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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

는 환경문제의 다양화와 심각화에 대하여 국제사

회는 이를 국가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이 환경관

련 각종 협약 및 법안들을 만들어 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 이외에 이산화탄

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목표이다.¹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인류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

구를 운동방식과 열원재질이 다른 제품 군을 3개

(스토브 형, 선풍기 형, 카본 히터 형)로 나눈 후 

각 군 별로 제조회사가 다른 2가지 제품, 총 6개의 

제품을 환경친화적 평가를 통하여 기구의 효율적 

선택 및 친환경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난방기구의 에너지 소모특성과 구조분석
 2.1 제품의 에너지 특성 측정

본 연구는 제품의 성능 파악을 위해 220 cm x 

250 cm크기의 실내 공간을 국가가 권장하는 겨울

철 적정 실내온도까지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소비 전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세 지점의 

온도계로 3분 간격으로 40분 동안 초기 온도 및 

최대 온도, 그리고 소비 전력량을 측정한다. 다음 

Fig.1은 온도계의 배치도를 보여준다.

 

Fig.1 View of thermometer layout

제품으로부터 1번, 2번 온도계는 150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3번 온도계는 120cm 떨어진 지점

에 위치한다. 난방기구를 고정 및 회전 상태로 실험 

할 때의 제품은 1번 온도계를 기준으로 마주보고 

실험을 하였다. 

2.2 분해를 통한 제품의 친환경성 평가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재료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국

가 LCI데이터베이스² 정보망을 참고하여 역

BOM(Bill Of Material)을 작성하였다. 다음 fig.2 

는 역 제작된 BOM(Bill Of Material) 을 보여준다.

Fig. 2 BOM(Bill Of Material)

3. 효율적 난방기구 선택기준 및 개선방안

여섯 가지의 제품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정상

태의 세기 강의 경우는 D1사 제품이 24.3도로 가장 

높게 나왔고 소모 전력량 대비 온도 또한 (최고 

온도/평균 전력)=0.030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고정

상태 세기 약의 경우는 M사의 제품이 19.3 도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력대비 온도 또한 0.047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두 제품은 모두 선풍기형 

전기 난방기구이다. 이 결과로 보아 한 지점의 온도 

상승을 요할 때는 선풍기 형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였고, 온도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회전상

태의 온도와 전력량을 순위별로 나타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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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aph of temperature

Table 1 Temperature per 10 minute

 

Fig. 3 과 Table 1은 온도계 별 회사 순위와 전력량 

표이다. D2사와 D3사의 두 제품은 카본 형으로 

가장 효율적 확인되었다. 따라서, 빠른 온도 상승을 

요하는 넓은 공간에서는 카본 형 전기 난방 기구가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카본 형 난방기구의 경우 열원재질이 근적외선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적외선은 파장이 0.75 ~ 3.0 

㎛로써 다른 선풍기형, 스토브형의 열원재질이 방

출하는 원적외선 에너지의 파장 3.0 ~ 1000 ㎛보다 

낮은 파장을 방출한다. 따라서 카본 형 난방기구가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³반면, 스토브 형 난방기구는 비교적 넓은 

공간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목적 보다는 제품과 

인접한 공간을 짧은 시간 내에 온도 상승을 필요로 

할때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효율 측면과 친환경성

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기 

난방기구 (스토브 형, 선풍기 형, 카본 히터 형)의 

열반사판 모양을 아치형으로 만들어 열반사 각도

를 넓혀주거나, 반사판의 

Table 2 Analysis of Eco-Design

 

표면을 주름진 형태로 설계하여 열에너지 반사율

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전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모든 제품에 

알루미늄 판이 사용되어있다. 알루미늄 판은 재활

용률이 약 11 %이며, GWP 발생량은 1 g 당 약 

10 g 이다. 반면, 강판은 재활용률이 약 98% 이며, 

GWP 발생량은 1 g 당 약 2 g이다. 따라서 친 환경성

을 위해 알루미늄 판이 사용된 부분을 강판으로 

대체할 경우 약 87 %의 재활용률이 상승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약 80 %가 감소된다. 

다음 TABLE 2는 각 제품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알루미늄 판 재료를 사용한 부분을 

강판으로 교체하여 GWP와 재활용률을 계산한 것

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은 겨울철 전기난방기구에 대해 온도 

측정 및 BOM(Bill Of Material) 분석을 하여 제품의 

효율적 선택과 친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또

한, 제시된 방안들은 추후 전기 난방 기기 제품을 

디자인하는 일반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환경 산업 기술원 에코 디자인 전문인

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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