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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도시로의 인구 과밀화에 따른 주택 부족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주력해왔다.1)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총 주택 수를 3배 이상 증가시켰고

(1980~2017), 2000년대 이후 공동주택의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총 주택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 크게 2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먼저 우리나라 주택의 유

형이 기존의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감소하고, 공동주택의 수

가 증가하는 등 거주자의 거주 유형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3)에 따르면, 2000년의 단독주택의 비율은 37.2%에서 2017년 기준 23.1%

로 14.1% 감소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2000년대 47.8%에서 2017년 기준

60.6%로 12.8%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거주

자가 주거에 대해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단지 내에서 여

유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동주택을 추구하게4) 되었다.

이러한 거주자의 수준 높은 공동주택을 추구하는 욕구는 공동주택의 브랜드

순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최근 연구결과가5) 있었고, 거주자의 이

러한 욕구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되며 대형 건설사에서는 프리

미엄 브랜드를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거주자의 주택을 보는 눈높이가 증가6)

함에 따라 하자분쟁, 소송 등 여러 다양한 사회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사무국 자료에서는 연도별 하

1) 변재환, 아파트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요인 분석, 2020,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전수집계, pp.58~61

3) Ibid.

4) 변재환, op. cit

5) 김부성, 주거이동과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2014,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박세명,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결로방지 설계기준 분석 및

입주자 거주환경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2015,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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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7) 전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하자

건수 중 건축부문이 72%를 차지하며 특히, 건축부문 72%의 하자 건수 중 결

로현상으로 인한 하자는 16%로 전체 건축부문의 비율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하자 분쟁 조정과 소송 건수는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조정과 소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최근 하자

판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

르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설문 조사9)를 실시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 거주자가 생각하는 중대하자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가스누출,

구조체 균열, 다음으로 결로현상이 순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앞서 하자분쟁

조정 위원회의 건축부문 하자 건수와 하자판정 기준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

문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공동주택에서 결로현상은 거주자에게 거주 환경

에서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됨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결로의 발생은 단순히 발생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물방

울 맺힘이 곰팡이로 변하며 거주자로 하여금 미관상 불쾌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결로현상은 미관상 불쾌감보다는 실제

적으로 인체에 끼치는 건강상 악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은 포자를 비산 시키고 이에 따라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 등 거주자의 호흡기 질병과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

다.10)

이렇듯 거주자에게 미관상, 건강상 악영향을 끼치는 결로현상은 난방공간에

서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비난방공간의 결로발생으로까지 거주자의

시점이 바뀌며 많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난방공간의 결로발생은 전체 60개의 중대항목

중 4번째 항목으로 단열공사 부실로 인한 실내 공간의 결로 발생이 있었다.

7) 박시현, 공동주택 창 유리 에지의 온도차이비율과 열관류율을 고려한 결로방지 성능

평가 및 경제적 설계안 도출, 2019,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생활밀착형연구단,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연

차실적 보고서, 2015, 별책 3.

9)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개선방안, 2020.4

10) 문현준, 박진우, 윤영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동주택 취약부위에서의 곰팡이 발생

위험도 분석, 201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4 n.10, pp.251~p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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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번째 항목으로 결로로 인한 도배지 젖음, 곰팡이 발생이 있었다. 비난

방 공간의 결로 발생은 환기 부족 및 단열 미비로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결로

발생 현상이 14번째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체 중대 하자 목록 중 상위 25%11)

이내에 순위가 기록된 것을 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방 공간에 대해서만 저감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수

립되어있고, 비난방공간에 대해서는 수립되어있지 않다. 난방공간은 제도적으

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온도차이비율값으로 각

대상 부위를 평가하고, 벽체와 천장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비난방 공간(발코니 및 대피공간 등)의 결로 발생문제에 대

해서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는 대상 부위에 포함되어 있

지 않으며, 추가적인 평가, 저감 방안 등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비난방공간의 결로 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건설사의 비난방 공간의 대처방안이다. 건설사는 비난방공

간의 대처방안으로 벽과 천장부위의 단열 또는 환기를 통해 결로 저감 방안

에 대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단열재의 종류와

폭 및 두께에 대해서도 건설사에서 임의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건설사의 대처방안은 실제 거주세대의 온도 및 습도를 조사

하고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발생하고, 단열조치를 취한 곳에서 다시 결로

가 재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 번째로, 5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결로방지 성능 평가 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 5조의 3 결로 성능평가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의 비난방공간

온도 적절성이다. 시뮬레이션 메뉴얼에서는 비난방 공간에 관한 모든 부위를

5℃로 설정하도록 기재되어있다.12) 비난방 공간의 외기온, 향, 면적, 특성 등

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모든 부위를 5℃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1]의 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Ⅰ(최하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원주의 북측 발코니와 지역 Ⅲ (최하 –10℃까지 떨어질

1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개선방안, 2020.4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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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지역) 제주의 발코니의 온도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에 부적절하며, 공동주택의 각 공간의 부위

별 조건을 고려한 공간의 설정된 온도 값이 아닌, 모든 비난방 공간의 온도

를 임의의 온도로 설정하고 있어 결로 성능평가 시 실제 공간의 온도와 큰

오차가 생기며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결로방

지 성능평가기관에서는 비난방공간을 실내와 실외 기온의 온도 차의 1/2 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명확한 근거는 없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는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와 거주자의 중대하자라고

여겨지는 비난방공간의 결로현상에 대해 현재 결로 방지를 하기 위한 공간의

온도를 산정할 수 있는 식이나 타당한 기준이 없다. 국외의 경우 DIN V

18599 기준13)을 필두로 ISO 13789 규격14)등 여러 규격에서 비난방 공간에

대한 온도 값을 산정하거나 열전달저항 값을 설정하여 평가도서에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DIN V 18599 규격에서는 비난방공간을 외부 창고를 대상

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어있다.15) 국내에는 없는 국외의 보정계수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기에

는 몇 가지 한계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 대상 부위가 국외의 경우 집 외부에

있는 창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실내와 인접해있는 공간이며,

실내의 온·습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으로써 국외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기

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국외와 국내의 난방방식으로 인한 차이점이 발생한

다. 국내는 좌식이며, 바닥 온돌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국외의 난방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국외 기준을 인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난방공간의 결로예측에 대하여 온도계산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실 거주세대의 온·습도 현장실측을 통하

여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특히 비난방공간의 온도 및 습도 분포를 분석하였

다. 또한, 거주자의 생활패턴 등을 조사하여 비난방공간의 결로발생 원인과

시간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난방공간의 결로를 예측할 수 있는 온도보정

13) DIN V 18599,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18

14) ISO 13789,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 Transmission and ventil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 - Calculation method 2017

15) 박경수, 최성준, 정진우, 박성중,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비난방 공간의 온도 산정에

관한 연구, 2017,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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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공동주택의 결로예측의 기초자료

로 활용되어 쾌적한 실내환경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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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비난방 공간의 결로발생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공동주택 세대 내 비난방 공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짐에

따라, 비난방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결로 발생 원인에 대한 문헌을 조사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결로 발생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비난방 공간의 온도 계산과

결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2) 실 거주세대 온·습도 측정 및 생활특성분석

비난방공간의 온도 계산 및 결로를 예측하기 위해 실거주세대를 대상으로 난

방공간과 비난방 공간, 외기 온·습도를 측정하고, 거주 환경에 대해 조사한다. 또

한, 생활 패턴을 간단한 문답형태로 조사하여, 비난방공간의 온·습도 변화와 결로

가 발생하는 원인을 해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온·습도 측정 결과의 분석 및 온도 보정계수 산출

실측된 온·습도 측정 결과를 지역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각각의 지역별, 일자별, 시간대별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국내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보정계수를 도출한다.

(4) 비난방공간의 결로 예측을 위한 온도계산식 제안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정계수를 활용하여 국내 지역별로 비난방공간의 온도

및 결로 예측을 위한 계산식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산식을 활용해 기존의 국내·외

계산방식과 비교 분석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현재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의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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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본 연구의 연구흐름을 나타낸다.

Fig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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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고찰

2000년대 이전, 문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비난방 공간은 실외와 실내의

열적 완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주거 공간이었다. 비난방 공간에 대

한 문헌은 주로 비난방 공간이 주거공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공동주택 설계방식의 변화와 법규가

변경되며,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 세대 내 실외기실 공간의 추가 등 공간이

변화되면서 난방공간뿐만이 아닌 비난방공간에 대한 결로 발생, 습기 이동

해석 관련된 연구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김남규(1985)16)는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비난방 공간인 발코니 공간

의 열적 완충성을 계산을 통해 확인하여 에너지 절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에너지를 절

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영호(1991)17)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

내 공간과 비난방 공간을 구분하여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 김문한(1991)18)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였다. 김남규, 이영호, 김문한은 비난방 공간

이 세대 내부 난방공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 난방공간

의 중점을 두고 비난방공간이 정량적으로 난방공간에 끼치는 에너지 영향이

주된 내용이었다. 최근 문헌에서는 박경수(2017)19)는 국외 규격에 대한 설명

과 산정방법을 언급하며, 비난방 공간의 해석이 에너지효율 평가 시 필요하

지만, 실내와 맞닿는 면의 결로를 판정할 때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만큼 비난

방 공간의 온도산정이 중요하다고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2000년대 이후 비난방 공간이 거주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안선근(201

16) 김남규, 이언구, 집합주택을 중심으로 본 비난방공간의 열적 완충성, 대한건축학회 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1985, 5(2), pp.287~290

17) 이영호, 김문한, 주거용 건물의 비난방 공간이 실내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

험적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1),pp. 227-232

18) 김문한, 이영호, 김용인, 주거용건물 비난방 공간의 열적 특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

구, 199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7 n.6 pp.169-176

19) 박경수, 최성준, 정진우, 박성중,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비난방 공간의 온도산정에

관한 연구, 2017,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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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는 주방에서의 수증기 발생이 북측 세탁실 부위의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Lumped model을 수립하여 실측한 값을 검증하였다. Lumped model

을 활용하여 예측하였지만, 논문의 한계점은 3월부터 10월까지 1세대를 대상

으로 검증을 하여 결로 발생과는 연관 짓기 어렵다. 최윤정(2008)21)과 김선영

(2012)22)의 연구에서는 실측을 토대로 온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자의

환경 상태인 빨래건조, 세탁, 보조 주방 등의 실내의 습기 발생이 비난방공간

벽체 부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황인태(2019)23)

는 전국 120세대의 실내 온습도를 조사하고, 한국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

활환경을 설문 조사하여 실내의 습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벽체 접합부의 적정 온도차이비율값 (Temperatur Different

Ratio)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최윤정, 김선영, 황인태는 비난방 공간이 아닌

난방공간에 한정되어 실측과 분석을 통해 거주 상태를 확인하고 온도차이비

율값을 계산해 내었다. 비난방 공간을 거주자가 물건의 적치, 빨래건조 등의

난방공간처럼 활용함에 따라발코니 공간의 결로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도 늘

어났다. 비난방공간의 발코니를 대상으로 김종엽(2005)등24)은 발코니의 열 유

동 특성을 파악하였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외벽체에 환기구를 제안하였다.

환기구를 통해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 발코니 부위의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공간의 환기를 통해 결로를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종엽

(2007)25)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부창호의 열 성능 기준수립을 위해 외부창

호가 갖추어야 할 열관류율값 및 결로 저감 성능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내·외부의 기온을 고정값으로 하고 창호의 열성능을 수립하여 자재의 성능을

20) 안선근, Lumped Model을 활용한 공동주택 발코니 결로 방지 방안의 효과 분석, 201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최윤정, 정연홍, 아파트의 겨울철 실내온열환경 실태와 생활요인 분석. 2008, 한국주거

학회 논문집, vol 19 No 4, pp. 97-105

22) 김선영, 오찬옥,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실

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2) pp. 152-162

23) Hwang I., Lee J., Kim G., Yoo J., Improvement of the Korean Design Criteria on

Wall-To-Wall Junctions to Prevent Condensation in Apartment Houses, 2019,

sustainability, Vol 11(12), 3272

24) 김종엽, 이종성, 황하진, 발코니공간의 열유체 특성을 고려한 결로 방지대책 연구,

200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25) 김종엽, 황하진, 안길섭, 유재청, 허정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부창호의 열성능기준

수립 연구, 2007, 주택도시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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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검토한 한계점이 있었다.

Mumovic(2006)26)의 논문에서는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습공기와 열의 거동

을 정상상태로 해석하고, 곰팡이 증식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

뮬레이션 실시에서 실내·외 공간의 온도를 임의에 조건을 입력한 한계점이

있었다. Glew(2017)27)의 논문에서는 내단열과 외단열의 조건일 때, 결로 발생

을 평가하였다.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조건을 입력하였고, 내단열과

외단열일 때, 결로 발생 가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공동주택에서 비난방공간과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2000년 이전 주로 비난방 공간이 실내

난방공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는 비

난방 공간이 거주공간으로 인식되며 난방공간 뿐만이 아니라 비난방공간의

결로 발생에 대해 저감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헌들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한

다. 온·습도 측정 시 난방공간의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여 실거주

세대의 난방공간과 비난방공간을 측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주세대

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비난방공간의

온·습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여 새롭게 조사를 하고, 거주자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외 비난방공간 온도 규정에 대한 논

문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 비난방공간의 적정한 온도 보정계수를 수

립한다.

26) Mumovic, D., Ridley, I., Oreszczyn, T., & Davis, M. Condensation risk: comparison

of steady-state and transient methods. 2006,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Research

and Technology, 27(3): 219-233

27) Glew, D., Brooke-Peat, M., & Gorse, C. Modelling insulated coving’s potential to

reducing thermal bridging and moisture risk in solid wall dwellings retrofitted with

retrofitted with external wall insulation. 2017, Journal of Building Engineering, 11: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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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세대 내 비난방공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온·습도

계산 이론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세대 내 비난방공간은 발코니 중 북측에 있

는 북측 발코니(세탁실)와 대피공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1 비난방 공간 특성

(1) 발코니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건축물의 내·외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

간’으로 정의28)되어있다. 발코니는 1960년대부터 공동주택에 설계가 시작되었

으며, 1970년대에는 주택 전체에 설계되었고, 1990년대에는 발코니의 면적과

폭을 확대하여 외벽 전체를 따라 1.5m 넓이의 발코니가 설계되었다.29) 현재

는 발코니가 설계된 벽체와 맞닿은 면으로부터 1.5m 외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늘릴 경우 해당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Fig 2.1 발코니형태(1960년대)

28) 건축법 시행령 2조(정의) 14, 2019, 대통령령

29) 김선영 오찬옥,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2012, 실내디자

인학회 논문집, vol 21 No 2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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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발코니 형태(1970년대)

Fig 2.3 발코니 형태 (2000년대)

(그림 출처 :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이후 발코니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합법화함에 따라 발코니의 확장이 일반화되었다.30)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대부분 거주자들은 발코니 확장을

실시하였다.

발코니 공간은 그 목적상 비 단열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완충시키는

공간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함으로써 에

너지의 저감, 일조량의 조절, 소음저감, 피난 등을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거주자는 이러한 발코니 공간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수납 및 보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방과 인접한 공간의 경우 보조 주방 또는 식품 등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남측의 발코니 공간은 세탁물의 건조, 화분 설치 등의 용

도로 잘못 활용되고 있었다.31) 이러한 거주자의 행위는 결로가 빈번하게 발

30) 김종엽, 이종성, 황하진, 발코니공간의 열유체 특성을 고려한 결로 방지대책 연구,

200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31) 임영훈, 공동주택의 습기발생, 확산특성 분석 및 결로방지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

2016,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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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32).

이러한 발코니공간의 결로 발생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저감 방안이 있다.

첫 번째로,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벽체의 표면 온도를 높여 결로

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환기구를 설치하여 겨울철 발코니 공간의

환기를 유도하여 실외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다.33) 주로 국내

건설사들은 Table 2.1과 같이 겨울철 결로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단열+자연 환기 방식을 사

용하고 있는 건설사도 있었다34).

건설사
결로방지

방안분류
설계기준

A사 단열 THK 30 결로방지 단열재

B사
단열 THK 30 비드법 1종 2호

단열 THK 30 경질 폴리우레탄 폼

C사
단열+자연

환기

직경 100mm 환기구 1개 THK 30 비드법 2종 2호

직경 100mm 환기구 2개

(상/하 2개소)
THK 20 비드법 2종 2호

D사 단열 THK 20 결로방지 단열재

E사 단열

간접외기와 면하는 벽 THK 10 결로 방지 단열재

안방 발코니 외벽

THK 20 압출법 발포 폴리
스티렌 방습판 1호
(표면마감 일체형인 경우
THK 25)

Table 2.1 건설사 발코니 결로 방지 설계기준

32) 김종엽, 이종성, 황하진, 발코니 공간의 열유체 특성을 고려한 결로 방지대책 연구,

200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보고서

33) 김종엽, 황하진, 김길태, 류창수, 김경식, 공동주택 결로 종합대책 방안 연구, 2014, 한

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34) 안선근, Lumped model을 활용한 공동주택 발코니 결로 방지 방안의 효과 분석, 201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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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제 46조 제4항에 의거 일정시간동안 화재와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재실자를 보호하는 안전구역의 성능을 가진 공간

이다. 화재발생시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관문으로 탈출하기 어려

운 경우 구조를 위한 안식처로써 활용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면적은 건축

법 시행령에서 2㎡ 이상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고, 인접 세대와 같이 연결된

경우 3㎡ 이상 크기를 구획하여야 한다. 또한, 대피공간의 위치는 외기에 면

하여 바깥의 공기와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5).

대피공간의 주된 목적은 앞서 언급한 대로 화재 발생 시 휴식 및 대피공간

의 기능, 재해 약자의 구조를 위한 대기용 안식처의 기능36)이다. 그러나 발코

니공간처럼 벽체 및 바닥에 단열이 되어있지 않고, 외기에 면하도록 되어있

는 규정에 따라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 거주자는 여

러 물건들을 적재하는 행위로 인해 피난 시 안전구역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

고, 공기 유동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37)하기 쉬운 공간

이다.

Fig 2.4 대피공간 평면형태 Fig 2.5 물건 적치 금지 안내문

35) 김범종, 아파트 대피공간의 배치, 구조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연구, 2016,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임진희 아파트 대피공간의 피난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2018,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37) 김종엽, 이종성, 황하진, 발코니공간의 열유체 특성을 고려한 결로 방지대책 연구,

200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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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비난방공간 관련 규정

2.2.1 국내 규정

(1)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38)

공동주택에서 결로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설계기준으로, 제 1조(목적)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3에 따라 세대 내부의 결로 저감

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

택에 적용되며,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

로 국가공인기관 (KOLAS)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에 적합한 시뮬레

이션 평가 또는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 접합부 상

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 성능평가를 한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

라 제 6조(성능평가기관)에 따른 기관에서 결로방지를 위한 성능 평가 시 세

대 내부의 난방공간에서 제 4조(성능 기준)에 해당하는 출입문, 벽체 접합부,

창 부위의 결로 성능을 온도차이비율로 평가하고 있다. (Table 2.2)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 기준은 Table 2.3 와 같다.

대상부위
TDR값주1), 주2)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출입

문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벽체접합부 0.25 0.26 0.28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유리 중앙부위 0.16 (0.16) 0.18 (0.18) 0.20 (0.24)

유리 모서리부위 0.22 (0.26) 0.24 (0.29) 0.27 (0.32)

창틀 및 창짝 0.25 (0.30) 0.28 (0.33) 0.32 (0.38)

Table 2.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기준의 TDR 대상부위

주1) 각 대상부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주2) 괄호안은 알루미늄(AL)창의 적용기준임

3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6, 2016-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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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구분주)

지역Ⅰ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지역Ⅱ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 이천, 양평 제외), 강원도(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속초, 강릉 제외), 충청북도(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지역Ⅲ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Table 2.3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 기준의 지역구분

   주)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은 최한월인 1월의 월평균 일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을 

–20℃, -15℃, -10℃로 구분함

현행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결로 성능평가는 난방

공간에 한정되어있으며, 실내 기온 25℃, 상대습도 50%일 때, 외기의 지역구

분에 따른 (지역Ⅰ -20℃, 지역Ⅱ -15℃, 지역Ⅲ -10℃)와 실내의 해당 부위

온도차이비율39)이 정해져 0~1값 이내의 값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온도차이비율  실내온도  외기온도
실내온도  적용대상부위의실내표면온도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제 5조에

서 평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6조에서는 평가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

다. 제 5조에 의거한 평가방법은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다. 이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4년 제작하였으

며, 명칭은「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이다. 이 지침에

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때, 재료 물성치 입력에서 외기에 간접 면하는 온

도를 5℃로 설정40)하고 있다. 이 설정된 온도는 Table 2.3의 지역 구분을 반

3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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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하며, 실제 측정값 또는 다른 기준을 인용한 값이 아닌 임의의 설

정 온도 값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실내·외 온도차이비율값으로만 난방공

간의 평가가 진행되어 비난방공간의 온도가 평가 시 크게 영향을 받는 공간

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공간의 온도 설정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결로

방지 성능평가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에 의거한 5℃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실내외 온도 차의 1/2값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4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을 외기 직·간접 면한

부위에 대하여 열 손실 방지를 하고 있다. (Table 2.4) 또한, 건축물의 단열재

의 종류와 두께, 창호의 단열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DIN EN ISO 694642) 에서는 난방을 운용하는 중 비난방 공간을 통과하는

열전달은 별도의 추가 열 저항값을 고려하거나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계산하

여야 하며, 평가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는 냉난방 공간과 비냉난방공간의 접하는 부위의 실내 및 실외

측의 표면 열전달 저항값을 가지고 해당 건물의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대신

실내 및 실외 측 표면 열전달 저항값만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

너지 해석 툴인 ECO2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열전달 저항값만을 입력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다.

4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2014

41)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018, 제2017-881호

42) DIN EN ISO 6946 , Building components and building elements - Thermal

resistance and thermal transmittance - Calculation methods (ISO 694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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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

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

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11

(0.13)

0.043

(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

(0.17)

0.043

(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

(0.10)

0.043

(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Table 2.4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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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

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

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

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Table 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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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외 규정

(1) DIN V 18599

DIN V 1859943) 에서는 건축물에서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사법(Approximate method)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근사법은

실내·외 기준 온도와 각 부위별 온도 보정계수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식

(1), Table 2.6과 Table 2.7이며, 간단한 계산으로 온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온

도보정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  ×   (1)

 : 비난방공간온도(℃)

 : 실내기준온도(℃)

 : 실외온도(℃)

 : 온도보정계수

아래 구조체에 의한 외부로의 열류  온도-수정계수

1 외벽, 창문, 외기와 면한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1.0

2 지붕(시스템경계로서)  1.0

3 옥상층 천정(외기에 단열이 없는 옥상공간)  0.8

4 다락 벽 및 천장  0.8

5 비난방 공간의 벽, 천정(외부 창고)  0.5

유리구조물의 벽 및 창의 유리(비난방)

6 - 단층 유리  0.8

7 - 복층 유리  0.7

8 - 단열 유리  0.5

Table 2.6 지면 이외 구조체의 온도수정계수

43) DIN V 18599,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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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열이 지나는

구조체(벽,창호)

온도수정계수 

< 5m
5m to

10m
>10m

외기직접구조체(벽,창호) 1.0

외기직접구조체(지붕) 1.0

지붕간접외기 0.8

경사지붕 측면부 간접외기 0.8

비난방공간(지하실제외)으로의

벽,바닥,지붕
0.5

비난방 지하실로의 지하실 천장과 지하실 내부 벽

-둘레로 단열재가 있는 0.55 0.5 0.45

-둘레로 단열재가 없는 0.7 0.65 0.55

Table 2.7 구조체에 대한 보정 계수

Table 2.6와 Table 2.7에서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는 0.5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Table 2.6은 외부창고를 특정지어 보정계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Table 2.7에서는 지하실을 제외한 벽, 바닥, 지붕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ISO 1378944)

비난방 공간의 온도 설정기준은 DIN V 18599 근사법(Approximate

method)외 ISO 13789에서 상세 계산을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에서는 관류 및 환기 열전달계수와 열 획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상

세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온도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록 C

에 작성되어 있으며, 정상상태(Steady-state Conditions)를 가정하여 계산된

다. 공간의 온도 계산식은 식 (2) 이다.

=  

  ∙    ∙
(2)

44) ISO 13789,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 Transmission and ventil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 - Calculation metho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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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난방 공간의 열량 (일사 및 내부 발열 등)

  : 실내와 비난방 공간의 구조체 환기 및 관류 열전달계수(W/K).

 : 비난방 공간과 외부 구조체의 환기 및 관류 열전달계수(W/K).

  = (+) (3)

 = (+ ) (4)

 : 실내와 비난방 공간의 구조체 관류 열전달계수

 : 실내와 비난방 공간의 구조체 환기 열전달계수

：비난방 공간과 외부 구조체의 관류 열전달계수

：비난방 공간과 외부 구조체의 환기 열전달계수

(3) DIN EN ISO 694645)

DIN EN ISO 6946 규격은 건물의 열관류율 및 열전달저항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6.10.3에서는 인접한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열저항값을 통해 계

산할 수 있는 식이 규정되어 있다. 규격에서 건물에너지를 평가 보고서 작성

할 때, 비난방 공간을 열 저항값을 사용하여 평가 했는지, ISO 13789의 세부

계산에 의한 공간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계산했는지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

다. 열 저항값을 통한 계산은 아래 식 (5)이다.

=∑  ∙  ×∙

 
(5)

 ：비난방 공간의 열저항값 (W/㎡ K)

  ：실내와 비난방 공간의 접하는 부위 면적(㎡)

 ：비난방 공간의 외피면적 (㎡)

45) DIN EN ISO 6946:2018-03, Building components and building elements - Thermal

resistance and thermal transmittance - Calculation methods (ISO 6946:2017)



- 23 -

 ：　비난방 공간의 외피 열관류율(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2W/㎡K).

0.33 ：　공기의 열용량 Wh/(㎥·K)

n : 환기회수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3h-1)

V : 비난방 공간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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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본 장에서는 비난방 공간의 특성과 온도계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본 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난방공간은 대표적으로 발코니 공간과 대피공간으로 나뉘며, 각각의

공간별 법적 최소 면적이 상이하다. 또한, 반드시 외기와 면해야 하는 공간적

인 특성도 있었다.

(2) 국내의 비난방 공간과 관련된 규정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

계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서 다루고 있었다. 두 기준

은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5℃ 지정하거나, 비난방공간의 벽체의 열전달 저항값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3)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국외 규정은 DIN V 18599와

ISO 13789가 있었다. DIN V 18599에서는 근사법(Approximate method)의 명

칭으로 공간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식이 있었다. ISO 13789에서

는 환기 열전달 계수와 열 획득 등을 고려해 상세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

식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는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았고,

비난방공간의 온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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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거주세대 온도·습도 현장측정

본 장에서는 실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온·습도를 측정하고,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비난방 공간의 결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

다.

3.1 현장 측정 개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46)의 [별표 1]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지역Ⅰ,지역Ⅱ, 지역Ⅲ) 온·습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2015년과 2018년

1~2월 측정을 실시 하였으며, 총 210세대를 대상으로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

였다.

(1) 측정항목 및 측정기간

측정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동절기 1월~2월간 측정하였으며, 측정항목은

실내·외 온·습도이다. 측정 장비와 모델명은 Table 3.1이다. 온·습도 측정을

위해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동의를 구하여 5일 이상 측정하였고, 단위는 10

분마다 측정되도록 설정하였다. 측정 기간에 대한 개요는 Table 3.2와 같다.

측정항목 측정장비 제조사/모델명

온도 및 습도

MSR data logger MSR / MRS 145 (Ⅰ)

MSR data logger MSR / MRS 145 (Ⅱ)

Table 3.1 측정항목

4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6, 2016-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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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측정

년도

건축

시기

평형

(㎡)
측정부위 세대수

총

세대수
측정단위

지역Ⅰ

2015 2013
59

+84
- -

30

72시간

이상

(10분간격)

2018 2014
59

+84
거실+대피공간 30

지역Ⅱ

2015 2013
59

+84
거실+북측발코니 60

90

2018 2014
59

+84
거실+대피공간 30

지역Ⅲ

2015 2013
59

+84
거실 60

90

2018 2014
59

+84
거실+대피공간 30

총합 210 -

Table 3.2 지역별 온·습도 측정 세대수 및 측정 단위

온·습도 측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표준 평면으로 설계되어 준공된 공동

주택 실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역에 따른 기준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 2]에 제시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의 경우 지역Ⅱ와 지역 Ⅲ에서 각각 60세대씩 거실 부위 총 120세대

를 측정하였으며, 지역Ⅱ에서는 북측발코니를 측정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

는 지역 Ⅰ,Ⅱ,Ⅲ 모두 거실과 대피공간을 측정하였다.

(2) 측정 위치

온·습도 측정 위치로 세대 내부는 난방공간은 거실을 측정하였고, 비난방

공간은 북측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ig 3.1과 3.2는 59

㎡와 84㎡의 표준 평면이었고, 지역별, 단지별 평면이 조금씩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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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59㎡ 평면도

: 난방공간, : 비난방공간

Fig 3.2 84㎡ 평면도

: 난방공간, : 비난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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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 습도 현장측정 결과

3.2.1 실외 측정 결과

실외 온·습도는 지역별 고도별 공간별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도와 경도로

춥고 따뜻한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다음 기록

은 2015년도와 2018년도의 외기 온·습도 측정 내용이다.

(1) 외기 온·습도 측정 결과(2015)

2015년 외기 온·습도는 지역Ⅱ와 지역Ⅲ 측정하였다. 각 지역별 측정 기간

은 지역Ⅱ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측정하였고, 지역Ⅲ은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외기온은 지역별 측정 기간(지역Ⅱ는 1월 15

일~2월 1일, 지역Ⅲ은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동안 연속 측정하였다.

지역Ⅱ의 외기온은 최고 7.4℃, 최저 –13.46℃를 기록하였고, 상대습도는

최고 95.1%, 최저 35.7%를 기록하였다. (Fig 3.3) 지역Ⅲ의 외기온은 최고

13.66℃, 최저 –13.66℃를 기록하였고, 상대습도는 최고 100%, 최저 21.4%를

기록하였다. (Fig 3.4) 지역Ⅱ와 지역Ⅲ 지역적인 특성으로 외기온의 최저, 최

고 기온과 상대습도가 지역별로 다른 것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3.3 지역 Ⅱ 외기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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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지역Ⅲ 외기온 (2015)

(2) 외기 온·습도 측정 결과(2018)

2018년은 지역Ⅰ,Ⅱ,Ⅲ의 3 지역 외기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지역Ⅰ은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측정하였고, 지역Ⅱ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18년 2월 2일까지, 지역Ⅲ은 2018년 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3

일까지 측정하였다.

지역Ⅰ 외기온은 최고 2℃, 최저 –15.4℃를 기록하였고, 상대습도는 최고

70%, 최저 14%를 기록하였다. (Fig 3.5) 또한, 지역Ⅱ는 외기온은 최고 3.1℃,

최저 –13.3℃를 기록하였고, 상대습도는 최고 88%, 최저 18%를 기록하였다.

(Fig 3.5) 지역Ⅲ은 외기온은 최고 13.9℃, 최저 2.7℃를 기록하였다. 상대습도

는 최고 71%, 최저 34%를 기록하였다. (Fig 3.5) 각 지역별 외기온 및 상대

습도의 특성이 다름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3.5 지역Ⅰ,Ⅱ,Ⅲ 외기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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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내 측정 결과

(1) 2015년 실내 온·습도 측정 결과

중부와 남부지역 총 120세대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실내 온도는

20~23°C가 전체값 중 약 83% 이상이었으며(Fig 3.6), 상대습도는 40~60%가

전체값 중 8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Fig 3.7) 절대습도는

0.006~0.011kg/kg'가 전체값의 86%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Fig 3.8)

측정된 온도와 습도의 결과값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빈도는 10분에

1번씩 측정된 값을 가지고 누적시켜 그 빈도값을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이처

럼 누적빈도를 표현한 이유는, 실생활환경이 어느 정도의 온·습도 환경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기하였다. 누적빈도에서 도수의 범위는

20℃일 경우 20℃~20.99℃의 값을 20℃로 표기하였다.

2015년 실내 온·습도를 누적빈도로 확인해 본 결과, 누적빈도 85%에 해당

하는 온도는 23.66℃이며, 상대습도 값은 57.6%, 절대습도 값은 0.01050kg/kg’

이다. 그리고 90%에 해당하는 값은 온도 24.10℃, 상대습도 58.8%, 절대습도

0.01096kg/kg’이다. 95%에 해당하는 값은 온도 24.78℃, 상대습도 59%, 절대

습도 0.1154kg/kg’이다.

Fig 3.6 2015년 실내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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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2015년 실내 상대습도(%)

Fig 3.8 2015년 실내 절대습도(kg/kg‘)

(2) 2018년 실내 온·습도 측정 결과

2018년도 지역Ⅰ,Ⅱ,Ⅲ 총 60세대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실내 온도

21~24°C가 전체값 중 약 77% 이상이었으며, (Fig 3.9) 상대습도는 40~50%가

전체값 중 77.38% 이상이었다. (Fig 3.10) 절대습도는 0.006~0.011kg/kg'가 전

체값의 91.54% 이상이었다. (Fig 3.11) 2018년 실생활환경 누적빈도 분석 결

과, 누적빈도 85%에 해당하는 온도는 24.71℃이며, 상대습도 값은 54.7%, 절

대습도 값은 0.009612kg/kg’이다. 누적빈도 90%는 온도 25.1℃, 상대습도

57.3%, 절대습도 0.009986kg/kg’이다. 전체세대 중 95%에 해당하는 값은 온

도 25.67℃, 상대습도 61.7%, 절대습도 0.010536kg/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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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2018년 실내 기온(℃)

Fig 3.10 2018년 실내 상대습도(%)

Fig 3.11 2018년 실내 절대습도(k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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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빈도 년도 공기온도(℃) 상대습도(%) 절대습도(kg/kg‘)

85%

2015 23.6 57.6 0.0105

2018 24.7 54.7 0.0096

90%

2015 24.1 58.8 0.0109

2018 25.1 57.3 0.0099

95%

2015 24.7 59.0 0.1154

2018 25.67 61.7 0.0105

Table 3.3 온·습도 측정결과 누적빈도 분석

2015년 측정과 2018년 측정결과 온·습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온도는

2015년은 20~23℃이고, 2018년은 21~24℃, 상대습도는 2015년 40~60%, 2018년

은 40~50%로 나타났다. 절대습도는 Table 3.3의 누적빈도 9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절대습도량이 0.1154kg/kg‘으로 2018년도보다 2015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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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비난방 공간의 측정 결과

(1) 북측 발코니 온·습도 측정 결과

북측 발코니는 2015년 지역Ⅱ 60세대 실내 온·습도 측정 시 동시에 측정

하였다. 북측발코니의 측정값을 누적빈도로 분석한 결과 공간의 온도는

5℃~9℃가 전체 중 77% 이상이었고, 외기온 –13℃일 때, 최저 –2℃가 측정

되었다. (Fig 3.12) 상대습도는 50~80%까지가 전체 중 80.2% 이상이었다.

(Fig 3.13) 절대습도량은 0.003~ 0.005kg/kg'가 전체값의 74.73%이었다.(Fig

3.14)

Fig 3.12 2015년 북측 발코니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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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2015년 북측 발코니 상대습도(%)

Fig 3.14 2015년 북측 발코니 절대습도(kg/kg‘)

(2) 대피공간 온·습도 측정 결과

대피공간은 2018년도 지역Ⅰ,Ⅱ,Ⅲ 총 60세대 측정 시 실내 온·습도와 함께

대피공간을 측정하였다. 누적빈도 분석 결과 지역Ⅰ의 대피공간 온도는

3℃~4℃가 75% 이상, 상대습도는 50%가 88% 이상이었다. 절대습도랑은

0.002~0.003kg/kg'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3.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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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2018년 지역Ⅰ대피공간 기온(℃)

Fig 3.16 2018년 지역Ⅰ대피공간 상대습도(%)

Fig 3.17 2018년 지역Ⅰ대피공간 절대습도 (kg/kg‘)

지역Ⅱ 대피공간의 누적빈도 중 온도는 5℃~8℃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상대습도는 주로 50%~60%였다. 절대습도랑은 0.003~0.004kg/kg'에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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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Fig 3.18~3.20)

Fig 3.18 2018년 지역Ⅱ대피공간 기온(℃)

Fig 3.19 2018년 지역Ⅱ대피공간 상대습도(%)

Fig 3.20 2018년 지역Ⅱ대피공간 절대습도 (k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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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Ⅲ의 대피공간 누적빈도 중 온도는 13~15℃에 93%가 분포해 있었고, 상

대습도는 50~60%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절대습도랑은 0.005~0.006kg/kg'에

분포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21~3.23)

Fig 3.21 2018년 지역Ⅲ 대피공간 기온(℃)

Fig 3.22 2018년 지역Ⅲ 대피공간 상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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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2018년 지역Ⅲ 대피공간 절대습도 (k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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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 일자별 온·습도 분석

3.3.1 난방공간의 일자별 분석

3.2의 온·습도 측정 결과를 누적빈도로 확인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측정 일자별로 외기온과 난방공간의 온·습도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1) 2015년 일자별 실내 온·습도 분석

2015년 실내 온·습도는 앞서 개요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Ⅱ와 지역Ⅲ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습도 측정은 1세대당 5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였

고, 첫날(1일째)과 마지막 날(5일째)의 자료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

날의 경우 거주세대에 방문하여 자동 온·습도기록장치를 설치하고 방문하기

전과 같은 실내의 온·습도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안정화 되는 시간이 소요됨

에 따라 첫날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다. 마지막 날은 온·습도기록장치를

회수하게 되는데 수거 이후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5일의 기간

중 실거주 패턴이 반영된 3일의 데이터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도 일자별 온습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3.24~3.26이다. 이 결과는 다

수의 세대(20세대 이상)의 10분 간격으로 자동 기록된 온·습도 측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측정된 값 1개당 점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래프로 보기 편하게

면으로 표현하였고, 일 기온의 최저·최곳값, 노점 온도의 최저·최곳값, 외기

등을 분석하여 표현하였다.

일자별 분석 결과, 지역Ⅱ는 외기온이 최고 7.4℃, 최저–13.5℃까지 변화

되는 동안 실내(난방공간) 기온은 20℃~26℃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반

대로 노점 온도 부분에서 일자별로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노점 온도

중심으로 외기온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1월 18일, 1월 24일, 2월 8일을

제외한 외기온이 노점 온도보다 낮아 실내 공간에서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

었다. 이 가능성은 벽체의 단열 성능과 실내 거주자의 패턴 등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지역Ⅲ의 실내 기온은 지역 Ⅱ에 비해 최저온도는 유사하나, 최고온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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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가량 높게 생활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노점 온도 범위가 지역Ⅱ의

경우보다 넓었다. 전체 측정 기간 중 2월 13일을 제외하고는 외기온이 노점

온도보다 높아 지역Ⅱ보다 결로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Fig 3.24 2015년 지역Ⅱ 실내(2015.01.16.~2015.01.26)

Fig 3.25 2015년 지역Ⅱ 실내(2015.01.28.~2015.02.09)

Fig 3.26 2015년 지역Ⅲ 실내(2015.02.12.~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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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일자별 실내 온·습도 분석

2018년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측정세대 표현방식을 동일하게 했다. 2015

년과 2018년도의 차이점은 1 지역별 20세대씩 측정하여 지역Ⅰ,Ⅱ,Ⅲ 3 지역

을 20세대씩 측정하였다.

지역Ⅰ 측정 기간 외기온은 최저 –15.4℃에서 최고 2℃로 변화될 때, 실

내 기온 18℃~26℃ 유지되었다. 측정 일자 전체에서 외기온이 노점 온도보다

낮아 2015년 지역 Ⅱ와 마찬가지로 결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3.27)

지역Ⅱ도 외기온 최저 –12℃, 최고 2℃ 변화될 때, 실내 기온 15℃~28℃의

로 유지되었다. 1월 30일과 1월 31일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3.28)

지역Ⅲ은 외기온이 모두 영상을 기록하였고 최저기온이 4℃로 지역Ⅰ,Ⅱ에

에 비해 기온이 높았다. 실내 기온은 거주자가 18℃~28℃로 유지하며 생활하

였고, 결로 발생 가능성은 낮았다. (Fig 3.29)

Fig 3.27 2018년 지역Ⅰ실내 (2018.02.06.~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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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2018년 지역Ⅱ실내 (2018.01.30.~2018.02.02)

Fig 3.29 2018년 지역Ⅲ실내 (2018.02.21.~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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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비난방공간 일자별 분석

비난방공간의 일자별로 기온과 상대습도를 분석하였고, 노점 온도로 환산하

여 결로 발생 가능성과 결로가 발생하기 높은 시간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1) 북측 발코니 공간의 온·습도 분석

북측난간 공간의 외기온은 앞서 난방공간의 외기온 측정과 같이 최고 7.

4℃, 최저 –13.46℃이었다. 이때, 비난방 공간의 기온은 최저 0℃ ~ 최고 2

1℃까지 변화하였다. 특히, 외기온이 –12℃로 떨어지는 2월 8일에 기온은 최

저기온인 0℃로 측정되었다.

북측발코니 공간의 일자별 온도와 노점 온도를 확인해 본 결과 (Fig 3.30,

Fig 3.31) 일부 일자에서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Fig 3.30, Fig 3.31에서

노란색 원형으로 표기된 부분이 가능성이 높은 일자이다. 그 일자는 Fig 3.30

에서 1월 18일, 1월 20일, 1월 24일이며, Fig 3.31에서는 1월 29일, 2월 3일, 2

월 7일이 노점 온도 최저점보다도 외기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자의 시간대를 확인해본 결과, 외기

온이 떨어지는 0시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직전인 7시까지가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비난방공간은 난방공간과 달리 단열재가 없어

외기온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외기온에 영향

을 받아 낮아진 벽체와 벽체의 접합 부위 표면에 실내에서 발생된 습기가 벽

체 표면에 닿게 되는데, 이때, 결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벽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은 지점이 될 때,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47).

북측발코니의 노점 온도보다 외기온이 낮은 시점인 0시부터 7시까지 결로가

발생하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7) 김종엽, 황하진, 김이환, 공동주택 세대내 결로 방지대책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3, 주

택도시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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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0 2015년 지역Ⅱ 북측발코니(2015.01.16.~2015.01.26.)

Fig 3.31 2015년 지역Ⅱ 북측발코니(2015.01.28.~2015.02.09.)

(2) 대피공간의 온·습도 분석

대피공간의 외기온은 지역Ⅰ은 최저–15.4℃ ~ 최고 2℃. 지역Ⅱ은 최저

–13.3℃ ~ 3.1℃, 지역Ⅲ은 최저 2.7 ~ 최고 13.9℃였다. 대피공간 온도는 최

저 -5℃~ 최고 14℃까지 측정되었다.

Fig 3.34~Fig 3.36에서 노점 온도를 확인해 본 결과 노란색으로 표기된 지

역Ⅱ 1월 30일과 2월 6일, 2월 7일에 외기온과 노점 온도가 유사하거나 노점

온도가 약간 높았다.

대피공간은 단열이 되어있지 않은 공간으로 외기온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다.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차이점은 북측 발코니는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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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등 재실자가 자주 출입하여 공간의 습도와 온도가 자주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대피공간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화재 등)에서만 주로 출입을 하게 된

다. 따라서, 습기의 발생과 내부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았고, 측정 일자별 전

체세대의 노점 온도 폭이 작았다. 대피공간 내부의 영향보다는 외기온의 변

화에 따른 대피공간의 기온 변화가 주로 있었다. 그리고 측정 결과 최저 노

점 온도보다도 외기온이 높아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을 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Fig 3.32 2018년 지역Ⅰ 대피공간 (2018.02.06.~2018.02.09.)

Fig 3.33 2018년 지역Ⅱ 대피공간 (2018.01.30.~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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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2018년 지역Ⅲ 대피공간 (2018.02.21.~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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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간대별 온·습도 분석

3.4.1 난방공간 시간대별 분석

(1) 난방공간 온·습도 결과 분석

북측발코니 측정 일자와 동시에 측정한 난방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분석

하였다. 시간대별로 측정된 평균값을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난방공간은

평균적으로 22~23℃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었으며, 각 시간대별로 평균 온

도 범위가 상이하였다. 0시에는 21~22.4℃의 평균 범위를 가지다가 5시까

지 0.5℃정도 줄었고, 그 후 7시부터 19시까지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

었다. 20시 이후로는 다시 21.4~22.4℃가 유지되었다. (Fig 3.35)

Fig 3.35 2015년 난방공간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온도 분석 결과

상대습도는 40~60%를 유지하였고, 17시를 기준으로 상대습도가 23시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0시부터 7시까지는 상대습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7시

기준으로 상승하는 특성을 보였다. (Fig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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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2015년 난방공간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상대습도 분석 결과

2018년도 난방공간의 온·습도 측정 결과는 Fig 3.37,Fig 3.38이다.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의 측정 결과를 전체 종합한 것으로 온도의 최고, 최솟값의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온은 22~24℃를 유지하였으며, 시간

대별로 평균 온도가 상이하였다. 0시~8시까지 평균 기온이 감소하다가 9

시부터 기온이 상승하였고, 다시 19시부터 평균 기온은 22℃~23℃의 기온

을 유지하였다.

Fig 3.37 2018년 난방공간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온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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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습도는 평균 40~50%를 유지하였고, 최솟값, 최댓값의 범위도

40~50% 이내로 유지되었다. 기온의 범위와는 상반되게 거주자가 일정한

상대습도를 유지하였다.

Fig 3.38 2018년 난방공간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상대습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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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비난방공간 시간대별 분석

(1) 북측발코니 온·습도 결과 분석

북측발코니 측정세대의 온도와 습도를 시간대별로 분류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북측발코니 공간의 온도는 측정세대 기준으로 평균 7~10℃를

기록하였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11시까지 최고온도는 변함이 없고,

최저온도가 조금씩 떨어졌다. (Fig 3.39)

Fig 3.39 2015년 북측발코니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온도 분석 결과

또한, 12시부터 23시까지 온도는 크게 변함없이 측정되었다. 상대습도는

평균적으로 55~73%를 유지하고 있었고, 8시~18시까지 상대습도의 평균값

의 폭이 컸다. 18시~23시, 0~7시까지 상대습도 58%~75%로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실내 온·습도와 비교했을 때, 북측발코니의 온도는 난방공간의 기온보다

13.5℃정도 낮음을 확인하였다.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0~12시까지의 온

도는 최고 온도 기준으로 9℃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최저기온 기준으로

7℃에서 6℃까지 온도가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13~23시에서는 온도 변화

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상대습도는, 난방공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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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높았고, 상대습도의 범위도 크게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시를

기준으로 북측발코니의 상대습도는 55%~75%를 유지하며 07시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3.40)

Fig 3.40 2015년 북측발코니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상대습도 분석 결과

결과적으로, 북측발코니는 실내 공간에 비해 13℃정도 낮은 공기 온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습도는 20%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야간시

간 동안 상대습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었다.

(2) 대피공간 온·습도 결과 분석

북측발코니 측정세대의 온도와 습도를 시간대별로 분류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대피공간은 지역 구분에 따라 온도의 범위가 각기 달랐고, 온

도가 크게 상승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특성이 있었다. 지역Ⅰ은 3℃~5℃의

범위에 있었고, 지역Ⅱ는 6℃~8℃ 범위에 있었다. 지역Ⅲ은 13.5℃~15.5℃

에 분포되어 있었다. 0시~8시까지는 점차 기온이 감소하였다가, 9시~19시

까지 상승하고 다시 19시부터 23시까지 기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습도의 경우는 지역의 구분에 따라 큰 편차가 있지 않은 특

성이 있었으며, 45%~58% 범위로 분석되었다. 시간별 습도 범위의 변화는

0~8시까지가 평균값이 유사했고, 그 뒤 9시부터 23시까지는 습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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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측발코니의 상대습도 범위와는 크게 차이가

났으며, 각 공간별 특성이 다름을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41~3.44)

Fig 3.41 2018년 대피공간 지역Ⅰ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기온 분석 결과

Fig 3.42 2018년 대피공간 지역Ⅱ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기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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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2018년 대피공간 지역Ⅲ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기온 분석 결과

Fig 3.44 2018년 대피공간 측정값의 시간대별 평균 상대습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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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주자의 생활 패턴 분석

3.5.1 응답측정에 의한 거주자의 환경

기존 연구결과48)를 토대로 2015년 온·습도 측정 당시 간단한 응답조사

를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 구성원 수는 2015년 당시 아파트의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2.85명이었고, 기존 연구49)에서는 한 가구의 평균 가족 수

는 5.1명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조사와 비교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변화하게 되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가족 구성

비율이 5~6명이 8.4%, 3~4명이 48.2%, 2명이 12.3%, 가 1명이 15.5%로

3~4명이 50%에 가까운 수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가족 구성비율 예측

치는 5~6명이 4.7%, 3~4명이 41.5%, 2명이 18.9%, 1명이 21.5%으로 3~4인

가구가 2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즉, 5~6명과 3~4명

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이 줄고, 2명 또는 1명 가구 수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50)

두 번째로, 거주자의 세탁물의 건조 위치에 대한 방식을 보면, 주된 장소

는 거실과 발코니, 침실 순서로 나타났다. 2003년 기존 연구에 비해 발코

니 공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가구가 늘어났고, 침실에 건조하는 가구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실내에서의 세탁물 건조는 습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과도한 습기는 겨울철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51) 국외와 국내의 빨래 건조시키는 방식과 차이점을 살

펴보면, 북미와 유럽의 국가들은 흔히 옷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48) 김종엽, 황하진, 김이환, 공동주택 세대내 결로 방지대책 연구, 2003, 대한주택공사, 주

택도시연구원 연구보고서

49) op.cit

50) 최윤정, 정연홍, 아파트의 겨울철 실내온열환경 실태와 생활요인 분석, 2008, 한국주거

학회논문집, v.19 n.4 pp.97~105

51) Hwang I, Lee J, Kim G, Yoo J, Improvement of the Korean Design Criteria on

Wall-To-Wall Junctions to Prevent Condensation in Apartment Houses, 2019,

sustainability, Vol 11(12),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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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사 당시 한국에서 전기건조기를 사용한 가구는 1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건조기의 사용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별 환기 방식은 2015년 조사에서 70%의 가구에서 1일

1회 창문을 열어 실시하였다. 창문의 개폐 시간은 10분 이내가 53%, 30분

이내가 40%로 하루 중 짧은 시간에 걸쳐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문 문항 2003
(선행연구)

2015
(응답조사)

가족 구성원수 5.1 2.85

세대 내 세탁물
건조 위치

발코니 (%) 1 26
거실 (%) 54 58
침실 (%) 45 18

건조기 사용

유무

사용함 (%) - 10
사용하지 않음 (%) - 90

가습기 사용

여부

사용함 (%) 25 48
사용하지 않음 (%) 56 18
가끔 사용함 (%) 19 35

하루 환기 횟수
한번 (%) 34 70

두 번 이상 (%) 66 30

환기를 유지하는

시간

10분 미만 (%) 43 53
10분 초과 30분미만 (%) 44 40
30분 미만(%) 13 7

Table 3.4 응답 조사에 의한 조사 결과

3.5.2 일자별 측정 결과 분석에 따른 거주자의 특성 분석

2015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각 세대별 특성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워 측정 일자별

로 분석하였다. 측정일 기준으로 일 최저·최고 온도, 일 최저·최고 노점 온도

를 확인하였고, 생활 패턴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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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공간

2015년과 2018년 난방공간의 측정값 분석 결과 실내 공간의 온·습도를 결

정짓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거주자 각각의 생활 패

턴이 너무도 달랐고, 가족 구성원의 수, 환기, 음식의 조리 시간 등 많은 부

분에서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가구의 모든 변수에 대한 정리가 아닌

일자별 일 최저·최고 기온과 노점 온도로 환산했을 때 최저·최고온도가 되는

시점 등을 확인하였고, 도출된 값들에 대해 측정 가구의 앞·뒤 시간의 온·습

도 변화 추이 등을 유추하였다.

난방공간 분석 결과 대다수 가구는, 9시~18시까지 노점 온도가 가장 낮은

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환기를 통해 최저 노점 온도를 기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가구의 특성은 온·습도 기록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작

스럽게 온도와 습도가 떨어지게 되어 환기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라 유추하였

다. 또한, 18시부터 22시까지는 최고 노점 온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음식의

조리, 샤워 등 수증기의 발생과 난방을 가동하여 공간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괄적으로 전체 가구가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은 아니며, 일부

특정 세대에서는 18시 이후 20시경 최저 노점 온도가 측정되기도 하였다.

(2) 비난방공간

비난방공간은 북측발코니의 경우 난방공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수와

공간만의 특성이 존재하였다. 북측발코니는 주방과 인접되어 설계되어있어

주방의 음식의 조리, 실내 수증기 발생이 북측발코니로 유입되기도 하고, 세

탁기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습

기 발생에 취약한 공간이다. 또한, 외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다. 북

측발코니의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4시부터 7시까지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유는 야간의 기온이 낮아진 외기의 영향인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다.

이러한 북측발코니 공간의 습기 발생과 외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현상은

결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측정값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세대 내부에서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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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생 이후 환기를 시키지 않고 21시경부터 다음날 7시까지 실내의 습기량

을 정체시켰다. 이때, 외기온에 의해 최저온도를 기록하게 되는 4시부터 7시

까지 차가워진 벽체 표면에 결로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대피공간도 외기의 영향으로 00시부터 07시까지 기온이 일 최저기온이 가

장 낮은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비난방 공간인 북측발코니와는 반대로

공간의 습기 발생이 있거나 외부에서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절대 습도량은 크게 변화되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체되어있는 수증기가

외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인 0시부터 7시까지, 북측 발코니와 마찬가지로

차가워진 표면 때문에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리해보면 비난방 공간은 공통적으로 외기의 영향으로 인해 00시부터 일

출 시각인 7시까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았다. 비난방 공간의 북측발코니

와 대피공간의 각각 특성이 달랐지만, 주로 외기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절

대습도량으로 인해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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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결

본 장에서는 겨울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 거주세대의 난방공간과 비난

방공간을 대상으로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실 거주세대의 온·습도 측정을 통

해 비난방공간의 온도계산식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난방공간의 기온은 2015년은 20℃~23℃가 전체의 83%이상 이었으며,

상대습도는 40~60%가 전체 80%였다. 2018년은 21℃~24℃가 77%였으며, 상

대습도는 40~50%가 77%였다. 절대습도량은 2015년도와 2018년도 모두

0.006~0.011kg/kg' 80% 이상이었다. 정리해보면 측정세대의 기온은 20~24℃

로 항상 유지시켰으며, 상대습도는 40~60%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2) 비난방공간의 온·습도 측정 결과 2015년 북측 발코니는 기온 5℃~9℃가

전체 중 77%였고, 상대습도 50~80%가 전체 중 80%였다. 절대습도량은

0.003~0.005kg/kg'가 전체 중 75%였다. 2018년 대피공간 측정 결과 지역별로

상이하였으나, 최저 3℃~최고 15℃로 측정되었고, 상대습도는 50%~60%였다.

절대습도량은 최소 0.002 ~ 최고 0.006kg/kg'로 측정되었다. 즉, 북측발코니는

지역 Ⅱ 기준 기온이 5~9도, 습도는 50~80%였으며, 대피공간은 지역별로

3~15℃, 습도는 50%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3)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응답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조사 결과

세대 구성원 부분에서 2003년 3~4명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에는 3~4명의

비율보다 1~2명의 비율이 높아졌다. 세탁물의 건조 위치는 2015년 조사 결과

대부분 거실에서 건조하였고, 그 다음으로 발코니, 침실 순서로 주로 실내에

서 건조하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환기 부분조사에서는 겨울철 하루에 한 번

30분 이내로 실시하였다.

(4) 난방공간의 일자별 온·습도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0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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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8시 사이에 환기를 1번 이상 실시하였고, 18시부터 22시까지 기온이 오

르며, 수증기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측정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

인 하였다. 이러한 기온이 오르고, 수증기 발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18시부터

난방과 음식의 조리, 샤워 등의 거주자의 생활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

였다.

(5) 비난방공간의 일자별 온·습도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야간

시간대인 0시부터 7시까지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이 측정된 시간이었다. 공

간별 특징은 북측발코니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 수증기 발생량이 높아지

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8시부터 22시까지 높아진 수증기

발생량과 0시부터 7시까지 야간시간대의 벽체 및 창의 표면 온도가 낮아져

북측발코니 벽체 표면에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측정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대피공간의 경우 습기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며, 외기온의 영

향을 많이 받아 공간의 기온이 바뀌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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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난방공간 온도분포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개요

4.1.1 시뮬레이션 개요

비난방 공간의 공기 온도해석을 위해 Physibel Voltra52) 전열해석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차원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으로, 전도, 대류,

복사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Cranck-Nicolson 유한차분법 사

전의 정상상태 계산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실측 온도 값과 시

뮬레이션 값이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외기온과 면적, 창의 열

관류율, 실내·외 침기량이 공간의 온도를 성립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1.2 검토 대상 부위

검토 대상 부위는 비난방 공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부위에 대한

평면은 Fig 4.1로 주방과 인접해있는 북측 발코니 공간과 침실에서 인접한

대피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비난방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

고, 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이다. 실내·외 공간과 비난방 공간에 대한 전열해

석을 실시 하였다.

52) Physibel : 다구역 동적 열전달 해석 프로그램(Multizonal dynamic heat transfe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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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도

Fig 4.1 전열해석 부위

: 대피공간, : 북측발코니

(2) 구성재의 열전도율

재료 열전도율 [W/mK] 밀도[kg/㎥] 비열[J/kgK]

콘크리트 1.6 2,500 880

몰탈 1.4 1,800 835

경량기포 0.16 500 800

석고보드 0.18 1,000 900

압출 1호 0.028 30 2,100

유리 var. - -

유리공기층 var. - -

창틀 var. - -

CRC 보드 0.24 900 1,000

Table 4.1 구성재 열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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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내용

구분
온도 열전달계수

실내 25℃(난방공간) 9.09W/㎡K (ISO)

외기 남부 -10℃, 중부 -15℃, 혹한지 -20℃ 23.25W/㎡K (ISO)

발코니
실내외 조건 및 View factor에 따라

발코니 공기온도 자동 계산
10W/㎡K

단면부위 열평행(Adiabatic) : 

 또는


 

Table 4.2 표면열전달계수

4.2 시뮬레이션 결과

4.2.1 북측 발코니 결과

실내와 북측에 면해있는 발코니부위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정상상태의 해석을 실시했으며, 일사와 내부 발열, 침기 등 공간에 온·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다. 외기온을 –20℃~15℃까지

변화시키면서 북측 발코니 공간의 기온을 Table 4.3에 정리하였다.

지역Ⅰ 기준 외기온 –20℃일 때, 북측 발코니공간의 기온은 –13.73℃이고,

발코니 공간에서의 최저 표면 온도는 –16.14℃, 최고 표면 온도는 –7.99℃

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역 Ⅱ기준 결과는 외기온 –15℃일 때, 발코니 공간

의 온도는 –9.27℃, 최저표면 온도는 –11.56℃, 최고표면 온도는 –4.37℃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역Ⅲ기준 결과는 외기온 –10℃일 때, 발코니 공간의

온도 –5.14℃, 최저표면 온도 –6.99℃, 최고표면 온도 –0.74℃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북측발코니의 외기에 직접적으로 면해있는 벽체가 2곳이고, 외기

간접공간인 승강기 홀의 AD/PD 부위의 영향으로 인해 공간의 온도가 외기

온에 비해 약 –6℃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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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대피공간 결과

외기와 실내 공간, 비난방공간인 대피공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일사, 내부 발열, 침기 등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았고,

단순히 실내와 외부 공기에 따른 벽체 열전달 했을 경우로 가정하여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다. 외기온을 –20℃~15℃로 변화시켜 본 결과는 Table 4.4에

정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Ⅰ 기준 외기온 –20℃일 때, 대피공간의 공기 온도는

–10℃였고, 최저표면 온도는 –15.3℃, 최고 표면 온도는 –0.5℃로 도출되었

다. 지역Ⅱ기준 외기온 –15℃일 때, 공기 온도 –7.1℃, 최저표면 온도 –11.

7℃, 최고표면 온도 1.4℃로 도출되었다. 지역Ⅲ기준 외기온 –10℃일 때,

-4.1℃, 최저표면 온도 –8.1℃, 최고표면 온도 3.3℃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

피공간은 비난방공간으로써 단열을 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난방공간(침실, 공

용욕실 벽체 등)과 인접해있는 구조이다. 외기온과 비교했을 때, 외기온에 비

해 약 6℃~10℃ 높은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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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온도(℃) 발코니온도(℃) 최저표면온도(℃) 최고표면온도(℃)

-20 -13.7 -16.1 -7.9

-19 -12.8 -15.2 -7.2

-18 -12.0 -14.3 -6.5

-17 -11.1 -13.3 -5.8

-16 -10.3 -12.4 -5.0

-15 -9.2 -11.5 -4.3

-14 -8.5 -10.6 -3.6

-13 -7.7 -9.7 -2.9

-12 -6.8 -8.8 -2.1

-11 -6.0 -7.9 -1.4

-10 -5.1 -6.9 -0.7

-9 -4.2 -6.0 -0.0

-8 -3.4 -5.1 0.7

-7 -2.5 -4.2 1.4

-6 -1.7 -3.3 2.1

-5 -0.8 -2.4 2.9

-4 0.0 -1.5 3.6

-3 0.8 -0.5 4.3

-2 1.7 0.3 5.0

-1 2.5 1.2 5.8

0 3.4 2.1 6.5

1 4.3 3.0 7.2

2 5.1 3.9 8.0

3 6.0 4.9 8.7

4 6.0 5.8 9.4

5 7.7 6.7 10.2

6 8.6 7.6 10.9

7 9.4 8.5 11.6

8 10.3 9.4 12.4

9 11.2 10.3 13.1

10 12.0 11.3 13.9

11 12.9 12.2 14.6

12 13.7 13.1 15.3

13 14.6 14.0 16.1

14 15.5 14.9 16.8

15 16.3 15.8 17.5

Table 4.3 북측 발코니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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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온도(℃) 대피공간온도(℃) 최저표면온도(℃) 최고표면온도(℃)

-20 -10 -15.3 -0.5

-19 -9.4 -14.6 -0.2

-18 -8.8 -13.9 0.2

-17 -8.2 -13.2 0.6

-16 -7.7 -12.4 1

-15 -7.1 -11.7 1.4

-14 -6.5 -11 1.7

-13 -5.9 -10.3 2.1

-12 -5.3 -9.5 2.5

-11 -4.7 -8.8 2.9

-10 -4.1 -8.1 3.3

-9 -3.5 -7.5 3.7

-8 -2.9 -6.7 4

-7 -2.3 -6 4.4

-6 -1.7 -5.3 4.8

-5 -1.1 -4.6 5.2

-4 -0.5 -3.8 5.6

-3 0.1 -3.1 6

-2 0.7 -2.4 6.4

-1 1.3 -1.7 6.7

0 1.9 -1 7.1

1 2.5 -0.2 7.5

2 3.1 0.5 7.9

3 3.7 1.2 8.3

4 4.3 1.9 8.7

5 4.9 2.6 9.1

6 5.5 3.4 9.5

7 6.1 4.1 9.9

8 6.7 4.8 10.2

9 7.3 5.5 10.6

10 7.9 6.2 11

11 8.5 6.9 11.4

12 9.1 7.7 11.8

13 9.7 8.4 12.2

14 10.3 9.1 12.6

15 10.9 9.8 13

Table 4.4 대피공간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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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과 실측값의 비교 분석

실제 측정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값의 오차는 다양한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간의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4.3.1 실측 외기온 값 입력에 따른 요인 분석

비난방 공간 온도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는 외기온의 변화이다. 이 외기

온변화가 비난방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

다. 외기온은 북측발코니의 측정 기간 중 가장 외기온이 낮게 측정되었던

2015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외기온변화에 따른 비

난방공간의 변화 추이와 함께, 실측 결과값의 온도 평균값도 같이 정리하여

그 추이를 확인하였다. (Fig 4.2~4.4)

Fig 4.2 지역Ⅰ 북측발코니 시뮬레이션 외기온

입력 후 결과(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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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지역Ⅰ 북측발코니 시뮬레이션 외기온

입력 후 결과(2월8일)

Fig 4.4 지역Ⅰ 북측발코니 시뮬레이션 외기온

입력 후 결과(2월9일)

3장에서 도출된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인 0시~7시를 기준으로 외

기온 입력 후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일자별로 외기온

과 시뮬레이션 값, 실측 평균값의 변화 추이가 유사한 패턴으로 점차 기온이

감소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 평균값에서 최솟

값, 최댓값의 범위는 ± 2℃가 발생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값과는 –1.8~-2.3℃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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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지역Ⅰ대피공간 시뮬레이션 외기온 입력

후 결과(2월6일)

Fig 4.6 지역Ⅰ대피공간 시뮬레이션 외기온 입력

후 결과(2월7일)

Fig 4.7 지역Ⅰ대피공간 시뮬레이션 외기온 입력

후 결과(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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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분석 결과 외기온이 시간에 경과에 따라 떨어짐에 따라, 실측

평균값과 시뮬레이션 온도 사이에서도 일정한 패턴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외기온변화에 따라서 비난방공간은 영향을 받으며,

실측 평균값과 오차범위가 있지만, 유사하게 감소되는 특징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 평균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위는 ±

3.78℃였으며, 시뮬레이션 값과는 –2.97℃ 차이가 발생하였다. 외기온변화

에 따라 실측값과 시뮬레이션 값이 동일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기온

변화에 따라 추이가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5~4.7)

4.3.2 공간의 면적에 따른 변수

측정했던 공동주택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비난방 공간의 면적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발코니는 법규에서, 외벽을 따라 폭을 1.5m 이내로

설계하도록 되어있다. 발코니는 세대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

으로, 발코니가 맞닿아 있는 벽의 길이와 1.5m 폭 이상의 설계 시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포함이 되며, 이에 따라 설계 시 전용면적으로 포함되지 않

도록 폭 1.5m 이내로 설계가 되고 있다. 북측 발코니의 경우는 세탁기를

설치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최소폭 1m 이상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53)

대피공간은 관련 법규에서 1가구당 최소한의 유효면적인 2㎡ 이상 면적

을 확보해야 하지만, 2가구가 인접해있는 경우 대피공간을 3㎡ 이상을 구

획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의 경계조건은 4.1.2와 동일하게 수행되었으며,

면적 변화에 대한 부분은 Table 4.5이다.

구분 측정 가구 변경

발코니 폭 1.5m 폭 1m

대피공간 면적 2㎡ 3㎡

Table 4.5 면적에 따른 비난방공간의 변수

53)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설계지침,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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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외기온도(℃) 공간온도(℃)
최저

표면온도(℃)
최고

표면온도(℃)

1㎡

-20 -13.4 -15.7 -7.3

-15 -8.6 -10.8 -3.6

-10 -4.4 -6.1 0.1

1.5㎡

-20 -13.7 -16.1 -7.9

-15 -9.2 -11.5 -4.3

-10 -5.1 -6.9 -0.7

Table 4.6 북측발코니 시뮬레이션 결과

면적 외기온도(℃) 공간온도(℃)
최저

표면온도(℃)
최고

표면온도(℃)

2㎡

-20 -2.0 -7.3 7.5

-15 0.9 -3.7 9.4

-10 3.9 -0.1 11.3

3㎡

-20 -2.5 -7.8 8.1

-15 0.2 -4.3 10

-10 4.5 -1.4 12.4

Table 4.7 대피공간 시뮬레이션 결과

비난방공간의 면적을 변경하여 공간의 온도를 확인한 결과, 면적이 커지는

변화에 따라 약 0.5℃ 정도 더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

적이 기존대비 커지며 외부에 닿는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한 차이

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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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창호의 열성능 변경에 따른 변수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은 2015년과 2018년 측정 당시 공동주택에 적용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표는 Table 4.9이다.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는 계속

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2025년의 적용될 창 및 문의 성능은 Table 4.8와

같다.54) 북측발코니의 창호 열관류율을 2013년 기준값과 2025년의 값을

변화시켜 공간의 온도차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기술요소 혹한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지역

측벽
0.10

(0.15)

0.10

(0.17)

0.12

(0.22)

0.15

(0.29)

외벽

직접
0.12

(0.15)

0.12

(0.17)

0.15

(0.22)

0.17

(0.29)

간접
0.15

(0.21)

0.15

(0.24)

0.20

(0.31)

0.23

(0.41)

창

직접
0.7

(0.9)

0.7

(1.0)

0.9

(1.2)

1.0

(1.6)

간접
1.0

(1.3)

1.0

(1.5)

1.2

(1.7)

1.2

(2.0)

현관문 1.0 1.0 1.0 1.0

보일러[%] 92 92 92 92

조명[W/㎡] 전체 LED 전체 LED 전체 LED 전체 LED

외단열 전체 적용 전체 적용 전체 적용 전체 적용

Table 4.8 1차에너지 소비량 계산을 위한 2025년 적용기술 예측치

* ( )안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최소기준값임.

* 독일 패시브하우스 : 벽체 평균 U값 0.15, 창의 U값 0.8

* 노원구 제로 에너지 하우스 : 벽체 평균 U값 0.15, 창의 U값 0.9

54) 이종성, 신축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등급별 분석, - 2025년 예상 기술 수준 및 시장가

격 기반, 2018,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보고서,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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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Table 4.9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 (2013.10.01. 기준)

2013년 창호 열관류율과 2025년의 예측값을 확인하여본 결과, 창호 열관

류율이 강화됨에 따라, 기온으로는 0.4~0.5℃ 정도 상승한 것을 시뮬레이

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혹한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열관

류율

기온

(℃)

열관

류율

기온

(℃)

열관

류율

기온

(℃)

2013
직접 1.5

-13.7
1.8

-9.1
2.6

-5.1

간접 2.2 2.5 3.3

2025
직접 0.7

-13.4
0.7

-8.6
0.9

-4.7

간접 1.0 1.0 1.2

Table 4.10 지역별 창호 성능변경에 따른 북측발코니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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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침기량에 의한 변수

3장에서 실시된 실 거주세대 온·습도 측정에서는 온도와 습도 데이터만 취

득하여 주택에서의 침기 및 누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규정짓는 많은 원인 중 침기량에 대한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외기에서 비난방공간의 침기량을 0 ACH,

0.5 ACH, 0.35 ACH, 0.2 ACH, 0.15 ACH의 변수를 주고, 그에 따른 실내와

비난방공간의 변수 0.2 ACH, 0.35 ACH, 0.5 ACH의 변수를 주어 13가지의

변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래 Table 4.11은 그 변수에

대해 작성된 내용이다.

구분 실외-비난방공간 실내-비난방공간

1 0 ACH 0 ACH

2 0.5 ACH 0.2 ACH

3 0.5 ACH 0.35 ACH

4 0.5 ACH 0.5 ACH

5 0.35 ACH 0.2 ACH

6 0.35 ACH 0.35 ACH

7 0.35 ACH 0.5 ACH

8 0.2 ACH 0.2 ACH

9 0.2 ACH 0.35 ACH

10 0.2 ACH 0.5 ACH

11 0.15 ACH 0.2 ACH

12 0.15 ACH 0.35 ACH

13 0.15 ACH 0.5 ACH

Table 4.11 침기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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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측발코니 결과 및 분석

북측 발코니의 지역별 외기온(지역Ⅰ -20℃, 지역Ⅱ -15℃, 지역 Ⅲ-10℃)

을 적용하고, 침기량 변수에 의한 북측발코니의 최저 온도 시뮬레이션 결과

는 Table 4.12이다.

구 분
지역Ⅰ(-20℃) 지역Ⅱ(-15℃) 지역Ⅲ(-10℃)

Tmin, 1h(℃)

1 -8.4 -3.9 0.5

2 -6.2 -2.4 1.4

3 -4.7 -0.9 2.7

4 -2.5 0.5 3.9

5 -5.9 -1.8 1.9

6 -3.3 1.8 3.3

7 -1.8 1.2 4.7

8 -5.1 -1.3 2.3

9 -3 0.5 3.6

10 -1.4 1.5 5.2

11 -4.7 -1 2.4

12 -2.9 0.6 4.5

13 `-1.2 1.3 5.4

Table 4.12 지역별 침기량변수에 따른 북측발코니 최저온도

앞서 4.2장에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단순 실내외 기온 차에 의하

여 도출된 값이었으며, 이에 침기량 변수 13가지를 대입하여 다양한 결과 값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실외에서 북측발코니로의 침기량은 0.2 ACH,

실내에서 비난방공간으로의 침기량 0.5 ACH가 실측 결과와 유사하였고, 구

분 10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정확히 ACH가 해당 값이라는

것 보다는, 실외-북측발코니 침기량보다 실내에서 북측발코니로의 침기량이

높다는 영향에 대한 점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외부에서의 영향보다

실내에서 재실자가 문을 열 거나 출입하는 등의 영향이 실외보다 적지 않음

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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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공간 결과 및 분석

북측 발코니와 마찬가지로 대피공간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단순 시뮬

레이션에 의한 결과 값이었으며, 외기온과 침기량 변수에 대해 다시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13이다. 대피공간은 실외에서 대피공간

으로의 침기량은 0.5 ACH, 실내에서 대피공간으로의 침기량은 0.35 ACH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피공간의 침기량은 북측 발코니와는 조금 달리

실외-대피공간의 침기량이 실내에서 대피공간으로의 침기량이 높다. 즉, 내부

에서의 영향보다 외부에서 대피공간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분석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대피공간의 경우 그 특성상 북측발코니에

비해 화재 시 대피를 제외한 재실자의 출입이 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구 분
지역Ⅰ(-20℃) 지역Ⅱ(-15℃) 지역Ⅲ(-10℃)

Tmin, 1h(℃)

1 -4.7 1.5 6.0

2 -5.0 1.1 5.2

3 -2.5 3.8 6.1

4 -1.3 4.9 7.1

5 -8.31 2.3 5.7

6 -6.15 3.1 7.0

7 -0.3 4.0 7.9

8 -2.7 3.8 6.1

9 -1.0 4.7 7.3

10 1.6 5.3 8.2

11 -2.1 3.9 6.3

12 -0.2 4.3 7.6

13 1.3 5.1 8.5

Table 4.13 지역별 침기량에 따른 대피공간 최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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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비난방공간인 북측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실측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 분석하였고, 외기온의 변화, 면

적, 창호 성능, 침기량을 변수로 하여 공간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확

인 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간의 온도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열해석 프로그램인 Physibel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시할 때, 외기온의 범위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혹한지 지역Ⅰ기준인 –20℃부터 1

5℃까지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해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실내·외 공간

의 온도값의 변수만을 입력하여 실측값과 비교해본 결과 오차가 많이 발생하

였다.

(2) 실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값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

대해 확인하였다. 주로 공간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기온과 면적,

창호의 성능변화의 변수를 적용시켜 공간의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외기온을 입력시켜 해석을 실시한 결과 실측

값과 오차는 있었지만, 변화 추이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난방공

간의 면적을 변경하여 공간의 온도를 확인한 결과, 기존 결과 대비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약 0.5℃정도 더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창호의

성능변화에서는 창호 열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0.3~0.5℃ 기온이 상승하는 것

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비난방공간의 온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침기량에 대하여 변수

를 13가지를 도출하여 그에 따른 최저온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북측발코니의 경우 실외와 북측발코니 0.2 ACH, 실내와 북측발코니

0.5 ACH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지역별로 확인하면 지역Ⅰ -2.3℃, 지역Ⅱ

0.6℃, 지역Ⅲ 4.3℃를 확인하였다. 대피공간의 경우 실외와 대피공간의 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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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0.5 ACH, 실내와 대피공간 0.35 ACH를 확인하였고, 이때, 지역Ⅰ -2.5℃,

지역Ⅱ 3.8℃, 지역Ⅲ 6.1℃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4) 비난방공간의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침기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북

측 발코니의 경우는 실내-북측발코니 침기량이 0.5 ACH, 실외-북측발코니

0.2ACH로 외기의 영향보다 실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대피공간은 실외-대피공간 0.5ACH, 실내-대피공간 0.35ACH로 실내의 영

향보다는 실외에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인 침

기량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으며, 비난방공간의 온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의 값으로써 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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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측값 분석을 통한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제안

5.1 비난방공간의 온도 보정계수

(1) DIN V 18599에 의한 보정계수

2장에서 확인하였던 국외 규격인 DIN V 1859955) 에서는 근사법

(Approximate method)으로 비난방 공간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기재 되

어 있다. 이 근사법은 실내·외 온도와 온도 보정계수를 통해 간단하게 공간온

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외의 비난방공간은 외부 창고, 지하 공

간 등에 대하여 온도보정계수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실시한 실측값의 일자별, 시간대별, 지역별 분석을 통해 국내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도출하고, 수립하고자 한다.

DIN V 18599의 근사법에서는 아래 식 (5.1)과 같이 온도 보정계수 값을 통

해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있다. Table 5.1와 Table 5.2은

DIN V 18599에 작성되어 있는 비난방 공간에 대한 온도보정계수이다.

 =  ×   (5.1)

 : 비난방공간온도(℃)

 : 실내기준온도(℃)

 : 실외온도(℃)

 : 온도보정계수

55) DIN V 18599,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18



- 80 -

아래 구조체에 의한 외부로의 열류 온도-보정계수

5 비난방 공간의 벽, 천정(외부 창고) 0.5

Table 5.14 지면 이외 구조체의 온도수정계수

외부로부터 열이 지나는

구조체(벽,창호)

온도수정계수 

< 5m 5m to 10m >10m

비난방공간(지하실제외)으로의

벽,바닥,지붕
0.5

Table 5.15 구조체에 대한 보정 계수

근사법에서는 모든 비난방공간은 온도 보정계수를 0.5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요구 조건인 실내를 25℃로 설정하고, 지역Ⅰ

외기온 –20℃를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지역Ⅰ의 비난방 공간은 2.5℃로 계

산된다. 지역Ⅱ 외기온 –15℃ 기준으로는 5℃, -10℃ 기준으로 7.5℃가 된다.

(Table 5.3) 근사법으로 계산 결과 비난방공간을 실내외의 온도 차의 절반(½)

이 되는 온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해당 공간의

온도를 적정하게 확인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따라서,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하여 실측된 값을 분석하여 일자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그

값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비난방공간에 대한 계수를 수립하고

자 한다.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근사법 계산 결과값
(실내 기온 25℃ 경우)

2.5 5 7.5

Table 5.16 지역 구분에 따른 실내, 외기온 적용 근사법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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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북측발코니 온도보정계수 산정

5.2.1 지역별 온도보정계수 산정

북측발코니는 지역Ⅱ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온·습

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실외 기온과 실내 기온, 북측발코니의 기온을 평균하

여 일자별 온도보정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Table 5.4이다.

일자
지역

1.16 1.17 1.18 1.20 1.21 1.22

지역Ⅱ 0.63 0.57 0.62 0.52 0.58 0.63

일자
지역

1.24 1.25 1.26 1.28 1.29 1.30

지역Ⅱ 0.54 0.52 0.56 0.51 0.54 0.55

일자
지역

2.3 2.4 2.5 2.7 2.8 2.9

지역Ⅱ 0.7 0.63 0.63 0.65 0.54 0.63

온도보
정계수

0.59

Table 5.17 2015년 북측발코니 일평균 온도보정계수

일자별 일평균 온도보정계수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지역Ⅱ 기준 평균

0.59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자별로 확인해보면, 최저온도 보정계

수 값은 1월 28일 0.51값이 가장 낮은 값이었다. 1월 28일의 경우 외기온

평균 –4.27℃일 때, 실내 평균 기온 22.39℃, 비난방공간의 평균 기온

8.97℃로 분석되었다. 온도보정계수가 가장 높은 일자는 2월 3일 0.7이다.

이때, 외기온 평균은 1.41℃, 실내 평균 기온 21.64℃, 비난방공간 평균 기

온은 7.5℃였다. 일자별 실내 기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외기온변화 대

비 비난방공간의 기온에 따라 온도보정계수 값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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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산정

Fig 5.8 2015년 북측발코니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북측발코니의 시간대별로 분류하여 온도보정계수의 평균값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시간대별로 온도보정계수 값의 상이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시간대로 확인해보면, 0시에서 7시, 8시까지 온도보정계수는

0.5~0.65의 값을 유지하다가 9시 이후부터 15시까지 증가, 19시경 감소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기온변화에 따라 북측발코니의 기온이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기온이 야간에 19시부터 07시까지 감소하는 동안,

북측발코니의 기온도 같이 감소함에 따라 온도보정계수가 일정하였다. 다

만, 19시부터 23시까지는 거주자의 생활패턴의 영향을 받아 평균값 범위

가 점차 넓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낮시간인 8시부터 18시까지는 외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도보정계수도 상승하지만, 일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북

측발코니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낮시간동안 온도보정계수 값이 높

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온도보정계수 0~1값중 1에 가까울수

록 외기온과 온도차이가 적게 계산되며, 0에 가까울수록 온도차이가 실외

와의 온도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온도보정계수의 평균값이 적고, 낮은 온도보정계수를 가진 0시부터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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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평균값을 일 평균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일 평균값 전체 온도보정

계수 0.59와 0시~7시까지의 평균값인 0.53과는 온도보정계수 값의 차이는

0.06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한 일자는 2월 9일 일평균 온

도보정계수 0.63과 0시~7시 0.52로 약 0.11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
지역

1.16 1.17 1.18 1.20 1.21 1.22

지역Ⅱ
0.63

(0.59)

0.57

(0.55)

0.62

(0.51)

0.52

(0.44)

0.58

(0.52)

0.63

(0.59)

일자
지역

1.24 1.25 1.26 1.28 1.29 1.30

지역Ⅱ
0.54

(0.47)

0.52

(0.47)

0.56

(0.54)

0.51

(0.45)

0.54

(0.48)

0.55

(0.51)

일자
지역

2.3 2.4 2.5 2.7 2.8 2.9

지역Ⅱ
0.7

(0.67)

0.63

(0.53)

0.63

(0.55)

0.65

(0.56)

0.54

(0.52)

0.63

(0.52)

온도보
정계수

0.59 (0.53)

Table 5.18 북측발코니 일평균 및 특정 시간 온도보정계수

*( ) 안은 0~7시까지 평균 온도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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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피공간 온도보정계수 산정

5.3.1 지역별 온도보정계수 산정

대피공간은 지역Ⅰ,Ⅱ,Ⅲ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지역별 3일 기준으로 온·습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실내·외 기온과 대피공

간의 기온 일자별 평균값을 온도보정계수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는 Table

5.6 와 같다.

일자
지역

2.6일 2.7 2.8

지역Ⅰ 0.59 0.61 0.66

일자
지역

1.30 1.31 2.1

지역Ⅱ 0.58 0.66 0.60

일자
지역

2.21 2.22 2.23

지역Ⅲ 0.59 0.49 0.54

온도보
정계수

0.60

Table 5.19 2018년 대피공간 일평균 온도보정계수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온도보
정계수

0.62 0.61 0.54

Table 5.20 2018년 지역별 대피공간 일평균 온도보정계수

일자별 일평균 온도보정계수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지역Ⅰ은 0.6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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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Ⅱ는 0.61, 지역Ⅲ은 0.54의 평균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지역Ⅰ은 0.59~0.66 값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고, 지역Ⅱ는 0.58~0.66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Ⅲ은 0.49~0.59 값

을 나타내었는데, 지역Ⅰ,Ⅱ와는 차이가 0.1이상 발생하였다.

지역Ⅰ은 외기온이 평균–6~-9℃일 때, 실내평균 기온 22.8℃, 대피공간

평균 기온 3.62℃~4℃로 확인하였다. 지역Ⅱ는 외기 평균 기온 –5~-1.2

5℃, 실내평균 기온 23.12℃, 대피공간 평균 기온 6.71~7.84℃였다. 지역Ⅲ

은 외기온 평균 6.24℃~9.38℃, 실내평균 기온 20.34~22.56℃, 대피공간

14.17~14.85℃를 확인하였다. 실내·외 기온, 비난방공간 기온의 상관관계

는 여러 변수로 인해 일평균기온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5.3.2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산정

Fig 5.9 2018년 대피공간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대피공간의 시간대별로 온도보정계수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지역Ⅰ,

Ⅱ,Ⅲ 의 평균값을 전부 시간대별로 확인하여 범위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

고, 온도보정계수 값도 다양한 특징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

간대로 확인해보면, 0시에서 8시까지 온도보정계수 평균값이 0.45~0.6의

값이 점차 감소하다가 9시 이후부터 15시까지 증가하였다. 20시경부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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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현상은 북측발코니 결과 값과

유사하게 외기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기온이 야간에 19시

부터 07시까지 감소되는 추이와 유사하게, 대피공간의 기온도 유사하게

감소되었다. 외기온의 영향을 받아 온도보정계수에도 영향을 미친것이라

판단된다. 9시부터 18시까지 외기온 상승에 따라 평균값의 범위도 넓어지

며 상승하지만, 일사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공간의 특성상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못해 외기온과 대피공간의 기온 차이가 유사해지면서 온도보정

계수값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
지역

2.6 2.7 2.8

지역Ⅰ 0.59 (0.55) 0.61 (0.56) 0.66 (0.57)

일자
지역

1.30 1.31 2.1

지역Ⅱ 0.58 (0.47) 0.66 (0.60) 0.60 (0.55)

일자
지역

2.21 2.22 2.23

지역Ⅲ 0.59 (0.61) 0.49 (0.47) 0.54 (0.45)

온도보
정계수

0.60 (0.54)

Table 5.21 대피공간 일평균 온도보정계수

온도보정계수의 평균값의 범위가 적고, 다른 시간에 비해 온도보정계수

값이 낮은 0시부터 7시까지의 평균값과 일평균값을 비교하였다. (Table

5.8) 일 평균값 전체 온도보정계수 0.60과 0시~7시까지의 평균값인 0.54과

는 온도보정계수 값의 차이는 0.06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크게 차이가 발

생한 일자는 1월 30일 일평균 온도보정계수 0.58과 0시~7시 0.47로 약

0.11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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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제안

5.4.1 지역별 온도보정계수

실측값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난방공간 온도 보정계

수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일자별, 시간별 분석과 실측과 오차 변

수들을 고려한 결과 값은 Table 5.9이다.

국외
기준

북측발코니 대피공간

최솟값 최댓값 최솟값 최댓값

지역Ⅰ 0.5 - - 0.55 (+0.5) 0.66 (+0.16)

지역 Ⅱ 0.5 0.44 (-0.06) 0.70 (+0.2) 0.47 (-0.03) 0.66 (+0.16)

지역 Ⅲ 0.5 - - 0.45 (-0.05) 0.61 (+0.11)

Table 5.22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값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는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하여 지역별

온도보정계수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북측발코니의 경우 지역 Ⅱ만 측정하

여 그 값을 해석하였고, 지역Ⅰ과 지역Ⅲ은 예측할 수 없었다. 대피공간의

경우 각 지역별 측정값의 분석을 통해 온도보정계수값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절기 실측을 통한 공동주택의 온도보정계수 도출 결과 국

외 규정에 있는 온도보정계수 값과 비교해 그 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9) 국외 온도보정계수 0.5에 비해 북측발코니는 최솟

값에서 0.06 만큼 값이 작게 도출되었고, 최댓값에서는 0.2 만큼 값이 높

았다. 대피공간의 경우 지역Ⅰ은 최솟값에서 0.5만큼 높았고, 최댓값에서

는 0.16 만큼 높았다. 지역 Ⅱ에서는 최솟값에서 0.03 만큼 값이 작고, 최

댓값에서는 0.16 만큼 값이 높았다. 지역Ⅲ에서는 최솟값에서 0.05만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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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았고, 최댓값에서는 0.11만큼 값이 높았다. 도출된 온도보정계수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간의 온도를 계산할 경우와 결로예측을 위한 공간

의 온도를 계산할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

반적으로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단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북측발코니와 대

피공간 두 공간의 일 평균값 (Table 5.4, Table 5.7)을 적용하고, 결로 예

측을 위한 공간의 온도 계산 시에는 최댓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최댓값으로 온도 계산 시 공간의 온도가 더 악조건이 되기 때

문이다. 악조건으로 설계할수록 추후 거주자에게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각 비난방공간별 온도보정계수값을 정리한 결과 값은

Table 5.10이다.

국외
기준

북측발코니 대피공간

일반 결로 예측 일반 결로 예측

지역Ⅰ 0.5 - - 0.62 0.66

지역 Ⅱ 0.5 0.59 0.7 0.61 0.66

지역 Ⅲ 0.5 - - 0.54 0.61

Table 5.23 결로 예측을 위한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값 도출

일반적인 경우와 결로 예측을 위한 보정계수 값으로 분류하여 온도보정

계수값을 도출한 결과, 결로 예측을 위한 값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는 값에 비해 0.04~0.11 값만큼 높았다. 이 온도보정계수값의 계산

결과는 1에 가까워질수록 동절기 외기의 온도와 같아지게 된다.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의 계산값 보다 결로 예측을 위한 값을 적용 시 공간의 온

도가 낮아지고, 결로 평가 시 악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즉, 거주자의 결로

발생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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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제안하는 온도보정계수와 기존계산방식의 비교 분석

결로 성능평가를 위한 기존 국내 계산방식으로는 앞서 확인했던 공동주

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56) 제 5조 성능평가 부분의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여 인접해 있는 난방 공간의 벽체접합부위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서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간온도설정은 5℃로 설정57)하

도록 작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5℃로만 공간의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

닌 실내와 외기온의 절반(½)으로 계산하여 공간의 온도를 설정하여 인접

해 있는 난방공간의 벽체접합부위를 평가하고 있다. 국외 계산방식으로는

DIN V 1859958) 에서 근사법(Approximate method) 으로 식(5.1)과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기존의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온도보

정계수값을 적용하여 현재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비난방 공간과 인접한

난방공간의 벽체를 평가할 때, 결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결과 값을 비교

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의 방식은 4장에서 실시된 기존의 북측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부위를 대상으로 면적과 벽체 모두 동일한 조건에

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명시되어있는 실내기온 25℃,

상대습도 50%, 실외 지역Ⅰ(-20℃),Ⅱ(-15℃),Ⅲ(-10℃)의 기준으로 실시

하고자 한다. 이때, 구성재료의 열관류율과 경계조건은 앞서 4장에서 실

시된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비난방공간과 인접해있는 난방공간의 벽

체 접합부위 평가 부위는 Fig 5.3 에 표시하였다.

5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6, 2016-835호

5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2014

58) DIN V 18599,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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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본 연구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5℃ 기준)

DIN V

18599
북측발코니 대피공간

온도보정계수값

지역Ⅰ

5℃ 0.5

- 0.66

지역Ⅱ 0.7 0.66

지역Ⅲ - 0.61

Table 5.24 기존 국내·외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 비교

북측발코니

대피공간

Fig 5.10 결로 평가 지점

(1) 비난방공간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국내·외 기존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북측발코니, 대피공간의

온도보정계수값을 환산하여 온도값으로 Table 5.12에 기재하였다. 온도보

정계수값을 환산하는 기준은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명시되어있는 실내기

온 25℃, 상대습도 50%, 실외 지역Ⅰ(-20℃),Ⅱ(-15℃),Ⅲ(-10℃)의 기준

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다. 국내 시뮬레이션 매뉴얼은 모든 공간을 5℃

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었고, DIN V 18599는 지역별로 2.5℃, 5℃, 7.5℃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북측발코니는 지역Ⅱ -3℃, 대피공

간은 지역별로 –4.7℃, -1.4℃, 3.65℃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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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본 연구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5℃ 기준)

DIN V

18599
북측발코니 대피공간

지역Ⅰ

5℃

2.5℃ - -4.7℃

지역Ⅱ 5℃ -3℃ -1.4℃

지역Ⅲ 7.5℃ - 3.65℃

Table 5.25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를 기온(℃)으로 환산 결과

(2)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외 계산방식을 온도로 환산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값은

Table 5.13 과 같다. 각각 계산방식에 대해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입력하

고, Fig 5.3의 벽제접합부위에 대해 표면 온도를 확인하였다.

국내 국외 본 연구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5℃ 기준)

DIN V 18599 북측발코니

비난방공간

온도

입력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비난방공간

온도

입력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비난방공간

온도

입력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지역Ⅰ

5℃

20.66℃ 2.5℃ 20.16℃ - -

지역Ⅱ 20.70℃ 5℃ 20.70℃ -3℃ 19.11℃

지역Ⅲ 20.73℃ 7.5℃ 21.24℃ - -

Table 5.26 북측발코니 시뮬레이션 실시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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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북측발코니 지역별 평가지점의 표면온도(℃)

북측발코니 공간의 기온을 입력 후 벽체접합부위의 시뮬레이션 실시결

과, 국내·외 계산방식 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벽체접합부위 표면온도가

낮았다. 국내 계산방식 결과 표면온도가 20.66~20.73℃로 확인되었으며,

국외 계산방식으로 인한 결과는 20.16~21.24℃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도보정계수값으로 시뮬레이션결과 19.11℃로

벽체접합부위 표면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 계산방식에 비해 표

면온도가 낮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출된 온도보정계수 적용 시 실내 25℃, 상대습도 50%기준의 노점온도인

13.8℃와 약 6℃ 차이가 발생하며, 타 계산방식에 비해 결로 발생 가능성

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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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본 연구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5℃ 기준)

DIN V 18599 대피공간

비난방공간

온도

입력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비난방공간

온도

입력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비난방공간

온도

입력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지역Ⅰ

5℃

15.45℃ 2.5℃ 15.29℃ -4.7℃ 14.81℃

지역Ⅱ 16.37℃ 5℃ 16.36℃ -1.4℃ 15.94℃

지역Ⅲ 17.28℃ 7.5℃ 17.44℃ 3.65℃ 17.19℃

Table 5.27 대피공간 시뮬레이션 실시에 따른 결과

Fig 5.12 대피공간 지역별 평가지점의 표면온도(℃)

대피공간의 시뮬레이션 실시결과 국내·외 계산방식보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계산방식을 적용 시 벽체접합부위 표면온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

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계산방식 결과 표면온도가 15.45~17.28℃로 확인되었으며, 국외 계

산방식으로 인한 결과는 15.29~17.44℃의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도보정계수값으로 시뮬레이션결과 14.81~17.19℃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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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접합부위 표면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시 실내 25℃, 상대습도 50%기준의 노점온도인 13.8℃와

약 1℃ 차이가 발생하며,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로 발생 예측 결과

국내 국외 본 연구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5℃ 기준)

DIN V 18599 북측발코니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온도

차이

비율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온도

차이

비율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온도

차이

비율값

지역Ⅰ 20.66℃
0.10

만족
20.16℃

0.11

만족
- -

지역Ⅱ 20.70℃
0.10

만족
20.70℃

0.10

만족
19.11℃

0.14

만족

지역Ⅲ 20.73℃
0.12

만족
21.24℃

0.11

만족
- -

Table 5.28 북측발코니 결로성능평가 결과

Fig 5.13 북측발코니 지역별 온도차이비율값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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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된 난방공간의 벽체 표면온도 값을 현재 ‘공동주

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혀있는 온도차이비율값(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59)로 계산하였다. 북측발코니의 경우 시뮬

레이션을 실시한 국내·외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산방식 모두

만족하는 결과 값을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온도보정계수를 활용한 계산방식 적용 시 지역Ⅱ 기준, 온도차이비율값

(TDR)이 가장 높은 0.14 값을 확인하였다. 온도차이비율값(TDR)이 높게

확인되었다는 것은 결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국외 본 연구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5℃ 기준)

DIN V 18599 대피공간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온도

차이

비율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온도

차이

비율값

난방공간

평가지점

온도

온도

차이

비율값

지역Ⅰ 15.45℃
0.21

만족
15.29℃

0.22

만족
14.81℃

0.23

만족

지역Ⅱ 16.37℃
0.21

만족
16.36℃

0.21

만족
15.94℃

0.23

만족

지역Ⅲ 17.28℃
0.22

만족
17.44℃

0.22

만족
17.19℃

0.22

만족

Table 5.29 대피공간 결로성능평가 결과

59)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

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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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대피공간 지역별 온도차이비율값 계산 결과

대피공간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혀있

는 온도차이비율값(TDR)으로 계산하여 확인하였다. 계산결과 지역별로

모두 만족하는 온도차이비율값(TDR) 결과를 확인하였다. 계산결과 현재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는 모두 만족하는 결과 값이지

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온도보정계수 적용하여 평가 시 다른 기준들에

비해 온도차이비율값(TDR)이 지역Ⅰ,Ⅱ,Ⅲ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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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결

본 장에서는 비난방 공간의 온도와 결로를 예측하기 위해 국외 규정을 인

용하여 온도보정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실측값의 일자별, 시간대별, 지역별

분석을 통해 온도보정계수를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DIN V 18599의 근사법을 인용하여 국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

계기준’에 적용시켜 각 지역별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근사법 계산에

의한 결과는 지역Ⅰ은 2.5℃, 지역Ⅱ는 5℃, 지역 Ⅲ은 7.5℃로 산정되었다.

(2) 비난방공간 실측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일평균 온도보정계수를 도출

하였다. 북측발코니는 지역Ⅱ 기준 온도보정계수는 0.59로 도출되었고, 대피

공간은 0.60으로 도출되었다. 국외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값인 0.5에 비

해 0.04~0.10 높았다.

(3) 비난방공간의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분석 결과, 시간대별 온도보정계

수가 외기온에 영향을 받아 각 공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로 야간(19

시~07시)에 온도보정계수 값이 낮아지고, 낮 (09시~19시) 동안 온도보정계수

값이 높아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야간에 외기온이 낮

아짐에 따라 비난방공간의 기온도 같이 낮아지게 되며, 온도보정계수도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외기온이 상승하는 낮 동안, 북측에 위치한

비난방공간은 공간의 기온이 높아지지 못하며 외기온과의 차이가 적게 발생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도보정계수 값이 높게 분석되었다.

(4) 국내·외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비난방공

간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입력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현재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는 난방공간의 벽체접합부위를 평가하게 되

어있어 비난방공간과 인접한 난방공간의 벽체접합부위를 온도차이비율값

(TDR)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 모두 본 연구에서



- 98 -

도출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벽체접합부위 평가했을 때,

평가지점의 온도가 낮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온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실내 노점온도와 차이가 적음을 의미하며, 결로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온도차이비율값(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로 계산한 결과 국내·외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

산방식 모두 만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산방식으로 평가 시

온도차이비율값이 모두 다른 계산방식에 비해 값이 높게 계산되었다. 온도차

이 비율값이 높다는 의미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온도보정계수를 활용한 결

과 값이 기존의 계산방식에 비해 악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결로

평가 시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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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의 결로 발생 현상에 대하여, 결로 발

생의 원인 규명 및 결로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온도 계산식을 수립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실제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온·습도 측정을 실시하였고, 거주

자의 생활 패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와 생활패턴의 분석을

통해 비난방공간의 결로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과 주요 시간대를 도출하였다.

또한, 해당 공간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공간온도를 결정짓는 변수의 영향

을 확인하였다. 실측값과 시뮬레이션의 분석을 통해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계

산할 수 있는 국내만의 온도 계산식을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 비난방공간에서의 결로방지에 관한 설계기준이나 대책, 해

결방안 등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인 경우 비난방공간에 대한 온도 계

산 규정 등이 있으며 특히,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계산

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외 비난방공간의 온도 계산식을 국내 비난방

공간에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거주자의 생활환경, 난방방식의 차이 등

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 실 거주 210세대의 난방공간, 비난방공간인 북측 발코니, 대피공

간 등의 온·습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측 발코니는 18시부터 23시까지 실내의 영향으로 온·습도가 상승하고 있

었다. 그러나, 대피공간의 경우 실내온습도가 대피공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는 않았지만 구조체 표면 온도가 외기온 영향으로 노점온도보다 낮아지고 있

었다.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 모두 0시에서 7시 사이에 노점온도 이하로 벽

체 표면온도가 떨어지며 결로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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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측값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온도차이는 있었지만

비난방공간의 온도변화 추이곡선은 실측평균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비난방공간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약 0.5℃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또한, 창호열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0.3~0.5℃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기량에서는 북측발코니의 경우 외기침기량보다 실내에서 북

측발코니로의 침기량이 영향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피공

간은 반대로 외기에서 대피공간으로의 침기량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

다.

넷째, DIN V 18599의 근사법에 따른 계산방식을 인용하여 실내기온 25℃

일 때 온도보정계수는 지역Ⅱ기준 북측발코니는 0.59, 대피공간은 0.60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국외 비난방공간의 온도보정계수 값인 0.5에 비해 0.04~0.10

높은 값이다.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값은 외기온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

는데 주로 야간시간(19시~07시)에 온도보정계수 값이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된 난방공간의 벽체 표면온도 값을 현재 ‘공

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혀있는 온도차이비율값(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로 계산한 결과 국내·외 계산방식과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계산방식 모두 만족하였다.

그러나, 온·습도 실측 시 비난방공간의 침기율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지

못했고 거주자의 응답조사에서 거주세대의 시간 단위별 세부스케쥴별 측

정이 어려웠다. 추후 이와같은 점이 보완된다면 비난방공간 온도보정계수

가 더욱 정확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1 -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변재환, 아파트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요인 분석, 2020, 명지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전수집계, pp.58~61

3. 김부성, 주거이동과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2014, 목원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4. 박세명,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결로방지 설계

기준 분석 및 입주자 거주환경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2015, 성균관대 석

사학위논문

5. 박시현, 공동주택 창 유리 에지의 온도차이비율과 열관류율을 고려한 결

로방지 성능 평가 및 경제적 설계안 도출, 2019,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6. 생활밀착형연구단,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연차실적 보고서, 2015, 별책 3.

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개선방안, 2020.4

8. 문현준, 박진우, 윤영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동주택 취약부위에서의

곰팡이 발생 위험도 분석, 200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4 n.10.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매뉴얼, 2014

10. 박경수 외,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비난방 공간의 온도 산정에 관한

연구, 2017,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pp.102~103

11. 김남규, 이언구, 집합주택을 중심으로 본 비난방공간의 열적 완충성,

1985,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5(2), pp.287~290

12. 이영호, 김문한, 주거용 건물의 비난방 공간이 실내 열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1),pp. 227-232

13. 김문한, 이영호, 김용인, 주거용건물 비난방 공간의 열적 특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199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pp.169-176



- 102 -

14. 안선근, Lumped Model을 활용한 공동주택 발코니 결로 방지 방안의

효과 분석, 201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최윤정, 정연홍, 아파트의 겨울철 실내온열환경 실태와 생활요인 분석.

2008,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 19 No 4, pp. 97-105

16. 김선영, 오찬옥,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2) pp. 152-162

17. 김종엽, 이종성, 황하진, 발코니공간의 열유체 특성을 고려한 결로 방지

대책 연구, 200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18. 김종엽, 황하진, 안길섭, 유재청, 허정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부창호

의 열성능기준 수립 연구, 2007, 주택도시연구원 보고서

19.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2조(정의) 14, 2019

20. 임영훈, 공동주택의 습기발생, 확산특성 분석 및 결로방지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 2016,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김종엽, 황하진, 김길태, 류창수, 김경식, 공동주택 결로 종합대책 방안

연구,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22. 임진희, 아파트 대피공간의 피난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2018, 경기대

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6, 2016-835호

24.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8, 제2017-881호



- 103 -

<국외문헌>

1. DIN V 18599,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18

2. ISO 13789,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 Transmission and

ventil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 - Calculation method 2017

3. Hwang I., Lee J., Kim G., Yoo J., Improvement of the Korean Design

Criteria on Wall-To-Wall Junctions to Prevent Condensation in

Apartment Houses, 2019, sustainability, Vol 11(12), 3272

4. Mumovic, D., Ridley, I., Oreszczyn, T., & Davis, M., Condensation

risk: comparison of steady-state and transient methods, 2006,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Research and Technology, 27(3):

219-233

5. Glew, D., Brooke-Peat, M., & Gorse, C., Modelling insulated coving’s

potential to reducing thermal bridging and moisture risk in solid wall

dwellings retrofitted with retrofitted with external wall insulation,

2017, Journal of Building Engineering, 11: 2016-223

6. DIN EN ISO 6946, Building components and building elements -

Thermal resistance and thermal transmittance - Calculation methods

(ISO 6946:2017)



- 104 -

일자
시간

2015.1.16 2015.1.17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3.21 52.25 12.70 23.25 50.62 12.21

1 23.15 51.86 12.55 23.03 50.10 11.84

2 23.12 51.84 12.54 22.92 49.76 11.63

3 23.04 51.99 12.53 22.87 49.29 11.43

4 22.99 51.88 12.45 22.81 48.25 11.02

5 22.95 51.74 12.39 22.76 47.56 10.75

6 22.99 51.93 12.48 22.78 47.73 10.89

7 22.99 51.78 12.43 22.75 47.35 10.76

8 22.97 52.08 12.49 22.81 47.36 10.79

9 22.94 51.94 12.42 23.01 46.35 10.60

10 22.84 51.50 12.09 23.23 45.95 10.65

11 22.55 50.74 11.60 23.11 45.09 10.25

12 22.78 51.19 12.06 23.26 45.26 10.42

13 22.69 49.36 11.40 23.22 43.69 9.94

14 22.67 49.04 11.28 23.24 43.54 9.90

15 22.59 48.18 10.97 23.24 43.87 10.01

16 22.58 48.10 10.93 23.02 44.44 10.00

17 22.54 47.68 10.72 22.82 44.96 9.99

18 22.61 47.47 10.68 22.61 43.17 9.07

19 22.79 47.18 10.73 22.51 44.17 9.38

20 23.01 48.75 11.51 22.72 46.20 10.29

21 23.12 50.63 12.26 22.81 46.52 10.46

22 23.15 50.31 12.14 22.91 46.51 10.45

23 23.20 50.90 12.29 22.89 47.44 10.74

[부록1] 2015, 2018 온·습도 일자별 측정 결과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1.16.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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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1.18 2015.1.20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2.79 47.28 10.64 21.61 49.39 10.40

1 22.68 47.14 10.53 21.54 49.12 10.26

2 22.54 46.77 10.29 21.48 48.44 10.00

3 22.40 46.35 10.04 21.44 47.71 9.73

4 22.32 45.95 9.82 21.42 47.08 9.49

5 22.27 45.71 9.71 21.43 47.07 9.48

6 22.26 45.59 9.68 21.47 46.96 9.47

7 22.28 45.52 9.69 21.56 47.00 9.46

8 22.39 46.07 10.01 21.68 48.01 9.90

9 22.52 47.33 10.52 21.94 48.21 10.23

10 22.58 47.69 10.66 22.07 46.07 9.61

11 22.68 47.59 10.77 22.10 46.63 9.81

12 22.86 47.54 10.92 22.20 47.58 10.31

13 22.88 47.22 10.84 22.17 47.89 10.33

14 22.85 47.74 10.95 22.16 47.99 10.36

15 22.82 47.91 11.02 22.01 48.42 10.40

16 22.84 49.01 11.39 21.87 49.09 10.51

17 23.02 52.01 12.36 21.76 50.26 10.75

18 23.10 51.47 12.27 21.73 50.81 10.86

19 23.02 51.72 12.32 21.76 51.26 10.99

20 22.93 50.29 11.81 21.77 53.84 11.72

21 22.89 50.20 11.82 21.77 54.69 11.88

22 22.97 49.89 11.84 21.74 55.02 11.94

23 23.04 49.74 11.84 21.80 55.47 12.16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1.18.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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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1.21 2015.1.22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1.80 54.83 11.96 21.66 55.18 11.96

1 21.71 54.57 11.84 21.60 54.90 11.85

2 21.66 54.53 11.81 21.53 54.34 11.64

3 21.62 54.47 11.78 21.45 54.04 11.49

4 21.59 53.92 11.60 21.39 53.50 11.27

5 21.56 53.42 11.45 21.31 52.65 10.88

6 21.52 53.01 11.28 21.25 52.47 10.78

7 21.57 52.91 11.28 21.27 51.55 10.52

8 21.57 51.49 10.75 21.24 51.74 10.54

9 21.73 52.34 11.21 21.30 52.65 10.89

10 21.86 52.23 11.32 21.28 51.63 10.60

11 21.80 52.00 11.13 21.20 48.03 9.45

12 21.72 51.57 10.87 21.39 49.14 9.97

13 21.82 53.24 11.44 21.69 47.49 9.64

14 21.69 52.90 11.25 21.77 49.32 10.37

15 21.57 53.02 11.20 21.73 50.66 10.80

16 21.49 52.67 11.08 21.69 51.93 11.15

17 21.43 52.16 10.87 21.65 53.31 11.52

18 21.49 53.12 11.26 21.65 55.23 11.97

19 21.56 53.49 11.43 21.65 56.43 12.34

20 21.61 53.38 11.46 21.75 57.16 12.61

21 21.64 54.47 11.75 21.78 57.41 12.71

22 21.64 55.43 12.02 21.81 57.69 12.83

23 21.69 55.43 12.06 21.82 58.06 12.93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1.21.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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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1.24 2015.1.25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2.04 54.71 12.31 21.26 57.28 12.17

1 21.99 54.63 12.24 21.26 56.45 11.91

2 21.96 54.25 12.11 21.29 56.08 11.85

3 21.95 53.79 11.97 21.32 55.68 11.77

4 21.93 53.46 11.86 21.37 55.45 11.77

5 21.90 53.17 11.74 21.29 53.79 11.10

6 21.88 52.90 11.64 21.40 54.77 11.59

7 21.90 53.35 11.76 21.49 55.43 11.87

8 21.93 53.47 11.82 21.71 56.31 12.29

9 21.93 53.03 11.70 21.72 56.37 12.35

10 21.87 52.01 11.33 21.66 54.80 11.93

11 22.02 53.52 11.95 21.69 54.93 12.02

12 22.05 53.43 11.91 21.79 55.45 12.23

13 22.03 51.88 11.34 21.79 55.14 12.18

14 22.12 52.33 11.65 21.71 54.49 11.97

15 22.19 55.23 12.57 21.69 55.41 12.18

16 21.92 53.80 11.91 21.76 58.05 12.94

17 21.90 56.60 12.74 21.73 58.57 13.05

18 21.91 57.05 12.85 21.70 57.94 12.86

19 21.86 56.90 12.77 21.71 58.67 13.09

20 21.88 58.81 13.31 21.65 59.58 13.28

21 21.89 59.76 13.57 21.50 60.20 13.26

22 21.90 59.53 13.50 21.50 60.21 13.24

23 21.90 59.73 13.53 21.46 60.01 13.15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1.24.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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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1.26 2015.1.28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1.58 61.19 13.60 22.20 44.80 9.14

1 21.55 60.61 13.44 22.09 44.01 8.78

2 21.53 59.33 13.06 22.04 44.15 8.85

3 21.50 57.79 12.57 22.01 43.85 8.74

4 21.53 57.21 12.44 22.01 43.34 8.57

5 21.63 57.23 12.56 22.16 43.12 8.66

6 21.71 57.10 12.60 22.34 43.53 8.96

7 21.81 57.83 12.91 22.60 46.91 10.35

8 21.90 58.82 13.26 22.51 45.53 9.88

9 22.06 60.75 13.88 22.62 45.11 9.83

10 21.78 58.01 13.03 22.85 46.51 10.30

11 21.97 59.58 13.69 22.81 43.25 9.20

12 21.91 58.09 13.16 22.92 45.41 9.79

13 21.97 58.16 13.27 22.69 43.23 8.77

14 22.13 57.25 13.14 22.55 43.94 9.10

15 22.22 56.24 12.92 22.45 45.00 9.36

16 22.20 56.00 12.87 22.26 44.51 9.07

17 22.06 56.29 12.83 22.19 45.16 9.33

18 22.05 56.16 12.71 22.35 48.84 10.80

19 21.97 57.60 13.06 22.44 50.76 11.37

20 21.90 57.67 12.99 22.40 48.28 10.60

21 21.90 58.66 13.24 22.30 46.68 9.99

22 21.87 59.50 13.41 22.28 46.18 9.79

23 21.79 58.79 13.16 22.21 45.64 9.54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1.26.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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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1.29 2015.1.30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2.17 46.02 9.59 22.45 49.65 10.92

1 22.32 45.74 9.59 22.25 48.86 10.45

2 22.06 45.43 9.19 22.15 47.80 10.02

3 22.02 44.67 8.91 22.09 46.92 9.70

4 21.99 44.14 8.74 22.06 46.29 9.48

5 22.09 44.18 8.92 22.09 46.09 9.52

6 22.12 43.56 8.74 22.18 46.22 9.59

7 22.26 44.99 9.40 22.39 47.57 10.25

8 22.39 45.98 9.88 22.23 44.69 9.16

9 22.40 44.72 9.51 22.17 44.86 9.30

10 22.38 44.35 9.34 22.40 43.97 9.04

11 22.33 46.03 9.73 22.50 44.28 9.06

12 22.56 50.44 11.17 22.64 44.66 9.31

13 22.44 48.61 10.56 22.57 43.99 9.01

14 22.17 45.96 9.45 22.31 42.44 8.21

15 21.99 46.32 9.46 22.13 42.05 7.85

16 21.93 46.82 9.64 21.95 42.25 7.79

17 21.93 46.36 9.47 21.78 41.54 7.43

18 22.06 47.25 9.84 21.77 43.99 8.48

19 22.37 50.52 11.31 21.80 45.31 8.79

20 22.30 49.33 10.87 21.81 44.97 8.74

21 22.30 47.65 10.30 21.90 45.56 9.05

22 22.34 48.78 10.63 21.89 44.85 8.91

23 22.34 49.40 10.85 21.87 44.47 8.73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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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2.3 2015.2.4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1.39 53.69 11.54 21.52 51.55 11.07

1 21.38 53.81 11.59 21.46 51.81 11.08

2 21.40 53.34 11.49 21.45 51.89 11.08

3 21.38 52.73 11.29 21.43 51.71 11.02

4 21.35 52.10 11.09 21.38 51.37 10.88

5 21.31 51.61 10.91 21.34 51.05 10.75

6 21.30 51.69 10.91 21.30 50.68 10.61

7 21.34 52.38 11.13 21.29 50.54 10.55

8 21.38 52.31 11.15 21.33 50.38 10.52

9 21.56 52.66 11.43 21.45 52.21 11.14

10 21.79 51.83 11.40 21.62 52.15 11.28

11 21.90 52.14 11.57 21.80 50.81 11.10

12 22.04 51.81 11.60 21.91 50.35 11.07

13 21.97 51.08 11.34 21.80 47.84 10.16

14 21.89 51.02 11.26 21.56 44.12 8.69

15 21.76 50.44 10.93 21.44 43.80 8.53

16 21.43 46.74 9.43 21.13 43.85 8.27

17 21.33 47.26 9.58 21.05 44.91 8.54

18 21.26 48.38 9.89 21.18 48.98 9.84

19 21.26 48.67 9.95 21.16 50.48 10.32

20 21.41 51.08 10.77 21.16 50.88 10.51

21 21.67 54.24 11.98 21.17 50.96 10.51

22 21.64 52.64 11.52 21.06 48.13 9.54

23 21.61 51.86 11.25 20.96 47.26 9.17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2.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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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2.5 2015.2.7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0.96 47.90 9.39 22.20 49.01 10.61

1 20.95 47.86 9.38 22.16 48.32 10.34

2 20.92 48.35 9.50 22.12 47.74 10.08

3 20.92 48.50 9.55 22.13 47.59 10.02

4 20.91 48.43 9.51 22.11 47.23 9.88

5 20.91 48.79 9.63 22.07 45.78 9.39

6 20.94 49.40 9.84 22.02 46.04 9.41

7 21.02 51.50 10.51 22.01 46.65 9.59

8 21.09 51.71 10.62 22.05 47.62 9.89

9 21.17 50.98 10.47 22.11 48.63 10.24

10 21.10 48.31 9.59 22.12 48.99 10.38

11 21.42 48.00 9.87 22.22 49.73 10.77

12 21.55 45.62 9.19 22.35 50.33 11.07

13 21.54 44.90 8.95 22.31 50.33 11.11

14 21.49 45.59 9.19 22.07 49.00 10.53

15 21.40 46.33 9.33 22.06 49.28 10.64

16 21.32 46.47 9.26 22.02 49.30 10.55

17 21.39 49.53 10.14 21.88 49.03 10.32

18 21.39 49.91 10.33 21.81 50.63 10.76

19 21.42 50.14 10.47 21.87 51.44 11.14

20 21.61 52.29 11.24 22.18 51.23 11.26

21 21.55 51.71 11.05 22.02 48.31 10.19

22 21.54 50.97 10.84 21.96 46.83 9.66

23 21.55 50.94 10.81 22.03 43.60 8.58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2.5.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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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5.2.8 2015.2.9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1.87 40.27 7.33 22.08 33.11 4.39

1 21.76 37.29 6.04 22.02 32.70 4.12

2 21.66 35.54 5.18 21.93 32.15 3.77

3 21.58 33.53 4.21 21.86 32.30 3.76

4 21.50 32.63 3.67 21.82 32.28 3.70

5 21.45 31.91 3.27 21.87 33.00 4.04

6 21.45 31.55 3.05 21.93 33.99 4.53

7 21.51 31.28 3.03 21.98 35.76 5.68

8 21.58 31.57 3.33 22.03 35.61 5.52

9 21.69 31.23 3.53 22.11 37.23 6.01

10 21.79 32.00 3.97 22.24 38.87 6.58

11 21.81 30.75 3.29 22.29 38.23 6.28

12 21.83 30.60 3.39 22.23 37.67 6.13

13 21.82 30.74 3.19 22.21 37.89 6.36

14 21.76 30.40 3.05 22.04 37.91 6.34

15 21.75 32.38 4.42 21.88 37.32 6.22

16 21.57 31.04 3.36 21.73 36.71 5.93

17 21.49 31.20 3.14 21.82 39.65 7.02

18 21.59 33.28 4.18 22.02 42.89 8.32

19 21.94 36.19 5.87 22.22 42.71 8.52

20 22.30 34.34 5.44 22.25 41.48 8.06

21 22.05 34.27 5.08 22.17 41.82 8.11

22 22.07 35.40 5.40 22.10 42.33 8.22

23 21.96 32.87 4.12 22.02 40.06 7.07

[북측발코니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5.2.8.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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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8.2.6 2018.2.7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2.85 47.81 11.00 22.59 46.75 10.45

1 22.80 47.82 10.95 22.59 46.21 10.28

2 22.74 47.10 10.67 22.55 45.74 10.09

3 22.67 46.63 10.45 22.50 45.34 9.90

4 22.61 46.19 10.24 22.44 44.86 9.66

5 22.56 45.67 10.02 22.41 44.36 9.46

6 22.53 45.38 9.91 22.37 43.99 9.28

7 22.47 45.84 10.04 22.35 44.37 9.40

8 22.37 45.14 9.74 22.39 45.10 9.63

9 22.37 44.86 9.64 22.44 44.05 9.35

10 22.63 44.78 9.84 22.69 44.16 9.59

11 22.86 46.21 10.53 22.94 43.47 9.62

12 22.96 45.62 10.45 23.03 42.78 9.46

13 23.08 44.84 10.32 23.03 43.39 9.61

14 23.04 42.69 9.55 22.94 43.43 9.57

15 22.98 42.31 9.33 22.81 44.68 9.95

16 22.86 42.94 9.38 22.88 45.46 10.23

17 22.60 43.36 9.34 22.73 45.09 9.97

18 22.58 45.10 9.91 22.68 47.02 10.56

19 22.55 45.97 10.14 22.75 47.54 10.80

20 22.47 45.96 10.05 22.75 46.79 10.56

21 22.51 46.22 10.17 22.78 47.12 10.67

22 22.54 46.32 10.24 22.82 48.32 11.09

23 22.58 46.69 10.42 22.91 48.51 11.24

[대피공간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8.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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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8.2.8 2018.1.30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2.80 48.18 11.03 22.88 46.83 10.75

1 22.88 47.69 11.02 22.77 46.31 10.46

2 22.77 45.73 10.15 22.66 45.64 10.12

3 22.87 47.83 10.97 22.57 45.11 9.85

4 22.76 47.68 10.83 22.50 44.75 9.65

5 22.74 47.37 10.71 22.42 44.46 9.47

6 22.69 46.78 10.48 22.36 44.34 9.37

7 22.64 46.37 10.29 22.37 44.26 9.35

8 22.60 45.82 10.06 22.47 44.98 9.69

9 22.58 46.70 10.40 22.74 45.11 10.04

10 22.64 47.31 10.67 23.17 45.78 10.68

11 22.72 47.56 10.84 23.60 46.68 11.29

12 23.00 45.09 10.19 23.85 45.67 11.21

13 22.78 50.32 11.69 24.08 45.27 11.29

14 22.81 48.24 11.07 24.10 45.59 11.45

15 23.00 45.27 10.28 24.01 45.72 11.41

16 23.26 45.44 10.57 23.71 45.57 11.08

17 23.04 45.78 10.45 23.45 45.98 10.98

18 23.01 46.77 10.80 23.30 46.45 11.02

19 23.00 46.99 10.76 23.19 46.93 11.06

20 23.05 47.82 11.14 23.16 48.01 11.38

21 23.09 47.69 11.09 23.12 48.46 11.51

22 22.94 48.00 11.03 23.09 48.73 11.59

23 22.71 49.80 11.45 23.09 48.62 11.56

[대피공간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8.2.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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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8.1.31 2018.2.1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3.03 48.22 11.37 23.11 50.29 12.04

1 22.94 48.20 11.27 23.00 50.57 12.02

2 22.88 48.32 11.24 22.92 50.02 11.77

3 22.85 48.26 11.19 22.86 49.46 11.54

4 22.86 47.98 11.11 22.82 48.82 11.30

5 22.85 47.54 10.95 22.76 48.23 11.07

6 22.82 47.26 10.83 22.70 47.76 10.87

7 22.82 47.56 10.93 22.59 47.80 10.78

8 22.92 48.02 11.18 22.66 48.27 10.99

9 23.08 48.42 11.48 22.89 48.94 11.40

10 23.40 49.48 12.10 23.16 48.56 11.50

11 23.47 49.15 12.06 23.53 48.48 11.83

12 23.42 48.45 11.77 23.80 45.81 11.14

13 23.37 48.15 11.63 23.85 43.87 10.46

14 23.31 47.97 11.53 23.83 43.89 10.39

15 23.22 47.84 11.38 24.01 42.67 10.14

16 23.13 47.99 11.35 23.54 42.79 9.86

17 23.08 48.68 11.50 23.17 43.85 9.83

18 23.01 48.73 11.40 22.88 45.12 10.03

19 22.83 47.53 10.89 22.98 46.36 10.66

20 22.97 48.45 11.36 23.01 47.87 11.25

21 23.08 49.03 11.66 23.00 48.36 11.37

22 23.13 49.54 11.85 22.93 49.06 11.53

23 23.14 49.90 11.96 22.84 48.62 11.32

[대피공간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8.1.3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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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8.2.21 2018.2.22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2.85 49.32 11.46 22.54 49.79 11.37

1 22.80 48.57 11.20 22.49 49.19 11.12

2 22.72 47.86 10.91 22.49 49.03 11.09

3 22.65 47.63 10.76 22.47 49.63 11.25

4 22.58 47.75 10.75 22.38 49.58 11.11

5 22.51 47.72 10.69 22.33 49.34 10.98

6 22.47 47.78 10.67 22.36 49.59 11.10

7 22.38 48.26 10.72 22.37 49.72 11.15

8 22.37 50.41 11.37 22.38 48.90 10.81

9 22.40 49.25 11.08 22.49 48.10 10.63

10 22.59 48.46 11.04 22.64 46.53 10.34

11 22.61 46.46 10.48 22.77 44.56 9.86

12 22.64 45.13 10.07 22.62 42.60 9.08

13 22.60 44.37 9.83 22.34 42.06 8.66

14 22.59 43.37 9.49 22.32 42.23 8.69

15 22.53 43.18 9.36 22.29 41.88 8.56

16 22.49 43.66 9.48 22.20 40.86 8.15

17 22.51 44.44 9.77 22.11 41.69 8.37

18 22.62 46.96 10.66 22.40 45.13 9.81

19 22.52 47.49 10.69 22.45 47.45 10.56

20 22.52 47.93 10.83 22.35 47.72 10.53

21 22.52 48.61 11.02 22.34 49.17 11.00

22 22.52 49.89 11.40 22.29 49.32 10.98

23 22.56 50.19 11.55 22.28 49.71 11.06

[대피공간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8.2.21.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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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2018.2.23

기온
(℃)

상대습도
(%)

노점온도
(℃)

0 20.44 41.77 7.02

1 20.43 41.40 6.89

2 20.41 42.20 7.15

3 20.41 42.65 7.30

4 20.40 42.82 7.36

5 20.40 43.08 7.44

6 20.39 43.13 7.45

7 20.43 46.25 8.48

8 20.63 48.75 9.48

9 20.63 44.98 8.29

10 20.58 42.28 7.33

11 20.65 40.35 6.72

12 20.73 37.98 5.91

13 20.74 37.48 5.73

14 20.73 38.47 6.09

15 20.64 38.77 6.12

16 21.35 39.85 7.13

17 21.05 39.03 6.59

18 20.42 39.52 6.21

19 19.94 39.98 5.95

20 19.56 40.33 5.73

21 19.25 40.67 5.58

22 19.04 41.00 5.50

23 18.85 41.26 5.42

[대피공간 기온, 상대습도, 노점온도 시간별 측정 평균값 20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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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난방공간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1.16 1.17 1.18 1.20 1.21 1.22 1.24 1.25 1.26

0 0.59 0.58 0.51 0.47 0.54 0.61 0.48 0.48 0.54

1 0.58 0.58 0.51 0.46 0.54 0.60 0.47 0.47 0.54

2 0.58 0.56 0.50 0.45 0.53 0.60 0.48 0.47 0.54

3 0.56 0.55 0.50 0.44 0.52 0.59 0.47 0.47 0.54

4 0.58 0.54 0.50 0.44 0.50 0.59 0.46 0.47 0.54

5 0.60 0.53 0.50 0.42 0.50 0.58 0.46 0.46 0.53

6 0.62 0.53 0.51 0.42 0.50 0.58 0.46 0.46 0.54

7 0.64 0.52 0.53 0.42 0.50 0.57 0.46 0.47 0.54

8 0.67 0.52 0.54 0.42 0.50 0.56 0.48 0.47 0.55

9 0.68 0.53 0.57 0.43 0.51 0.58 0.53 0.48 0.56

10 0.68 0.55 0.57 0.46 0.54 0.62 0.54 0.50 0.59

11 0.71 0.58 0.65 0.50 0.58 0.65 0.58 0.56 0.63

12 0.76 0.61 0.75 0.60 0.62 0.68 0.69 0.58 0.64

13 0.70 0.59 0.76 0.61 0.69 0.75 0.68 0.60 0.61

14 0.67 0.60 0.74 0.64 0.68 0.77 0.68 0.58 0.66

15 0.65 0.64 0.74 0.65 0.70 0.81 0.69 0.58 0.67

16 0.65 0.64 0.68 0.63 0.69 0.78 0.64 0.56 0.66

17 0.63 0.62 0.67 0.62 0.67 0.72 0.60 0.55 0.60

18 0.62 0.61 0.67 0.59 0.64 0.66 0.57 0.55 0.54

19 0.62 0.58 0.66 0.58 0.62 0.63 0.58 0.55 0.51

20 0.60 0.59 0.66 0.58 0.63 0.60 0.52 0.54 0.51

21 0.58 0.58 0.66 0.58 0.61 0.59 0.51 0.54 0.50

22 0.58 0.55 0.68 0.57 0.60 0.53 0.50 0.54 0.50

23 0.59 0.53 0.70 0.55 0.61 0.53 0.49 0.53 0.50

[북측발코니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2015.1.16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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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9 1.30 2.3 2.4 2.5 2.7 2.8 2.9

0 0.48 0.47 0.55 0.66 0.56 0.61 0.59 0.58 0.53

1 0.47 0.47 0.54 0.66 0.55 0.60 0.59 0.55 0.54

2 0.46 0.47 0.53 0.67 0.54 0.58 0.57 0.53 0.54

3 0.45 0.46 0.52 0.67 0.54 0.54 0.56 0.52 0.54

4 0.44 0.48 0.49 0.67 0.52 0.52 0.56 0.50 0.53

5 0.45 0.48 0.49 0.67 0.52 0.51 0.54 0.49 0.53

6 0.45 0.49 0.49 0.67 0.51 0.51 0.52 0.49 0.50

7 0.45 0.49 0.50 0.67 0.51 0.50 0.55 0.49 0.49

8 0.45 0.50 0.52 0.67 0.50 0.50 0.55 0.49 0.50

9 0.46 0.50 0.53 0.68 0.53 0.53 0.56 0.50 0.51

10 0.48 0.53 0.55 0.60 0.58 0.57 0.61 0.50 0.55

11 0.52 0.54 0.58 0.69 0.64 0.63 0.69 0.53 0.61

12 0.59 0.57 0.63 0.82 0.75 0.73 0.79 0.57 0.68

13 0.59 0.61 0.62 0.84 0.78 0.74 0.82 0.56 0.70

14 0.60 0.62 0.62 0.82 0.80 0.75 0.75 0.56 0.74

15 0.61 0.63 0.61 0.85 0.81 0.76 0.75 0.58 0.77

16 0.60 0.63 0.60 0.83 0.80 0.76 0.81 0.59 0.80

17 0.58 0.62 0.58 0.78 0.79 0.75 0.76 0.58 0.79

18 0.55 0.59 0.55 0.72 0.71 0.71 0.70 0.56 0.73

19 0.54 0.58 0.54 0.69 0.68 0.68 0.70 0.54 0.73

20 0.52 0.55 0.52 0.65 0.66 0.65 0.70 0.54 0.75

21 0.51 0.55 0.51 0.61 0.65 0.64 0.66 0.54 0.73

22 0.49 0.56 0.51 0.59 0.66 0.61 0.63 0.53 0.72

23 0.49 0.55 0.51 0.57 0.63 0.62 0.61 0.53 0.67

[북측발코니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2015.1.28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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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1.30 1.31 2.1 2.21 2.22 2.23

0 0.57 0.59 0.60 0.50 0.59 0.61 0.64 0.52 0.38

1 0.57 0.58 0.59 0.50 0.61 0.58 0.64 0.50 0.39

2 0.55 0.56 0.58 0.48 0.60 0.57 0.62 0.47 0.42

3 0.55 0.55 0.57 0.47 0.60 0.55 0.64 0.47 0.44

4 0.55 0.55 0.56 0.47 0.60 0.54 0.61 0.45 0.47

5 0.53 0.55 0.56 0.45 0.59 0.52 0.57 0.45 0.48

6 0.54 0.53 0.56 0.45 0.60 0.51 0.56 0.44 0.50

7 0.53 0.53 0.56 0.45 0.59 0.50 0.58 0.45 0.51

8 0.53 0.52 0.55 0.44 0.61 0.49 0.59 0.45 0.52

9 0.55 0.54 0.57 0.47 0.64 0.53 0.60 0.50 0.57

10 0.57 0.56 0.61 0.56 0.69 0.60 0.63 0.54 0.66

11 0.58 0.60 0.67 0.62 0.74 0.65 0.65 0.56 0.68

12 0.61 0.64 0.73 0.67 0.75 0.71 0.65 0.52 0.73

13 0.62 0.67 0.79 0.69 0.75 0.72 0.61 0.50 0.74

14 0.64 0.69 0.81 0.71 0.76 0.73 0.57 0.51 0.72

15 0.65 0.69 0.84 0.74 0.74 0.73 0.56 0.51 0.68

16 0.65 0.71 0.83 0.72 0.74 0.71 0.57 0.50 0.65

17 0.64 0.70 0.81 0.71 0.71 0.69 0.55 0.51 0.63

18 0.63 0.70 0.76 0.67 0.68 0.62 0.56 0.51 0.58

19 0.62 0.65 0.72 0.66 0.67 0.58 0.55 0.53 0.52

20 0.60 0.64 0.68 0.62 0.65 0.56 0.54 0.48 0.47

21 0.60 0.62 0.66 0.61 0.65 0.56 0.54 0.47 0.43

22 0.60 0.61 0.63 0.62 0.63 0.54 0.53 0.45 0.44

23 0.59 0.60 0.63 0.61 0.62 0.53 0.53 0.46 0.38

[대피공간 시간대별 온도보정계수 2018.2.7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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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의 동절기 실측을 통한

결로예측 온도보정계수 제안

황 인 태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 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의 결로발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

라, 비난방공간의 결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실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고, 거주자의 생활패

턴을 조사하였다. 온도와 습도 측정과 생활패턴 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비난

방공간의 결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찾았고, 결로가 발생하는 시간을 파

악하였다. 또한, 비난방공간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결정 짓는 변수를 파악하고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결로를 예측할 수 있는

비난방공간의 온도 계산 수식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공동주택 내부 비난방공간의 겨울철 결로발생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결로발생을 해결하고자 국내의 정책이나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다. 국내

는 정책이나 해결방안이 없었고, 국외에서는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국외의 규정을 국내에 적용하고자 검토해본 결과,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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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내의 난방방식의 차이와 거주자의 생활방식, 공동주택에서의 비난방공

간 위치 차이 등으로 국외의 규정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두번째, 국내 공동주택 내부 비난방공간의 결로발생율에 대한 현상을 파악

하고자 겨울철 실거주세대에 방문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210세대를

대상으로 외부온도, 외부습도, 실내온도, 실내습도, 비난방공간 온도, 비난방공

간 습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거주자는 외부의 기온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난방공간인 북측 발코니와 대

피공간은 각각 온도와 습도의 환경이 전혀 다른 것을 측정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측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0시부터 7시까지 비난방공간의 결로

발생율이 높은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결로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거주자

의 생활패턴과 외부기온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번째, 실제로 측정했던 세대와 같은 형태로 열전달 해석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비난방공간의 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온도, 면적, 창호의 성능, 재실자의 생활패턴, 침기량 등에 대한 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외부온도와 침기량, 재실자의 생활패턴이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비난방공간의 면적과 창호의 열관류

성능은 시뮬레이션으로 검토 결과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번째, 실제 측정값과 시뮬레이션의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의 비난방공

간의 계산식을 수립하였다. 국내 비난방공간의 계산식이 없어 국외의 DIN V

18599에 기록되어있는 근사법을 인용하여 계산식을 수립하였다. 이 계산식에

서는 온도보정계수 값이 중요한 요인인데, 비난방공간을 모두 0.5의 값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온도보정계수를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에 측

정한 전국 210세대의 온도, 습도 측정결과를 국내 지역별, 시간대별로 분석하

여 북측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온도보정계수 값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계산해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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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계산식으로 비난방공간의 온도를 계산해서 결로발

생현상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도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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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 of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 for

Condensation Occurrence Prediction Based on Winter

Measurement Analysis in Unheated Spaces of Apartments

Hwang, In Tae

Major in Building Service and Energy System,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resolve the causes of

dew condensation in unheated spaces, as the occurrence rate of dew

condensation is increasing in unheated spaces of apartment houses.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measured in houses that were being used

for residence, and the lifestyle of the residents was also investigated. The

main causes of dew condensation in the unheated spaces were identified

by measur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analyzing the residents’

daily life pattern, and the time when dew condensation occurs was also

found. In addition, a simulation was performed with unheated spaces to

identify the parameters that determine the temperature of the spaces.

Finally, a formula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unheated spaces was

derived to predict dew 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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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summarized below.

First, with the increase of the occurrence rate of dew condensation in

winter in unheated spaces of apartment houses, the policies or solutions to

resolve the dew condensation were surveyed in Korea. However, Korea

has no relevant policies or solutions, while some other countries have

regulations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unheated spaces. The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the overseas regulations showed that they may not be

appropriately applied to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heating

methods, the resident’s life pattern, and the positions of unheated spaces

in apartment houses.

Second,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rate of dew condensation in

unheated spaces of apartment houses in Korea, measurement was

performed in winter by visiting houses that were actually used for

residence. The outdoor temperature, outdoor humidity, indoor temperature,

indoor humidity, temperature of unheated spaces, and humidity of unheated

spaces were measured in 210 houses throughout Korea. The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at the residents maintained constant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regardless of the outdoor temperatur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s in the balcony on

the north side and the evacuation space, which are unheated spa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spaces. The analysis of the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occurrence rate of dew condensation in

unheated spaces was high between 0 to 7 o’clock, and the high occurrence

rate of dew condensation is attributed to the resident’s life pattern and the

outdo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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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 simulation was performed with a model having the same shape

as that of the houses wher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The

simulation involved parameters that can affect the temperature of the

unheated spaces, including the outdoor temperature, area, window

performance, life pattern of occupants, and the amount of air infilt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utdoor temperature, the amount of air

infiltration, and the life pattern of occupants are critical factors to the

temperature of the unheated spaces. The simulation also revealed that the

area of the unheated spaces and the heat transmission performance of

windows have little effects on the temperature of the unheated spaces.

Fourth, a formula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unheated spaces was

derived by using the measurements and the simulation results so as to be

applicable to Korea. Due to the absence of an available formula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unheated spaces in Korea, a formula was

developed by employing the approximate method shown in an overseas

reference material (DIN V 18599). A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 is an

important constant in the formula for the approximate method, while the

factor is 0.5 for unheated spaces. Therefore, to establish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s suitable for Korea, the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s for

the balcony on the north side and the evacuation space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measurements from the 210

houses throughout Korea according to the regions and time slot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may be used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the unheated spaces of apartment houses in Korea. The

formula derived in the present study may be used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of the unheated spaces to predict the dew condensation and

prepare plans to reduce the occurrence rate of dew conden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