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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performances of ventilation and insulation of 6types

PVS(Passive ventilation skin) by numerical simu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sult

of Performance of ventilation by pressure difference, it was shown that the amount of ventilation

changed bigger under 1Pa and amount of ventilation increased according to increase opening area

(αA). Although same opening area of PVS, it can predict that pressure differences cause ventilation

differences. 2) In case of same opening area of PVS, however, it was changed the amount of

ventilation each types of PVS that is distinguished opening area by flow coefficient. 3) Dynamic

U-value that represents performance of insulation PVS was similar change upper αA40 cm
2
/m

2
,

great change in casse of 0.1 Pa pressure difference. In case of αA10 cm
2
/m

2
, it was changed

bigger under 0.3 Pa pressure difference, αA20 cm
2
/m

2
of PVS was changed under 0.2 Pa press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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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αA : 유효개구면적 [cm
2
/m

2
]

αA’ : 압력에 따라 변화하는 αA [cm
2
/m

2
]

Q : 환기량 [m
3
/m

2
h]

Kd : 상당열관류율 [W/m
2
K]

ΔT : 온도차 [℃]

1. 서 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협약과 70년

대 오일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유값의

영향으로 에너지절약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공통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에너

지원단위를 2006년 대비 47% 감소시켜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0.19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

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거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은 50% 이상이다. 건물부

문의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최근 건설되고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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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heat transfer.

물들은 고기밀, 고단열로 시공되고 있다. 그 결과

실내공기가 건물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신선한 외기와 공기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공기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

의 실내 거주시간이 증가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

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2006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 중 제11조(환기기준)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신

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물

에 대해서는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자연환기 설비, 혹은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

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자연환기는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환기량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그 영향이 일시적이며 환기가 이루어지는

일부장소에서만 국부적으로 환기가 진행되는 등 실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환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연환기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나 측정법이 확립되어있기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건물을 시공 계획함에 있어서

기계환기 설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

고, 이것마저도 사용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1)

또한, ASHRAE의 선행연구에서는 기계

환기에 의한 쾌적감보다 자연환기를 도입한 건물의

재실자가 느끼는 쾌적감이 더 넓은 온도범위에 있

다고 한다.
(2)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방

식과 기능을 지닌 환기시스템이 제안, 개발되고 있

으며 특히 자연환기를 중심으로 한 패시브환기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자연환기의 일시적이고 국부적

인 환기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환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건축부재의 면전체에서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숨쉬는 벽체(Breathing Wall, 이하

BW) 기술이 그 중 하나이다. BW 기술의 선두주자

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주거건물 등

에 적용 가능한 알루미늄 시트와 탄화볏집을 이용

한 패시브환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oyano. A 등

은 알루미늄 시트에 의한 BW 시스템의 설계 및 물

성치의 실험(1995)
(3, 4)

을 시작으로 하여, 부재를 통

과하는 공기, 열, 습기의 이동 계산식 작성 및 실험

을 통한 검증(1997),
(5)

BW를 주택의 지붕에 적용하

였을 때의 환기량과 열회수성능, 결로발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검증(1998)
(6)

과 BW를 단독

주택의 천정 및 벽체 전면에 적용하여 자연환기성

능 및 열성능을 평가하였고(2000),
(7)

BW가 설치된

주거건물에서 외부 풍압이 실내의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00)
(8)

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개발된 다공 알루미늄 시트에

의한 다층 공기층 구조로 구성된 BW 개념을 바탕

으로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패시브환기외피

(Passive Ventilation Skin, 이하 PVS)를 개발라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선행연구
(9)

에서 제안된 6종

류(사양)의 PVS를 대상으로 통기(通氣)성능과 단

열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치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열․공

기 동시이동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의 기상조건

을 고려하여 환기설계 된 유효개구면적이 상이한 6

타입의 PVS 코어부의 통기성능과 단열성능을 예측

평가한다.

2. BW의 개요

Fig. 1은 BW의 기본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에서 개발된 BW는 다공알루미늄 시트와 다층 공기

층으로 이루어진 코어부를 중심으로 외장재와 내장

재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벽․지

붕․천정의 넓은 면적을 통하여 열과 공기, 습기를

자연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재로 목표기능은

다음과 같다.
(8)
① 공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실내에 필요한 최소환기량을 얻을 수 있

다. ② 가능한 넓은 면에서 환기가 이루어진다. ③

대상지역에서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지닌다. ④ 내부

결로에 의한 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⑤ 쾌적한 실

내기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
(9)

에서 제안된 다공알루미늄판 10장으로 구성된

코어부를 대상으로 열․공기 동시이동 예측모델에

따라서 부재의 통기성능과 단열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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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pec

Number of Sheet 10 Sheet

Opening size 1mm

Thickness of Air Space 5mm

Emissivity 0.1

Table 1 Specification of aluminum sheet

Fig. 3 Form of core space of breathing wall.

3. 열․공기동시이동 예측모델

PVS의 통기성능과 단열성능을 예측 평가하기 위

해서 기존 연구
(5)

에서 개발된 열․공기 동시이동 예측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 수치예측 모델에서는 PVS

코어부를 통한 열․공기이동은 Fig. 2와 같이 시트

표면의 수직방향으로만 흐르는 1차원으로 가정한

다. PVS는 통기성능을 지니므로 PVS에서의 열이

동은 ① 마주보는 알루미늄 시트표면의 방사열전달

(αr), ② 알루미늄 시트표면과 공기층 사이의 대류

열전달(αc), ③ 공기이동에 따른 열이동의 성분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모델의 계산범위는 첫 번째 알루미늄 시트의 실

내측 공기층에서부터 n번째 알루미늄 시트의 실외측

공기층까지이며, 경계조건은 실내측 및 실외측의

공기온도와 압력차, 통기방향으로 한다. 부재에서

열․공기 동시이동은 부재단면의 온도분포가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계산을 한다.

4. 대상 PVS 사양

기존연구(2011)
(10)

에서는 PVS를 한국 탑상형 공

동주택 표준 모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적용부위로 남북측의 창호 상하부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적용면적은 가능한 넓은 면을 통해 환

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국 공동

주택의 일반적 구조적 특징과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4 m
2
로 정하였다. 남북측에 동일한 개구면적으로

맞통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Breathing wall.

부재의 기본구조는 Fig. 3과 같다. 미세한 구멍을

갖는 10장의 알루미늄판에 의한 다층공기층으로 되

어 있다. 중부․남부․제주도 지역의 외기조건에서

필요 환기량을 만족하는 αA가 10 cm
2
/m

2
, 20 cm

2
/m

2
,

40 cm
2
/m

2
, 50 cm

2
/m

2
, 60 cm

2
/m

2
, 80 cm

2
/m

2
등 6가

지 타입이 제안되었다. 부재의 통기․단열을 결정

하는 변수인 알루미늄 시트의 방사율, 알루미늄 시

트 수, 공기층 두께 등을 Table 1과 같다. 타입별

개구율차이는 알루미늄 시트의 공경은 1 mm로 동

일하게 고정하고 αA에 따라 구멍의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계산시의 실내외조건으로는 실내온도

25℃, 실외온도 0～20℃, 압력차는 5 Pa 이하로 설

정하였다.

5. 통기성능 검토

본 장에서는 부재의 통기성능을 검토하기 위해서

6종류의 유효개구면적(αA)을 지니는 부재별로 실

내외 압력차 변화 시 αA에 의한 통기량과 구멍크기

차이에 의한 통기량을 예측하고, 그 통기량을 바탕

으로 압력차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재의 αA’를 살펴

보았다.

5.1 αA에 의한 통기성능 변화

열․공기 동시이동 예측 모델을 이용한 수치계산

의해 압력차 변화에 따른 유효개구면적별 통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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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mount of ventilation by αA.

Fig. 5 Changes of αΑ by pressure difference.

Fig. 6 Amount of ventilation by opening size.

계산결과를 Fig. 4에 나타낸다. 통기특성은 1 Pa

이하에서 비교적 크게 변화하였으며 각 지역별 설

계된 PVS의 유효개구면적이 커질수록 통기량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내외 압력차가 1 Pa

일 경우 αA10 cm
2
/m

2
～αA80 cm

2
/m

2
에서 통기량은

38.5 m
3
/h․m

2
～329.6 m

3
/h․m

2
의 변화량을 보인다.

5.2 실내외 압력차에 의한 유효개구면적

Fig. 5는 실내외 압력차 변화에 따른 유효개구면

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압력차가 클수록 αA’ 값

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압력증가에 따

른 유량계수(α) 값의 증가 때문이다. 유효개구면적

이 클수록 αA’의 변화폭도 크게 나타났으며, 1 Pa

이상에서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패턴을 보인다. 풍

압이 없고 실내외온도차 20℃때의 실내외 압력차는

0.7 Pa 정도로 산정되는데, 0.7 Pa에서의 αA’ 값은

기존연구
3)

에서 설정한 α(유량계수)값 0.65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공경차에 의한 통기성능 검토

Fig. 6은 αA를 50 cm
2
/m

2
고정하고 서로 다른 구

멍크기(지름)가 1.0～3.0 mm인 경우, 실내외 압력

변화에 따른 통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멍크기

가 커질수록 통기량도 커져 압력차 2 Pa에서 공경

1.0 mm, 2.0 mm, 3.0 mm 순으로 312 m
3
/h․m

2
, 329

m
3
/h․m

2
, 344 m

3
/h․m

2
의 통기량이 되었다. 동일한

αA의 경우에도 구멍크기에 따라 유량계수가 달라져

통기량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범위는 수% 이내로

생각할 수 있다.

6. 단열성능 검토

본 장에서는 통기성이 있는 벽체에서 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적단열의 열관류율 개념을 도입

하여 부재의 단열성능을 평가한다.

6.1 동적열관류율

PVS를 통한 자연환기는 실내외 압력차에 의해

외기가 유입되고 다시 동일한 통기량 만큼 실내공기

가 외부로 유출된다. 실내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외

기가 실내로 유입될 경우 가장 실내측 표면온도가

일반 벽체표면 보다 낮아져 열손실이 발생하지만,

난방조건의 실내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풍하측 실

내표면온도는 거의 실내온도에 가까워져 거의 열손

실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공기유출이 있는 구

조체의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Dalehaug

의 Dynamic U-value
(11)

개념이 있는데 Dynamic

U-value(이하, D-U값)의 경우 부재를 통과하는 통

기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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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U-Value.

Fig. 8 Dynamic U-Value by pressure difference.

Fig. 9 Dynamic U-Value by opening size

(αΑ50 cm
2
/m

2
).

(Fig. 7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한 난방조건의 실내공

기가 외부로 유출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실내표면을

기준으로 한 열류량은 거의 0 W/m
2
K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6.2 PVS의 D-U값

동적단열의 열관류율 개념을 적용하여 실내측의

표면의 대류․복사 열전달량을 실내외 온도차로 나눈

D-U값을 활용하여 부재의 단열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8은 실내외 압력차에 따른 D-U값 변화를 αA

별로 나타낸 것이다. αA40 cm
2
/m

2
이상은 거의 유사

한 변화를 나타내고 0.1 Pa 전후에서 큰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경우 0.2 Pa 이상에서

는 값이 거의 0 W/m
2
K에 가까워진다. 한편 αA 값이

10, 20 cm
2
/m

2
인 경우 유효개구면적 별로 상당히 다른

열관류율 변화 특성을 보인다. αA10 cm
2
/m

2
의 경우

D-U값의 변화는 0.3 Pa 이하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αA20 cm
2
/m

2
의 경우 0.2 Pa 이하에서 큰 변화를 보

이게 된다.

Fig. 9는 αA가 50cm
2
/m

2
인 경우 구멍크기 차이

에 따른 열관류율의 변화를 지수함수로 나타낸 그

래프이다. 동일한 유효개구면적에서 구멍크기가 클

수록 작은 D-U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구멍크기가

큰 경우 동일 압력에서도 유량계수 증대로 인해 통

기량이 약간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적용을 전제로 제안된

6종류(사양)의 패시브환기외피(Passive Ventilation

Skin)를 대상으로 통기성능과 단열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치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부재의 환기량과

열관류율을 예측 평가하였다. 그 주요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압력차에 따른 통기성능을 검토한 결과 통기량

은 1 Pa 이하에서 비교적 크게 변화하였으며,

유효개구면적이 커질수록 통기량이 증가하였

다. 실내외 압력차가 1 Pa일 경우 αA10 cm
2
/m

2
～

αA80 cm
2
/m

2
에서 통기량은 38.5 m

3
/h․m

2
～

329.6 m
3
/h․m

2
의 변화량을 보인다. 같은 αA

라도 개구공경의 차이에 의하여 통기량이 차이

가 나는데 이는 압력차에 의한 유량계수의 변

화로 인한 결과로 예측이 된다. 동일한 αA의

경우에도 구멍크기에 따라 유량계수가 달라져

통기량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범위는 수% 이

내로 생각할 수 있다.

2) 동적단열의 열관류율 개념을 적용하여 실내측의

표면의 대류․복사 열전달량을 실내외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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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 D-U값을 활용하여 부재의 단열성능

을 평가하였다. D-U값은 αA40 cm
2
/m

2
이상의

경우 거의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고 0.1 Pa 전후

에서 큰 변화를보였다. 또한 이 경우 0.2 Pa 이상

에서는 값이 거의 0 W/m
2
K에 가까워졌다. αA

값이 10, 20 cm
2
/m

2
인 경우 유효개구면적 별로

상당히 다른 열관류율 변화 특성을 보이는데,

D-U값의 변화는 αA10 cm
2
/m

2
의 경우 0.3 Pa

이하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αA20 cm
2
/m

2
의 경

우 0.2 Pa 이하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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