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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Houses in North Korea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lass of people who are subject to move into the

country. In particular, due to shortage of materials and construction equipment, the conditions of finishing materials

are very poor. Also, insulation performance of buildings is very weak. 2) Out of insulation materials used in South

Korea, six types(EPS, XPS, Reflective Insulation, Polyurethane Foam, Glass Wool, Polyester Board) were selected;

low thermal conductivity (about 0.04W/mK) and high fire resistance, constructability and economy (about 10,000 won

per unit area). Among them, polyurethane foam was found to be the best in insulating performance, and EPS had

high constructability and Reflective Insulation had economical merit. 3) Heating load simulation showed that the thermal

performance of poor North Korean houses such as Harmonica houses and Rural cultural houses could be improved

by 40-80%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insulation materials.

Key words : North Korean housing, Insulation materials, Heating load simulation, Thermal environment

1. 서  론

최근 통일문제는 지난 1945년 한반도의 분단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통일을 대비

한 여러 시나리오가 등장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이 매

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북한의 주거환

경개선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후 우리나라와 북한은

철도·도로·통신 등 각 산업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도 북한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통일

대비 북한 SOC 현황정보 조사 및 시나리오 기반 주거

공급·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계약’(2015~2017)

등의 연구와 ‘격변하는 한반도 국토건설의 미래전략-

통일대비 북한 주거공급 및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북

한 주택현황과 향후과제 토론회’, ‘남북 건축산업발전

대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57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된 약 531

만호의 주거건물 중 1993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 약

478만호로, 90% 이상의 주택이 1990년대 이전 수준으

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Jo, 2017). 특히,

북한은 페인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 건축 마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외피마감은 물론이며,

단열재가 취약한 실정이다(Kim et al., 1999). 이는 건

강상의 영향 뿐 아니라 동절기 난방부하의 증가로 엄

청난 에너지손실을 초래한다.

지금까지의 북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는 로

교신저자: 박진철 (우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제2공학관(208관) 4층

전화번호 : +82-2-820-5261

E-mail： jincpark@cau.ac.kr



통일대비 북한 주거환경 개선 단열재 적용 시뮬레이션 연구 441

제 25 권 제 4 호 2018년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Park & Choi, 2016),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Han,

2017), 북한의 열악한 주거실태(Kim, 2008), 설문을 통

한 북한의 주거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Kim et al.,

1999), 북한 주택의 소유권 재편, 주거지 정비,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 연구(Lee, 1998) 등이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북한주거환경은 노후화가 심하고 단열재 설치

가 없거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Kim et al., 1999;

Seo,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기후 특성에 적절한 최적 단열재를 도출하

고자 한 연구로서 먼저 북한 주택의 구조 및 외피, 실

내마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주요단열재(28개)

를 조사하여 북한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최적단열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단열재를 모델링주택에

적용하여 ‘DesignBuil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방

부하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추후 북한주거환경

개선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헌고찰

2.1. 북한 주거환경 조사

2.1.1. 주택유형

북한의 주택은 국가 예산으로 건립되어 국가의 소유

이다. 원칙상 개인소유를 할 수 없으며 입주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북

한 주택은 먼저 등급에 따라 1호, 2호, 3호, 4호, 특호

로 구분하고 다시 임시주택과 영구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호주택은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문

화주택·집단공영주택, 2호는 일반노동자들을 위한 아

파트·단독주택, 3호는 중앙기관·중앙당 간부를 위한

신형아파트·중급 단독주택, 4호는 중앙당 부부장·인민

군 소장 등을 위한 신형 고층아파트, 특호는 고위간부

이상에게 지급하는 60평 이상의 독립식 고급주택을

의미한다. 다음의 Table 1은 북한의 주거 유형을 등급

에 따라 나타낸 표이며 주택 배정은 직장의 위치를 감

안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시 주택을 다시

배정받는다(Kim, 2000; Seo, 2000; Song, 2000; Institute

for Unification, 2018). 

또한, 임시주택은 국가의 투자가 없이 지어진 주택

으로 한국전쟁 전후로 건설되었으며 하모니카주택과

농촌의 기존구옥이 있다. 하모니카 주택은 방과 부엌

이 각각 한 칸씩 3m×6m(총 18m2, 방 4m×3m, 부엌

2m×3m) 크기의 ‘땅집’을 연속하여 건설하며 그 외 여

유의 땅에 창고, 화장실, 수도 등을 설치한다. 한편, 국

가의 투자로 지어진 주택을 영구주택이라 하며 단층,

저층, 다층,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의 주거형태이다. 

2.1.2. 구조체, 마감재료 및 단열재

평양의 주거건축물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조이지

Table 1. Housing Type by Class

Division
Structure*

Object
R K T W etc.

Special

Grade

Luxury 

housing
○ ○ ○ ○

· Cooling and Heating room

· Bathroom

· Garden

· Central Party Vice-minister

· Cabinet

· Above the Major General of Army

No.4 Apartment ○ ○ ○ -

· Cooling and Heating room

· Bathroom

· Veranda

· Director of Central Party

· Cabinet director

· Professor

· Enterprise Buisiness Manager

No.3

Intermediate 

Detached 

House
○ ○ - ○ -

· Enterprise Director

· Central Organization Leader

· Provincial Deputy

No.2
Regular 

Apartment
○ ○ - - · Floor room

· Teaching Staff

· Laborer

No.1

Communal 

Housing
○ ○ - - -

· Petty Worker

· Office clerk

· Cooperation FarmerRural Housing ○ ○ - ○ -

* R : Room, K : Kitchen, T : Toilet, W : War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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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건설 용이성, 자재 소비량 최소화, 거푸집 및

건설장비 부족 등으로 조립식 공법으로 건설하는 추세

이다. 북한은 유기화학공업부문 기술의 미비로 성능이

우수한 마감재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스티로폼 등의

간단한 단열재만 소량 생산하는 실태이다. 일부 주민

이 단열성능 향상을 위해 벽체에 판자를 덧대고 톱밥

등을 충진하는 방법을 사용하나 이로 인해 빈대, 바퀴

벌레 등 해충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주택관

련 자재의 경우 수급이 어렵고 방과 부엌의 마감재료

로 종이, 시멘트 모르타르를 많이 사용하여 주택의 외

피 마감뿐만 아니라 실내 마감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Seo, 2000; Kim, 1999). 다음의 Figure 1은 북한 주거

건축물의 마감실태를 도식화하였다.

2.2. 국내 주요단열재 현황

단열재는 크게 저항형, 반사형, 용량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항형 단열재는 열의 전도를 적게 하여 작용하

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다공질의 밀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며 성형재(rigid pre-formed materials), 유연재

(flexible materials), 충진재(loosefill materials), 발포재

(materials formed on site)로 분류할 수 있다. 반사형 단

열재는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여 단열 성능을 확보한다.

복사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중공벽, 다락, 마루

등에서 유용한 방법이며 저항형과 반사형에 비해 용량

형 단열재는 축열성(time-lag)이 길게 작용한다(Kang,

2003).

위의 Table 2는 단열재를 섬유형, 입자형, 짚, 코르크,

섬유판, 발포수지형, 반사형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표

로 섬유형은 원료를 용융 또는 융해시켜 실처럼 뽑아

만든 무기질 단열재로 글라스울, 암면 등이 있다. 입자

형은 미세한 공극을 가지는 작은 입자로 구성된 단열

재로 질석, 퍼라이트 등이 있다. 짚 단열재는 볏짚을

압착시켜 만든 단열재로 벽체로도 사용가능한 단열재

이다. 코르크는 판형 단열재로 사용하며 내부 공극에

의해 경량이며 단열성능 뿐만 아니라 방음성능이 있어

바닥재, 벽체 마감재로 적용 가능하다. 섬유판은 식물(연

질), 목재(경질), 원목(파티클) 등을 작은 조각으로 부

수어 고온·고압으로 압착시켜 만든 단열재이다. 발포

수지형은 원료를 압축발포 또는 발포시킨 후 성형하여

만든 단열재이다. 반사형은 공기층을 확보하여 열에너

지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어렵다.

위의 단열재 중 여섯 가지 단열재를 선정하여 본 연

구의 난방부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선정

된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0.04W/mK 내외의 값을 가지

며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단열재

로서 내화성능을 가지며 외단열·내단열 시공 시 작업

성이 용이한 단열재로 선정하였다. 단열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단열재를 선정하였다.

(1) EPS (Expanded Poly Styrene)

EPS는 비드법 단열재로 ‘비드’라고 하는 물질을 수

증기로 발포시켜 만든다.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지하 혹은 기초에 시공 시 하자의 위험이 있다. 가공이

용이하나 제작 시 7주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다. 

(2) XPS (eXtruded Poly Styrene)

XPS는(압출·발포 폴리스티렌)압출법 단열재로 원료

를 녹여 연속으로 압축, 발포시켜 만든다. EPS보다 흡수

율이 적어 건축물의 기초·지하층 등의 시공에 적합하다.

(3) 반사형 단열재 (Reflective Insulation)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박막을 이용하여 복사열을 차

단시키는 원리로 단열재의 특성상 중공층(공기층)을

필요로 한다. 단열재의 표면이 부재에 닿을 경우 단열

성능이 저하되며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알칼리성에 약

한 특징이 있어 박막에 코팅을 하여 사용한다(Kwon,

2012).

(4) 폴리우레탄폼 (Polyureathane Foam)

우레탄 결합을 가진 열가소성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

우레탄을 물·발포제를 혼합하여 분사한다. 연질, 경질,

반경질로 나눌 수 있으며 단열성과 절연성이 좋다. 가

공성과 시공성이 용이하나 현장시공 시 품질관리가 어

렵다.

Figure 1. Finishing materials and insul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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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라스울 (Glass Wool)

용융한 유리를 섬유상으로 만든 단열재로 형상변형

이 용이하여 목조주택 또는 배관단열에 사용한다. 습

기와 열교에 의한 처짐과 수축이 발생하여 단열성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6) 폴리에스터 단열재 (Polyester Board)

폴리에스터 섬유를 적층하여 흡음재로도 사용한다.

단열재가 수분을 흡수할 경우 습기에 대한 처짐률이

낮으며 유독성 가스가 없고 암면, 유리면 등 보다 발암

가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Jo, 2002). 

단열재의 단열성능과 시공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위면적당 가격과 적용단가

를 고려하여 Table 3로 정리하였다. 적용단가 계산은

시뮬레이션에 적용 할 주택의 벽 면적을 구하여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곱한 후 한 가구당 발생하는 가격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선정된 단열재의 단열

성, 시공성, 경제성을 1~6까지의 번호로 좋음(1)부터

좋지 않음(6)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단열성은 열전

도율, 시공성은 작업성, 경제성은 단위면적 당 단열재

에 열관류율을 나누어 동일한 열관류율일 때의 단열재

가격과 가구당 적용단가를 고려하였다. 즉, 6종류 단

열재에서 단열성은 폴리우레탄폼, 시공성과 경제성은

Table 2. Classification of Insulation

Materials Density [kg/m3] Conductivity [W/m·K]

Fibers

Glass Wool(fiber) 200 0.042

Rock Wool 200 0.042

Mineral fiber mat 180 0.042

Rock wool board 330 0.062

Glass fiber board 100 0.036

Blown cellulose fiber 45 0.045

Polyester fiber board 40 0.036

Granules

Vermiculite 550 0.116

Perlite 65 0.042

Saw dust 200 0.128

Thatch
Reed 270 0.090

Straw 240 0.070

Cork Cork board 160 0.044

Fiber board

Soft board 288 0.058

Hard board 880 0.116

Particle board 592 0.081

Foamed Plastics

Phenolic plastics 30 0.038

Polystyrene board (EPS) 15 0.037

Extruded polystyrene board (XPS) 28 0.036

Polyurethane foam board 30 0.026

Polyethylene foam board 30 0.035

Expanded rigid rubber 72 0.033

Urea formaldehyde foam 10 0.040

Perlite foam board 65 0.042

Materials (Metalic) Reflectivity [%] Average emittance [ε]

Reflective

Aluminum foil 92~97 0.05

Aluminum sheet 80~95 0.12

Aluminum coated paper 75~84 0.20

Steel Galvanized 70~80 0.25

Aluminum paint 30~7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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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단열성능 시뮬레이션

3.1. 개요

단열재적용 시뮬레이션은 Energyplus 엔진을 사용하

는 DesignBuilder v.4.5를 사용하였다. 지역은 에너지절

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의 [별표 1]에 따라 중부 1지

역 중 철원지역을 선택하였다. 2008년~2017년의 평균 최

저기온이 태백(-18.6oC), 춘천(-19.7oC), 인제(-20.1oC)

등에 비해 철원지역의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21.8oC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기온임을 알 수 있다(Figure 2

참조).

난방방식은 통일 후 열환경 개선과 설비시스템의 개

선을 예상하여 바닥복사난방 방식을 선택하였고 열원

은 63% 이상의 북한주민이 사용하는 석탄으로 설정하

였다. 난방온도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20oC로

설정하였고 측정기간은 1월~12월로 하였다. 인접실과

상·하층 가구는 같은 조건이며 Base Model 2의 복도는

비난방구역으로 하였다. 재실인원과 재실시간 적용은

ASHRAE의 STANDARD 90.1에 의한다(Table 5 참조).

3.2.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델은 한국전쟁 전·후로 지어져 열환경

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임시주택 중 하모

니카주택(Base Model 1)과 영구주택 중 가장 낮은 등

Table 3. Application Cost

EPS XPS Reflective Insulation Polyurethane Foam Glass Wool Polyester Board

Price per U-Value

[Won/W/m2K]
54,395 74,193 7,462 83,898 40,000 73,619

Price per Unit Area

[Won/m2]
9,900 11,500 12,500 15,000 7,800 12,000

Application Price for 

Base Model 1

[Won/Unit]

204,554 237,613 258,275 309,930 306,930 472,200

Application Price for 

Base Model 2

[Won/Unit]

706,029 820,134 891,450 1,069,740 780,249 1,200,384

Total Applied Price

[Won/Unit]
910,583 1,057,747 1,149,725 1,379,670 1,087,179 1,672,584

Table 4. Sequence of Advantage

EPS XPS
Reflective 

Insulation

Polyurethane 

Foam
Glass Wool

Polyester 

Board

Thermal Conductivity

(W/mK)

5

(0.037)

2

(0.034)

2

(0.034)

1

(0.026)

6

(0.042)

4

(0.036)

Construct Abillity

(Workability)
1 4 6 5 3 2

Economy

(Won)

1

(910,583)

2

(1,057,747)

4

(1,149,725)

5

(1,379,670)

3

(1,087,179)

6

(1,672,584)

*1: good   6: bad

Figure 2. Annual minimum temperature of cheor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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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 1호의 농촌문화주택(Base Model 2)을 선정하였

다(Table 6 참조). Base Model 1은 면적 18m2, 벽두께

200mm으로 한 개의 가구를 연속시켜 건설한 하모니

카주택이다. Base Model 2는 면적 35m2, 벽두께

300mm으로 두 개의 단위세대가 한 층으로 이루어진

3층의 농촌문화주택이다. 단열재 두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의 [별표 3]의 ‘가’등급에

따라 220mm를 적용하였다. 반사형 단열재는 중공층

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어 안정적인 단열성능을 위

해 30mm의 공기층(Kim, 2017)과 알루미늄박판과 폴

리에틸렌폼을 적층시켜 100mm의 두께로 적용하였다.

또한 중공층의 밀폐를 위해 90mm의 조적마감을 적용

하였다. EPS, XPS, 반사형 단열재, 폴레우레탄폼의 경

Table 5. Input Condition

Classification Input

Region
Gangwon-do Cheolwon-gun

(Latitude : 38.15, Longtitude 127.31)

Heating

Setpoint
20oC

Heating Floor Heating

Source Coal

Hot Water Instantaneous hot water only

Occupant

4 People (ASHRAE 90.1)

- week : 09:00 ~ 18:00 : 0.5

         18:00 ~ 09:00 : 1

- weekend : 10:00 ~ 18:00 : 0.5

            18:00 ~ 10:00 : 1

Table 6. Modeling Overview

Base model 1 Base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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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외단열 공법을 적용하며 글라스울, 폴리에스터 단

열재의 경우 내단열 공법으로 시공하여 각 단열재 시

공법에 따라 시뮬레이션에 외단열·내단열로 적용하였

다. 다음의 Table 7은 각 단열재가 적용된 벽체의 열관

류율이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3.3.1. 하모니카주택

1) 월별 난방부하

Figure 3는 Base Model 1의 난방부하로 하나의 세대

를 다섯 가구 연속하여 만든 하모니카주택의 월별 난

방부하에 대한 값이다. 난방부하는 외기온도가 20oC

미만으로 나타난 기간에 발생하였고 부하량 크기는 1

월(3,454kWh)>12월(2,857kWh)>2월(2,572kWh)>3월

(2,096kWh)>11월 (1,385kWh)>4월 (663kWh)>10월

(214kWh)>5월(91kWh)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는 Base Model 1에 단열재를 적용한 월별 난

방부하 값이다. 

2) 연간 난방부하

Figure 4는 Base Model 1과 각 단열재별 연간 난

방부하 감소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즉, 폴리우레

탄폼(3,880kWh)<XPS(4,018kWh)<폴리에스터단열재

(4,051kWh)<EPS(4,119kWh)< 글라스울 (4,165kWh)<

반사형 단열재(7,507kWh)의 순으로 난방부하가 감소

하고 있었다. 특히, 반사형 단열재가 약 43% 의 감소

율을 보였고 그 외의 다섯 가지의 단열재는 약 6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3.3.2. 농촌문화주택

1) 월별 난방부하

Figure 5는 Base Model 2의 난방부하이며 전체 여섯

가구의 월별 난방부하이다. 월별부하의 크기는 1월

(11,842kWh)>12월(9,620kWh)>2월(9,456kWh)>3월

(6,536kWh)>11월(4,670kWh)>4월(2,463kWh)>10월

Table 7. U-value of Each Insulation [W/m2K]

Insulation EPS XPS Reflective Insulation Polyurethane Foam Glass Wool Polyester Board

U-Value 0.182 0.155 1.675 0.118 0.195 0.163

Figure 3. Monthly heating load of base model 1.

Table 8. Monthly Heating Load of Each Insulation Applied to Base Model 1 [kWh]

Jan Fa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EPS 1211 870 633 113 5 0 0 0 0 22 314 951

XPS 1185 849 615 111 5 0 0 0 0 22 303 928

Reflective Insulation 2056 1534 1231 253 9 0 0 0 0 37 713 1673

Polyurethane Foam 1149 820 590 108 5 0 0 0 0 22 289 897

Glass Wool 1203 866 632 133 7 0 0 0 0 25 346 954

Polyester Board 1174 843 612 128 6 0 0 0 0 25 334 929

Figure 4. Annual heating load by insulation in base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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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kWh)>5월(240kWh)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은 Base Model 2에 단열재를 적용한 월별 난

방부하이다. 폴리우레탄폼을 적용한 경우 감소량이 약

85%였으며 난방부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연간 난방부하

Figure 6는 Base Model 2와 각 단열재별 연간 난방

부하를 나타낸 것이다. 난방부하는 폴리우레탄폼

(6,943kWh)<XPS(7,577kWh)<폴리에스터단열재(7,781

kWh)<EPS(8,042kWh)<글라스울 (8,300kWh)<반사형

단열재(26,368kWh) 순으로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반

사형 단열재가 약 42%로 가장 낮았고 그 외의 다섯 종

류의 단열재는 8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북한실정에 맞는 단열재를 선정하여 모델링주택에 적

용함으로써 난방부하계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주택은 대부분 국가의 소유로 입주대상자

의 등급에 따라 1호, 2호, 3호, 4호, 특호로 구분되고

특히, 국가 투자여부에 따라 임시주택과 영구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임시주택은 하모니카주택과 농촌구옥

으로 나누고 국가의 투자로 지어진 영구주택은 단층,

저층, 다층,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로 분류된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거건축물은 자재 소비량 최소화 및

건설장비 부족 등으로 재료마감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

황이다. 특히, 단열재는 우수한 성능제품은 거의 없고

스티로폼 등의 간단한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물의

단열성능이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2) 국내의 단열재는 최근 에너지절약 강화로 단열성능

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열전도율이 낮아(0.04W/mK 내외) 단열성능이 우

수하고, 내화성과 시공성 그리고 경제성이 좋은(단위

면적당 가격 1만원 내외) 단열재 6종류(EPS(Expanded

Poly Styrene)/XPS(eXtruded polystyrene board)/반사형

단열재/Polyurethane Foam/Glass Wool/Polyester Board)

를 선정하였다. 6종류 단열재에서 단열성은 폴리우레

탄폼, 시공성과 경제성은 EPS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DesignBuilder(v.4.5)를 이용한 단열재적용 시뮬

레이션 결과 환경이 열악한 임시주택인 하모니카주택

Figure 5. Monthly heating load of base model 2.

Table 9. Monthly Heating Load of Each Insulation Applied to Base Model 2 [kWh]

Jan Fa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EPS 2572 1921 1059 78 0 0 0 0 0 0 437 1976

XPS 1932 1375 635 10 0 0 0 0 0 0 187 1425

Reflective Insulation 6887 5464 4021 1449 111 1 0 0 0 225 2527 5683

Polyureathane Foam 2280 1689 877 43 0 0 0 0 0 0 328 1726

Glass Wool 2632 1928 1016 117 0 0 0 0 0 7 572 2028

Polyester Board 2496 1819 932 98 0 0 0 0 0 5 520 1913

Figure 6. Annual heating load by insulation in base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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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Model 1)에서는 연간난방부하가 폴리우레탄

폼(3,380kWh)＜XPS(4,018kWh)＜폴리에스터 단열재

(4,051kWh)＜EPS(4,119kWh)＜글라스울 (4,165kWh)

＜반사형 단열재(7,507kWh)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사

형 단열재가 약 43%의 감소율을 보였고 그 외의 다섯

가지의 단열재는 약 6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영구주택 중 가장 낮은 등급인 1호의 농촌문화

주택(Base Model 2)에서는 폴리우레탄폼(6,743kWh)

＜XPS(7,577kWh)＜폴리에스터단열재(7,781kWh)＜

EPS(8,042kWh)＜글라스울(8,300kWh)＜반사형 단열

재(26,368kWh) 순으로 나타났다. 난방부하 감소율은

반사형 단열재가 약 42%로 가장 낮았고 그 외의 다섯

종류의 단열재는 8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즉, 북

한주택의 경우 단열재의 적용에 따라 약 40-80%의 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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