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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urposed to provide thermal comfort range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tial style

of radiant floor heating space, and to compare it with the thermal comfort range at predicted mean

vote. The survey for the thermal sensation vote to the subjects and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has been executed, and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perform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 physical factor and the psychological factor results lower neutral point of the floor

sitting style than that of the chair sitting style.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predicted mean vote and the thermal sensation vote via survey, which appears to be caused by distinctiv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 of floor radiant heating space, such as, high radiant temperature and contact

thermal sensation of floor surface.

Key words: Residential style(생활특성), Radiant floor heating(바닥복사난방), Thermal comfor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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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난방방식은 바닥복사난방

으로 좌식생활에 적합한 온돌난방방식이 변형된 온

수온돌난방을 주로 적용하고 있지만, 생활방식은 서

구적 주택계획 원리가 도입되어 입식생활이 보편화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좌식생활

문화가 발달해 있으나 거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생활문화와 거

주자 의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난방 공간에서 생

활특성에 따른 열쾌적 범위를 제시하고, ISO 7730

및 ASHRAE Standard 55에서 제안하는 예상평균온

열감의 열쾌적 범위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1.2 연구방법

바닥복사난방 공간에서의 열쾌적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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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실을 일반 주거공간과 같은

조건으로 조성한 후, 실내에 바닥복사난방을 실시하

면서 인체의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에 대한 측정과 피험자의 주관적인 반응에 대한 응

답온열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특성에 따라 좌식생활방식인 바닥착석 자세

와 입식생활방식인 의자착석 자세로 구분하여 실험

하였고, 바닥복사난방 공간에서 환경적 요소가 인체

의 열쾌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을 통하여 민감도, 상관성, 열쾌적 범위 및 중립점

온도를 산출하였다.

2. 열쾌적 이론 및 선행연구

2.1 온열환경지표

쾌적한 실내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요구에 따라

열쾌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온열환경지표

가 각 분야에서 제창되었다. 온열환경지표를 크게

분류하면 물리적 계측지표, 주관적·경험적 지표 및

열평형식에 기초한 지표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계

측지표는 카타냉각력, 흑구온도 및 합성온도 등이

있고, 주관적·경험적 지표는 유효온도, 수정유효온

도 및 불쾌지수 등이 있으며, 열평형식에 기초한 지

표는 작용온도, 신유효온도 및 예상평균온열감 등이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바닥복사난방 공간의 열쾌적 범위에 대하여 선행

된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용철[1] 등은 설문조사에

의한 재실자의 응답온열감과 계산에 의한 예상평균

온열감의 비교를 통하여 바닥난방 공간의 열쾌적

범위는 온열환경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7730과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윤정[2] 등은 흑구온

도의 중성역은 24℃ 부근이고, 실내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바닥난방 가동여부에 따라 온열감 반응에

2단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형수[3] 등은

바닥면온도 중립점은 바닥면 접촉후 1분 경과시

30.49℃이고, 20분 후에는 29.19℃인 것을 확인하

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바닥복사난

방 공간은 독특한 온열감 특성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3. 측정항목 및 실험조건

3.1 실험실 개요

실험실은 가로 4.5 m, 세로 3.0 m, 높이 2.1 m의 건

축물로 바닥에 외경 15.88 mm의 동관을 200 mm 간

격으로 매설하였다. 보일러에서 생산된 온수는 항온

수조를 거쳐 70℃로 바닥배관에 공급되고, 펌프에

의하여 강제 순환되는 바닥복사난방 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3.2 측정항목

온열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측정

위치, 항목 및 방법을 Fig. 1과 Table 1에 나타냈다.

실내온도, 바닥표면온도, 평균복사온도 및 평균피

부온도는 열전대를 설치한 후, 데이터로거에 연결하

여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습도, 기류속도, 작용

온도, 신유효온도 및 예상평균온열감은 Innova air

Tech 사의 Thermal Comfort 데이터로거 1221을 이

용하여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3 응답온열감 평가조건

응답온열감 평가를 위한 피험자는 20대 건강한

남녀 각 8명씩 총 16명을 선정하였고, 피험자의 신

Fig. 1. Measuring posi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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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건은 평균연령 24.6세, 평균신장 168.6 cm, 평균

체중 59.2 kg이었다.

응답온열감 평가조건을 Fig. 2에 나타냈다. 피험

자의 자세는 좌식생활인 바닥착석 자세와 입식생활

인 의자착석 자세로 변화시켰고, 대사량은 독서나

가벼운 대화만 가능하도록 활동을 제한하여 1.0Met

에 기준하였으며, 착의량은 동절기 기준인 1.0Clo에

맞추어 의복 착용상태를 조절하였다.

응답온열감 설문조사는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

과 방법을 숙지시킨 후, 실험실에 입실시켜 40분간

환경에 적응시키고, 10분 단위로 7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온열감 척도는 Fig. 3의 생리-심리

학적 반응척도를 이용하였다.

4. 실험결과 분석

4.1 열쾌적 범위 및 중립점

측정된 환경적 요소가 설문조사된 응답온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형적 통계모형인 단순선형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도출된 회귀방정식의 y항에 온열감의 쾌적범위인

±0.5를 대입하여 실내온도, 바닥표면온도, 평균복사

온도, 평균피부온도, 작용온도 및 신유효온도의 열

쾌적 범위 x를 산출하였다. 또한, y항에 0을 대입하

여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중립점 온도 x를 산출하

였다.

4.2 실내온도와 온열감

실내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열쾌적 범위 및 중

립점 온도를 Fig. 4와 Table 2에 나타냈다.

실내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기울기는 좌식생활

에서 0.3944, 입식생활에서 0.3597로 좌식생활에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7982,

0.7837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응답온열감 편차가 22℃ 이하 구간에서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피험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에 따라 실내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고, 해당 온도구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답온열

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좌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위는 21.41~23.96℃였

고, 중립점 온도는 22.70℃로 나타났다. 입식생활에

서의 열쾌적 범위는 21.73~24.51℃였고, 중립점 온

도는 23.12℃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

의 열쾌적 범위는 21.70~25.37℃였고, 중립점 온도

Table 1. Measuring items and method

Item Position Equipment

Outdoor Air Temperature 2Points outside of test chamber Thermocouple

Room Air Temperature 9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Thermocouple

Floor Surface Temperature 5Points on the floor surface Thermocouple

Mean Radiant Temperature 1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Globe Thermometer

Mean Skin Temperature 7Points on the body Thermocouple

Humidity 1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Thermal Comfort Meter Transducer MM 0037

Air Velocity 1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Thermal Comfort Meter Transducer MM 0038

Operative Temperature 1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Thermal Comfort Meter Transducer MM 0060

New Effective Temperature 1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Thermal Comfort Meter Type 1221

Predicted Mean Vote 1Points in the height of 1.1m above the floor Thermal Comfort Meter Module UA 1276

Fig. 2. Thermal sensation vote evaluation condition

Fig. 3. Thermal sensation vote scale survey form



10 김상훈·정광섭·김영일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는 23.53℃로 나타났다. 좌식생활방식이 입식생활

방식에 비하여 0.42℃ 낮은 온도에서 중립을 나타낸

것은 “바닥표면에서의 열전달이 전신온열감에 영향

을 주었다”는 물리적 요소와 “한국인에게 좌식생활

이 익숙하다”는 심리적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의 중립점

온도는 좌식생활보다 0.83℃ 높았고, 입식생활보다

0.41℃ 높게 나타났다.

4.3 바닥표면온도와 온열감

바닥표면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열쾌적 범위및

중립점 온도를 Fig. 5와 Table 3에 나타냈다.

바닥표면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기울기는 좌식

생활에서 0.3469, 입식생활에서 0.3598로 차이가 작

았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7551, 0.7262로 높은 상

관성을 보였다.

응답온열감 편차가 28℃ 이하 구간에서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피험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에 따라 바닥표면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

도가 다르고, 해당 온도구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

답온열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좌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위는 28.09~30.97℃였

Fig. 4. Room air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by

residential style

Table 2. Correlation of room air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Residential Style

Regression

Formulas

Comfort Range [℃]

(Neutral Point [℃])

Thermal Sensation 

Vote

Floor

Sitting

y=0.3944x-8.9512

R²=0.7982

21.41<x<23.96

(x=22.70)

Chair

Sitting

y=0.3597x-8.3171

R²=0.7837

21.73<x<24.51

(x=23.12)

Predicted Mean Vote
y=0.2726x-6.4150

R²=0.9843

21.70<x<25.37

(x=23.53)

Table 3. Correlation of floor surface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Residential Style Regression Formulas
Comfort Range [℃]

(Neutral Point [℃])

Thermal Sensation Vote

Floor Sitting
y=0.3469x-10.244

R²=0.7551

28.09<x<30.97

(x=29.53)

Chair Sitting
y=0.3598x-10.818

R²=0.7262

28.68<x<31.46

(x=30.07)

Predicted Mean Vote
y=0.2498x-7.6160 

R²=0.8796

28.49<x<32.49

(x=30.49)

Fig. 5. Floor surface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by

residenti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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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립점 온도는 29.53℃로 나타났다. 입식생활에

서의 열쾌적 범위는 28.68~31.46℃였고, 중립점 온

도는 30.07℃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

의 열쾌적 범위는 28.49~32.49℃였고, 중립점 온도

는 30.49℃로 나타났다. 좌식생활방식이 입식생활

방식에 비하여 0.54℃ 낮은 온도에서 중립을 나타냈

다. 따라서, 동일한 쾌적상태를 느끼기 위해서는 입

식생활방식에서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의 중립점

온도는 좌식생활보다 0.96℃ 높았고, 입식생활보다

0.42℃ 높게 나타났다.

4.4 평균복사온도와 온열감

평균복사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열쾌적 범위및

중립점 온도를 Fig. 6과 Table 4에 나타냈다.

평균복사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기울기는 좌식

생활에서 0.3440, 입식생활에서 0.3322로 차이가 작

았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689, 0.7881로 비교적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좌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위는 22.56~25.47℃였

고, 중립점 온도는 24.02℃로 나타났다. 입식생활에

서의 열쾌적 범위는 22.62~25.63℃였고, 중립점 온

도는 24.12℃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

의 열쾌적 범위는 22.75~26.70℃였고, 중립점 온도

는 24.73℃로 나타났다. 좌식생활방식이 입식생활

방식에 비하여 0.10℃ 낮은 온도에서 중립을 나타

냈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의 중립점 온도는 좌식생

활보다 0.71℃ 높았고, 입식생활보다 0.61℃ 높게 나

타났다.

4.5 평균피부온도와 온열감

평균피부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열쾌적 범위및

중립점 온도를 Fig. 7과 Table 5에 나타냈다.

평균피부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기울기는 좌식

생활에서 0.9310, 입식생활에서 0.8209로 좌식생활

에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8669, 0.8068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좌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위는 32.96~34.03℃였

고, 중립점 온도는 33.50℃로 나타났다. 입식생활에

서의 열쾌적 범위는 33.36~34.58℃였고, 중립점 온

Fig. 6. Mean radiant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by

residential style

Table 4. Correlation of mean radiant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Residential Style
Regression

Formulas

Comfort Range [℃]

(Neutral Point [℃])

Thermal Sensation Vote

Floor Sitting
y=0.3440x-8.2618

R²=0.7048

22.56<x<25.47

(x=24.02)

Chair Sitting
y=0.3322x-8.0135

R²=0.7881

22.62<x<25.63

(x=24.12)

Predicted Mean Vote
y=0.2532x-6.2613 

R²=0.9823

22.75<x<26.70

(x=24.73)

Fig. 7. Mean skin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by

residenti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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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3.97℃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

의 열쾌적 범위는 33.17~34.92℃였고, 중립점 온도

는 34.05℃로 나타났다. 좌식생활방식이 입식생활

방식에 비하여 0.47℃ 낮은 온도에서 중립을 나타

냈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의 중립점 온도는 좌식생

활보다 0.55℃ 높았고, 입식생활보다 0.08℃ 높게 나

타났다.

4.6 작용온도와 온열감

작용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열쾌적 범위 및 중

립점 온도를 Fig. 8과 Table 6에 나타냈다.

작용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기울기는 좌식생활

에서 0.3944, 입식생활에서 0.4100으로 차이가 작았

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8008, 0.7741로 높은 상관

성을 보였다.

응답온열감 편차가 21℃ 이하 구간에서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피험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에 따라 작용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고, 해당 온도구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답온열

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좌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위는 20.47~23.00℃였

고, 중립점 온도는 21.73℃로 나타났다. 입식생활에

서의 열쾌적 범위는 20.56~23.00℃였고, 중립점 온

도는 21.78℃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

의 열쾌적 범위는 20.62~24.08℃였고, 중립점 온도

는 22.35℃로 나타났다. 좌식생활방식이 입식생활

방식에 비하여 0.05℃ 낮은 온도에서 중립을 나타냈

으며, 예상평균온열감의 중립점 온도는 좌식생활보

다 0.62℃ 높았고, 입식생활보다 0.57℃ 높게 나타

났다.

Table 5. Correlation of mean skin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Residential Style
Regression

Formulas

Comfort Range[℃]

(Neutral Point[℃])

Thermal Sensation Vote

Floor Sitting
y=0.9310x-31.184

R²=0.8669

32.96<x<34.03

(x=33.50)

Chair Sitting
y=0.8209x-27.889

R²=0.8068

33.36<x<34.58

(x=33.97)

Predicted Mean Vote
y=0.5720x-19.474 

R²=0.8662

33.17<x<34.92

(x=34.05)

Fig. 8. Operative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by

residential style

Table 6. Correlation of operative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Residential Style
Regression

Formulas

Comfort Range [℃]

(Neutral Point [℃])

Thermal Sensation Vote

Floor Sitting
y=0.3944x-8.5717

R²=0.8008 

20.47<x<23.00

(x=21.73)

Chair Sitting
y=0.4100x-8.9311

R²=0.7741 

20.56<x<23.00

(x=21.78)

Predicted Mean Vote
y=0.2889x-6.4563 

R²=0.9554 

20.62<x<24.08

(x=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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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유효온도와 온열감

신유효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열쾌적 범위 및

중립점 온도를 Fig. 9과 Table 7에 나타냈다.

신유효온도와 온열감의 회귀식 기울기는 좌식생

활에서 0.4505, 입식생활에서 0.4569로 차이가 작았

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8028, 0.7735로 높은 상관

성을 보였다.

좌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위는 20.04~22.26℃였

고, 중립점 온도는 21.15℃로 나타났다. 입식생활에

서의 열쾌적 범위는 20.23~22.42℃였고, 중립점 온

도는 21.32℃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평균온열감

의 열쾌적 범위는 20.23~23.30℃였고, 중립점 온도

는 21.77℃로 나타났다. 좌식생활방식이 입식생활

방식에 비하여 0.17℃ 낮은 온도에서 중립을 나타냈

으며, 예상평균온열감의 중립점 온도는 좌식생활보

다 0.62℃ 높았고, 입식생활보다 0.45℃ 높게 나타

났다.

4.8 생활특성별 열쾌적 범위

Table 8에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에서의 열쾌적 범

위와 중립점 온도를 나타냈다. 

분석을 수행한 환경적 요소인 실내온도, 바닥표면

온도, 평균복사온도, 평균피부온도, 작용온도 및 신

유효온도에서 좌식생활에서의 중립점 온도가 입식

생활에서의 중립점 온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바닥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접촉성 온열감이 발생하

여 전신온열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9. New effective temperature & thermal sensation by

residential style

Table 7. Correlation of new effective temperature and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Residential Style
Regression

Formulas

Comfort Range [℃]

(Neutral Point [℃])

Thermal Sensation Vote

Floor Sitting
y=0.4505x-9.5301

R²=0.8028

20.04<x<22.26

(x=21.15)

Chair Sitting
y=0.4569x-9.7428

R²=0.7735

20.23<x<22.42

(x=21.32)

Predicted Mean Vote
y=0.3262x-7.1003 

R²=0.9954

20.23<x<23.30

(x=21.77)

Table 8. Thermal comfort range by residential style 

Thermal Comfort Index Floor Sitting Chair Sitting

Room Air 

Temperature

[℃]

Comfort

Range
21.41<x<23.96 21.73<x<24.51

Neutral

Point
22.70 23.12

Floor Surface

Temperature

[℃]

Comfort

Range
28.09<x<30.97 28.68<x<31.46

Neutral

Point
29.53 30.07

Mean Radiant

Temperature

[℃]

Comfort

Range
22.56<x<25.47 22.62<x<25.63

Neutral

Point
24.02 24.12

Mean Skin

Temperature

[℃]

Comfort

Range
32.96<x<34.03 33.36<x<34.58

Neutral

Point
33.50 33.97

Operative

Temperature.

[℃]

Comfort

Range
20.49<x<23.00 20.56<x<23.00

Neutral

Point
21.73 21.78

New Effective

Temperature

[℃]

Comfort

Range
20.04<x<22.26 20.23<x<22.42

Neutral

Point
21.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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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활특성에 따른 바닥복사난방 공

간의 열쾌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특성에

따라 좌식생활방식인 바닥착석 자세와 입식생활방

식인 의자착석 자세로 구분하여 실험하였고, 환경적

요소의 측정과 피험자 16명을 대상으로 응답온열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단순선형회

귀분석하여 민감도, 상관성, 열쾌적 범위 및 중립점

온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수치에 대한 비교·분석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좌식생활에서의 환경적 요소별 열쾌적 범위

[중립점 온도]는 실내온도 21.41~23.96℃[22.70℃],

바닥표면온도 28.09~30.97℃[29.53℃], 평균복사온

도 22.56~25.47℃[24.02℃], 평균피부온도 32.96~

34.03℃[33.50℃], 작용온도 20.47~23.00℃[21.73℃],

신유효온도 20.04~22.26℃[21.15℃]로 나타났다.

(2) 입식생활에서의 환경적 요소별 열쾌적 범위

[중립점 온도]는 실내온도 21.73~24.51℃[23.12℃],

바닥표면온도 28.68~31.46℃[30.07℃], 평균복사온

도 22.62~25.63℃[24.12℃], 평균피부온도 33.36~

34.58℃[33.97℃], 작용온도 20.56~23.00℃[21.78℃],

신유효온도 20.23~22.42℃[21.32℃]로 나타났다.

(3) 좌식생활양식이 입식생활양식보다 중립점 온

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바닥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열전달이 전신온열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체적

요소와 “한국인에게 좌식생활이 익숙하다”는 감성

적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4)  측정된 예상평균온열감과 설문조사된 응답온

열감의 열쾌적 범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닥면

의 높은 복사온도, 접촉성 온열감 등의 바닥복사난

방 공간의 독특한 열전달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특성에 따른 열쾌적 범위를 파

악하였고, 바닥표면과 인체의 직접적인 열전달이 전

신 온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열쾌적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량 측면

도 고려하여 열쾌적과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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