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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studyanalyzedtheperformanceofsolarchimneysystem fornaturalventilationinundergroundspace.

A mathematicalmodelofthesolarchimneywasproposedinordertopredictitsperformanceundervarying

parametersandKoreaclimaticcondition.Steadystateheattransferequationsweresetupusingaenergy

balanced equationsand solved using ainversematrix method.Numericalsimulation program toanalyze

system wasdevelopedbyusingMATLAB.

Astheresults,theventilation performanceofthesolarchimney wasdetermined by thetemperature

differenceofairchannelandinlet,andthetemperaturedifferencewasinfluencedbyinsolation,stackheight

anddistanceofairgab.Alsothesolarchimneysystem canprovide262.9m3/hofannualaverageventilation

rate.Becauseseasonaldifferencesofventilationratewascalculatedwithin25%,thesolarchimneysystem can

beusedforeveryseasoninKoreaclimaticcondition.

Throughthisstudy,performanceofsolarchimneysystem fornaturalventilationwasverifiedbynumerical

method.Consequently,thesolarchimney system isproved tobeeffectivedevicefornaturalventilation

utilizing atalltimes,and the additionalstudies should be made through the experimentalmethod for

imagineeringand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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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Af : 공층 면 (m2)

Afi : 공층 유입구 면 (m2)

Cf :공기의 비열 (J/kgK)

Cso :토양의 평균 비열 (J/kgK)

D : 공층 두께 (m)

H : 공층 높이 (m)

hc : 도 열 달계수 (W/m2K)

hr :복사 열 달계수 (W/m2K)

hv : 류 열 달계수 (W/m
2
K)

Ivt :남측수직면일사량 (W/m
2
)

kso :토양의 열 도율 (W/mK)
 :질량유량 (kg/s)
 : 공층 공기열유속(W/m2)

S1 :투과체흡수일사량 (W/m2)

S2 :흡수체흡수일사량 (W/m
2
)

T :온도 (K)

Tamp :지표면온도의 진폭 (℃)

Tgrd,dp :깊이(dp)의 지 온도 (℃)

Tmean :연평균 지표면 온도 (℃)

tnow :해당연도의 재일수 (일)

tsft :최 온도의 시간차 (일)
V s : 공층 체 유량(m

3
/s)

W : 공층 비 (m)

α :흡수율

αso :토양의 열확산율 (m2/day)

γ : 공층 평균온도근사계수

ε :방사율

η :시스템효율

λgrd :지면의 반사율

ρ : 도(kg/m
3
)

τ :투과율

Gr :Grashofnumber

Nu :Nusseltnumber

Pr :Prandtlnumber

Ra :Rayleighnumber

g(하첨자) :투과체

f(하첨자) : 공층

w1(하첨자) :흡수체외표면

w2(하첨자) :흡수체내표면

1.서 론

1.1연구 배경 목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녹색성장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나아가야 할

시 흐름이며 방향이다.국내 총에 지

소비의 약 23%가 건물분야에서 사용되는 상

황에서,건물에 지 소비 감을 한 다양

한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본 논문에

서는 이런 건물 에 지 효율화 기술 하나

인 자연형 태양열 설계 기법 가운데 태양굴

뚝을 통한 자연 환기 방식에 하여 정량

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상은 오염이 심한 반면 자연환기에

취약한 구조로 환기를 기계 환기수단에만 의

존하고 있는 지하공간을 상으로 하 다.

자연 환기를 증 시키고 에 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자연 환기 시스템의 연구는 건물의

환경 부하를 이고,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 친화 인 건축을 실 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2연구 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태양 굴뚝 자연 환기 시스

템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시스템의

환기 성능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에 한

성능 비교와 연간 환기 성능을 분석하 다.

건축 설계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이론 인 체계 수립과 수치해법에 따른

분석에 을 맞추었다.

시스템의 성능은 일사량,높이,두께 등의

변수 변화에 따른 공층의 평균유속,질량

유량,체 유량,시스템효율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하 다.시스템의 연간 환기 성능은

정한 단 모델을 선정한 후 서울 지역의 기

상데이터를 용해 환기량을 분석하여 국내

기후 조건에서의 시스템의 실제 활용 가능성

을 검증하 다.

이를 해 시스템의 해석에 합한 열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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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수립하고,MATLAB을 이용하여

해석 로그램을 작성하 으며,시스템에

한 다양한 정량 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2.태양 굴뚝 시스템의 개요

그림 1은 태양 굴뚝 자연 환기 시스템의 구

성 원리를 나타낸 개념도이다.시스템은

투과체, 공층,흡수체(집열체)로 구성된다.

투과체는 유리,흡수체는 기존 건물벽체에 무

택 검정페인트로 도장한 알루미늄 을 부

착해 구성한다. 공층은 상․하부에는 공기

가 유출입할 수 있는 통기구를 설치했다.

시스템은 연돌효과(StackEffect)에 의해

지하 공간에 자연 환기를 제공하며,열부하

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 배기구로

서의 기능만 수행한다. 공층 온도가 유입

구의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유입구가 차단

되어 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 다.

그림 1.시스템 개념도

3.이론 분석

시스템 해석을 한 열수지 모델은 그림 2

와 같으며, 도, 류,복사의 복합 열 달

메커니즘을 갖는다.이론 분석을 단순화하

기 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시스템 해석은 1차원 정상상태 열 달

문제로 간주한다.

2) 공층 공기를 제외한 모든 재료의 물

성값은 온도 변화와 무 하다.

3)유출구의 외기에 의한 향과 일사량

계산 시 음 의 향은 무시한다.

4)모든 표면은 회색체로 간주한다.

5)흡수체와 유리의 열용량은 무시한다.

6)지표면의 온도는 외기온도 동일하다

그림 2.시스템 해석 개념도

3.1에 지평형방정식

시스템 해석을 한 에 지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투과체, 공층,

흡수체 외표면,흡수체 내표면)으로 나 어

수립할 수 있으며 식(1)∼(4)와 같다.

ShvaTgTambhrsTgTskyhrgTg
TgrdhvgTfTghrwTwTg  

(1)

qhvgTfTghvwTwTf   (2)

ShvwTwTfhrwTwTg

 hcwTwTw  

(3)

hcwTwTwhri TkTw

hvi Tr T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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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의 q는 공층 온도가 유출입구의 온

도와 차이가 있는 경우 자연 류로 인해 공

기에 달되는 열유속(heatflux)을 나타내며

식(5)에 의해 계산된다. 공층 내 평균온도

는 식(6)와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5)는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여기

서 γ는 ‘평균온도근사계수’로 Ong과 Chow

가 제안한 0.74를 사용하 다.1)

qWH

mC f TfoTfi 
(5)

Tf  Tfo  Tfi (6)

qWH

mC f TfTfi 
(7)

질량유량 m은 식(9)에 의해 계산할 수 있

다.식(9)에서 CA fi
A f 



C은 압력손실을 나

타내며 C과 C는 무차원상수로 Trombe등

이 제안한 상수 8과 2를 사용하 다.2)

V fCAfiAf C
gH
Tf 

Tf T fi 
(8)

mV f∙ Af∙f (9)

3.2열 달계수의 계산

외기에 면한 투과체 수직면에서의 류열

달계수는 Watmuff등이 제안한 식을 사용

하 으며3). 공층 내부의 공기유동을 수직

면의 자연 류 상으로 보면 류열 달계

수는 식(11)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1)K.S.Ong,C.C.Chow,Performanceofasolarchimney,Solar

Energy,Vol.74,pp.1-17,2003.

2)Trombe,F.,Robert,J.F.,Cabanot,M.,andSesolis,B.,Concrete

WallstoCollectandHoldHeat,SolarAge,Vol2,pp13-19,1977,

3)Watmuff,J.H.,W.W.S.Charters,andD.Proctor,SolarandWind

inducedExternalCoefficientsforSolarCollectors,CPMPLES,No.2,

p.56,1977.

hva Va (10)

hvwgH

Nu∙k
(11)

Nu  
Pr 

Ra
 (12)

흡수체 내표면과 실내와의 류열 달계

수는 Griffiths와 Davis가 제안한 실험식인

식(1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4)투과체 수직

벽면과 천공,투과체 수직벽면과 지면사이의

복사열 달계수는 식(14),(15)와 같다.

hvi  ∙Tw Tr 
 (13)

hrs ∙∙g∙Tg
Tsky

 TgTsky (14)

hrg ∙∙g∙Tg
Tgrd

 TgTgrd (15)

투과체와 흡수체 외표면 사이,흡수체 내

표면과 실내벽 사이의 복사열 달계수는 식

(16),(17)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5)

hrw ∙gw 


Tg
Tw

 TgTw  (16)

hri ∙wk∙Tw
 Tk

TwTk (17)

3.3지하공간의 온도 계산

환기 상인 지하 공간의 온도 계산을 단

순화하기 하여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지하공간은 비난방실이며,유입구의 온도

는 지하 공간의 평균 온도와 동일하다.

2)환기횟수는 시간당 3회로 설정하며,외기

만을 흡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지하공간은 평면은 정사각형,층고는 3m,

면 은 1000m
2
로 가정한다.

4)지하공간의 상부면 온도는 인 실 온도,

벽면의 평균온도는 1.5m의 지 온도,

바닥면의 온도는 3.0m의 지 온도로 가

정한다.

4) 한건축학회,건축환경계획,기문당,2003.

5)서승직 외,건축환경공학,일진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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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의 온도 계산을 한 지 온도는

T.Kusuda가 제안한 식(18)를 이용하여 계

산하 고,6)ETIS분석지에 제공된 서울 지

역 월평균 지 온도와 동일한 분포 패턴을

만들기 해 연평균지표면온도 14℃,지표면

온도진폭 15℃,최 온도시간차 25일의 값을

사용하 다.7)지하 공간의 실내 온도는 식

(19)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Tgrddp Tmean  Tamp∙exp



dpso








∙ cos




 tnow ts ft

dp
so


 

(18)

Tb


i 

n

Abi∙Kbi

Cbi∙bi∙Vbi



i 

n

Abi∙ Kbi

Cbi∙bi∙Vbi
Tbi

(19)

3.4환기량 시스템효율

공층 평균유속,환기량(체 유량),시스

템효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V f Af∙f

m
(20)

V s f

m
(21)

 W∙ H∙ Ivt

m∙ C f∙TfoTfi 
× (22)

3.5재료 물성값 수렴 조건

건물 벽체와 슬라 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

된 것으로 가정하 고,태양굴뚝과 건물 기

존 벽체의 구성 물성값은 표 1과 같다.

6)Kasuda,T.,andArchenbach,P.R."EarthTemperatureandThermal

DiffusivityatSelectedStationsintheUnitedStates",ASHRAE

Transactions,Vol.71,Part1,1965

7)이재 ,복토주택의 복토 방법에 따른 열부하 패턴에 한 연구,인하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18,2008.

구분 토양 유리 알루
미늄

기존건물벽체

단열재 콘크
리트

두께 0.005 0.001 0.05 0.2

열 도율 2.42 1.05 210.1 0.036 1.73

도 3,200 2,510 2,700 30 2,243

비열 840 820 880 1,380 840

흡수율 0.06 0.95 0.7

방사율 0.90 0.94 0.8

투과율 0.84

열확산율 0.078

표 1.재료의 물성값

시스템의 열평형방정식은 역행렬법을 이

용하여 해를 구하고,이 해가 오차 범 에 수

렴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의 근사해

를 계산하 으며 수렴조건은 다음과 같다.

Tf n  
Tf
n  Tf

n

 ≤   (23)

4.변수에 따른 시스템 성능 분석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하 주요 변수의

입력값 기상 조건은 표 2와 같다.

항 목 기 본 값 분 석 값

일사량 (W/m2) 200 100∼1,000

공층 높이 (m) 10 5∼50

공층 두께 (m) 0.5 0.2∼2

풍 속 (m/s) 2.4

외기온도 (K) 285

유입구 온도 (K) 287

인 실 온도 (K) 296

공층 비 (m) 1

표 2.시뮬 이션 주요 입력값

4.1일사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그림 3은 일사량의 변화에 따른 각 부분의

시스템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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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일사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일사량이 증가할수록 공층의 평균온도

가 상승하고,이로 인해 공층 내의 평균유

속이 증가하여 질량유량과 환기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공층 높이(H)변화에 따른 성능

그림 4는 공층의 높이 변화에 따른 시스

템 성능을 나타낸다. 공층의 높이가 높아

질수록 시스템이 획득하는 총일사량이 증가

해 공층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공층 내의 평균유속이 증가하여 질량유량

과 환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공층 높이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4.3 공층 두께(D)변화에 따른 성능

그림 5는 공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시스

템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5. 공층 두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공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공층의 평

균온도가 감소하고,이로 인해 공층 내의

평균유속이 감소한다.하지만 질량유량과 환

기량은 공층 두께 증가로 인한 면 증가

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시스템 연간 성능 분석

시스템의 연간 성능을 평가하기 한 단

모델은 남측면에 규모 건물에 용 가능한

크기인 1m*0.5m*10m로 선정하 다.인 실

의 설정온도는 난방기 293K,냉방기 299K,

간기 296K로 설정하 다.

월
외기
온도
(K)

풍속

(m/s)

수직면
일사량
(W/m2)

인 실
온도
(K)

지하층
온도
(K)

1 269.9 2.5 122.8 293.0 275.9

2 271.8 2.7 136.9 293.0 276.8

3 277.7 2.9 125.4 296.0 281.0

4 284.9 3.0 112.2 296.0 285.9

5 290.6 2.6 84.1 296.0 290.1

6 294.3 2.3 76.4 299.0 293.6

7 297.8 2.3 66.4 299.0 296.5

8 298.6 2.2 76.1 299.0 297.5

9 293.5 2.0 109.3 296.0 293.8

10 287.4 2.0 122.3 296.0 289.6

11 279.7 2.4 114.9 296.0 284.1

12 272.8 2.4 103.7 293.0 278.5

평균 284.9 2.4 104.2 296.0 286.9

표 3.월평균 기상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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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외기온도,수직면일사량,지하층온

도를 월별로 분석한 표이다.연간 분석을

한 기상데이터는 TRNSYS에서 제공되는 서

울 지역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하 으며,수직

면 일사량은 TRNSYS의 일사량 계산 컴포

트인 Type109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5.1일평균 성능 분석

그림 6은 일평균 시스템 환기 성능을 나타

낸 것이다.연 거의 모든 날에 태양굴뚝 시

스템을 통한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며 일평균

환기량은 262.9(m
3
/h)이고 최 환기량은 45

8.9(m
3
/h)인 것으로 분석 다.

그림 6.일평균 시스템 성능

5.2월평균 성능 분석

표 4는 월평균 시스템 환기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시스템의 월평균 환기량은 219.4∼29

6.0(m3/h)의 범 이며,최 환기량 발생월은

3월,최소 환기량 발생월은 12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기량의 차이는 략 25(%)이내

로 모든 계 에 태양 굴뚝 자연 환기 시스템

이 활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

5.3계 별 성능 분석

환기량을 계 별로 살펴보면 >가을>여

름>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5와 같다.시

스템의 환기 성능은 공층과 유입구의 온도

차에 의해 결정된다.이 온도차는 여러 변수

가 복합 으로 작용하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 변수인 일사량,지

온도,외기온도로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월
평 균
유 속
(m/s)

질 량
유 량
(kg/s)

체
유 량
(m
3
/s)

시스템
효 율
(%)

시간당
환기량
(m
3
/h)

1 0.127 0.078 0.064 8.5 228.9

2 0.157 0.096 0.078 10.7 282.5

3 0.164 0.100 0.082 11.8 296.0

4 0.163 0.097 0.081 12.3 293.1

5 0.157 0.093 0.078 12.8 281.8

6 0.150 0.088 0.075 12.4 270.6

7 0.136 0.079 0.068 11.4 244.9

8 0.137 0.079 0.069 10.9 246.9

9 0.153 0.089 0.076 11.2 274.6

10 0.155 0.092 0.078 10.9 279.6

11 0.131 0.079 0.066 8.8 236.3

12 0.122 0.074 0.061 8.4 219.4

평균 0.146 0.087 0.073 10.8 262.9

표 4.월평균 시스템 환기 성능

계
평 균
유 속
(m/s)

질 량
유 량
(kg/s)

체
유 량
(m3/s)

시스템
효 율
(%)

시간당
환기량
(m3/h)

0.161 0.097 0.081 12.3 290.3

여름 0.141 0.082 0.071 11.5 254.1

가을 0.146 0.086 0.073 10.3 263.5

겨울 0.135 0.083 0.068 9.2 243.6

표 5.분기별 시스템 환기 성능

그림 7.계 별 공층-유입구 온도차 개념도

5.4평균일 분석

그림 8,9는 환기량이 최 인 3월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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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2월의 평균일의 시스템 성능 분포이다.

여기서 ‘평균일’은 해당 월의 모든 날을 시

간 별로 평균하여 만든 가상의 날을 말한

다.시스템으로 인한 자연 환기는 일사가

있는 시간에 주로 발생하며,3월 평균일의

총 환기량은 7,103.4m
3
/day,12월 평균일의

총 환기량은 5,266.6m
3
/day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8.3월 평균일 시스템 환기 성능

그림 9.12월 평균일 시스템 환기 성능

6.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해 태

양 굴뚝 자연 환기 시스템(SolarChimneyS

ystem)의 변수에 따른 성능과 연간 환기 성

능을 정량 으로 분석하 으며,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일사량이 증가하고, 공층의 높이가 높

아질수록 공층 유속이 증가하고 질량

유량과 환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일사량 100(W/m
2
),높이 5(m)의

증가에 따라 환기량은 각각 0.013∼0.057

(m
3
/s),0.033∼0.066(m

3
/s)만큼 증가하

다.

(2) 공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공층 유

속은 감소하지만 환기량은 공층 면

증가로 인해 증가한다. 공층의 두께가

0.2(m)증가함에 따라 유속은 0.008∼0.0

88(m/s)만큼 감소하는 반면 환기량은 0.

032∼0.060(m
3
/s)만큼 증가하 다.

(3)연간 분석 결과 태양 굴뚝 자연 환기 시

스템은 국내 기후 조건에서 연 모든

시기에 계속 으로 사용이 가능하며,최

환기량은 458.9(m
3
/hr)며 평균 환기량

은 262.9(m
3
/hr)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4)시스템의 월평균 환기량은 219.4∼296.0

(m
3
/hr)의 범 이며 3월에 최소,12월에

최 환기량이 발생하 다.월별 환기량

의 차이는 25% 이내로 나타났다.

(5)환기량을 계 별로 살펴보면 >가을>

여름>겨울 순이며 이는 일사량,외기온

도,지 온도의 복합 인 향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6)시스템으로 인한 자연 환기는 일사가 있

는 주간 시간에 주로 발생하며,3월 평균

일의 총 환기량은 7,103.4m
3
/day,12월

평균일의 총 환기량은 5,266.6m
3
/day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태양굴뚝 자연 환기

시스템의 응용을 한 수치 방법에 의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졌으며,제안된 분석 시

뮬 이션의 실용화 열 달계수의 실증 검

증을 해 Mock-Up모델을 통한 실험 연

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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