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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the window of the building is an objective of mining and having a 

distant view and also for a circulation it will can open and shut because becomes the 

structure insulation, the meat detailed drawing it does a very difficult portion, it is. To 

reduce the loss of the energy which leads, to an air conditioning energy and an expense 

icrease problem the color which the interior furniture and the clothing due to the 

augmentation and the corpse ultraviolet rays of the ynpleasant feeling which is caused by 

with the transient one solar energy influx which leads the window will burn, it joins in the 

window and it confronts and the novel solution is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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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건물에서 발생되는 에 지손실은 

건물의 벽체나 지붕, 그리고 창 등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이 에서 창을 통한 열손실량을 주택

의 경우에는 체 열손실량의 20∼40% 정도를 

차지하고 일반 사무소건물인 경우에는 15∼35 %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율이다. 이는 창의 

종합열 달계수가 벽체나 지붕의 6∼7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건물의 외피  열 으로 가장 취약

한 부 가 된다. 

  일반 으로 건물의 창은 채 과 조망의 목 이 

있으며  환기를 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단열, 고기 화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건물의 창호는 환기에 의한 실

내 공기의 신선도 유지와 함께 조망을 가능  하

며 채 과 난방열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창

은 주 를 산만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침해, 그리

고 불필요한 열취득이나 열손실을 가져오기도 한

다. 재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에 지 이용합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외피에 한 열 류율

은  외벽이 0.4∼0.5 W/㎡k 인데 비하여 창의 열

류율은 3.3 W/㎡k 로서 창을 통한 에 지의 

손실이 상 으로 매우 크다. 

  따라서 창을 통한 에 지의 손실을 이고, 창

을 통한 과도한 태양에 지 유입으로 인한 불쾌

감의 증 , 유해 자외선에 의한 실내 가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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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탈색, 더불어 냉난방에 지  비용증가 문

제에 한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닫

이와 미닫이를 복합한 고기 성 단열창호 (이하. 

외동창) 성능 평가를 주요 목 으로 수행하 다.

(1) 한국산업규격(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

험방법) 열 류율 성능 평가

(2) 한국산업규격(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결로발생 성능 평가

(3) 한국산업규격(KS F 2292: 창호의 기 성 시

험 방법) 기 성능 평가

(4) 한국산업규격(KS F 2293: 창호의 수 성 시

험 방법) 창호 수 성능 평가

(5) 한국산업규격(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 방법) 창호 변형 성능 평가

2. 외동형 시스템 이 창의 개념

  Fig.3 은 본 연구에서 외동형 시스템 이 창이

다. 외동형 시스템 이 창의 경우 임 부분에

는 아존과 폴리아미드의 이  단열구조로 용하

여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주 작동 문

이 외부에 치하는 구조로 실내외간 높은 단차

를 이용한 수 구조로 되어 수의 향을 고려

하 고, 문  상부와 임 일간 기 재 삽입

하 으며 EPDM 가스켓, EVA기 , 모헤어, 

PVC커버등을 이용한 기 재 보강을 하 다.

  1차 제품은 17mm 폴리아미드 단열재(외부) 사

용하고 52*85 크기의 단열문짝(외부)를 사용하

으며 150kg 스텐 스 재질 LF3 하드웨어 용하

다. 하부 FIX분리형 비단열 형태와 하부FIX용 

문틀형태 사용하 고 상부FIX문짝 고정 형태로 

하 다. 

  2차 제품은 20mm폴리아미드 단열재(외부)사용

하고 55*95 크기의 단열문짝(외부)을 사용하 으

며 250kg 스텐 스 재질 LF하드웨어 용하

다. 하부FIX분리형 단열형태로 작업성 개선  

단열효과 증 하 으며 상부FIX 문짝 고정 형태

를 개선하여 유리 취부시 문짝을 부착한 상태에

서 작업이 용이하다. 하부 FIX용 문틀 형태 개선

으로는 결로수 배출을 한 이 SILL 구조로 하

다. 

  3차 제품 단열성능제품으로 외장 24mm 복층

Fig.1  1차 제품구성

Fig.2  2차 제품구성

Fig.3  3차 제품구성

Fig.4  4차 제품구성

유리(투명5+14AG+로이5), 내장 22mm 복층유리

(투명5+12+로이5)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짝 상부

와 임 일간 기 재를 삽입하 고 LF상부 

가스켓 형태 보완하 고 비닐 핀 모헤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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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제품은 임 폭을 250mm에서 240mm로 

축소를 하 으며 외창 Fix Vent를 임 일체

형으로 설계하여 생산성과 기 성을 향상시켰다. 

임 외상측부 알루미늄 일을 공형태로 변

경하 으며 폴리아미드 커버와 가스켓의 착구

조로 외기침입을 방지하 다. 유리사양으로는 외

창은 24mm 복층유리(투명5+14AG+로이5), 내창

은 22mm 복층유리(투명5+12AG+로이5)로 구성하

다. 

3. 단열성능  결로방지성능 평가

3.1 실험측정장비  

   창호의 열 류율 평가에 사용된 시험장치는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교

정열상자법  보호열상자법),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의 시험기 에 의하여 건축부재의 

열 류율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한 본 

시험장치는 한국산업규격과 ISO 규격 외에 일본

의 JIS A 4710(建具 斷熱性 試驗), JIS A 1420

(建築用具成材の斷熱性測定方法 - 校正熱箱法及

び保護熱箱法) 시험기 에 합한 사양을 갖추고 

있다. 본 실험을 해 사용했던 실험장비로는 온

습도를 인공 으로 조 이 가능한 항온항습챔버

실 내에서 실험을 하 다. 항온항습챔버 시험장

치에는 항온실, 온실, 가열상자, 냉풍취출장치, 

온습도 제어장치, 계측장비  기타 부 설비로 

구성되었다. 

  항온실에는 가열상자와 함께 있으며 실내온도 

20℃, 상 습도 50% 유지시키고 1℃ 이상의 온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 으며 온도분포

가 균일하도록 하 다. 

  온실내에는 Cooling AHU로부터 냉풍을 공

받아서 취출하는 냉풍기류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시험체를 사이에 두고 항온실과 인 하고 

있다. 온실 온도는 0℃∼-20℃ 후의 일정온

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고 온도분포가 온

실내의 온도측정 치에 해서 1℃ 이상의 온도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냉풍기류발생장치

는 온실의 공기를 시험체 표면에 가능한 균일

하도록 흐르게 풍속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온도측정센서는 0.25mm T-type 열 를 사

용하 으며 온도기록은 데이터로 (YOKOGAWA 

DA 100)를 사용하 다. 

3.2 단열성능 시험결과

  단열성능 평가를 하여 항온항습실은 실내 공

기온도 20℃, 상 습도 50%로 온실은 0℃로 설

정하며, 온실 기류속도는 2m/s 로 냉풍을 취출

하 다. 한 시험체는 실내온도 20±1℃, 상 습

도 50±5%의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후 

단열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Fig.5  항온항습 실험실 외경

  Fig.6  항온항습 실험실 단면도

Fig.7  외동창호 시스템 이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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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단열성능 시험결과

시험항목 시험결과 구분 비고

열 류

항

0.38

(2.63)

(㎡ㆍK)/W

고효율 

에 지기가

재인증기

2008.4

개정

0.61

(1.64)

(㎡ㆍK)/W

내동형 

이 창호

(260mm)

임: AL

 

24mm복층

 Low-e 

유리 용 

성능평가

0.58

(1.72)

(㎡ㆍK)/W

외동형

이 창호

(250mm)

0.58

(1.72)

(㎡ㆍK)/W

외동형

이 창호

(250mm)

Fig.8  공 열량 변화

Fig.9 실내/외 공기  표면온도 변화

3.3 결로방지 성능시험 측정결과

  항온실내의 공기온도를 22℃, 상 습도를 55%

로 하고 온실내의 공기온도를 0℃로부터 -15℃

까지 5℃간격으로 4단계로 측정하 으며 온실

의 냉풍기류속도는 2m/s로 냉풍을 취출 하 다. 

그리고 제품시료에 T-type 열 를 Fig.9 와 같

이 측정 에 센서를 설치하 다. 

  결로방지 성능시험 측정결과 1차 제품은 측정

결과는 Table.2는 온도 하율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Fig.11 은 온실 공기온도에 따른 실내측 

각 측정 의 표면온도 변화를 상 그래 로 나타

낸 것이다. 1차 제품의 경우 노 온도가 13.34℃ 

이므로 항온실 창호 하부 임 온도가 온실 

공기온도가 -10℃일때 노 온도 보다 낮아 결로

가 발생하기 시작하 고, 내표면온도차 비율

(TDRi)이 주택공사시방기 (최  0.24이하, 평균

0.20)보다 온도 하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로 시험을 다시 재측정을 하기 해  4차 제

품으로 보완한 후 측정을 하 다. 4차 측정은 기

존 KS규격인 항온실내 공기온도를 20℃, 상 습

도를 50%로 하고 온실의 공기온도를 5℃에서 

-10℃까지 4단계로 측정하 으며 온실의 냉풍

기류속도는 2m/s로 냉풍을 취출 하 다. 

  4차 제품의 측정결과를 Table.3은 온도 하율

을 나타내고 Fig.12를 온실 공기온도에 따른 

실내측 각 측정 의 표면온도 변화를 상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4차 제품의 경우 노 온도가 

9.3℃ 이므로 각 측정지 들 온도가 노 온도 보

다 높게 측정되어 결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4는 1차 제품과 4차 제품과의 

온도 하율 평균을 비교하여 결로방지 시험테스

트 결과 기존보다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Table .2 결로방지 성능시험 측정결과( 1차제품)

Fig.10  상 그래  (1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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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결로방지 성능시험 측정결과( 4 차제품)

 

  

Fig.11  상 그래  (4차제품)

Table .4  온도 하율  비교

문틀 유리

1차제품 0.19 0.16

4차제품 0.17 0.13

Fig.12  공기 온습도 측정

3.4  기  성능시험 측정결과

  기  성능평가 시험을 하기 해서 시험체 압

력상자와의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

고 비틀림이나 굽음이 없도록 압력 상자에 고정

한다. 그래서 압력 조 기를 조 하면서 압력에 

의한 공기 투과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본 

시험 측정에서 가압방식으로 10, 30, 50, 100, 50, 

30, 10 Pa 순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Table .5  통기 량 측정결과

압력
통기량

[㎥/hㆍ㎡]

1차제품

10 2.38

30 4.26

50 5.70

100 8.84

2차제품

10 3.00

30 5.28

50 7.07

100 10.51

3차제품

10 2.16

30 3.92

50 5.42

100 8.23

4차제품

10 1.38

30 2.65

50 3.83

100 5.59

  

1차 제품 2차 제품

3차 제품 4차 제품

Fig.13  기 성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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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내 풍압  성능 시험 측정결과

  내풍압 성능평가 시험을 하기 해서 시험체 

압력상자와의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부착

하고 비틀림이나 굽음이 없도록 압력 상자에 고

정한다. 그래서 압력 조 기를 조 하면서 압력

에 의한 공기 투과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시험 측정을 하는데 가압방식으로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600Pa 순으로 측정을 실

시하여 압력차에 의한 변형에 견디는 정도를 측

정을 하 다.. Fig.14는 내풍압 시험측성할 때 측

정 장면과 사용되는 변 센서 설치한 모습이다.

내풍압 측정장면 변 센서 설치 경

변 센서 설치1 변 센서 설치2

Fig.14 내풍압시험 측정 모습  센서설치

 4.  결 론

  본 실험에서 평가하는 외동형 시스템 이 창 

호를 사용하여 건물 창호에서 발생되는 열손실을 

최소한으로 이고 조망을 확보하여 일사량을 실

내로 유입하는 등 에 지 약에 해결이 되었으

면 한다.

  외동형 시스템 이 창호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려진다.

1)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한다.

성능시험명 등 비고

단열성 0.58등 보완가능

기 성 3등 보완가능

내풍압성 360등

Table.6 내풍압 측정결과 (1치제품)

Table.7 내풍압 측정결과 (4차제품)

2) 결로방지 성능시험은 4차 제품 성능평가 결과 

1차 제품보다는 개선이 되었고 한국산업규격(KS 

F 2295)의 기 으로는 결로가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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