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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ntrol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control methods on heating performance and

energy consumption for the hot water floor radiant heating control system of a residential apartment

were research by experiment. As a control method, On-Off control and outdoor reset control methods

with GRNN(General Regression Neural Network) and without GRNN are considered. Also, the control

performances with regard to improvement of indoor thermal environment and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are compared, respectively.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ontrol

method with GRNN is better than that of conventional on-off control method without GRNN in the

responses of room set temperature and energy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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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귀 신경망), On-Off control(개폐식 제어), Control performance(제어성능) 

1. 서 론

국내 공동주택 건축물에서는 난방 시 실내 열적

쾌적성 유지를 위하여 온돌방식 형태의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바닥복사 난방시

스템은 방열면적이 넓어 저온의 온수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고, 쾌적감

이 국내 정서와도 잘 맞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난

방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난방시스템은 현재 실내온도 유지와

에너지 절감의 측면에서 바닥 배관으로 공급되는

온수를 설정값에 따라 개폐하는 방식의 형태가 대

부분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온수 개폐식 제어는 제

어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반응 속도를 나타내나 온

수로부터 공급되는 열량이 제어대상인 실내공기에

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상당히 소요되어 시간차가

발생되게 된다. 이는 바닥구조체의 축열성능이 크

고, 복사열전달에 의한 온도변화가 상대적으로 느

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실내공기온도에 따른 바닥온수의 개

폐식 제어 방식은 실내온도의 오버슈트 및 언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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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발생시켜 원하는 실내 쾌적온도제어 범위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난방수에 관

한 에너지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온

도 변화특성에 맞추어 온수공급의 개폐시점을 미리

예측해 제어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은 외

기온도, 공급 온수온도, 공급유량, 실내 공기온도 등

의 환경 및 제어변수와 구조체의 종류 및 특성에 따

라서도 실내 열적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의 조합으로 온수공급의 개폐시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제어 등을 활용한 방법이 적합하나

이 경우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RNN

방법과 같이 적은 양의 데이터로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제어방식에 관한 연구로

는 MacCluer[1]의 경우 기존의 제어방식을 실온피

드백 제어, 외기보상제어, 외기보상 유량제어 등으

로 구분하고 새로이 비례적인 플럭스 조절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Ahn과 Song[2]은 바닥복

사 난방시스템의 실내열환경 및 자동온도조절밸브

에 따른 변수들의 동적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GRNN(General Regression Neural Network)을 적

용한 연구로는 공조시스템에 대하여 M.bauer[3]가

다양한 변수에 의한 특성연구 및 열교환기에의 적

용 효과 보여주었으며, Song과 Ahn은[4] 공동주택

바닥난방시스템에 관하여 GRNN 제어방법을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GRNN 적용에 따른 실험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 대

하여 환경변수와 제어변수 들을 고려해 실내열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실내공기온도 설정값을 변화시

키는 제어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RNN기법을 제어방식에 적

용하였다. 

도출된 제어방식은 실제 현장적용성을 고려하고

자 모형실험장치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개폐식 제어방식과 비교하여 실내열환경 및

에너지소모량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2.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의 개요

Fig. 1은 개별난방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진 일반적

인 바닥난방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바

닥난방시스템은 실내에 직접적인 열원공급을 담당

하는 보일러, 각 실에 공급되는 온수를 분배하는 온

수분배기, 그리고 실내의 열량공급을 조절하는 자동

온도조절밸브 및 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바닥

난방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어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내로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는 보일러에서

설정된 값으로 버너의 가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온수온도는 40~80℃의 범위 내에서 설

정된다.

(2) 실내로의 온수공급은 보일러에 설치된 온수

순환펌프를 통하여 실내로 공급되며, 일반적으로 정

속도 혹은 2단의 다단제어로 운전된다. 

(3) 각 실별 실내온도는 각각의 자동 온도조절밸

브를 이용하여 바닥배관에 공급되는 공급유량을 조

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GRNN의 개요 및 적용방법

GRNN(General Regression Neural Network)은 신

경망제어 방법 중 하나로서 인공 신경망은 측정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거나, 입출력 값

들이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함수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많이 사용된다[5].

본 연구에서는 바닥난방시스템에 있어서 실내 열

Fig. 1. Schematic diagram for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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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에너지절감 및 현장적용성을 고려하여

현재 바닥난방시스템에서 제어가 가능한 설정점으

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내공기 설정온도와 공급

온수 설정온도를 외기온도, 공급 온수온도 및 공급

유량 변화에 따라 보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정값

을 구해내는데 있어 GRNN을 적용하였다. 또한 바

닥난방시스템에 있어서 외기온도 보상제어를 수행

할 경우 에너지절감에 효과적이며, 공급온수온도와

실내 공기온도의 설정값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

황에 있어서 이러한 제어변수들의 변화에도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어방안으로 GRNN을 선택

하여 적용한 것이다.

Fig. 2는 바닥난방시스템의 실내 공기온도 및 공

급 온수온도 보정에 관한 GRNN 구조를 나타낸 그

림이다. 여기서 X값들은 외기온도, 공급 온수온도,

공급유량의 샘플이 되며 Y값은 실내공기 설정온도

MAX값의 보정값 및 공급온수 설정온도 값의 보정

값의 샘플이 된다. 또한 Y(X)는 Y값은 실내공기 설

정온도 MAX값의 보정값이 된다. 즉, GRNN을 통해

외기온도, 공급온수온도, 공급유량의 조합에 따라서

변화되는 실내공기온도의 오버슈트값을 GRNN을

통해 계산하여 실내공기 설정온도의 MAX값을 변

경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보정값은 외기온도, 공급 온수온도 및 공

급유량의 입력값에 따른 보정 샘플값을 이용해 구

해지며, 이 값은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결정되어지

는 실내 공기온도와 공급 온수온도 설정값에 가감

되어져 나온 최종 설정값에 의해 실내 공기온도에

따라 On/Off 자동 온도조절밸브가 제어되고, 공급

Fig. 2. A structure of GRNN for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Fig. 3. Schematic daigram of experimental device for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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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온도에 따라 보일러를 제어하게 된다. 이 때 샘

플값은 구성된 실험장치에서 기존 제어방법에 대한

선행운전을 통해 데이터를 구해내게 된다. 제어변수

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경우 로직의 변수 조정을 통

해 바로 제어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나 추가된 제어

변수에 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보정값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선행운전이 필요하다. 

4. 모형실험장치의 구성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GRNN적용에 따른 실험을 수

행하고자 모형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먼저 Fig. 3은 GRNN적용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모형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시스템의 구성

은 크게 보일러, 축열조, 온수순환펌프, 자동 온도조

절밸브, 유량계 및 바닥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모형실

험장치의 실의 크기는 4600 mm(길이) × 2950 mm

(폭) × 2500 mm(높이)이다.

본 실험에서는 바닥난방시스템에 대한 GRNN적

용을 위하여 PC에 보드를 연결하여 직접적으로 시

스템의 제어가 가능한 LabVIEW system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온도, 외기온도, 공급유량,

각 구조체 온도, 공급환수온도 등의 각 지점들의 데

이터와 보일러 및 온수순환펌프, 자동 온도조절밸브

등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값들을 실시간으로 입출력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Fig. 4와 같이 구성하였다.

각 부분의 온도 및 유량데이터는 1초마다 100개

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열원기기인 보일러의 경우

몇 초 단위로 온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3초마다 수집

된 데이터를 평균하여 보일러의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경우 구

동시간이 35초임에 따라 1분마다 다시 데이터를 평

균하여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

Fig. 4. LabVIEW program for experiment in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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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실험은 먼저, GRNN 샘플값을 구하기 위해 외기

온도, 공급온수온도, 공급유량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예비실험을 통해 설정한 공급온수온도의 경

우 55℃, 공급유량 2LPM, 그리고 실내공기 설정온

도인 23.5℃ 기준의 기존 제어방법과 외기온도 변화

에 따라 실내공기설정온도를 변화시켜주는 외기온

도 보상제어를 수행하여 실내온도 특성 및 에너지

소모량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제어방법

에 다시 GRNN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

보았다.

5. 결과 및 고찰

Fig. 5는 공급 온수온도 55℃, 공급유량 2LPM일

경우에 대해 실내 공기온도 23.5℃로 설정한 기존제

어방법을 수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실내 공기온도

변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실내공기의 초기온도는 21℃

이고, 실내공기 설정온도의 상한값과 하한값인 24

℃와 23℃ 사이에서 실내공기온도가 변화하여야 하

나 바닥난방시스템의 축열체적인 특성에 의하여 상

한값 이상의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약 15시간 경과 후에 외기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 제어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이때의 공급수와 환수의 온도차, 공급유

량 및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공급수와 환수 온도차의 경우

초기 동특성에 있어서 다른 공급시점보다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냉각된 바닥

구조체와 공급수의 온도차가 상대적 으로 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이며, 이에 따라 하강한 축열

조의 온수를 다시 가열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순환

펌프가 가동함에 따라 약간의 진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구조체와 열교환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열량이 줄어들어 온도차가 점

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유량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연냉각에 의하여 공급

수와 환수의 온도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열

Fig. 5. Indoor and out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of

conventional method without GRNN.

Fig. 6. The responses of conventional method without

GRNN.

Fig. 7. Indoor and out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of

conventional method with G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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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공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 7은 위의 기존제어방법에 GRNN을 적용하였

을 경우에 나타나는 실내공기온도 변화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실내공기의 초기온도는 약

21.5℃이며, 앞서 Fig. 5에서 보여졌던 설정온도의

상한값 이상의 오버슈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GRNN방법에 따라서 실내공기 설정

온도의 상한값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실내 공기온도

의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의 기

존제어방법보다 높은 초기 실내 공기온도와 적은

열량 공급시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온수의 공급

회수는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공급수

와 환수의 온도차, 공급유량 및 에너지 소모량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초기동특성에 있어서는 기존

제어방법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기온도가 높아질 경우 공급온수설정온도의 보정

값이 커짐에 따라서 공급수와 환수온도차가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공급 온수온도 55℃, 공급유량 2LPM일

경우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외기온도에 따라 변화시

키는 외기온도 보상제어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실내공기온도 변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실내공기온도의 초기온도는 22.5℃이고,

실내공기 설정온도는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계

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온도

의 제어가 이루어지나 GRNN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설정온도의 상한값 이상의 실내공기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공기온도의 오버슈

트는 약 0.2~0.3℃의 크기로 나타났다. 

이때의 온수온도차, 공급유량 과 에너지 소모량을

Fig. 10에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살펴보면 초기의

높은 실내 공기온도로 인하여 초기의 온수공급시간

이 적게 나타났으며, 냉각된 바닥구조체의 영향으로

공급수와 환수온도차가 초기에 급격히 낮아지는 특

성을 나타내었으며, 낮아진 축열조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일러의 순환펌프가 가동됨에 따라

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11은 외기온도 보상제어에 GRNN을 적용하

였을 때 나타나는 실내 공기온도 변화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1일 외기온도의 변화

가 10℃이상 크게 나타남에 따라 실내공기 설정온

도의 변화폭도 1.5℃이상 큰폭으로 나타났음을 알

Fig. 8. The responses of conventional method with GRNN. Fig. 9. Indoor and out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of

outdoor reset control without GRNN.

Fig. 10. The responses of outdoor reset control without

G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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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내공기의 초기온도는 약 21℃였으며, 실

내 공기온도 변화의 경우 실내 공기온도 설정 상한

값의 보정으로 인하여 실내 공기온도의 상한값에

거의 근접한 제어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온수온도

차, 공급유량, 에너지 소모량의 변화를 Fig. 12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전 외기온도 보상제어만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공기 초

기온도로 인하여 초기 동특성에 있어서 열량 공급

이 긴 시간 이루어졌으며, 외기온도가 높아짐에 따

라서 온수공급시간 또한 줄어드나 GRNN을 적용할

경우 공급 온수온도 및 실내 공기온도의 설정값을

변화시켜 줌에 따라서 온수공급시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은 기존 제어방법과 외기보상 제어 방법,

그리고 각각의 제어방법에 GRNN을 적용하였을 경

우에 대한 외기평균온도, 실내공기 초기온도, 실내

공기 평균온도 및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표에서 살펴보면 2LPM일 때 기존 제어방법과

GRNN만을 적용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에너

지 소모량에 있어서는 GRNN을 적용하였을 경우가

평균 외기온도가 약 0.4℃가량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 6.7%의 에너지 절감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실내공기 초기온도에서 0.5℃의 차이가 나

타났음에 따라 이를 감안하였을 때 GRNN을 적용

한 방식이 약 4% 전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감성능 확인

을 위한 에너지사용량 보정치는 시뮬레이션과 달리

실험에서 동일한 환경변수 구성이 어려움에 따라

실내 공기온도를 1℃ 올리는 때 필요한 열량의 차이

Fig. 11. Indoor and outdoor air temperature responses for

outdoor reset control with GRNN.

Fig. 12. The responses of outdoor reset control with

GRNN.

Table 1. The control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control methods

Control methods
Conventional method 

without GRNN

Conventional method 

with GRNN 

Outdoor reset control 

without GRNN

Outdoor reset control 

with GRNN 

Outdoor 

temperature(℃)

Avg. 5.8 Avg. 5.5 Avg. 1.2 Avg. 2.7

Max. 14.5 Max. 12.6 Max. 4.3 Max. 10.5

Min. 1.7 Min. 0.9 Min. -1.1 Min. -0.9

Initial indoor air 

temperature(℃)
21.0 21.5 22.5 21.0

Average indoor air 

temperature(℃)
23.41 23.43 23.34 23.14

Total energy 

consumption(MJ)
140.2 131.4 94.2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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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7~8%임을 제시한 연구[6]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각 경우마다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제어방법과 외기온도 보상제어만을 비교하

였을 때 에너지 소모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

4.6℃의 외기온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 32.8%의

에너지 절감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Fig.

6과 Fig. 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내공기 초기

온도에 있어서 1.5℃의 차이가 발생해 어느 정도 실

내 설정온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열량공급시간이 차

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였을 때 약

2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외기온도 보상제어와 여기에 GRNN을 적용

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GRNN을 적용

하였을 때 약 3%의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ig. 10과 Fig. 12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

내공기 초기온도의 차이가 1.5℃가량 나 타남으로

인하여 GRNN을 적용하였을 때 초기 온수 공급시

간 및 열량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 때문이며, 이를 감

안할 경우 GRNN을 적용하였을 경우가 실내 열적

쾌적성 및 에너지 절감효과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내 공기온도 차에 의한 에너지를 보정

하였을 때 이는 약 10% 전후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닥난방시스템의 고정설정점 제

어방식인 기존제어방식과 외기온도 보상제어방식

에 대해 각각 GRNN제어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실험장치

를 구성하고 실험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내온도 고정설정점 제어방식인 기존제어방

식과 외기온도 보상제어방식에 GRNN 제어방식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 실내온도의 오버슈트와 언더슈

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기존제어방식과 외기온도 보상제어 방식을 비

교하였을 때 외기온도 및 실내초기온도 특성을 고

려할 경우 약 2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되며, GRNN을 각각의 제어방법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제어방식에서는 약 4%, 외기온

도 보상제어에서는 약 1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모형실험장치를 구성하여 GRNN의 현장에 대

한 적용성을 검토하였을 때 외기온도, 공급온수온

도, 공급유량에 대한 적은 샘플링 값으로도 실내 열

적쾌적성 확보 및 에너지절감 측면에 있어서도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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