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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내부 공기층의 BACK PANEL 표면온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Surface Temperature of Back Panel by

Variation of the Air-Space Distances on the Inside of Curtai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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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pplying back panel(this material is aluminum complex panel coated with fire

resistance substances) for curtain wall, solar radiation and heat storage of indoor air

occurs to result in thermal warpage for back panel.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find out the cause of thermal warpage and come up with a solution to prevent changes of

back panel and reduce elements that bring negative visual elements. Also to solve this

problem analyse that case to reduce heat transfer by inserting additional material and

cases to increase air spac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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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분석개요 및 목적

본 분석의 대상은 A시에 시공 중인 B건설사

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며(Fig. 1), 분석대상

건물외피의 Curtain Wall 내부 Back Panel부분

(FR 복합판넬 재질, 이후 ‘백패널’이라함), 특히,

기둥부에 면한 부분(Fig. 2)에서 직ㆍ간접적인

일사유입에 의한 Curtain wall 내부 온도상승

등의 이유로 열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건물은 두께 24mm 복층유리(6+12+6, 투

명유리)가 적용된 건물로 커튼월 외부에서 백패

널의 열 변형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문

제가 발생하여 건물 외관 디자인의 질적 저하

및 기타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Fig. 1. Facade of building. (A picture of

thermal wa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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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이에 대한 원인 및 추가 발생부위

에 대한 예측을 검토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문

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분석범위

백패널의 열 변형은 Typical 부분(Fig. 2에서

slab에 면한 부분의 Curtain Wall)에서는 발생

하지 않으나 건물의 기둥에 면한 Curtain Wall

내부 백패널(실제 현장에서는 남서측의 기둥면

에 접한 curtain wall 부위임)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문제 발생 부위는 기둥으로 인한 공간적 제

약(Fig. 2의 Column 부분)으로 Fig. 3에서 나타

낸바와 같이 Curtain Wall 내부의 공간이

Typical 부분(Fig. 4 ; 94mm)에 비해 54mm가

량 좁다. 또한 변형발생 부위는 입면에서의 직

접적인 일사 및 주위 건물 또는 바다에서의 반

사광에 의해 백패널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검토에서는 기 시공된 기둥 후면부의

Curtain Wall 내부의 백패널 부분에 대한 문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써 Curtain Wall 내부 공간(이후 air space)

을 증가시킨 경우(94mm와 84mm)와 열전달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부재(5mm세라믹 코팅유리)

를 삽입한 경우에 대해 동계 및 하계 일사량 변

화에 따른 백패널의 열 변형 상태를 분석하여 문

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프로세스 및 해석 프로그램

2.1 분석 프로세스

백패널의 열변형에 대한 분석과정은 Fig. 5

에 나타낸 바와 같다.

2.2 해석 프로그램

2.2.1 ECOTECT Analysis 2010

호주의 Dr. Andrew Marsh에 의해 개발된 에

너지 해석프로그램으로, 에너지의 효율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건물성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빛 환경, 음 환경, 열 환경, 공기 환경 등

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Fig. 2. Curtain wall detail.

Fig. 3. Column

detail.

Fig. 4. Typical

detail.

Fig. 5. Process for analysis.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특징 〉

⋅기후데이터에 의한 날짜별, 시간별 일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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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사량 분석

⋅냉난방 부하설계 및 검토

⋅빛, 음 환경의 설계 및 검토

⋅연간 에너지 소비량 및 경제성 분석

⋅RADIANCE, ESP-r, EnergyPlus 등의 프로

그램과의 연계기능 및 결과데이터 가시화

2.2.2 PHYSIBEL

PHYSIBEL은 건물 전체 또는 상세부분의 열

류, 전열, 투습 등의 열 성능에 대한 매우 현실

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치와 그래픽

영상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건물의 열 환경을 평

가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PHYSIBEL 프로그램은 다양한 용도에 따라 여

러 가지 모듈이 개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열류 해석에 사용되는 모듈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상태(Steady state)

- 재료의 축열 능력을 0으로 가정하고 계산하

는 방법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축열체 내부

에서의 온도변화는 무시됨.

- 해석모듈 : KOBRU86(2D), TRISCO(3D)

2) 비정상상태(Unsteady state)

- 재료의 축열 능력과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

변화를 고려하여 축열체 내에서의 열전달

및 열용량까지 계산.

- 해석모듈 : SECTRA(2D), VOLTRA(3D)

3.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

3.1 대상지역 기상특성

대상 지역은 부산이며, 분석을 위한 기상조건

은 부산기상청(2009)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기온과 일사량 데이터는 Fig. 6,

7과 같다.

기상데이터는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기초데이

터로써 부산지역의 기온 및 일사량 분포특성과

연간 태양거동에 따른 입사각 변화에 따른 유

입 일사량을 분석하여, 유리를 투과하여 백패널

에 영향을 주는 일사에너지를 산출하였다.

백패널의 표면 온도를 열변형 온도까지 상승시

키는 일사에너지를 분석하여 연중 동일 일사량

이상 발생 시 백패널의 열 변형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초자료에 적용하였다.

Fig. 6. Outdoor air temp.(Aug & Dec)

Fig. 7. Global solar horizontal irradiation.

3.2 전열해석 조건

앞선 3.1에서 지역 기상특성 및 건물입면에

유입되는 일사특성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전

열해석 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조건을 설정하

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에 적용된 실내외 조건

및 부재 물성은 다음과 같다.

1) 실내ㆍ외 온도 조건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외기온도는 하계(8월), 동

계(12월) 시간별 평균 기온이며, 실내 온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특성상 건물 내측

에서 측정한 시간별 자연 실온데이터를 적용하

였다.

4. 전열해석

4.1 분석 Case

본 분석에서는 기존 air space 간격이

39.7mm (Case1)인 경우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대안 Case 3가지(Case2∼Case4)에

대해 각각 동계/하계 조건을 적용한 총 8가지

Case(Case1∼Case4, 외기조건 동/하계적용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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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ase별 상세는

Fig. 8∼10과 같다.

4.2 분석 결과

Case1_[W]에 대한 전열 해석 결과(Fig. 11),

동계 낮은 태양고도에 의한 유입 일사량 증가

와 협소한 air space로 인한 전열량 증가로 백

패널 표면온도가 100℃이상 상승하는 시간대가

발생하였다. Case1_[W]은 백패널 열변형 온도

(100℃이상)에 근접한 온도까지 상승하여 백패

널의 변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현

장에서는 겨울철 air space가 39.7mm인 경우

백패널의 열변형이 발생하였다.

Case1-[S] 분석 결과는 Fig. 12와 같으며, 하

계 태양고도 증가에 따른 유입일사량 감소로

백패널 표면온도 최대 90℃ 정도까지 밖에 상

승하지 못하므로 백패널의 변형은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Case2_[W] 분석 결과(Fig. 13), air space 폭

증가(39.7 mm→94mm)로 열전달율 감소함에 따

라 백패널 표면온도가 기존안 대비 최대 17℃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백패널의

열변형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하계조건을 적용한 Case2_ [S]의 결

과(Fig. 14)는 Case1_[S]에서와 동일하게 태양

고도 증가에 따른 일사유입량 감소로 열변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material
Thermal

conduction(W/
mK)

Density
(kg/㎥)

Specific
heat
(J/kgK)

Concrete 1.6 2200 875.7

Aluminum 200 2700 433.7

Galvalume 44 7860 -

Steel 53 7800 917.4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

Contents FR complex panel

Surface texture AL sheet

Core texture minerals FR

Temperature Dilatometer 2.4mm/m × 100℃

Warpage temperature 116℃

※ Warpage temperature considered as more than 100℃
in this analysis

Table 2. Properties of FR panel

Distance of
air space

Temperature &
solar radiation

Winter Summer

Case1 39.7mm Case1[W] Case1[S]

Case2 94.0mm Case2[W] Case2[S]

Case3 39.7mm+
5mm glass Case3[W] Case3[S]

Case4 84.0mm Case4[W] Case4[S]

Table 3. Analysis case

Fig. 8. Case1 detail drawing.

Case3은 Case 1에 전열량은 감소시키고 외부

로부터 백패널은 외관상 조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5mm 세라믹 유리를 백패널 표면에 추가

삽입한 경우이다.

Case3_[W]를 분석한 결과(Fig. 15), 백패널

표면온도가 Case1_[동계] 대비 최대 10℃ 정도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패널 표면

온도가 최대 98℃로 100℃에 가까워 기상상태

에 따라(일사량의 소폭 증가 등) 백패널의 변형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ase3_[S] 분석 결과(Fig. 16), Case1_[S] 대비

최대 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백패널 열 변형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ase4_[W]의 분석결과(Fig. 17), Case2_[W]

에 비해 10mm 감소된 air space의 영향으로 백

패널 표면온도가 1℃ 정도 상승하였으나, 백패

널 열변형 온도(100℃ 이상)까지는 상승하지 않

아 열변형 발생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적합하다.

Case4_[S](Fig.18)는 다른 Case의 하계조건

적용시와 동일한 패턴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며

열변형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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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Case 1(39.7mm)을 비롯한 총 4가지 Case

(Case별 동/하계 미구분)에 대한 전열해석 결과

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사유입 각도 등의 이유로 하계보다는 동

계에 백패널의 표면에 유입되는 열량이 많다

(2) 분석 결과, air space가 39.7mm인 Case 1,3

은 협소한 내부 간격과 일사유입에 따른 대류

열전달 증가로 열 변형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Curtail wall 내부 백패널의 열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Case 2, 4와 같이 air space 간

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Case2, 4 detail drawing.

Fig. 10. Case3 detail drawing.

Fig. 11. Result graph of case1_[W].

4) 열 변형 방지 및 시공성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할 때 앞선 4가지 Case 중 84mm 적용방안

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Result graph of case1_[S].

Fig. 13. Result graph of case2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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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 graph of case2_[S].

Fig. 15. Result graph of Case3_[W].

Fig. 16. Result graph of Case3_[S].

Fig. 17. Result graph of Case4_[W].

Fig. 18. Result graph of Case4_[S].

Fig. 19. Overall comparison graph.

본 분석은 해당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4

가지 Case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하지만 지역특

성(기온 및 일사량 등)을 고려한 최소 air space

간격에 대한 분석(특히, FR 복합패널 등 열 변

형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자재를 적용하는 경

우)은 시공단계 이전에 Curtain wall 적용성 검

토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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