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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ecological materials ‘hwang-toh (yellow soil)’ on indoor

environments. For this purpose, two full scale mock-ups were constructed: one with silk wall paper, which is

generally used for indoor finishing and the other with hwang-toh, which is the ecological material for wall

finishing. Comparison and performance evaluations were conducted, and the effects of hwang-toh finishing on a

humid indoor environment were verified.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verified that a hwang-toh plaster finish is

effective in maintaining the comfort of an indo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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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

축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건축, 친환경 건축, 생태건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재료를 건축

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축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재료로는 흙, 나

무, 왕겨, 스트로베일, 우드칩, 왕겨숯 등이 있으며, 구조

재, 단열재, 마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구조재를 제외한 기타 용도로써의 생태재료

의 성능은 아직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검증되지 않았

으며, 특히 단열재 및 마감재로 사용되는 생태재료들은

민간차원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마감재 역시 친환경 제

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과정에서 실내 환경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등의 질환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친환경 건

축물, 친환경 자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운

영하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마감재로 사용되

는 생태재료에 대한 성능검증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검

증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재료 마감재

중 각광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황토 미장재의 실내 온·

습도 조절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내 마감

재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VC 발포벽지(실크 벽지)와

황토 미장재를 각각 시공한 실물 스케일의 실험체를 구

축하여 비교·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

벽지 마감재 대비 황토 미장재 마감이 실내 온·습도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생태재료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물

스케일의 실험체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체

는 약 11.5㎡규모의 방 2개로 계획하였으며, 같은 향 및

동일한 면적의 창을 설치하여 실험을 위한 동일 조건을

조성하였다. 모니터링 실험은 계절에 따른 실내환경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에 실시하였으며, 모니

터링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 중 동절기는 2012년

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21일, 하절기는 2012년 7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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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재료 적용부위

조적 흙벽돌, 흙블록 구조체, 외장

다짐, 타설 현장성형 흙 건축재료 구조체

바름
흙 미장재 외장, 내장

흙 도장재

내장
부착

흙 보드 및 몰딩

흙 벽지 및 장판

표 1. 유형별 현대 흙 건축재료 현황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 0.45 ~ 0.58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 0.63 ~ 0.85

최 상 층 에
있는 거실
의 반자 또
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 0.24 ~ 0.29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 0.34 ~ 0.41

공동주택의 측벽 ~ 0.27 ~ 0.36 ~ 0.45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 2.10 ~ 2.40 ~ 3.10

공 동 주 택
외 ~ 2.40 ~ 2.70 ~ 3.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 2.80 ~ 3.10 ~ 3.70

공 동 주 택
외

~ 3.20 ~ 3.70 ~ 4.30

표 2.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제21조 관련)

개정 2010.11.05 (단위: W/m2K) (건축법)

일부터 2012년 7월 21일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여 결

론을 도출하였다.

1.3 선행 연구

건축자재로서 황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토

미장재 성능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 (황혜주 외, 2005)’

는 시편 제작 및 실험을 통해 황토의 물리적인 기초정보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흙 건축재료 현황 및

건축환경 관련 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송설영 외, 2006)’

역시 다양한 흙 관련 건축자재의 열환경 관련 물성 측정

을 통해 건축재료로서 흙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흙재료의 시공과 관련하여 ‘친환경 건축자재로서의 황

토마감재 개발을 위한 천연혼화재 비율설정에 관한 연구

(이태구, 2006)’는 다양한 혼화재를 배합한 시편제작 및

비교실험을 통해 황토 미장재의 시공 시 배합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바닥 및 벽 마감재료로서의

황토의 시공실패 사례 조사연구 (박기철 외, 2001)’는 시

공 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Mock-up 실험을 통한 황토벽과 전통창호의 실

내 온습도 조절효과에 대한 비교평가 (송민정, 신 훈,

2010)’, ‘건축재료에 따른 환경요소 평가 연구 (최 율 외,

2010)’, ‘흙 및 시멘트 건축재료의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

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송설영 외, 2007)’, ‘흙 건축재료의

열 물성 평가 및 실험을 통한 흙 구조체의 하계 온도 조

절 기능 분석 (송설영 외, 2006)’, 및 ‘친환경적 재료인 황

토를 이용한 실내공기환경 개선방안 연구 (백인혁 외,

2005)’ 등 축소모형 및 시편 실험을 통해 황토 건축재료

의 온·습도 조절 및 실내공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등 실증

적인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외, ‘친환경 건축재료로서의 흙벽돌과 흙미장의 흡

음 특성에 관한 연구 (황성일 외, 2007)’는 테스트베드 제

작 및 실험을 통해 흙벽돌과 흙미장에 의한 흡음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흙미장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김홍

일, 황혜주, 2008)’는 흙미장으로 내부를 마감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각도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흙미

장 공법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면, 황토를 건축자재로 적용

하기 위한 물성 실험 및 실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실험은 다수 진행되었지만 모두 축소모형 및 시편

을 통한 연구인 점이 한계점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실

물 스케일의 실험체를 통해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상

황에서 성능을 검증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실험체 및 실험 계획

2.1 실험체 자재 선정

친환경적 건축 자재는 기획, 설계/계획, 시공, 유지관리,

철거/해체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에너지 자원의 소

비를 저감하고 주변 환경, 지구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인간생활의 쾌적성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강희, 2003)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 자재는 흙이나, 나무, 돌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 자연 재료로 원재료를 채취해 절

단, 연마 등 간단한 물리적 가공만을 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의미한다 (한경희 외, 2003).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흙의 경우, 현재 주로 사용되

거나 개발되고 있는 흙 건축재료들을 공법 별로 분류하

면 표 11)과 같다.

 

2.2 실험체 단열기준

실험체 계획 시 적절한 온열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나’ 등급 기준의 단열재를 사

용하였으며, 실험체의 단열 성능은 건축법을 준용하여 실

험체가 위치한 남부지방의 열관류율을 충족하도록 계획

하였고, 특히 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자재 성능 검증임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이상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였다. 해당 설계기준은 다음의 표 2 및

표 3과 같으며 실험체의 창호 역시 같은 기준을 준용하

여 선정 및 설치하였다.

2.3 실험체 세부계획 및 측정장비 계획

앞서 언급한 성능기준을 근거로 하여 바닥면적 11.5㎡

(3.3m x 3.3m)로 실물크기의 실험체를 구축하였다. 실험

체의 향은 대지의 조건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남동향으

1) 송설영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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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좌) 황토미장 실험체 / (우) PVC 발포벽지 실험체

황토미장 실험체 단면계획 벽지마감 실험체 단면계획

황토미장 실험체

재료 번호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

류율

mm
Kcal/

mh℃
W/mK

㎡h℃/k

cal

kcal/

㎡h℃

W/㎡

K

① 황토미장 20.0 0.175 0.204 0.114

0.200 0.232

② 석고보드 2겹 20.0 0.181 0.210 0.111

③ 유리섬유단열재 140.0 0.031 0.036 4.522

④ OSB 11.1 0.112 0.130 0.099

⑤ 수평각재 30.0

⑥ 목재 사이딩 20.0 0.120 0.140 0.166

벽두께 241.1

벽지마감 실험체

재료 번호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

류율

mm
Kcal/

mh℃
W/mK

㎡h℃/k

cal

kcal/

㎡h℃

W/㎡

K

① PVC 발포벽지 2.0 0.180 0.209 0.011

0.204 0.237

② 석고보드2겹 20.0 0.181 0.210 0.111

③ 유리섬유단열재 140.0 0.031 0.036 4.522

④ OSB 11.1 0.112 0.130 0.099

⑤ 수평각재 30.0

⑥ 목재사이딩 20.0 0.120 0.140 0.166

벽두께 223.1

표 4. 실험체 벽체단면계획 및 재료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벽체

단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함 0.3 0.37 0.55

외기에 간접 면함 0.4 0.55 0.7

측벽 0.22 0.3 0.37

창호

단열

전용면적

이 60㎡

초과

외기에 직접 면함 1.4 1.6 2

외기에 간접 면함 2.8 3 3.3

전용면적

이 6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함 1.7 2.1 2.5

외기에 간접 면함 2.6 2.9 3.5

표 3. 단열성능 기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

로 계획하였으며, 양쪽 모두 구조체는 경량목구조, 단열재

는 글라스울 R19 24K로 시공하였다. 창호는 Gienow사의

목조주택 전용창호(열관류율 1.80 W/㎡K)를 설치하였으

며, 실험체의 내부는 연구의 목적에 의한 비교 실험을 위

해 각각 생태재료인 황토미장재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PVC 발포벽지로 마감하였다. 미장용 황토는 생석회

10%,, 황토 30%,, 모래 60%의 비율로 배합하였으며, 볏짚

을 섞어 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투습계수는 흙 4x10
-6

∼4x10
-8
(김종배, 2003), 벽지 0.06∼0.14(정희석, 2004)로

흙의 투습성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벽체 단면 계획 및 상세 계획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시공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실험체의 환경

성능 검증을 위해 온/습도 센서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측정용 센서 및 기기는

실험체의 중앙 바닥에서 약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였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Lab-View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하

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의 설치계획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림 2∼그림 6과 같다.

2.4 실험 방법 및 일정

각 마감재에 의한 실내환경 성능평가를 위해 동절기는

2012년 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하절기는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각각 9일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동절기 실험의 경우 기본 성능측정을 위해

별도의 난방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양 실험체가 동일한

조건 하에 내·외부 온도 센서, 습도 센서를 통해 1분 간

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데이터 추출 및 장비 리셋을 위해 12∼15일, 15∼

18일, 18∼21일의 3일 간격으로 실험을 나누어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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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3. 온/습도 센서 그림 4. 벽체 단열재 시공

황토미장 벽지마감 외기
황토미장

[상대습도/절대습도]

벽지마감

[상대습도/절대습도]

외기

[상대습도/절대습도]

최고 온도(℃) 11.4 11.2 14 최고 습도 62.3% / 6.38g/m
3

70.5% / 7.13g/m
3

48.9% / 5.92g/m
3

최저 온도(℃) 2.8 2.1 -7.7 최저 습도 38.1% / 2.24g/m3 38.7% / 2.17g/m3 18.9% / 0.53g/m3

평균 온도(℃) 6.5 5.6 1.2 평균 습도 55.3% 64.0% 32.9%

온도변화 폭(℃) 8.6 9.1 21.7 습도변화 폭 24.2 31.8 30

표준 편차 1.62 1.55 4.40 표준 편차 4.49 4.42 7.38

표 5. 동절기 모니터링 결과

고, 실험체 출입문 개방 시 2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출입

문을 개폐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동일하게 30

분 환기 후 실험을 재시작 하였다. 하절기 실험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여 실험체 밀폐 후 9일 연속측정을 실시하

였으며, 실험 기간 동안 별도의 환기 설비 및 냉방 설비

는 가동하지 않았다.

3. 실험 결과

3.1 동절기 실험 결과

동절기 실험 기간 중 기상 상황은 15일의 ‘흐림‘을 제

외하고 눈/비 없이 ‘약간 흐림‘인 날씨가 이어져 실험에

큰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기상 변수는 없었으며, 전체적

으로 온도, 습도 모두 실험 기간 동안 일정한 경향을 나

타내어 특이사항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기

간 중 외기 온도는 –7.7℃∼14℃, 습도는 18.9%∼48.9%

로 나타났으며, 3반복 실험에 의해 12일, 15일, 18일에 일

정한 패턴으로 실험체의 습도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온도의 경우 반복실험 절차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실험체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 표 5 및 그림

6, 그림 7과 같다. 황토미장재를 시공한 방과 PVC 발포

벽지를 시공한 방에 대한 온도측정 결과, 두 실험체 모두

외기 온도에 비해 안정적인 실내 온도의 변화를 보였다.

실외 온도의 변화 범위가 –7.7℃∼14℃일 때 황토를 시

공한 방의 온도는 2.8℃∼11.4℃, PVC 발포벽지를 시공한

방은 2.1℃∼11.2℃를 나타내어 최대/최소 온도는 큰 차이

가 없었으나, 평균 온도는 황토미장 실험체 6.5℃, 벽지마

감 실험체 5.6℃로 그래프 상에서도 볼 수 있듯 황토미장

실험체의 평균 온도가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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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절기 온도 모니터링 결과

그림 7. 동절기 습도 모니터링 결과

황토미장 벽지마감 외기
황토미장

[상대습도/절대습도]

벽지마감

[상대습도/절대습도]

외기

[상대습도/절대습도]

최고 온도(℃) 28.4 29.0 35.4 최고 습도 73.8% / 20.52g/m3 76.4% / 21.93g/m3 84.8% / 34.21g/m3

최저 온도(℃) 25.5 25.6 22.7 최저 습도 67.6% / 15.99g/m
3

67.9% / 16.15g/m
3

48.8% / 9.88g/m
3

평균 온도(℃) 26.5 26.7 26.4 평균 습도 70.8% 73.0% 68.4%

온도변화 폭(℃) 2.9 3.4 12.7 습도변화 폭 6.2 8.5 36

표준 편차 0.67 0.72 1.84 표준 편차 1.29 1.62 5.57

표 6. 하절기 모니터링 결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표 4의 자료와 같이 벽지에

비해 두껍게 시공된 20mm 황토미장재에 의한 축열효과

인 것으로 생각되며 황토미장 두께를 늘릴 경우 이 차이

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습도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 온도와 마찬가지로 외기

의 변화에 비해 두 방 모두 상대적으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황토를 시공한 방은

38.1∼62.3%, 평균 습도 55.3%로 그래프에서 보듯 쾌적

범위의 습도(40%∼60%)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PVC 발포벽지를 시공한 방은 38.7%∼70.5% 및

평균 습도 64%로 상대적으로 습한 실내 환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림 7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PVC 발포벽

지를 시공한 방의 경우 일조에 의해 온도가 높아지는 낮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서 쾌적범위(40%∼60%)

를 벗어나 60% 이상의 습도를 보여 황토미장이 실내 일

정 습도의 유지 및 조습작용을 통한 쾌적범위 습도조절

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야간 습도조절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 하절기 실험 결과

하절기 실험기간은 절기 상 장마 기간으로, 측정이 진

행된 9일 중 3일(12일, 13일, 2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은 모두 비가 내렸으며, 이를 통해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황토의 실내환경 조절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

기간 중 외기 온도는 22.7℃∼35.4℃, 습도는 48.8%∼

84.8%로, 여름철 장마 기간의 집중 강우로 인해 높은 습

도를 나타내었다.

하절기의 온도변화에 대한 세부 실험 결과는 표 6, 그

림 8 및 그림 9와 같다. 황토미장재로 마감한 방과 PVC

발포벽지를 시공한 방에 대한 온도측정 결과, 두 실험체

모두 안정적인 온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실외 온도의 변화

범위가 22.7℃∼35.4℃로 큰 편차를 보인 반면, 황토를 시

공한 방의 온도는 25.5℃∼28.4℃, PVC 발포벽지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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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절기 온도 모니터링 결과

그림 9. 하절기 습도 모니터링 결과

한 방은 25.6℃∼29.0℃로 외기 온도 변화폭 12.7℃에 비

해 안정적인 온열환경을 나타냈다.

두 방의 최대/최소 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

정되었으나, 온도변화의 폭은 황토미장 실험체 2.9℃, 벽

지미장 실험체 3.4℃로 황토미장 실험체가 벽지마감 실험

체에 비해 약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분포의

표준편차 값 역시 황토미장 실험체가 작은 것으로 분석

되어 황토미장이 여름철 장마기간의 온열환경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습도 변화에 대한 세부 실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습

도변화 역시 온도와 마찬가지로 외기의 변화에 비해 두

방 모두 상대적으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름철 장마로 인해 외기 습도는 48.8%∼84.8%

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강우 여부에 의해 습도변화의 폭

도 36%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황토미장 실험체는

67.6%∼73.8%, 벽지마감 실험체는 67.9%∼76.4%의 습도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황토미장 실험체의 경우 습도

변화 폭 6.2%, 표준편차 1.29로 습도변화폭 8.5%, 표준편

차 1.62인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안정적인 실내 습도

환경을 나타내 황토미장이 실내 습도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림 10을 보면, 날씨가 맑았던 12, 13일과 낮 시

간에 잠시 소나기가 내렸던 14일의 경우, 외기 습도가 일

조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반면, 두 실험체의 습도는

70%∼75%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황토미장 실

험체의 경우, 70%를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변화

폭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집중 호우로 인해 습도

가 상승한 15일, 16일, 19일의 경우에도 황토미장 실험체

의 경우 70%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정 습도를 유지하

고 있으며,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변화폭이 작고 낮은

습도를 나타내어 황토미장이 여름철 장마기간 실내 환경

의 습도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계절별 결과 비교

겨울철과 여름철 장마기간의 측정 데이터를 비교한 결

과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온도를 비교한 그림 10을 보면 두 계절 모두 외기의

온도변화에 비해 실험체의 온도 변화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절기 장마기간의 경우, 두 실험체 모

두 겨울철에 비해 안정적으로 실내 기온을 유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황토미장 실험체의 기온이 약간 낮

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황토미장이 여름철에 쾌적

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기의 변화 폭이 큰 동절기의 경우, 실험체의 온도조절 성

능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히 황토미장 실험체의 경우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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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방 벽지방 외기

동절기 4.15 4.53 1.73

하절기 17.7 18.45 17.32

표 7. 절대습도 분석결과 (g/m3)

그림 11. 계절별 온도 모니터링 결과 비교

그림 12. 계절별 습도 모니터링 결과 비교

그림 10. 실내와 외기의 절대습도 차이값 (g/m3)

속적으로 높은 실내온도를 나타내 황토미장의 축열성능

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황토미장이 동절기

와 하절기 장마기간 모두 실내 적정온도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습도를 비교한 그림 11을 보면, 동절기의 실험체 습도

조절 성능이 하절기 장마기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분

석되며, 특히 황토미장 실험체의 경우 외부 습도가 낮고

변화 폭이 큰데 비해 50%∼60%의 실내 습도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벽지미장에 비해서도

습도조절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절기 장마

기간의 경우도 강우에 상관없이 황토미장 실험체가 안정

적인 습도환경을 나타냈으며,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효

과적인 성능을 보였다. 보다 정확한 습도유지 성능분석을

위해 온도와 상대습도 계산결과를 토대로 절대습도 값

및 외기와 실내 절대습도 값의 차이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그림 12와 같다.

하절기 황토미장 실험체의 경우, 조습작용을 통해 벽지

마감 실험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의 습기를 실내로

덜 유입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절기의 경우, 두 실

험체 모두 낮은 외부 절대습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절대습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벽지방의 절



황토 마감재의 온도 및 습도 조절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 이규인・염동우

Journal of the KIEAE Vol. 12, No. 6  2012. 12106

대습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그림 12의

분석 결과 황토미장 실험체의 동절기 습도가 쾌적범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황토미장이 조습작용을 통해 실내

에 적정량 수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생태재료 마감재가 실내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생태재료인 황토미장재와 흔

히 ‘실크벽지’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는 PVC 발포벽

지를 각각 시공한 실물 스케일의 실험체를 구축하여 비

교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황토미장재를 시공한 방과 PVC 발포벽지를 시공한

방은 외기온도에 비해 안정적인 실내온도의 변화를 나타

내었으며, 동절기의 경우 황토를 시공한 방이 황토의 두

께에 따른 축열성능에 의해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15%

높은 평균 실내온도를 나타내 황토미장이 겨울철 온열환

경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습도 분석 결과, 동절기의 경우 황토미장 실험체가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온도변화폭이 24%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나

타냈으며, 하절기 장마기간의 경우, 황토미장 실험체의 절

대습도가 벽지마감 실험체에 비해 5% 낮게 나타나 황토

미장이 조습작용을 통한 실내 습도환경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계절별 분석결과, 하절기 장마기간에 비해 동절기에

황토미장의 조습작용에 의한 실내 습도조절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야간 실내공간 쾌적성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열환경 조절 역시 축

열효과에 의해 동절기에 좀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냈다.

연구를 통해 황토미장이 실내 환경의 쾌적성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의 데이터 확보를 통

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미장두께 및 공법 별

차이 등 다양한 시험조건에서의 추가 실험과 함께 향후

건식공법으로의 확대 적용 및 성능검증이 향후 연구과제

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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