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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in issues of defect type that condensation, concrete crack and noise in apartment building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partment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Korea (ADDMC) a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Korea (MLIT), condensation defects are great importance (14 percent) on whol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faults from 2015 in Korea. Most condensation defects have many different causes that take a toll on the resident's life 
and space. So it is very important to early detection and repair. For preventing the condensation in apartment buildings,
there are building codes in Korea such as 'Standard of Method and Judgment for Apartment defect of investigation, Repair
cost Estimate'. This research aims to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venting the condensation aforementioned korea standard.
Types and characteristics (opaque wall, windows, doors) of cause of occurrence and existing state condensation defect is
analyzed from evaluation of real application 100 case in 2015 ADDM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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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D ：급배기 통로(Air Duct)
PD ：설비배관용 통로(Pipe Duct)
TDR ：온도차이비율(Temperature Difference Ratio)

1. 서  론 

1.1 연구배경

건물 내 결로 발생은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하자 

중 하나로써, 곰팡이 발생, 실내공기질 저하와 같은 건

축 환경 및 실내 쾌적감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며, 마
감재를 손상시키거나 심할 경우 구조체에 심각한 피해

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따

르면 2010년~2015년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심사 누적건수는 8,859건으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결로 하자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벽체 

부문 결로 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결

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국토교통

부고시 제 2013-845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

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고시 하고 2015년 3
월과 2016년 5월에 개정‧고시하여 현재 주택법 제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

상 공동주택의 결로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2)

공동주택 내 결로 하자는 건물 이해당사자(사업주체, 
입주자 등)간 개별적, 대외비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객관화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해당 사례를 찾기 힘들

며, 설계기준에 따라 결로 성능이 평가된 공동주택의 

사례 또한 실제 입주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 결로 하자 사례를 분석/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동주택 이해 당사

자와 입주민에게 결로 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방지를 위한 기술 및 설계기준 개선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접수된 민원 중 국토교통

부고시 제 2013-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판정기준)(3)
에 따라 하

자로 판정된 결로 하자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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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mount of 2015 detailed affair cause by defect 
Type Amount

Total affair 3,376
noise  8,191

Malfunction 3,993
Condensation 3,181

Pollution & discoloration 1,096
Separation 1,046

Etc 3,454
Sum 20,961 Fig. 1  Classification of condensation defect example.

2. 결로 하자 사례 조사

2.1 결로 하자 사례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 하여 

발생부위, 경과년도, 지역, 평면타입, 하자원인 등 분류 

가능한 발생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자의 분류기

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하자

도면에 준하여 시공되었으나 밀착, 접촉, 시공불량

(틈새 및 이음새 시공 등)으로 기능상, 미관상 지장

을 초래한 하자

∙변경시공하자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이 

아래와 같이 해당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

는 경우

-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자재 등으로 시공된 경우

∙누락시공하자 

도서상 자재형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누락

하여 시공한 하자

∙미 시공 하자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안전

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

2.2 결로 하자 사례 유형 분류 

2015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에 접수된 하자심사 세부 사건 Table 1과 같이 총 20,961

건으로 나타났으며, 결로 부문은 3,18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자로 판정된 사례는 총 365건이며, 이중 총 100
건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Fig. 1과 같이 하자심사 판정사

례를 조사 분류하고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유형 분

류는 다음과 같다.
경과년도, 지역, 발생부위, 하자원인, 발생시기, 평면

타입 등 총 6가지로 분류하였다. 경과년도별로는 하자

담보책임기간 이내 또는 이후로 구분하였고, 설계기준

에 근거 3개 지역(지역 Ⅰ, 지역 Ⅱ, 지역 Ⅲ)으로 지역

별로 분류하였다. 발생부위별은 표면결로 및 구조체 내부

결로로 분류 한 후 벽체, 창호, 문으로 구분하였다. 하
자원인별로는 벽체(품질유지불량, 법규 미준수, 검토부

족, 난방 배관 미설계, 단열재 훼손, 결로방지재 훼손, 
열교, 마감불량, 밀착시공불량, 우레탄 충진 미흡, 변경

시공, 누락시공, 틈새시공불량, 사춤불량), 창호(품질유

지불량, 부속품 손상, 결로 배출구 없음, 검토부족, 변
경시공), 출입문(품질유지불량, 법규 미준수, 사춤불량)
으로 분류 하였으며, 초기결로, 일반결로 2개로 구분하

여 발생시기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장형, 기본

형 2개로 평면타입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로 하자 사례 분석 및 결과

3.1 사례 조사 결과 

결로 하자사례 총 100건의 발생 유형별 분류표는 

Table 2와 같다. 총 100건 중 벽체에서 발생한 하자는 

85건, 창호 11건, 출입문 4건으로 조사되어, 우각부위

나 외벽과 직접 면하는 벽체에서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피해가 창호나 출입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

었다(Fig. 2 참조). 이에 따라 벽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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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Amount of affair cause by position

C
lassification

Rigion Rigion Ⅰ Rigion Ⅱ Rigion Ⅲ
5 48 47

Plan type Extended plan Basic plan
100 0

Position of
occurrence

Suface Inside
98 7

C
ause of occurrence

W
all

Material Poor quality
9

Design
Violation of 

building code Design fault Non-Design 
piping of heating

5 3 3

Construction

Damage of 
insulation

Damege of material of 
condensation prevention Heat bridge Finish 

construction fault
Contact 

construction fault
6 1 45 2 12

Urethane form 
packing fault

Revision 
construction

Omission 
construction

Crack 
construction fault

Filling 
construction fault

12 23 5 18 1
W

indow

Material Poor quality Damage of 
component

Non-condensation 
outlet

4 2 1

Design Design fault
1

Construction
Revision 

construction
4

D
oor

Material Poor quality
2

Design
Violation of 

building code
1

Construction
Filling 

construction fault
1

Time of occurance Lower term of warranty liability Upper term of warranty liability
76 24

Table 2  Number of 100 counts of condensation defect example according to category(Including overlaps)

3.2 유형별 사례 결과 분석

3.2.1 경과 년도  발생 시기별

총 100건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발생건수가 76건
으로, 이는 준공 후 1~2년 사이에 발생한 결로 하자로 

콘크리트는 재료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높으며,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초기 결로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 준공 후 

1~2년 사이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함

에 따라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3.2.2 하자 원인별

발생 원인별 분석 결과 벽체의 경우 자재나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결로 하자 발생 보다는 시공상의 문제점으

로 인한 세부 원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열성능이 저하 되거나 열교에 의해 발생

한 결로 하자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현장 에서 단열재 

설치나 틈새 시공 불량, 우레탄 충진 미흡과 같은 시공 

기술상의 문제점도 결로 하자를 발생 시키는 주원인으

로 조사 되었다. 설계기준상 착공 신고 전에 평가가 이

루어지며 이는 설계 도서로 평가하게끔 되어있지만, 추
후 결로 방지를 위한 평가 이행 검토나 현장에서 시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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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resentative condensation defect example for each type 

Classification Actual inspection of place contents
picture 1 picture 2

W
all

Region Region Ⅱ

․Urethane form packing depth 
at insulation joint : 8mm
․Non-urethane form packing of 

high density in insulation 
joint

Plan type Extended plan
Position of 
occurrence

Suface 
condensation

Cause of 
occurrence

Urethane form 
packing fault

Time of 
occurance

Lower term of 
warranty liability

W
indow

Region Region Ⅲ

․mold through of condensation 
in window sealant
․Poor quality material(glass, 

sealant) in window

Plan type Extended plan
Position of 
occurrence

Suface 
condensation

Cause of 
occurrence

Poor quality 
material

Time of 
occurance

Lower term of 
warranty liability

D
oor

Region RegionⅠ
․Condensation liquid water on 

the door-frame & door-leaf
․Rust in the bottom of

door-check & door-frame 
thorough the condensation
․Dissatisfaction of design plan 

& building energy saving 
plan code

Plan type Extended plan
Position of 
occurrence

Suface 
condensation

Cause of 
occurrence

Violation of 
building code

Time of 
occurance

Lower term of 
warranty liability

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요소가 설

계기준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호의 경우 자재 자체의 성능 불량이 가장 큰 원인

으로 뽑혔고, 설계도서와 상이시공도 주원인으로 조사

됐으며, 출입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하자 개소가 

발생하였고 자재 품질유지 불량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3.2.3 발생 부 별

100건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표면 결로가 발생하

였고, 내부결로는 7건의 결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이 실내 습도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다수의 경우가 단열재간 이음부

위 처리 미흡이나, 우레탄 충진 미흡, 틈새 시공 불량 

등으로 인한 단열 성능 저하로 의한 열교로 인해 표

면 온도 저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4 평면 타입별 

평면 타입별 분석 결과 총 100건 중 모두 확장형에

서 결로 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본형의 경우, 발코니가 실외와 난방공간의 열적 완

충 공간을 형성하여 결로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

지만, 발코니 공간의 불투명 재료의 품질유지 불량(도
장 탈락, 변색, 오염 등)으로 인한 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2.5 지역별

지역별로는 지역Ⅰ이 상대적으로 악조건 이지만, 지
역 Ⅱ, 지역 Ⅲ 에 국내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그에 따

라 공동주택 분포가 많음에 따라 발생 건수도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10년~2015년 시도별 신청현황은 Fig. 3과 

같으며, 지역 Ⅱ, 지역 Ⅲ에서 다수의 신청건수가 발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참조).

Fig. 3  Apartment building defect evaluation applications 
by province in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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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ld & Condensation of corner of wall.

Table 5  Example of opaque wall’s condensation 2
Region Plan Type Position Detailed cause 

Region Ⅱ Extended plan Surface Non-construction
Picture 1 Picture 2

Mold & Condensation 1 Mold & Condensation 2

Fig. 4  The bathroom plan(AD/PD construction omission).

Table 4  Example of opaque wall’s condensation 1
Region Plan Type Position Detailed cause 

Region Ⅱ Extended plan Surface, Inside Change construction
Picture 1 Picture 2

Ceiling surface condensation Inside ceiling condensation

발생위치별 대표 결로 하자사례는 Table 3과 같으며, 
제 4장에서 상대적으로 발생위치가 많은 벽체의 결로 하

자사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

는 하자 발생 저감자료의 활용과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벽체 결로 하자 사례별 개선방안

4.1 열교에 의한 하자 개선방안 

실제 결로 하자로 판정된 벽체 사례 중 실내 천정부

위 결로 발생 사례를 조사하였다(Fig. 4 참조). 대상 벽

체는 내단열 공동주택으로, 층간 슬래브로 인해 벽체 

단열재가 끊긴 열교발생 부위에 천정 결로방지재 누락

과 도면과 상이하게 AD/PD 벽체에 시공 누락 되어 열

적 완충공간의 부재로 표면 온도 저하가 결로 발생의 

주원인이었다(Table 4 참조).  
천정틀 내부는 외기와 직접 면하고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이며, 거주자가 사용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서 변경이나 시공누락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천정 실내 표면의 결로 발생은 천정 내부에 

열교나 시공누락, 단열성능 저하로 인해 이미 결로가 

발생한 후와 같다. 
실내 표면 접합부 뿐만 아니라 천장틀 상부의 콘크

리트 벽체와 슬래브 접합부와 같이 실제로 열교가 발

생하는 부위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저감대책이 설계기

준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2 미 시공에 의한 하자 개선방안

Fig. 5와 Table 5는 단열 취약부위 결로방지재의 누

락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이다. 대상 부위는 

외부 단열과 내부 단열이 교차하는 외피의 모서리 부

분으로 결로방지재 등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시공

되어야 하나, 실제 점검용 망치를 이용한 점검 결과 

결로방지재 없이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됨에 따라 

냉기 유입 및 결로의 영향에 따라 곰팡이가 발생된 사

례이다. 
현재 설계기준상 사업주체는 설계기준 제9조에 의

해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열 취약부위의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모든 천장

슬래브와 경계벽에 결로방지재(열전도율 0.036 W/m․ K 
이하, 폭 300 mm, 두께 10 mm 이상)를 시공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주단열재가 끊기는 경계벽의 경우 열

교취약부위를 결로방지재로 인해 결로 위험성을 줄여

주지만, 현재 설계기준상 설계도서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설계기준과 평가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결로 

하자는 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창호나 출입문 보다 

상대적으로 벽체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며, 설계기준과 

평가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활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나 시공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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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ample of opaque wall’s condensation 3
Region Plan Type Position Detailed cause 

Region Ⅱ Extended
plan

Surface,
Inside

Urethane form 
packing fault

Picture 1 Picture 2

View of boudoir Mold of wallpaper
Picture 3 Picture 4

Finishing material breakup
(mold position) 

Condition of Urethane form 
packing fault

       

Fig. 6  Heat bridge by part(left) & suface temperature of
corner of building envelop(right). 

 

Fig. 7  Half lap joint insulation(left) urethane form packing
in corner of building envelop(right).

4.3 현장 시공 오류로 인한 하자 개선방안

벽체부문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열교뿐만 아니라 

현장시공상의 오류(마감불량, 밀착시공불량, 우레탄 충

진 미흡, 틈새시공불량, 사춤불량)로 인한 하자도 총 45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는 벽체 모서리 부분 단열재의 이음부위의 우

레탄 충진과, 틈새시공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사례이다

(Table 6 참조). 
단열재나 건물 틈새간 건물의 기밀이나 결로에 미

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실제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도 이를 방지하기위해, 방습층의 설치나 

단열재의 이음부는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4)

이러한 시공상의 발생원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기술자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공상에 

필요한 표준상세도나 시방서, 틈새 및 단열재 이음부

등의 디테일 시공 처리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으로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단열 성능 저하 하자 개선방안

벽체 우각부의 경우 점형과 선형 열교부위보다 상

대적으로 외피면적이 커지며 외기와 내부가 3면이 만

나는 기하학적 열교가 발생
(5)
하게 되며(Fig. 6(좌)), 실

제 하자 현장의 열화상 카메라 관찰 결과도 건전부위

의 표면온도 보다 모서리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Fig. 6(우)). 
이는 주로 벽체 우각부위의 틈새로 인한 단열성능 

저하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설계기준에서도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 접합부를 평가 대상

으로 삼고 있으며, 반턱 단열재의 활용이나 우레탄 폼 

충진, 기밀테이프의 활용 등으로 우각부위의 단열재 

이음 시공이나 틈새로 인한 단열성능 저하에 특히 유

의해야 한다(Fig. 7 참조).

5. 결  론

본 연구의 수행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벽체 우각부위에서 창호나 출입문 부위보다 상대적

으로 결로하자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실내 표

면 접합부뿐만 아니라 천장틀 상부의 콘크리트 벽

체와 슬래브 접합부와 같이 실제로 열교가 발생하

는 부위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저감대책이 설계기준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 벽체의 결로 하자는 설계나 자재 보다는 현장시공

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다수 발생함에 따라, 설계기

준과 평가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나 시공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

정되어 있는 평가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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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결로 발생원인은 형장 

시공 기술자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공상

에 필요한 표준상세도나 시방서, 틈새 및 단열재 

이음부등의 디테일 시공 처리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벽체의 틈새로 인해 단열 성능 저하에 따라 결로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시공상 반턱 단열재, 우레

탄 폼, 기밀테이프 등의 활용으로 단열재 이음 부

위나 틈새시공에 유의해야한다.

본 연구의 결로 하자 사례는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연구단’ 포털(http://www.wincfree.re.kr)에 2017
년 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며, 결로 방지를 위한 최적 설

계와 벽체 우각부위 TDR 값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6RERP-B082204-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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