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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out a Structure is performance external insulation is fundamantal 

performance for enrgy-saving. these day, most of residential structures have constructed by 

internal insulation method structure. The method structure internal insulation have 

construction and economical efficiency, but on the other hand, be generated heat loss by heat 

bridge especially, be generated loss heat-energy logical consequence in structure ondol. The 

external insulation structure method has a mert able to minimum to loss heat about 

heat-bridge. But the external insulation technique is unsatisfactory statues within the 

know-how and method of construction and materials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The 

recently, the requirement of market related to the external insulation technique is resulted by 

the energy efficiency system, but it can lead to the lack of alternative technique

  In study on the korea type passive house building design for insulation block method of 

wall system has to experimental characteristic heat-energy of practice building. In result 

field-experimental, the heat-bridge appeared to characteristic spent heat-energy of blow 2L 

class and have a suffience performance it.

Key words: Insulation(단열), Building Energy(건물에 지), Block(블록), Passive house(패시

하우스)

1. 서 론

  건축물에서 외피의 단열성능은 건물 에 지

약을 해 가장 기본 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다.  

재 국내 주거용 건물의 부분은 내단열 공법

으로 건축되고 있다. 내단열 공법은 시공성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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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이 우수하나 열교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하

고, 특히 온돌구조에서 난방에 지 손실이 필연

으로 발생한다. 

  외단열 공법은 열교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국내 외단열

기술은 시공 노하우, 공법  재료 등에 있어 선

진국 비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건물 에 지효

율화에 따라 외단열시스템에 한 시장수요가 발

생하나 구체 인 응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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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패시 하우스 건물

설계를 해 개발한 고 도 EPS 단열블럭 벽체

시스템에 해 실제 건물을 건축하고 동계기간동

안 난방에 지 소비특성을 고찰하 다. 실험은 

태양열을 주요 열원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개별보

일러는 보조 열원으로 활용하 다. 

2. 외피단열 황  문제

  내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행 건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은 외기와 직  면한 돌출 평면의 모서

리 부 와 측벽에서 구조체와 일체화된 온돌층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1.은 외선 열화상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난방기간 동안 행 주거용 건물의 외피를 평가

한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돌층의 

경우 상 으로 열 도율이 높은 시멘트 모르터

층과 측벽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열차단을 

한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차음을 

목 으로 10mm 내외의 최소 단열처리 수 이기

에 온돌난방시 상당량의 에 지가 손실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실험주택

  1) 실험주택 건축 개요

  • 바닥층 온돌구조 : EPS 패  온돌시스템

  • 벽체구조 : 열 류율 값 0.17 W/㎡K 내외

     의 고단열 블럭시스템

  •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1층 옥상  2층 옥상 슬라  상부)

  • 보조열원(25,000 kcal/h 경유 보일러)

  • 난방운 조건 : 태양열 축열조 메인 운  

      보조보일러 가동

    (보일러 가동조건: 축열조 온수 60℃ 기 )

  • 기타 건축사양

     - 창문 : 복층유리 이 창 구조

       (열 류율 1.5 W/㎡K)

     - 구조체 : 철골조(H 빔)구조 

       (구조부 기  외단열 공법 용)

     - 실내마감 : 1차 시메트 모르터 미장

        2차 노출 황토 미장 마감

     - 실외측 마감 : 1차 시메트 모르터 미장 

        2차 치장 뿜칠 마감

      - 실내온도 제어 : 1층 실온조 기 기

        (실온 20℃ 기  제어)   

   

Fig.1 행 내단열 외피의 열손실 사례

 

Fig.2 바닥층/벽체 단열시공 장면

 

Fig.3 벽체 단열시공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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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블럭시스템 모서리/벽체 합 상세

 

Fig.5 블럭시스템 T형 모서리 합 상세

 

Fig.6 실험주택 외부 경

 

Fig7. 실험주택 내부 경

4. 외선 열화상에 의한 열교 평가

  그림 8.~ 그림13.은 외선 열화상 측정에 의한 

실외측 벽체 표면온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단열블럭시스템으로 건축한 실험주

택에서 열교 상으로 단할 수 있는 열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그림 13은 실내측에서 측정한 외선 

열화상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철골구조를 외단열로 감싸고 있는 모서

리 부 의 경우에도 벽체와의 온도차이가 1K 내

외로 나타났고, 기타 부 의 경우에는 국부 인 

 

그림 8. 남서측 1층 외벽 

그림 9. 서측 1층 외벽     

그림 10. 남동측 모서리 외벽

  

열손실에 의한 온도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열/에 지소비 실험결과

  실험주택에서의 실험기간은 200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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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8년 3월 03일까지 총 80일간 수행하

다. 주요 실험내용은 온도(실온, 외기온, 벽체표면

온도 등 16지 )과 일일 2차례에 걸쳐 보조열원

으로 설치한 개별보일러의 난방용 경유 소비량을 

계측하 다.

   

그림 11. 남측 외벽 

  

그림 12.거실 모서리 내표면

   

그림 13. 안방 모서리 내표면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패시 하우스 구 을 목

으로 개발한 고 도 EPS 단열블럭시스템에 

해 실제 실험건물을 건축하고 동계기간동안 난방

에 지 소비특성을 고찰하 다. 실험결과, 80일간

의 난방기간동안 바닥면 당 난방에 지소비량은 

1.5리터로 나타났고, 일평균 20℃를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1 난방에 지소비량 계측결과

측정기간

단 면 당

난방에 지

소비량

(litter)

평균 

외기온

(℃)

평균

실내온도

(℃)

2007.12.14

～ 2008.01.10
0.48 3.8 19.8

2008.01.11

～ 2008.02.08
0.88 1.4 19.8

2008.02.09

～ 2008.03.03
0.14 1.5 21.1

합계(80일) 1.5 - 20.2

Table.2 실내온도  내벽 표면온도

측정기간

실내온도

(℃)

내벽표면

온도(℃)

거실 방1 방2 남측 북측

2007.12.14

～ 2008.01.10
19.8 20.0 18.2 19.9 17.8

2008.01.11

～ 2008.02.08
19.8 19.9 19.0 19.8 18.5

   



- 607 -

-40

-20

0

20

40

60

80

100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Time[day, 2007.12.14-2008.01.11]

T
em

p
er

a
tu

r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에너지소비량 외기-임시 방(1) 실온 거실 실온(1) 급수온도 환수온도

Fig.14 12월의 주요 온도변화  

에 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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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월의 주요 온도변화  

에 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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