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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WUFI Pro 5.3을 이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 표준 목조주택 설계를 기준으로 목

조 벽체의 hygrothermal 거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0년도에 제시된 벽체보다 2014년도에 개선된 벽

체의 Total Water Contents (TWC)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3년간의 평가에서 TWC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아 hygrothermal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는 개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촌지역과 어

촌지역을 구분지어 hygrothermal 거동을 평가한 결과, 벽체가 해당지역의 온도보다 상대습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재 기반 재료의 과도한 수분 함량 문제는 실외마감의 재료를 바꾸는 것으로 어촌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벽체로 개선할 수 있었다. 곰팡이 성장 위험의 경우, 초기 실내 설정온도에서 여름철에 곰팡이가 성장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여 여름철 실내 설정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건축설계 단계에서 WUFI 프로그램과 같은 hygrothermal 거동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수분에 대한 

문제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맞는 벽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s recent buildings become more air tight, the natural ventilation rate is significantly reduced and it leads to 

difficulty in removing accumulated moisture in buildings. Hot and humid weather in summer and the large amount of 

moisture caused by indoor activity are the major factors of moisture problem in Korea. The hygrothermal behavior of 

building environment has to be considered carefully to reduce condensation risk and mold growth potential, and 

comfortable indoor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valuated hygrothermal behavior of Standard Wood-frame Structure 

published in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Using WUFI simulation pr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otal water contents of wood wall measured in 2014 was lower than wood wall in 2010. As a result of evaluation by 

separating the farming and fishing areas, Moisture problems in fishing area became larger. The wall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ve humidity than the temperature each areas. Furthermore, excessive water content proble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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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들이 점차 고층화되고,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점점 더 고기밀화 되고 있다(Moon et 

al., 2012). 이로 인해 자연환기량이 크게 감소하여 

건축물 내부에 축적된 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의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와 

실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습기 또한 습환경에 불리

한 주요 요인이 되며, 이러한 습기를 적절히 제어하

여 결로 및 실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실

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Chang and Kim, 2015). 습

기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에어컨, 제습기 등을 통한 

액티브적인 방법도 있지만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습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벽체 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패시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목조주택에서도 습기와 관련된 문제는 피할 수 없

다. 건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정책흐름과 함께 국

내 주거문화가 친환경성, 실내 쾌적성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변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

다. 이로 인해 시공과정과 기법이 단순하고 공기가 

짧아 경제적인 목조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Yu et 

al., 2013). 목조주택의 주재료인 목재는 에너지 효율

적인 건축 자재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이며 우수한 단

열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에너지 소요량을 크

게 감소하는 뛰어난 에너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Kim et al., 2013). 그러나 습기, 틈새바람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목재의 특성 상 곰팡

이, 결로, 뒤틀림 등 건축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Yu 

et al., 2013). 국내에서는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목

조 벽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

고 있는 국내 표준 목조주택 설계안을 기준으로 목

조 벽체를 구성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목조벽체의 hygrothermal 거동은 WUFI (Wäme 

und Feuchte instationär - 동적 열기와 습기)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캐나다의 Mortgage 

Housing Corporation의 연구에 의하면 2003년을 기

준으로 45개의 hygrothermal 거동 평가 프로그램이 

확인이 되었고, 지난 4년간 1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 더 개발되었다(Andreas et al., 2013; John and 

Eric, 2013). 이러한 hygrothermal 거동 평가 프로그

램 중에 본 연구에서는 WUFI Pro 5.3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WUFI는 일차원 

모델을 구성하여 건물의 hygrothermal 거동을 평가

한다. 자연 기후 조건에 노출된 건축물 구성요소의 

일반적 현상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hygrothermal 현상에 대한 계산이 가

능하며, 건축 자재의 습기확산과 수분전달에 관한 최

신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Ryu, 2010). Ahrab 

et al. (2013)은 WUF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미 지

역에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여러 지붕 

시스템의 hygrothermal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가변형 

스마트 방습층이 적용된 지붕과 자연건조 지붕에서 

수분 축적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Ibrahim et al. (2014), Mcclung et al. (2014), 

Mundt-Petersen et al. (2015)은 자연조건에서의 실측

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WUFI 프

로그램이 실제 설계 단계에서 hygrothermal 거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뮬레이

션을 통한 목조 벽체의 hygrothermal 거동 평가를 위

해 WUF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UFI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목조벽체의 hygrothermal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wood-based material was reduced in the wall that could be applied in the fishing villages by changing the outdoor fin-

ishing materials. And Mold growth risk on the interior materials could be removed through the different setting of the

indoor temperature during summertime.

Keywords : WUFI, hygrothermal performance, wood-frame structures, total water contents, mould growt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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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벽체의 함수율뿐만 아니라 목질기반재료의 질량

대비 수분함량과 곰팡이 성장 위험을 비교 분석하여 

선정된 목조주택 벽체에 대한 분석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벽체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10년

도 농어촌 표준설계도와 이를 개선한 14년도 표준설

계도를 기준으로 목조 벽체를 구성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목조 벽체의 구성 및 hygro-

thermal 물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으며, Wall-A는 10

년도에 제시된 목조 벽체를 나타내고 Wall-B는 14년

도에 제시된 목조 벽체를 나타낸다. Wall-A는 실외

마감이 합판으로 되어 있고 단열재 외측으로 한 

겹의 방습층이 구성되어 있으며, Wall-B는 시멘트

보드로 실외가 마감되어 있고 방습층은 단열재의 내

측과 외측에 한 겹씩, 총 두 겹의 방습층이 구성되어 

있다. 실외기온과 접하는 외벽을 기준으로 표면열전

Wall Types Material
Thickness

(mm)

Heat 

capacity

(J/kgK)

Thermal 

conductivity

(W/mK)

Diffusion 

Resistance 

Factor (-)

U-value

(W/m2K)
Composition

Wall-A

Plywood 

board
16.0 1500.0 0.100 700.0

0.171

Air layer 38.0 1000.0 0.230 0.4

Vapour 

retarder
0.1 2300.0 2.300 100.0

OSB 11.1 1500.0 0.130 650.0

Fiberglass 184.0 840.0 0.035 1.3

Gypsum 

board
19.0 850.0 0.200 8.3

Wall-B

Cement 

board
9.0 840.0 0.255 28.0

0.176

Air layer 38.0 1000.0 0.230 0.4

Vapour 

retarder
0.1 2300.0 2.300 100.0

OSB 12.0 1500.0 0.130 650.0

Fiberglass 155.0 840.0 0.035 1.3

EPS 30.0 1500.0 0.040 50.0

Vapour 

retarder
0.1 2300.0 2.300 100000.0

Gypsum 

board
9.5 850.0 0.200 8.3

Gypsum 

board
9.5 850.0 0.200 8.3

Table 1. Hygrothermal characteristics of Wall-A and Wal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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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저항값을 설정하였으며 실내는 7.69 W/m2K, 실

외는 25 W/m2K로 설정하였다. Wall-A와 Wall-B의 

U-value는 실내⋅외 표면열전달저항값을 적용하여 

각각 0.171 W/m2K, 0.176 W/m2K이다.

2.2. 기후조건 설정

본 연구에서 농어촌 표준 목조주택의 hygro-

thermal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의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을 각각 6곳씩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읍, 면단위 행정 

구역의 소재지만을 농어촌 지역으로 본다. 이를 기준

으로 농촌 지역은 홍천, 양평, 봉화, 보은, 거창, 임실

을 선택하였고 어촌 지역은 울진, 영덕, 부안, 남해, 

고흥, 해남을 선택하였으며, Fig. 1에 나타내었다. 

WUFI Pro 5.3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후데이터

는 1년간 시간당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풍향, 강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고 선정된 12곳의 

농어촌 지역의 실외 기후데이터는 한국패시브건축협

회(phiko)와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

에서 수정한 Meteo norm 7.2 기후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실내 기후조건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WTA Guideline, EN 13788, EN 15026, ASHRAE 

160 중에 높은 수분 부하를 설정할 수 있는 EN 

13788을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실내 온도는 20℃, 

상대 습도는 가장 높은 수준인 Class 4로 설정하였다.

2.3. 시뮬레이션 평가 기준

구성된 벽체 내에 다년간 수분이 축적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

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3년간 목조 벽체의 Total Water Contents (TWC)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년 후에 TWC가 초기 값보다 

감소해야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며, 이 벽체가 

장기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목질기반재료는 질량대

비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Zirkelbach et al., 2007) 구성 벽체에서 목질기반재

료인 Oriented Strand Board (OSB)에 대한 수분함량

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곰팡이 성장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곰팡이 성장 위험은 Lowest 

Isopleth for Mold growth (LIM) 시스템을 이용하였

으며(Sedlbaure and Breuer, 2003), 벽체의 실내마감 

재료가 석고보드이므로 벽지, 석고보드 등의 재료를 

평가하는 LIM B I 곡선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매 

시간마다 해당지점의 온도와 습도를 분석하여 각 온

도에서 습도 기준을 초과하는 습도를 갖게 되면 곰

팡이가 성장할 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Total Water Contents

Fig. 2는 3년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농

촌과 어촌지역에서 벽체의 Total Water Contents 

(TWC) 평균을 나타낸다. 그 결과, 10년도 벽체인 

Wall-A는 3년간 지속적으로 TWC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최댓값은 7.70 kg/m2이다. 3년간의 평

가에서 TWC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벽체에 

수분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

은 벽체의 수분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반면에, 

Fig. 1. Selected area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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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14년도 벽체인 Wall-B는 TWC의 최댓값이 

5.88 kg/m2으로 10년도 벽체에 비해 약 1.8 kg/m2 정

도 낮은 값을 나타낸다. 또한, TWC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벽체 내의 수분 축적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동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all-B는 

Wall-A보다 높은 hygrothermal 성능을 갖고 있으며, 

단열재 내측에 한 겹의 방습층을 추가하는 것을 통

해 hygrothermal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Wall-B의 3년간 TWC를 농촌지역과 어

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TWC의 최댓값은 5.49 kg/m2이다. 어촌지역의 

TWC 최댓값은 5.88 kg/m2으로 농촌지역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다소 높은 양의 수분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같은 목

조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보다 어촌지역에서 

수분문제가 더 클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농어촌 지역의 기후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하

여 TWC가 가장 높은 해남(어촌지역)과 TWC가 가

장 낮은 봉화(농촌지역)의 1년간 온도와 상대습도 변

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온도와 상대습도 모두 월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도와 상대습도 모두 어

촌지역인 해남에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온도는 

(a) Wall-A (b) Wall-B

Fig. 2. Total water contents of Wall-A and Wall-B for 3 years.

(a) Farming Area (b) Fishing Area

Fig. 3. Total water cont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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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위도가 34.62°로 봉화에 비해 2.38°가 낮기 

때문에 해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상대습도는 8월

에서 10월 사이에만 봉화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름철 강수에 의해 순간적으로 높아진 것이며, 전체

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해남지역이 바다의 영향으

로 높은 상대습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후데이터

와 농어촌 지역의 TWC를 비교하여 보면, 봉화에 비

해 해남의 온도가 더 높고 상대습도는 낮으나 해남

의 TWC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

는 상대적으로 벽체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해남의 TWC가 더 높은 것으

로 보아 벽체의 수분함량이 지역의 온도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겨울철 상대

습도가 약 10% RH 더 높은 해남의 연간 수분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벽체의 수분함량은 상대적으로 지

역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쪽지방일수록 실외 온도가 높아 벽체가 수분문제

에 있어서 더 건강할 것으로 보이나 그 지역의 상대

습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지역의 기후조

건을 고려한 적절한 벽체선정 및 디테일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3.2. 목재 기반 재료 평가

Wall-B의 TWC는 동적 안정 상태이므로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내의 절대함수량을 고려할 수 있으며, 

목재 기반의 재료는 20% 이상의 수분 함량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Zirkelbach et al., 2007). Fig. 5는 농

어촌 지역에서 Wall-B의 구성 중 목재 기반의 재료

인 Oriented Strand Board (OSB)의 질량대비 수분 함

량을 비율로 나타낸다. 12개의 농어촌 지역 중에 어

촌지역에 해당하는 해남, 울진, 부안, 고흥, 영덕에서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 

전체의 총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구성 재료인 

OSB의 질량대비 수분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 표준주택으로 제시되고 있는 14년도 벽체

를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 기반 재료

의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

선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열재 양면의 투습방

습층은 그대로 두고, 14년도 벽체의 외장마감인 

(a)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Fig. 4.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Bonghwa and Haenam for 1 year.

Fig. 5. Water contents ratio of OSB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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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nt Board를 10년도 벽체에 사용된 Plywood 

Board로 변경하여 새로운 목조 벽체(Wall-B-1)를 

구성하였으며, 3년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Wall-A, Wall-B, 

Wall-B-1의 OSB의 질량대비 수분 함량을 비율로 

나타내었다. Wall-A는 전 지역에서 OSB의 수분 함

량이 20%를 초과하였고, Wall-B-1는 외장마감을 

Plywood Board로 바꾸어 농어촌 전 지역에서 목재 

기반 재료의 수분 함량 수준을 만족하였다. 즉, 

Wall-B-1은 어촌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벽체로 개

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곰팡이 성장 위험 평가

실내 표면의 곰팡이 성장 위험은 Lowest Isopleth 

for Mold growth (LIM)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Sedlbaure and Breuer, 2003), 14년도 벽체의 실내마

감 재료는 Gypsum Board이므로 벽지, 석고보드 등

의 재료를 평가하는 LIM B I 곡선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LIM B I 곡선에 의해, 해당벽체는 초기에 

설정한 실내온도인 20℃일 때 상대습도가 76.94% 

RH를 초과하면 곰팡이가 성장할 위험을 보이게 된

다. Table 3는 실내 설정온도가 20℃일 때, 실내표면

의 월평균 상대습도를 나타낸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6월에서 9월까지 전 지역에서의 상대습도가 

약 90% RH에 다다를 정도로 높은 값을 보이며, 

76.94% RH를 초과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곰팡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여름철

의 실내 설정온도가 20℃가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벽체의 구성은 그대로 한 

채,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로 설정하여 1년간 곰

팡이 성장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체 여

Wall Types
Yang

pyeong

Hong

cheon
Boeun Imsil

Geo

chang

Bong

hwa

Hae

nam
Uljin Buan

Go

heung

Yeong

deok

Nam

hae

Wall-A 27.64 27.95 28.86 28.88 27.48 30.45 28.03 26.39 29.51 26.57 24.88 25.08

Wall-B 19.02 19.19 19.53 18.29 19.93 18.30 21.86 22.81 21.03 20.56 20.63 18.37

Wall-B-1 17.51 17.57 17.52 17.62 17.34 17.53 17.36 17.06 18.81 17.15 17.08 17.07

Table 2. The maximum value of water contents ratio of OSB for 3 years (%)

Month
Yang

pyeong

Hong

cheon
Boeun Imsil

Geo

chang

Bong

hwa

Hae

nam
Uljin Buan

Go

heung

Yeong

deok

Nam

hae

Jan. 63.76 62.05 64.13 65.31 64.06 62.70 69.10 62.80 68.28 66.86 63.34 64.52

Feb. 64.73 63.60 64.78 66.59 63.73 64.08 66.09 59.56 67.94 63.09 59.33 59.95

Mar. 60.26 61.09 61.41 63.46 59.79 63.20 63.67 58.59 64.56 59.66 58.82 57.52

Apr. 56.10 54.51 57.93 56.37 57.27 57.39 61.24 59.68 61.53 59.39 55.14 59.70

May. 65.52 65.02 67.10 64.11 65.67 66.77 74.57 71.34 71.27 72.42 67.42 70.58

Jun. 90.39 89.98 89.81 84.88 89.07 82.58 90.20 87.81 90.33 90.33 89.05 90.21

Jul. 90.24 90.29 90.29 90.33 90.28 90.41 90.06 90.32 89.86 90.21 90.39 90.11

Aug. 90.19 90.35 90.40 90.34 90.34 90.57 90.07 90.21 90.18 90.16 90.27 89.95

Sep. 90.49 90.41 90.07 90.51 90.31 86.73 90.17 90.47 90.53 90.37 90.39 90.04

Oct. 69.33 68.91 70.36 69.23 70.72 69.84 69.80 71.58 72.91 70.53 67.80 70.63

Nov. 65.11 66.27 65.48 67.79 63.15 64.95 63.11 60.60 64.41 62.47 58.15 60.04

Dec. 67.22 67.07 67.69 69.05 64.71 66.30 67.78 59.64 69.04 65.08 60.32 61.89

Table 3. The average relative humidity of indoor surface at 20℃ (%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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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철에 실내 온도를 20℃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온도인 26℃로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였다. LIM B I 곡선에 의해, 해당벽체는 초기에 설

정한 실내온도인 26℃일 때 상대습도가 76.13% RH

를 초과하면 곰팡이가 성장할 위험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여름철 실내 온

도를 26℃로 설정한 이후에 해남, 부안, 남해를 제외

한 지역에서 곰팡이 성장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남, 부안, 남해 역시 연간 2000시간

이 넘는 곰팡이 성장 위험 시간이 각각 133시간, 299

시간, 394시간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

어촌 표준 목조주택 설계안을 기준으로 목조 벽체를 

구성하였고, 농어촌 표준 목조주택의 적용을 고려하

여 국내의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을 각각 6곳을 선정

하여 WUFI Pro 5.3 프로그램으로 hygrothermal 거동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년도에 제시된 벽체보다 14년도에 개

선된 벽체의 Total Water Contents (TWC)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3년간의 평가에서 TWC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아 hygrothermal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는 개선임

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을 구분지

어 hygrothermal 거동을 평가한 결과, 어촌지역에서 

수분문제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벽체가 해당

지역의 온도보다 상대습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통 국내의 기후대는 위도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나 상대습도를 포함한 각 지역의 기후조

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후대로 구분 지어야 하며, 

각 기후대에 따른 적절한 벽체 설계 및 디테일 개선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목재 기반 재료

의 과도한 수분 함량 문제는 실외마감의 재료를 바

꾸는 것으로 어촌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벽체로 개

선을 할 수 있었다. 곰팡이 성장 위험의 경우, 초기 

실내 설정온도에서 여름철에 곰팡이가 성장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실내 설정온

도 20℃로 설정되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여름철 실내 설정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건축설계 단계에서 WUFI 프로그램과 같은 hygro-

thermal 거동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수

분에 대한 문제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맞는 벽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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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isk of mold growth according to change of indoor set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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