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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air quality of indoor environment, studies of the underfloor air distribution (UFAD)

system for application in buildings are actively in progress based on temperature and air flow

distribution. However, although the age of air is the major evaluation parameter, there has been very

little study on this parameter for the UFAD syst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ge of air to

reach the air diffuser, which is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interior by the UFAD system.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s showed no regular pattern to the maximum value of the age

of air in accordance with air flow rate and the velocity at air diffuser. These factors can be deduced

from air movement by considering that air emitted from air conditioners was rotated according to the

bottom shape of the floor, and then, the age of air in the rotation center was increased. The average

age of air of internal interior was reduced considerably as the flow velocity at the underfloor air diffuser

was increased from 0.5 m/s to 1.0 m/s However, the age of air was not substantially affected with

change in the air volume. Moreover, when the flow velocity at the underfloor air diffuser was higher

than 1.0 m/s, the age of air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change in air volume or height of

measurement. These results imply that indoor air quality is more substantially influenced by flow

velocity than air volume, and the appropriate flow velocity is 1 m/s or more.

Key words: CFD(전산유체역학), Underfloor Air Distribution System(바닥공조시스템), Age of Air

(공기령), Local Environmental Control Unit, LECU(바닥 취출구)

1. 서 론

바닥공조시스템(UFAD, Underfloor Air Distribu-

tion System)은 공기조화시 건물 내부의 공기흐름을

바닥을 통해 공급하여 공조하는 방식이다[1]. 이러

한 시스템은 층고의 감소, 급기 디퓨져 배치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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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온열 쾌적성 향상 등으로 인해 건물에 적용하

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사무소건물의 경

우 융통성 있는 스페이스, 실의 용도 변경 가능성 및

OA기기의 발열처리 등이 필요하고 난방기간에 비

해 냉방기간이 증가하는 추세[3]에 있다. 사무소 건

물의 공조 방식은 천장 취출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실자의 거주 공간은 대부분 바닥 근처로

한정된다. 국내의 경우 1994년경부터 사무공간의

이중바닥의 유효공간을 활용한 바닥취출 공조방식

을 적용하여 사무자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4]. 

지금까지 바닥취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험실에

서의 측정 분석과 CFD를 이용한 실내의 기류분포,

온도분포에 대한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다. 소규모 및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CFD를 이용한 연구로, 이용호

와 황정하[5]는 취출변수에 따른 모델실험실에서의

온도 및 기류분포를 해석하기 위해 3개의 모듈 실험

실험실을 만들고 바닥 취출온도와 취출 풍량을 변화

시켜 실내의 온도분포 등을 해석하였다. 김세환과

박종일[4]은 소규모 사무실을 대상으로 취출온도, 취

출구와 흡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실내온도를 기류를 평가하였다. 최은훈[6] 등

은 실험실에서 그릴형 취출구, 선회류형 취출구 및

분산형 취출구를 사용하여 난방시 CFD 해석을 이용

하여 모듈 실험실내의 열환경을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바닥에서 취출된 냉방된 공기는 거주역

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온도가 상승된 공기는 비거

주역에 집중된다는 온도 성층화에 관한 연구[7, 8]

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논문은 실내의 온도와 기류속도

를 평가한 논문이 많으며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공

기령을 이용하여 평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예정인 40m×40m 규모

의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26층

의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CFD를 이용하여 바닥

취출에 따른 바닥하부에서의 공기령, 실내에서의 높

이별 평균 공기령과 천장내부의 공기령을 중심으로

바닥취출 공조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바닥 취출속

도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하 6

층, 지상 26층의 사무소 건물의 기준층을 대상으로

CFD를 이용하여 바닥취출에 따른 냉방시의 실내온

도, 기류 분포 및 실내의 공기령과 바닥하부의 공기

유동을 평가하였다. Fig. 1은 대상건물의 기준층 평

면과 바닥취출구(LECU)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며

Fig. 2는 실내공간과 천장내부의 공기유동을 해석하

기 위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또한 바닥에 설치한 취

출구(LECU, Local Environmental Control Unit)의 형

태는 Fig. 3에 표기하였다. 해석 대상건물의 규모가

크고 바닥에 설치하는 LECU의 취출구 크기는 상대

적으로 매우 작아서 바닥 하부-실내공간-천장내부

를 동시에 해석하게 되면 Volume Mesh가 70,000,000

Cells 정도로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해석은 2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대상건물의 바닥 하부는 두 개의 Zone으로 구

획되어 별도의 공조기를 사용하므로 Zone 1, Zone

2를 각각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각 시뮬

레이션에서는 Zone 별 LECU의 취출속도에 따른 각

취출구에서 상부로 토출되는 온도를 구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Zone 1과 Zone 2에서 취출된 공기

가 실내공간에서는 1개의 영역으로 공급되므로, 실

내공간과 천장내부를 동시에 해석하였다. 이때, 천

장내부에는 보와 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기류의 흐

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내부의 보,

기둥의 형상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고 LECU는 Zone

1에는 40개, Zone 2에는 4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

였다.

Table 1은 바닥 하부 해석을 위한 각 Zone별 시뮬

Fig. 1. Plan (LECU-8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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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Case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은 총 18case를

하였으며 해석 시 공조기의 취출 풍량은 각 Zone에

서 10,000CMH, 13,000CMH 및 15,000CMH로 하고,

바닥하부에 설치된 취출구의 풍속은 0.5, 1.0 m/s 및

1.5 m/s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실내공간과 천장 내부의 공기령, 온도

및 기류분포를 해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 하부에서 구해진 바닥취출구의

온도를 입력변수로 하였으며 바닥에서 취출되는 속

도는 바닥취출구에 설치된 fan을 사용하므로 바닥

하부 해석과 동일하게 취출속도를 적용하였다.

3. 해석결과

3.1 바닥하부 온도

바닥하부에 공조기에서 냉각된 공기가 공급되면

바닥에 설치된 바닥취출구의 fan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실내공간에 냉방된 공기가 급기된다. Zone 1

과 Zone 2에 설치된 바닥취출구의 풍속은 0.5, 1.0

m/s 및 1.5 m/s의 속도이며 이 중 바닥내부에서 공

기의 유동 및 분포가 가장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취출 속도 0.5 m/s인 경우를 해석한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풍량이 10,000CMH인 경우 바닥 하부의

Fig. 2. Modeling & Volume Mesh.

Fig. 3. Underfloor air diffuser (LECU).

Table 1. Simulation cases (Underfloor)

Zone 
Air Volume 

[CMH]

Velocity 

 [m/s]
Case 

Zone 1

10,000

0.5 zone1-10-05

1.0 zone1-10-10

1.5 zone1-10-15

13,000

0.5 zone1-13-05

1.0 zone1-13-10

1.5 zone1-13-15

15,000

0.5 zone1-15-05

1.0 zone1-15-10

1.5 zone1-15-15

Zone 2

10,000

0.5 zone2-10-05

1.0 zone2-10-10

1.5 zone2-10-15

13,000

0.5 zone2-13-05

1.0 zone2-13-10

1.5 zone2-13-15

15,000

0.5 zone2-15-05

1.0 zone2-15-10

1.5 zone2-15-15

Table 2. Simulation cases (Indoor & ceiling)

Air Volume 

[CMH]

Inlet vel.

 [m/s]
Case 

10,000

0.5 Case 1

1.0 Case 2

1.5 Case 3

13,000

0.5 Case 4

1.0 Case 5

1.5 Case 6

15,000

0.5 Case 7

1.0 Case 8

1.5 Ca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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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는 공조기에서 공급되는 온도가 16.5oC인 경우

바닥하부의 중앙부에서의 온도분포는 Zone 1에서

는 최고 18.12oC, Zone 2에서는 19.7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16.5~17.5oC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풍량이 13,000CMH인 경우는 Zone 1과 Zone

2의 최고온도는 17.2oC와 19.7oC, 15,000CHM인 경

우에는 17.1oC와 18.1oC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바닥하부와 바닥의 중간부분에서의 온도해석

결과이며 바닥에 설치된 82개의 각 취출구에서는

Fig. 6과 같이 최고온도는 19oC 이하를 보이고 있으

며 평균온도는 16.7oC로 공조기에서 공급된 온도보

다 평균 0.2oC, 최대 3.5oC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바닥에 설치된 취출구는 Zone 1은 40ea, Zone 2는

42 ea이며 각 취출구에 바닥하부에서 공급되는 온도

의 최저, 최고 및 평균온도는 Fig. 6과 같다.

3.2 바닥 하부 공기령 

Fig. 7~Fig. 9는 공조기에서 공급되는 풍량이

10,000CHM, 13,000CMH 및 15,000CMH인 경우, 실

내의 바닥에 설치된 바닥취출구(LECU)의 평균 공

기령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령은 공조기에서 취출되

는 시점을 0초로 하고 각 LECU에 냉방된 공기가 도

달하는 시간을 나타내었다. 

공조기의 풍량이 10,000CMH인 경우 공조기에서

Fig. 4. Analysis result of underfloor (Zone 1). Fig. 5. Analysis result of underfloor (Zo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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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 공기가 바닥취출구에 최대 445초 후에 도달

한다. 또한 전체 82개의 취출구의 평균 공기령은 바

닥의 속도가 0.5 m/s인 경우 67초, 1.5 m/s인 경우는

65초를 보이며 바닥취출구의 속도가 1.5 m/s인 경우

는 79초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취출구는 150초 이내의 공기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에서 바닥취출구의

공기령 분포는 취출구 위치 35~50번 까지가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조기에서의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각 Zone의 풍량이 13,000CMH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공조기에서 공급된 공기가 바닥에

설치된 취출구에 최대 193초 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출구의 평균 공기령은 바닥취출구

의 속도에 따라 52초와 51초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나 풍량에 따른 평균 공기령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풍량이 10,000CMH에서 13,000CMH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전체 취출구의 평균 공기령은 10초

정도 짧은 140초 이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one 1, Zone 2에 설치된 공조기에서 각 Zone에

공급되는 풍량이 15,000CMH 인 경우 공조기에서

공급된 공기는 바닥 취출구에 최대 150초 후에 도달

하는 것으로 났다. 

공조기에서 공급되는 풍량이 증가 할수록 최대 공

기령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바닥취출구 전체의

평균공기령은 49초, 43초 및 40초로 나타났다.

Fig. 6. Minimum, average, and maximum temperature of

underfloor air diffuser.

Fig. 7. Age of air of underfloor air diffuser (10,000CMH).

Fig. 8. Age of air of underfloor air diffuser (13,000CMH).

Fig. 9. Age of air of underfloor air diffuser (15,000CMH).

Fig. 10. Minimum, average, and maximum age of air of

underfloor air diffuser according to air v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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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바닥에 설치된 취출구에서의 풍량에 따

른 바닥에 설치된 전체 취출구에서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공기령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풍량의 증가에 따라 평균공기령이 짧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조기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빠른 시간내에 바닥취출구 까지 보내려면

풍량을 13,000CMH 이상으로 하고 바닥취출구의 속

도를 1.0 m/s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풍량에서 바닥취출구 30~55는 다른 취출

구에 비해서 공기령이 길게 나오는 것은 바닥하부

의 형태, 공조기로 부터의 취출구까지의 거리가 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실내 공기령

거주공간의 실내 바닥취출구로 부터의 높이에 따

른 평균 공기령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에서

ceil은 천장 내부의 보와 천장 중간부분의 공기령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령 값은 바닥 취출구로부터 공급되는 시점을

0으로 하고 해석하였다. Fig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

이 바닥에서 취출되는 냉방공기의 속도가 0.5 m/s,

공조기에서 각 Zone으로 공급되는 풍량이 10,000

CMH인 경우가 리턴 부위인 천장 내부를 제외하고

는 가장 큰 값이 평균 1,480초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출구의 취출속도가 0.5 m/s에서 1.0 m/

s로 증가하면 실내의 각 높이별로 평균 공기령은

600초(10분)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출속도

에 의해 공기령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취출구에서의 취출속도가 0.5 m/s이고 풍량이

13,000CMH인 경우와 풍속이 1.0 m/s인 경우를 비교

하면 실내의 각 높이별 평균 공기령은 550초 정도

짧아 지고, 풍량이 15,000CMH인 경우 풍속을 증가

시키면 실내의 평균 공기령은 450초 정도 짧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닥취출구에서의 취출속도가 1 m/s, 1.5

m/s인 경우는 풍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Fig. 1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높이별 평균공기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

내의 평균공기령은 공조기의 풍량에 큰 영향을 받

지 않고, 바닥 취출구의 취출속도에 큰 영향을 받지

만 일정속도 이상 증가하게 되면 평균 공기령의 차

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평가지표인 공기령

항목을 이용하여 바닥 취출공조방식의 성능을 평가

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바닥하부에서 실내의 바닥에 설치된 취출구에

도달하는 공기의 공기령의 최대값은 풍량 및 풍속

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바닥하부에서 공조기에서 공급된 공기가

실의 형태에 따라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중심부에

서 공기령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조기에서 바닥취출구까지의 공기령의 평균

값은 공조기의 풍량이 증가하고, 바닥취출구에서의

취출속도가 증가할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풍량에서 바닥취출구에서의 취출속도가 0.5

m/s에서 1.0 m/s로 증가하면 실내의 평균 공기령은

비교적 큰 값으로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풍

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닥취출구에서의 취출속

도가 1 m/s, 1.5 m/s 인 경우는 풍량에 큰 영향을 받

지 않고 높이별 평균공기령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Minimum, average, and maximum age of air of

underfloor air diffuser according to heigh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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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의 높이별 평균공기령은 공조기의 풍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닥 취출구의 취출속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취출속도가 일정속도 이상 증가하

게 되면 평균 공기령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실내의 공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Zone

의 바닥하부에 공급하는 풍량보다는 바닥취출구의

풍속을 1.0 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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