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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

건물외피는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에

너지손실 경로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건물외피를 통

한 열손실을 저감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물론 우리나

라에서도 지역별, 건물 부위별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한

편, 법적 단열기준치인 최소 요구수준을 넘어 건물외피의 

단열성능 극대화를 위한 각종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은 유한한 화석에너지 

문제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의 방법이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단열기술은 실내 열의 외부 손실 방지가 주목적

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태양에너지를 차단할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기

존 단열벽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태양열을 최대한 흡

수하여 입사된 태양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건물 외벽에 적용하여 외피시스템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투과형 단열벽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박사과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1.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기존 건물 외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

반벽체(기준모델)와 건물 외벽 1면에 부착되는 투과형단

열재 벽체(비교모델)의 열성능 비교․평가를 직접 개발한 

수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과형 단열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복사와 전도에 의한 열손실율 및 전체 열관류율 특

성을 분석하 고, 수치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각 벽

체 표면온도, 자연실온 및 냉․난방부하를 비교하 다.

2. 건물 외피 투과형단열벽 시스템10)

투과형단열벽 시스템은 건축구조에 따라 벽체에 직접 

부착하거나, 태양복사에너지에 의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

해 투과형단열벽에 수직의 통기구를 만들어 냉방기에는 

공기층의 과열공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투과형단열벽 시스템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

법에 따라 3가지의 기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1 직접취득형 투과형단열벽 시스템

그림 1은 직접취득시스템의 개념도로 기존 벽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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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외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직접취득시스템은 

태양 복사에너지가 투과형단열재를 통하여 직접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의 표면에서 열로 변화하게 된다. 실의 온

도는 실내 표면의 온도에 비례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한

다. 태양 복사에너지가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축열에 의

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직접취득형 시스템

2.2 태양벽형 투과형단열벽 시스템

태양벽 시스템에서는 외벽구조체의 외부면에 입사하는 

태양복사열이 열로 변환된다. 투과형단열재의 단열작용에 

따라 에너지는 벽체의 단면을 통하여 실내의 벽체표면으

로 전달되어 공기로 방출된다. 실내온도는 태양복사열에 

대해 시간 지연되어 변화하며, 시간지연효과(Time Lag 

Effect)는 축열벽의 재료와 두께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림 2는 태양벽 시스템의 개념도로 간단한 시스템 구

성, 시간지연 된 실의 가열, 직접취득시스템에 비해 실에

서의 온도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은 장점이나 직

접취득시스템에 비해 외부로의 열손실이 크고, 복사에너

지가 축열체에서 일단 흡수되면 실내로의 열공급에는 더 

이상 향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 태양벽 시스템

2.3 분리형 투과형단열벽 시스템

분리형시스템에서는 태양복사열이 실에서 분리된 흡수

면에서 열로 변환된다. 태양열은 덕트시스템을 통하여 실

내로 직접 전달되거나 건물구조체의 구성요소 또는 설비

기술에 속할 수 있는 축열체에 전달된다. 그림 3은 분리

형시스템의 개념도이다. 열매로는 대부분 공기나 물이 이

용되며 열적으로 분리된 축열체에서 실내로의 열방출은 

흡수체나 축열체의 온도에 상관없이 조절된다. 분리형시

스템은 태양복사열과 열부하 사이에 큰 시간지연효과를 

이용하는 경우와 분리형 축열체나 단순히 건물구조에 통

합 될 수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

그림 3. 분리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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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과형단열벽 시스템 요소 설계

투과형단열재의 사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

성의 변수가 되는 재료의 열적, 광학적 특성, 규격 및 유

리와의 조합에 의한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J. A. Chattha가 개발한 투과형단열재 

열특성 분석 프로그램의
1)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한 후 구

성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복사와 전도에 의한 열손실율 

및 전체 열관류율을 계산하 다. 또한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열관류율)의 추이를 검토하여 최적안 설

계에 활용하 다.

변수 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전체 열관류율 기준에 

의한 검토에 의하면 변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투과형단열재의 길이와 직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의 경우, 길이의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열관류율이 

감소하나 60∼80㎜ 이후의 하강 폭은 완만한 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시스템의 크기는 벽체의 두께 등을 감안할 

때 50㎜ 이상 80㎜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헌에 의하면 셀의 길이와 직경과의 관계는 셀의 길이

가 최소한 직경의 10배 이상이어야 대류를 억제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단열재의 직경은 길이와 함께 

투과형단열재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친다. 직경이 커질수

록 열관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으나 직경이 

너무 작을 때에는 고체 면적율이 커지므로 빛의 투과율

이 상대적으로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직경은 길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 3∼4㎜ 정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변수들도 투과형단열재의 성능에 

향을 미치나 타 변수에 비해 그 향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향은 투과형단열벽 시스템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유리와 사용 장소들에 대한 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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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셀의 길이

(b) 셀의 직경 

(c) 셀의 두께 

(d) 셀의 열전도율

그림 4. 투과형단열재 변수 변화에 따른 전도-복사 및 열관류율

(HR - 복사열손실, HC - 전도열손실, HT - 총합열손실)

4. 이론해석

건물 외벽에 부착되는 투과형단열재의 열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모델은 그림 5와 같이 유리 덮개를 갖는 투과

형단열재, 중공층 및 축열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과

형 단열재의 상․하부에는 외부 공기가 출입할 수 있도

록 통기구(air vent)를 설치하 다. 

중공층에 면하는 투과형단열재 후면 덮개와 축열벽 표

면은 태양복사열에 의하여 가열되고, 열전달에 의하여 중

공층내의 공기를 서서히 가열한다. 

중공층 온도가 외기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하부 

통기구를 통하여 외기가 유입되고 가열된 공기는 굴뚝효

과(stack effect)에 의하여 상부 통기구를 통해 배출된다. 

이와 같은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순환을 제어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실내에 작용하는 관류열부하를 

감소시키게 된다.

건물 외벽에 부착되는 투과형단열재의 열해석은 복사, 

대류 및 전도등의 복합된 경계조건을 갖는 열전달 문제

로서 수치모델의 이론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⑴ x축 방향의 온도구배만을 고려한 1차원 열전달 문

제로 간주하 다.

⑵ 재료의 물성치는 온도변화와 무관하다.

⑶ 투과형단열재의 축열벽면에 흡수되는 일사량 산출

시 그림자에 의한 향은 무시하 다.

⑷ 중공층에서 공기의 물성치는 온도의 함수이다.

⑸ 모든 표면은 산란반사와 방사에 대하여 회색체로 

간주하 다.

⑹ 지표면 온도는 외기온도와 동일하다.

그림 6은 건물외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체로서 

기준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5. 투과형단열재(TIM) 벽체(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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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벽체(기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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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사량 분석

수평면에 입사하는 총일사량 및 확산일사량을 알고 있

으면 수직면에 대한 시간당 직달일사량과 확산일사량(산

란일사 + 반사일사)은 식(1)∼식(3)에 의해 계산된다.

Gb=( cosθ/cosθ z)( I t- I d)                               (1)

Gd=0.5 I d                                               (2)

Ggr= 0.5ρ grI t                                           (3)

4.2 에너지평형방정식

외부에 면하는 유리덮개, 투과형단열재, 중공층에 면하

는 유리덮개 및 중공층에서의 에너지평형방정식은 각 각 

식(4), (5), (6) 및 (7)과 같고, 천공온도(T sky)는 Berdahl과 

Martin의 제안식, 즉 건구온도와 노점온도, 시각의 함수

에 의해 산출하 다.

Hvo(Tg1-Tdbt)+Hrs(Tg1-Tsky)+Hrg(Tg1-Tgrd)

= Hv t(Tg2-Tg1)+Hr t(Tg2-Tg1)+α gI                  (4)

Tt= (Tg1+Tg2) /2                                      (5)

Hv t(Tg2-Tg1)+Hr t(Tg2-Tg1)

=Hva (Tf-Tg2)+Hrw(Tw1-Tg2)+τ gτ tα gI              (6)

Hva(Tw1-Tf)=Hva(Tf-Tg2)+ Q̇                       (7)

Tsky=Tdbt(0.711+0.0056Tdew

+0.000073T
2
dew+0.013cos (t))                       (8)

중공층의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중공층 내에서는 열사이펀 작용에 의한 Thermociculation

이 발생하며, 이 때 공기에 전달되는 열량은 식(9)에 의

해 산출된다.

Q= ̇ m ̇Ca(Tout-T in)

WH
                                  (9)

중공층 내의 평균온도는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

며, 식(9)는 식(10)에 의해 식(11)로 변환된다.

Tf=(Tout+T in)/0.5                                   (10)

Q= ̇ 2ṁCa(Tf-T in)

WH
                                 (11)

중공층의 평균온도 및 도가 높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Bernoulli 방정식에 의해 중공층내

의 평균 유속( V)는 식(12)에 산출 가능하다.

V=
2gH

C 1(
Ag
Av )

2

+C 2

(Tf-T in)

|Tf|
                     (12)

윗 식에서, C 1( Ag/Av )
2+C 2는 압력손실을 나타내며, 

C 1과 C 2는 각 각 8.0과 2.0으로 Trombe et. al.이 제안한 

값을 이용하 다.

그러므로 하부 통기구를 통해 중공층 내로 유입되는 

공기 질량유량은 식(13)과 같다.

ṁ= ρaAgV                                            (13)

중공층의 온도가 외부온도 보다 낮아 통기구가 차단되

어 유동(air flow)이 발생되는 않는 경우 중공층 온도는 

중공층에서 면하는 유리덮개와 축열벽면의 평균온도와 

동일하다.

Tf=
Tg2+Tw1

2
                                       (14)

축열벽면에서의 지배방정식은 열발생이 없는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으로 식(15)와 같다. 이는 중공층 및 실내와 

접하는 표면에서 일사, 대류 및 복사가 복합된 경계조건, 

즉 식(16) 및 식(17)을 만족하여야 한다.

ρwCw
∂Tw
∂t
=
∂
∂x (kw

∂Tw
∂x )                             (15)

-k
∂T
∂x | x= w1= hva(Tf-Tw1)+hrw(Tg2-Tw1)+τ

2
gτ tαwI

+hrw(Tg2-Tw1)+τ
2
gτ tαwI                 (16)

k
∂T
∂x | x= w2= hv i(Tr-Tw2)

+σ∑
k
F w2, kFew2, k(T

4
w2-T

4
k)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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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열전달계수

외부에 면한 유리덮개에서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McAdams의 제안식에 의해 산출되었고, 식(18)에서 v는 

외부 풍속이다.

hv o=5.6+4.0v(v≥4.88)                               (18)

hv o = 7.2v
0.78(v<4.88)                                 (19)

중공층 내부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유량(mass flow 

rate)의 흐름 유무와 Reynolds Number에 따라 식(20), 

(21) 및 (22)에 의해 산출된다.

․ ṁ=0

hv a=
k a
d
(0.01711 (Gr⋅Pr )

0.29
)                        (20)

․ Re > 2000

hv a=
k a
d
( 0.0158Re 0.8)                                 (21)

․ Re≤2000

hv a=
k a
d [4.9+ 0.0606(x

*
)
- 1.2

1+0.0856(x *)- 0.7 ]                    (22)

식(22)에서 x *= H
Re⋅Pr⋅Dh

, Dh=
2Ag
1+W

실내에 면한 축열벽면에서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아래

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hv i=
k a
H
0.59Ra

0.25
H (10

4
<RaH < 10

9
)                     (23)

hv i=
k a
H
0.10Ra

0.33
H (10

9
<RaH < 10

12
)                    (24)

외부 유리덮개와 천공 및 지면 사이의 복사열전달 계

수는 아래 식과 같다.

hr s=0.5σε g1(T
2
sky+T

2
g1)(Tsky+Tg1)                    (25)

hr g=0.5σε g1(T
2
grd+T

2
g1)(Tgrd+Tg1)                    (26)

중공층에 면하는 유리덮개와 축열벽면, 축열벽면과 실

내 벽면 사이의 복사열전달 계수는 식(27), (28)을 이용하

여 산출하 다.

hrw=
σ(T

2
g2+T

2
w1)(Tg2+Tw1)

1
ε g2
+

1
εw1
-1

                        (27)

hrw2, k=σ∑
k
F w2,kFe w2,k(T

2
w2+T

2
k)(Tw2+Tk)           (28)

평형한 두 직사각형면간의 방사율 Fe i, j는 식(29), 직교

하는 두 직사각형면간의 방사율 Fe i, j는 식(30)과 같다.

Fe i, j=[ (1/ε i )+(1/ε j )-1]
-1                          (29)

Fe i, j= ε iε j                                            (30)

5. 수치해석

일사, 대류 및 복사가 복합된 경계조건을 갖는 식(15)

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에 의한 음해법

(Implicit)으로 이산화하 고, 이산화된 방정식의 해는 

Gauss-Seidel 반복해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수치 시뮬레

이션 시간스텝(Time Step)은 30초롤 설정하 으며, 해를 

얻기 위한 수렴조건은 식(31)과 같다. 

∑| (T new-Told)|

∑|T new|
≤ε(10-3)                           (31)

5.1 이산화방정식

축열벽면의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즉 식(15), (16) 및 

(17)에 대한 이산화방정식은 식(32)∼식(34)와 같다.

T
n+ 1
i -T

n
i

Δt
=α(

T
n+ 1
i+1 -2T

n+1
i +T

n+1
i-1

Δx 2 )               (32)

식(32)에서 i=w1,w1+1,w1+2,⋅⋅⋅,w2-1,w2  이고, 

α=
kw

ρw⋅Cw
로 열확산계수이다.

-
kw
2Δx (T

n
w1+1 -T

*
)= hv a(T

n-
f T

n
w1)  

+hrw⋅(T
n
g2-T

n
w1)+τ

2
1τ 2α 3I         (33)

kw
2Δx

(T *-Tnw2-1 )= hv i(T
n
r-T

n
w2)+hr i(T

n
w2-T

n
k)      (34)

식(33), (34)에서 T *는 가상의 온도로서 이산화과정에

서 소거되는 항이며, Tk는 실내 벽면의 온도이다.

5.2 기상데이터 및 재료물성치

표 1. 시멘트 벽돌 벽체의 물성치

재료명
열전도율

(kJ/mh℃)

도

(㎏/㎥)

비열

(kJ/㎏K)

두께

(㎜)

콘크리트 5.86 2,400 0.92 0.19

적벽돌 2.81 1,660 0.84 0.09

단열재 0.13 30 1.38 0.05

유리 3.78 2,710 0.82 0.005

투과형단열재
(1)2)

0.22 905 0.50 0.08

공기층 0.094 1.1614 1.102 0.05

수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기상데이터(외기온, 일사량, 

풍속 등)은 기상청에서 제공된 대전지방의 30년 평균치를 

(1) 제로에너지하우스개발, 2차년도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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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다. 그리고 투과형 단열재가 부착된 외벽 재료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6. 결과 및 고찰

6.1 투과형단열재의 중공층 및 축열벽면 온도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통기구 작동

(ON/OFF)에 따른 중공층 및 축열벽 내․외표면 온도변

화를 그림 7, 8에 나타내었다. 그림 7의 결과에 의하면 

통기구가 개방되는 경우 중공층의 온도는 평균 7℃정도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의 열순환에 의하여 중

공층내의 상승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서 실내로 

전달되는 관류열부하 또한 감소하 다. 

그리고 통기구는 1일 1회 ON-OFF 작용으로 중공층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의 결과는 축열벽면 내․외표면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통기구의 작동으로 인하여 표면온도가 대

략 2℃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중공층의 온도변화

그림 8. 축열벽면의 온도변화

6.2 자연실온 비교

상기의 그림 7과 그림 8은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설정

한 후, 벽체의 표면온도와 통기구의 작동 여부에 따라 중

공층의 온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표면의 온도변화 

해석만으로는 투과형단열재가 부착된 벽체와 일반벽체를 

사용하는 건물에서의 열성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

어, 단위모델을 대상으로 자연실온 및 냉․난방부하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9. 건물 자연실온의 비교

그림 9는 각 단위모델에 대한 월 평균 자연실온을 나

타낸 것으로 난방기간(1, 2, 3, 12월)에는 통기구가 작동

되지 않는 건물의 자연실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

방기간(6, 7, 8, 9월)에는 통기구가 적용된 건물의 자연실

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기구가 적용된 건물의 자연

실온은 일반벽체 건물보다 난방기간에는 평균 3.2℃ 높

게, 냉방기간에는 평균 1.0℃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통기구가 설치된 투과형단열벽체에서 외기온도

에 따른 통기구 ON-OFF 작동만으로도 겨울철 난방효과

는 물론 여름철 냉방부하 저감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3 냉․난방부하 비교

그림 10. 건물 냉․난방부하 비교

일반벽체 및 투과형단열재가 부착된 건물의 연간 냉․

난방부하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냉․난방설정온도는 

각 각 26℃, 20℃로 설정하 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벽

체 건물 대비 투과형단열재가 부착된 건물의 연간 난방

부하 절감율은 18.2%(1.7GJ/기간), 냉방부하 절감율은 

28.1%(0.39GJ/기간)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연환기는 투과형단열재가 부착

된 건물의 난방은 물론 냉방부하 저감에도 효과적인 수

단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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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단위 유니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건물 전체 단위로 해석할 때에는 건물의 형태나 규

모, 평면 및 입면의 구성사례별로 결과가 달라 질 수 있

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투과형단열재가 부착된 건물 외피의 열

성능을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중공층의 온도가 외기 및 실내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통기구가 개방되는 경우 중공층의 온도는 7℃ 정도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⑵ 통기구는 1일 1회 ON-OFF 작용으로 중공층의 온

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 다.

⑶ 투과형단열재가 부착된 건물의 자연실온은 일반벽

체 건물보다 난방기간에는 평균 3.2℃ 높게, 냉방기간에

는 1.0℃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⑷ 일반벽체 건물 대비 투과형 단열재가 부착된 건물

의 연간 난방부하 절감율은 18.2%(1.7GJ/기간), 냉방부하 

절감율은 28.1%(0.39GJ/기간)로 산출되었다.

기호설명

Ca 공기의 비열[kJ/㎏K]

hv 대류열전달 계수[W/㎡K]

hr 복사열전달 계수[W/㎡K]

I 수직면 전 일사량[kJ/㎡h]

k 열전도율[W/mK]

ṁ 질량유량[㎏/s]

Q ̇ 공기에 전달되는 열량[kJ/㎡]

T 온도[K]

V 중공층 평균속도[m/s]

그리스문자

α 흡수율

ε 방사율

τ 투과율

ρ 도[㎏/㎥]

σ Stefan-Boltzmann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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