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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재해시 이재민의 주거안 성을 확보하기 해 단기 임시주거시설에 한 설계 계획과 목업 제작

을 통한 시공성, 주거환경성을 검증하 다. 특히, 재난·재해발생시 이주민이 응 구호시설로 인근 학교의 강당 는 체육 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주성이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30일 이내 거주하는 단기 임시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목 이다. 이를 해 경량이면서 단열이 확보가능한 복합패 을 선정하여 목업을 제작하 다. 복합 패 을 활용한 

목업은 약 1시간안에 완성하여, 시공 용이성을 확인하 다. 한 목업을 통해 실험실에서 결로와 수실험을 진행하 다.
외부온도 약 0 ℃, 실내온도 약 32 ℃로 온도에서 결로 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확인해보면 단열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시간당 60 ㎜의 강우를 모사하여 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가 확인되지 않아 방수성
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임시주거시설에서 모듈화된 평면, 시제품제작을 통한 시공용이성 확보, 향후 
재의 용이성을 확인하 다. 단열  방수성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단기 임시주거시설에 한 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design plan of short-term temporary housing for the victims by disaster. Also 
construction workabil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evaluated by mock-up.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a disaster,
victims have lived the auditorium or gymnasium of the nearby school which is an emergency shelter. However, there
was a problem of livability. Therefore, it is the purpose of study to provide temporary housing that resides within 
30 days. For this purpose, a composite panel with light weight and insulation select to produce mock-up. The mock-up
complete in about an hour. This is because it is made only of the composite panels. The composite panels confirm
to be easy to load and construct. And mock-up evaluates insulation and waterproofing performance in the laboratory. 
As a result, Mock-up has insulation and waterproofing performance. This suggests an alternative to short -term 
temporar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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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재난·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많은 이재민을 발

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 
2016년 6월 경주지진, 2017년 11월 포항지진 등 재난·
재해가 계속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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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재난·재해발생시 국가 는 지자체 차원에
서 응하기 한 법 등이 정비되었고 재난  안 리 

기본법 제3조[1]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수 있는 것을 말하
고 있다.
동법 동조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
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하는 자연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 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 지·통신·교통· 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
비,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는 가축 염병 방법에 따른 가축 염병의 확산 등으

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은 생명, 신체  재

산이 자연 상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

이며, 재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재해이다.
련 법에 따라 재난·재해가 발생시 이재민의 안 과 

신체 , 정신  건강이 우선이며, 그다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훼손 여부를 단하는 것이다. 
기존 거주하던 집의 구조 인 문제가 없다면 즉시 입

주하여 생활하면 된다. 하지만 손 등 즉시 입주  장
기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시 거주 시설로 이재민

을 안 하게 이동시키고 필요한 구호품을 보 해야한다.
이재민은 재난구호법 제4조의2와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최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세분화되지 않아 재난·재해의 규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의 범 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임시주거시설의 형태

는 거주기간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로 2
주이내 거주공간은 응 피공간, 2단계로 30일 이내의 
공간은 단기 임시주거시설, 3단계로 12개월 이내의 거주
공간은 장기 임시주거시설, 마지막 4단계로 장기 거주
공간은 구주거시설로 구분하여 리  응을 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 발생시 이재민이 거주기간 

30일 이내의 단기 임시주거시설에 한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 는 재난·재해시 이재민이 30일 이내 거주
하는 단기 임시주거시설로 한정하 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재해 응 임시주거시설 련 선행연구 분

석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 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30일 이내의 단기 임시주거시설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
고 설계(안)을 도출하 다.
셋째, 30일 이내 단기 임시주거시설의 긴 한 보 을 

해 최종(안)을 토 로 Mock-up을 통해 주요성능인 시
공용이성, 경량성, 주거환경성능을 검증하 다.

2. 문헌고찰

2.1 임시주거시설의 개념 및 특성

임시주거시설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임시주거

시설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시주거시설의 개념을 정리하면, 문정인  이한나

의 연구에서 ‘임시’와 ‘거주’의 사  정의와 의미를 토

로 보면 ‘재난·재해가 발생한 후 지속 이지 않고 일

시 으로 제한 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주거’라고 정의
하 다[4,5].
임시주거시설의 특성을 정리하면, 문정인 등의 연구

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의 특성을 크게 안정성, 보건성, 편
리성, 입지환경에 해당되는 환경 인 특성과 신속성, 이
동성, 경량성, 모듈성, 가변성에이 요구되는 기술 인 특

성으로 구분하 다[6]. 그리고 왕우철 등의 연구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의 특성을 거주성(쾌 성), 이동성, 신속성, 
지속가능성(재활용)으로 정리하고 있다[7].

2.2 임시주거시설 현황

이명식의 연구에 따르면, 재난·재해으로 인해 발생된 
주거시설의 손  유실의 범 를 정하고 응 복구로 

해결되면 이재민은 기존의 주거로 돌아가게 된다[8].
Table 1과 같이 응 복구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임시주거시설이 보 되기  학교 강당 는 지역 체육

 강당을 활용하여 응 주거시설을 구축하고 임시주거

시설이 도착하면 이재민을 이주시킨다.
손 는 유실된 집을 보수 는 신축이 완료되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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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구 거주시설에 입주시키는 차로 진행되고 있다.
염태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 주거시설의 문

제 은 텐트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 면 이 좁아 입식

생활이 불가능하여 성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

었으며, 칸막이 사용시에는 소음과 같은 라이버시의 
문제가 발견되었다[9].
문정인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시주거시설의 문

제 은 임시주거시설의 면 크기, 주방  화장실 소
등 규모의 문제가 있었고 미숙련 인력과 자재수 의 어

려움, 이로인한 운반비 증가로 임시주거시설의 시공용이
성이 필요하다고 하 다[6].

Table 1. Case of the emergency evacuation facility and 
temporary housing[10-15]

Division Emergency evacuation 
facility Temporary housing

Figure

Type Tent, Screen Prefabricated housing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응 구호시설의 단 을 해결

하기 해 장기 임시주거시설 이주 이 의 30일 이내 사
용하는 단기 임시주택의 디자인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신속한 보 성과 비숙련자도 쉽게 설치가능한 시공

용이성을 주요 요소로 선정하 다.

3. 단기 임시주거시설의 디자인

3.1 주요자재의 선정

문정인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평도에 제공된 임시
주거시설이  포격사건 후 10일 후 1차로 제공된 15개 

동은 부품을 지에서 조립  제작하 다. 2차 보 은 

포격 후 23일 후 경량철골조 리패 형 임시주택이 보

되었다. 장제작시에는 숙련공이 요구되었고 완제품 

이동시에는 시공이 용이하 으나, 운반비가 증가하 다

고 조사되었다[6].
그리고 장기 임시주거시설이 보 되기 이 에 체육

 등에서 텐트  칸막이로 거주하다보면 라이버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응 시설에서 신속한 보

이 가능하고 단기 임시주거시설로 구축이 가능하게 경량

형 패 일체형 임시주거시설을 주요사항으로 삼았다.
이를 하여 주요자재는 구조 으로 안 하면서 경량

형인 섬유강화 복합소재를 선정하 다.

Fig. 1. Multifunctional composite panel

Fig. 1과 같이, 섬유강화 복합소재를 내·외피재로 하
고 이를 EPS, XPS, PU, Honeycomb 등의 기능성 단열
재를 간재로 붙여서 복합소재 패 을 구성하 다.
복합패 의 내·외피재는 유리섬유 직물을 선정하

다. 건축 소재에 응하기 해 직물은 2.0 m 이상의 폭
을 사용하 다. 섬유강화재는 복합소재의 강도와 성형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섬유 함유량을 45 vol%로 설정하
다.  외피재를 자외선 등의 외부 환경에서 보호하고 외
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두께 50 ㎛, 무게 70 g/㎡ 백색 
폴리에스터 필름을 부착하 다. 간에 삽입되는 단열재
는 단열성능이 우수한 도 25 kg/㎥의 EPS(Expanded 
Polystyrene)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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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시주거시설의 평면계획

앞서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이 응 피시설로 

피 이후 항구  주택이 마련되기 까지 일정 기간(30
일) 거주하는 단기 임시주거시설로 범 를 한정하 다.
국내 주택법의 최소주거면  기 과 국제사회에서 일

반 으로 통용되는 UN Refugee Agency(이하 UNHCR) 
Emergency Handbook의 구호주거 시설의 면  기 을 

인원별로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재난에 응하여 일정기간 사용되는 구호주거에 주택

법의 최소주거면  기 이나 UNHCR 기 을 그 로 

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두 기 을 히 충족하되 

다목  재난 응 주거시스템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설정

하 다.

People
Standard 2 4 6

Housing law,
minimum residential area 26㎡ 43㎡ 56㎡

UNHCR

Warm climate: 
Excluding kitchen 

3.5㎡ of living space 
per person

7㎡ 14㎡ 21㎡

Cold climate: Living 
area 4.5 ~ 5.5㎡ per 

person including 
kitchen and bathroom 
(calculated as 5.5㎡)

11㎡ 22㎡ 33㎡

Table 2. Comparison on the area standard by number of 
people(Housing law, UNHCR Emergency 
Handbook)

소요 공간은 1세 는 2인 기 으로 최소 22㎡ 이상
으로 하 고 소요 공간 산출 근거로는 UNHCR Emerge
ncy handbook을 근거로 하 다. 주방  욕실 포함 1인
당 거주 공간 (4.5 ∼ 5.5) ㎡로 계산하 다.

의 조건으로 계획한 평면은 Fig. 2와 같다.
Fig. 2와 같이 단기 임시주거시설 로토타입은 성인 

2인을 기 으로 가로 3.6 m, 세로 4.2 m 주거공간과 
, 주방  욕실을 부가 으로 제공하 으며, 총 면  2

2.68 ㎡의 유닛화된 평면을 계획하 다. 한 Fig. 3과 
같이 채 을 해 남측 면에 주 창문을 갖는 것으로 

계획하 다.

Fig. 2. Prototype Plan of Temporary housing

Fig. 3. Prototype Elevation of Temporary housing

착제는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로 5:1의 비율로 섞
은 후 교반기로 충분히 어서 잘 혼합되도록 한다. 
이후 롤러를 이용하여 EPS 아래 두 표면에 착제

를 고르게 도포하 다. 착제의 양은 ㎡당 300 g이 되
도록 조 하 다. 착제 도포 후 복합소재 스킨을 EPS
의 아래에 올려놓고 경화제가 경화되어 굳어질 때까지 

당한 압력을 가하 다. 상온에서도 경화가 이루어지나 
온도를 가하면 경화속도를 진시킬 수 있다.
복합소재-EPS 복합패 을 건축소재로 효과 으로 사

용하기 해서는 폭 (2.0 ∼ 3.0) m, 길이 수 m의 면
의 패 이 필요하다. 이를 해 면  패  성형 공정을 

개발하 다. 제작된 경량 복합패 의 단면은 Fig. 5와 같
고 제조된 2.7 m x 9.0 m 면  패 은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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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PS)

Skin

Skin

Fig. 5. Specimens section

Fig. 6. Composite panel manufacturing

4.1.2 목업 시공

Fig. 7과 같이 사 에 재단된 패 의 총 무게는 470 
kg이며 각 패 은 성인 3∼4명이 운반할 수 있다. 패
의 경량성과 별도의 구조재 없이 패 구조 일체화하여 

진행하 고, 제작인원은 총 4명이었다.

Fig. 7. Weight of Panels

제작된 복합자재를 갖고 Fig. 8과 같이 시공을 하 고 

타임랩스를 통해 시공용이성을 평가하 다.
제작은 공장에서 2018년 12월 03일 진행하 다. 시공 

시작시간은 13시 25분에 시작하 으며, 14시 22분에 종
료되었다. 총 58분에 시공이 완료되어, 약 1시간안에 1
채의 임시주택 목업을 완성하 다.
패 형태로 재  보 이 가능하고 1시간안에 1채

의 목업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단되며, 이는 향후 재 
 시공의 용이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향후 
이를 다시 재분리가 가능하여 항구주거 는 장기 임

시주택으로 이동하 을 때에도 재가 용이성이 기존 철

골조 임시주택보다 용이할 것으로 단된다.

Fig. 8. Time laps of temporary housing mock-up

Fig. 9. Weight of temporary housing mock-up

Fig. 9와 같이 창호 등 완성된 최종 무게는 950 kg으
로 측정되었다. 양 을 해 하부 철제 임을 설치한 

무게여서 만약 장에서 직  시공한다면 운송을 한 

하부 철제 임이 필요없기 때문에 총 무게를 20 % 
감할 수 있다. 한 패 을 평면 재하여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도 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목업 성능평가

4.2.1 결로 성능평가

Fig. 10과 같이 제작된 목업을 인공기후환경 실험실
에 상치하고 시료 내부에 온도센서(K-Type)와 난방기
(상용제품, 치는 거실 앙)를 의뢰자가 제시한 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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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 다.

Fig. 10. Mock-up in Laboratory

Fig. 11. Figure of thermal imaging camera

K-Type 온도센서는 난방기에서 10 cm 이격한 거리
에 부착하 다. 목업 실내 문  창호를 닫고 시험을 진
행하 다. 실외 온도는 0 ℃로 설정하고 실내 온도는 난
방기를 작동하여 20 ℃ 이상 되도록 하여 1시간 이상 유
지하 다. 실내외 온도차가 최소 20 ℃가 되도록 하 다. 
최소 유지 시간을 만족시킨 후, 문, 창호, 우각부 의 결

로 발생을 Fig. 11과 같이 열화상카메라로 내부 표면온
도를 촬 하여 평가하 다.
측정된 실험실 평균 온도는 0.02 ℃, 목업 내부 평균 

온도는 32.77 ℃, 실내·외 온도차는 32.75 ℃로 측정되었
다. Fig. 12는 시험실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Fig. 12. Temperature of Laboratory

Fig. 11과 같이 문, 창호, 우각부에서 결로 발생이 확
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열재로 사용한 EPS가 단열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겨울철에 본 패
공법으로 단기형 임시주택을 보 하여도 단열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4.2.2 누수 성능평가

Fig. 13과 같이 제작된 목업을 인공기후환경 실험실
에서 강우를 모사하여 실내 수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Fig. 13. Rainfall test

강우모사 조건 설정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  

  ‘3시간동안 강우량이 90 ㎜ 이상 산되거나, 12시
간동안 강우량이 180 ㎜ 이상 상될 때’에 호우경보를 
발표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호우경
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15 ∼ 30) ㎜로 약 2배정도 강우
를 모사하여 시간당 60 ㎜로 설정하고 실내 수여부를 
단하 다.
강우실험이 끝나고 실내에 수가 발생하 는지 확인

하 다. 수 확인부 는 수취약부 라고 단되는 복

합패 간 결합부 인 우각부와 복합패 과 창호 연결부

, 복합패 과 문 결합부 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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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 of Rainfall test

시간당 60 ㎜의 강우를 모사하 고 Fig. 14과 같이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경량 복합패 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호우경보에도 수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임시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한 설계와 목업제작을 통한 시공성, 주거환경성능을 
단하 으며,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내용의 결론을 정
리할 수 있다.

1) 재난·재해발생시 이주민이 응 구호시설로 인근 

학교의 강당 는 체육 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주

성이 히 떨어지는 단 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30일 이내 거주하는 단기 임시주택을 긴 히 제공

하는 것을 연구 목 으로 하 다.
2) 단기 임시주택의 면 은 최 주거면 과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 기 을 고려하여 1세 는 2인 
기 으로 소요 공간은 최소 22㎡ 이상으로 하

고 소요 공간 산출 근거로는 UNHCR Emergency 
handbook을 활용하 으며, 주방  욕실 포함 1인
당 거주 공간 (4.5 ∼ 5.5) ㎡로 계산하 다.

3) 이를 하여 경량형이면서 단열성능이 확보가능한 
복합패 을 선정하 다. 단열재는 EPS로 선정하
여 단열성능을 확보하고자 하 다.

4) 본 연구에서 진행한 복합패 로 단기임시주거시설 

목업을 제작하 을 때, 약 1시간안에 완성하 으

며, 다른 구조없이 진행하여 재  시공의 용이
성이 확인되었다.

5) 외부온도 약 0 ℃, 실내온도 약 32 ℃로 온도를 안
정화하고 목업의 결로를 확인하 다. 확인결과 결
로는 발생하지 않았고,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확인
해보면 단열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6) 시간당 60 ㎜의 강우를 모사하여 수 실험을 진
행한 결과 수가 확인되지 않아 방수성능이 확보

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임시주거시설에서 모듈화된 평면, 시

제품제작을 통한 시공용이성 확보, 향후 재의 용이성
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단기 임시주거시설이 체계
으로 보 되기 한 가능성을 확인하 지만 장기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하는 로세스와 제도법상에서 실질

으로 가능할 수 있게 지자체, 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
고 구체 인 리방안  사후 보 , 냉방 기능을 통한 
쾌 성 평가 등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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