄 을 활용한 외피유

닛을 제작하 으며, 다공 알루미늄 의 개구율과 개

구 지름에 따른 통기성능, 열성능 변화를 검토하 다.

6.4 신재생에 지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는 지열, 태양열, 풍력을 이

용한 다각 인 추가 에 지 생산 설비에 한 연구

를 진행하 으며, 설비의 성능향상  개선을 해 

다양한 변수를 상으로 그 향력  성능향상성

을 평가하 다.

Nam
(42)
은 지열공조 시스템에서 토양  지하수가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

석하 다. 이에 따라 토양의 열 도율, 지하수의 흐

름, 지질 종류의 향  온도조건에 따른 히트펌

의 성능 산출을 통해 지  채열량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Cho et al.
(62)
은 최  일사량 확보를 해 기간별로 

집열 경사각에 따른 효율을 분석하 다. 이에 따라 

TRNSYS를 통한 시뮬 이션을 병행하 으며, 이를 

통해 계 에 따른 경사각 변경이 필요한지에 한 

분석을 토 로 매년 집열 경사각을 변경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Chung et al.
(69)
은 축소-확  유로에 용한 횡류

형 수직 풍력발  시스템의 개발에 련된 연구를 진

행하 다. 풍력타워의 형상을 통해 가용 풍력에 지

의 크기를 유체동역학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해 측

한 후, 설계한 모델 풍력발  시스템의 외기조건 변

화에 따른 가용 풍력에 지의 크기를 단하 다. 

이에 따라 횡류형 수직 풍력발  시스템의 에 지 

효율성을 단할 수 있었으며 한 터빈설계의 4가

지 주요 변수연구를 통해 개발 목표인 2 MWh  

풍력발  시스템의 형상 규모를 측 할 수 있었다.

6.5 기타

앞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실내환경, 신재생에

지, 건물에 지 분야 이외에 실내  실외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다양한 상에 한 검토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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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연구가 건축환경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Park et al.
(9)
은 각기 다른 조명환경이 용된 미

술 에서 람자가 감지하는 시각  반응  피로

도를 분석하여, 람시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한, 이를 하여 서울시에 치한 3개의 미술 에

서 장실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Seo et al.
(21)
은 실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상으로 자연환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상황을 고

려하여 아이템 용범   수량을 정하 다. 한 

지하주차장의 환기성능 평가를 한 시뮬 이션은 

CONTAMW를 이용하여 비교  외기조건이 불리

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한 자연환기 성능, 실내 공

기질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 다. 

Kim et al.
(82)
은 건물 외기 해석을 하기 하여 SST 

k-ω난류 모델을 이용하 으며, 세 건물이 인 한 십

자형 건물에서의 유동을 분석하고, 가장 문제시되는 

80층 외벽에서의 압력 데이터를 산출하여 내부 유

동 해석을 한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연구하 다.

Park et al.
(84)
은 기존 건물에 사용 에 있는 양변

기의 러시 밸 와 소변 구분형 수밸 의 용

수 사용량을 비교함으로써 비용 감 효과를 확인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Choi et al.
(88)
은 최근 계획된 실내 스포츠시설의 

방재계획에서 최근 실시되는 ‘화재의 성능 주설

계’ 검증방법을 용하여 객들의 피난 피의 안

성에 하여 검토하 다. 한 향후 실내경기장의 

방재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검토방법을 제시

하 다. 

7. 결  론

2010년 설비공학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을 열유

동, 열 달, 냉동, 건축설비, 건축환경 등 5개 분야

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유동 일반 분야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연구

가 수행되었다. 유체기계  유체유동분야에서는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펌 , 디퓨져, 로펠러 팬  

다양한 유동장에 한 유동 특성 분석에 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열역학  사이클 분야에서는 주로 

랭킨 사이클의 해석과 최 화에 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신재생에 지 분여에서는 지열, 연료 지, 

바이오가스 등의 시스템 해석과 공정에 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2) 열 달 일반분야에서는 극 온용기내의 열

달 특성, 메탄하이드 이트 생성, 액체식 제습기 열

물질 달, 열 모듈 냉각 시스템 성능, 충돌제트 열

달, 딤 표면의 열 달 성능향상 등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 비등  응축열 달 분야에서는 열 달

진 표면에서 물의 풀비등, R245fa의 풀비등, 사다

리꼴 미세유로의 류비등, FC-72의 응축, 자연순

환 수직형 증발기 해석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되었다. 나노유체 분야에서는 탄소나노튜  히트

이 의 열 특성, 다 벽 탄소나노튜  나노유체의 

특성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업용 열교환기 분야에

서는 폐열회수용 핀-튜  열교환기, 쉐 론 형태 

형 열교환기 연구가 수행되었다. 

(3) 냉동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용한 시스템

의 압축기, 열교환기, 오일 향 등에 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자연냉매인 R660a, 신냉매인 R1234yf

에 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난방  탕 성능 향상

을 하여 냉매 가열기나 태양열 시스템과 복합하

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며, 냉동 냉장 설비에서의 제

상, 에어커튼 등 구체 이고 실용  연구가 수행되

었다. 냉각기 정 제어, 고장진단 등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4)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건축물에서의 효과 인 열

소비  열효율화의 극 화를 한 다양한 냉난방

시스템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공조 시스템의 

최  운 을 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  기기 성

의 최 화를 한 연구가 극 으로 진행되었다.

(5) 건축환경 분야에서는 기본 인 실내 재실자

의 쾌 성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더

해 쾌 성을 유지하면서 최 의 효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사례 악 등 에 지 소모량 

감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는 기존 설비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에 

한 개선, 혹은 실제 건축물에 용 시 최 의 효율

성을 확보하기 한 개선책들로 지열, 태양열, 풍력

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온열환경이나 열쾌 성 이

외에도 실내공기질  설비효율평가에서도 CFD, 

TRNSYS 등을 이용해 상 악과 효율에 따른 변

화량을 측함으로써 상에서의 문제 을 정확히 

지 하고, 차후의 지향 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분야를 아울러 총체 인 에 지 평

가를 확인하는 연구 한 진행되었으며, 실생활에

서 사용되어지는 양변기의 수밸스 교체에 따른 

수자원 소비량 감  화재 방재 계획에 따른 안

정성 검토 등 재실자의 실내생활과 련된 융⦁복
합 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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