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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통건축의 내부기류 전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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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옥의 실내 온도 및 속도 분포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전통건축이 현대적 건축

부재의 채용 없이 전통적 건축 부재의 조화로운 배치 및 부재 간의 조합을 통해서 소기의 열 공학적 설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옥의 내부 기류의 분포 및 온도 분포,

그리고 한옥의 외부형상에 대한 기류분포를 전산 모사하여 한옥의 형태별, 계절별, 주요 기류 및 온도 특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전통 건축물의 주요부재에 관한 열역학적 물성치를 대표 값으로 설정하고 물성치의 변화를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보정하고 한옥 내부의 유동장과 온도분포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Computational Analysis of Air Flows Inside
Korean Traditional House

Jay-Won Kim†, Eun-Yeong Aan††

ABSTRACT

The present investigation is to examine the thermal behaviors of air flows inside Korean traditional

house made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transmitted. The methodology is numerical predictions of air

flows depend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he indoor spaces. The transient computational

simulations are performed along with the different house types, weather condition, and operating time.

Thermal properties of building units have been obtained by the parallel measurements and utilized in

the numerical works. Consequently, the details of flows and temperature of air in the houses illustrate

the thermal design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satisfy the requirements of human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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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던 한옥은 산업

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

정책으로 급속하게 멸실되었으나 최근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친환경 웰빙주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옥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따듯하

고 편리한 한옥 모델을 개발하여 값싸고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

한옥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옥이 가지는 고유

한 환경 성능을 향상시키고 현대적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건축

환경적 측면에서 거주 환경의 열환경, 음환경, 일조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중에 있으며 창호,

구조, 마감, 방충, 수장, 복합화 등의 각 구분별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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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계수 (W/m-K)

벽 체 0.5

문 0.17

구 들 2.9

기 둥 0.173

표 1. 주요 부재의 열전도 계수대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한옥의 성능 향상을 위

한 노력으로는 목재의 구조 성능 향상, 창호, 마감(기

와)재에 관한 대체자재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1][2]. 한옥 재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한옥 건축에 적합한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한옥재료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효과에 대

한 통합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한옥 고유의 친환경적 장점을 계승, 발전시킴

으로써 건강한 주거환경을 꾸준히 지속시킬 필요성

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계절

별 요인을 고려하여 한옥의 실내 온도 및 유동 분포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대적 건축 부재의

채용 없이 전통적 건축 부재의 조화로운 배치 및 부

재 간의 조합만으로도 소기의 열 공학적 설계를 충실

히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해서 한옥의 형태별로 외부기류 분포를 계절별

로 시뮬레이션하고 외부기류의 분석결과를 한옥 내

부의 입력조건으로 하여 한옥 내부의 기류변화와 온

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이로써 한옥의 재

료가 갖는 구체적인 효과와 장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기류 및 온도 분포 분석

2.1 한옥 부재에 대한 물성치 설정

BIM기반의 설계CAD를 이용하여 한옥을 디지털

로 설계하는 경우에, 우리는 디지털 설계 도면을 토

대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3]. 3차원의

가시적 정보는 물론이고 공정정보에 대한 많은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계 한옥

에 대한 열공학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피스 기반의 CAD 도면 데이터를

솔리드기반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터 변환 과정 중에 한옥의 계절별 내부의

온도분포 분석을 위한 각 부재의 열전도 계수, 열용

량, 비열 등의 물성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계공학

및 건축 공학 기준의 현대적 물성치 자료에서는 한옥

의 건축 부재에 일치하는 공학적 물성치를 결정하기

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옥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황토 진흙, 볏짚, 돌의 복합체는 열전도 시험기,

열 풍동을 활용하여 실측 후 전산 해석의 물성치로

활용한다. 각 부재에 사용된 물성치는 열전도 계수,

열전달 계수, 두께 등이며, 천정과 기와사이의 공간

에 대한 온도 저항값도 계절별로 산출한다. 본 과제

의 수행에 사용된 주요 부재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각 물성치는 상온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온도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는 Boussinesq 근사식을 활용하

여 보정한다.

2.2 한옥 외부 기류 해석

한옥 외부 유동장 해석을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XFLOW v0944을 사용하여 전산해석을 실시하였다.

전산해석에 사용된 유동의 지배방정식으로 볼츠만

(Boltzmann) 방정식-입자의 분포가 확률적으로 표

현되고, 통계역학 특히 입자간의 운동학 이론 (kinetic

theory)를 통하여 압력, 속도, 밀도와 같은 거시적 물

리량과 입자의 분포함수가 연관되어 입자의 흐름

(streaming)과 충돌 (collision) 항으로 표현하여 유

동 해석 시에 격자를 만들지 않고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과 SPH (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입자해석 기법을 연동하여 개발된 meshless CFD 해

석 프로그램인 XFLOW를 이용하였다. meshless

CFD 해석 S/W인 XFLOW는 LBM과 SPH의 연동

해석 솔버(solver)를 채택하여 CFD 해석 수렴성이

뛰어나고, 계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

다 기존의 LBM 기법을 이용한 솔버가 슈퍼컴퓨터나

고성능 컴퓨터 (HPC, high performance computer)

등 에서만 작동하는데 반해 XFLOW는 데스크 PC

및 PC급 워크스테이션에서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는 이점이 있다. 전산해석에 사용된 경계 조건은 다

음과 같다.

① 한옥 외부의 기류해석을 위하여 외부평균풍속

남동풍 5.0 m/s을 기준풍속으로 적용하였으며,

기온은 22℃를 고려하였다.

② 외기의 풍속조건은 다음과 같이 노풍도 구분(대

기경계층 유동)을 고려하여 입력조건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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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변 지역 구분

산출근거 기준 입력값

외부

풍속

= 5.0 m/s

(남동풍)

여기서, VR: 기준풍속, ZR: 기준높이, α: 노풍도

(0.14)

다음은 일반적인 노풍도 구분에 대한 간단한 도식

과 주변지역의 지표면 상태에 따른 노풍도 값을 나타

낸다.

노풍도구분 A B C D

ɑ 0.33 0.22 0.14 0.10

노풍도구분 주변지역의지표면상태

A
대도시 중심부에서 10층 이상의 대규모 고

층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B

높이 3.5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지역, 중층건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C
높이 1.5～10m 정도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

는 지역, 저층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D
장애물이 거의 없고, 주변 장애물의 평균높

이가 1.5m 이하인 지역, 해안, 초원, 비행장

표 2 지표면 상태에 따른 노풍도 값

2.3 한옥 내부에 대한 전산 해석

전산해석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질량 보존 방정

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 사용

되었으며, 난류 모델은 표준 ｋ-ε 모델을 사용한다.

사용된 지배방정식 및 난류 모델은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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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유동 내의 압력은 (여기서 온도  , 밀도 )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적분을 통하여 정

적 유동 내의 압력 분포에 대한 식    

를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온도 변화   ′  ,

밀도 변화 ′  그리고 압력변화 ′ 를 고려하

여 식 (4) 에서의 압력과 부력에 관한 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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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 
′이며 는 체적 팽창계수를 나타

낸다.

식 (5)에서 ′를 로 대체하면,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전산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구성은 사면체(tetra-

hedron) 격자와 프리즘(prism)격자로 분할하여 구성

하였으며 격자가 구성된 모델의 단면을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프리즘 격자는 히트싱크 내에서 냉각수와 히트싱

크의 벽면 및 냉각 핀들이 접하는 부분에 얇은 프리

즘 레이어(prism layer)를 삽입하여 큰 속도 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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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옥 외부의 기류해석 도메인의 크기

그림 2 한옥 내부 해석을 위한 격자의 형상

그림 4 한옥 외부의 모델링 형상

그림 5 한옥 외부의 기류 분포(중간단면, m/s)

기울기에 대한 해석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다.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면체 격자로 구성

된다. 격자수는 대략 130여만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산해석 수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정상상태에

서 자연대류 유동해석을 실시하였고, 한옥 내부의 온

도 변화 및 기류 분포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정상

상태에서 열전달 해석을 실시하였다. 전산해석에 사

용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4].

① 한옥 외부 경계에 의한 대류열전달 및 벽면 또

는 창문을 통하는 전도열전달을 고려하며, 옥외 온도

는 22℃이고 옥내 온도는 18℃를 고려하였다.

② 한옥의 현물 재료와 동일한 물성 조건을 부여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하계의 온

도 분포와 기류 분포의 정상 상태에서의 유동 변수를

결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한옥 외부의 기류 전산해석

다음의 그림 3은 한옥 외부의 기류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 모델링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 도메인의

크기는 100(가로)m × 120(세로)m × 40(높이)m이며,

해석에 사용된 가상의 입자 수는 약 300만개이며, 한

옥 건물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약 0.07m의 입자 간격

을 적용하였으며, 공간상에 대하여 최대 약 1.12m의

입자간격으로 배치하였다. 한옥 외부의 기류는 외부

기온 22℃로 대류경계층 유동 모델을 이용하여 남동

풍 5m/s의 입구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창문 틈새

나 창호지를 통한 통풍효과 및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

류 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4는 한옥 외부의

형상에 대하여 모델링된 3차원 형상, 측면도, 정면도

및 배면도에 대하여 각각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그림 5는 한옥 외부의 기류분포를 한옥의

가로방향 단면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기류의 전체

적인 유동방향은 해석결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동방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입구부에 적용된 대류

경계층 유동모델에 의하여 지면에서 속도의 no-slip

조건이 적용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입구유속이 증

가하게 된다. 한옥 주변의 기류분포를 살펴보면, 한

옥의 전면부에서 정체영역이 형성되어 유속이 감소

되며, 지붕의 용마루에서 기류가 박리되어 큰 와류가

형성되면서 한옥의 지붕 뒷면으로 넘어가며 큰 재순

환 영역을 형성하면서 후류영역을 생성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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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옥 외부의 속도벡터 분포(중간단면, m/s)

그림 7. 한옥 외부의 와도(Vorticity)분포(중간단면)

그림 8 한옥 내부의 모델링 형상

그림 9. 혹서기 한옥 내부기류 분포(중간 단면, m/s)

현상은 한옥의 길이방향의 단면들에서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림 6은 한옥 외부의 기류분포에 대한

속도벡터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그림 7은 한옥 외부의 와도를 나타내고 있

다. 대부분의 와도가 생성되는 부분은 추녀에서 생성

되기 시작하여 내림마루를 타고 용마루까지 생성되

면서 지붕을 넘어간다. 이렇게 생성된 와도는 용마루

에서 박리되며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분은 다시 지붕

의 뒷부분으로 재부착이 되기도 한다. 용마루에서 박

리되어 떨어진 와도는 후류부분으로 이동되면서 강

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소멸되기도 한다. 또한, 기단

부에서 약하게 와도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3.2 한옥 내부의 자연대류 및 온도분포 전산해석

외기 조건의 확보를 바탕으로 계절별 실내 기류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대상 건물의 각 방에 대한

면적비와 전축 자재의 구성은 김도연과 오혜경의 논

문[1]을 참조하여 예비 계산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전산해석은 한옥 내부의 자연대류 및 온도분포 해석

을 위하여 사용된 모델링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한

옥 외부로 노출된 창문 및 외벽면에 대해 혹서기와

혹한기 조건에 따른 외부 대류 열전달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한옥 외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열전달 현

상을 고려하였다. 실내의 대청과 연결되어 있는 내벽

부분과 방문 및 천정부분에 대해서도 혹서기 및 혹한

기의 외부온도 조건 45℃, -20℃에 대한 대류 열전달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열전달을 고려하였다. 또한 방

안의 온돌 부분에 대하여도 열전달 효과를 가정하여

경계조건 (윗목과 아랫목으로 구분 후 등온 조건부

여)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창, 방문 틈새나 창호지를

통한 통풍효과는 없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의 8은 한옥 내부의 자연대류 및 온도분포 해

석을 위하여 사용된 모델링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옥 외부로 노출된 창문 및 외벽면에 대하여 외부평

균기온 22℃의 외부 대류 열전달 경계조건을 적용하

여 한옥 외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열전달현상을 고

려하였다. 실내의 대청과 연결되어 있는 내벽부분과

방문에 대하여 그리고 천정부분도 실내 평균 기온

18℃와 열전달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류열전달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열전달을 고려하였다. 또한 바

닥면의 온돌 부분에 대하여도 지면의 평균온도 18℃

와 열전달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류열

전달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창 또는 방문의

틈새나 창호지를 통한 통풍효과는 없는 것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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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혹한기 한옥 내부기류 분포(중간 단면, m/s)

그림 11. 한옥 내부의 최대 온도 영역(21℃ 등온, 붉은색 부분)

그림 12. 한옥 내부의 19.3℃ 등온 영역(녹색 부분)

그림 13. 한옥 내부의 19℃ 등온 영역(초록색 부분)

그림 14. 창문에 인접한 기류의 이동 궤적

그림 15. 창문에 인접한 기류의 이동 궤적

하였다.

다음의 그림 9, 10은 한옥 내부의 자연대류에 의한

기류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내부의 기류는 옥외의 상

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외기와 접하고 있는 외벽면

또는 창문을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열전달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며, 따라서 해석결과의 왼쪽면에서 공

기의 밀도차이에 의한 부력효과가 강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자연대류가 발생되며

기류의 방향은 왼쪽면에서 상승류가 발생되고, 천장

면을 따라서 대청과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면의 내벽

으로 기류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발

생되는 자연대류의 최대 속도는 약 0.12 m/s정도이

고. 방안 전체의 공간에서는 불과 0.04m 정도의 기류

분포를 나타내어 비교적 자연대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혹한기와 혹서기에 대해서도 내/외

부에 대한 같은 실험을 통한 유동해석의 결과로 계절

에 관계없이 유사한 기류분포와 온도 분포를 나타내

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의 그림 11～13은 한옥 내부의 등온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얇은 창호지를 통한 창문의 외부 열

전달 효과가 벽면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창문부분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4는 상대적으로 쉽게 외부의 열원이

한옥 내부로 열전달 되는 창문에 대하여, 창문에 인

접한 실내의 공기가 자연대류에 의하여 한옥 내부로

이동하는 공기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기류의 궤적

은 실선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실선에 표시되는 색깔

은 기류의 온도를 타나내고 있다. 이후 창문부분의

공기는 그림 15와 같이 자연대류에 의하여 천장부분

으로 거의 수직상승을 하게 되고, 천장을 타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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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한옥 내부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

편 벽면의 중간위치로 이동한 후에 일부는 하강하고,

일부는 다시 외부기류와 접하는 외벽면으로 이동하

는 기류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그림 16은 한옥 내부의 천장부분과 중간높

이에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천장에서 온도분

포는 자연대류의 상승기류가 발생되는 외벽부분과

창문이 접하는 청장부분에서 약 20℃보다 높게 온도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청과 접하는 내벽의 가로

방향의 중간위치에서 약 19℃보다 낮은 온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내의 중간높이에서

의 온도분포는 거의 온도차이가 약 0.5℃ 이내로 유

사한 온도분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한옥 내부의 외벽면, 내벽면, 창문, 방문 등

의 부재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열전달량은 대략적으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외벽면 내벽면 창문 온돌 방문

51.6(w) -18.6(w) 7.6(w) -12.1(w) -2.1(w)

표 3 한옥 내부의 부재들은 통한 열전달량 비교

4. 결 론

본 연구는 한옥의 실내 온도 및 속도 분포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전통건축이 현대적 건축

부재의 채용 없이 전통적 건축 부재의 조화로운 배치

및 부재 간의 조합을 통해서 소기의 열 공학적 설계

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한

전산 해석 방법으로, 한옥의 외부형상에 대한 외부

기류분포를 전산 모사하여 한옥 내부의 입력 조건으

로 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옥 내부에 대한 형태별,

계절별로 실내 기류와 온도 특성을 획득하였다. 전산

해석을 통해 도출된 온도 분포 및 내부 기류의 분포

는 열효율의 측면에 있어서나 건축물 내부 온도의

달성 등에 있어서 건축물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로써,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

서 볼 때, 현대 생활공간으로서 한옥의 기능적 역할

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정 지역이 결정되고, 계절별 풍향과 풍속이

제공되면 보다 다양한 환경특성을 고려한 기류해석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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