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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외기에 노출된 경골목조벽체의 수분축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벽체 구성을 찾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다음 다섯 가지 형태의 벽체 구성을 상으로 벽체 내 수분이동과 수분축 을 평가하 다; 일반 인 

벽체구성(기본벽체 T), 실내 측 방습지 추가(P1), 실내 측과 단열재 구간의 방습지 추가(P2), 환기를 한 사이

딩 뒷면의 공기층 추가(P3), P3벽체에서 실외 측 방습지의 실내 측으로 이동(P4). 옥외 실험가옥에 기본벽체와 

제안벽체를 설치하여 외기에 노출된 벽체의 수분이동과 수분축 을 평가하 다. 실험결과 계 에 따라 추가 방

습지와 공기층의 개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연간 벽체 내 수분축  감소에 유리한 벽체 구성은 1) 공기층 

추가  실내 측으로 방습지 이동(P4), 2) 실내 측 방습지 추가(P1), 3) 기본벽체(T), 4) 공기층 추가(P3), ５) 

실내 측  단열재 구간 방습지 추가(P2)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nding out proper wall assembly to reduce moisture accumu-

lation in light frame wall under outdoor air conditions. For the purpose, moisture transfer and 

accumulation in a wall were evaluated for five types of wall assembly; typical wall (T),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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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vapor retarder (P1), addition of two vapor retarders (P2), addition of an open air gap for 

ventilation behind the siding (P3), and shift of vapor retarder with proposed wall ‘P3’ (P4). The 

moisture transfer and accumulation in the all walls were evaluated after applying the typical and 

proposed walls to the field test house. Performances of the typical and proposed wall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season. Rank for effective wall on reducing moisture accumulation in 

wall was 1) shift of vapor ratarder and addition of open air gap (P4), 2) addition of vapor retarder 

(P1), 3) typical wall (T), 4) addition of open air gap (P3), and 5) the other (P2).

Keywords :  light-frame wall, moisture transfer, moisture accumulation, wall assembly, field test

1. 서  론

  경골목조주택에서 하 을 지지하는 부재는 목재 

 목질 재료로서 생물학  열화 피해를 입을 수 있

다. 목재의 생물학  열화가 발생하려면 목재 주변

의 온습도 환경이 요한데 목조벽체에서 벽체 내 

수분축 은 벽체 내부에 습한 환경을 조성하여 목재 

부재의 열화 피해를 야기한다.

  1970년  제1차 석유 동과 함께 에 지 사용의 

효율성을 요시하면서 건물의 단열성능 증가를 

해 건물외피의 단열층 두께가 두꺼워지기 시작했다. 

증가된 단열성능에 따라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벽체 내 결로발생 등으로 인한 수분피해가 발생하

다.

  목조 벽체의 구조재인 목재 샛기둥이 존재하는 벽

체 내부 수분의 축 은 습한 환경을 조성하여 곰팡

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곰팡이는 정 

온도와 습도가 일정시간 유지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데 온도가 높고 습할수록 곰팡이 발생이 쉽다. 목재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의 발생과 생장에 한 

환경조건이 1960년  국 생물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었다(Ayerst, 1969). Clarke 등(1999)은 온습도에 

따른 곰팡이 생장조건을 근거로 건물 외피에서 발생

하는 곰팡이 생장을 측하고자 하 고 Sedlbauer 

(2002)는 목조벽체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생장에 

해서 벽체 재료별 곰팡이 생장조건을 근거로 곰팡이 

생장을 측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벽체 내부의 수분 축 은 건물 외피의 단열성능에

도 향을 끼친다. 목재  목재 패 의 경우 함수율

이 증가할수록 열 도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TenWolde 등, 1988), 이는 열확산 증가로 연

결되어 재료의 단열성능 하로 이어질 수 있다. Oshs 

등(2008)은 온도에 따른 건축 단열재료의 유효열

도계수에 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온습도가 높을

수록 유효열 도계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벽체의 벽체 내 수분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벽체의 열 달  투과 물성, 벽체 구성방법, 외기 

조건 등이 있다(Rousseau, 2003). Sherwood (1983, 

1985)는 목조벽체의 벽체 구성을 달리하여 여름철

과 겨울철에 발생하는 벽체 내 결로발생 가능성에 

해 벽체 내 온도  함수율을 측정하여 평가하

는데 방습지를 사용한 벽체에서 외부로부터의 수분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udum과 Rode  

(2004)는 공기층과 방습지의 설치 유무와 벽체 단열

재 두께를 달리하여 벽체 내 수분의 증가에 한 시

뮬 이션을 실시하 는데, 환기를 한 공기층을 설

치하게 되면 기 성과 방습성능이 높은 벽체의 경우 

벽체 내 수분의 증가가 우려되지만 실제 벽체에서는 

완 히 폐되지 않아 공기층이 습한 외기에 해 

환기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기 성이 높

으면 단열재 구간에서 온도가 많이 감소하여 덮개재 

뒷면에서 공기층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외기에 의

해 노  온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re와 

Thue (2005)는 목조벽체의 외부마감재와 외부 덮개

재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그 간격을 달리함으로써 

벽체 흡습성능에 끼치는 향에 해 조사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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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넓을수록 벽체 내 수분유입 감소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골목조주택시공은 1980년  후반에 시

작되어 북미의 벽체시스템을 그 로 도입한 것으로 

국내의 주거문화  기후를 고려하지 못하 다. 시

공 문성  국내 여건의 고려 등의 이유로 목조주

택에서 결로  부후 등 수분피해가 많이 발생하

다. 최근 친환경 주거공간에 한 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목조주택시장이 성장하는 시 에서 이러

한 문제 들은 목조주택 보 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재료  방습지와 공기층의 구

성방법을 달리한 여러 가지 목조벽체를 외기에 노출

시켜 벽체 내 수분이동과 수분축 을 평가하여 실제 

환경에서 수분축  감소에 가장 유리한 벽체구성을 

찾고자 하 다. 이를 해 일반 으로 시공되는 경

골목조벽체와 구성을 달리한 네 가지 제안벽체를 옥

외 테스트 하우스에 설치하고 외기에 노출시켜 벽체 

내 수분이동을 찰하고 그에 따른 벽체 내 수분 축

을 평가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벽체구성

  Kim 등(2006)이 진행한 목조벽체 실내실험 결과 

벽체 구성에서 수분 달과 련하여 벽체 구성층  

방습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실외측에 치한 외부 덮

개재인 OSB로 실내 측의 석고보드는 수분침투에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이 의 실내실험

(김과 이, 2009) 결과 실내 측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가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감소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 방지를 

해 실내 측의 방습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벽체 

P1). 실내실험(김과 이, 2009) 결과에서 겨울철 단

열재 구간의 결로발생 방지를 해 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추가하 으나 건조성능의 하로 벽체 내 

수분축 이 증가하여 본 실험에서는 단열재 구간에 

삽입하는 방습지만 투과성을 높여 3.20 × 10-6 g/P

Fig. 1. Wall assemblies and location of sensors.

Table 1. Materials for wall assemblies

Materials Specification

Stud
Siding
Ventilation

Housewarp

Sheathing

Insulation
Gypsum board

2" × 4" S.P.F lumber
Western red cedar bevel siding
Home slicker : Nylon6, vertical 
  channel (t = 6 mm)
Housewrap Typar 
  (6.69 × 10-7g/Pa․s․m2)
Housewrap Tyvek 
  (3.20 × 10-6 g/Pa․s․m2)
OSB, t = 12 mm
Glass wool R-15 (kraft-faced)
  t = 12 mm

a․s․m2의 증기투과성을 갖는 방습지를 설치하

다(벽체 P2). 건조성능 향상을 한 공기층을 외부 

사이딩과 OSB 덮개재 사이에 용한 벽체 P3의 경

우 실내실험 결과 공기층에 의해 실내로부터 실외측

으로 수분이동이 유도되어 실내 수분 침투가 발생하

고 이를 감소시키기 해 실내 측 방습지를 추가

하고 실외측으로의 수분이동을 원활히 하고자 OSB 

덮개재 외부에 설치하는 방습지를 제거하여 벽체 

P4를 구성하 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통

상 으로 용되는 벽체를 기본 벽체(T, typical 

wall)로 하여 다음 4가지의 제안벽체(P, proposed 

wall)를 구성하 다(Fig. 1).

  Table 1에 벽체 제작에 사용한 재료를 나타내었

다. 벽체 P3와 P4는 벽체 T에 환기를 한 공기층이 

배치되도록 목재사이딩과 벽체사이를 그물망 형태

의 제품인 home slicker를 사용하여 6 mm 이격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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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ure of house for field test.

다. 온습도 측정은 Pt1000 타입의 온도센서(accuracy: 

±0.5°C)와 capacitive 타입의 습도센서(±3% at 20 

°C)가 함께 내장된 직경 12 mm, 길이 116 mm의 온습

도센서(EE06, E+E ELEKTRONIK)를 사용하 다.

2.2. 실험방법

  수원에 치한 서울 학교 캠퍼스 내에 2.4 m × 

7.8 m × 2.4 m (폭 ×길이 ×높이) 크기의 옥외 테스

트하우스를 시공하고 일사에 의한 향이 은 북측

벽에 기본벽체와 제안벽체를 용하 다(Fig. 2). 

센서의 치는 실내실험과 동일하며 상 습도가 높

을 것으로 상되는 벽체의 아래 부분으로 바닥으로

부터 30 cm 높이에 설치하 다. 테스트 하우스의 동

서쪽 양측에 외기환경과 실험구역의 완충공간을 두

고 서쪽 완충공간에 데이터 획득 장비를 설치하 다

(Fig. 3). 일평균 기온 18°C 이하일 때는 실험구역에 

온풍기를 이용하여 20°C 난방을 용하 다. 데이

터 수집 간격은 5분이며 결과 분석에는 1시간 평균

값을 사용하 다. 외부환경에 따른 벽체 내 온습도

를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2개월간 측정

하 다.

2.3. 벽체 성능의 평가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은 Hyland와 Wexler 

(1983b)가 제시한 계식을 따르며 같은 온도(t)와 

기압(p)하에서 상 습도는 포화수증기압과 수증기

분압의 비로써 다음 식 (1)과 같이 표 된다.

  
,

w

ws t p

p

p
Φ =

 (1)

  여기서, p  = 기압

pw = 수증기분압

pws = 포화수증기압

t  = 온도

Φ = 상 습도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와 상 습도를  식 (1)에 

용하여 수증기분압을 구하고 다음 이상기체방정

식 (2)에 입하여 습도를 구하 다(ASHRAE, 

ch.6, 2001).

  

w w

w w w

v

p V n RT

nM M pm
d

V V VRT

=

= = = (2)

  여기서, dv = 습도(g/m3)

Mw = 수증기의 몰 질량(g/mol)

m = 수증기의 질량(g)

n = 수증기의 몰 수(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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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ane figure of test house.

pw = 수증기분압(kPa)

R = 이상기체상수, 8314.41 J/(kg mol·K)

T = 온도(K)

V = 체부피(m3)

  수증기분압은 압력차에 의한 수분의 이동을 발생시

키고 상 습도는 포화수증기압에 한 수증기분압의 

%분율이며 습도는 공기의 입방미터당 포함된 

수증기의 g질량을 나타낸다. 

  실내외 공기와 벽체의 수증기압 분포를 통해 벽체

의 수분 이동 방향을 알 수 있고 상 습도는 100%일 

때 결로 발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습도는 목

재 구조재가 노출되는 벽체 내 공기 의 수분의 양을 

평가할 수 있어 벽체 내 수분 축 의 평가 기 으로 

정하 다.

  단열재의 수분축 에 련하여 상 습도가 높을수

록 결로 발생에 의한 국부  함수율 증가 는 고습환

경으로 곰팡이 발생에 의한 생물학  열화피해가 발

생하기 쉽다. 즉, 같은 온도 조건에서 습도가 낮은 건

조한 벽체일수록 흡습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분 이동

  실험으로 측정된 연간 외기와 실내의 온습도 데이

터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실내외 기온차가 가장 큰 

겨울(1,2월)에 벽체 내 결로 발생확률이 높고 고온

다습한 여름(7,8월)에 외기에 의한 벽체 내 수분축

(a) outdoor

(b) indoor

Fig. 4. Air conditions of test house (monthly 

average, 2008).

이 발생하 을 것으로 단된다. 실내외 공기의 

온습도에 따른 수증기분압을 구하여 그 차(Δpw= pw 

(실외)- pw(실내))를 다음 Fig. 5에 나타내었다. 

  수증기의 이동은 수증기압차에 의해 이동하므로 

겨울에는 실내에서 실외로 여름에는 실외의 수증기

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겨울

철 벽체 수분축 의 원인은 실내공기이고 여름철 벽

체 수분축 의 원인은 실외공기로 단된다.

  실내외 수증기압 차이에 의한 벽체 내 수분 이동 

경향을 확인하기 하여 겨울  여름의 벽체 내 수

증기압 분포를 Fig. 6, 7에 나타내었다. Fig. 6은 실

내외 온도차가 가장 큰 겨울(1월)의 벽체 내 월평균 

수증기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실내 공기의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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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monthly average vapor pressure in walls (January, 2008); (a) T vs P1, (b)

T vs P2, (c) T vs P3, (d) T vs P4.

Fig. 5. Vapor pressure difference between out-

door and indoor air (monthly average, 

2008).

기압(0.79 kPa)이 외기의 수증기압(0.36 kPa)보다 

커 실내로부터의 수분유입이 발생하 다. 실내외 마

감재의 방습성능이 증가할수록 벽체 내 수증기압의 

값이 작아지고 분포의 경사가 완만해지는데, 제안벽

체  방습지 두 장을 추가한 벽체 P2만 기본벽체보

다 낮은 수증기압분포를 나타내었고 공기층을 설치

한 벽체 P3의 경우 수증기압이 기본 벽체 T보다 높

아졌다. 이는 실내가 습한 벽체 P3의 실내실험 결과

(김과 이, 2009)와 일치한다.

  외기의 수증기압이 최 가 되는 여름(7월)의 벽체 

내 월평균 수증기압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실

외의 수증기압(2.99 kPa)이 실내(2.57 kPa)보다 높

아 외기의 수분이 벽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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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monthly average vapor pressure in walls (July, 2008); (a) T vs P1, (b) T vs 

P2, (c) T vs P3, (d) T vs P4.

다. 실내 측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1, P2, P4  

P1, P4는 수증기압 감소효과를 보 으나 벽체 P2의 

경우 단열재 사이에 치한 방습지에서 실내 측으로 

수분이동이 감소하여 수증기압이 높아졌다. 공기층

을 설치한 벽체 P3, P4의 경우 환기에 의한 공기층

의 수증기압 감소로 벽체 내 수증기압이 낮아졌다. 

벽체 P3에서 실내 공기가 외기보다 수증기압이 높

은 겨울(1월)에는 벽체 내 수증기압이 높아지고 외

기가 실내공기보다 수증기압이 높은 여름(7월)에는 

벽체 내 수증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보아 공기층이 

실내에서 실외로 수분이동을 유도한다고 단된다. 

모든 벽체  외기가 습한 여름조건에서 공기층을 

설치하고 실내 측 방습지를 설치한 P4의 수증기압 

분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7(b)를 통해 외기

가 습한 우기에 벽체 내부 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설치하는 것은 벽체 내부 공간의 수분이동을 하시

켜 이미 유입된 수분의 제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

으로 단된다. 따라서 추가방습지의 치는 벽체 

단열재 구간이 아닌 내부 석고보드나 외부 덮개재

(OSB)에 하여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2. 벽체 내 수분 축적

  Table 2는 벽체 내 공기  수분의 축 정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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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type

Absolute humidity (g/m3)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 3.7 3.8 6.5 8.0 9.5 12.6 17.5 17.0 13.8 7.4 5.5 4.0 

P1 3.7 3.7 6.2 7.6 9.1 12.3 17.2 16.9 13.8 7.5 5.5 4.1 

P2 3.6 3.4 6.2 7.8 9.6 12.9 17.5 17.3 14.2 7.7 5.7 4.1 

P3 3.9 4.0 6.9 8.0 9.5 12.8 17.3 17.1 13.9 7.5 5.5 4.0 

P4 3.7 3.6 6.0 7.1 8.7 12.0 16.9 16.4 13.4 7.3 5.3 3.9 

Table 3. Difference of absolute humidity between proposed (P) and typical (T) wall (monthly aver-

age, 2008)

Wall
type

Difference of proposed and typical wall* (%)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P1 0.3 -2.6 -5.1 -5.6 -3.3 -2.1 -1.7 -0.4 -0.4 0.5 0.7 1.5 

P2 -2.6 -9.1 -5.1 -2.4 1.3 2.2 0.4 2.0 2.3 4.5 3.6 1.5 

P3 6.0 6.7 5.4 -0.6 0.6 1.4 -1.2 0.4 0.5 1.0 0.3 0.5 

P4 -0.2 -4.6 -7.1 -11.0 -7.8 -4.5 -3.5 -3.2 -3.3 -2.0 -3.2 -2.4 

* (proposed-typical)/typical × 100 (%)

Table 2. Monthly average absolute humidity in walls (2008)

아보기 해 벽체 내부의 월평균 습도를 나타낸 

것이다. 외기의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7월, 8월)에 

가장 크고 건조한 겨울(1월, 2월)에 가장 작은 값을 

보 다. 제안벽체의 수분축 감소를 확인하기 하

여 제안벽체 P(P1, P2, P3, P4)에서 기본벽체 T를 

뺀 습도 차를 기본벽체 T의 습도에 한 %

비율로 계산하여 다음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음의 

값을 가질 때 제안벽체가 기본벽체보다 낮은 습

도를 나타내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벽체 내 습도는 실내 측에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4가 기본벽체 T보다 모든 계 에서 체로 

감소한 경향을 보여 벽체의 수분축  감소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단열재 구간에 방습지를 추

가하여 총 2개의 방습지를 추가한 벽체 P2의 경우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 에서 모두 증가하여 낮은 

성능을 보 다. 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3의 경우 외

기가 습한 여름철에 감소하고 실내가 습한 겨울철에 

증가하 다. Nore와 Thue (2005)는 공기층의 환기

효과에 해 공기층의 크기를 달리하여 장실험을 

실시하 는데 외기가 습할 때 외장 마감재 뒷면의 

열린 공기층이 클수록 함수율이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공기

층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내수분의 벽체 내부로의 이

동은 겨울철 상 습도 증가로 벽체 내 결로발생과 

같은 수분축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층 

벽체 P3의 안으로 실내 측에 방습지를 추가한 벽

체P4는 모든 계 에서 벽체 내 수분 축 이 가장 작

은 값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발생하는 벽체 내 결로는 벽체 내 수분축

뿐만 아니라 단열재에 의해 발생하는 외기와 벽체 

간 온도 차이에도 크게 향을 받는다. 이 게 발생

한 결로는 국부 인 수분의 증가로 고습환경을 조성

하여 철 기온이 상승하 을 때 생물학  열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겨울철 벽체 내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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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ve humidity in cavity on sheathing 

(monthly average, January, 2008).

있는 결로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각 벽체의 OSB 

덮개재 뒷면에서 측정된 상 습도 월 평균값을 Fig. 

8에 나타내었다. 벽체 P1, P2, P4와 같이 방습지가 

추가될수록 실내의 수분유입이 어들어 벽체 내 상

습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 P3의 경

우 Table 3에서와 같이 벽체 내부로 기본벽체 T보다 

더 많은 수분이 유입되었지만 벽체 내 온도가 기본

벽체보다 높아 상 습도가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 내부에 겨울철 결로가 발생하

지 않았지만 실제 장의 경우 개구부의 창틀, 문틀, 

배  등에서 나타나는 높은 열 도계수와 콘센트 등

에서 발생하는 실내외 공기의 유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로에 한 벽체 실험은 벽체 구성

만이 아닌 개구부와 같이 벽체면의 손실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경골목조벽체의 벽체 내 수분축 에 따른 생물학

 열화피해를 이고자 국내 기후에 합한 벽체 

구성을 제시하고 이를 외기에 노출시켜 실제 환경에

서 가장 유리한 벽체 구성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

하 다. 일반 으로 시공되는 기본 벽체와 제안된 

벽체 구성 4가지를 외기에 노출시켜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실내 측 방습지를 설치한 제안벽체 P1, P2, P4

는 겨울철에 나타나는 실내로부터의 수분침투방지

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단열재 구간에 방

습지를 설치한 벽체 P2의 경우 방습지의 잘못된 

치선정으로 외기가 습한 환경일수록 벽체 내부 수분

축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기층을 설치한 벽체 P3는 실내에서 실외로 

수분이동을 유도하여 여름철에 실내의 수분을 벽체 

내부로 유도하여 벽체 내 수분축 이 증가하는 결과

를 보 다.

  3) 벽체 P3의 단 을 보완하고자 실내 측 방습지

를 추가한 벽체 P4의 경우 연  기본벽체 T보다 모

두 개선된 결과를 보여 모든 벽체  가장 우수한 흡

습성능을 나타내었다.

  4) 국내 기후에서는 벽체구성만으로 결로발생이 

어려우며 실제 결로 발생 원인은 개구부  콘센트 

등 벽체 손실에 의한 도열 달  외기의 유입 등

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네 가지 제안벽체 구성의 외기에 노출된 결과를 

통해 국내 기후에서는 실내로부터의 수분유입을 방

지하도록 실내 측 방습지를 설치하고 건조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공기층을 외부사이딩과 덮개재 사이

에 설치하는 것이 벽체 내 수분축  감소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 생물학  열화 피해 방지나 단열성능 

하 등에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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