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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에서 로비층의 평면형태가 연돌효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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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kinds of problems by stack effect occur in the high-rise buildings that 

have the simple plan on the first floor designed only by an external wall and an E/V shaft 

wall. Therefore, some buildings in the foreign countries has made the additional inside walls 

between lobby and E/V hall as a countermeasure on stack effect. An additional wall in the 

lobby is very useful countermeasure on stack problems because lobby is a main airflow path 

in the building. Decreasing effect on stack problems by an additional wall of lobby is 

reported in this study. An ordinary office building that has a simple lobby plan is simulated 

and measur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characteristics on stack effect are 

changed by methods of applying additional walls and that alternations of countermeasures 

which building conditions like the kinds of problems and the problem's velocity etc. are 

considered are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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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존 J와 I 사이의 공기유동률[kg/s] 

  :  존 i의 용 , [㎥]

 :  존 i에서의 공기질량, [kg]

  :  존 i에서의 온도, [K]

  :  기체상수 287.055 [j/kgK]

1 .  서  론

오늘날 인구의 증가와 건설기술의 발달로 건

물은 차 고층화, 고 화가 속하게 개되고 

있다. 건물의 고층화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

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표 인 것

이 연돌효과(Stack effect)이다. 

연돌효과는 공기의 도차로 인한 공기유동 

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층건물의 경우 엘리베

이터 샤 트와 같은 수직통로를 통해 상승류가 

발생하며 건물 내외부 온도차( 도차)가 큰 겨울

철에 주로 나타난다. 즉 연돌효과는 실내외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

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특성을 가진다. 연돌효과

에 따른 공기유동은 수직샤 트와 외기 간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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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차가 제로가 되는 성 를 기 으로 성  

상부에서는 수직샤 트에서 외기로 공기가 유출

되며, 성  하부에서는 외기에서 수직샤 트로 

공기가 유입되는 상을 보인다. 특히 지하층  

로비층의 경우, 출입이 빈번한 , 기 층 외피에 

비해 상 으로 기 성이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실내로의 공기유입이 하게 

이루어지는 지 이다. 따라서 일반 으로 지하층 

 로비층 출입문의 경우, 방풍실, 회 문 등을 

설치하여 개폐에 따른 공기유입을 최소화하고 있

다. 그러나 건물이 고층화되어 수직상승류가 커

지게 되면 종래의 방풍실, 회 문으로는 연돌효

과에 따른 공기유입을 차단하기에는 한계를 가지

게 된다. 이 경우 방풍실  회 문의 경우,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보다는 도어에 걸리는 압력

을 분담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거나 통행에 따

른 도어의 개구면  변동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이 고층화 될 경우에는 

층부  로비층에서의 공기유입을 극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책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고층건물의 연돌 책에 해 많은 검토 

사례가 있는 일본의 경우, 로비층에 극 인 추

가구획을 통해 외기의 실내로의 유입을 최소화하

고 있다. 그 실례로 일본 동경 롯본기소재의 모

리빌딩의 경우, 겨울철에 간헐 으로 연돌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한 책의 일환으로 로비 

제1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에 이르기까지 3단

계의 구획을 채용하여 연돌효과에 따른 문제의 

일부를 해결한 바 있다(Fig. 1, 2 참고). 

Fig. 1 외부에서 로비층 E/V 홀까지의 3단계 구

획 평면

Fig. 2 롯본기모리빌딩 로비층 코아 입구문 구획

Fig. 3 미쯔이타워 로비층 E/V홀의 추가구획

비교  최근에 건설된 동경 미쯔이타워(지상 39

층, 지하4층)의 경우도 Fig. 3과 같이 로비층에 

방풍실(스윙도어+자동문)을 설치함은 물론 엘리

베이터 홀 입구에 별도의 구획을 추가하여 엘리

베이터 홀에의 공기유입을 극 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고층

건물의 경우, 통행상의 문제, 인테리어측면을 고

려하여  로비층에서 구획이 회 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재한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결과 으로 외피와 수직샤 트 구획만으로 구

성된 단순화된 로비층의 평면형태로 인하여 고층

건물에서 연돌효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층형 오피스건물에 

해 로비층에서 추가구획이 연돌효과에 미치는 

향에 해 검토하 다. 검토 상건물은 국내의 

일반 인 오피스건물이며, 먼  시뮬 이션을 통

해 상건물 로비층 E/V홀에 추가구획을 실시한 

경우의 로비층 각 구획의 압력분포, 공기유입량, 

건물 체에 한 향 등을 검토하 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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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상건물 로비층 

E/V홀에 실제 추가구획을 설치하는 실증실험을 

통해 추가구획이 연돌효과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검토하 다. 

2 .  검 토 상  건 물 의  개 요

검토 상 건물은 서울시 서 구 서 동에 

치한 지상 43층, 지하 8층, 연면  197,428m2 규

모의 오피스건물이다. 본 건물에는 지상 1층∼6

층 포디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용, 화물용 

그리고 셔틀용 E/V가 설치되어 있다. 승객용 

E/V는 층용(1층~19층), 층용(19층~30층), 고

층부(30층~42층)으로 분리 운행된다. 비상용과 화

물용 E/V는  층으로 운행되며, 셔틀용 E/V는 

지하주차장(지하 7층~5층)과 1층 사이에서 운행

된다. 상건물의 1층과 기 층의 평면을 Fig.4에 

나타내며 상건물의 단면을 Fig.5에 나타낸다.

(a) 1F 평면도
  

(b) 42F 평면도
Fig. 4  평면도

Fig. 5  단면도

3 .  시 뮬 이 션 을  통 한  로 비 층  추 가 구 획

의  효 과  검 토

3.1 시뮬 이션의 개요

상건물의 연돌효과 규명을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시뮬 이션인 

CONTAMW가 사용되었다. 상공간과 같이 검

토지 이 많은 경우 네트워크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많은 지 에 해 동시에 각 지

(node)의 공기특성(압력분포, 온도 등)이나 각 지

간의 공기유동량을 용의하게 측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모델의 공기유동 해석은 다음의 알고리

즘을 따른다.

        (1)

여기서, 공기질량이 이상기체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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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t)에 따른 비정상상태의 유동은 질량보존

의 법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3)

시뮬 이션을 한 기본 인 건물내외부 조건

은 Table1과 같다. 실내 설정온도는 24℃로 하

으며 외기조건은 기 성 실측당시의 온도인 25℃

를 용 하 다. Table2에는 검토 이스를 나타

낸다.

구 분 내  용

온도설정

실내(사무공간, 홀 등) : 24℃ (동계)

외기 : 2.5℃ (동계)

지하주차장(비공조공간) : 15℃

기면
CONTAMW Library, ASHRAE Data,

상건물 실측 Data

Table 1. 시뮬 이션 조건

Case 내  용

Case 1 차단 

Case 2 로비층 고층부 E/V홀 차단 후

Case 3 로비층 고, , 층부 E/V홀 차단 후

Table 2. 시뮬 이션 검토 이스

3.2 시뮬 이션 결과

시뮬 이션 결과를 Fig.6 ～ Fig.8에 나타낸다. 

Fig.6은 로비층 E/V홀 추가구획에 따른 E/V도어

에 작용하는 압력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7은 

각 E/V shaft로의 공기유입량의 상 비율을 

Case1을 기 으로 나타낸다. Fig.8에서는 로비층 

E/V홀 추가구획에 따른 로비층의 외피  북측 

출입구에 작용하는 압력차를 나타낸다.

 Fig.6에서, 로비층 E/V홀 추가구획이 되지 않

은 Case1의 경우에 1층의 각 E/V 도어에 작용하

는 압력차는 고층부에서 55.8[Pa], 층부에서 

25.1[Pa], 층부에서 10[Pa]로 나타났다. 이에 

하여 1층 고층부 E/V홀 입구에 추가구획을 설치

한 Case2에서는 고층부에서 38.9[Pa], 층부에서 

27.5[Pa], 층부에서 13.4[Pa]로 나타났으며, 1층

의 체 E/V홀 입구에 추가구획을 설치한 Case3

에서는 고층부에서 39.0[Pa], 층부에서 19.1[Pa], 

층부에서 6.2[Pa]로 나타났다. 의 결과에서 

고층부 E/V홀에 구획이 추가된 Case2의 경우, 

고층부 E/V도어에 작용하는 압력차는 감소하

으나 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층부  층부의 

E/V도어에 작용하는 압력은 증가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즉 문제 개소에 구획을 추가하는 

종래의 건축계획  방법에서 나타나는 압력 이

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층부  

층부, 층부 E/V홀에 해서도 구획을 추가한  

Case3의 경우, 모든 E/V도어에 작용하는 압력차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Case3에서는 모든 E/V홀을 상으로 구획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압력 이가 최소화되어 체

인으로 압력차가 감소되었다.

Case2와 Case3에 하여 고층부의 E/V도어에

서의 압력차 변화를 비교해 보면, 고층부 E/V홀

에 해서만 구획을 추가한 Case2의 경우가 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Fig. 6 E/V Door 작용압력차 ( P)

Fig.7에서, 각 E/V shaft로의 공기유입량 감

효과는 로비층 E/V홀 추가구획을 부 실시한 

Case3(약 18.3% 감)이 국소 으로 구획을 설치

한 Case2(약 1.7% 감)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

며, 건물 체의 공기유입량을 상으로 하는 측

면에서는 추가구획 설치범 가 큰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Fig. 7 고층형 E/V Shaft를 통한 공기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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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층 E/V홀 추가구획이 로비층의 외피  

북측 출입구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결과, Fig.8

과 같이 추가구획 설치범 가 넓은 Case3이 국소

으로 구획을 설치한 Case2에 비해 각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차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구획의 설치범 가 많을수록 1층 로비

실내의 압력이 상승하여 결과 으로 로비와 

외기 간의 압력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로부터, 추가구획의 설치방

법(설치범 )에 따른 연돌효과의 발생특성이 상

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연돌효과문제의 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정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8 1층 압력분포

4 .  실 측 을  통 한  로 비 층  추 가 구 획 의  효

과  검 토

4.1 실측 개요

 

측정 상건물  기본 인 측정조건(구획의 

설치조건)은 시뮬 이션과 동일하다. 추가구획의 

설치  철거를 하여 측정은 각 측정조건에 

하여 다른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측정일정이 상

이하기 때문에 각 측정에 하여 비교를 한 기

조건에 측정도 별도로 실시되었다. 각 측정조

건에 한 상세를 Table 3과 같다. 각 측정조건

에 한 측정항목  측정 치는 Fig.9과 Fig.10

에 나타내고 있다. Fig.11과 Fig.12에는 추가구획

의 실제 설치상황을 나타낸다. 측정항목 , E/V

도어의 통과풍속의 측정 시에는 E/V도어를 개방

하여 도어틈새의 풍속을 측정하 다.   

Fig. 9 고층부 E/V hall 추가 구획(Case1-2)

측정 치

Fig. 10 , ,고층부E/V hall 추가 구획

(Case2-2)측정 치 

Fig. 11 1층 고층부 E/V홀 추가 구획 경

Fig. 12 1층 , ,고층부 E/V홀 추가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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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측정일 09년 02월 21일

측정 Case
Case1-1 : 차단

Case1-2 : 고층부 E/V홀 추가 구획

측정 내용

고층부 E/V홀 로비, 42층 E/V도어 

압력차, E/V도어 통과풍속, 소음

, 층부 E/V홀 로비 E/V도어 압

력차, E/V도어 통과 풍속, 소음

기압 101667 Pa ~ 101710 Pa 

외기온 1.4℃ ~ 1.2℃

Table 3  측정조건1 (고층부 E/V홀 추가 

구획)

  

Table 4  측정조건2 ( , ,고층부 E/V홀 추가 

구획)

구 분 내 용

측정일 09년 03월 07일

측정 

Case

Case2-1 : 차단

Case2-2 : 고, , 층부 E/V홀 추가 구획

측정 

내용

고층부 E/V홀 로비, 42층 E/V도어 압력

차, E/V도어 통과풍속, 소음

, 층부 E/V홀 로비 E/V도어 압력차, 

E/V도어 통과 풍속, 소음

기압 102445 Pa ~ 102430 Pa 

외기온 -0.4℃ ~ -0.3℃

4.2 실측 결과

각 측정조건에 한 측정결과를 Fig.13 ～ 

Fig.16에 나타낸다. Fig.13과 Fig.14는 1층의 고층

부 E/V홀 입구에만 추가구획을 설치한 측정

1(Case1-1  Case1-2)에 한 압력차와 풍속의 

측정결과를, Fig.15와 Fig.16은 1층의 모든 E/V홀 

입구에 추가구획을 설치한 측정2(Case2-1  

Case2-2)에 한 동일항목의 측정결과를 나타낸

다. 

Fig.13의 기 조건 Case1-1에서, 1층 E/V도어

의 차압은 고층부 63[Pa], 층부 55[Pa],  층부 

30[Pa]로, 42층 E/V도어는 43[Pa]로 나타났다. 고

층부에만 구획을 설치한 Case1-2에서는 1층 E/V

도어의 차압은 고층부 54[Pa], 층부 56[Pa],  

층부 32[Pa]로, 42층 E/V도어는 39[Pa]로 나타났

다. 결과 으로 고층부 E/V도어의 압력차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층부와 층부 E/V도어의 압

력차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뮬 이션에

서 나타나는 경향과 동일한 결과로, 국소 인 구

획설치에 따른 압력 이 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Fig.14에서, 기 조건 Case1-1의 통과풍

속은 1층 고층부 5.2[m/s], 층부 4.3[m/s], 층

부 4.9[m/s]로, 42층에서는 2.2[m/s]로 나타났다.

 Case 1-2에서는 1층 고층부 3.58[m/s], 층

부 5.15[m/s], 층부 4.61[m/s]로, 42층에서는 

2.18[m/s]로 나타났다. 측정시의 건물상황(거주자

의 통행 등)  측정오차를 고려할 때, 체 으

로 압력차의 측정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3 E/V도어 작용압력차

Fig. 14 E/V도어 통과풍속

1층의 모든 E/V홀 입구에 추가구획을 설치한 

Fig.15  Fig.16의 결과에서도, 시뮬 이션과 동

일하게 구획추가에 다른 압력 이가 최소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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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V도어의 압력차  풍속이 감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 E/V도어 작용압력차

Fig. 16 E/V도어 통과풍속

측정1과 측정2의 고층부 E/V도어에 한 결과

를 비교해 보면, 측정1에서는 도어에 작용하는 

압력차가 63[Pa]에서 54[Pa]로 약 14% 감되고 

있으며 풍속이 5.25[m/s]에서 3.58[m/s]로 약 

32% 감되고 있는 데에 비해, 측정2에서는 도어

에 작용하는 압력차가 71[Pa]에서 66[Pa]로 약 

5.6% 감되고 있으며 풍속이 5.46[m/s]에서 

4.38[m/s]로 약 20% 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고층부에만 구획을 용한 경우에 국소

인 측면에서의 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 한 시뮬 이션과 동일한 경향의 결과이

다. 

시뮬 이션과 측정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체 으로 양측의 결과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

으나, 동일한 구획조건에서 측정에서의 연돌효과

특성에 한 변동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건물의 경우에는 시뮬 이션에서 구 하기 

어려운 미세 틈새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건물을 

상으로 하는 연돌효과 책에 있어서, 책 용

에 따른 오차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이와 같

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  결 론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과 실측을 통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오피스의 형 인 평면 형태는 연돌효과

응에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1층의 

E/V 홀은 건물의 주요 공기유동 경로로써 

이를 차단하는 방법에 의한 연돌 감효과를 

검증하 다.

(2) 고, , 층부 E/V 홀의 추가구획 상을 설정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건

물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한 책

선정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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