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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n evaluation unit was proposed to analyze the cooling capacity of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CRCP)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low-cost and simple testing
device by which the cooling capacity of a single CRCP can be evaluated and the impact of air
velocity on the cooling capacity can be analyzed. For this purpose, a thermoelectric element
module (TEM) was adopted to produce the hot water for the cooling load as well as the chilled
water for the CRCP. The configuration of TEM, cooling fans, and radiator was studied to achieve
the proper temperature of hot and chilled water. In addition, a cross flow fan and fan speed
controller were deployed to represent the air flow at panel surface.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cooling capacity of the evaluated CRCP was 103.3 W/㎡, without the air flow at panel surface.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oling capacity can be enhanced up to 176.0 W/㎡ when the air velocity
increases up to 2.0 m/s. The enhanced cooling capacity led to the increased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room air and chilled water, which implies the possible mitigation of condensation risks.
주요어 : 천장복사냉방패널, 냉방용량, 평가 유닛, 열전소자, 기류속도
Keywords: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Cooling capacity, Thermoelectric element, Air velocity

서론
복사냉방 시스템은 쾌적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친환경 냉방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 천장복사냉방패널(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이하 CRCP) 시스템은 건축 디자인과
의 조화, 높은 냉방효율, 시공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사무소 건물, 교육용
건물, 상업 건물 등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Rhee and Kim, 2015). 국내의 경우 CRCP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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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대응한 친환경 냉방시스템으로 인식되어, CRCP 시스템의 열성
능 및 쾌적에 대한 연구(Yoo and Cho, 2005; Lee, 2008; Kim and Lee, 2010; Kang et al.,
2018)와 함께 실제 건축물에의 적용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CRCP 시스템 적용 시 중요한 것은, 냉방패널이 실내로부터 얼마만큼의 열량을 제거할 수
있느냐, 즉 얼마만큼의 냉방용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냉방용량을 평가하
는 기준인 EN 14240 (CEN, 2004), ASHRAE Standard 138 (ASHRAE, 2013)에서는 실험실
에서의 측정을 통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서는 벽체 온도가 일정하게
제어되는 챔버 안에 CRCP를 설치하거나, 챔버 내외부 온도가 제어되는 실험 챔버 안에
CRCP를 설치한 후, 전기 발열체로 냉방부하를 가했을 때 CRCP가 흡수한 열량을 측정함으
로써 냉방용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험실 기반의 냉방용량 평가방법은 매우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
험 챔버 구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 챔버 표면온도 또는 챔버 안팎의 온도 제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단일 CRCP에 대한 냉방용량 평가가 쉽지 않은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CRCP의 냉방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를 증
가시키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는데(Kim et al., 2018; Shin et al., 2019; Shin and Rhee, 2019),
앞에서 언급한 기술 기준은 실험실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CRCP의 냉방용량을 평가하게 되
어 있으므로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면서 냉방용량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천장면에 기류를 공급할 때 급기장치에
서 멀어짐에 따라 패널 표면에서의 기류속도가 감소하므로, 여러 장의 CRCP에 동일한 기류
속도를 유지하면서 냉방용량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기반의 냉방용량 평가방법과 달리,
소형의 실험 챔버로 단일 CRCP의 냉방용량을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패널 표면의 기류
속도를 직접 변화시키면서 냉방용량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냉방용량 평가 유닛을 개발하
였다. 단일 CRCP에 대한 냉방용량을 평가하기 위한 소형의 실험 유닛 구현을 위해서는 열원
이나 수배관 계통의 소형화가 필요하므로, 소용량의 흡열 및 방열이 가능한 열전소자를 평가
유닛의 열원으로 활용하였다. 즉, 전기를 공급하면 흡열과 방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열전소자
의 특성에 착안하여, 열전소자의 흡열을 CRCP 운전에 필요한 냉수 제조 용도에, 열전소자의
방열을 냉방부하 재현에 필요한 온수 제조 용도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CRCP 냉방용량 평가유닛을 활용하여 기류속도의 증가에 따른 CRCP
냉방용량 증대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CRCP 냉방용량 평가 방법
EN 14240에서는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표면온도가 일정하게 제어되는 챔버에
CRCP를 설치(Figure 1(a))하거나, 외부공기의 온도가 일정하게 제어되는 챔버에 CRCP를
설치(Figure 1(b))하고, 전기 발열체로 냉방부하를 가할 때 패널이 제거하는 열량으로 냉방
용량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CEN, 2004). 패널의 제거열량을 총 냉방용량(Total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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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으로 정의하고, 식 (1)과 같이 냉수유량, 비열, 패널 입출구 온도차의 곱으로 산출한
다. 일반적인 의미의 냉방용량은 총 냉방용량을 패널의 활성면적(Active area)으로 나눈 값
(Specific cooling capacity)으로 정의하며 식 (2)와 같이 산출한다.
          (W)

(1)


   (W/㎡)


(2)

여기서, Q는 제거열량(W), Mc는 냉수의 질량유량(kg/s), Cp는 냉수비열(kJ/kg․K), Tc,r은 냉
수공급온도(℃), Tc,s는 냉수환수온도(℃), q는 냉방용량(W/㎡), Aa는 패널의 활성면적(㎡)이
다. 한편 EN 14240 기준에서는 천장 면적 10~21 ㎡, 천장고 2.7~3.0 m의 실험실을 구축하고,
천장 면적의 70% 이상에 CRCP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패널 표면에서의 복사열
교환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 내부의 공기는 어떠한 강제대류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NT VVS 078, ASHRAE Standard 138, ISO 18566 기준에
서도 일정 규모의 실험실에 CRCP를 설치하고, 실험실 내부에 강제대류에 의한 기류가 형성
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냉방용량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냉방패널과 실내표면 간
의 복사열교환을 냉방용량 산정시 고려하는 한편, 자연대류와 복사열교환에 의한 냉각 효과
만을 냉방용량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냉방용량 평가 기준은 설계조건에서의 CRCP 냉방용량을 엄밀하게 산정할 수 있
게 해주나, 실험실 구축과 운용에 소요되는 공간과 비용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단
일 CRCP에 대한 냉방용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CRCP의 개방형 설치
(Shin et al., 2019; Shin and Rhee, 2019)나 기계환기 시스템(Jeong and Mumma, 2003; Kim
et al., 2018)에 의해 패널 표면에서의 기류속도가 증가하여 냉방용량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
할 때, 강제대류에 의한 CRCP 냉방용량 증대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평가방법으
로써는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면서 냉방용량의 변화를 평가하기가 어려
운 점이 존재한다. 더욱이 복사냉방 시스템은 잠열부하 처리 및 환기의 목적으로 별도의 Air
system이 병렬로 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패널 표면 기류속도 증가에 따른 냉방용량을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a) Water-controlled boundary method

(b) Room within room method

Figure 1. Evaluation method of CRCP cooling capacity based on EN 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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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P 냉방용량 평가 유닛
냉방용량 평가 유닛 개념
CRCP 냉방용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CRCP, 냉방부하를 재현하기 위
한 방열장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일 CRCP 대상의 소규모 냉방용량 평가 유
닛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므로, 실험실 기반의 평가방법에서 이용되는 전기 발열체가 아
닌 CRCP를 냉방부하 재현 용도의 방열장치로 활용하였다. 즉 Figure 2와 같이 단열재로 구
획된 소형 챔버의 상부에는 평가대상 CRCP를 설치하여 냉수를 공급하고, 하부에는 별도의
CRCP를 설치하되 온수를 공급하여 면발열의 형태로 냉방부하를 재현하였다.
단일 CRCP에 대한 냉방용량 평가를 위해서는 소용량의 컴팩트한 열원 구성으로 냉온수
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흡열 및 방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열전소
자를 냉수 및 온수 제조를 위한 열원으로 활용하였다. 즉 열전소자의 흡열부측 Water block에
물을 통과시켜 CRCP 운전에 필요한 냉수를 생산하고, 방열부측 Water block에 물을 통과시
켜 냉방부하 재현을 위한 온수를 생산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CRCP 표면에서의 기류속도
에 따른 냉방용량 평가를 위해, CRCP 표면에 넓은 폭의 기류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횡류팬을
설치하고, 팬 공급전압을 변화시켜 패널 표면에서의 기류속도를 조절하도록 계획하였다.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cooling capacity evaluation unit

냉방용량 평가 유닛 구현
본 연구의 평가 대상 CRCP는 Figure 3(a)와 같이 0.6 m×0.6 m 크기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안목치수 0.76 m (L)×0.6 m (W)×0.3 m (H) 크기의 챔버를 제작하였다. CRCP 상부와 측면
에서의 열손실/열획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 상부와 측면을 30 mm 두께의 단열재(비드법
2종)로 마감하였다. 챔버 상부에는 평가대상 CRCP, 하부에는 냉방부하 모사용 CRCP를 설
치하고 각 CRCP의 배관 입출구를 연장하여 열전소자 모듈(TEM)의 흡열측 및 방열부측
Water block에 각각 연결하였다. 또한 각 CRCP의 냉온수 순환을 위해 순환펌프를 설치하고,
CRCP 배관 입출구에 T-type 열전대를, 배관의 수직부에 용적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냉방용
량 산출에 활용하였다.
642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6, 2020

Development of Cooling Capacity Evaluation Unit for a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considering the Effect of Air Velocity

(a) System configuration

(b) Configuration for heat dissipation

Figure 3. Configuration of the evaluation unit for CRCP cooling capacity
Table 1. System components of evaluation unit for CRCP cooling capacity

CRCP
Metal panel+
Type
conductive plate
Size

0.6 m×0.6 m

Spec.

-

TEM

Cooling fan

12 V Peltier
module

DC 12 V
box fan

0.04 m×0.04 m 0.09 m×0.09 m
ΔTmax=55 K

1700 rpm

Pump

Flowmeter

Micro Volumetric,
Diaphragm
H2O

Fan controller
Triac phase
control

6.5 ㎜

6.5 ㎜

0.035 m×0.047 m

3.0 lpm

0.3~3.0 lpm

50~220 V

Photo

(a) TEM

(b) Hydronic circuit

(c) Air flow reducer

(d) Exterior view

Figure 4. Developed evaluation unit for a single CRCP

또한 열전소자는 Hot side에서의 방열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 Cold side에서의 냉각효과
도 떨어져 원하는 만큼의 냉수온도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냉방부하 모사용 CRCP에 공급
되는 온수의 온도 또한 과도하게 상승하여 냉방용량 평가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CRCP 냉방용량 평가에 적합한 냉온수 온도를 얻기 위해, Hot side 측에 방열을 촉진하기 위
한 냉각팬(Figure 3(b)의 ①)을 설치하였으며, 추가적인 방열이 필요할 경우 온수측에 별도의
Radiator (Figure 3(b)의 ②)를 설치하여 냉온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CRCP 표면에서의 기류속도에 따른 냉방용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CRCP의 측면에서
넓은 폭의 기류를 공급할 수 있는 횡류팬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인 횡류팬은 풍량이 다소 커서
과도한 기류속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빨대 다발로 구성된 저항체(Hong, 2019)를 팬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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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Figure 3(b)의 ③)함으로써 풍속이 2.0 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장치는 간단
한 구조이나 기류속도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 한편, 기류가 패널 표면을 따라 흐트러지지
않고 흐르도록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기류속도는 횡류팬의 토출측 반대편 지점
(Figure 3(b)의 ④)에 열선풍속계(Kanomax Climomaster 6501) 프로브를 설치하여 측정하
였다. Table 1은 냉방용량 평가 유닛에 사용된 주요한 구성요소의 세부 사양을 정리한 것이
며, Figure 4는 냉방용량 평가 유닛의 주요 구성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 성능평가
CRCP 냉방용량 평가 유닛을 활용하기에 앞서, 냉방용량 평가에 적합한 온도의 냉온수를
열전소자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열전소자
에 어떠한 방열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냉온수 온도와 CRCP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5(a)와 같다. 열전소자의 Hot side에서 방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측정시작 후 약
100분이 지났을 때 온수온도가 70°C까지 과도하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냉수온도 또한 25°C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상 측정을 진행할 경우 통상적인 CRCP 운
전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과열로 인해 열전소자의 고장 우려가 있으므로 열전소자 Hot
side에서의 방열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Figure 5(b)는 열전소자의 Hot side에 두 개의 냉각팬을 설치한 경우의 측정결과로서,
Figure 5(a)에 비해 냉온수온도와 CRCP 표면온도가 대폭 낮아졌으나, 각각의 온도가 평형상
태에 이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냉방용량 평가에는 부적합
할 것이다. 열전소자의 Hot side에 부착한 냉각팬만으로는 방열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온수측 배관에 Radiator를 추가로 설치한 후 평가유닛을 작동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5(c)와 같다. 앞서 두 경우와 달리 측정시작 후 30분 가량 경과된 후 냉온수 및 CRCP
표면온도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냉수온도는 약 10°C, 온수온도는 약 41°C
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평가대상 CRCP의 표면온도 또한 약 14.2°C로 유지되는데, 이는
공기온도 25°C, 50%에서의 노점온도인 13.8°C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CRCP의 운전조건에
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No heat dissipation devices

(b) Cooling fans

(c) Cooling fans and radiator

Figure 5. Results of preliminary tests for cooling capac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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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열전소자의 Hot side의 냉각팬과 온수 배관측의 Radiator를 병용하여 CRCP 냉
방용량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열전소자는 흡열량과 투입전력의
합한 열량만큼을 방열해야 냉각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열전소자 Hot-side 및 온수배관
계통에서 충분한 방열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열전소자의 흡방
열 특성, 냉각팬 및 Radiator의 개수 및 풍량, 냉온수 순환수량에 따라 흡방열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냉온수 온도를 특정 설정값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열전소자의 흡방열에 관여하
는 인자들의 상관 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냉방용량 평가
Full-scale 실험에 의한 냉방용량과의 비교
앞에서 도출된 냉방용량 평가 유닛을 활용하여, 패널 표면에 별도의 기류를 형성하지 않는
기본 조건에서 단일 CRCP의 냉방용량을 측정하였다. 냉방부하 26 W (56.5 W/㎡), 패널 표
면온도 14.2°C, 실내온도 20.8°C, 냉수유량 2.15 lpm의 조건으로 냉방용량을 측정한 결과
103.3 W/㎡의 냉방용량이 도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 유형의 CRCP에 대한 냉방용량
을 평가했던 기존연구(Park et al., 2014)의 측정치(냉수평균온도-실내온도차 10°C일 때 냉
방용량 약 108 W/㎡)와 유사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CRCP 냉방용량 평가 유닛을 이
용하여 CRCP의 냉방용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평가 유닛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CRCP 25장을 Full-scale (4 m (L)×4 m (W)
×2.5 m (H)) 실험실에 설치하여, CRCP 냉방용량 평가 유닛과의 비교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
다. Full-scale 실험실의 구성은 Figure 6과 같으며, 비교 실험을 위해 패널표면온도, 실내온
도, 냉수유량을 CRCP 평가 유닛의 운전 조건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되, 냉방부하의 경우
EN 14240에서 규정한 전기 발열체를 이용하여 900 W (56.3 W/㎡)로 재현하였다.

(a) Schematic diagram of full-scale test

(b) Interior view of test chamber

Figure 6. Full-scale test chamber for the validation of cooling capacity evaluation method
Table 2. Comparison of test results by full-scale test and the proposed evaluation unit

Test result

Panel surface temperature

Room air temperature

Cooling capacity

Full-scale test

13.8°C

21.9°C

98.5 W/㎡

Evaluation unit test

14.2°C

20.8°C

103.3 W/㎡

Discrepancy

+0.4°C (+3%)

-1.1°C (-5%)

+4.8 W/㎡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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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Full-scale 실험과의 비교 결과로, 냉방용량 평가유닛에 의한 냉방용량은 Full-scale
실험 결과에 비해 4.8 W/㎡ 더 크게 측정되었다. 평가 유닛의 경우 Full-scale 실험실에 비해
패널과 인접표면 간의 거리 및 공기의 체적이 더 작아, 냉방 패널의 부하제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냉방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냉방용량의 오
차 비율은 4.4%로, 비교적 간단한 실험체 구성과 측정 방법으로도 실제 냉방용량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을 복사냉방패널 냉방용량 평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냉방용량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ull-scale 실
험에서와 동일한 열전달 재현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냉방부하 모사용 패널의 표면
온도, 평가 유닛 내부의 표면온도 조정, 패널표면 기류속도의 조정 등 경계조건 설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류속도에 의한 냉방용량 증대효과 분석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 변화에 따른 냉방용량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아무런 기류를 발생시
키지 않은 경우를 Case 1로 하고,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를 0.4 m/s, 1.0 m/s, 2.0 m/s로 변화시
킨 경우를 각각 Case 2, 3, 4로 설정하였다. 각 Case는 동일한 유량 조건(냉수 2.15 lpm, 온수
1.6 lpm) 에서 1시간 30분 이상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냉온수 온도 및 CRCP 표면온도가 정
상상태에 이르기 전의 초기 30분 데이터는 제외하고 냉방용량을 산출하였다.
냉방용량은 식 (1)과 같이 CRCP의 냉수온도차에 근거하여 산출하므로, Table 3에 각 Case
의 냉수온도차, 제거열량, 냉방용량의 측정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기류를 발생시키지
않은 Case 1의 냉방용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 103.3 W/㎡로 측정되었다. Case 2~4
에서와 같이 패널 표면에 기류를 발생시킬 경우, 대류열전달계수의 증가로 표면열전달이 촉
진되어 패널이 흡수하는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냉수온도차가 커지는 경향을 Table 3에서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7은 기류속도 증가에 따른 냉방용량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류속
도가 2.0 m/s까지 증가할 경우 기준 Case (Case 1)와 비교하여 약 70%의 냉방용량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류를 활용한 CRCP 냉방용량 증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ure 8은 각 Case의 냉수평균온도-실내온도차(Δθ)에 따른 제거열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기류속도가 클수록(즉 Case 1에서 4로 갈수록) 작은 Δθ로 더 많은 열량이
Table 3. Measurement results of cooling capacity with the air velocity at panel surface

Case 1 (Baseline)

Case 2

Case 3

Case 4

Air velocity

0.05 m/s

0.4 m/s

1.0 m/s

2.0 m/s

Chilled water flow rate

2.15 lpm

2.15 lpm

2.15 lpm

2.15 lpm

Chilled water ΔT (Min)

0.03°C

0.06°C

0.08°C

0.17°C

Chilled water ΔT (Max)

0.30°C

0.30°C

0.34°C

0.43°C

Chilled water ΔT (Mean)

0.17°C

0.18°C

0.24°C

0.29°C

Removed heat (Mean)

26.0 W

27.6 W

36.2 W

44.4 W

Cooling Capacity (Mean)

103.3 W/㎡

109.5 W/㎡

143.8 W/㎡

176.0 W/㎡

Increase ratio

-

6.0%

39.2%

70.4%

646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6, 2020

Development of Cooling Capacity Evaluation Unit for a Ceiling Radiant Cooling Panel considering the Effect of Air Velocity

Figure 7. Comparison of cooling capacity with the air velocity

Figure 8. Removed heat with the temperature difference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류속도가 증가할수록 CRCP 표면과 실내공기와의 열교환
이 촉진되어, 냉수온도와 실내온도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제거열량을 확보하는 조건이라면,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Δθ를
더욱 낮출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패널표면의 기류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좀 더 실
온과 가까운, 즉 높은 온도의 냉수로 필요한 냉방용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CRCP
시스템 운전 시에 유발될 수 있는 결로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유닛의 한계 및 후속 연구 필요성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냉방용량 평가유닛으로 단일 CRCP에 대한 냉방용량의 평
가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패널 표면의 기류속도 증가에 따른 냉방용량 증대 경향과 함께,
결로 위험 저감의 가능성 또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은 일종의 간이 측정 방법으로, 실험실 기반의 평가방법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Figure 9와 같이 모델 축소 시 형태계수의 변화로 인한 복사
열전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CRCP 표면에서의
복사열전달량을 아래 식 (3)(Incropera and DeWitt, 2002)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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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t transfer in the evaluation unit

(b) Heat transfer in the full-scale test

Figure 9. Heat transfer mechanism in the evaluation unit and full-scale test
Table 4. Comparison of radiant heat transfer rate at CRCP surface

Full-scale test
Surface

Temperature Area
[K]
[㎡]

Evaluation unit
F1j
[-]

J
[W/㎡]

Surface

Temperature Area
[K]
[㎡]

F1j
[-]

J
[W/㎡]

0

397.6

1 Ceiling

290.3

16

0

406.4

1 Ceiling

288.6

0.46

2

Floor

300.0

16

0.340

455.5

2

Floor

300.0

0.46 0.452 454.5

3

Wall 1

294.9

10

0.165

428.9

3 Wall 1

293.8

0.18 0.120 422.7

4

Wall 2

294.9

10

0.165

428.9

4 Wall 2

293.8

0.23 0.154 422.7

5

Wall 3

294.9

10

0.165

428.9

5 Wall 3

293.8

0.18 0.120 422.7

6

Wall 4

294.9

10

0.165

428.9

6 Wall 4

293.8

0.18 0.154 422.7

Heat transfer rate at CRCP surface

Heat transfer rate at CRCP surface

Radiative heat transfer

505 W

Radiative heat transfer

18 W

Total heat transfer

887 W

Total heat transfer

26 W

Radiative fraction

56.9%

Radiative fraction

69.0%

여기서, qi는 표면 i(패널표면)의 복사열전달량(W), Ji는 표면 i에서의 조사량(Radiosity) (W/
㎡), Ai는 표면 i의 면적(㎡), Fij는 표면 i에서 j로의 형태계수(-)이다. Full-scale 실험의 경우
복사열전달량이 505 W로 전체 열전달량(887 W)의 56.9%를 차지하며, 평가유닛의 경우 복
사열전달량은 18 W로 전체 열전달량(26 W)의 6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결과 모두 복사열전달의 비율이 전체 열전달량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 복사냉방 시스
템의 조건을 만족하나, 평가 유닛의 경우 복사비율이 높아진 것은 Figure 9 및 Table 4에서 보
듯 CRCP와 바닥면과의 이격거리가 작아 형태계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Full-scale보다
복사열교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사열전달 비율의 차이는 실제 상
황과의 냉방용량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사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평가유닛 내부 표
면의 온도나 방사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기류속도를 실제 공간보다 약간 높이는 등의 보완 방
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EN 14240 기준에 의하면 몇 가지의 냉수온도 조건(냉수평균온도-실내온도차를 6, 8,
10°C로 설정)에서 냉방용량을 측정한 후 냉방용량 특성 곡선까지 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나, 본 연구의 냉방용량 평가유닛으로는 다양한 냉수온도 구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냉방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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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곡선까지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열전소자
의 방열측 냉각량 제어 또는 3-way mixing loop를 적용한 냉온수 온도 제어를 적용하여 실험
조건에 부합하는 냉온수 온도로 제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 연
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흡방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열전소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단일 CRCP에 대
한 냉방용량 및 기류속도 증가에 의한 냉방용량 증대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CRCP 냉방용
량 평가 유닛을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평가유닛의 구축 및 냉방용량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RCP 냉방용량 평가에 적합한 냉온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전소자
Hot side에서의 냉각팬과 함께 온수 배관에서의 Radiator 설치를 통한 추가적인 방열이
필요하다. 냉온수 온도를 특정값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열전소자의 흡방열 특성을 고려
한 냉각팬 및 Radiator의 냉각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개발된 평가 유닛으로 CRCP 냉방용량을 평가한 결과, 기류 영향이 없는 경우 냉방용량
은 103.3 W/㎡으로 측정되었고, 기류속도를 2.0 m/s 까지 증가시킬 경우 냉방용량은
176.0 W/㎡으로 기류 영향이 없을 경우에 비해 약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유닛에 의한 방법은 Full-scale 실험에 비해 4.8 W/㎡ (4.4%)큰 냉방용량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평가 유닛에서는 패널과 인접표면 간의 거리 및 공기의 체적
이 더 작아, 패널의 부하제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실험체 구성으로 실제 냉방용량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냉방용량 평가사례를 통해, 개발된 CRCP 냉방용량 평가유닛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패널표면 기류속도 증가에 의한 냉방용량 증대 및 결로위험 감소의 가능성 또
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냉방용량 평가유닛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냉온수 제어 방안, 모델
축소에 따른 기류속도 조정 방안, 챔버 기반 평가 방법에서의 복사열전달 평가의 정확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패널 표면에서의 기류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조설비 대안 및 CRCP 시스템과의 통합 시의 냉방용량 증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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