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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목재는 건축 재료적 측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전통건축물인 한옥의 구조재, 수장재 등 다양한 부분에
서 목재를 사용한다. 중국과 일본 건축물도 우리나라와 같이 구
조적이며 외부 마감재로 목재를 사용한다. 목재는 건축재로 사
용하기 전에는 생육조건을 갖춘 나무이다. 그래서 나무를 사용
하는 건축물은 친환경적, 친건강적 건축물이라 평가를 받는다. 
Shin&Lee(2012)1) 연구에 따르면 목재를 주요 부재로 사용하는 
목조건축물 신축 허가가 년 10,000여건으로 전국 신축 건축물 
허가 건수에 8.2%로 점유율이다. 전국 신축 허가 건축물 대비 
목조건축물 허가면적은 0.96%이고 건축산업 시장규모는 0.09%
로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목재는 친환경적인 대표 건축자재
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요건축 부재로 활용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의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목재는 콘크리트 

*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 교수, 건축사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sunys@jbnu.ac.kr)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 및 일부 정읍시 학술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신치후, 이세진, 수요창출에 기반한 한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도시공간연구소, 2012, pp.32-60.

보다 화재와 강도에 약하고, 조성 후 관리 등이 어렵다는 평가
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후 수백년을 지나온 목조건
축물이나, 현재에도 목조건축물이 신축된다는 것은 목재의 문
제점을 단순히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한옥교육이나 한옥 기술개발 등은 목

조건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한
옥에 대한 연구는 공간 및 배치, 구조, 의장적인 부분에 대한 연
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목재 자체에 대한 실험실 
연구보다는 현장의 실증적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구조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목재 함수율과 건축물이 놓여있는 주변의 기후

환경 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

고자 한다. 조건은 최근에 건축된 한옥보다는 목조건축물 중 외
부 환경에서 오랜 기간 존치되어 온 목조건축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원인 중 목재 자체가 가지는 문
제점과 관리적인 부분의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후변화와 건축물 간의 배치에 따른 주변공간의 미기후 환

경에 따른 함수율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 본 연구
는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아닌 실증적으로 계측된 데이

터의 양상을 보는 것으로 측정값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측정 수치보다는 기후 조건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아보

고자 한다.

김명관고택의 미기후 특성과 외진노출기둥의 함수율 

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Micro-Climate of Myeong-Kwan Kim House and the Moisture 
Content Behavior of Outside Exposed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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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od is one of the main materials of wooden building. Hanok also uses wood as its main component. Recently, Hanok 

continues to be built. Wood is affected by the climatic environment. The growth of decay bacteria is activated at more than 80% 
relative humidity. The microclimate environment and moisture content were measured for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as a wooden building. The method analyzed the measured data by distinguishing between cloudy 
and sunny days. In the case of the old house, Anchae moisture content was higher than that of Sarangchae. This seems to be due 
to the narrow front yard or the planting of trees. The microclimate environment inside the house began to decrease in humidity 
from 8 am. According to the survey data, the relative humidity was less than 80% from 9 am when there was wind around 4-6 
am. It appeared an hour earlier than in the absence of wind. As a result, the time interval for dehumidifying of wood was 
widened. Therefore, the wooden building is open to the front so there is airflow under the eaves during the daytime and wind in 
the morning appear to be alternatives in order to lower the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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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 대상은 정읍시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26호인 목
조건축물로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단일 목조건축물을 대상
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이는 목재가 건축물간 배치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낮게 평가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경계의 건축물을 다수 선정했
다. 김명관 고택은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 담장 안으로 7동의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배치 위치와 평면형태, 마당조
건에 따라 안채, 안사랑채, 사랑채를 측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면 형태는 먼저 안채 ㄷ자형, 안사랑채와 사랑채 ㅡ자형으로 
구분하였다. 마당조건은 앞마당 공간에 인접한 건물의 간격과 
수목 식재를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함수율 측정과 국부적 미기후 환경을 측정하였

다. 함수율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둥을 직접 측정하였다. 
미기후 환경은 고정식 장비를 설치하여 온도, 상대습도, 풍 환
경을 설정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함수율 
측정 위치는 기둥을 상·중·하로 나누었다. 기둥의 상부와 하부
는 단면에 따른 건조 영향을 최소로 받는 중심 방향으로 30cm 
이동하여 측정하였다.
현장실측은 목재의 함수율 양상을 알아보고자하는 연구목적

에 따라 비가 온 이후 흐린날 9월 8일과 맑은 날 9월 24일로 선
정하여 측정하였다. 미기후 환경 측정을 위해서 2019년 5월부
터 고정식 장비를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측정일
을 기준으로 9월과 10월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함수
율 측정시 날씨 조건 등 다수의 인자로 신뢰할 수 없는 측정값

이 예상되어 동일한 날에 다수의 표본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Microclimate Measurement

Testo-606 Hobo program

Fig. 1. Content meter

<Fig. 1>의 측정 장비는 Onset사의 제품으로 온습도는 U23, 
풍향풍속은 S-WSET-B 장비를 고정식이다. 온도 측정범위는 
-40 to 70°C이고 정확도는 ±0.2°C, 습도 측정범위는 0 to 100%이
고 정확도 ±2.5% 이다. 풍환경 측정범위는 풍속 0 ~76m/s, 풍향 

0 ~ 355도로 정확성은 풍속 ±1.1m/s, 풍향은 ±5도 범위이다. 함
수율 조사 장비는 Testo 606 제품으로 전기 저항식2) 비파괴검사
기이다.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범위는 6~30%로 30%를 넘으면 생
재로 구분한다. 
장비를 활용한 선행 연구를 보면 Cho(2015)3)는 완주 화암사 

기후환경을 실측하여 미기후 특성을 분석하고Kim(2018)4)은 한

옥에 관한 함수율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Kim(2019)5) 한옥건
축물의 외진기둥에 대한 함수율과 균열에 관한 연구 등에서 신

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일반적 현황

(1) 대상 건축물 현황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인 김명관 고택은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

을에 위치해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 26호로 조선시대 주거 건
축적 특성을 잘 보유하고 있는 목조건축문화재이다.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은 사용자 및 용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부여되어 있

다. 고택이라는 용어는 건축문화재에 붙여지고 반가, 민가 등으
로 구분하지만 주택을 의미한다. 김명관 고택은 안채, 사랑채, 
문간채, 행랑채, 사당 등으로 조선시대 유교적 공간배치 특성을 
볼 수 있는 반가이다. 특히 채가 분리되어 있고 앞마당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은 호남지방의 배치 특성을 보여준다. 목조건축물
의 주요부재는 구조재 이면서 외부에 노출되는 마감재이다. 목
재 마감은 의장적으로 아름답지만 취약한 자연환경에서는 훼손

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목조건축문화재는 물리적인 형상을 유
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리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에도 조
선시대 목조건축물을 볼 수 있다. 연구 대상 선정은 최근 조성
된 목재의 경우 목재 자체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김명관 고택은 오랜 시간 유지하고 현재에도 건축적 기능

을 하고 있어 목조건축물의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2) 목조건축물 보수현황

문화재청 예산을 보면 2017년 기준 732,781백만원 중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417,688백만원으로 57%를 차지한다. 매년 보
수정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되는 실정이다. 김명관 고택
의 보수정비 기록을 보면 1975년 이후 40여 건의 건축물 및 주
변 보수정비가 이루어졌다6). 2019년도에 안행랑채 우측 부분을 
완전해체보수 하였다. 고택의 보수 주기는 20~30년 정도로 나

2) 전기 저항식은 목재에 박힌 두 핀 사이에 전기를 흐르게 해서 수분 정도에 
따른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3) 조경숙 외 4인, 실측과 CFD해석을 이용한 완주 화암사의 미기후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5, 31(12), pp.11-18.

4) 김영민,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함수율 모니터링 및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34(3), 2018, pp.29-36.

5) 김윤상, 한옥건축물의 건조방법에 따른 외진 노출 기둥의 함수율 및 균열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1(1), 2019, pp.37-44.

6) 정읍시, 정읍김명관고택 종합정비계획, 정읍시, 2016,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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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기둥 등 대부재 보수는 2008~2010년에 이루어져 10
여년이 지난 지금 목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목재의 양

상을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조건축물에서 완전
해체보수는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변형 및 훼손이 된 경우 진행

한다. 
목조건축물의 보수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이 지붕 누수, 

목부재 부후 발생에 따른 구조적 변형, 기타 훼손이 있다. 지붕 
누수 정도이면 산자이상 해체보수, 지붕면 물결침 현상은 연목 
훼손을 의심할 수 있어 도리이상 해체보수 정도의 범위로 진행

된다. 그러나 기둥의 부후 및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전
면 해체 보수가 진행된다. 물론 기둥하부 등 부후 범위 및 구조
적 결함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바리 형식으로 보수를 한다. 
그러나 기존 다수의 보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둥의 3분의 
1이상의 동바리 보수가 결정되면 구조적 결함 및 건축물이 가
지는 의장적 측면에서 교체를 권장한다.

(3) 현장반입 목재 현황

문화재의 부재는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에 반입된다. 고택
은 육송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현장에 반입된 목재는 벌목 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정도의 자연건조된 목재이다. 자연 
건조 상태의 목재의 함수율은 20~23%의 범위가 일반적이다. 대
규모 현장을 제외하고는 목재를 별도로 보관하는 곳이 없다. 지
면에서 부목을 대고 교차로 쌓고 포장으로 우수 등으로부터 보

호한다. 이는 짧은 기간 임시보관 정도이며 장기적인 경우 변재 
부분에 청변이 발생하고 부후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재는 계절, 주변환경, 수종 등에 따라 함수율 편차가 있다. 

건축재로 사용된 이후에도 흡습과 탈습을 반복하며 세포내강의 

공극이 수축하며 변재에서 심재방향으로 수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문제는 함수율이 높은 상태의 목재로 보수시 함수율 편차
에 따른 이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격이 생긴 곳에 먼지 및 곤
충 서식하게 되면 목재 표면에 수분을 잡는 현상이 생겨 목재내 

함수율을 더 증가시키는 조건이 된다. 이는 부후균 생육에 적정
한 환경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목조건축물은 조성 
이후에도 부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2.2 목재 부후

신동소, 안세희(1996)7) 목재보존학에서 부후균의 생육 적온
은 25~30도이고 습도는 80%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목재는 
온도 5~40도, 함수율 20% 이상이면 부후에 주의를 기울여야한
다. 이는 목재에 부후균이 있는 경우 공기 중의 상대습도가 
80%이상을 유지하면 부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생육에 적정한 자연환경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목조건축물에 실증적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im&Na(2014)8) 목재의 부후위험지수 연구에 따르면 2003

7) 신동소, 안세희, 목재보존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p.66-70.
8) 김태균, 나종범, 국내 지상부 사용(H3) 목재의 부후위험지수(Scheffer Index) 
변화, 목재공학, 2014, pp.732-739.

년~2012년의 기후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지상
부 사용(H3) 목재의 부후위험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였다. 부
후균은 표면 청태나 변재변색균과 같이 결합수를 이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섬유포화점 이하

에서 생육할 수 없다. 
Skaar (1998)9)는 목재와 수분에서 목재세포내 액체수가 존재

하지 않으면 확산매체가 없어 목재에 서식하는 곤충을 제외하

고는 생물학적 분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섬유포화
점이하에서 부후가 일어나는 것은 흰개미 등과 같이 흙속의 수

분을 건조목재에 운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
럼 목재 부후는 균사, 온도, 습도, 바람, 함수율, 해충 등 복합적
인 인자로 발생한다. 온습도는 외부 환경적 영향인자, 함수율과 
균사는 목재 내부적 영향인자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구조재의 경우 내부 영향인자를 줄이기 위해서 균 사멸

과 인공건조하는 가공방법이 알려져 있다. 인공건조 역시 방법 
및 목재 등에 차이는 있지만 20~30일 범위면 함수율 6% 수준 
까지 감소시킨다. 균 사멸의 경우 70도에서 30~60분 정도면 충
분하다는 등의 목재 함수율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실험실

과 현장의 환경적 차이에 따른 한계는 가지고 있다.

2.3 목재 함수율 

목재는 대기 중에서 상대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세포내강의 

수분이 외부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를 기건함수율이라 부

른다. 즉 기건함수율은 대기 중의 온습도 조건에 반응하여 장소
와 기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고온 다습한 곳은 6%, 저온
다습한 지역 24% 내외, 온대지방은 12~18% 범위이다. 우리나라
는 사계절 변화가 있어 기건함수율 변화에 지역별 편차가 있다. 
평균 14%정도 이지만 12~16% 범위로 중부지방이 약간 높다. 
동일한 상대습도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함수율이 낮아지는

데 상대습도가 80%이내에서는 함수율 범위가 15% 내외로 건축
재로 적정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80%이상의 고습 상황에서
는 고온인 상황에서도 습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목조건축물이 위치한 현장의 목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주요해 

보인다.
Kim(2019) “한옥건축물의 건조방법에 따른 외진 노출 기둥의 

함수율 및 균열 양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년 건조한 목재는 
맑은 날 12.9~14.4%에서 비오는날 18.3%까지 상승, 3년 건조한 
목재는 11.9~13.1%에서 비오는날 15.2%로, 인공건조 목재는 맑
은날 10.8%에서 비오는날 12.5%로 1.7% 내외의 편차를 보인다
고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공건조 목재 보다 자연건조 목재
가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흡습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주변환경

에 대한 반응으로 열악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포화점10)(Fiber saturation point)은 상온에서 30% 로 세포

내강의 수분이 제거되고 대기 중의 수분으로 채워진 상태이고 

9) 강욱, 이형우, 정우양(역), 목재와 수분,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pp.48-49.
10) 섬유포화점은 상온에서 자연건조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즉 세포내강의 
액상 수분(자유수)은 모세관을 통해 쉽게 빠져나가 없고 세포벽에는 수분이 
완전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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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재(Green wood)는 30%이상의 함수율을 가진다(Jim, 2003)11). 
목재는 심재보다 변재 부분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 변재가 심재

보다 함수율이 높다.

2.4 국내외 관련 연구

목재내 수분의 함량은 구조적 내구성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

나이다. 주요 구조재의 경우 평균함수율 17%이내이고 일반부
재는 20%이내이다. 목재가 20% 이상이면 부후균 활동이 시작
되고 상대습도가 80%이상인 환경에서 생육이 활발해진다. 따
라서 목재 관리에서 함수율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연구사례를 보면 Luis(2015)12)는 실내 수영장의 습도가 높은 환

경에서 사용된 집성목의 함수율을 실측분석하고, Philipp(201
5)13)는 독일 목조구조물 중 기후환경에 따른 함수율 변화 관계

를 분석연구가 이루어 졌다. 국내 목조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보
면 Park(2013)14)이 운봉향교 대성전의 함수율 실측해 분석하였

다. Kim(2018)15) 실험 한옥을 대상으로 함수율 실측을 통한 분
석하였다. Kim(2019)16) 한옥건축물의 외진노출기둥이 환경변
화에 따른 함수율 양상을 실측을 통해 분석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처럼 목재의 함수율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조사 및 분석

3.1 고택 배치적 특성 조사 분석

김명관 고택은 공동마을 전면에 위치해 있으며 좌우에 목조

건축물이 있다. <Fig. 2>와 같이 김명관 고택은 채가 분리된 전
형적인 호남지방의 건축적 배치를 하고 있다. 전면 문간채 다음 
사랑채 그리고 안행랑채 다음 안채가 있고 우측에 사당이 담장

으로 쌓여 있고 좌측에 안사랑채가 있다. 안사랑채 전면에는 감
나무 등 수목이 집중 식재되어 있고 안채와 사당채 경계에도 사

철나무 등이 집중 식재되어 있다. 사당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
로 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안채의 뒷마당은 텃밭 형태로 넓은 공

간을 두고 담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당을 기준으로 앞뒤 
건축물의 간격은 5~10m 정도로 평지구성의 여유로운 공간 배
치를 볼 수 있다. 

11) Jim, L. B., Rubin s. & John G. H., Forest Products and Wood Science 
An Introduction, Lowa State Press, 2003.

12) Luis, J., Alfredo, D., & Ricardo C., Performance of X-Lam Panels in 
a Sports Center with an Indoor Swimming-pool. Journal of Civil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5(2), 2015, pp.129-139.

13) Philipp, D., Andreas, G., Michael, M., & Stefan, W. (2015). Monitoring 
of Building Climate and Timber Gradient in Large-span Timber Structures. 
Journal of Civil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5(2), 2015, pp.153-165.

14) 박천영, 김광철, 운봉향교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목재 기둥 부재의 함수율 
분포특성, 한국가구학회지, 24(1), 2013, pp.104-112.

15) 김영민,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함수율 모니터링 및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34(3), 2018, pp.29-36.

16) 김윤상, 한옥건축물의 건조방법에 따른 외진 노출 기둥의 함수율 및 균열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1(1), 2019, pp.37-44.

Fig. 2. Layout and section of Myeong-Kwan Kim house

문간채와 행랑채는 외부로부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입면

구성을 보인다. 공간은 하인들이 기거하거나 농사장비, 곡식, 
가축 등을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고택 전면의 문간채는 
담장과 연결된 구조로 담장의 높이는 2m, 문간채는 6m로 비교
적 높다. 시각적이며 보호적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고택 내부의 
기류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대기가 정체되어 일조량과 대기의 수분 정

도에 따라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Fig. 3>을 보면 마당에 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이끼류를 확

인할 수 있다. 여름철 번식을 하고 겨울철에 온도차에 따라 서
식이 둔화된 현상을 보인다. 이는 고택 내부의 상대습도가 높게 
형성된 결과로 기류정체 및 불량배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Aerial Photograph Courtyard present condition

Fig. 3. Present condition photos

3.2 기후환경 조사 분석

<Fig. 4>의 9월 기후 데이터를 보면 야간 상대습도는 100% 
내외이고 8~9시 경 감소하면서 10시경 80% 이하로 진입하고 일
정 범위까지 감소하고 18~19시 경에 80% 이상을 진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상 특성에 따라 보면 8일은 전날 태풍영향권 이
후 데이터로 오전 6시 이후 온도가 상승하면서 8시 이후부터 상
대습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0시경에 80% 이하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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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1시경에 60%초반까지 낮아졌다. 이는 온도가 25~30도로 급
상승하고 태풍 영향으로 바람이 불어 대기중 수분 함량이 빠르

게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반면 9일은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비가 내렸다. 9시경 온도와 습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오후 2시
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30도까지 상승하고 습도는 오후 4
시경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목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였다. 맑은 날이 연속되는 경우 김명관 고
택 내의 기후 환경은 <Fig. 4>의 ⓒ, ⓓ와 같이 주간에 온도가 
상습하면 상대습도가 60%범위 까지 하강하는 것으로 보인다. 

ⓐ 9.8 (흐림) ⓑ 9.9(비내림)

ⓒ 9.20(맑음)  ⓓ 9.24(맑음)

Fig. 4. Microclimate analysis of September

목재는 건조된 상태에서 대기중의 수분함량에 따라 함수율

이 변화한다. 비가 내리는 경우 목재 표면의 닿은 수분의 흡습
과 더불어 대기 중의 수분이 섬유질 세포 내강에 흡습되어 목재 

함수율을 높인다. 여기서 우수가 직접 흡습될 수 있는 조건 보
다 대기 중의 수분이 흡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가 내리
는 상황보다 비가 내린 이후 주간 시간에 온도 상승에 따른 수

분의 기화되는 조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Fig. 4>의 
ⓐ, ⓑ와 같이 태풍 이후 건조과정에서 다시 비가 내리면 흡습 
이후 탈습하고 다시 흡습을 하게 된다. 이때 주간 대기 중 습도
가 80%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탈습량과 세포내강의 건조 시간
이 적어 목재내 고함수율의 조건을 만들게 된다.

<Fig. 4> ⓒ 9월 20일과 ⓓ 4일 데이터를 보면 야간 시간대에
도 온도 증감을 반복을 하고 일반적 오전 8시 전후 변화가 6시 
이후부터 나타났다. 이는 맑은 날이 연속되면서 대기 중과 토양
의 수분 등이 건조 상태로 주간의 축열이 야간에 일정하게 감소

되면서 국부적 공간의 대기 온도를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상
대 습도 변화를 보면 20일 경우 오전 9시에 80% 이하로 빠르게 
진입하였다. 부후균 생육에 적정한 80%이상의 상대습도 변화
를 보면 오전 9시~오후19시까지 10시간 간격을 보였다. 이는 오
전 4시부터 바람이 불어 대기 중의 수분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오후 12시~3시의 미미한 온도변화 구간에 습도

가 상승했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면서 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동일 시간대 바람이 있었고 바람은 수분을 포함한 
상태로 온도상승을 막으면서 습도를 일시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분석 결과 목재의 탈습 시간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습도가 낮아지는 오전 8시 이전인 새벽시간
의 대기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대기의 흐름
과 더불어 수분 함량에 따른 영향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실증적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부적 
공간에 적합한 기류관리 데이터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 10.15 (맑음) ⓑ 10.24(비내림)

ⓒ 10.25 (맑음)  ⓓ 10.26(맑음)

Fig. 5. Microclimate analysis of October 

<Fig. 5>의 10월 기후데이터를 보면 상대습도가 오전 8시 전
후로 감소를 시작한다. 부후균의 생육이 적정한 80% 이상의 상
대습도 변화를 보면 10시 경에 80% 이하로 진입하고 18시 이후 
80% 이상으로 8시간 간격으로 나타났다. 목재는 이시간에 탈습
을 하면서 함수율을 낮추는 시간이다. 주간과 야간의 온도차가 
있으며 일조 시간대 까지 온도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5>의 ⓐ, ⓒ를 보면 오전 6시 이후 온도가 상승되지만 
일정한 온도 범위까지는 습도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9월 보다 10월에 이슬점 그래프가 온도에 겹치는 현
상을 다수 보이는데 이는 대기 중에 수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오전에 비가내린 9월 9일과 10월 24일과 유사한 환경이다. 새벽 
시간대 자주 발생하는 안개는 대기 중의 수분함량이 높아 이슬

이 목재표면에 맺혀 함수율을 높이는 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보인다.

3.3 함수율 조사 분석

(1) 개요

함수율 측정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은 안채, 사랑채, 안사랑채
를 선정하였다. <Table 1>을 보면 안채는ㄷ자형 평면이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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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툇마루와 대청마루 구성, 안사랑채는 ㅡ자형 평면이며 중앙
에 툇마루와 대청 구성, 사랑채는 ㅡ자형 평면에 전면 툇마루, 
좌측면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일은 9월8일과 24일 진
행하였다. 9월 8일은 전날 태풍 이후로 흐린날을 유지하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상대적 비교를 위해 9월 24일은 맑은 날을 
측정일로 선정하였다. 측정 기준은 주요 구조부재인 기둥으로 
하였다. 기둥은 끝 단면에서 중심방향으로 30cm 이상 떨어진 
부분을 측정하였다. 기둥하나에 상·중·하를 지정하여 측정하였
다. 이는 목재 자체가 가지는 함수율에 대한 계측값 보다는 미
기후 환경에 따른 건축물에 나타나는 함수율 양상을 알아보고

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함수율을 측정하면서 나타난 온습도 데이터를 보면 9월8일 

온도는 28도 내외, 습도는 69~76% 범위이고 9월24일 온도는 26
도 내외, 습도는 47~52% 범위로 8일에 비해 2도정도 낮지만 습
도는 최대 29%, 최소 17% 정도 낮은 환경조건을 보였다. 특징
적인 것은 동일 시간대에서도 전면이 후면보다 온도는 높고 습

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상 측정 위치

a)

안채 전경 평면

b)

안사랑채 전경 평면

c)

사랑채 전경 평면

입면 

위치

안채 단면도 

Table 1. Target Hanoks and measurement locations

(2) 안채

안채의 배치적 특성을 보면 김명관 고택에서 가장 후면부에 

위치해 있다. 안채 앞마당은 가장 넓은 곳이 10m이고 부엌에서
는 5m의 간격을 두고 안행랑채가 ㄷ자형으로 놓여 있다. 후면
은 마당과 텃밭이 있어 담장까지 비교적 넓은 공간을 두고 있

다. <Fig. 6>의 안채 함수율 데이터를 보면 흐린날인 8일은 
13~46.8% 범위이고 맑은날인 24일은 9~37.7%의 범위로 최대 
33.8%대의 함수율 편차를 보였다. 측정 위치에 따른 데이터는 
처마 아랫부분인 기둥의 상부는 흐린날은 18~36.9% 이고 맑은
날은 14.3~21.5% 범위를 보였다. 기둥하부는 8일 13~46.8%, 24
일은 6.4~37.7로 나타났다. 측정된 데이터를 보면 함수율이 26%
이상인 경우 부후상태이거나 생재로 볼 수 있는 부재가 있어 본 

데이터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진행하였다.

Fig. 6. Anchae moisture content

안채 기둥 측정 위치 중 상부가 평균 17.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하부는 14.8%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8일 흐린날
의 경우 상부가 23.1%로 5.7% 정도 상승했고 하부는 22.1%로 
7.3%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흐린날은 23%내외의 평균함수율
을 보였다. 이는 일상에서는 상부의 함수율이 3%정도 높고 흐린
날의 경우 유사범위까지 함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그림을 보면 상부의 함수율 분포 범위가 좁은 것은 대기 중의 

수분에 따른 함수율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하부는 우수 등에 
따른 영향과 기류 흐름의 유무 정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3) 안사랑채

안사랑채는 안채에 좌측면에 위치해 있다. 전면에 마당 공간
이 있으나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후면 담장이 접해 있다. 
함수율 측정일인 8일의 외부 온도는 28.4도, 습도는 68~76%이
다. 24일은 24.5도, 습도는 56%내외로 나타났다. 날씨가 흐린 8
일의 내외부 온도는 2.3도, 습도는 5.7%정도의 편차가 있고 맑
은날 24일의 온도는 4.1도, 습도는15.2%로 맑은날 온습도 편차
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날 외부의 습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내부 습도가 70%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문을 비개방
관리하는 비일상 건축물의 특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맑은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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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간에는 문개방을 통해 내부 습도를 낮추는 직관적인 관

리가 필요해 보인다.

Fig. 7. Ansarangchae moisture content

<Fig. 7>의 안사랑채 함수율 데이터를 보면 안채와 유사하게 
기둥 상부의 함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함수율이 일정범위
에서 집중되는 것 역시 유사하다. 함수율 분포를 보면 하부는 
맑은날 16.1%, 흐린날 19.8%로 3.7% 정도의 변화폭을 보여 자
연건조 후 치목된 목재의 특성이 나타났다. 기둥 상부의 경우 
맑은날 17.4%, 흐린날 21.2%로 비교적 안정적인 평균 데이터를 
보이지만 계측 부재 중 62.5%의 부재가 흐린날 25%이상의 높
은 함수율을 보였다. 해당 부재 모두 일상에서는 20%이하의 함
수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부후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기둥상부의 물성과 대기 환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나무가 가
지는 특성 즉, 뿌리쪽이 줄기쪽 보다 심재면이 넓다. 대기중의 
수분은 변재에서 흡습하기 원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둥 

상부가 변재면이 넓은 구조적 원리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흐린날 보다 맑은날 안사랑채가 다른 건물보다 온도가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전면 마당의 수목 식재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
옥 건축물에서 수목식재는 온도의 상승을 멈추는 작용을 하지

만 대기중의 습도를 높여 한옥 건축물의 경우 적정한 이격 거리

가 필요해 보인다.

(4) 사랑채

사랑채는 고택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와 같이 전면에 
문간채와 담장이 있어 폐쇄적이다. 다만 앞마당이 10m 정도로 
넓게 되어 있어 개방감이 든다. <Fig. 8>의 사랑채 함수율 데이
터를 보면 다른 채보다는 함수율이 낮게 분포되어 있다. 상층부
의 경우도 다른 채보다 맑은날은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론 대기중의 수분의 증가하는 흐린날의 경우 함수율의 변
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목재가 
가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흐린날에도 다수의 부재에서 20%이
내의 함수율을 보여준다. 이는 전면에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있
으며 남동풍에 발생시 담장과 벽이 높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목재의 탈습 조건에 양호한 기후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보

인다. 전후면의 함수율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사랑채의 경우 전

면이 8.8%, 후면이 16.9%로 최대 2배정도의 편차를 보인다. 또
한 상부의 함수율 역시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면부의 기류흐름이 원활해 처마하부의 습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옥은 대기의 흐름이 목재 함수
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름철 그늘 형성 등을 목적으로 수종을 식재하지만 한옥 등과 

같이 목조건축물은 습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은 최소화 하는 것이 

한옥 부재의 부후발생을 관리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Fig. 8. Sarangchae moisture content

(5) 종합

안채, 사랑채, 안사랑채에 대한 함수율 데이터를 보면 날씨에 
관계없이 안채가 전체적으로 높고 사랑채가 낮게 나타났다. 
<Fig. 9>를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수의 위치에서 전면부 
보다 후면의 함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사랑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전면에 문간채가 있고 담장이 2m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 풍향인 동남풍에 직접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건물보다 일조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마당이 확보되어 사랑채 후면부와 온도차

에 따른 대류 발생도 예상된다. 다만 주변환경 육안 조사시 사
랑채 전면 마당의 이끼류 서식이 나타났는데 이는 배수 불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채 상부의 경우 흐린날 후면 이 전
면보다 4%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둥상부는 하부보다 변재면이 넓고 변재는 대기중의 수분 흡

습에 유리한 목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 시간대가 
온도가 높은 오후12~3시인 점을 감안하면 지면과 목재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중의 수분이 상승하고 일부가 고택 처마 부분에 

모이게 되어 목재 상부 흡습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부에 집중되는 습도와 기류 정체 환경
이 다수 발생하는 동남아의 경우 천장 실링팬으로 인공적인 기

류 순환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물론 내·외부 환경조건에
서 차이 등이 있어 목조건축물에 적합한 인공기류 발생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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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isture content of front and rear

4. 결론

본 연구는 한옥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목재 부재의 

함수율 양상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김명관 고택은 건축물의 배치 특성에 따른 함수율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랑채는 고택의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앞마당이 넓다. 안사랑채 역시 사랑채와 같이 ㅡ자형 평면이며 
앞마당이 넓지만 전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사랑채보다 함

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채는 ㄷ자형 평면으로 좁은 앞마당이 
안행랑채에 둘러져 있어 다수의 기둥위치에서 함수율이 두 건

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습도가 높은 조건에서도 사랑채의 
함수율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따라서 목재 함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조건축물 조성 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류흐름

에 방해하지 않는 식재 계획이 적정해 보인다. 
둘째, 고택의 기둥부재는 맑은날 평균 12.2~17.4%를 보였고 

상대습도가 높은 흐린날은 평균17.8~23.1%까지 상승하였다. 결
과적으로 선행연구와 같이 자연건조 목재의 흡습율이 높은 양

상을 보였다. 일부 목재는 상대습도와 관계없이 20% 이상의 함
수율을 보였다. 함수율 20% 이상은 부후균 생육환경 조건이다. 
벌목 후 단기간 건조된 목재는 20~23% 정도의 함수율을 보인
다. 이는 현장에 반입된 목재 실정이다. 따라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기둥 등 대부재에 대한 목재의 함수율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및 검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장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재는 건축 시기부터 

리스크를 가지고 건축 이후에도 미기후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차원이면 인공건조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문화재의 경우 진정성이나 초기 공사비 부담에 
따른 쉽게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연건조와 인공건
조 목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측정위치별 함수율 데이터 분석결과 상부가 중하부보

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기중의 수분이 증가하는 경우에 함수
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옥 지붕이 기둥 중심에서 
외부로 1.5m 내외의 역대각선 모양으로 도출되어 상승하려는 
대기의 흐름을 방해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처마 부분의 높은 

상대습도는 기둥부재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리와 연목 부

재의 함수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처마 부분
에 단청된 부재의 경우 아교의 접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목재는 흡습에 비해 탈습하는 속도가 느려 야간 흡

습시간을 줄이고 주간 탈습 시간을 증가 시켜야 한다. 시간대별 
미기후 데이터 분석결과 상대습도가 80%이하로 목재 탈습이 
가능한 조건을 알 수 있었다. 즉 목재에 미치는 상대습도환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전 4~6시인 새벽 시간대에 기류 순환이 필
요했다. 물론 자연적 바람이 가장 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벽
4~6시 구간의 바람발생이 저조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인공적 순환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목조건축물에 대한 실측을 통해 함수율을 분석하였다. 목재

는 주간에 탈습하고 야간에 흡습하는데 함수율을 직접 측정 방

법은 주간 낮 시간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기후환
경이 변화하는 오전 6~9시 구간이나 야간의 취약한 시간대 현
장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시간대 측정할 수 있는 
고정식 함수율 장비와 야외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명

확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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