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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ase of earth-covered storage, the condensation occurs on surface of wall and stores in summer with high

humidity because of low temperature of constructional mass. Therefore, the preventive plans should be considered to

protect stores from the damage by corrosion in earth-covered storag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s of forced ventilation by the air, to solve the problems of construction's

surface condensation at the Magazine of igloo type which is similar to earth-covered storages.

A fan was installed at the air outlet for exhaust gas to conduct forced ventilation. The surface and indoor temperature

were measured, and then the influence of those on condens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follows; 1) Forced ventilation by a fan affects the rise in surface temperature of walls

and stores. 2) The condensation on surface of walls and stores was reduced after operating a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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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하공간의 활용이 보편화 되어 일상의 편의시설

을 지하공간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중

에 설치되는 지하공간은 지반이 갖는 비열의 크기에 의

해 큰 열용량의 축열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가 적게 일어남으로써 연중 안정된 실내온

도를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유리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다습한 외기의 실내 유입은 온습도

차이에 의해 지하구조체 표면과 내부에 있는 물체의 표

면에 결로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다.

여름철 지하공간의 결로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군에서 탄약을 저장하는 이글루형 탄약고인데,

결로현상으로 탄약의 표면에 부식을 발생시켜 유사시 탄

약사용을 제한하게 한다. 이로 인해 탄약의 유지관리 및

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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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터운 방호벽으로 엄폐되어 있

고, 내부 발생 습기의 제거 및 외부투입 습기의 차단이

어려운 이글루 탄약고의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군부

대의 이글루 탄약고를 선정하여 환풍구를 모두 개방시키

고 배기구에 팬을 설치하여 강제환기를 이용하여 구조체

및 저장물의 표면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결로 발생을 줄

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예비적 고찰

2.1 기존 연구 고찰

지금까지 건축에서의 결로 방지책은 주로 단열재 사용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지중공간은 땅의 온도

에 의해 실온이 좌우되고, 단열과 외기의 침입량 등에 의

해서도 실온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

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글루 탄약고의 표면결

로 방지에 관한 기존 연구는 김운영(1996)1)이 이글루탄

약고의 결로 현상에 관한 원인 및 대책에 관하여 분석

1) 김운영, 이글루 탄약고의 결로 현상에 관한 원인 및 대책연구,육군사

관학교, p1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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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고, 석종욱(1997)2)이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이글

루 탄약고의 자연대류를 해석하였고, 이종찬(1997)3)은 이

글루 탄약고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관우(1998)4)는 현장조사 및 현장측정을

실시하여 결로원인을 분석하여 하절기 탄약고의 결로방

지를 위한 대책안을 수립하고, 수치해석을 통하여 대책안

의 효과를 분석·검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05년에 육군 본부에서 보고된 이글루 탄약고 결로방

지 설계방안에서는 이글루 탄약고 내부의 기밀화, 결로

유도체 설치, 제습기를 이용하여 실내의 절대 습도를 낮

춰주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지속

적인 결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고 지역별

저장 환경이 다른 경우 적용하기 어려우며 제습기를 설

치하였을 때는 작동에 따른 운용비가 많이 발생되는 문

제점이 있어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법들이 표준화된 결로

방지를 위한 대책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이글루

탄약고의 결로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2.2 지중공간의 열적 특성

단기간의 지표면 온도와 기온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변

화패턴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연간 지표면 온도의 변화

패턴은 기온의 연간 변화패턴과 비슷한 사인곡선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지중온도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시간지연

효과(Time-lag)에 의해 겨울에는 외기온도나 지표면온도

보다 다소 높아지고, 여름에는 그 반대로 낮아지는 변화

패턴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진폭은 급속히 줄어들어 연중 변동폭이 작게 나

타난다. 이는 지하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교차에 의

한 기온변화의 영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지중 심도별 연간 지중온도변화

(수원지역, 1998~2007 평균)

2) 석종욱, 수치해석을 통한 이글루 탄약고 자연대류 해석, 육군사 관학

교 군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 이종찬, 김병선, 군 이글루탄약고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4호, pp. 227~234, 1998.

4) 김관우, 탄약고의 하계 표면결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3 강제환기의 개념

그림 2는 외부온도의 변화와 지중공간의 내부 구조체

의 표면온도, 그리고 지중온도의 연간 변화곡선을 표현하

여 결로의 발생시기와 발생정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였

다. 결로는 표면온도를 외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하여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외기가 지중공간

의 콘크리트 표면온도보다 높은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강

제환기를 하여 지중 공간의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외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는 여

름이 유리하고, 하루 중에는 밤과 낮의 기온차이가 그림

3과 같이 나타남으로 하루 중에서도 외기온도가 높은 낮

시간 동안에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가 오거나 습

도가 높은 날에는 결로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기존 탄약고의 열적 특성

그림 3. 개발 모델의 열적 특성

3. 모델 선정

3.1 현장 모델 선정

검토대상 이글루 탄약고는 충북 천안에 위치한 ○○부

대의 신축 탄약고로 자연환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4는 검토대상 탄약고의 정면을 나타내며, 앞면에

2개의 급기구, 뒷벽에 무동력 Fan 1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5.는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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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검토 대상 탄약고의 예비 측정 결과를 나타

낸다. 측정일은 2007년 5월 30일 이었으며, 무동력 Fan에

의해 환기가 되는 탄약고와 밀폐 탄약고의 온도 분포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환기시킨 탄약고는 외기 온도가 21.1℃인 오전 10시에

측정하였고, 밀폐시킨 탄약고는 외기 온도가 24.7℃인 오

후 2시에 측정하였다. 외기 온도는 밀폐 탄약고 측정시

더 높았으나 내부 온도는 환기 탄약고의 중앙점 온도가

16.6℃로 밀폐 탄약고의 중앙점 온도 15.6℃보다 높게 나

타나, 환기에 의한 열공급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기 탄약고의 경우도 급배기구와 내부의 온도

차가 커 원활한 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탄약고 정면도

그림 5. 탄약고 평면도

그림 6. 탄약고 정면 현황 그림 7. 탄약 저장 현황

3.2 강제환기 모델 선정

강제환기 모델 선정을 위하여 지중공간을 둘러싼 흙을

포함한 구조체 및 탄약의 축열량을 산출하고, 이를 제거

하기 위한 강제환기량을 산출한다.

그림 8. 예비 측정 결과

흙의 축열량은 지중공간 벽체로부터 1.5m 떨어진 부위

까지 산출하였고, 지표면으로부터 1.5m는 외기온도 영향

을 받으므로 제외했다. 그림 9는 축열량 산정을 위한 축

열부위이며, 식(1)은 축열량 산정식이다.

 × ×× ∆ ·························· 식

여기서    열용량 
  비열 ·℃

  비중

  축열부피∆  온도변화 ℃

표 1은 축열량 산출 결과로 2,700,000 kcal로 산출되었

다. 탄약과 흙 1.5m 깊이와 콘크리트 구조체의 온도를 올

리는 열량은 외부공기를 환기하여 얻은 열량과 같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식(2)를 이용하여 강제환기풍량을 산정

하였다. 이때 강제환기량은 환기공기의 급기온도와 배기

온도차가 평균 1.5℃인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온도

차는 강제환기 초기는 더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차

는 작아질 것이다. 공기의 정압비열 Cpair를 0.238kcal/kg

·℃로 하고, 밀도 ρ를 1.204kg/㎥으로 할 경우 필요 풍량

은 6,276,000㎥이다.

  ×× ×에서
  ÷  ××⋯⋯⋯⋯⋯⋯⋯⋯ 식

 ÷ ℃××℃



총 풍량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조건으로

팬용량을 산정하면 식(3)과 같이 30CMM이 된다.

 ×× ⋯⋯ 식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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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축열량 산정을 위한 축열부위

　 재료
두께

(m)

부피

(m3)

비중

(kg/m3)

비열

(kcal/kg·℃)

온도차

(℃)5)
축열량

(kcal)

구조체

둘레

콘크리트 0.70 133.1 2,200 0.21 3.62 222,602

벽돌 0.10 19.4 1,660 0.20 3.62 23,316

흙 4.98 390.8 1,890 0.20 3.62 588,231

바닥

콘크리트 0.20 50.2 2,200 0.21 3.62 83,956

자갈 0.40 100.4 2,600 0.20 3.62 188,993

흙 3.00 398.9 1,890 0.20 3.62 600,423

탄약 　 　 100 5,000 0.15 13.2 990,000

합계 2,700,000

표 1. 축열량 산출

4. 현장 실험을 통한 강제환기 모델 검증

4.1 실험개요

실험 측정은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2007년 6월

22일 예비실험을 시작하여, 7월 26일에서 8월 25일까지 1

달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실험 방법은 흡기구를 완전 개

방 시키고 배기구에는 3장에서 산출된 팬용량6)을 1개월

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표 2.와 같은 동력팬을 설치하

여 외기를 충분히 유입될 수 있게 하여 자연환기를 통한

이글루 탄약고의 구조체 표면 및 실내 온도가 상승되게

하였다.

풍 량 8000 CMH

정 압 20 mmAq

회 전 수 1700 RPM

표 2. Fan의 제원

5) 강제환기로 가열이 가능한 4월에서 8월까지의 5개월간 평균온도 차

이의 평균값

6)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의 공급풍량을 실험기간 1개월 동안 공급하

는 것으로 용량 산정

4.2 측정방법

측정항목은 실내의 온습도, 벽체의 표면온도, 바닥 표

면온도, 탄약표면 온도 및 외부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점 위치 및 측정요소는 그림 10~11과 같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 및 측정 위치는 표 3.과 같다.

그림 10. 측정점 위치 (평면)

그림 11. 측정점 위치 (단면)

측정항목 측정기기 측정위치

외기상대습도
아스만 통풍식

건습구 온도계

SY-1A

(YOSHIN KEIKI)

외부 바닥위 1.5m

(각 1개소)

실내상대습도
실내 바닥위 1.5m

(각 3개소)

벽체표면온도
우측·좌측벽 0.3m, 1.5m

(각 12개소)

바닥 및 실내

수직온도
C-C 열전대

(⌀0.3mm)
Data Logger

(Datascan　7320)

실내중앙 0m, 1m, 3m

(각 15개소)

탄피표면온도
바닥위 1.5m

(각 3개소)

급기구, 기구,

Fan상부온도

급기구, 배기구,

Fan상부 중앙

(각 4개소)

표 3. 측정항목 및 측정기기

4.3 측정결과 분석

측정 기간 동안 탄약고 내의 평균 온도는 23.7℃~26.

2℃, 상대 습도는 평균 96.97%로 나타났다. 측정 초기에

는 상시 결로가 발생하였으나. 결로발생량이 많았으나 8

월 16일에서 8월 23일 까지 결로 발생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발생 시기는 주간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8월 24일 이후에는 표면온도가

노점온도보다 항시 높아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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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온도에 따른 환풍구와 배기구의 온도변화

그림 12는 환풍구, 배기구 및 외부 온도를 나타낸다.

환풍구 온도는 외부온도와 비슷한 온도를 보였다, 환풍구

온도와 배기구 낮 시간에 온도는 크게 6.6℃의 차이를 보

였으나 점차 줄어 0.4℃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실내에

정체 되었던 차가운 공기가 동력 Fan에 의해 유입된 외

부 공기의 영향으로 실내 온도를 상승 시켜 배기구의 온

도가 상승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2. 환풍구, 배기구 및 외부 온도 변화

(2) 탄약 표면온도 변화

그림 13은 탄약의 표면온도와 외기온도 및 노점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탄약 표면의 온도는 약 7℃ 상승

폭이 있었으며, 이 값은 표면온도의 상승값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탄약의 축열량 값이 가장 낮아 발생된

결과로 사료된다. 탄약의 표면온도와 노점온도 변화를 살

펴보면, 상대적으로 구조체에 비해서 탄약표면에서 노점

온도가 표면온도보다 높은 구간이 적었다. 그리고 실험초

기에는 노점온도가 탄약 표면온도보다 높아 결로가 발생

하는 구간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8월 27일 부터 탄약 표

면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높아져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탄약 표면 온도와 외기온도 및 노점 온도 변화

(3) 결로발생 현황

Fan 가동에 따른 결로 발생 시간은 지속적인 열공급에

따라 결로발생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와 같이 6/22~6/28 동안 결로발생시간은 10:00~19:00로 9

시간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15과 같이 7/26~7/29 동안의

결로발생시간은 12:00~18:00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강제 환기Fan을 설치하였을 때와 무동력Fan을 설치하

였을 때 결로상태를 기간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기를 시작한지 1주일 정도까지는 측벽 및 바닥에 결

로가 더 많이 발생되었으나(그림 17), 2주후에는 강제환

기를 시작한 탄약고의 탄피표면결로가 무동력Fan과 비교

하여 많이 줄어들었으며(그림 18), 그림 19와 같이 1개월

동안 Fan을 작동한 후 상태에서는 8/24일 탄약고 결로상

태 비교에서와 같이 탄약 및 구조체의 표면결로가 현저

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개발 모델에 의해서 이글루 탄약고의 하절기

결로가 방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14. 6/22~6/28 탄피표면온도 및 노점온도변화

(결로발생시간 10:00~19:00)

그림 15. 7/26~7/29 탄피표면온도 및 노점온도변화

(결로발생시간 12:00~18:00)

그림 16. 7월 26일 결로 발생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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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8월 3일 결로 발생 현황 비교

그림 18. 8월 16일 결로 발생 현황 비교

그림 19. 8월 24일 결로 발생 현황 비교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표면 결

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환기방법을 적

용하였다.

지중공간의 열환경을 분석하고, 결로방지를 위한 강제

환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실험을 통해 결로방지 성

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여름철 외기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온도

가 낮은 지중공간에 외기가 도입되면 표면결로가 발생한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표면온도보다 외부온도가

높은 기간에 강제환기팬에 의한 외기도입으로 구조체의

표면온도를 상승시켜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시키면 결

로발생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중공간 구조체 및 내부 시설에 대한 축열량을 산

출하여, 강제환기팬의 용량을 산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실험기간중 기존 탄약고에 비해 결로발생이 현저히 감소

하는 것을 확인했다.

3) 강제환기방법에서 최적의 운전조건은 지중공간의

실내온도보다 외기가 높은 시간에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

다. 기상자료에 의하면 4월부터 8월중 낮 시간 운전을 통

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환기를 이용하여 결로를 방지 할

수 있었으나, 태양에너지를 이용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적

으로 팬을 운전하기위한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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