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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t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energy saving. Pipe insulation as well as building

envelope insulation i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reduce the energy loss. However, there continues

to use the old standard for pipe insulation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energy savings

in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itable pipe insulation thickness for reducing

building energy use. The study also reviews pipe insulation thickness standard in accordance to Korea

standard, ASHRAE 90.1 and BS5422 and analyzed through thermal simulation.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erformance design method of the pipe insulation thickness to reduce the energy

loss of the piping.

Key words: Pipe(배관), Pipe insulation(배관 단열), Insulation thickness(단열 두께),  Performance

design method(성능설계방법)

기호 설명

ar : 온도계수 (K3)

d : 단열재의 두께 [m]

hev : 대류에 의한 표면 열전달률 [W/㎡·K]

hr : 방사에 의한 표면 열전달률 [W/㎡·K]

hse : 표면 열전달률 [W/㎡·K]

q : 열전달량, [W/㎡]

Cr : 방사계수 [W/㎡·K4]

De : 단열재 바깥지름 [m]

Di : 단열재 안지름 [m]

R : 단열재의 열저항 [㎡·K/W]

Rse : 외부 표면열저항 [㎡·K/W]

Rsi : 내부유체 표면열저항 [㎡·K/W]

RT : 전체열저항 [㎡·K/W]

U : 열전도율, [W/㎡·K]

ε : 단열재 표면방사율

θi : 내부유체온도 [℃]

θsi : 단열재 내측온도 [℃]

θse : 단열재 외측온도 [℃]

θa : 주위온도 [℃]

λ : 단열재의 열전도율 [W/m·K]

σ : Stefan-Boltzmann 상수 (5.67×10-8 W/㎡·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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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 변화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

축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되

는 에너지의 생산, 이송, 소비 과정에서 획기적인 절

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외피

단열성능의 단계적 강화[1]를 통한 주택 냉·난방 에

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부지역

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경우 1987년 0.58

W/㎡·K이었던 열관류율을 0.27 W/㎡·K(2013년),

0.21 W/㎡·K(2015년), 0.15~0.19 W/㎡·K(2017년)를

목표로 강화하고 있고, 창 또한 1987년 3.37 W/㎡·K

에서 1.5 W/㎡·K(2013년), 0.8~1.0 W/㎡·K(2017년)

로 강화할 예정이다[2].

그에 반하여, 냉난방수배관 단열기준이 나타나 있

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

는 2002년 개정된 이후 2011년에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개 종류가 추가 이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이 지

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냉난방수배관의 단열은 냉난방 에너지 이송 시 손

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고효율 기자재와

BEMS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10여년 동안 변화없이 사용된

냉난방수배관 단열기준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수배

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단열 기준 비교 및 문제점 분

석을 통하여 냉난방수배관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 개정 방안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배관단열 관련 선행 연구

Kim et al.[4]은 대전과 청주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배관 단열재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적정 단열

재 두께 제안을 학술대회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시공된 단열재 두께는 대부분 시

방서 규격을 따르고 있으나 조사된 아파트 단지 중

시방서 기준 미달이 약 14%였으며, 현재 시방서의

단열재 두께가 열요금 상승률 적용 시 비용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기에 현재보다 단열두께 증가를 제

안하였다. 

Chung et al.[5]은 공동주택 난방배관의 열 손실 요

소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단열재의 종류 및 두

께에 따른 에너지 손실량 분석을 학술대회 논문으

로 발표하였다. 배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배관 단

열재 두께가 배관의 열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어 현행 기준보다 10~15 mm 정도 두껍게 보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Pi et al.[6]은 표면복사특성이 단열재 표면 온도

제어 목적의 단열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표면 온도제어를 위한 단열재 두께 산정 방안을 학

술대회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단열재 두께의 적정한

예측이 단열재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

상하였다.

Yun et al.[7]은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 배관단열

두께 기준은 미국과 영국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급탕·온수관 등에 화상방지

등 안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표면온도 40

℃ 기준을 열성능을 포함하는 30℃로 강화할 경우,

선진국 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 설정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Ryu et al.[8]은 성능에 기반 한 지열시스템의 배관

단열 설계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

어 지열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 조건을 명확히 파악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에너지 손실량 설정 등의 목

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학술대회논문으로 발표하였

다. 또한 상기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냉방

배관에서 또한 표면온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의

상대습도 75% 이하 조건을 상향하여 열성능을 강화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외국 기준들과 비교해볼 때 국내

기준의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배관단열 두께증가 시

에너지 손실 저감으로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3. 배관 단열두께 계산 이론

3.1 원통전열이론

배관 단열의 주된 목적은 관 내 유체의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이다. 배관 내 유체의 단열재를 통한 열출입은

배관 내부 전도(Conduction)에 의한 열전달과 단열

재 외피에서의 복사(Radiation) 및 대류(Convection)

에 의한 열전달양이 같아지도록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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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전열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 내 열전달량

은 실내외 열저항과 온도에 따라 식 (1)로 구한다.

여기서 내부유체의 표면열저항(Rsi)은 적어서 무시

할 수 있어, 내부 유체온도(θi)와 보온재 내측온도

(θsi)는 같다고 간주하여, 식 (2)와 식 (3)을 이용해 식

(4)로 정리가 가능하다.

단열재 외측표면온도(θse)를 식 (5)와 같이 구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전달되는 열전달과 관 외부 표

면열전달이 같아지도록 열전달량(q)과 단열재 외측

표면온도(θse)의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단열재 외부

를 통한 열전달은 배관이 위치한 공간의 복사와 대

류에 의해서 결정되고, 표면 복사/대류 열전달률은

각각 식 (7)과 식 (8)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표면복사 열전달률(hr)은 방사계수(Cr), 온도계수(ar)

의 곱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각각 식 (9)와 식 (10)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원통전열 이론이 수록된

KS F 2803[3] 및 ASTM C 6808[11]을 참고하여 배

관 외부 대류열전달 계수와 표면온도의 반복 계산

과 수렴 과정을 통해 표면온도와 단위 길이당 열손

실(획득)량을 계산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엑셀을 이

용한 간단한 Tool을 제작하여 계산하였다.

(1)

(2)

(3)

(4)

(5)

(6)

(7)

 (위측) (8)

(9)

(10)

3.2 단열재 색상(방사율)에 따른 출입 열량 특성

배관 단열재의 표면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

로 표시된다. 고무발포 단열재와 같이 단열재 자체

의 색상인 경우도 있고, 관종류의 표시를 위해서 특

정 색상이 있는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

우 표면의 방사율(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방사율

은 복사 열전달에 관련된 것으로 식 (7)과 식 (10)에

서와 같이 방사율 값이 높으면 복사 열전달률(hr)이

증가하며, 표면 열전달률(hse) 및 표면 열전달량(q)도

증가한다. 따라서 배관단열기준이 고정된 상황에서

방사율이 큰 단열재와 작은 단열재를 비교할 경우,

방사율이 큰 단열재에서 열방출량이 커진다. 

4. 배관단열기준 고찰

4.1 배관단열 국내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시방서의 단

열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급탕

·온수관 등은 화상방지 등의 표면온도 조건(40℃ 이

하), 냉수관 등은 보랭공사에 사용 조건에서 표면결

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75% 이하)으로 단열두께

를 산출한다. 보다 상세하게 표준시방서의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두께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관내

수온 61℃~90℃)와 고온의 경우(관내수온 121℃

~175℃)로 구분하고, 단열재 재료에 따라 미네랄울,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고무발포 보온통의 4개로

분류하며, 이를 냉수관, 온수관, 급수관으로 나누어

배관경 별로 단열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근

2011년까지 표준시방서의 온수관 기준 개정 이력을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2002년 개정 이후 단열두

께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현재 온수관과 냉수관의 배관 단열두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2002년에 추가된 고무발포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 대비 48%의 두께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고무발포 단열재와 기존 단열재의 열전도

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고

무발포 단열재의 표면 및 내부 색상이 검은색으로

복사 열전달에 영향을 주는 방사율 값이 0.9이상인

점이 다르다.

q = U θ
i

θ
a

–( )

1

U
---- = R

T
 = R

si
R R

se
+ +( )

R
T
 = R R

se
+( ) = 

ln D
e
/D

i
( )

2πλ
------------------------  + 

1

h
se
πD

e

------------------

q = 
1

ln D
e
/D

i
( )

2πλ
------------------------

1

h
se
πD

e

------------------+

------------------------------------------------- θ
i

θ
a

–( )

θ
se

 = 
q

h
se
πD

e

------------------ + θ
a

h
se

 = h
r
 + h

ev

h
r
 = a

r
C
r

h
ev

 = 3.26Δθ
0.25 w 0.349+( )

0.349
----------------------------

0.5

a
r
 = 

θ
se

( )
4

θ
a

( )
4

–

θ
se

θ
a

–
----------------------------------

C
r
 = εσ



24 최승혁·김유승·윤희원·류형규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4.2 배관 단열 국외 기준

ASHRAE 90.1에 나타난 배관 단열 관련 기준은

2010년 개정 시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고, 계속 유지

되어 2013년도 개정판이 현재 최신본이다[9]. 2007

년에서 2010년으로 개정될 때 건물 에너지 사용의

Table 1. History of pipe insulation thickness in hot water temperature-KSF2803; 1996, 2002, 2005, 2011 [3]

NPS(A)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300 Remark

Insulation

Thickness

(mm)

rev.1996 25 40
Fluid Operating Temp. 

61-90℃, Ambient Temp. 

20℃, Surface temp. 

≤40℃

rev.2002 25 40 50

rev.2005 25 40 50

rev.2011 25 40 50

Insulation

Thickness

(mm)

rev.1996 50 65 100 1980, 1996: Fluid 

Operating Temp. 150℃, 

Ambient Temp. 20℃
other years: Fluid 

Operating Temp. 121-175

℃, Ambient Temp. 20℃, 

Surface temp. ≤40℃

rev.2002 40 50 75 100

rev.2005 40 50 75 100

rev.2011 40 50 75 100

Table 2. Korea standard specifications of the cold and hot pipe insulation-KSF2803; 2011 [3]

Condition
NPS(A)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Water Temp(℃)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Cold water

Ambient Temp 

30℃
R.H. over 75%

Mineral, Glass 

wool, EPS
40 50 75

Rubber foam 32 25 32 25 32 25 32 25 40 32 40 32 40 32 40 32 40 32 50 40 50 40

Cold water

Ambient Temp 

30℃
R.H. under 75%

Mineral, Glass 

wool, EPS
25 40 25 40 25 40 25 40

Rubber foam 19 13 19 13 19 13 25 13 25 13 25 13 25 19 25 19 25 19 25 19 25 19

Hot water

Ambient Temp 

20℃
WaterTemp 

61~90℃

Mineral, Glass 

wool, EPS
25 40 50

Rubber foam 25 32 40

Table 3. Minimum Pipe insulation thickness-ASHRAE 90.1; 2007, 2013 [9]

Fluid 

Operating 

temperature 

Range(℃) 
and Usage

Insulation Conductivity Nominal Pipe or Tube Size(mm)

Conductivity

(W/m℃)

Mean Rating 

Temperature, 

(℃)

≤25 25 to <40 40 to <100 100 to <200 ≥200

Insulation Thickness(mm)

2007 2013 2007 2013 2007 2013 2007 2013 2007 2013

>177℃ 0.046~0.049 121 64 115 76 125 76 125 102 125 102 125

122~177℃ 0.042~0.046 93 38 80 64 100 76 115 76 115 76 115

94~121℃ 0.039~0.043 66 38 65 38 65 51 80 51 80 51 80

61~93℃ 0.036~0.042 52 25 40 25 40 25 50 38 50 38 50

41~60℃ 0.032~0.040 38 13 25 13 25 25 40 25 40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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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able 3과 같이

배관 단열두께가 증가되었다. 관

지름이 25A 이하를 예를 들면, 관내수온 61℃~93

℃에서 단열두께 25 mm는 40 mm로, 122℃~177℃

에서는 38 mm는 80 mm로 변경되였다. 국내 기준

은 61℃~90℃에서 25 mm, 121℃~175℃에서 40 mm

이므로, 이는 ASHRAE 90.1의 2007년 개정 전 단열

두께 값과 유사하다.

영국의 BS 5422[10]에서는 표면 방사율(ε), 단열

재의 열전도율(λ), 관내온도 등에 따라 단열두께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의 일부 중 냉수 기준은

Table 4, 온수 기준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또한 관

지름별로 허용 가능한 최대 열손실 값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 기준을 근거로 단열재 생산 업체에서는

제품 종류와 특성, 그리고 사용 목적에 맞는 두께 기

준을 계산한 데이터 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5. 배관단열기준의 문제점

5.1 냉수배관 단열기준의 문제점

냉수배관 단열의 목적은 결로 방지와 에너지 절감

이다. 단열재에 결로가 발생하면 단열성능이 저하되

고 배관에 녹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

서 국내 표준시방서의 냉수배관 단열기준에서는 상

대습도 75%를 기준으로 단열두께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열재 위로 결로

가 발생하고 있어, 먼저 표준시방서의 냉수배관 단

열기준의 결로 검토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알아보

고자 한다. 검토 조건은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관내

수온 5℃, 10℃, 주위온도 30℃, 배관재질은 STS, 열

전도도는 냉수관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가교발포

폴리에틸렌의 0.043 W/m·℃을 적용하였다. 

Table 4. BS 5422:2009 of cold water pipe insulation (steel pipe, ambient Temp. 25℃, relative humidity 80%) [10]

emissivity 

outer 

surface

Water 

Temp.

Range

Conductivity

W/m·℃

Pipe size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over

ε=0.05

0℃

0.02 18 19 21 22 24 27 28 30 32 34 …

0.025 22 24 25 27 29 32 35 36 39 41 …

0.03 26 28 30 32 34 38 41 43 46 49 …

0.035 30 32 34 36 39 44 47 49 53 56 …

0.04 33 36 38 41 44 49 53 55 60 63 …

0.045 37 40 42 46 49 54 58 61 66 70 …

0.05 41 43 47 50 54 60 64 67 73 77 …

5℃

0.02 14 15 17 18 19 21 22 23 25 26 …

0.025 18 19 20 21 23 26 27 29 31 32 …

0.03 21 22 24 25 27 30 32 34 36 38 …

0.035 23 25 27 29 31 34 37 39 42 44 …

0.04 26 28 30 32 35 39 42 44 47 50 …

0.045 29 31 34 36 39 43 46 48 52 55 …

0.05 32 34 37 39 42 47 51 53 57 61 …

Table 5. BS 5422:2009-Indicative thickness of insulation for non-domestic heating services to control heat loss [10]

outside diameter of steel pipe on 

which insulation thickness has been 

based(mm)

21.3 26.9 33.7 42.4 48.3 60.3 76.1 88.9 114.3 139.7 168.3

t=75℃
λ=0.04

ε=0.05

Thickness of 

insulation(mm)
35 38 40 42 44 46 48 49 51 52 53

Max heat loss(W/m) 9.28 10.06 11.07 12.3 12.94 14.45 16.35 17.91 20.77 23.71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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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국내 표준시방서의 냉수배관 기준을 상

대습도가 65%에서 85%까지 5% 간격으로 변화될

때, 표면결로 발생여부를 검토한 것이며, 결로가 발

생할 경우는 음영을 표시하였다. 배관경 25A, 관내

수온 5℃, 상대습도 70%일 경우 결로가 발생하였고,

상대습도 80%에서는 20A~32A, 65A~125A의 7개

관경에서, 상대습도 85%에서는 모든 관경에서 결로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표준시방서 냉수

배관 단열기준은 다습한 공간에서 결로 발생 가능

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5.2 온수배관 단열기준의 문제점

국내 표준시방서 온수배관 단열 기준은 표면온도

40℃ 이하를 만족하는 단열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시방서 기준이 표면온도 40℃ 이

하 만족 여부와 함께 각 관경별 열손실량을 살펴보

았다. 계산 조건은 표준시방서에 따라 관수온도 90

℃,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기류속도 0.2 m/

s, 수평흐름으로 하였다. 

Fig. 1은 표준시방서 온수배관 단열두께 기준에

따른 배관 표면온도를 계산한 것이다. 표면온도의

경우 40A와 50A, 125A와 150A 구간에서 두께 기준

이 달라짐으로 인해 50A와 150A의 표면온도가 급

격히 낮아지지만, 모든 배관경에 대해 표면온도 40

℃ 이하로 나타났다. 

Fig. 2는 상기 조건에 따른 손실 열량을 나타낸 것

으로 40A에서 50A, 125A에서 150A와 같이 특정 단

열두께가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단위 길이당 배관을

통한 손실열량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즉, 50A에서

손실되는 열량은 19.12 W/m인데 반해, 32A에서는

19.56 W/m로 비슷하다. 그러나 32A의 단면적은

50A의 40% 수준이므로, 32A의 에너지 손실은 50A

의 2배가 넘는다.

5.3 고무발포보온재의 문제점

표준시방서의 기준과 같이 고무발포 단열재는 기

존 단열재보다 얇은 두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열재 표면 방사율 차이에 따른 표면온도와 출입

열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2의 관내 수온 및 주

위 온도 등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계산하였다. 단

열재 열전도율은 4종 모두 0.043 W/m·K로 동일하

게 하였고, 미네랄울, 유리면, 발포 폴리스틸렌의 3

종을 일반으로 구분하여 방사율 0.05를 적용하였으

며, 고무발포는 0.9(검정색)를 적용하였다. 계산 결

Table 6. Condensation when KS Specification is applied

관경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over

수온
RH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5℃ 10℃

65% 25 25 25 25 25 25 40 25 40 25 40 25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70% 25 25 25 25 25 25 40 25 40 25 40 25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75% 40 40 4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75 75 75 75

80% 40 40 4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75 75 75 75

85% 40 40 4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75 75 75 75

Fig. 1.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Korea standards.

Fig. 2. Heat loss according to Korea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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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Table 7과 같다. 

냉수관의 경우, 고무발포의 두께가 얇게 적용되었

음에도 표면에서의 복사 열전달이 증가되어 표면온

도는 최대 1.8℃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입

열량(냉수의 경우는 열획득(−))에서 고무발포가 현

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우에서 배관경

이 증가할수록 획득 열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났으며, 특히 B의 냉수관(75% 미만 10℃)기준에서

는 일반 대비 최소 54%에서 최대 143%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수관의 경우 표면온도는 고

무발포가 5.6℃~7.5℃ 낮게 나타났다. 출입열량(온

수의 경우는 열손실(+))의 경우 모든 배관경에서 고

무발포의 열손실량이 9%~11%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고무발포 단열재 단열기준의 전반적인

열성능은 타 단열재들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므로

단열두께 기준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6. 배관단열기준(안) 및 설계방법

6.1 냉수배관 단열기준(안)

본 연구에서는 냉수배관 표준시방서 기준 중 상대

습도를 각각 80%와 85%로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도

표면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단열두께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위온도

는 표준시방서의 30℃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또한 기존에는 관내수온을 5℃, 10℃로 명기하

여 설계자가 배관 단열 설계 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함에 따라, 설계자가 명료하게 판단 가능하도록 0

℃~5℃와 5.1℃~10℃의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설계자가 인지하기 편리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상대습도를 상향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열두께

는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한층 두꺼워진다. 상대습도

Table 7. Surface temperature and heat gain according to pipe insulation type

A; Cold Water

(under 75% 5℃)

B; Cold Water

(under 75% 10℃)

C; Cold Water

(over 75% 5℃)

D; Cold Water

(over 75% 10℃)
E; Hot Water

Surface 

Temp

(℃)

Heat 

Gain

(W/m)

Table 8. Pipe insulation thickness at RH 80% & 85%

ALT-1 80% RH (mm)

℃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0~5 47 49 52 54 56 59 64 66 69 72 74

5.1~10 40 42 44 46 47 50 54 56 58 60 62

ALT-2 85% RH (mm)

℃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0~5 65 69 72 76 78 82 89 92 95 97 101

5.1~10 56 59 61 65 67 70 76 79 81 8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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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로 상향하면 단열두께는 표준시방서 대비 평균

70% 이상 증가하고, 상대습도 85%로 상향하면 단

열두께는 평균 138% 이상 증가한다. 특히 상대습도

85%로 상향할 경우에는 관내수온 5.1℃~10℃, 배관

경 65A에서 단열두께가 25 mm에서 76 mm로 204%

가 증가한다.

상대습도 80% 기준과 85% 기준을 미국과 영국의

단열기준을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여 에너지 손실량

을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Fig. 4와 같다. 

Fig. 3에 나타난 관내수온 0℃~5℃에서의 에너지

손실량은 표준시방서와 비교하여 80% 상향 기준에

서는 평균 22.5% 감소하고, 85% 상향 기준에서는

28.1% 감소하였다. 상대습도 80%와 85% 기준 모두

ASHRAE 90.1과 BS 5422의 에너지 손실량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 나타난 관내수온 5.1℃~10℃에서의 에너

지손실량은 표준시방서와 비교하여 80% 기준에서

는 평균 20.2% 감소하고, 85% 기준에서는 32.5% 감

소하였다. 80% 기준의 경우 ASHRAE 90.1과 BS

5422 기준들과 비슷한 에너지 출입량을 나타냈다. 

배관의 표면결로 발생 시 단열재의 성능저하로 인

하여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결로는 반드시

지양해야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단열두께를 무조건

두껍게 하는 것은 경제성 및 시공성이 떨어져 현실

과 동떨어진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결

과 중에서 상대습도 80% 기준이 현재 수준에서 표

면결로 방지 및 에너지 출입량 최소화를 위한 합리

적인 대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 온수배관 단열기준(안)

영국 BS 5422 기준에서는 배관의 종류, 관지름,

사용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

는 표면온도 40℃에 주목하여, 배관의 표면온도를

안전상의 목적과 열성능(열손실 방지) 기준으로 통

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면온도가 각각 40℃, 35℃, 30℃, 25℃가 되는

경우의 단열두께와 방출 열량을 계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계산 조건은 관수온도 90℃, 주변온도

20℃, 주변기류속도 0.2 m/s, 단열재 열전도율 0.043

W/m·K, 표면방사율 0.05, 수평흐름으로 설정하였다.

계산 결과, 표면온도를 40℃와 35℃로 제한할 경우

에는 관지름 150A에서도 각각 25 mm, 37 mm 만으

로 단열두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면온도

조건만으로는 단열성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표면온도를 30℃로 제한할 경우에는

150A에서도 62 mm로 표준시방서 대비 20% 단열두

께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때 열방출량은 13%

낮출 수 있다. 특히, 40A에서는 60%까지 단열두께

를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방출열량

은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표준

시방서가 40A를 기준으로 25 mm~40 mm로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표면온도 25℃에서는 150A에서

156 mm로 계산되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면온도를 30℃로 제한

할 경우 안전상의 조건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의

단열두께 증가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면온도 30℃ 기준 단열두

께에 대해 BS 5422의 기준 조건(관수온도 75℃, 주

변온도 15℃, 주변기류속도 0 m/s, 단열재 열전도율

0.043 W/m·K, 표면방사율 0.05)을 적용하여 허용 가

능한 열손실 값을 계산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 Heat gain based on the insulation thickness of 0

℃~5℃.

Fig. 4. Heat gain based on the insulation thickness of 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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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과 같다. 열손실 값이 관지름 25A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이 크지만, 그 이외의 범위

에서는 열손실이 더욱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현재의 표면온도 조건을 안전 외에 열손실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영국 및 ASHRAE에도

부합하는 기준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3 성능기반 배관 단열 설계 방법

표준시방서에 따른 일반적인 배관 단열 설계는 급

탕관, 온수관의 경우, 배관 내부온도 61℃~90℃, 주

변온도 20℃, 냉수관의 경우, 배관내부온도 5℃ 또

는 10℃, 주변습도 75%로 고정되어 있고, 사용할 배

관 호칭경에 따라 정해진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그러나 건물 내 기계실 위치, 수요처까지

배관 경로에 따라 주변 환경은 변화하기 때문에 고

정된 기준으로는 수요처까지 에너지를 균일한 조건

으로 공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동주택 단

지에서 히트펌프가 위치한 기계실에서 관리사무실

또는 보육시설 등으로 냉·온수를 공급할 경우, 일반

적으로 지하주차장 상부를 지나간다. 이때 지하주차

장 공간의 온·습도는 외기온에 거의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0℃ 이하, 여름에는 80% 이

상의 다습한 조건이 형성된다. 따라서 표준시방서

조건에 따른 단열두께를 적용할 경우 예상보다 많

은 양의 에너지가 배관을 통해 손실될 수 있다. 

Table 9은 냉수관을 대상으로 간단한 성능 설계

예를 나타낸 것이다. 배관온도 5℃, 주변온도 30℃,

주변기류속도 0.2 m/s, 배관경 32A, 표면방사율

0.05, 수평 열흐름조건에서 표준시방서 40 mm 단열

두께 기준을 적용하면, 상대습도 75% 기준에서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습도가 80%, 85%

로 증가할 경우에는 공간의 노점온도가 상승하여

표면에 결로가 발생한다. 이때 결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열두께는 80%에서는 49 mm,

85%에서는 69 mm로 증가하여야 하며, 단열재 두께

증가 시 배관을 통한 열손실(냉방이므로 열획득)은

75%에서는 –5.26 W/m, 80%에서는 –4.83 W/m,

85%에서는 –4.18 W/m로 감소하게 되어 에너지 절

감 효과가 발생한다. 

Table 10는 온수관을 대상으로 성능 설계 예를 나

타낸 것이다. 지열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 온

도를 가정하여 배관온도 50℃, 주변온도 20℃, 주변

기류속도 0.2 m/s, 배관경 32A, 유효복사계수 0.03,

수평 열흐름조건에서 표준시방서의 25 mm 단열두

께를 적용하면 표면온도는 27.87℃이며, 2차측 배관

Fig. 5. Comparison of Insulation thickness.

Fig. 6. Heat loss based on the insulation thickness of 75℃.

Table 9. Performance design of cold steel pipe (water 5℃,

ambient Temp. 30℃, 32A etc)

Thickness
Condensation Heat gain

 (W/m)75%RH 80%RH 85%RH

Standards

40 mm
none Condens. Condens. 5.26

Alt-1 (80%)

49 mm
none none Condens. 4.83

Alt-2 (85%)

69 mm
none none none 4.18

Table 10. Performance design of hot steel pipe (water 50

℃, Surface Temp. 40℃ below, 32A etc)

Ambient

temp.

Surface

temp.

Heat loss

(W/m)

Thickness

mm

Standards
20℃ 27.87 7.75

25 mm
5℃ 16.04 11.89

Alt-1

Heat loss equal
5℃ 9.72 7.75 6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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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기와 통하는 지하 주차장에 노출될 경우를 가

정하여 주변온도를 5℃로 계산할 경우에도 단열재

표면온도는 16.04℃로 표면온도 40℃ 기준에 부합한

다. 그러나 주변온도 20℃와 5℃일 때의 열손실은 각

각 7.75 W/m, 11.89 W/m로 손실 열량이 약 53% 증

가하게 된다. 배관의 열손실이 같기 위한 배관 단열

두께는 66 mm이며, 이때 표면온도는 9.72℃가 된다. 

지열시스템은 히트펌프에서 냉온수를 동시에 생

산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66 mm 단

열재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수배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단열 기준 비교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냉

난방수배관 배관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 개

정 방안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관 단열 관련 국내외 기준 분석 결과, 미국의

ASHRAE는 2013년 열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 개정

이 이루어졌고, 영국은 매우 상세한 단열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 기준은

2002년 개정 이후 성능 향상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2. 국내 배관 단열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냉수관은 고온다습해져 가는 국내 기후 변화에 맞

지 않아 표면결로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온수관은 국외 선진국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낮고, 관경별 상세한 두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

부 구간에서 에너지 손실량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년에 추가된 고무발포 단열재는 얇은 두께

기준으로 인하여 기존 단열재와 비교하여 열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기존 단열재와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기준 개정의 방안으로 냉수관은 현재 상

대습도 75% 기준을 80%로 상향하고, 온수관은 현

재 표면온도 40℃ 기준을 열성능을 포함한 표면온

도 30℃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

우 영국 및 ASHRAE 기준과도 성능 면에서 손색이

없는 기준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현재의 사양적 단열두께 적용이 아닌 성능에

기반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방법은 지열

시스템 같이 냉온수 배관을 혼용으로 사용하거나,

배관의 열손실을 최소화가 필요한 제로에너지 빌딩

및 주택 등의 설계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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