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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ntrol strategies of indoor air temperature in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were

researched by computer simulation. The temperature difference based time control method using the

difference of indoor set temperature and indoor temperature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On-Off

control one for heating control performances. As a result, the temperature difference based time control

method shows better therm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selected operational conditions in

comparison with existing contro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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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난방시스템은 온수를 바닥배관을 통해

흘려 보내 난방하는 방식인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으로써 이 시스템은 단순하고, 쾌적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초기투자비용, 유지비용 및 반송동력이 적게

든다. 그리고 방열면적이 넓기 때문에 복사바닥의

온도와 공기온도와 온도차는 크지 않으며, 저온의

온수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열원을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과 연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1].

이러한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를 쾌적한 범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온도조

절기를 설치하여 제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내공기

온도와 설정온도의 차에 따라 밸브를 개폐하는 On-

Off 제어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On-Off 제어방식은 제어 특성 및 밸브의

수명문제 등을 고려한 차동갭의 설정에 따라 실내

공기온도의 최고·최저 온도차나 바닥표면온도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1].

이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로서 Tae and Cho[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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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연속난방에서 외기온도 크

기에 따라 실내 설정온도를 변화시켜주는 외기온도

보상제어를 적용하여 실온제어를 하는 경우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의 가능성

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 et al.[3] 등은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기존 제어방식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주택의

실별 제어시스템의 제어성능과 에너지성능에 대한

평가연구를 하였으며, 복사난방 시스템의 적정유량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Song and Ahn[4]은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의 외기온도 등의 환경변수 및 공급 온수온도, 공급

유량 등의 제어변수들을 고려하여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서 실내 공기온도 및 공급 온수온도의 설정값

을 변화시켜 주는 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MIMO(Multi-Input Multi-Output)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률밀도함수를 근거로 하는 GRNN

(General Regression Neural Network) 제어방법을 적

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주로 외기온도변화에 따른 보상제

어 방안에 대한 것들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On-

Off 제어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On-Off 제어방식의

실내공기온도의 상하 온도차가 발생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특성을 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 단위

로 실내 공기설정온도와 공기온도와의 온도차의 크

기에 따라 온수공급시간을 결정하여 온수를 공급하

는 방식인 온도차 시간제어방식에 대해 연구하였으

며, 실내공기온도, 바닥표면온도 및 에너지소모량

등이 비교 연구되었다.

2. 제어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비교 연구한 기존제어 시스템인

On-Off 제어방법과 온도차 시간제어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Fig. 1은 기존의 온도제어방법인 On-Off 방

식의 제어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내공기온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배관으로 공급되는

공급유량을 밸브를 개폐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설정온도에 따른 실내공기온도의 상한온도와 하한

온도를 선정하여 상한온도에 다다를 경우 밸브가

닫혀 유량공급을 중단하고 하한온도에 다다를 경우

밸브를 전개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Fig. 2는 온도차 시간제어방식(Temperature difference

based time control: TDBT Control)의 제어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방식은 제어시간 간격을 설정하

고, 실내 공기설정온도와 공기온도의 차를 고려하여

특정시간 동안만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온도차(ΔT)가 0.5oC 보다 커지게 되

Fig. 1. Flow chart for existing On-Off control system.

Fig. 2. Flow chart for temperature difference based tim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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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설정된 제어시간 간격내에서 특정시간동안만 온

수를 공급하게 된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기존 제어방식인 기온감지 On-Off방법과 온도차 시

간제어방법의 시뮬레이션 비교연구를 위한 세대내

의 열전달 해석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세대내에서의 비정상 열전달 현상은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질량집중모델인 등가 열저항-열용량

(Equivalent R-C)회로 해석방법을 사용하였다[5, 6].

여기서 바닥, 천정 및 각 벽면의 전도 및 대류 열전

달, 그리고 세대 내에서의 복사 열전달에 대한 해석

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복사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바닥, 천정 및 각 벽면의 표면온도 변화가 고려되었

으며, 실의 각 면적으로부터 구한 형상계수와 각 벽

면에 대한 반사율, 방사율 등의 특성값이 적용되었

다[5, 6]. 

해석 프로그램은 Compaq Visual Fortran 6을 사용

하여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5]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시뮬레이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

과를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한 선행연구[6]에서는 외

기온도, 공급 온수온도 및 공급유량의 변화에 대하

여 환수온도, 실내 공기온도, 바닥표면온도 및 벽면

온도의 해석결과를 실험값과 비교 검증하여 주었으

며, 시뮬레이션과 실험값과의 차이가 최대 9.5%이

내의 양호한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6].

먼저 본 연구에서는 온도차 시간제어방식에 있어

서 운전조건에 따른 실내 열환경 특성을 살펴보았

는데, 온수공급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지는 제어시간

간격을 각각 30분, 60분, 90분으로 각각 설정하였을

때와 온도차 0.5oC당 온수공급시간을 1시간당 5분,

10분, 그리고 15분으로 각각 하였을 때를 비교 연구

하였다(Table 1 참조). 

또한 운전시간은 1일간 24시간이며, 공급온수온

도와 실내공기의 설정온도는 50oC와 23oC로 각각

하였으며, 외기온도 조건의 경우 난방기간인 겨울철

의 온도를 고려하여 일중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5oC와 –5oC로 각각 가정하여 외기온도의 변화특성

을 고려하였다[7]. 

4. 결과 및 고찰

Fig. 3~Fig. 5는 온도차 시간제어의 제어시간 간격

을 30분, 60분, 그리고 90분으로 각각 설정하였을 경

우에 대해 설정온도와 현재온도의 온도차가 0.5oC

마다 5분, 10분, 15분 동안 유량을 공급하였을 때의

바닥온도 및 실내공기온도 변화특성을 각각 나타낸

그림이다.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Parameters Conditions

Control time interval (minutes) 30/60/90

Valve opening time interval (minutes) 5/10/15

Hot water temperature (oC) 50

Indoor set temperature (oC) 23

Simulation time (hour) 24

Fig. 3. The control responses of various valve opening

times for control time interval 30 minutes.

Fig. 4. The control responses of various valve opening

times for control time interval 6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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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ig. 3은 제어 시간 간격을 30분으로 설정하

였을 경우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내공기의 설정온도와 현재온도의 온도차가 0.5oC

마다 5분, 10분, 15분 동안 유량을 공급한 각각의 경

우에 대해 실내공기온도가 상승시간은 길지만 설정

온도에 모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는 제어 시간 간격을 60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내

공기의 설정온도와 현재온도의 온도차가 0.5oC 마

다 10분과 15분 동안 유량을 공급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도에 모두 도달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0.5oC 마다 5분 동안 유

량공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

도에 크게 못 미치는 온도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실내공기온도 및 바닥온도의 변화특성에서

의 진동현상이 Fig. 3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5는 제어 시간 간격을 90분으로 늘렸

을 경우의 온도변화특성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온도차 0.5oC 마다 15분 운전을 하였을 경우는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0분 동안 유량을 공급했을 경우는 상승시

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0.5oC 마다 5분 동안 유량공급을 하였을 경우

에는 실내공기온도가 설정온도에 크게 못 미치는

온도변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온도 변화특성에서

의 진동현상이 Fig. 4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증가되

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 6은 Fig. 3의 제어간격 30분에 온도차 0.5oC

당 온수공급시간을 5분으로 하였을 경우(Case 1),

Fig. 4의 제어간격 60분에 온도차 0.5oC당 10분으로

하였을 경우(Case 2), 그리고 Fig. 5의 제어간격 90

분에 온도차 0.5oC당 15분으로 한 경우(Case 3)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실내공기온도와 바닥온도의 변

화특성을 각각 나타낸 그림이다. 그리고 Table 2는

Fig. 6의 각 경우에 대한 실내공기온도와 바닥온도

에 대한 분석 결과와, 온수공급시간, 공급열량 등을

각각 나타낸 표이다. 

Fig. 6과 Table 2에서 살펴보면 제어간격을 길게

함과 동시에 가동시간을 늘려주면 에너지 절약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그러나 큰 차

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실내온도 및 바닥온도의 온

도차를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온도차가 커지므로 실

Fig. 5. The control responses of various valve opening

times for control time interval 90 minutes.

Fig. 6. The comparison of control responses for valve

opening time and control time interval.

Table 2. The responses for valve opening time and control

time interval

Case 1 Case 2 Case 3

Mean temp.

of indoor air
22.95oC 22.94oC 23.00oC

Indoor air 

temp.

Max. 23.10oC 23.16oC 23.28oC

Min. 22.64oC 22.60oC 22.64oC

Mean temp.

of floor surface 
26.79oC 26.74oC 26.78oC

Floor 

surface 

temp.

Max. 27.10oC 27.23oC 27.51oC

Min. 26.45oC 26.38oC 26.22oC

Hot water supply 

time
258min. 252min. 247min.

Energy 

consumption

3,244

MJ/day

(2.2%▲)

3,167

MJ/day

(−)

3,097

MJ/da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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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불쾌감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나타날 요인

이 있다. 따라서 온도차 시간제어 방식의 경우 제어

간격은 1시간, 가동시간은 0.5oC 마다 10분이 적당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기존제어방법과 온도차 시간제어방법의

실내 바닥온도 및 공기온도의 변화를 비교한 그림

이다. 그리고 Table 3은 두 방법의 실내공기온도 및

바닥온도에 대한 평균온도와 최고·최저 온도차,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최고·최저 온도의 크기는 운전시작 후 12

시간 이후 온도가 안정된 후에 나타난 온도를 나타

낸 값이다. 

기존제어방식은 실내공기 설정온도를 23oC, 차동

갭을 ± 0.5oC로 하였을 경우이며, 온도차 시간 제어

방식은 실내공기 설정온도 23.5oC, 운전시간 간격을

60분, 설정온도와 현재온도차 0.5oC당 10분간 유량

을 공급하였을 경우이다. 온도차 시간제어방식에서

설정온도를 23.5oC로 선정한 것은 기존 On-Off제어

방식과 24시간 실내공기 평균온도의 크기가 비슷한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선정된 조건이다. Fig.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도차 시간제어의 경우가 기존

제어방식보다 실내공기온도와 바닥표면온도의 변

화에 있어서 변화폭이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Table

3에서 살펴보면 기존제어와 온도차 시간제어를 비

교할 경우 12시간 이후 온도가 안정된 후에 실내공

기온도의 일중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와의 온도차가

기존 On-Off 제어보다 0.5oC 정도 차이가 적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온도의 경우는 기존

제어에 비해 온도차 시간제어방법이 일중 최고온도

와 최저온도와의 온도차가 약 2oC 정도 적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내공기 평균온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도차 시간제어

방식이 기존제어방식보다 약 3.7%의 에너지가 적게

소모됨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On-Off 제어방식과 제어특성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한 시간 단위로 실내 공기설정온도와 공기온도와의

온도차의 크기에 따라 온수공급시간을 결정하여 온

수를 공급하는 방식인 온도차 시간제어방식에 대해

제어에 따른 온도변화 및 에너지 소모 특성 등에 대

해 비교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온도차 시간제어의 경우 제어 시간간격을 30

분, 60분, 그리고 90분, 온수공급시간 실내공기 설정

온도와 공기온도의 온도차가 0.5oC당 5분, 10분, 15

분 등으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본 결과

제어 시간간격이 1시간이고, 온도차 0.5oC당 10분

간의 온수공급을 하였을 경우가 온도변화특성과 제

어특성 밸브의 가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존제어방법과 온도차 시간제어방법의 제어

특성에 있어서 일중 변화되는 실내 공기 및 바닥온

도의 최고 및 최저의 온도차의 크기가 기존제어방

법이 온도차 시간제어방법에 비해 실내공기는 약

0.5oC, 바닥온도는 약 2oC 정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Fig. 7. The control responses for existing On-Off control

and TDBT Control. 

Table 3. The response for existing On-Off control and

TDBT Control

existing

On-Off control

(23oC±0.5oC)

TDBT 

Control

(23.5oC)

Mean temp. 

of indoor air
22.99oC 22.94oC

Indoor air 

temp.

Max. 23.52oC 23.16oC

Min. 22.49oC 22.60oC

Mean temp. 

of floor surface 
26.74oC 26.74oC

Floor surface 

temp.

Max. 28.21oC 27.23oC

Min. 25.32oC 26.38oC

Hot water supply time 264min. 251min.

Energy consumption
3,287MJ/day

(−)

3,167MJ/day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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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실내쾌적성 면에서 온도차 시간제어방식

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실내공기 평균온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도차 시간제어방식이 기존제

어방식보다 약 3.7%의 에너지가 적게 소모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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