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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various operational conditions for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were researched by
experiments. Hot water supply set temperature, indoor air set temperature and supply water flowrate were considered
as operational conditions. The control method for this system is On-Off control of automatic thermostatic val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ndoor thermal control characteristics and energy performance, respectively. As
a result, if lower supply water temperature is applied, the supply and return temperature difference is reduced and
energy consumption of heat supply is also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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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난방방식은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으로써 대부분 보일

러 혹은 지역난방 등을 이용하고 온수를 바닥배관으로 공급하여 복사난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바닥

표면의 온도가 30oC 전후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성이 좋으며, 고

온형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온열환경 유지에 부담이 적다.

공기대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온풍을 많이 쐬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별도의 난방기구를 실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간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은 온수를 지속적으로 바닥배관으로 유입시켜 바닥구조체로 전달되는 열

량을 이용하여 바닥표면으로부터 실내공기까지 난방을 수행하는 방식임에 따라 바닥축열체의 온도를 높

이는 데 일정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수나 증기를 이용한 복사난방이나 공기조화기, FCU 등을

이용한 대류방식보다 실내설정온도 도달 시까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온수를 이용한 바닥축열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도상승 시뿐만 아니라 온도 하강 시에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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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적인 효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바닥구조체의 축열성능으로 인하여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실내공기

온도제어 방식일 경우 실내공기의 설정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은 쾌적한 실내온열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제

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표제어대상에 따라 온수의 환수온도를 제어하는 방식과 실내온도를 제어하는 방

식으로 나뉘거나, 밸브 구동방식에 따라 비례제어와 On-Off제어 방식으로 나뉜다[1].

이 중에서 공기를 통한 실내의 공기열환경 유지와 비례제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어가 단순하고, 밸브

구동횟수가 적어 밸브의 수명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내공기 설정온도와 대상공기온도 차에

따라 자동조절밸브를 통해 온수공급을 On-Off하는 제어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서 설명한 대로 바닥의 축열성능으로 인하여 실내공기와 바닥표면의 최고온도 및 최저온도의 온

도차이가 크게 벌어져 열적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내 열환경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관련된 연구로서 Park[2] 등은 바닥 난방 시스템의 RC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여 시뮬레이션으로 동

적 해석을 수행하고 개선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Kim[3] 등은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바닥난방시스템에서

난방스케쥴에 따른 축열성능을 기존방식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Cho[4] 등은 기존 PB배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폴리프로필렌 모세유관 바닥복사 난방시스

템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바닥난방시스템과 대비하여 난방효과 및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Ahn[5] 등은 건물의 구조체 변화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온도와 온수의 공급온도 및 유

량을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의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바닥난방시스템의 외기 및 건물구조체 등에 대한 환

경변수와 실내온도, 온수유량 등에 대한 제어변수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내 열적 쾌적성 개선 및 에너

지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시뮬레이션 연구이거나 실험적 연구의 경

우 제어변수 조절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어방법의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서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의 자

동온도조절밸브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어방식인 On-Off 제어에 의한 실내의 열적 변화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제어방법인 자동온도조절밸브를 이용한 On-Off 제어방법을 적용한 상

태에서 공급온수 설정온도, 실내공기 설정온도, 공급온수유량 등의 제어변수들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때에

대한 실내공기온도 및 바닥온도의 변화특성, 급수 및 환수 온도차의 변화특성,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의 특

성 등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환경변수인 외기온도를 측정하여 제어변수 및

에너지 소비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바닥난방시스템의 실내열환경 변화특성 분석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 선정된 대상세대의 바닥 배관망을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을 위한 기준실은 양측이 난방되는 실(거실과

침실3)로 이루어져 있고 창문과 방문이 있는 침실 2로 선정하였다.

기준실로 선정한 침실 2의 바닥면적은 총 14.8 m2로 남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실로 공급된 난방배관의 길

이는 온수분배기 기준으로 70.3 m이다.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D사의 가정용 가

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보일러에 공급수 설정을 위한 제어기를 직접 구성하고, 공급수 설정온도 변화

에 따라 순환펌프와 버너가 각각 On-Off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2는 온수분배기의 각 구마다 설치한 자동온도조절밸브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자동온도조절밸브

는 각 실내의 벽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내의 공기온도를 감지하여 설정온도와의 차이에 따라 밸브의 구

동부가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밸브의 구동방식은 모터에 의한 전개/전폐 방식으로 움직인다. 전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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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 걸리는 제어간격은 약 5~10초 정도 소요되며, 안방의 경우는 2구의 배관을 통해 온수가 공급됨에 따

라 2개의 밸브가 동시 작동한다. 온수분배기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각 배관에는 공급유량을 측정하고자 I

사의 미소유량계를 설치하였다. 이 미소유량계는 최소 0.5 ℓpm, 최대 5.0 ℓpm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Fig. 3은 기준실(침실2)로 공급되는 온수의 공급온도와 환수온도 측정을 통해 바닥구조체의 열적 변화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바닥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배관 표면에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실내의 열환경 분

석을 위해서는 실내로 유입되는 온수의 공급온도와 환수온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

것은 각 실내로 공급되는 온수는 분배기를 통해서 나누어져 공급되는데 분배기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거실

Fig. 1. Pipe network in floor

Fig. 2. On-off type automatic thermostatic valves in supply header

Fig. 3. Thermocouples attached in hot water supply and return lines in Ro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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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고 있어 각 실까지 온수가 이동하는 동안 구조체에 열을 빼앗겨 초기 공급온도 유지를 못하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실내 열환경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실(침실2)의 바닥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열전대를 부착하고 실내공기로 바로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콘크리트로

마감하였다.

Fig. 4는 실내로 공급되고 있는 온수배관의 중앙부와 바닥의 표면에 설치한 열전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

이다.앞서 실내로 공급하는 환수배관의 열전대 설치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온수배관의 정중앙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수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바닥표면의 열전대는 배관시공 시에

배관과 배관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됨에 따라 배관 바로 위의 바닥표면온도와 배관과 배관 사이

에 위치한 바닥표면의 온도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온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배관의

바로 윗표면과 배관과 배관사이의 바닥표면의 정중앙 표면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실내의 각 부분에 설치된 온도 및 유량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나

타낸 것이다. 측정값은 웹화면을 통해 직접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실험장치를 통해 실내 열적 환경 및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절

차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어변수인 공급온수 설정온도, 공급유량, 실내공기 설정온도 등을 변화시켜 주었

을 때의 기준실(침실 2)에 대하여 실내공기온도, 바닥온도, 공급 및 환수온도들의 변화특성과 외기온도 등

을 살펴보았다. 실험적 연구를 위하여 수행된 실험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공급유량 조건의 경우 8

구 온수분배기의 모든 밸브가 열려있을 때 합산유량을 검토하였을 때 기준조건을 2 ℓpm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나의 실로만 2 ℓpm의 유량이 흐를 경우 온도 동특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느려 특성을

Fig. 4. Thermocouples attached in floor surface and pipe line in the center of Room 2

Fig. 5. Data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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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어려움에 따라 기준유량을 4 ℓpm으로 선정하였으며, 단, 공급온수온도 조건 65oC의 경우 온도 동

특성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준실의 2 ℓpm의 유량 Case에 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6은 기준실(침실 2)을 대상으로 하여 실내 열환경 및 에너지 소모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일러 공

급온수온도 50oC, 실내공기온도 23oC, 공급유량 4 ℓpm으로 난방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대한 기준실의 공급

온수온도, 환수온도, 실내공기온도, 바닥온도, 그리고 외기온도 등의 온도변화특성과 공급유량의 변화특성

을 나타낸 실험결과이다. 여기서 24 시간 동안의 외기평균온도는 –4.3oC 그리고 실내공기 평균온도는

19.4oC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먼저 보일러 공급온수온도의 경우 50oC를 설정온도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oC 이

하의 낮은 공급온수온도가 공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기준실(침실 2) 내로만 공급

되는 열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준실 난방배관 입구·출구 측의 온도(Fig. 3참조)를 측정함에 따라 나타나

는 현상이다. 공급온수가 분배기에서 거실을 거쳐 기준실 입구까지 가면서 거실바닥에서 열량손실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보일러에서 온수 분배기로 공급되는 온수온도는 설정온도인 50oC에 제어되는 특성이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공급되는 난방수는 분배기를 통하여 거실을 거쳐 각 실로 공급됨에 따라(Fig. 1

참조) 순수하게 각 실로 공급되는 열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공기온도를 23oC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낮은 공급온수로 인하여 실내에 충분한 열량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

상이다. 보일러의 제어특성상 공급온수온도를 설정하였을 경우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보일러가 정지하여 연

료공급 및 난방수 순환펌프의 작동이 정지하게 된다. 이때 보일러가 다시 가동되기 위해서는 차동갭에 따

라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Fig. 7은 Fig. 6과 동일한 운전조건에서의 실내공기온도, 외기온도, 공급온수온도와 환수온도의 온도차에

대한 온도변화특성, 그리고 공급열량(에너지 소모량)의 변화특성을 나타낸 실험결과이다. 여기서 24시간 동

안의 총에너지 소모량은 31,884 kJ로 나타났다. 공급열량에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내공기온도가 설

정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열량공급이 실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따라 특히 외기온도가 낮은 경우 저온의 공급온수온도 설정은 실내열적 쾌적성에 있어서 상대적

으로 차가운 느낌의 불쾌감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Fig. 8은 공급온수온도를 60oC, 실내공기온도를 23oC, 공급유량을 4 ℓpm으로 난방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대한 온도변화 및 유량변화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24 시간 동안의 외기평균온도는 –4.3oC 그리

고 실내공기 평균온도는 22.4oC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기준실(침실 2)로 공

Table 1. Operation conditions for experiments

Case No.

Operational conditions

Boiler water set-temp.

(oC)

Room air

set-temp.(oC)

Supply flow-rate

(ℓpm)

1 50 23 4

2 60 23 4

3 55 23 4

4 55 22 4

5 60 23 4

6 65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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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공급온수온도가 약 50oC 크기의 온도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외기온도로 인하여 유량 공

급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실내공기온도는 설정온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외기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수의 공급시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Fig. 8과 동일한 운전조건에서의 온도변화 및 공급열량변화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24

시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량은 40,256 kJ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살펴볼 때 초기 동특성에 있어서 냉각된

실내를 실내설정온도까지 올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급되는 열량 또한 커짐을 알 수 있다.

실내로 공급되는 열량은 온수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바닥이 축열됨에 따라 공급과 환수온도와

의 온도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내로 공급되는 열량이 전체적으로 줄

어드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과 Fig. 11은 보일러 공급온수온도를 55oC,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23oC, 공급유량을 4 ℓpm으로 설

정하여 난방하였을 경우에 대해 Fig. 10은 바닥난방시스템의 온도변화 및 유량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Fig. 11은 온도변화 및 공급열량변화 특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24 시간 동안의 외기평균온

도는 –4.0oC, 실내공기 평균온도는 22.2oC, 그리고 총에너지 소모량은 34,944 kJ로 각각 나타났다. 

Fig. 7. Temperature responses and energy consumption

Fig. 6. Temperature and flow-rat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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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의 보일러 공급온수온도를 60oC로 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실내공기온도의 초기값이 약

17.0oC로 비슷한 온도의 크기에서 운전이 시작되었으나 공급온수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5oC이기 때문에

Fig. 10의 경우가 초기에 보일러 운전시간 및 실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모두 길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기평균온도가 Fig. 8의 경우는 –4.3oC이고, Fig. 10의 경우는 –4.0oC이며, 실내공

기 평균온도는 Fig. 8의 경우는 22.4oC이고 Fig. 10의 경우는 22.2oC로 각각의 크기는 온도차가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9와 Fig. 11의 그림을 비교해 볼 때 공급온수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Fig. 11의

경우가 공급환수온도차(S-R DT)의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 있어 에너지 소모량인 공급열량의 크기에서는

Fig. 8의 경우 40,256 kJ에 비해 Fig. 10의 경우는 8,348 kJ로 약 15.2%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공급온수온도를 55oC,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22oC, 공급유량을 4 ℓpm으로 난방 하였을 경우에

대한 바닥난방 시스템의 온도변화 및 공급유량 변화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공급열량의 변화특성에

대한 그림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 그림에서 24시간 동안의 외기평균온도는 –8.6oC, 실내공기 평균

온도는 21.3oC, 그리고 총에너지 소모량은 38,515 kJ로 각각 나타났다. 

Fig. 10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공급온수온도 조건에서 실내공기 설정온도만을 1oC 낮춘 22oC로 한 경우

Fig. 9. Temperature responses and energy consumption

Fig. 8. Temperature and flow-rat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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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운전 시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시간이 줄어들어 난방운전시

간이 짧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기평균온도는 –8.6oC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서 에너지 소모량

인 공급열량의 크기는 약 9.3% 증가하여 나타났다. 

Fig. 13은 공급온수온도를 60oC, 실내공기온도를 23oC, 공급유량을 4 ℓpm으로 난방을 수행하였을 경우

에 대한 온도변화 및 유량변화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24시간 동안의 외기평균온도는 –8.3oC, 실

내공기 평균온도는 22.2oC, 그리고 총에너지 소모량은 56,402 kJ로 각각 나타났다. 

Fig. 13은 Fig. 8과 동일한 난방 운전조건에서의 응답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환경변수인 외기온도를 임

의로 변경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기온도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낼 때 운전조건을 동일하게 선정함으

로써 외기온도 크기 차이에 따른 응답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ig. 13은 외

기온도가 최저 약 –13oC까지 내려가고 있으며 하루 외기평균온도가 –8.3oC로 나타남에 따라 Fig. 8의 평

균외기온도가 –4.3oC과 비교했을 때 약 4oC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운전에 의

해 하루 실내공기평균온도는 22.4oC와 22.2oC로 큰 차이가 없으나 외기평균온도가 약 4oC 정도 낮은 –8.3oC

인 경우가 큰 외기난방부하로 인하여 총에너지 소모량이 약 28.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Temperature responses and energy consumption

Fig. 10. Temperature and flow-rat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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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 13은 Fig. 10의 운전조건에서 공급온수온도 설정크기를 5oC 정도 증가시켜주어 60oC로 한 경

우로서 결과를 비교해보면, 공급온수 설정온도가 55oC인 Fig. 10인 경우는 외기평균온도가 –4.0oC이고 공

급온수설정온도가 60oC인 Fig. 13의 경우는 외기평균온도가 –8.3oC이어서 총에너지 소모량의 크기가 34,944

kJ과 56,402 kJ를 각각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두 경우가 거의 유사한 크기의 실내공기 평균온도를 유지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공급온수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소모량의 크기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4와 Fig. 15는 보일러의 공급온수 설정온도를 65oC,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23oC, 공급유량을 2 ℓpm

으로 각각 난방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대해 Fig. 14는 바닥난방시스템의 온도변화 및 유량변화 특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Fig. 15는 온도변화 및 공급열량변화 특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24시간 동안의 외

기평균온도는 –4.9oC, 실내공기 평균온도는 22.0oC, 그리고 총에너지 소모량은 35,430 kJ로 각각 나타났다.

Fig. 14와 Fig. 15는 공급온수 설정온도 조건을 Fig. 13의 경우에 비해 5oC 증가시킨 65oC로 선정하였으

며, 공급유량 1/2로 줄인 2 ℓpm로 하여 난방운전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온수의 설정온도 크기를 65oC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온수온도의 크기

Fig. 13. Temperature and flow-rate responses

Fig. 12. Temperature and flow-rat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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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난방수 순환유량이 상대적으로 작음으로 인하여 분배기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시

간이 4 ℓpm에 비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난방공급을 위한 운전의 빈도수가

4 ℓpm인 앞의 다른 경우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방운전조건으로서 온수의 공급유량을 감소

시켜주면 온수가 순환하면서 열손실이 증가하여 공급환수온도차(S-R DT)의 크기는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온수온도를 증가시켜줌으로써 실내온도를 적절한 크기로 유지시켜줄 수 있게 된다.

Fig. 13의 4 ℓpm으로 공급하였을 경우보다 더욱 냉각되어진 온수는 보일러에서 가열시키는 데 더욱 오

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난방운전이 이루어졌을 때 오랫동안 유량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온수공급시간이 짧아보이지만 Fig. 9와 같은 공급열량 변화특성과 비교해볼 때 보일러의 On-Off에 따

라 쉴새없이 실선모양으로 표현되어지던 공급열량이 Fig. 15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대그래프 모양처럼 뚜

렷하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Fig. 6에서 Fig. 15까지의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총에너지 소모량을 살펴보았을 때 총 6

가지 실내열환경 실험 중 가장 에너지 소모량이 크게 나타난 실험은 보일러 설정온도 60oC, 실내공기 설

정온도 23oC, 공급유량 4 ℓpm의 5번째 실험(Fig. 13)으로써 외기온도가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반

Fig. 14. Temperature and flow-rate responses

Fig. 15. Temperature responses and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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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실내 공기온도의 크기는 높게 유지하게 되어 에너지 소모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

기온도 평균이 8.6oC인 4번째 실험(Fig. 12)의 경우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

내공기 설정온도를 1oC 낮춰줌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급온수온도와 공급유량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내공기온도와 바닥표면온도, 공급환수온

도차 및 에너지 소모량을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실내의 열적 쾌적성 유지 및 에너지절감적 측면에서 살

펴보았을 때 환경변수인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공급온수온도와 공급유량을 적절히 제어한다면, 실내온도

유지 및 에너지절감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바닥표면온도의 쾌적성 여부와 에

너지 소모량 차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이번 실험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여 다양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분석연구를 수행한다면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최적

의 설정값 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어방법인 자동온도조절밸브를 이용한 On-Off 제어방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바

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의 공급온수 설정온도, 실내공기 설정온도, 공급온수유량 등의 제어변수들의 크기

와 환경변수인 외기온도의 변화특성이 실내 열환경 및 에너지 소모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연구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 공급온수온도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을 경우 실내공기온도가 설

정온도의 크기에 도달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공급 및 환수온도의 온도차는 오히려 줄어

들어 에너지 소모량인 공급열량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급온수

온도의 크기를 낮게 설정할 경우는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공급온수온도는 실내공기 설정온도 및 공급온수유량 등의 제어변수의 크기와 외기온도의 변화특성

에 따라 적절히 설정치를 변화시켜 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동일한 난방 운전조건에서 환경변수인 외기온도조건으로 하루 외기평균온도의 크기가 –8.3oC인 경

우와 –4.3oC인 경우를 비교 실험하였는데, 난방운전에 의해 하루 실내공기 평균온도는 22.4oC와 22.2oC로

큰 차이가 없으나 외기평균온도가 약 4oC 정도 낮은 –8.3oC인 경우가 총에너지 소모량이 약 28.6% 정도

(7.15 %/o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기평균온도가 낮은 경우는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도의 크

기에 도달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어 온수공급유량의 변화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난방운전시

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 난방운전조건으로서 온수의 공급유량의 크기에 따른 시스템의 제어특성을 고찰하고자 공급유량의 크

기를 1/2로 줄인 2 ℓpm로 감소시켜 주었을 경우와 비교해 본 결과 공급유량의 크기를 줄이면 온수가 순

Table 2. Results of experiments

Case No.

Experimental results

ReferenceOutdoor

mean temp.(oC)

Indoor

mean temp.(oC)

Total energy

consumption(kJ)

1 -4.3 19.4 31,884 Fig. 6, Fig. 7

2 -4.3 22.4 40,256 Fig. 8, Fig. 9

3 -4.0 22.2 34,944 Fig. 10, Fig. 11

4 -8.6 21.3 38,515 Fig. 12

5 -8.3 22.2 56,402 Fig. 13

6 -4.9 22.0 35,430 Fig. 14, 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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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면서 열손실이 증가하여 공급환수온도차(S-R DT)의 크기는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바

닥표면온도의 쾌적성 여부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상관관계가 명확히 제시될 경우 공급온수온도를 증가

시켜줌으로써 실내온도를 적절한 크기로 유지 시켜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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