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농학박사 학 논문

국내 기후 조건에서의 경골목조벽체의 

투습  건조성능 분석

Analysisofvaportransmissionand

dryingperformancesoflight-framewall

underKoreanclimatecondition

2014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 공

김   세   종





국내 기후 조건에서의 경골목조벽체의

투습 건조성능 분석

지도교수 이  제

이 논문을 농학박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 학교 학원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 공

김 세 종

김세종의 박사 학 논문을 인 함

2014년 7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원 (인)

    원 (인)





i

요약

목조주택의 벽체 구성은 수분피해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목재

부재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벽체가 노출되는 외부 기후 조건과

실내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벽체의 노출 환

경을 고려하여 열화방지에 합한 목조벽체 구성을 찾고자 하 다.

외부 환경을 고려하기 하여 우리나라 기후 주거환경의 특징

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열화방지에 유리한 벽체 구성안을 제시하

다.제시된 벽체 구성은 계산이 용이한 dew pointmethod와 가혹

한 실내 실험 검증을 통하여 개선가능성이 검토되었다.이후 실제

외기환경에서의 장기 노출실험을 통해 벽체의 수분 축 열화

평가를 진행하 고 벽체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국내에서 일반 으로 시공되는 경골목조벽체를 기 벽체 (TW,

typicalwallassembly)로 선정하고 습기의 이동을 억제하는 방습지

와 건조성능을 향상시키는 공기층을 용하여 건조한 벽체 즉 열화

방지에 유리한 시험벽체 (PW,proposedwallassembly)를 제시하

다;a)벽체 구성 재료 방습성능이 상 으로 떨어지는 실내측

에 방습지를 추가하여 첫 번째 벽체 PW1을 구성하고,b)단계 인

방습성능 증가를 해 벽체 PW1의 단열재 구간 앙에 방습지를

추가한 두 번째 벽체 PW2를 구성하 다.c)그리고 기 벽체 TW

에서 실내 측 마감재에 비해 상 으로 습기의 이동이 어려운 외

부 마감재 외부에 열린 공기층을 두어 외부마감 측 건조성능을 향

상시킨 벽체 PW3를 구성하 다.

제안된 벽체는 계산이 용이한 매뉴얼 설계법 dew pointmethod

에 의해 개선가능성을 검토하 다.증기 확산 방정식을 기 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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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 pointmethod를 통해 기 벽체 (TW)수증기분압 분포와 시험

벽체 (PW)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하 다.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

방지를 이고자 제안된 벽체 PW1 PW2의 경우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가 발생하는 겨울철 실내외 조건을 용한 결과 외부마감

재 OSB(OrientedStrandBoard,배향성스트랜드보드)뒷면에서 기

벽체 TW보다 수증기분압이 낮게 분포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이

어들 것으로 상되었다.공기층을 용한 벽체 PW3의 경우 설계법

에 용된 확산 방정식이 공기층을 통한 류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과 공기층이 갖는 낮은 투습 항 등으로 기 벽체 TW와 거

의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후 dew pointmethod로 검토된 시험벽체 PW1～PW3를 가혹한

외기 실내 환경 조건을 용한 실내실험을 거쳐 기 벽체 TW

비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노출 환경에 합한 최 벽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 다.이를 해 기 벽체 TW와 각 시험벽체

(PW1,PW2,PW3)를 동일한 실험 조건에 동시에 노출시켜 비교함

으로써 개별 시험벽체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 다.실내 수분에 한

방습성능 강화를 해 실내측 방습지를 용한 벽체 PW1 PW2

는 기 벽체 TW보다 방습성능이 향상되었으나 PW2의 경우 단열

재구간 간에 설치된 방습지 뒷면에서 기 벽체 TW보다 높은 상

습도가 발생하여 방습지의 치 결정도 벽체 내부 수분분포의 주

요 향 인자로 나타났다. 한 공기층을 용한 벽체 PW3의 경우

강제 류를 실외 측 열린 공기층에 용한 결과 실내의 습기를 외

부로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실험을 통해 실내 측 방습지의 방습효과와 외기 측 공기층의

건조효과에 해 확인하 고 이를 토 로 실내측 방습지를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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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습성을 높이고 외기측 공기층을 용하여 실외측 투습성 (건조

성능)을 높여 네 번째 시험벽체인 PW4를 제안하 다.

실내 실험으로 최종 검토된 기 벽체 TW 시험벽체 PW1～

PW4을 실제 외기환경에 노출시켜 실외실험을 진행하 다.벽체 내

부에 축 되는 수분과 결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 을 때 시험

벽체 PW1과 PW4가 기 벽체 TW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 고

시험벽체 PW2와 PW3의 경우 겨울철을 제외한 모든 계 에서 더

습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방습지의 경우 습한 외

기조건에서 벽체 내부의 건조성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목재 열화와 련하여 겨울철 결로 발생을 확인한 결과 모든 벽체

의 측정 치에서 결로는 찰되지 않았다.그러나 기 벽체 TW보

다 시험벽체 PW1～PW4가 결로 발생에 취약한 치인 OSB뒷면에

서 낮은 상 습도를 유지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곰팡이 발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여름철에 가장 오

랫동안 곰팡이 발아 가능 온습도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기 벽체

TW와 비교하 을 때 시험벽체 PW4만 곰팡이 발생가능성이 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방습 는 건조성능 한쪽만 고려한 벽

체 구성은 사계 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불리하게 작용

하여 두 가지 모두 고려한 벽체 구성을 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경골목조벽체,수분 달,열화,결로,곰팡이

학 번:2004-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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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배경

인체 친화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목재 목질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축시장에서 목조주택에 한 수요가 늘어

나고 있다.Fig.1의 최근 10년간 목조건축 허가 황을 살펴보면 웰

빙문화가 붐을 이루었던 2000년 반 이후 허가 동수와 연면 이

격히 증가하 다.이후 목조건축시장은 잠시 그 성장세가 둔화되

었지만 꾸 히 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다.

최근 국내외 여건은 목조건축 성장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UN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수확된 목제품 (HWP,Harvested

WoodProducts)의 탄소 장 효과 인정을 한 의가 진행되어왔

고 지난 2011년 제17차 더반 회의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에 한 법률’이

2013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한 법률’

이 5월 발효되었다.이는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 자재들의

환경에 한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목조건축의 친환경 장 은 과정 평가 (LCA, life-cycle

assessment)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정량 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Cole(1998)의 연구에 따르면 목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시공단계까

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보다 5배의 에 지가 감되고 6배 이상

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Gustavsson과

Sathre(2006a),Gustavsson등 (2006b)의 연구에서도 목조건물이

콘크리트 건물보다 에 지 감 탄소배출 감소에 효과 임을 보

고하 다.

한 친환경 주택과 다양한 주거문화에 한 사회 요구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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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통 주거형태인 한옥에 한 심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

다.최근의 한옥들은 기존의 한옥이 가진 장 을 최 한 살리면서

살림집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용도의 상업 는 문화시설로 개축

하면서 한옥의 시장 범 를 넓 가고 있다.이와 함께 한옥의

화를 실 하기 한 경제 이고 주거성능이 향상된 한옥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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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BuildingpermitsofwoodenconstructioninKorea

(Ministryofland,infrastructureandtransport,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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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에 지 소비량은 매년 꾸 히 늘

고 있다.2008년 기 으로 최종 에 지 소비 가정·상업 부문에

서 사용되는 에 지는 체 소비 18%를 차지하 다 (에 지경제

연구원,2013)(Fig.3).특히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 지는 44% 정

도가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었다 (이성근,나인강,2010)(Fig.4).

최근 화석에 지의 유한함 소비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후쿠

시마 원 사태로 불거진 원자력발 의 안 문제,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 지 비용문제 등으로 에 지 효율이 더욱 요시 되면서

건물에 지 소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난방 에 지를 이기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1970년 오일쇼크 이후 건물에서의 에 지 사

용을 이기 하여 에 지 효율이 높은 주택 개발에 힘써왔고 그

결과 수퍼-E하우스 (캐나다)와 패시 하우스 (독일)등이 에 지

주택 표 모델로 개발되었다.우리나라는 수년 부터 에 지 주

택에 심을 갖고 개별 에 지 감 요소기술을 용하거나 에

지 시범 주택들을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조주택은 골조가 되는 목재가 철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열

도율을 가지고 있어 단열에 더 유리하다.특히 외피에서 골조와

골조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하여 동일

한 두께에서 더 많은 단열재 설치가 가능하다.따라서 목조주택은

에 지 주택을 구 하기 더 쉽다.

건물 외피의 단열성능이 좋아지면 실외측 외피 내부의 온도가 낮

아지게 되고 이는 결로를 유발할 수 있다.1970년 두 차례 석유

동 이후 건물 외피에 단열시공이 강화되면서 외피 내부에 발생하는

결로에 의한 수분피해사례가 보고되었다 (Tsongas,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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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습기 는 수분은 건물의 내구성이나 주거환경에 좋지 않

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습기는 곰팡이나 미생물의 생

장에 좋은 생장조건을 만들어 주고,발생한 곰팡이 등은 주거공간의

공기 에 부유함으로써 거주자의 건강에도 악 향을 끼칠 수 있다.

북미에 치한 캐나다의 경우 주택의 38%가량이 습기와 곰팡이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ales,1991).유럽에 치한

국의 경우 런던의 공공주택 597가구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곰팡이 성장이 발견된 곳이 45.9%를 차지하 다 (Platt,1989).조사

에 따르면 곰팡이 성장이 발생된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정상

인 주택 거주자보다 호흡기 질환 두통 발열증세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조주택에서 수분피해는 주거환경의 악화에 그치지 않고 골

조를 이루는 목재부재의 열화를 야기한다.목재 부재가 건물의 하

을 지지하기 때문에 수분피해에 의한 목재부재의 열화는 건물의 안

성을 할 수 있다.이러한 목재 부재의 열화는 주변의 온습도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따듯하고 습한 조건일수록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건물외피를 구성하는 목조벽체는 목재부재의 열화를 막기

해 다양한 벽체 구성을 통해 벽체 내부의 온도 습도 환경을 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0년 후반에 국내에 도입되었던 경골목조벽체시스템은

국내 문 시공기술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와

기후를 고려하지 않고 그 로 받아들 다.그 결과로 많은 수분 피

해 목재부재 열화가 발생하 으며 이는 이후에 나타난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기와 무 하지 않다.

따라서 목조주택의 보 을 해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주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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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분의 이동에 따라 목재부재의 열화 주거환경의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한 목조벽체 구성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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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tonofoilequivalent,ex)1toe=10,000,000kcal

Fig.2.Finalenergyconsumption(calorie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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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Finalenergyconsumptionbysector(2008)

Fig.4.Energyconsumptionbyuseinresidentialbuilding(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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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후 주거문화를 고려한 벽체 구성을 제

시하고 이를 이론 으로 확인한 후 실내 장 실험을 통한 검증

으로 국내 기후에 합한 목조벽체 구성을 찾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 기후 실내 주거환경에도 합한 흡습성능을 갖

도록 방습 건조와 련한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기 로 벽

체를 구성하 다.벽체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계산이 용

이한 매뉴얼 설계법인 dew pointmethod로 국내 기후 주거환경

조건에서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 다.

이후 가혹 조건을 조성한 실내 실험을 통하여 벽체 실험결과의 구

성 목 부합 여부와 기 벽체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가능성에

한 검증을 진행하 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 노출 환경에서

합한 벽체 구성을 제시하 다.

제시된 벽체 구성을 기 로 야외 노출 실험동을 제작하고 일변화

연 변화가 진행되는 실제 외기 환경에서 벽체의 수분 이동 거

동을 확인하 다.환경에 노출된 벽체의 최종 온습도 분포를 통하여

결로 곰팡이 발생가능성을 비교하 고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벽체를 국내 기후에 합한 벽체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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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이 일반화 되어있는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목조벽체의

단열 내구성과 련한 연구를 일 부터 시작하 다.건물 외피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서 결로 곰팡이와 같은 수분피해가 발생하

고 골조가 목재인 목조주택의 경우 주거환경뿐 아니라 구조안

까지 할 수 있어 벽체의 수분 리가 매우 요하게 되었다.목

조주택 벽체의 단열 수분 리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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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 실험을 통한 벽체 연구

1.1.벽체 재료 물성

벽체를 통해 발생하는 열 달 수분 달은 벽체를 구성하는 재

료들의 열 물질 (수분,공기) 달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정상상

태에서 벽체의 열 달은 주로 열 도에 의해 발생하여 벽체 재료의

열 도계수가 주요 향 인자로 작용한다.이 열 도계수는 온도

함수율에 따라 향을 받지만 정 한 계산 결과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계산의 편의성을 해 수치해석에서 부분 상수로 취 한다.

다공성 재료의 열 도계수에 한 온도의존성은 일 부터 알려져

있다 (Woodside(1958),Luikov등 (1968),NovikovandMikhnyuk

(1971)).

목조주택에서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벽체를 구성하

는 재료 열 달에 가장 큰 향을 끼친다.이러한 유리섬유는 다

공성 재료로 온도와 함수율에 따라 열 도계수가 변한다.따라서 실

제 환경에서의 열 달을 해석하기 해 열 도계수의 변화를 알아

야 한다.이를 해 재료의 함수율 내부 류 등과 같은 내부 요

인의 변화를 주어 실험 으로 발생하는 열류량을 측정하고 이를 근

거로 열 도계수를 결정한다.이 게 실험 으로 계산된 열 도계수

를 유효 열 도계수 (effectivethermalconductivity)라 하며 건물의

벽체 재료에 한 유효 열 도계수 하여 Hokoi와 Kumaran

(1993), Ochs 등 (2008)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

Domínguez-Muñoz등 (2010)은 이 게 변화하는 재료의 열 도계

수가 수치해석에 상수로 입력되기 때문에 실제 열 도계수의 변화

범 를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여러 단열재들의 유효열 도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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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편들에 해 측정함으로써 열 도계수를 푯값이 아닌 최

최소값의 범 로 나타내었다.

벽체를 통과하는 수분은 증기형태와 액상수분의 형태로 달되는

데 증기형태의 경우 증기압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고 액상수분의

경우 모세 압력,함수율 등에 의해 발생한다.특히 증기형태의 수

분 달은 건축재료 내 수분 달 해석 가장 일반 인 기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Spolek와 Piroozmandi(1989)는 이와 련하여 벽체

재료 목재의 투습성을 계측하 다.Peuhkuri등 (2008)은 다공성

단열재를 통과하는 수분 달을 확산,투수성,온도경사에 의한 수분

달로 나 어 분석하 는데 실제 수분 달은 확산 뿐 아니라 다른

기작에 의한 기여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Qiu(2003)은 건

축 재료 뿐 아니라 각 재료간의 면에서 발생하는 수분 달을

주목하 는데 이에 따르면 두 재료가 착되어 있거나 는 그냥

맞 어 있는 경우 모두 불완 한 연속으로 인하여 면이 수분

달에 한 항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

1.2.실내 벽체 실험

벽체재료를 조합하여 벽체를 구성하면 구성방법과 외부 환경에 따

라 열 수분 달이 달라지고 이에 함께 벽체 내 온습도 분포가

바 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벽체의 특정 지 에 단열 는 흡습 성

능의 취약 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벽체를 구성하여 임의의 환경조

건에 노출시킴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목조벽체에서 열손실을 막아주는 단열재는 유리섬유,미네랄 섬유

등 다공성 재료들이 많고 이러한 재료의 열 항은 외부 류에 의

해 쉽게 향을 받는다 (Brown등,1993).건물외피에서 단열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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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층간이나 샛기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열교를

이기 해 덮개재 외부에 외단열 시공을 한다.이러한 외단열 시공

은 덮개재 뒷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고 결로방

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janen,1998).

벽체를 구성하면 배 ,배수,차음 등 다양한 목 으로 벽체 내부

에 빈 공간 (=공기층)을 둘 수 있다.이러한 공기층은 공간의 형태

에 따라 자연 류가 발생하게 된다 (MartynenkoandKhramtsov,

2005).공기층을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은 도열 달과 류열 달

에 의해 발생하는데 공기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열 항이 증가하

여 열손실이 어든다.하지만 임의 두께 이상 커지면 공기층에 의

한 열 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derson,1981). 한,건물 외피에서 발생하는 공기층의 경우

부분 두께에 비해 높이와 폭이 상 으로 큰 형태가 많고 단열재

에 비해 열 항이 크지 않아 열 달 해석 시 임의 두께를 기 으로

상수로 취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공기층의 류 상은 열 항뿐 아니라 벽체 내부의 수분의 이동

에도 향을 다.건물외피 외부마감과 덮개재 사이에 빗물의 배수

수분이동의 단락을 해 공기층을 두는 인스크린 (rainscreen)

은 열린 공기층 구조를 갖고 있다.이때,공기층의 환기 여부 배

향에 따라 목조벽체 내 목재 함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Hansen,

2002).

벽체 내부에 축 되는 수분은 빗물과 같은 외피 표면의 수분이 모

세 압력으로 벽체 구성층을 통해 들어오거나 수증기형태로 증기

압차에 의해 유입될 수 있다.외기 환경에서 가장 큰 수분 공 원은

바람에 의해 외피로 달되는 빗물로 Straube(1998)는 바람과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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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고려하여 건물 외피에 공 되는 빗물 (drivingrain)을 계산하

다.이 게 건물외피에 공 된 빗물은 벽체 내부로 유입되어 목재

부재 다공성 재료의 함수율에 향을 주게 된다.

Teasdale-St-Hilaire(2007)는 WUFI-2D 시뮬 이션과 실험을 병행

하여 빗물에 의한 벽체 내부 함수율 변화를 비교하 고,유리섬유

단열재 내부 류에 의해 실험과 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증기형태의 수분은 확산방정식에서 증기압차에 의해 이동하며 이

러한 증기압은 온도에 향을 받는다.목조주택에서 외피 표면의 수

분이 태양에 의해 가열되어지면 증기압이 높아지고 상 으로 온

도가 낮은 실내로 이동하여 벽체 내부의 목재 부재 석고보드의

함수율을 높여 수분에 의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Carmeliet,

2012).

앞에 열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벽체 내부의 여러 가지 구성층은 단

열,흡습 (방습과 건조),기 과 같은 여러 가지 목 을 가지고 구성

되어진다.Burch등 (1995)은 방습지,단열재,공기층과 같은 여러

가지 목조벽체 구성을 상으로 시험벽체를 제작하여 교정열상자

(Calibratedhotbox)에 설치하고 벽체 내부의 함수율 벽체를 통

한 열류량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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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벽체의 해석법

2.1.벽체 내 온습도 분포

벽체의 단열 흡습 성능에 한 연구는 벽체의 크기와 환경 조

건으로 인해 규모 장기 실험이 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

에 실험 진행을 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로 인해

벽체의 열 수분 달에 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소규모의 실

내실험으로 검증함으로써 규모 실제 실험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일 수 있다.

벽체의 온도 수분 분포를 측하기 해서는 벽체를 통한 열

물질 달에 한 기작을 이해하여야 한다.특정 환경조건에 노출

되어 있는 벽체는 열 (Heat),수분 (Moisture),공기 (Air)의 흐름에

따라 벽체 내 온습도 분포가 결정된다.이러한 세 가지 매체를 함께

해석하는 방법 (HAM)들은 온습도 분포를 결정하기 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열 물질 달에 한 물성들을 요구한다.여러

건축 재료의 열 수분 달에 련된 물성들의 실험 연구들이

Künzel(1996),Mendes등 (2001),Kumaran등 (2005),Al-Ajlan

(2006),Wu(2007),Mukhopadhyaya(2007)에 의해 수행되었다.건

물외피의 열,공기,수분 (Heat,Air,Moisture;HAM) 달에 한

연구들은 1930년 시작되었으며,1950년 말과 1960년 에 증

기확산,모세 수분 달, 기수분,증발에 의한 잠열 등을 고려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이후 개인용 컴퓨터가 보 되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 로그램들이 상용화 되었다 (Kohnen1984,Pederson1990,

Künzel1995).이러한 컴퓨터 로그램들이 건물의 열 물질 달 해

석에 큰 도움을 주지만 많은 상 조건들을 단순화해야 하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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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해석 시 많은 주의가 따른다.

목조벽체에 해서도 여러 가지 벽체 구성에 따른 HAM 로그램

시뮬 이션과 실험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졌다.Burch등 (1995)은

방습지,단열재,공기층과 같은 여러 가지 목조벽체 구성을 상으

로 시험벽체를 제작하고 실내 실험을 통해 열 수분 달에 한

반응을 찰하 다.이 게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를 1차원 해석

로그램인 ‘Moist’의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 는데 함수율 열

류량 모두 다소 과 평가 되었다.이러한 차이는 벽체의 흡습 수

분의 상변화에 따른 벽체의 열확산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

라고 보고되었다.Mukhopadhyaya등 (2003)은 스터코 마감,외단열

마감,벽돌,목재사이딩 등 외부 마감재를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의

기후데이터를 입력값으로 2D 시뮬 이션 로그램인 hygIRC를 이

용하여 2년 동안의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2.2.결로 곰팡이 발생

건물 외피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서 결로 곰팡이와 같은 수분

피해가 증가하 고 골조가 목재인 목조주택의 경우 주거환경뿐 아

니라 구조안 까지 할 수 있어 벽체의 수분 리가 매우 요하

게 되었다.건물 외피에 유입되는 수분은 외기환경에서 오는 빗물이

나 실내외 공기 에 포함 되어있는 증기형태의 수분과 토양에서 올

라오는 수분 시공 때부터 건축 자재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

등 그 유입 경로가 다양하다 (Straube,J.F.,1999).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서 외피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지

고 이로 인해 결로발생에 의한 수분피해가 증가하 다.확산방정식

에 의한 간단한 형태의 해석방법으로서 결로를 측할 수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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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 설계법으로 dew pointmethod와 Glaserdiagram 등이 있다

(TenWolde,2001).Bellia와 Minichiello(2003)은 Glaserdiagram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건물 외피의 결로를 분석하 다.

여러 경로로 유입된 수분은 벽체 내부에 습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

는 부후균,곰팡이 등과 같은 미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다.특히

곰팡이의 경우 실내 공기질 주거환경 악화,목재 구조부재의 내

구성 감소 등 주택의 주거성능을 하시켜 곰팡이 발생에 한 많

은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곰팡이 발생의 험 정도를 제시해주는 모델은 IEA-Annex 14,

Time-ofwetness,Johansson’s mould growth indieces,Fungal

index,VTT 모델,Isopleth모델 등이 있으며 이는 곰팡이 성장에

유리한 특정 온도,상 습도를 기 으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Vereecken,2012).



23

3. 장실험 (casestudy)

목조벽체 구성에 한 많은 이론 인 연구들이 있지만 최종 으로

실외노출실험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다.석유 동이 있은 후 단열

성능이 강화되면서 결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 고 이에 한 발생원

인 개선 벽체 개발을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건물 외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분피해 형태를 다음과 같이 나열

할 수 있다.

l 건물 내부로의 빗물의 침수

l 콘크리트 석재에서 수분의 동결 융해에 따른 갈라짐

l 구조재 는 합철물 등 철재 부재의 기화학 열화

l 주거자의 건강과 건물의 내구성 미 을 해치는 곰팡이,부후

등 생물학 열화

l 수축 팽윤에 의한 치수변화로 구조 결함,할렬 발생과 외 손

상

l 건물 외 의 변색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수분피해는 목조주택에서 구조 안 성에

이 될 수 있어 목조주택의 수분 리에 한 연구들이 많이 진

행되어왔다 (Trechsel,2009).Tsongas(1980)는 북미 지역의 서해안

에 치한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들을 상으로 수분피해를

조사하 으나 벽체 자체에서는 결로와 같은 문제 을 발견하지 못

하 고 침기나 다른 요인에 의한 수분피해를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보고하 으며 Rousseau(1999)도 유사한 지역의 주택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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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을 얻었다.이후 Rousseau(2004)는 목조주택에서 발생하

는 수분피해의 형태들이 개구부 주변 합부 주 이며,이곳에서

건물외피의 단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Sherwood(1983,1985)는 결로 문제가 발생하는 목조벽체를 개선

하기 하여 내·외부마감,단열재,방습지 등 벽체구성을 달리한 여

러 형태의 목조벽체를 테스트하우스에 설치하고 여름철 겨울철

에 목재부재의 함수율 결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Saïd등

(1997)은 외단열 클래드 벽체 (EIFScladwall)를 설치하고 결로 발

생여부를 확인하 는데 여름철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결로가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외부의 빗물 유입으로 인한 수분피해를

막기 해 설치하는 인스크린 (rainscreen)의 경우 습한 지역은

류가 통하도록 하고 건조한 지역은 막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유

리하다고 보고하 다 (Kristine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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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국내 기후를 고려한 벽체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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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배경 목

건물의 외피 설계에 있어 기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후,곰팡

이,부재 열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특히 목조 벽체

내부에 축 된 수분은 목재부재를 열화 시켜 건물의 구조 안 성

을 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며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이러한 문제

을 막기 해서는 열화 환경을 피하도록 벽체 내 수분축 을 막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후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벽체

내부의 수분이 낮게 유지되도록 개선 벽체 구성을 제시하고 이를

dew pointmethod로 검증하고자 하 다

1.2.기본 이론

1.2.1.수분의 이동

본 연구에서 수분의 이동은 증기확산으로 제한한다.매질 내 수분

의 확산방정식은 다음 Darcy의 법칙 (1)을 따른다.

K p
Q A

Lh

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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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Q=flow rate,(㎥/s)

K =permeabilitycoefficient,(㎡)

Δp=pressuredropordifference,(Pa)

L=flow lengthfotestsample,(m)

A=areaofcross-sectionalareatoflow,(㎡)

η =fluidviscosity,(Pa·s)

수증기의 확산은 압력경사에 의해 발생한다.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온도 상 습도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증기분압

을 계산한다.

1.2.2.포화수증기압 (pws)계산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은 Hyland와 Wexler(1983b)가 제시한 다

음 식 (2),(3)을 따른다.

(-100∼ 0℃)

2 3 4
1 2 3 4 5 6 7ln / lnwsp C T C CT C T C T C T C T= + + + + + + (2)

(0∼ 200℃)

2 3
8 9 10 11 12 13ln / lnwsp C T C C T C T C T C T= + + + + + (3)

where

C1=-5.6745359E+03 C8=-5.8002206E+03

C2=-6.3925247E+00 C9=-1.3914993E+00

C3=-9.6778430E-03 C10=-4.864023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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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6.2215701E-07 C11=-4.1764768E-05

C5=-2.0747825E-09 C12=-1.4452093E-08

C6=-9.4840240E-13 C13=-6.5459673E+00

C7=-4.1635019E+00

pws=saturatedpressureofwatervapor(Pa)

T=absolutetemperature,K=℃+273.15

1.2.3.상 습도 (Φ)

같은 온도 (T)와 기압 (p)하에서 상 습도는 포화수증기압과 수증

기분압의 비로써 다음 식 (4)와 같이 표 된다.수증기분압이 포화

수증기압을 과할 때 상 습도는 100%가 되어 결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로 발생가능성 단은 상 습도 값을 근거로

하 다.

,

w

ws T p

p

p
F= (4)

where

Φ =relativehumidity

pw =partialpressureofwatervapor,(Pa)

pws=saturatedpressureofwatervapor,(Pa)

1.2.4.수증기분압 (pw)계산

온도와 상 습도를 식 (2)～(4)에 용하여 수증기분압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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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 이상기체방정식 (5)에 입하여 식 (6)와 같이 습도를

구한다 (ASHRAE,ch.6,2001). 습도는 기체의 단 부피당 포

함된 수증기의 질량을 나타낸다. 습도는 공기 내 포함된 수분의

물리 양으로 본 연구에서 벽체 내 수분축 의 척도로 사용하 다.

w wp V n RT= (5)

w w w w
v

n M M pm
d

V V RT
= = = (6)

where

dv=absolutehumidity,(g/㎥)

Mw =molarmassofwatervapor,(g/mol)

m =massofwatervapor,(g)

nw =numberofmolesofwatervapor,(mol)

pw =partialpressureofwatervapor,(Pa)

R=universalgasconstant,8314.41J/(kgmol·K)

T=absolutetemperature,K=℃+273.15

V=totalmixturevolume,(㎥)

1.3.우리나라 기후 주거환경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지리 으로 도 온 성 기후 에 치하여 ,여름,

가을,겨울의 사계 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륙성 고기압의 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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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고기압의 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즉 여름에는 냉방,겨울에는 난방을 하여 계 에 따라 건물 외피에

달되는 열 수분 달의 경로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에 따른 실내 온습도 조건은 공동주택을 상

으로 한 실내 열환경 연구 (윤정숙,유복희,1997)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시간에 따른 실내 온도는 계 별 차이가 거의 없고 비교 안

정되어 있어 여름철의 경우 24.0℃～30.3℃,겨울철에는 21.0℃～25.

5℃ 사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 습도는 여름철에

57.0%～65.6%,겨울철에 25.0%～43.8%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온도의

변화에 비해 주거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증기 형태

의 수분 이동은 수증기분압 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실내 온습도와 동일 기간의 기상청 외기 온습도 측값으로 수

증기분압을 계산하여 Table1에 나타내었다.

벽체를 통한 증기형태의 수분의 이동은 Darcy의 법칙에 따라 수증

기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Table1에 따르면 수

증기의 이동은 여름철에는 실외에서 실내로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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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Indoorair outdoorair

Min.*** Max.Avg.Min.Max.Avg.

Summer*

Temperature

(℃)
24.0 30.3 27.2 22.0 28.3 24.5

Relativehumidity

(%)
57.0 65.6 61.3 77.3 96.0 86.5

pw
**

(kPa)
2.2 2.7

moisturetransfer Indoor← outdoor

Winter*

Temperature

(℃)
21.0 25.5 23.3 -5.9 8.3 1.2

Relativehumidity

(%)
25.0 43.8 34.4 20.8 74.0 54.0

pw
**

(kPa)
1.0 0.4

moisturetransfer Indoor→ outdoor

*Summer(8.18～8.31in1995),winter(2.9～2.16in1996)

**pw (partialpressureofwatervapor)

***Min.(minimum),Max.(maximum),Avg.(Average)

Table1.Moisturetransferthroughbuildingenve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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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벽체의 구성

국내에서 시공되는 목조주택은 경골 목조벽체 시스템을 주로 사용

한다.본 연구에서 기 벽체는 다음 Fig.5와 같은 벽체를 기 벽체

(TW,typicalwallassembly)로 사용하 다.기 벽체 TW는 2"×

4"(38mm ×89mm)경골목조로 유리섬유를 단열재로 사용하

다.외부마감은 목재사이딩을 사용하고 투습방수지인 housewrap,덮

개재인 목재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strandboard),목

재 샛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내부마감으로 석고보드를 사

용하 다.

실내외 온습도 환경을 정상상태로 가정하면 벽체를 통한 수증기의

이동은 벽체 구성 재료의 증기투과성 (watervaporpermeance)의

역수인 확산 항 (watervapordiffusionresistance)에 반비례한다

(ASHRAE,ch.23,2001).계 이나 실내 환경에 따라 실내로부터의

수분유입이 벽체 내 수분축 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벽체 구성재

료 내부마감재인 석고보드는 수증기 확산에 한 항이 외부

덮개재인 OSB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갖고 있다 (Table2).Kim 등

(2006)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내부마감재인 석고보드가 실내로부터

의 수분침투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를 이기 해 벽체 실내 측의 방습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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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TypicallighttimberframewallinKorea

Materials
Permeance
(g/㎡·s·Pa)

Vapordiffusionresistance
(㎡·s·Pa/g)

OSB* 8.91×10-8 1.12×107

Gypsum board** 1.78×10-6 5.62×105

*http://tecotested.com

**http://www.gypsum.org

Table2.Vapordiffusionpropertiesofwall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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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벽체 내부에서의 결로는 벽체내부 기둥의 하부에 수분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됨으로써 목재 샛기둥의 부후를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된다.이를 방지하기 하여 벽체내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벽체를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Fig.6에 벽체내부의 결로 발생

과정을 나타내었다.벽체내부의 결로여부는 포화수증기압 (pws,

saturated pressure ofwater vapor)과 수증기분압 (pw,partial

pressureofwatervapor)에 의해 단이 가능하며,포화수증기압은

온도에 비례하고,수증기분압은 공기 내에 증기형태로 존재하는 수

분의 양에 비례한다.Fig.6(a)에서 보는 바와 같이,결로는 습한 실

내공기가 단열재 구간을 지나면서 온도하강으로 낮아진 포화증기압

에 비해 수증기분압이 감소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즉,Fig.6(a)

에서 수증기분압이 포화수증기압보다 클 때에 결로가 발생하게 되

므로 벽체 내부의 온습도 분포를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 조건으로

항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조건은,Fig.6(b)와 같이 수

증기분압 곡선이 벽체내부 구간에서 포화수증기압 곡선과 만나지

않도록 벽체 내부에 단열 뿐 아니라 방습성능을 같이 높여 만족시

킬 수 있다.

한편,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는 벽체 외부마감을 따라

빗물이 벽체로 스며들 수 있으며 습한 주거환경에 의해 축 된 벽

체 내 수분도 제거될 필요가 있다.이는 벽체 구성 외부마감재와

덮개재 사이를 분리하여 공기층을 배치하는 인스크린 (rainscreen)

시스템을 용함으로써 배수 환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Kristine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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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Condensationin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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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통상 으로 사용되

는 벽체를 기 벽체 (TW,typicalwallassembly)로 하여 세 가지의

시험벽체 (PW,proposedwallassembly)를 구성하 다 (Fig.7).

기 벽체 TW에 방습지를 추가하여 시험 벽체 PW1,PW2를 구성

하 다. 은 선은 투습방수지로 사용된 housewrap이며 짙은

선은 방습지이다.벽체 PW1의 경우 기 벽체 TW에 수분 침투가

취약한 실내 측에 방습지를 추가하여 방습성능을 높이고자 하 다.

벽체 PW2는 기 벽체 TW에 실내 측 추가방습지와 단열재 구간 사

이에 추가방습지를 설치하여 방습성능을 더욱 강화하 다.

벽체 PW3는 기 벽체 TW에 환기를 한 공기층이 배치되도록 목

재 사이딩과 벽체사이를 이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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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Wallassembliesoftypicalandproposed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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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w pointmethod를 이용한 사 검증

3.1.매뉴얼 설계법 (manualdesigntool)

추운 기후에서 발생하는 건물의 수분피해를 이기 한 방법들이

1930～1940년 에 개발되었다.이들 방법의 기본 원칙은 수분의 침

투를 막기 해 건물외피에 실내측으로 방습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게 수분의 침투를 방습지를 이용하여 막는 방법은 수분의 이동

방향이 실내외 어느 한쪽으로 국한될 때에는 유용할 수 있다 (Fig.

8).

외벽 는 지붕과 같은 건물 외피에서 수증기의 확산 메커니즘을

보다 효과 으로 설명하기 해 수분이동을 결정하는 정상상태 해

석방법이 개발되었다.건물외피 (외벽,지붕,바닥,천장 등)의 결로

가능성을 단하기 하여 사용되는 정상상태 해석방법으로 dew

pointmethod,Glaserdiagram,Kieperdiagram 등이 잘 알려져 있

는데 모두 증기압차에 의한 증기확산을 기 로 하고 있다.계산된

증기압이 포화수증기압을 넘을 경우 결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

한다.

이 세 가지 방법에 한 가장 큰 한계 은 지속 인 표면 결로만

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곰팡이나 목재 부재의 뒤틀림,도장의 벗

겨짐과 같은 많은 건물 하자들의 원인을 표면 결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오히려 건축자재의 종류나 주변 온도 결로 후 건조속도

에 따라 단기간의 결로는 건물의 하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

다.

정상상태 해석법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증기확산 억제를 한

설계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왔으며 근래에는 과도상태의 수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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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모델과 같은 정 한 수 의 설계방법이 개발되고 있다.그러나

정상상태 해석법은 동일 환경조건에 노출된 유사한 벽체 구성의 결

로 가능성 단에 여 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벽체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Dew

pointmethod을 이용하여 국내 기후 주거 환경을 입하고 벽체

내부의 온도 수증기분압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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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Vaporretarderforpreventionofmoisture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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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ew pointmethod에 의한 벽체 결로 측

3.2.1.Dew pointmethod

Dew pointMethod는 다음 식 (7)의 확산 방정식을 기 로 하고

있다.

/w p dd= D (7)

where

w=vaporflow perunitofarea,(g/㎡·s)

δ =watervaporpermeability,(g/m·s·Pa)

p=vaporpressure,(Pa)

d=thicknessoflayer,(m)

수증기의 투과계수 (δ,watervaporpermeability)는 재료 단 두

께 당 재료의 투습성 (permeance)이다.투습성은 재료의 두께에 반

비례한다고 가정한다.수증기의 확산 항 Z는 투습성의 역수로 다

음 식 (8)과 같이 나타낸다.

/Z d d= (8)

where

Z=diffusionresistance,(㎡·s·Pa/g)

따라서 식은 다음 식 (9)와 같이 쓸 수 있다.

/w p Z=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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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벽체의 결로 측

Table3은 dew pointmethod에 사용한 물성값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된 물성은 TenWolde(2001)가 제시한 물성을 근거로 계산되었

으며 제공되지 않은 housewrap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는 T사의

데이터시트를 이용하 다.공기층의 경우 TenWolde(2001)가 제시

한 상수 값을 사용하 다.기 벽체의 방수기능을 해 건물 외피

바깥으로 설치하는 housewrap과 방습지 (vaporretarder)는 열 항

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실내외 온도는 Table1의 국내 기후

주거 공간 내 온습도 자료를 사용하 다.

dew pointmethod를 사용하여 벽체 내부의 온도를 얻기 해서는

먼 각 구성층에서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계산하여야 한다.구성층

을 지나며 발생하는 온도변화는 구성층의 열 항 R에 비례한다 (식

(10)).

material wall material wall/ /T T R RD D =D D (10)

where

T=temperature,(K)

R=thermalresistance,(㎡·K/W)

식 (10)에 의해 실내외 온도차로부터 개별 구성층의 열 항에 비례

하여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Table4에 각 구성층의 표면온도와

표면온도로부터 계산된 온도차를 나타내었다.

수증기분압을 계산하기 해서는 먼 각 층의 표면온도로부터 포

화수증기압을 계산한다.표면온도와 식 (3)으로부터 계산된 포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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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이 Table4에 나타나있다.계산된 포화수증기압과 Table1의

실내외 상 습도로부터 식 (4)에 의해 실내외 수증기분압을 계산한

다.각 구성층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분압의 변화는 온도변화의 원리

와 같이 구성층의 증기확산 항 Z에 비례한다 (식 (11)).

material wall material wall/ /p p Z ZD D =D D (11)

where

p=vaporpressure,(Pa)

Z=diffusionresistance,(㎡·s·Pa/g)

식 (11)에 의해 실내외 수증기분압차로부터 개별 구성층의 증기확

산 항에 비례하여 표면 수증기분압을 계산한다 (Table4).계산된

수증기분압 온도에 의해 계산된 포화수증기압을 과하는 경우

과된 증기압에 해당하는 수증기는 결로로 응축된다.따라서 과

된 수증기분압은 해당 층의 포화수증기압과 같아지고 수정된 수증

기분압을 기 으로 계산 구간이 나 어진다.실외-결로,결로-실내

의 두 구간으로 나 어 계산하여 최종 수증기분압을 얻는다.

Table4에는 겨울철 벽체 내 수분분포 결로발생 가능성을 확인

하기 하여 겨울철 실내외 온습도 조건을 용되었다.기 벽체

TW는 투습 항이 OSB 덮개재에서 체 벽체의 87%,석고보드에

서 9%를 차지하고 있다.외부마감에 비해 내부마감이 수분의 침투

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수증기분압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열재인

유리섬유 구간에서 온도 하강에 의한 포화수증기압이 격히 감소

하지만 수증기는 거의 그 로 투과하여 OSB덮개재 사이에서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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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압이 포화수증기압을 과하 다. 과된 증기압에 해당하는 수

증기는 모두 결로로 응축된다.이는 TenWolde(2001)가 계산한 결

로발생 과정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다.1970년 석유 동 이후에

강화된 단열성능은 건물외피의 결로 상을 증가시켰다 (Tsongas

(1980),Sherwood (1983)).이와 같은 원리로 에 지 주택수요

증 와 함께 단열성능이 더욱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단열

재 구간에서 온도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포화수증기

압이 강하함으로써 단열구간 외측의 결로 발생 가능성은 더 상승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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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ilm

ormaterial

Thicknessof

layer
(m)

Thermal

resistance
(㎡·K/W)

Watervapor

permeance
(μg/㎡·s·Pa)

Watervapor

diffusion

resistance
(㎡·s·Pa/μg)

Airfilm (still)* - 0.12 9.19 0.11

Gypsum board* 0.013 0.07 0.29 3.48

Vaporretarder* 0.000327 - 0.06 17.41

Insulation* 0.089 1.93 1.72 0.58

OSBsheathing* 0.011 0.20 0.03 34.81

Housewrap** 0.000327 - 3.22 0.31

Woodsiding* 0.010 0.18 2.01 0.50

Airfilm (wind)* - 0.03 57.45 0.02

*TenWolde(2001)

**tyvekdatasheet

Table 3. Thermal and vapor diffusion properties of wal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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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ilm

ormaterial

Temperature

(℃)
Saturation

vapor

pressure

(Pa)

Vaporpressure

(Pa)

Surface Drop
Surface

Drop
Original* Final**

Indoorair

23.3 2,860 984 984

Surfaceairfilm 1 3

22.3 　 2,685 982 981

Gypsum board 0.6 104

21.6 　 2,581 928 877

Insulation 16.8 18

4.8 　 859 919*** 859

OSBsheathing 1.8 488

3 　 759 373 371

Housewrap 0 4

3 　 759 368 367

Woodsiding 1.6 7

1.5 　 679 360 360

Surfaceairfilm 0.3 0

1.2 666 360 360

Outdoorair

*partialwatervaporpressurefrom equation(11)andambient

temperatureandrelativehumidityconditions

**modifiedpartialwatervaporpressurewithexceptionofvapor

pressureoversaturatedwatervaporpressure

***condensation

Table 4.Calculation of temperature and partialwater vapor

pressureoftypicalwall(TW)in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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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Table6은 벽체 PW1,PW2의 dew pointmethod에 의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겨울철 벽체 내 수분분포 결로발생

가능성에 한 추가방습지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겨울철

실내외 온습도 조건을 용하 다.실내외 온습도 조건은 Table1의

국내 기후 주거 공간 내 온습도 자료를 사용하 다.

실내측에 추가방습지를 용한 벽체 PW1의 경우 투습 항이 벽체

체 구간 비 OSB에서 61%,방습지와 석고보드에서 36%를 차지

하 다. 한 벽체 PW2의 경우 OSB에서 47%,단열재 간 방습지

에서 23%,방습지와 석고보드와 28%의 투습 항 비율을 나타내어

Table4의 기 벽체 TW의 결과에 비해 방습성능이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알 수 있다.벽체 내 모든 부 에서 수증기분압 분포가 포화

수증기압을 과하지 않았으며 기 벽체와 달리 결로 발생 취약 지

인 OSB와 유리섬유 사이에서도 방습지에 의해 수증기분압이 낮

아져 결로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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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ilm

ormaterial

Temperature

(℃)
Saturation

vapor

pressure

(Pa)

Vaporpressure

(Pa)

Surface Drop Surface Drop

Indoorair

23.3 2,860 984

Surfaceairfilm 1.0 1

22.3 2,685 983

Gypsum board 0.6 38

21.6 2,581 945

Vaporretarder 0.0 190

21.6 2,581 755

Insulation 16.8 6

4.8 859 749

OSBsheathing 1.8 380

3.0 759 369

Housewrap 0.0 3

3.0 759 365

Woodsiding 1.6 5

1.5 679 360

Surfaceairfilm 0

1.2 666 360

Outdoorair

Table 5.Calculation oftemperature and partialwatervapor

pressure of proposed wall(PW1) with an additionalvapor

retarderin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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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ilm

ormaterial

Temperature

(℃)
Saturation

vapor

pressure

(Pa)

Vaporpressure

(Pa)

Surface Drop Surface Drop

Indoorair

23.3 2,860 984

Surfaceairfilm 1.0 1

22.3 2,689 983

Gypsum board 0.6 29

21.6 2,586 954

Vaporretarder 0.0 146

21.6 2,586 808

Insulation 8.5 2

13.2 1,515 806

Vaporretarder 0.0 146

13.2 1,515 660

Insulation 8.5 2

4.7 856 658

OSBsheathing 1.7 291

3.0 757 367

Housewrap 0.0 3

3.0 757 364

Woodsiding 1.5 4

1.5 679 360

Surfaceairfilm 0.3 0

1.2 666 360

Outdoorair

Table 6.Calculation oftemperature and partialwatervapor

pressure ofproposed wall(PW2)with two additionalvapor

retardersin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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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는 dew pointmethod에 의한 겨울철 벽체 내 수증기분압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기 벽체 TW와 시험벽체 PW1,PW2의 결과

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단열재 구간에서 실내측 방습지를 지나면서

PW1,PW2모두 기 벽체 TW보다 수증기분압 분포가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단열재 간 (PW2의 추가방습지 치)을 기

으로 실외측으로는 방습지를 2장 추가한 PW2가 더 낮은 수증기분

압을 나타내지만 실내측으로는 방습지를 1장 추가한 PW1이 더 낮

은 수증기분압 분포를 보 다.따라서 OSB와 단열재 사이에서는 낮

은 수증기분압으로 인해 PW2의 상 습도가 더 낮지만 앙에 치

한 방습지 뒷면에서 PW2의 수증기분압이 증가하여 상 습도가 높

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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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WatervaporpressuredistributionofTW vsPW1vsP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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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과 Table 8은 기 벽체 TW와 시험벽체 PW3의 dew

pointmethod에 의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여름철 벽체 내

수분분포 건조성능 한 공기층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Table1의 여름철 실내외 온습도 조건을 용하 다.실외에 비해

주거공간인 실내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포화수증기압과 상

습도로 계산된 수증기분압은 실외가 실내보다 높게 나타나 수증

기는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7과 Table8의 단열재 양 끝의 온도 수증기분압 분포를

살펴보면 벽체 TW와 PW3의 결과가 거의 같게 나타났다.이는 공

기층의 류를 고려지지 못하는 dew pointmethod의 한계로 공기층

이 벽체의 온습도 분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류를

용한 별도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이에 따라 다음

장의 실내실험에서 공기층에 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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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ilm

ormaterial

Temperature

(℃)
Saturation

vapor

pressure

(Pa)

Vaporpressure

(Pa)

Surface Drop Surface Drop

Indoorair

27.2 3,607 2,211

Surfaceairfilm 0.1 -2

27.1 3,582 2,213

Gypsum board 0.1 -39

27.0 3,565 2,252

Insulation 2.1 -6

24.9 3,156 2,258

OSBsheathing 0.2 -392

24.7 3,117 2,650

Housewrap 0.0 -3

24.7 3,117 2,653

Woodsiding 0.2 -6

24.5 3,081 2,659

Surfaceairfilm 0.0 0

24.5 3,074 2,659

Outdoorair

Table7.Calculationoftemperatureandpartialwatervaporpressure

oftypicalwall(TW)in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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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ilm

ormaterial

Temperature

(℃)
Saturation

vapor

pressure

(Pa)

Vaporpressure

(Pa)

Surface Drop Surface Drop

Indoorair

27.2 3,607 2,211

Surfaceairfilm -2

27.1 3,580 2,213

Gypsum board -39

27.0 3,563 2,252

Insulation -7

24.8 3,130 2,259

OSBsheathing -396

24.6 3,087 2,655

Housewrap -4

24.6 3,087 2,659

Woodsiding 0

+airgap 24.5 3,081 2,659

Surfaceairfilm 0

24.5 3,074 2,659

Outdoorair

Table 8.Calculation oftemperature and partialwatervapor

pressureofproposedwall(PW3)withopenairgapin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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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우리나라 기후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일반 으로 시공되고 있는

목조벽체 구성을 기 벽체로 다음과 같은 시험 벽체를 구성하 다.

l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를 이기 해 실내측으로 방습지를 추

가하여 이 방습지 PW1벽체를 구성하 다.

l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를 이되 과도한 방습성능은 벽체 내 건

조성능을 해하므로 진 인 방습이 되도록 이 방습지 PW1

벽체의 단열재 구간 앙에 방습지를 추가하여 삼 방습지 PW2

벽체를 구성하 다.

l 실내측 마감재인 석고보드에 비해 방습성능이 상 으로 큰 덮

개재 OSB의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외부 마감인 목재사이

딩 뒤편에 류가 가능한 열린 공기층을 두어 공기층 PW3벽체

를 구성하 다.

기 벽체 TW와 제안된 시험벽체 PW1,PW2,PW3은 매뉴얼 설계

법인 dew pointmethod에 의해 국내 기후 조건을 용하여 추가방

습지의 방습성능 공기층의 건조성능을 검토해 보았다.방습지를

용한 벽체 PW1과 PW2는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를 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측되었다.그러나 벽체 내부의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공기층을 용한 PW3의 경우 류를 고려하지 못

하는 매뉴얼 설계법으로 개선효과를 제 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향후 실내실험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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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내 실험을 통한 벽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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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벽체 내 축 된 수분은 목재부재를 열화 시켜 건물의 구조 안

성을 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며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

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이러한 문제

을 막기 해서는 열화환경을 피하도록 벽체 내 수분유입을 막는

것이 요하다.목조 벽체의 온습도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벽체 구

성 재료들의 열 특성과 물질투과성 벽체 구성방법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Rousseau,2003).목조주택의 벽체 구성은 실내실험

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벽체의 흡습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된 벽체를 상으로 실제 벽체를 제작

하여 실험실에서 조성된 가혹한 환경에 기 벽체와 동시에 노출시

켜 벽체 내 온습도 분포의 비교를 통해 개선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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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료 방법

2.1.벽체 구성 온습도 센서 설치

기 벽체 시험벽체 구성에 사용되는 벽체 재료를 Table9에 나

타내었다.샛기둥으로 38㎜×89㎜ 구조목 (2"×4"공법)을 사용하 으

며 외부마감은 목재사이딩을 사용하 다.열린 공기층을 형성하기

해 두께 6㎜ 그물망 형태의 제품을 용하 다.덮개재는 목질계

배향성스트랜드보드인 OSB를 사용하 으며 단열재는 크라 트 페

이퍼가 붙어있는 R-15유리섬유 단열재를 사용하 다.내부마감재

는 두께 12㎜의 석고보드를 용하 다.모든 벽체 재료는 실험

20℃,50% RH의 항온항습실에서 조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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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Specification

Stud

Siding

Ventilation

Housewrap

Vaporretarder

Sheathing

Insulation

Gypsum board

38㎜×89㎜ S.P.Fstructurallumber

westernredcedarbevelsiding

homeslicker:Nylon6,verticalchannel(t=6㎜)

permeance=3.22μg/㎡·s·Pa

permeance=0.34μg/㎡·s·Pa

OSB,t=12㎜

glasswoolR-15(kraft-faced)

t=12㎜

Table9.Materialsforwall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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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기 벽체와 시험벽체의 구성과 온습도 센서의 치

를 Fig.10에 나타내었다.벽체 PW1은 기 벽체 TW에 결로방지를

한 방습성능을 높이고자 실내측 방습지를 추가하 다.벽체 PW2

는 기 벽체 TW에 결로방지를 한 실내측 추가 방습지와 단열재

구간 사이에 방습지를 추가하여 총 두 곳에 방습지를 추가하 다.

벽체 PW3는 기 벽체 TW에 외기측 건조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공기층을 설치하여 구성하 다.

온습도 센서는 기 벽체와 시험벽체의 비교를 해 동일한 치에

설치하 다.벽체 PW2는 단열재 구간 사이의 추가방습지 뒷면에

온습도 센서를 추가하 다.벽체 PW3는 기 벽체 TW에 환기를

한 공기층이 배치되도록 목재사이딩과 벽체사이를 6㎜ 이격시키고

센서를 추가하 다.실험 벽체의 크기는 실험용 chamber의 설치

치에 맞추어 50cm ×100cm로 제작하 다.센서의 치는 바닥으

로부터 50cm 높이에 앙에 설치된 샛기둥에 설치하 다 (Fig.

11).

온습도 측정은 Pt1000 타입의 온도센서 (accuracy:±0.5℃)와

capacitive센서 (±3% at20℃)가 함께 내장된 직경 12㎜,길이 116

㎜의 온습도센서 (EE06,E+E ELEKTRONIK)를 사용하 다 (Fig.

12).데이터 수집 간격은 5분이며 결과 분석에는 1시간 평균값을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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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Wallassembliesandlocationof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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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Sizeofwallframe

Fig.12.Probefortemperatureandrelativehumidity



65

2.2.환경 조건

시험벽체의 벽체 내 수분이동 수분축 을 확인하기 하여 가

혹조건으로 실내 실험을 실시하 다.각 시험벽체와 기 벽체의 비

교실험에 조성된 환경 조건을 Table10에 나타내었다.20℃,50

% RH (relativehumidity:상 습도)온습도 환경이 조성된 항온항

습실에 40℃,90% RH 로 제어한 항온항습기를 두고 항온항습기의

양측 문에 기 벽체 TW와 각 시험벽체를 설치하여 비교실험을 진

행하 다 (Fig.13).

벽체 PW1～PW2의 경우 각각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에 한 방습

성능과 결로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고온다습한 항온항습기

조건이 실내 환경이 되도록 설치하 다.벽체 PW3의 경우 실내가

습한 환경과 외기가 습한 환경을 모두 조성하 고 공기층의 건조성

능을 확인하기 해 벽체표면에 풍속 2.7m/s의 바람을 용하 다

(Fig.14).모든 실험은 평행에 도달하 다고 단되는 60시간씩 진

행되었다.

실험이 끝난 후 동일한 환경조건에 해 dew pointmothod를 이용

하여 벽체 내 온습도 분포를 측하고 실험을 통한 실측치와 비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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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doors Outdoors

Temp.*

(℃)

RH**

(%)

Wind

speed

(m/s)

Temp.

(℃)

RH

(%)

Wind

speed

(m/s)

humid

inside
TW vs

PW1 40 90 × 20 50 ×

PW2 40 90 × 20 50 ×

PW3 40 90 × 20 50 2.7

humid

outside
TW vsPW3 20 50 × 40 90 2.7

*Temperature

**Relativehumidity

Table10.Ambientairconditionsfor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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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Environmentalconditionoftest

Fig.14.Applyofforced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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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3.1.비교 실험에 따른 벽체 내 온습도 분포

벽체 내부에서 측정된 온습도 값과 식 (3),(4)로부터 벽체 내부의

수증기분압을 계산할 수 있다.Fig.15,16은 각각 가습종료 시 인

60시간 후의 기 벽체 TW와 벽체 PW1,PW2의 벽체 내 온도,상

습도 그에 따른 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실내가 고

온 다습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기 벽체 TW에 실내측으로 내부방습

지를 용한 벽체 PW1 PW2는 실내로부터 열 수분 달이 감

소하여 벽체 내 온도,상 습도 수증기분압 모두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s.15,16).특히 상 습도의 경우 식 (4)와 같이

포화수증기압에 반비례하고 수증기분압에 비례하므로 포화수증기압

과 비례하는 온도에 비례한다.벽체 PW1 PW2의 상 습도 모두

기 벽체 TW보다 감소하 는데 이는 수증기분압의 감소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Quirouette(1985)의 보고에 따르면 방습지는 공기유동을 감소시키

는 기 막 역할도 병행한다.방습지를 설치한 벽체 PW1 PW2는

기 성이 함께 높아지면서 Brown등 (1993)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

와 같이 외부 류에 향을 받는 유리섬유의 열 항이 증가하여

벽체 내 단열구간의 온도차가 커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실내측에 설치한 추가방습지는 겨울철과 같이 습한 실내환경에서

방습성능 향상에 효과 이며 벽체 열 항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방습지를 단열재 간에 추가한 PW2의 경우 단열재 간

치의 방습지에서 실내로부터 유입된 수증기가 더 이상 실외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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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 다.이로 인해 단열재 구간 실내측의

경우 벽체 PW1의 결과보다 높은 수증기분압분포를 보 다 (Fig.

16(c)).이는 Table6에서 진행한 매뉴얼 설계법에 의한 측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단열재 간에 추가한 방습지에 의해 겨울철 결로

발생이 취약지 이 OSB와 단열재 사이 뿐 아니라 추가방습지 치

도 취약해지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단열재 간 치의 방습성

능을 높이는 것은 다른 취약 지 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재

사용하는 방습지보다 방습성능을 낮춰 투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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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Comparison of TW and PW1 under humid inside

condition:(a)temperature;(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

vaporpressure,(60hours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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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Comparison of TW and PW2 under humid inside

condition:(a)temperature;(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

vaporpressure,(60hours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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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은 실내가 습한 환경에서 가습종료 시 인 60시간 후의 기

벽체 TW와 벽체 PW3의 벽체 내 온도,상 습도 그에 따른

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벽체 PW3의 단열재 구간에서의 온도 수증기분압이 기 벽체

TW보다 높게 분포하여 실내로부터의 벽체 내 열 수분유입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17(a),(c)).공기층을 설치하

는 경우 실내가 따뜻하고 습한 겨울철에 벽체 내부로 더 많은 습기

가 유입될 것으로 단된다.상 습도와 반비례 계인 온도와 비례

계인 수증기분압 모두 상승하 으며 그 향이 서로 상쇄되어 상

습도 분포는 기 벽체 TW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7(b)).

외기가 습한 여름철의 경우 수분의 이동경로는 바 게 된다.Fig.

18은 외기가 습한 환경에서 가습종료 시 인 60시간 후의 기 벽체

TW와 벽체 PW3의 벽체 내 온도,상 습도 그에 따른 수증기분

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벽체 PW3의 단열재 구간에서의 수증기

분압이 기 벽체 TW보다 낮게 분포하 다.이는 공기층의 낮은 방

습성능으로 벽체 내부로 유입되는 습기보다 류에 의해 외부로 빠

져나가는 습기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단된다 (Fig.18(c)).벽체

PW3는 TW보다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고 수증기분압은 감소하 는

데 이는 모두 상 습도 감소에 향하여 벽체 내 체 구간에서 기

벽체보다 낮은 분포를 보 다.

공기층의 건조성능에 한 Falk(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열린 공기

층에서 발생하는 류는 태양일사에 따른 온도에 의한 부력이나 바

람에 의한 압력차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벽체의 건조 속도가 달라

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열린 공기층이 습한 외기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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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함수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NoreandThue,2005)외기

가 습한 여름철에 공기층을 설치하면 벽체 내 축 되는 수분이 더

빨리 건조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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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Comparison of TW and PW3 under humid inside

condition:(a)temperature;(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

vaporpressure,(60hours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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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Comparison ofTW and PW3 under humid outside

condition:(a)temperature;(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

vaporpressure,(60hours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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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내부에서 측정된 온습도 값과 식 (3),(4),(6)으로부터 벽체

내부의 습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벽체 내외부의 수증기분압의

차이에 따라 수증기가 이동하고 벽체 내부에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벽체 내 습도가 상승하게 된다.

가습 종료시 인 60시간 이후의 각 벽체 내 습도 값을 Fig.19

에 모두 나타내었다.실내 측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W1과 PW2

모두 기 벽체보다 감소되었으나 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더 추가

한 벽체 PW2의 감소폭이 작았다.이는 추가된 방습지로 인해 실내

로부터 유입된 벽체 내 수분이 실외 측으로 빠져 나가지 못했기 때

문이다.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PW1과

PW2의 차이는 감소하겠지만 비정상상태인 실제 환경에서 벽체의

건조성능 하를 래할 것으로 단된다.

Mukhopadhyaya등 (2004)은 실내방습지를 추가한 경골목조 벽체

에 차가운 해양성 기후인 캐나다 Vancouver의 외기조건을 용하여

hygIRC-2D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실내온습도조건을 22℃,40%

RH로 고정하거나 변화하는 조건 등 세 가지의 조건을 주어 벽체

내 온습도를 측하 고 이를 이용하여 벽체 내 수분축 의 정도를

단하 다. 단기 은 목재부후균의 생장조건인 임계 온도와 상

습도의 지속시간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RHT index(Kumaran등,

2002)를 사용하 는데,실내 온습도 조건과 계없이 방습지의 방습

성능에 따라 RHT index의 값이 변화하 다.특히 vaporbarrier의

단기 인 57ng/㎡·s·Pa(1perm)보다 낮은 증기투과성을 보이는

방습지의 경우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높은

RHT index값이 나타났다.증기투과성 60～1000ng/㎡·s·Pa사이의

방습지를 사용한 벽체에서는 낮은 RHT값이 나타났는데,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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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한 방습지의 방습성능은 669ng/㎡·s·Pa로 개선효과를 보인

범 내에 있어 앞선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따라서 실내

측에 추가된 방습지는 실제 외기환경에서 벽체 내 수분축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W3의 경우 실내가 습한 경우에 기 벽체

TW보다 증가하 고 실외가 습한 경우엔 감소하 다.이는 공기층

의 환기효과가 실내로부터 실외 측으로 수분이동을 유발하기 때문

이다.따라서 실내가 습한 겨울철의 내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실내

측 방습지를 공기층과 함께 설치하면 수분의 이동 방향이 바 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수분감소에 효과 일 것으로 기 된다.

가습 종료시 인 60시간 이후 겨울철 수분이동과 동일한 습한 실

내환경 조건에서의 기 벽체 TW와 벽체 PW1,PW2,PW3의 상

습도를 비교하 다.상 습도가 가장 높아 결로 발생 취약지 으로

알려져 있는 OSB 덮개재와 단열재 사이에서의 상 습도를 Table

11에 함께 나타내었다.실내측 방습지를 설치한 벽체 PW1,PW2

모두 기 벽체 TW보다 상 습도가 감소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에 가장 취약했던 공기층 벽체

PW3에서 상 습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Fig.15

∼ Fig.17의 온도 습도 분포를 고려할 때 온도변화보다 수

분의 이동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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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Absolutehumidityinwalls(60hourslater)

Wall T PW1 PW2 PW3 Δ (difference)

Relativehumidity

(%)

89.8 83.8 - - -6.0

87.3 - 80.0 - -7.3

95.7 - - 98.4 +2.6

Table11.Relativehumiditybetweensheathingandinsulation(60

hours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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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ew pointmethod에 의한 벽체 내 온습도 분포 측

Fig.20에 가혹조건에 노출된 기 벽체 TW와 시험벽체 PW1∼

PW3의 벽체 내 온도,상 습도,수증기분압 분포에 해 실험으로

측정된 값과 dew pointmethod로 계산된 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식 (10)의 열 항과 온도변화 계에서 벽체 구성재를 지나는 온도

경사가 클수록 해당 구성재의 열 항은 크다.벽체 구성재를 지나는

실측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내부마감재인 석고보드와 유리섬유사이

에서 측 온도와 거의 유사하고 단열재인 유리섬유구간에서 온도

실측값의 기울기가 측값보다 작으며 덮개재인 OSB에서 실측값의

기울기가 측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실험환경에서 단열재

인 유리섬유의 열 항은 작아지고 OSB의 열 항은 커졌음을 의미

한다.Straube(2006)는 공기 유동이 가능한 유리섬유는 내부 류에

의해 열 항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고하 고 본 연구에서도 단열재

로 사용된 유리섬유가 같은 원인에 의해 열 항이 감소했을 것으로

단된다.

상 습도의 경우 포화수증기압과 수증기분압의 비율로 온도 수

증기 이동에 따라 복합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온도분포에 비해 수증기분압 분포의 오차가 크고 이 오차

의 경향에 따라 상 습도도 같은 형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을 보 다.실내 공기가 습한 환경에서 기 벽체 TW 시험벽체

PW1∼PW3모두 결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되었으나 실제 실험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목재 부재의 수분 흡착에 따른 완충

효과로 단된다.Zhang등 (2011)의 연구에서도 흡습성 재료로 이

루어진 벽체의 수분흡착에 해 실험을 진행하 는데 가습 제습

조건에서 측된 습도변화보다 실측된 습도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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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증기분압의 경우 실측 결과에서 실내의 습기가 단열재 구간을

지나면서 진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습도에서 설명

했던 것과 같이 목재부재와 같은 흡습성 재료의 수분흡착에 의해

단열재구간을 지나면서 수증기분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실

외가 습한 경우 덮개재인 OSB의 투습 항이 커 벽체 내 수증기분

압의 실측과 측의 오차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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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Comparisonofmeasuredandpredictedvalues(60hou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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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분포의 실측과 측에서 오차의 정도를 정량 으로 단하기

하여 다음 식 (12)와 같이 오차를 정의하여 정규화하 다.

measured predicted

out in

Normalized error ( ) 100 (%)
T T

T
T T

-
= ´

-
(12)

where

T=temperature(℃)

out=outdoorair

in=indoorair

온도의 정규화된 오차는 실내외 온도차에 한 벽체 내부의 실측

과 측 온도 차의 백분율로 정의하 다.같은 방법으로 수증기분압

을 다음 식 (13)과 같이 오차를 정의하여 정규화하 다.

,measured ,predicted

,out ,in

Normalized error ( ) 100 (%)w w

w

w w

p p
p

p p

-
= ´

-
(13)

where

pw =partialwatervaporpressure(kPa)

실험에 사용된 벽체의 정규화된 오차를 Fig.21에 나타내었다.온

습도센서의 치에 따라 1∼6의 번호를 부여하 다.목재 사이딩과

housewrap사이가 1번으로 벽체 PW3의 경우 공기층에 해당한다.

유리섬유 단열재의 양 끝에서 실외측이 2번,실내측이 5번으로 이

두 곳은 모든 벽체에 측정되었다.벽체 PW2의 단열재 간에 삽입

한 방습지의 실외측으로 3번,실내측으로 4번이며 벽체 PW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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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2에 용한 단열재와 석보보드 사이의 방습지의 실내측으로 6번

을 부여하 다.

온도에 한 오차를 살펴보면 실외 측인 2번 치에서 14%,실내

측인 5번 치에서 7%로 모든 벽체에서 2번 치의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번 치에서의 표 편차는 ±3℃ 다.방습지를

용한 PW1과 PW2의 경우 2번 치에서의 오차가 8% 그 외 벽체

의 오차가 16%로 나타났다.이는 방습지를 용하여 벽체 기 성이

확보됨으로써 측치와 오차가 어든 것으로 단된다.벽체 구간

2번 치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하 는데 이는 경계값인 실내

외로부터 체 열 항의 간값이 단열재 구간에 치하므로 경계

로부터 치에 따른 오차로 설명하기 힘들다.Li,(2009)가 수행한

벽체의 수치해석에 따르면 벽체 내 열 달의 형태는 도, 류,

열,잠열 형태로 나 어 계산하는데 흡습재료인 OSB주 에서 오차

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목질 재료인 OSB의 수분흡착과

함께 수증기의 상변화에 따른 잠열에 의한 효과로 단된다.Fig.

20의 실내가 습한 경우에 유리섬유에서 OSB로 기체인 수증기가 목

재로 흡착되므로 발열반응에 의한 온도상승이 상되며 실외가 습

한 경우에 OSB에서 유리섬유로 수증기로 기화되므로 흡열반응이

상된다.실제 실측값도 동일한 온도 상승과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잠열발생에 의한 온도차이로 단된다.

수증기분압의 경우 실내가 습한 조건에서 모두 결로가 측되었고

수증기분압이 결로 지 을 경계로 구간을 나 어 다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측값과 측값을 직 비교하기 힘들다.결로가 측되지

않은 외기가 습한 경우 공기층에서의 오차가 가장 크고 멀어질수록

오차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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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Normalizederrorbetweenmeasuredandpredicted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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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경골목조벽체의 벽체 내 수분 피해를 이고자 벽체 구성을 달리

하여 벽체 구성에 따른 온습도 분포와 벽체 내 수분축 을 비교하

다.일반 으로 시공되는 기 벽체와 3개의 시험벽체를 선정하여

비교실험을 통해 벽체 내 온습도를 측정함으로써 벽체흡습성능의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 다.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

다.

l 벽체 PW1과 PW2의 실험결과 수분침투에 취약한 벽체 실내 측

에 방습재료인 방습지를 추가함으로써 벽체 내부로의 수분 이동

을 일 수 있었다.그러나 단열재 사이에 방습지를 더 추가한

벽체 PW2의 결과와 같이 단열재 구간에서의 방습성능 증가는

건조성능 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습재료의 치 선정이나

방습성능 결정이 요하다.

l 공기층을 추가한 벽체 PW3의 경우 공기층의 환기효과로 벽체

내부로부터 공기층 방향으로 수분이동이 유도된다.

l 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W3의 경우 습한 외기에는 방습효과가

있지만 습한 실내공기에 의해 쉽게 수분이 유입되어 기 벽체보

다 개선된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따라서 실내 측으로 유입되는

수분의 이동만 인다면 공기층의 벽체 내 수분감소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l dew pointmethod에 의한 온도 측은 최 ±3℃의 오차로 측

되어 비교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오차가 가장 큰 곳은 OSB

와 유리섬유 단열재 사이로 나타났다.이는 공학목재인 OS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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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흡착에 따른 흡발열 반응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수증기분

압의 경우 수분흡착에 의한 감소를 고려하지 못해 결로가 발생

하는 것으로 측되어 오차가 크게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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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외실험을 통한 벽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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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국내의 경골목조주택시공은 1980년 후반에 시작되어 북미의 벽

체시스템을 그 로 도입한 것으로 국내의 주거문화 기후를 고려

하지 못하 다.시공 문성 국내 여건의 고려 등의 이유로 목조

주택에서 결로 부후 등 수분피해가 많이 발생하 다.최근 친환

경 주거공간에 한 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목조주택시장이 성

장하는 시 에서 이러한 문제 들은 목조주택 보 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후 주거환경에 합한 벽체구

성을 제작하여 외기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수분피해에 따른 열화

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 의 벽체 구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재료 방습지와 공기층의 구성방법을 달리한

여러 가지 목조벽체를 외기에 노출시키고 벽체 내 수분이동과 수분

축 을 평가하여 실제 환경에서 수분축 감소에 가장 유리한 벽체

구성을 찾고자 하 다.이를 해 일반 으로 시공되는 경골목조벽

체와 구성을 달리한 네 가지 시험벽체를 옥외 테스트 하우스에 설

치하고 외기에 노출시켜 벽체 내 수분이동을 찰하고 그에 따른

벽체 내 온습도 분포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열화방지

에 합한 최 의 벽체 구성을 찾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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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료 방법

2.1.벽체 구성

실내실험 결과에서 겨울철 단열재 구간의 결로발생 방지를 해

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추가하 으나 건조성능의 하로 벽체 내

수분축 이 증가하여 본 실험에서는 단열재 구간에 삽입하는 방습

지만 투과성을 높여 3.22μg/㎡·s·Pa의 증기투과성을 갖는 방습지를

설치하 다 (벽체 PW2).

건조성능 향상을 한 공기층을 외부 사이딩과 OSB 덮개재 사이

에 용한 벽체 PW3의 경우 실내실험 결과 공기층에 의해 실내로

부터 실외측으로 수분이동이 유도되어 실내 수분 침투가 발생하

고 이를 감소시키기 해 실내측 방습지를 추가하고 실외측으로의

수분이동을 원활히 하고자 OSB 덮개재 외부에 설치하는 방습지를

제거하여 시험벽체 PW4를 구성하 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실험에 용하기

하여 재 통상 으로 용되는 기 벽체 (TW,typicalwall)와 네

가지의 시험벽체(PW,proposedwall)를 구성하 다 (Fig.22).벽체

PW3과 PW4는 기 벽체 TW에 환기를 한 공기층이 배치되도록

목재사이딩과 벽체사이를 두께 6㎜ 그물망 형태의 제품을 용하

다. 온습도 측정에 사용된 센서는 Pt1000 타입의 온도센서

(accuracy:±0.5℃)와 capacitive타입의 습도센서 (±3% at20℃)가

함께 내장된 직경 12㎜,길이 116㎜의 온습도센서 (EE06,E+E

ELEKTRONIK)를 사용하 다.센서의 치는 기 벽체와 시험벽체

의 비교를 하여 동일한 치에 선정하 으며 상 습도가 높을 것

으로 상되는 벽체의 아래 부분으로 바닥으로부터 30㎝ 높이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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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 다.벽체 제작에는 Table9에 표시된 실내실험과 동일한 재료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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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Wallassembliesandlocationof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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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테스트하우스 제작 시험벽체 용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2.4m×7.8m×2.4m (폭×길이×높이)크기의

옥외 테스트하우스를 시공하 다.테스트하우스의 외피 일사에

의한 향이 은 북측벽에 기 벽체와 시험벽체를 용하 다

(Figs.23).

Fig.24는 테스트하우스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테스트 하우스

의 동서쪽 양측에 외기환경과 실험구역의 완충공간을 두고 서쪽 완

충공간에 데이터 획득 장비를 설치하 다.

일평균 기온 18℃ 이하일 때 실험구역에 온풍기를 이용하여 20℃

난방을 용하 다.실내의 습도를 주거환경수 으로 맞춰주기 하

여 물통에 천을 담그고 온풍기를 가동하여 자연기화를 유도하 다

(Fig.25).

벽체 내외부의 수분 이동을 확인하기 하여 벽체 내부 외에도 실

내외 온습도 환경 데이터도 함께 측정하 다.모든 데이터 수집 간

격은 5분이며 결과 분석에는 1시간 평균값을 사용하 다.외부환경

에 따른 벽체 내 온습도를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2개월

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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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Northernandwesternsideoffieldtesthouse

Fig.24.Planefigureoftesthouse

Fig.25.Humidificationwithnaturaleva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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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곰팡이 발생 가능성 지표

건물에서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이는 거주자의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목조 건물의 경우

하 을 지지하는 목재부재의 열화를 야기하여 건물 체의 구조

안 을 할 수 있다.곰팡이가 생장하기 해서는 수분,온도,공

기,pH, 양분 등 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목조주택의 경

우 온습도 조건과 지속시간이 주요 인자로 작용하여 이를 이용한

곰팡이의 발생 험 평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Vereecken과

Roles(2012)는 지 까지 개발되어온 곰팡이 측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l IEA-Annex14

l Time-ofwetness

l Johansson’smouldgrowthindieces

l Fungalindex

l VTT모델

l updatedVTT모델

l Isopleth모델

곰팡이 측 모델 Isopleth모델은 곰팡이의 온습도별 최 생장

범 를 제시하는 것으로 곰팡이 포자의 발아 조건과 균사의 생장에

한 두 가지 Isopleth(등치선도)를 제공한다.Fig.26은 곰팡이의

일종인Aspergillusrestrictus에 한 포자발아 균사 생장에 한

등치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Ayerst,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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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Isoplethforsporegerminationandmoldgrowth(Ayerst,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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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sopleth법을 이용하여 곰팡이의 생장을 제외한 발

생 가능성만을 단하기 하여 포자 발아 가능 시간 발아

완료 정도만을 단하고자 하 다.포자발아 완료정도인 곰팡이 발

생 지표 I를 다음 식 (14)와 같이 정의하 다.

( , )
1

1
nT X

n year

I dt
n FÎ

=å ò (14)

where

I=moldindex

n=requiredtimeforsporegermination(hour)

t=time(hour)

T=temperature(℃)

φ =relativehumidity(%)

Xn=temperatureandrelativehumidityconditionsfor

germinationtime‘n’

본 지표는 1년간 된 곰팡이 포자발아에 따른 결과로 식 (14)에

따라 ‘1’이 되면 포자가 발아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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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3.1.수분 이동

실험으로 측정된 연간 외기와 실내의 온습도 데이터를 Fig.27에

나타내었다.실내외 기온차가 가장 큰 겨울 (1,2월)에 벽체 내 결로

발생확률이 높고 고온다습한 여름 (7,8월)에 외기에 의한 벽체수분

축 을 상할 수 있다.

실내외 공기의 온습도에 따른 수증기분압을 구하여 그 차 (Δpw=

pw(실외)-pw(실내))를 Fig.28에 나타내었다.수증기의 이동은 증기압차

에 의해 이동하므로 겨울에는 실내에서 실외로 여름에는 실외의 수

증기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겨울철 벽체 수분

축 의 원인은 실내공기이고 여름철 벽체 수분축 의 원인은 실외

공기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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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Airconditionsoftesthouse(monthly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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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8.Vaporpressuredifferencebetweenoutdoorandindoorair

(monthly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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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와 Fig.30은 실내외 온도차가 가장 큰 겨울 (1월)의 기 벽

체 TW와 실내측 방습지를 용한 PW1,PW2의 벽체 내 월평균 온

도,상 습도,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실선으로 표시한

것이 기 벽체 TW이고 선으로 표시한 것이 시험벽체 PW1,PW2

이다.수분의 이동 방향은 실내 공기의 수증기분압이 외기의 수증기

분압보다 커 실내로부터의 수분유입이 발생하 다.실내외 마감재의

방습성능이 증가할수록 벽체 내 수증기분압의 값이 작아지고 분포

의 경사가 완만해진다.

방습지를 용한 결과 실내실험에서와 같이 유리섬유 단열재의 기

성이 확보되어 유효열 도 계수가 감소하 고 이의 향으로 단

열재 구간의 열 항이 증가하 다 (Fig.30(a)).그 결과 방습지를

용한 벽체 PW1,PW2의 단열재 구간 내 온도경사가 기 벽체

TW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s.29(a),30(a)).

수증기분압의 경우 실내 실험과 달리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W1

이 기 벽체와 비슷한 수증기분압 분포를 보 다 (Fig.29(c)).단열

재 구간 내 추가방습지를 더 설치한 벽체 PW2의 수증기분압 분포

가 기 벽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습도의 경우 실내방습지를 용하여 벽체의 기 성 증가로 열

항이 증가하 고 이는 벽체 내 온도상승으로 이어졌다.내부 수증

기압이 증가하 지만 온도상승으로 상 습도는 유지되거나 (PW1)

감소하는 것으로 (PW2)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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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ComparisonofTW andPW1inwinter:(a)temperature;

(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vaporpressure,(January,

monthlyaverage).

Fig.30.ComparisonofTW andPW2inwinter:(a)temperature;

(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vaporpressure,(January,

monthly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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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와 Fig.32는 실내외 온도차가 가장 큰 겨울 (1월)의 기 벽

체 TW와 공기층을 용한 PW3,PW4의 벽체 내 월평균 온도,상

습도,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벽체 PW3의 경우 실내실험의 결과와 같이 수증기분압 분포가 공

기층의 설치로 기 벽체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a)).벽체 내 수증기압이 증가하 지만 온도가 상승하여 벽체 내

상 습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31(b)).공기층 치에

서의 수증기분압은 PW3와 PW4벽체 모두 기 벽체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류에 의한 압력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이러한 압력감소는 벽체 내 수증기를 외부로 끌어내어 실내측

수증기가 벽체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32에서 벽체 PW4의 경우 실내측의 단열재와 방습지 사이에

서 벽체 PW3와 같이 수증기분압이 기 벽체보다 증가하 으나 결

로발생이 쉬운 OSB덮개재 뒷면에서는 낮은 수증기분압을 보 다.

이로 인해 공기층 PW3보다 결로 방지에 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공기층의 건조 효과가 방습지로 인한 실내로부터의 수분

침투 감소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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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ComparisonofTW andPW3inwinter:(a)temperature;

(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vaporpressure,(January,

monthlyaverage).

Fig.32.ComparisonofTW andPW4inwinter:(a)temperature;

(b)relativehumidity;(c)partialwatervaporpressure,(January,

monthly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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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과 Fig.34는 외기가 가장 습한 여름 (7월)의 기 벽체 TW

와 방습지를 용한 PW1,PW2의 벽체 내 월평균 온도,상 습도,

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별도의 공조를 하지 않은 실내

조건으로 인하여 실내 온도가 실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수증기

분압은 실내가 더 낮게 나타나 수분의 이동방향은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지만 방습지를 용한 벽체 PW1,PW2

모두 단열재 구간의 온도경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Fig.33(a),

34(a)).

실외가 습한 경우에도 벽체 PW1의 단열재 구간 수증기분압이 기

벽체보다 낮게 분포하 다.이는 겨울철의 경우 상 으로 많이

습한 실내가 수분침투의 원인이 되지만 여름의 경우 실내외 모두

수분 침투의 원인이 되어 실내측 추가방습지가 벽체의 수증기분압

분포를 낮춘 것으로 단된다 (Fig.33(c)).

실외가 습한 경우 벽체 PW2의 단열재 구간 수증기분압이 기 벽

체보다 높게 분포하 다 (Fig.34).이는 방습지의 추가로 방습효과

가 향상되지만 동시에 내부에 축 된 수분의 건조성능이 하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따라서 벽체 내부 단열재 구간의 추가 방습

지는 여름철 벽체의 건조효과를 하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상 습도의 경우 온도변화 수증기분압의 변화가 서로 상쇄되어

기 벽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06

Fig.33.ComparisonofTW andPW1insummer:(a)temperature;

(b)relative humidity;(c)partialwatervapor pressure,(July,

monthlyaverage).

Fig.34.ComparisonofTW andPW2insummer:(a)temperature;

(b)relative humidity;(c)partialwater vaporpressure,(July,

monthly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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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와 Fig.36은 외기가 가장 습한 여름 (7월)의 기 벽체 TW

와 공기층을 용한 PW3,PW4의 벽체 내 월평균 온도,상 습도,

수증기분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온도분포의 경우 모두 기 벽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압력차에 의해 수분이 외기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고려할

때 목질 재인 덮개재의 표면에서 기화가 발생하는 치에서 흡열

반응에 의한 온도감소가 향한 것으로 단된다.이는 겨울철 실내

의 수분유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외가 습한 경우 벽체 PW3의 단열재 구간 수증기분압이 기 벽

체보다 낮게 분포하 다.이는 공기층의 수증기분압이 류의 향

으로 감소하여 벽체 내 수분의 건조를 진한 것으로 단된다.

벽체 PW4의 경우 단열재 구간 수증기분압이 기 벽체보다 낮게

분포하 다.이는 공기층 PW3의 결과보다 더 낮은 분포로 겨울에서

와 같이 방습성능이 취약한 실내측의 방습성능을 높이고 외부 덮개

재 측의 건조성능을 향상시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벽체 PW4는

실외가 습한 경우와 실내가 습한 경우 모두 기 벽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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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ComparisonofTW andPW3insummer:(a)temperature;

(b)relative humidity;(c)partialwatervaporpressure,(July,

monthlyaverage).

Fig.36.ComparisonofTW andPW4insummer:(a)temperature;

(b)relative humidity;(c)partialwatervaporpressure,(July,

monthly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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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벽체 내 수분 축

Table12는 벽체 내 공기 수분의 축 정도를 알아보기 해 벽

체 내부의 월평균 습도를 나타낸 것이다. 습도는 단열재 구

간에 치에서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Fig.37).벽체 내 습도

는 외기의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 (7월,8월)에 가장 크고 건조한

겨울 (1월,2월)에 가장 작은 값을 보인다.

시험벽체의 수분축 감소를 확인하기 하여 벽체 PW (PW1,

PW2,PW3,PW4)의 습도에서 기 벽체 TW의 습도를 뺀

습도 차를 Fig.38에 나타내었다.음의 값을 가질 때 시험벽체

가 기 벽체보다 낮은 습도를 나타내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

로 단된다.

벽체 내 습도는 실내 측에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W4가 기

벽체 TW보다 연 내내 감소한 경향을 보여 벽체의 수분축 감소

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추가하여

총 2개의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W2의 경우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 에서 모두 증가하여 낮은 성능을 보 다.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W3의 경우 외기가 습한 여름철에 감소하고 실내가 습한 겨울철에

증가하 다.Nore와 Thue(2005)는 공기층의 환기효과에 해 공

기층의 크기를 달리하여 장실험을 실시하 는데 외기가 습할 때

외장 마감재 뒷면의 공기층이 클수록 함수율이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공기층으로 인해 발생

하는 실내수분의 벽체 내부로의 이동은 겨울철 상 습도 증가로 벽

체 내 결로발생과 같은 수분축 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이러한 공

기층 벽체 PW3의 안으로 실내측에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PW4는

모든 계 에서 벽체 내 수분 축 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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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Locationofsensorsforcalculationofabsolutehumidity

Wall
type

absolutehumidity(g/㎥)

1 2 3 4 5 6 7 8 9 10 11 12

TW 3.7 3.8 6.5 8.0 9.5 12.617.517.013.8 7.4 5.5 4.0

PW13.7 3.7 6.2 7.6 9.1 12.317.216.913.8 7.5 5.5 4.1

PW23.6 3.4 6.2 7.8 9.6 12.917.517.314.2 7.7 5.7 4.1

PW33.9 4.0 6.9 8.0 9.5 12.817.317.113.9 7.5 5.5 4.0

PW43.7 3.6 6.0 7.1 8.7 12.016.916.413.4 7.3 5.3 3.9

Table12.Monthlyaverageabsolutehumidityinwall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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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Differenceofabsolutehumiditybetweenproposed(PW)

andtypical(TW)wall(monthlyaverag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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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발생하는 벽체 내 결로는 벽체 내 수분축 뿐만 아니라 단

열재에 의해 발생하는 외기와 벽체 간 온도 차이에도 크게 향을

받는다.이 게 발생한 결로는 국부 인 수분의 증가로 고습환경을

조성하여 철 기온이 상승하 을 때 생물학 열화에 유리하게 작

용한다.겨울철 벽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가능성을 확인하

기 하여 각 벽체의 OSB덮개재 뒷면에서 측정된 상 습도 월 평

균값을 Fig.39에 나타내었다.벽체 PW1,PW2,PW4와 같이 방습

지가 추가될수록 실내의 수분유입이 어들어 벽체 내 상 습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벽체 PW3의 경우 Fig.31에서와 같이

벽체 내부로 기 벽체 TW보다 더 많은 수분이 유입되었지만 벽체

내 온도가 기 벽체보다 높아 상 습도가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 내부에 겨울철 결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

제 장에서는 개구부의 창틀,문틀이나 모서리 등에서 발생하는 열

교 상이나 콘센트 등에서 발생하는 외기의 침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에 지 주택에서는 열교 제거 기

성능 확보가 필수 이다.개구부나 콘센트가 존재하지 않는 본 연

구의 벽체실험에서는 벽체 구성만으로 결로가 발생하기 힘들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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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Relative humidity between sheathing and insulation

(monthlyaverage,January,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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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곰팡이의 발생 가능성 평가

실측된 벽체의 내부의 모든 온습도 조건에서 포자 발아 가능 역

에 포함되는 시간을 하여 Fig.40에 나타내었다.Fig 40의

‘Accumulatedtime’이란 곰팡이의 포자 발아가 가능한 온습도 조건

에 포함된 시간을 모두 더한 것이다.실외의 목재사이딩 뒷면 치

인 1번 센서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곰팡이 포자 발아 가능 온습

도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치에서는 실재 구조부재인

덮개재와 샛기둥에 직 노출되지 않고 외부 마감재인 목재 사이딩

만 노출되기 때문에 구조 문제 보다 외 의 미 기능 손실이

우려된다.목재 구조부재가 노출되는 벽체 내부의 2∼4번 치를 살

펴보면 한 여름인 7∼8월에 고온 다습한 외기에 의해 포자 발아가

능 조건이 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모든 벽체에서 2번 치보

다 4번 치의 노출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포자발아 가능 환경에 더 큰 향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노

출 시간 감소를 해서는 여름철 실내 공기의 공조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출된 시간이 가장 긴 벽체부터 나열하면 PW2> PW3> PW1

>TW >PW4순으로 나타났다.내부 방습지를 설치한 PW1,PW2

의 경우 기 벽체보다 건조성능이 하되어 여름철 습한 외기에 노

출되면 곰팡이 포자 발아 방지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한 공기층만을 설치한 PW3의 경우도 공기층으로 인해 실내의 습

기가 벽체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단된다.모든 벽체 공기층과

내부방습지를 함께 용한 벽체 PW4만이 기 벽체 TW보다 곰팡

이 포자 발아 가능 노출시간이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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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0.Periodoffavorableconditionsforsporegerminationin

allmonitoringspotsoftested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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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에서 곰팡이 포자발아에 유리한 온습도 환경에 해 가 치

를 용한 곰팡이 지표 I를 정의하 다.정의에 따르면 지표 I는 ‘1’

이 되면 곰팡이의 포자가 발아한다.즉 ‘1’이 되어야 곰팡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단한다.1년간 측정된 테스트하우스의 시험벽체 내

온습도 결과를 곰팡이 지표 I에 용하여 Fig.41에 나타내었다.

모든 벽체 내부에서 곰팡이의 포자가 발아할 수 있는 시간을 만족

하지 못하여 곰팡이 지표 I는 ‘1’에 미치지 못하 다.즉 본 연구에

서 제작된 모든 시험벽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다.실제 테스

트하우스 철거 당시 벽체 내부에 곰팡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

한,벽체 PW4가 모든 벽체 가장 낮은 곰팡이 발생 지표값을 보

다.특히 PW1의 경우 수증기분압이나 습도 등 수분 축 에

한 성능은 기 벽체보다 개선되었지만 곰팡이 발생 가능성은 실

내측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추가방습지를 두장 덧

PW2는 건조성능의 악화로 곰팡이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

포자 발아 가능성이 높은 벽체부터 나열하면 PW2 > PW3>

PW1> TW > PW4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발아 가능 환경 노출

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PW2의 OSB뒷면을 살펴보면 포자 발아

가능 일수는 길지만 실제 발아 가능 진행 정도는 짧게 나타났다.이

와 같이 포자발아가 가능한 시간이 많다하더라도 가 치가 낮

은 환경에 용되는 경우 낮은 곰팡이발생지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환경일수만으로 곰팡이 발생가능성의 벽체 간 성능비

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 결과를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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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Accumulatedgerminationtimeandmoldindex in test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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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경골목조벽체의 벽체 내 수분축 에 따른 생물학 열화피해를

이고자 국내 기후에 합한 벽체 구성을 제시하고 이를 외기에 노

출시켜 실제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벽체 구성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 다.일반 으로 시공되는 기 벽체와 제안된 시험벽체 구성

4가지를 외기에 노출시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l 매뉴얼 설계법인 dew pointmethod로 측한 벽체 내 수증기분

압은 실측된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실제 벽체에서 나타나

는 벽체 내 목재 부재의 수분 장에 한 흡습성능을 매뉴얼

설계법이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l 실내측 방습지를 설치한 벽체 PW1,PW2,PW4는 실내실험에서

와 같이 겨울철에 나타나는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방지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단,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설치한 벽체

PW2의 경우 방습지의 잘못된 치선정으로 외기가 습한 환경일

수록 벽체 내부 수분축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열재

구간에 설치한 방습지의 벽체 수분축 증가는 실내실험에서도

높은 상 습도와 수증기분압으로 나타났다.

l 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W3은 실내에서 실외로 수분이동을 유도

하여 실외가 습한 여름철에 벽체 내 수분의 건조를 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실외가 습한 환경을 조성한 실내실험의

PW3의 결과와 일치한다.

l 벽체 PW3의 단 을 보완하고자 실내측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W4의 경우 연 기 벽체 TW보다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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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벽체 가장 우수한 흡습성능을 나타났으며 곰팡이 발생

가능성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 온습도 분포에 의한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곰팡이 포

자발아 가능 시간과 곰팡이 지표 I가 완 비례하지 않았다.

l 국내 기후에서는 목조주택의 벽체구성만으로 결로발생이 어려우

며 실제 결로 발생 원인은 개구부 콘센트 등 벽체 손실부의

열교 외기의 유입 등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4가지 시험벽체 구성의 외기에 노출된 결과를 통해 국내 기후에서

는 실내로부터의 수분유입을 방지하도록 실내측 방습지를 설치하고

건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기층을 외부사이딩과 덮개재 사이

에 설치하는 것이 우수한 흡습성능을 보여 생물학 열화 피해 방

지나 단열성능 하 등에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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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수분피해에 따른 열화방

지에 효과 인 목조벽체 구성을 찾고자하 다.이를 해 여러 가지

개선벽체 구성을 제시하고 매뉴얼 설계법,실내실험,실외 장기 노

출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 다.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

음과 같다.

l 계산이 용이한 매뉴얼 설계법으로 시험벽체 구성의 타당성을 검

토하 다.확산 방정식을 근거로 한 설계법으로 인해 수증기의

이동에 한 방습지의 개선은 확인되었으나 공기층의 건조성능

은 평가하지 못해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 다.

l 습한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를 이기 해 벽체 내 실내측에

방습지를 추가하는 것은 효과 이었다.특히 단열재 간에 치

한 방습지의 경우 벽체 내 습기의 이동을 방해하여 벽체의 건조

성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방습성능을 높이기

해 방습지를 설치할 경우 방습지의 치 투습성 선정에 신

을 기해야 한다.

l 류가 가능한 공기층을 추가하면 공기층 내 기압의 하로 벽

체 내부의 수증기를 외부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이는 공기층

이 치한 벽체 반 편이 건조할 경우 유리하지만 습할 경우 벽

체 내부로 습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따라서 공기층을 설치한 벽

체 반 편에 방습성능을 높이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어

네 번째 시험벽체 PW4를 구성하 다.

l 기 벽체의 경우 벽체 구성층 외부 덮개재인 OSB의 투습

항이 가장 크고 내부 마감재인 석고보드의 투습 항이 상 으

로 작다.사계 에 따라 수분의 이동경로가 바 는 경우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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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방습성능이 강한 것보다 정수 의 방습성능을 양쪽 모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실내측 방습지를 추가하

고 외기측으로 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W4가 기 벽체 TW를

포함한 모든 벽체에서 연간 가장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 으며

곰팡이 발생 가능성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 온습도 분포에 의한 곰팡이 발생 가능성은 발생 가능 환경에

한 노출 시간도 요하지만 환경 정도에 따른 발생 속도도 요

하다.이를 고려하여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면 노출시간과

곰팡이 발생가능성이 비례하지만 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환경에 따른 가 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한다.

l 국내 기후에서는 벽체구성만으로 결로발생이 어려우며 실제 결

로 발생 원인은 개구부 콘센트 등 벽체 손실부의 열교 외

기의 유입 등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후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결로와 생물학

열화,특히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골목조벽체를 구성하는 일

련의 방법론을 제시하 다.이는 최근 단열성능이 강화되어 시공되

고 있는 에 지 목조주택과 련하여 목재부재의 내구성,주택의

미 ,주거환경의 쾌 성 등과 련한 설계 유지보수의 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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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vaportransmissionand

dryingperformancesoflight-frame

wallunderKoreanclimatecondition

SejongKim

DepartmentofForestSciences

Program inEnvironmentalMaterials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 ordertopreventthedeterioration ofthewooden members

from moisturedamageinwoodenhouses,outsideweatherand

indoorliving environmentshouldbeconsideredtodesign wall

assemblies.In this study,we intended to find outa proper

timber framed wall assembly to preventing deterioration

consideringtheexposedenvironment.

Forthepurpose,thecharacteristicsoftheKoreanclimat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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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environment were analyzed, and optimized wall

configurations were proposed.The improvementcapacity was

evaluatedwithdew pointmethod,whichusesimplecalculations,

and laboratory test. Then, friendly conditions for moisture

accumulationandmoldgrowthinsidetestwallswereevaluated

throughthelong-term fieldtest,andtheproposedoptimizationof

wallassemblieswasvalidated.

A commonlighttimberframewallusedindomesticwooden

houseswasselectedasatypicalwallassembly,whichincludesa

singlewraponitsOSB (orientedstrandboard)sheathing.And,

proposed wallswhich adopted vaporretarderoropen airgap

weredesigned:a)additionofavaporretarder(PW1);b)addition

oftwovaporretarders(PW2);c)additionofanopenairgapfor

ventilationbehindthesiding(PW3).

Usingthedew pointmethod,amanualdesigntoolbasedonthe

diffusionequation,improvedcapacitiesoftheproposedwallswere

validatedbycomparisonwiththetypicalwall.Theproposedwall

PW1 and PW2 showed lower partialwater vapor pressure

betweenOSB sheathing andglasswoolinsulationthantypical

wallTW.TheresultofthewallPW3wassimilarwiththatof

the TW because the used design tooldid notconsider air

convection.

Then,each proposed wallassembly (PW1,PW2,PW3)was

simultaneously tested with typicalwallTW in a laboratory

simulating severeoutdoorand indoorenvironmental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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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W1and PW2,which wereintended toreducemoisture

transferfrom indoor,proveddrierthanTW.But,inthecaseof

PW2,theRH (relativehumidity)behindadditionalvaporretarder

in themiddleofinsulation washigherthan TW.Soitwas

concluded thatthe location ofvaporretarderwas significant

factorformoisture distribution.In the case ofPW3,forced

convectionwasappliedtotheoutsidesurfacesoftestwallsand

itwasconcludedthatopenairgapinducedlowervaporpressure

ofawallunderhumidoutdooraircondition.

From laboratorytest,thedampproofingofvaporretarderand

the drying potentialofopen airgap in wallassembly were

verified.Basedontheseresults,alastproposedwallassembly

PW4 was configured,which adopted both an indoor vapor

retarderandanopenairgap.

Then,thetypicalwallTW andproposedwallsPWs(PW1∼

PW4)wereusedinafieldtesthouseforlong-term experiment.

Basedonmoistureaccumulationandcondensationofawall,the

PW1andPW4weredrierthanTW duringthefieldtest.And,

thePW2andPW3weredamperthanTW.Itisresultedfrom

decreased drying performance ofwalls with additionalvapor

retarderunderhumidoutdooraircondition.

Concerning with deterioration of wooden member,moisture

condensationdidnotoccurredinthealltestedwallassemblies

through the field test.But,condensation possibility in all

proposed wallPWswasimproved becausetheRH valu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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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 andinsulationinterface,vulnerablelocationtocondensation

underheatingseason,ofPWswerelowerthantypicalwallTW.

BasedonthemeasuredtemperatureandRH valuesofthewalls

during the field test,the possibility ofmold occurrence was

evaluated. The accumulated exposure time for favorable

conditionsofmoldgerminationwaslongestinsummerandPW4

showed less possibility ofmold germination than wallTW.

Consequently,itisconcludedthatwallassemblywithonlyone

function,damp proofing ordrying,is notenough formixed

climatezone withbothheatingandcoolingseasons.Sobothof

thatshouldbeconsideredtogether.

keywords :light-framewall,moisturetransfer,deterioration,

moisturecondensation,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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