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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for zero-energy building is increasing as a means of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ince pipe
insulation is a factor that minimizes heat loss of cooling and heat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heck pipe insulation
standards and prepare improvement plans of preparation for certification of zero energy buildings. In this study,
domestic pipe insulation standards were checked to prepare new insulation standards based on energy perform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pipe insulation calculation program, the heat loss according to the insulation thickness
of the piping for mechanical facilities was compared and reviewed. As a result, applying the insulation thickness of
the KCS standard for the same conditions increased the heat loss by an average of 10% compared to the ASHRAE
standar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ipe insulation thickness standard in consideration of heat loss
due to thermal conductivity and pipe insulation thickness. Using the program in this paper, it is possible to design
pipe insulation based on energy performance and help to determine the standard for pipe insulatio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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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을 촉진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하고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백만톤에서 20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주거·상업용에서 공업·농업용 건물, 기반시

설 등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또한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가전, 취사, 공용전기로 확

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등

다양한 인증 기준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 시 이러한 인증 기준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천m2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제로에너

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며 2030년까지 500m2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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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건축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건축물의 외피 단열성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단열성능 검토 시 벽체, 창호 등 외피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지고 기계설비 배

관의 열손실에 대한 검토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건축물에서 열손실을 저감하는 데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배관, 덕트 및 기기보온에 대한 보온기준(단열기준)은 그 영향력에 비해 기준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배관 단열기준은 2002년 개정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되다 2011년, 2021년 두 번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1980년 제정부터 2011년 개정까지 관내수온의 조

건, 관지름의 범위 등이 변경되었지만 단열두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고무발포 보온판 1종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2021년 개정되며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단열두께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단열두께 또한 소폭 상승하였다. Yoon et al.[1]의 연구에 따르면 배관 계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15% 정도의 손실량보다 실제는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Chung et al.[2]

의 연구에서도 공동주택 난방배관의 단열두께가 배관의 열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 기준보

다 10~15mm정도 두껍게 보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하였다. 배관 및 덕트의 단열은 난방설비의 열손실

과 냉방설비의 열획득을 최소화하는 요소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배관 단열기준을 점

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냉난방 및 급탕 배

관의 단열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3,4] 배관의 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단열두께를

조정하여 열성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KCS의 기준이 개정되며 표면온도 조건이 제외되었으

므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성능 기반의 단열기준 마련을 위하

여 국내 배관단열기준을 점검하고 배관단열 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계설비 배관의 단열두께에 따른

열손실을 비교·검토하였다.

2. 배관단열 기준

2.1 국내외 배관단열 기준 

국내 배관 단열기준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중 보온공사(KCS 31 20 05)[5]와 기계설비 기술기

준[6]에서 정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다. 이전의 기준은 단열재 종류별로 단열두께를 규정하여 단열재 선

택에 한정적이고 같은 단열재 종류라도 제조업체별로 열전도율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건물 성능 비교에 어

Table 1. Insulation thickness by grade in thermal insulation material for hot water supply pipe, hot water pipe, steam

pipe(KCS 31 20 05 : 2021)

Insulation 

grade

Conductivity 

range

(W/mK)

Insulation thickness(mm)

Pipe size(A) 

Normal temperature Medium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15~40 50~125
over

 150
15~40 50~125

over

 150

under 

25
32~65 80~300

over

 300

가
More than 0.030 

and less than 0.034
20 35 45 35 45 70

40 50 80 100나 0.035~0.040 25 40 50 40 50 80

다 0.041~0.046 30 45 60 45 60 90

라 0.047~0.051 35 50 65 50 65 100

*Normal temperature: water temperature under 90℃, ambient temperature under 30℃

 Medium temperature: water temperature 90~120℃, ambient temperature under 30℃

 High temperature: water temperature 121~220℃, ambient temperature und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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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었다. 2021년 개정된 보온공사 기준에서는 단열재의 열전도율 범위에 따라 등급별 단열두께를 정

하고 있으며, 주변온도 기준도 20℃에서 30℃로 상향되었다.

해외 기준으로 ASHRAE 90.1[7]에 제시된 단열두께를 살펴보았다. 기준에 나오지 않은 열전도율의 단열

재에 대해서는 계산식을 사용하여 단열두께를 결정하도록 하며, 기준에 제시된 단열두께는 에너지 효율성

만을 고려한 것으로 안전문제나 표면온도와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추가 단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개정하며 건물 에너지 사용의 30%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배관과 덕트

의 단열두께를 증가시켰다. ASHRAE 기준은 관내수온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두께를

제시하여 관내수온 범위 내에서 모든 열전도율 범위의 단열두께를 제시하는 국내 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BS 5422[8]는 유효복사계수, 단열재의 열전도율, 관내온도 등에 따라 단열 두께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관지름별로 허용 가능한 최대 열손실 값을 정해두고 이 기준을 근거로 단열재 생산 업체에서 제

품 종류와 특성, 사용목적 등에 맞는 두께 기준을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다. 

2.2 배관단열 기준에 따른 열방출량 비교

시방서의 기계설비 배관 단열두께 기준과 ASHRAE 90.1의 최소 단열두께 기준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열방출량을 비교하였다. 열전도율은 각 범위 내 중간값을 사용하고, 유효복사계수는 BS 5422에 나온 일반

적인 범위의 최소값(0.02)과 최대값(0.95)를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ASHRAE 기준은 온도범위에 따라 열전

도율 범위를 정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 차이를 보이나 열방출량 비교를 위해 관내수온을 우선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온수관 등 관내수온 90℃ 이하의 경우 KCS기준의 나등급, ASHRAE 기준에서 관내수온 61~93℃, 열전

도율 범위 0.036~0.042 W/(m·℃)를 기준으로 열방출량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당조

건에서 국내기준과 ASHRAE기준의 열방출량은 평균 18%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등급에서의 열방

출량까지 전부 비교하였을 때 KCS기준의 단열두께를 적용하면 ASHRAE 단열두께 기준 대비 평균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호칭경 15A~40A 범위에서 단열두께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국내기준의 경계지점인 호

칭경 40A의 경우 ASHRAE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열방출량이 최대 50%의 차이를 보인다. 단열두께 기준과

열방출량을 비교하면 국내 기준의 열방출량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온도 조건에서의 열방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KCS기준이 ASHRAE기준보다 평균 18% 정도 높은 값이 나

왔다.

유사한 열전도율 범위에서 배관 단열두께 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열손실을 고려하여 배관

단열두께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Table 2. Comparison of heat loss according to standards(Normal temperature: water temperature under 90℃)

Case
Pipe size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90A 100A 125A 150A

Insulation 

thickness, mm

KCS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50

ASHRAE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0.02

Heat loss, 

W/m

KCS 9.81 11.24 12.63 14.67 16.01 14.49 16.83 18.77 20.55 22.47 26.12 25.78

ASHRAE 8.15 9.20 10.20 11.67 11.30 12.88 14.86 16.49 17.98 19.58 22.63 25.78

difference in heat loss 17% 18% 19% 20% 29% 11% 12% 12% 13% 13% 13% 0%

=0.95

Heat loss, 

W/m

KCS 11.05 12.73 14.37 16.77 18.35 15.94 18.68 20.89 22.91 25.09 29.25 28.40

ASHRAE 8.82 9.99 11.13 12.77 12.20 13.94 16.21 18.03 19.69 21.47 24.88 28.40

difference in heat loss 25% 27% 29% 31% 50% 14% 15% 16% 16% 1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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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 단열두께 검토 프로그램 

3.1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기계설비 배관단열 두께 검토 프로그램은 원통전열 이론을 바탕으로 냉난방, 급

탕 배관 등의 출입 열량, 결로 판정 등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배관의 보온두께를 검토한다. 배관 내 유

체의 단열재를 통한 열출입은 배관 내부의 전도에 의한 열전달과 단열재 외피에서의 복사 및 대류에 의한

열전달양이 같아지도록 계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 계산식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과

‘ASTM C680-89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Heat Gain or Loss and the Surface Temperatures of

Insulated Pipe and Equipment Systems by the Use of a Computer Program’을 참고·변형하여 작성하였다. 프

로그램의 초기버전은 엑셀로 작성되었으며, Fig. 1과 같다[9]. 해당 프로그램은 단열재, 복사·대류, 열저항

에 의한 열전달 밀도가 같아지도록 표면 복사/대류 열전달률 값이 반복 계산되고, 표면 복사 열전달률의 결

정에 필요한 단열재 표면온도를 계산한다. 냉난방·급탕 배관의 단위길이 당 배관 단열재를 통한 출입열량

을 계산하고, 주변온도, 상대습도 등의 입력 조건을 통하여 냉수배관의 표면 결로 발생 여부를 판정한다.

초기버전을 바탕으로 건축물 배관 단열 설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은 배관의 단열 변

수와 설계 변수를 입력하여 배관의 법정 단열 두께, 개선 단열 두께, 에너지 절감율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배관의 결로 발생 여부와 단열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단열 변수는 냉방·난방을 포함하는 공조 조건, 배

관의 내부 온도, 주변 온도, 배관이 설치된 실의 상대습도, 기류속도, 단열재의 열전도율, 배관의 재질, 유

효복사계수, 목표 에너지 절감률, 단열재 두께 20% 증가(EPI기준 만족) 등이 있다. 설계 변수로는 배관의

배치 방향(수평, 수직), 배치 높이, 용도 및 크기 등이 있다. 프로그램에 단열 변수와 설계 변수를 입력하

면 법정 단열 두께, 개선 단열 두께, 에너지 절감율 등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배관의 결로 발생 여부와 단

열 성능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단열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단열 두께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 절감율을 미

리 예측할 수 있어 배관의 단열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설계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3.2 프로그램 활용

국내 대부분의 현장에서 배관 단열재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관 물

량을 산출하면서 집계표에 필요 단열재를 표현하는 정도로 작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계표를 바탕으로

Fig. 1. Program draft and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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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기준을 적용하여 단열재 물량을 계산하고, 현재 수준에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적용된 단열재의 정

보 및 물량을 표기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기계설비 배관단열 두께 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배관 단열재를 적용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

그램은 조건 입력 후 배관경을 정하면 시방서 기준의 단열재 두께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에너지 절감률 설

정 시 해당 값을 만족하기 위한 단열두께가 계산되어 표현된다.

LH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외배관의 산출서를 활용하여 배관 단열두께 및 열방출량의 계산을 진행하

였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주변온도 30℃, 상대습도 75%, 열전도율 다 등급(0.0435W/mK), 배관

종류 STS, 배관 내부온도 난방 50℃, 급탕 55℃로 입력조건을 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화면은 Fig. 2

와 같다.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결과보고서 상단에는 입력조건과 법정 단열기준 적용 시 취득 열량, 목표 에너

Fig. 2. Program input and output examples

Fig. 3. Measurement overview-Underground parking lot of apartme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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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절감률을 적용한 단열두께에 따른 취득 열량, 에너지 절감률 등이 나온다. 하단에는 입력한 배관 각각

의 계산값이 나온다. 저층부, 고층부의 존별로 배관경과 배관길이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법정 기준의 단열

두께가 선택되고 그 때의 손실/취득열량이 계산된다. 그 결과로 법정 단열기준 적용 시 옥외배관에서 난방

16.4kW, 급탕 21.1kW의 열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관에서 1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단

열재 두께를 상향하여 계산하면 난방 14.5kW, 급탕 18.4kW로 각각 13.3%, 14.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배관 단열 실태조사

배관 단열과 관련된 KCS는 공간에 설치된 배관 위주로 규정하여 주위온도 30℃를 기준으로 한다. 지하

주차장, 공동구 공간 등 배관이 외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시공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Fig 3과 같이 온습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외부(G1), 주출입구에서 20m(P1), 40m(P2, 주출입구 측면/C1, 주출입구 정면),

80m(P3), 계단실(S1, 외부로 수직 연결), 램프 초입(G2)의 온습도를 측정·비교하였으며 그 값은 Table 3과

같다.

동일한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외부와 직접 면하거나 간접 면하는 것에 따라 주위 온도의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출입구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하며 간접 면하는 측정위치 P3의 경우 최저기

온이 3.1℃인데 반해 주출입구와 40m의 거리에 위치해도 정면으로 직접 외기가 통하는 위치의 C1의 최저

기온은 –11.5℃로 14.6℃의 차이가 발생한다. 

측정한 외부온도를 3.2절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결과값은 Table 4와 같다. KCS의 주변온도 기준 30℃

와 지하주차장 온도 측정 포인트 C1(외기 직접 면함), P3(외기 간접 면함)의 최저기온과 1월 평균기온을 적

용하였다. 주변온도 기준 30℃일 때 난방 배관의 열방출량 16,422.5W, C1의 최저기온 5.11℃일 때

50,504.1W로 주변온도에 따라 배관의 열방출량에 큰 차이가 생긴다. 주변온도에 따른 난방, 급탕의 열방

출량을 비교해보면 KCS 기준 대비 2~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온도의 영향을 고려

하여 외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에 따라 공간 환경을 항목화하여 다른 단열두께기준을 적

Table 3. Comparis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measurements in underground parking lot 

Measurement value G1 G2 P1 P2 P3 C1 S1

Temperature, ℃

Min. -12.7 -12 0.1 1.9 3.1 -11.5 -1

Max. 33.6 28.8 29.1 30.5 28.6 30.1 29.8

Avg. 13.1 13.1 16.6 16.3 16.6 13.6 16.1

Relative humidity, 

%RH

Min. 14.8 17.6 14.2 14.2 15.4 17.9 16.7

Max. 99.9 99.7 95.4 97.5 98.9 99.9 99.2

Avg. 64 61.3 51.2 52.1 52.9 59.5 53.9

Table 4. Comparison of heat loss according to ambient temperature

KCS
C1 P3

Minimum January avg. Minimum January avg.

Ambient temperature, ℃ 30 -11.5 0.52 3.1 5.11

Heat loss, W
Heating 16,422.5 50,504.1 40,656.2 38,534.4 36,887.8

Hot water supply 21,090 56,099.9 45,975 43,802.5 4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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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주변온도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관 단열두께를 상향하는 등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

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환경조건마다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배관경 및 단

열재의 열전도율에 따른 최대 열출입량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값을 만족할 수 있는 배관 단열두께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비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배관 단열 두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에너지 성능 기반의 배관 단열 설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

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1) 기계설비 배관이 설치된 주변환경 및 위치에 따라 동일한 열출입량을 갖도록 동일한 경로의 기계설

비 배관에서도 두께 기준을 달리 하는 등 성능에 기반한 기계설비 배관단열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2) 기계설비 배관 두께에 따라 정해진 단열 두께뿐만 아니라, 단열재를 통한 목표 열출입량으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 두께에 단순히 20% 증가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EPI 기준을 표준시방서 기준 대비 에너지 절감량(율)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건축물 에너지 설계 프로그램인 ECO2에서 배관구간길이와 단위길이 배관의 열관류율만을 입력하는

내용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대체하여 건축물 에너지와 함께 기계설비 배관을 통한

에너지 손실량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건축물은 의식주의 기본요소를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에 친화적인 요소

를 갖추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축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

중 기계설비 배관 단열의 개선 역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요소이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보완을 통해 제도

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후 기

본 연구는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재원으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한 연구 과제입니다(과제번호 : 21CTAP-C152139-03).

References

1. Yoon, S. G., Park, J. C., 2020, Integrated Pipe System and Pure Hot Water Apparatus Applied in Apartment

Houses, Proceedings of the SAREK 2020 Winter Annual Conference, pp. 633-637.

2. Chung, K. S., Kim, Y. I., Park, D. S., Kim, S. M., 2011, Economic Assessment on the heat Loss of the Heating

Pipes by Using LCC Analysis in Apartmanet Complex-Focused on the Piping Insulations, AIK, Vol. 27, No.

6, pp. 275-283.

3. Yun, H. W., Choi, S. H., Ryu, H. K., 2015, A Study on Standard Revision of Pipe Insulation Thickness in

Building, SAREK Winter Annual Conference, pp. 279-282.

4. Ryu, H. K., Choi, S. H., Yun, H. W., 2015, A Study on the Performance-based Design Methods of Pipe Insulation

in Buildings, KEGEE Winter Annual Conference, pp. 72-74.

5. KCS 31 20 05: 2021,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6.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Technical Code of Mechanical Facilities, MOLIT criteria



에너지 성능 기반의 기계설비배관 단열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35

Korean Society for Geothermal and Hydrothermal Energy (KSGHE)

2021-851.

7. ASHRAE Standard 90.1-2019, Energy Standard for Buildings Except Low-Rise Residential Buildings(SI Edition)

8. BS 5422: 2009, BSI British Standards, Method for specifying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for pipes, tanks,

vessels, ductwork and equipment operating within the temperature range –40℃ to +700.

9. Ryu, H. K., Park, J. C., Sung, S. K., 2020, Standard for Pipe Insulation for Zero Energy Buildings, Magazine

of the SAREK, Vol. 49, No. 1, pp. 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