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 쌍용    107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

정부의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에 따라 단열재 및 창호의 

열성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패

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해석을 기반

으로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단열취

약부위의 결로 발생을 설계단계에서 방지하고자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거시적인 면단위의 단열설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미시

적인 열적 취약부위인 선단위 또는 점단위의 열교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선단

위 열교부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창틀과 콘크리트 벽체와의 접합

부위에 대한 열교 차단 기술 개발에 대한 것으로써, 열교 차단 기술의 

원리와 시공방법을 소개하고, 열성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창틀과 콘크리트 벽체 사이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창틀을 

설치하고 채움재(우레탄폼 등)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열전도율이 다

소 높은 콘크리트와 창틀이 서로 연결되어 실내측 표면온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열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공한다.

본 개발 기술은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 2종)를 사용하여 건축

물의 창틀과 콘크리트 벽체 사이의 접합부 열교를 차단하는 기술로서 

벽체 거푸집 설치, 창틀 거푸집 설치, 창틀 열교 차단재 시공, 철근 배

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거푸집 제거, 창틀 설치 등의 시공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시공방법과 다른 점은 창틀 거푸집 설치 후 철

근 배근을 하기 전에 창틀 열교 차단재를 선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열전도율이 다소 높은 콘크리트와 창틀이 직접 맞닿지 않고 단

열재로 연결함으로써 실내측 표면온도 저하를 방지하여 열손실을 최

소화 할 뿐 아니라 결로와 곰팡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신기술의 열교 차단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열해석 프

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열관류율 비교 시험, 결로 대응성능 비교 

시험 및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표면온도 측정 비교 등을 실시하였다.

전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열관류율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존 공

법보다 5.5% 향상된 1.658W/㎡K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열관류율 비

교 시험 결과에서는 기존 공법보다 64.0% 향상된 0.665W/㎡K 수준

으로 측정되어 시뮬레이션이 시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

으며, 결로 대응성능 비교 시험 결과 온도저하율(TDR)이 벽체에서 

59.5%, 창틀에서 42.3%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어 결로 대응성능이 월

등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외부 표면

온도 측정 비교 결과 2.5℃ 정도 낮게 측정되어 열손실 방지에 따른 에

너지 절약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1-1) 열관류율(전열해석 프로그램)                                                                                               

    

1-2) 열관류율 비교 시험                                                                                                

    

1-3) 결로 대응성능 비교 시험                                                                                                

건축물의 창틀과 벽체 사이 열교 차단을 위한

단열공법 개발
Development on Thermal Bridge Barrier Between Window Frame and Wall

  박철용 건축기술팀 차장 / cypark@ssyenc.com

※ 원본논문  박철용, 김웅회, 이상희(2018), “건축물의 창틀과 벽체 

사이 열교 차단을 위한 단열공법 개발”, 한국건축시공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pp10~11

▶▶▶ 기 술 논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