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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물에너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건축 재료를 이용하는 목조주택을 기반으로 단열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고단열⋅고기밀화로 인한 습기 제어가 어려워져 외벽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될 수 있

다. 이에 열⋅습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한 5가지 형태의 목조주택 외벽의 열⋅습기 성능, 결로 발생

및 곰팡이 성장 위험을 평가하였다. 목조주택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10과 ’14, 2″x6″형, EIFS 그리고 목조형 패시브

하우스로 선정하였고, 각 벽체 레이어를 구성에 따라 벽 A, B, C, D, E로 구분하였다. 벽체의 열관류율은 각각 0.171,

0.172, 0.221, 0.150, 0.079 W/m2K이다. 벽 A와 C의 OSB 절대함수량은 기준치 20%를 초과하는 값이 나타났고, 결로 

평가를 통하여 단열재 내부 표면에서 겨울철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벽 D와 E는 외단열 벽체로 다른 

벽체에 비하여 함수량 평가와 결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곰팡이 성장 위험 평가에서 5가지 형

태의 벽체 모두 곰팡이 성장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외벽의 열⋅습기 성능의 차이는 열적 성능에 의

한 발생보다는 레이어 구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든 벽체는 비슷한 열적 성능을 가지고 있으

나 레이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의 적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rmal performance of wooden houses used by building materials effectively contributing to building energy saving 

has been improved. However, the performance was decreased to the condensation and mould growth from exterior wall

because the moisture control was difficult to high insulation and airtightness. Therefore, the hygrothermal performance

of exterior wall, that selected 5 types of wooden houses, evaluated using the hygrothermal simulation program: heat 

and moisture behavior, condensation and mould growth risk. Wooden houses were selected Rural houses standard plans

’10 and ’14, 2″x6″ type, EIFS and wood-based passive house. And the wall A, B, C, D and E were determ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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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정책이 강화되었고, 

2017년부터 에너지 관련 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

으로 강화되며,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

준으로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였다[1]. 우선 저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하

여 우수한 성능을 지닌 건물 외피를 구성하여야 한

다. 그리고 건축물의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을 향상

시켜 고단열⋅고기밀화된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기밀화된 건축물은 열적 

성능이 우수하지만 환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내 

습기 방출이 어려워져 습기로 인한 실내 벽면의 결

로 및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 습기 제

어가 필요하다. 또한 실내 습도는 재실자의 피부 염

증 및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에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2]. 이러한 높은 실내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어컨과 같은 공조기 사용으로 인한 추가 

에너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건축물 외피 벽체의 열⋅습기 거동을 

파악하고자 동일한 실⋅내외 기후 조건을 적용한 열

⋅습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습기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축물의 외피는 목조주택의 

벽체 레이어를 이용하였다. 목조주택은 녹색 건축물

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목조주택의 

주재료인 목재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자재 중 하

나이다. 목재는 지속가능한 자원이면서 실내 마감재

로 사용되었을 때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으

므로 건물에너지 소요량이 최대 7% 이상 감소하는 

에너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3]. 또한, 목조 주택

의 건축, 운용, 처리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 수

준은 낮으며 목재의 조습 성능 등으로 인하여 재실

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5]. 그러나 방수, 습기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곰팡

이 생성, 뒤틀림 등 건축 하자가 발생하고, 목조건축

의 단열 성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6]. 

최근에는 목조주택을 기반으로 단열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저에너지 목조주택과 목조형 패시브하우스 

건축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가지 형태의 

목조주택을 선정하여 설계 도면을 통한 외벽을 열⋅

습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

여 국내에 사용되는 목조주택의 열⋅습기 성능을 조

사하고, 결로 및 곰팡이 성장 위험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벽체 레이어 구성

목조주택의 벽체 중 특정 기후 조건에서 외부 기

후에 큰 영향을 받는 외벽의 열⋅습기 성능을 평가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농촌

주택 표준설계도 ’10과 ’14, 2″x6″형 목조주택, EIFS 

(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 목조형 패시

브하우스로 총 5가지 형태의 목조주택을 선정하였

고, 설계도를 기준으로 외벽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각

각 벽 A, B, C, D, E로 벽체 레이어를 구성하였다. 

구성한 벽체 레이어의 각 열⋅습기 성능은 Table 1

과 같다.

layer component of each wall. The U-value of exterior wall are 0.171, 0.172, 0.221, 0.150, 0.079 W/m2K. The OSB

absolute water content of the wall A and C was exceeds the reference value of 20%, and it was confirmed that con-

densation occur at insulation material inner surface through the condensation evaluation in the winter. The wall D and

E showed excellent results with condensation and water content evaluation compared to others. However, mould growth

risk assessment in all five types of wall had have risk. We were determined that hygrothermal performance difference

of exterior wall occur the difference in the layer structure rather than in thermal performance.

Keywords : WUFI, wooden houses, hygrothermal performance, water content, condensation and mould growt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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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Material
Thickness

(mm)

Thermal 

conductivity

(W/mK)

Heat 

capacity

(J/kgK)

Diffusion 

Resistance 

Factor (-)

U-value

(W/m2K)
Assembly

A

Plywood board 16 0.1 1500 700.0

0.171

Air layer 36 0.23 1000 0.38

Vapour retarder 1 2.3 2300 100.0

OSB 11.1 0.13 1500 650.0

Fiberglass 184 0.035 840 1.3

Gypsum board 19 0.2 850 8.3

B

Cement board 9 0.255 840 28.0

0.172

Air layer 38 0.23 1000 0.38

Vapour retarder 1 2.3 2300 100.0

OSB 12 0.13 1500 650.0

Fiberglass 159 0.035 840 1.3

EPS 30 0.04 1500 50.0

Vapour retarder 1 2.3 2300 100000.0

Gypsum board 19 0.2 850 8.3

C

Cement board 9 0.255 840 28.0

0.221

Air layer 9.5 0.071 10000 0.73

Vapour retarder 1 2.3 2300 656.0

OSB 12.5 0.092 1880 812.8

Fiberglass 140 0.035 840 1.3

Gypsum board 12.5 0.163 870 6.0

D

EPS 80 0.036 1470 73.0

0.150

Vapour board 1 2.3 2300 656.0

Gypsum board 12.5 0.16 870 7.0

OSB 12.5 0.092 1880 812.8

Fiberglass 140 0.035 840 1.3

PE-membrane 1 2.3 2300 50000.0

Gypsum board 12.5 0.163 870 6.0

E

Wood-fiber 

insulation board
60 0.042 2000 3.0

0.079

Vapour retarder 1 2.3 2300 100.0

Fiber glass 340 0.035 840 1.3

OSB 15 0.13 1500 650.0

Cellulose Fiber 60 0.04 2500 1.5

Gypsum board 12.5 0.2 850 8.3

* Wall A : Rural houses standard plan ’10

* Wall B : Rural houses standard plan ’14

* Wall C : 2″x6″ type

* Wall D : EIFS (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

* Wall E : Wood-based passive house

by wooden houses wall

Table 1. Components and properties for 5 types of wall layer in layer in wooden houses



강유진⋅김수민

－ 78 －

구성된 벽체의 열관류율(U-value)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각 0.171, 0.172, 0.221, 0.150, 0.079 

W/m2K로 계산되었다. 벽 E가 가장 낮은 열관류율 

값인 0.079 W/m2K로 단열 성능이 높았으며, 그 뒤

로 벽 D, A, B, C 순으로 열적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2.2. WUFI 시뮬레이션

WUFI (Wärme Und Feuchte Instationär)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은 Fraunhofer IBP (Institute in Building 

Physics)에서 개발되었으며 건물의 열⋅습기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일차원 또는 이차원 모델을 구성한다. 

프로그램은 실험실과 IBP의 야외 테스트를 통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자연 기후 조건에 노출된 열⋅습기 

성능을 측정과 비교에 의해 프로그램의 유효성이 검

증되었다[7]. 본 논문에서는 WUFI Pro 5.3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이는 건물의 단면을 일차원으로 구성

하여 내장된 수분, 비, 일사, 장파 방사선, 모세관 현

상, 여름철 응축을 고려하여 열⋅습기 거동을 계산

하여, 실제 기후 조건에서 건물 구성 요소의 열⋅습

기 성능을 결정한다. WUFI 시뮬레이션 모델은 건축 

자재 및 기후 조건의 광범위한 열⋅습기 분포를 평

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열 및 물질 전달 모델

이다. WUFI는 다양한 건물의 외피 시스템의 수분 

공학 및 손상 평가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적용 가능한 각 기후 데이터에 따른 

지붕이나 벽체의 열⋅습기 성능 분석에 따라 소프트

웨어 도구로 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8]. 

2.3. 시뮬레이션 조건

WUFI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후데이터는 1년간

의 시간당 건구온도, 일사량, 습도, 바람의 속도 및 

방향, 그리고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phiko)와 패

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에서 수정한 

Meteo norm 7.2 기후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정한 

지역은 서울(Alt. 112 m, Lat. 37.57° N)로 Fig. 1과 

같이 나타난다. 서울의 기후는 국내의 덥고 습한 여

름철과 춥고 건조한 겨울철을 보여주며, 대기 온도는 

최대 35.0℃까지 상승하고 -13.7℃까지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실내 기후조건은 건물의 높은 수분 부하 프로필을 

포함할 수 있도록 EN 13788에 근거하였으며, 실내 

온도는 24℃로 설정하였다. 외부 표면의 열 저항은 

17.0 m2K/W, 내부 표면은 외벽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8.0 m2K/W로 설정하였다. 표면 복사 

성능은 WUFI 데이터베이스에 나열된 규격에 따라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장기적인 열⋅습기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5년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Fig. 1. The climate data of Seoul for 1 Jan. to 31 Dec. about (left)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nd 

(right) solar radiation and driving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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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함수량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구성한 벽체의 총 함수

량을 평가할 수 있다. 총 함수량 평가를 통하여 벽체 

내 수분 이동에 대한 동적 안정 상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함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나

타날 경우 동적 안정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총 

함수량이 동적 안정 상태인 경우에 벽체 구성 레이

어 재료의 절대함수량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목질 기반 재료의 함수량은 부피 밀도 대비 수분 

함량(M. -%)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

에서 구성한 5가지 형태의 목조주택 외벽에 나타난 

5년간의 총 함수량 변화는 Fig. 2와 같다. 벽 A와 C

는 측정 1년에서 2년 사이에 총 함수량이 증가하였

으나 2년부터 5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나 이후로 함수

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동적 안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벽 D의 총 함수량은 벽 A와 C와 다

르게 측정 1년에서 3년 사이에 총 함수량이 감소하

였다가 유지되므로 동적 안정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벽 B와 E는 측정 5년 동안 함수량 변화가 거의 없으

므로 동적 안정 상태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모든 벽

체는 동적 안정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각 벽체 레이

어 재료의 절대함수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목조주택의 외벽에는 모두 목질 

기반 재료인 OSB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Fig. 3과 같

이 OSB의 절대함수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측정 초기에 총 함수량이 증가한 벽 A와 C의 

부피 밀도 대비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OSB의 많은 수분으로 인하여 재

료의 부패 및 곰팡이가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열재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OSB의 

수분이 단열재로 전달되어 단열재의 단열 효율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벽 A와 C는 본 연구에 설정

된 실⋅내외 기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벽 D의 총 함수량이 감소하는 원인을 절대함수량

과 재료 특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벽 D와 E는 최

외부면이 단열재로 구성된 외단열 벽체이다. 벽 D의 

외단열재는 EPS (Expanded Polystyrene Insulation)이

고, 벽 E의 외단열재는 목질섬유단열판(Wood-fiber 

Insulation Bo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단열재의 

투습저항계수는 각각 73.0과 3.0으로 EPS가 목질섬

유단열판에 비하여 약 24배의 투습저항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벽 D는 최외부 레이어 EPS를 통하여 측

정 초기 이후로 벽체 전체의 총 함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결로 발생 평가

표면 결로는 건축 재료의 표면에 발생하여 육안으

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벽체 내부에 발생하는 내부 

결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구조의 내구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Fig. 4는 벽체 레이어 중에 목질 기

반 재료인 OSB와 인접한 단열재의 내부 표면에서 

나타나는 온도와 노점온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벽 A

와 C에서는 겨울철의 내부 온도와 노점온도가 동일

하게 나타나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벽 B의 경

우에는 겨울에 온도차이가 거의 없으나 벽 A와 C에 

비하여 결로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벽 D와 E는 다른 벽체들과 다르게 내부 

온도와 노점온도 사이의 온도차가 확연히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벽체의 경우 외단열 벽체로 측

정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내부 온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내부 온도 곡선 그래프를 비교하면 여름철

의 온도는 비슷하지만 겨울철의 온도가 벽 D와 E가 

벽 A, B, C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 결로 발

생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점온도 

이상으로 내부 온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외단열 

벽체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3.3. 곰팡이 성장 위험 평가

WUFI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LIM (Lowest 

Isopleth for Mold growth) 시스템을 이용하여 LIM곡

선을 그려 곰팡이 성장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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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측정은 한 시간 간격으로 실내 표면의 온도와 

상대습도인 지점에 녹색으로 점을 찍는다. 그리고 실

내 마감 재료가 벽지나 석고보드와 같은 경우에는 

LIM B I 곡선을 기준으로 하며, 다공성 구조를 지닌 

재료에 해당 될 경우에는 LIM B II 곡선을 기준으로 

점들이 곡선 아래에 위치하면 곰팡이 성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값의 온도가 

실내 설정 온도와 거의 동일하므로 측정 5년의 데이

터의 x축에 해당하는 값의 분포가 조밀하게 나타났

다. 이때, 점들의 색의 분포는 측정 기간에 따라 옅

Wall A Wall B

Wall C Wall D

Wall E

Fig. 2. Total water content in the wall A, B, C, D and E.

Fig. 3. Water content of OSB layer at 5 types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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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5가지 형태의 벽체의 실내 마

감 재료는 모두 석고보드로 LIM B I 곡선을 기준으

로 곰팡이 성장 위험을 평가하였다. Fig. 5는 벽체 

실내 표면에서의 LIM 곡선 그래프이다. LIM B I 곡

선이 설정한 실내 온도 24℃에서 그려지는 상대습도

는 약 76%이다. 이때 그려지는 점들이 단열 성능에 

따라 점의 위치가 x축의 온도 24℃와의 오차가 있으

나 모든 벽체에서 최대 상대습도가 약 84%로 LIM 

B I 곡선 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Wall A Wall B

Wall C Wall D

Wall E

Fig. 4. Temperature and dew point in the wall A, B, C, D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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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설정한 시뮬레이션의 실⋅내외 기후 및 조

건에서의 선정된 5가지 형태의 벽체는 실내 곰팡이 

성장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른 결과들

과 다르게 벽체 구성에 따른 곰팡이 성장 위험성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형태의 목조주택을 선정하여 

설계 도면을 통한 외벽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각 벽체의 레이어를 구성하였다. 동일한 조건

에서 목조주택의 열⋅습기 성능을 조사하고 결로 발

Wall A Wall B

Wall C Wall D

Wall E

Fig. 5. Mould growth risk in the five types of interi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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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및 곰팡이 성장 위험을 평가하였다. 구성된 벽체

는 벽 A, B, C, D, E로 구분하였고, 벽 D와 E는 외

단열로 구성되었다. 구성 외벽의 열관류율은 벽 A의 

경우 0.171 W/m2K, 벽 B 0.172 W/m2K, 벽 C 0.221 

W/m2K, 벽 D 0.150 W/m2K, 벽 E 0.079 W/m2K로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한 외벽은 벽 E이며 벽 D, A, 

B, C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벽체 구성에 따른 외벽의 총 

함수량을 확인하였다. 측정기간 동안의 총 함수량 변

화는 거의 없으므로 벽체의 습기 거동은 동적 안정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동적 안정 상태임을 확인한 후 

벽체 레이어의 절대함수량을 분석하였다. 이때 벽 A

와 C의 경우에는 OSB의 부피 밀도 대비 수분 함량

이 20%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OSB가 많은 양의 수

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SB의 

부패 및 곰팡이 생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단

열재에 수분을 전달하여 단열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열재 내부 표면에

서의 결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벽 A와 C에서는 겨울

철에 결로 발생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벽 B는 

벽 A와 C보다는 위험성은 낮으나 결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단열 벽체인 벽 D와 E의 경우

에는 다른 벽체에 비하여 겨울철 내부 온도가 상승

하여 노점온도와의 온도차가 충분하여 결로 위험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곰팡이 성장 위험

성 평가를 통하여 동일하게 설정된 실⋅내외 기후 

및 조건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가지 형태의 벽

체에서 모두 곰팡이 성장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열적 성능으로 인한 실내 표면의 온도 변

화가 있을 수 있지만 곰팡이 성장 위험성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Table 2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 평가 목

록에 따라 적용한 국내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벽체

를 정리하였다.

동일한 실⋅내외 조건에서의 열⋅습기 거동은 벽

체를 구성하고 있는 레이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단열 성능이 우수한 외벽은 난방에너지 사용이 절감

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벽체 내의 습기로 인하여 결로현상과 곰팡이 성장으

로 인한 실내공기질이 악화되어 재실자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조적 문제, 내구성 저하 등

을 야기할 수 있다. 추후 국내의 지역별 기후와 실내 

조건에 따라 벽체의 열⋅습기 성능을 조사하고 열⋅

습기 거동 및 에너지 분석을 통하여 각 조건에 맞는 

벽체의 상세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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