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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components need to be developed as packages to commercialize Zero Energy 

Buildings (ZEB).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thermal property test and determination values 

for thermal bridges of window-wall package envelope. First, the legislations and standards 

regarding thermal properties of envelopes are reviewed. Second, the methods of thermal 

property test are described, which utilizes the condensation evaluation methods in KS F 2829, 

ISO 6781 and the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evaluation methods in ISO 10211. The 

determination values for window-wall package envelope certification are also suggested, which 

are based on KS F 2829 and Energy Performance Index (EPI). Third, the thermal property of 

manufactured window-wall package envelope was evaluated using the suggested testing 

methods. The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inside (TDRi) of the tested envelope was below 

0.15 and the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of the tested envelope was below 0.4 W/m·K. 

Therefore, the tested envelope is certified that it has a good thermal property, low risks of 

condensation, and low risk of thermal bridge.

주요어 :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 열교, 결로, 선형 열관류율, 내표면 온도차 비율

Keywords: Window-Wall package envelope, Thermal bridge, Condensation,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inside (TDRi)

서 론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을 도입하고,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와 2025년 민간부문 제

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종 자재간 융복합하는 방향으로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피의 경우, 벽

체나 창호의 단열 성능이 증가할수록 전체 외피 대비 열교에 의한 전열량 비율이 증가한다(구보

영 외, 2012). 따라서 열교 부위를 포함한 외피의 단열 성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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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창호와 벽체가 요소별로 개발·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창호와 벽체를 통합한 외

피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Figure 1). 외피의 단열성능이 높아질수

록 열교의 전열량 비율이 증가하므로 열교의 열성능 평가가 중요한데, 창호와 벽체의 열성능

을 요소별로 평가하면 열교 부위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시공 현장 조건, 기술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창호와 벽체 접합부의 

단열성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교의 열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케이스별

로 현장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과 실험실 평가방법은  열교 

발생 부위를 접합할 때 창호 및 벽체의 구성재와 현장 조건에 최적화된 시공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다양한 시공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시공 가이드

라인을 도출함으로써 시공 품질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추후 모듈, 패키지, 시스템 단위로 

건축자재가 개발된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창호와 벽체 같은 패키지가 접합

된 시스템 단위까지 평가하는 방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호와 벽체가 통합된 형태의 외피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라고 명칭하도록 한다.

[Wall] [Window]

[Material]
(Present)

○ Insulation material tests
- Thermal transmittance 

properties, thermal 
conductivity

    (KS L 9016, KS F 2277) 

○ Glazing material tests
- Transmittance, emissivity (KS L 2514)
- Film (KS L 2016)
○ Frame material tests
- Aluminium (KS D 6579)
- Plastic (KS F 5602)

[Module]
(Present)

○ Envelope module tests
- Thermal transmittance 
    (KS F 2277)

○ Window Module tests
- Thermal resistance(KS F 2278)
- Air tightness, water tightness, wind resistance
    (KS F 2292, KS F 2293, KS F 2296)
- Dew condensation (KS F 2295)
- Solar heat gain coefficient (KS L 9107)

        ↓                                                               ↓

[Package]
(Plan) [Wall module]      ￫

[Wall-Window package]

￩  [Window module]- Performance evaluation includ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

[System] 
(Plan)

[Building]

Figure 1.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building quality certification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본 연구는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 열교부위의 열성능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기존의 규정과 표준안을 활용하여 실험실 시험과 2차원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으

로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교부위 열성능을 평가한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교와 결로의 국내외 규정과 관련 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국내외 규정을 활용하여 실험실 시험과 2차원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으로 창호-벽체 패키지 외

피의 열교 부위 결로 및 열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실 시험에서는 ‘ KS F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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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촬영법에 의한 건축물 단열성능 평가 방법’과 ‘ISO 6781：1983 Thermal insulation－

Qualitative detection of thermal irregularities in building envelopes－Infrared method’에 기

술된 내표면 온도차 비율에 의한 벽체의 내표면 결로 판정 지표의 예와 에너지성능지표(EPI)

의 ‘외피 열교 부위의 단열성능’을 활용한다. 2차원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에서는 ‘ISO 102 11 

Thermal bridges in building construction - Heat flows and surface temperature - Detailed 

calculations’에 기술된 선형 열관류율 산출식을 활용한다. 셋째, Case study를 통해 제안한 방

법으로 제작한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교부위 열성능을 평가한다.

문헌 고찰

열교 관련 규정

열교(Thermal Bridge)란 건물 외피에서 열전도 값이 다른 재료가 사용되거나 단열이 약화되

는 부위에서 외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현상이다(한국에너지공단, 2017). 창호와 외피 접합부, 외

피간 접합부 등이 대표적인 열교 부위이다. 열교부위의 단열성능은 선형 열관류율(ψ, Linear 

thermal transmittance)로 표현되며, 선형열관류율이 클수록 열교부위의 단열성능이 낮아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외피의 열관류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열

교 부위의 열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열교 부위의 단열 성능을 만

족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열교의 열손실을 막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 설계기준｣의 [별표11]에서 제시하는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에 따른 외

피 열교 부위별 선형열관류율 기준을 참고하거나 전열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프랑스와 독일은 열교 부위 선형열관류율을 각각 0.6 W/m·K, 0.01 W/m·K로 제시하고 있

다(Passive House Institute, 2017). 프랑스, 독일을 포한함 해외국가에서는 Table 1와 같이 시

뮬레이션, 전문가 평가, 지표 등을 이용해서 열교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평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Kuusk et al. 2017). 

Table 1. Evaluation methods of thermal bridges by countries 

Country Evaluation methods of thermal bridges

Korea - Tabulated values in legislation

U.K
- Tabulated values
- Calculation by experts using BR 497
- Calculation using equation

France - Simulation by approved software

Austria
- Tabulated values
- Automatic calculation by software 

Belgium
- Detailed
- Simple
- Default

Germany - Multi-dimensional heat flow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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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관련 규정

결로(Condensation)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차가운 면과 접촉하여 공기의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서 공기 중 수증기 일부가 물방울이 되는 현상이다(ASHREA, 2013). ｢공

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지역별, 건물 위치별로 실내와 외기의 온도 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 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 차이’를 표현하는 온도차이비율 값(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국토

교통부, 2016). KS F 2829 ‘적외선 촬영법에 의한 건축물 단열성능 평가 방법’은 식 (1), 

Table 2와 같이 내표면 온도차 비율(TDRi)로 벽체의 열성능과 결로 위험도를 판정하도록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한국표준협회, 2005).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국외의 경우와 비교하

면 국내의 결로 판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정찬울 외, 2013). 

 


  

  
(1)

여기서,    : 실내 온도(℃)

  : 실외 온도(℃)

  : 외피의 내표면 온도(℃)

Table 2. Determination index of condensation by TDRi (KS F 2829, 2005)

Thermal properties of envelopes Condensation risks TDRi

Good Low <0.15

Fair Medium 0.15~0.2

Poor High 0.2~0.3

Very poor Very high >0.3

선행 연구

외피 단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열교 부위의 선형 열관류율 예측하거나 보정하는 연구

가 이루어졌다. 구보경 외(2011)는 벽-슬라브 접합부에 대하여 단열 방식과 콘크리트 및 단열

재 두께별로 열교 부위의 선형 열관류율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2차원 열전달 해석 프로그램 

Physibel Bisco 결과값을 회귀분석하여 벽체 열저항에 따른 선형 열관류율 예측식을 도출하

였다. 김민성 외(2018)는 다차원 열전달 해석 시뮬레이션인 Physibel Trisco로 주거 건물의 

단열 방식과 바닥 복사 난방의 온수 온도에 따라 벽체-슬래브 접합부의 선형 열관류율을 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바탕으로 ISO 14683에서 제시하는 구조체별 선형 열관류의 보

정값을 제시하였다. 이수만 외(2017)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2가지 창호에 대하여 창호 설치

방법, 설치위치에 따른 선형열관류율을 Window 7.4과 Therm 7.4. 시뮬레이션, 그리고 ISO 

102117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구소영과 송승영(2016)은 창호 유형, 조합을 달리

하며 창호의 전체 열성능과 열교부위 상광관계를 분석하였다. 창호관류율 및 유리 가장자리 

열관류율, 선형열관류율, 유리 가장자리 온도, 실내측 최저표면온도 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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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키지 외피 개발에 대비하여 열교 부위의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열교 부위의 단열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열전달 해석 시뮬레이션과 시험 평가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이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고 정책 마련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단열 성능 평가 방법

평가 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과 2차원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창호-벽

체 패키지 외피의 열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성능 인정 기준을 제시한다. ‘내표면 온도차 비

율 시험’에서 KS F 2829의 열교 발생 범위 무시 기준 TDRi<0.15을 만족하고, ‘선형열관류율 

시뮬레이션’에서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최고 배점 기준 ψ<0.4를 만족할 경우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

준’은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열관류율 기준’를 제시하여 열교 위치, 단열 보강 유무

를 기준으로 선형열관류율을 선택하여 EPI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건축 

재료와 열교 형상을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열전달 시뮬레이션과 ISO 

10211의 선형열관류율 계산식을 이용하여 열교의 선형열관류율을 평가한 뒤, 그 값이 EPI의 

최고 배점 기준과 비교하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Figure 2).

[Evaluation on condensation] [Evaluation on thermal bridge]

Evaluation
methods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inside (TDRi) 

- Laboratory testing

- Thermal linear transmittance (ψ)

- Heat transfer analysis simulation

Reference - KS F 2829, ISO 6781 - EPI, ISO 10211

Determination
value

- TDRi<0.15 - ψ<0.4

↓ ↓

Certification

Figure 2. Testing procedure of Window-Wall package envelope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

개구부에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가 설치된 항온 항습실을 저온실 내부에 설치하고, KS F 

2295의 시험실 내·외부 환경조건을 참고하여 저온실 온도 변경에 따라 창호와 벽체 접합부의 

내표면 온도차 비율을 산출한다(한국표준협회, 2004). 산출된 내표면 온도차 비율을 Table 2

에 제시된  KS F 2829의 TDRi 기준과 비교·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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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열관류율 시뮬레이션

열교 발생 부위인 창호와 벽체 접합부를 유리, 프레임의 종류와 물성치 등 열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 구간을 구획한다. 건축물 열전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피 열

관류율을 구한 후, 식 (2)로 구간별 접합부의 열전도계수를 평가한다. ISO 10211를 참고해서 

식 (3)과 같이 구간별 열교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한다(ISO 10211, 2007). 식 (4)와 같

이 구간별 선형열관류율을 가중평균하여 전체 열교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한다.

   



  

 



 
(2)

     
  

 

  (3)

 



  

 




  

 

 

(4)

여기서,    : 2차원 계산에 의한 k구간 열전도계수(W/m·K)


  : k구간 외피 열관류율(W/m2·K)

: 요소별 단면 길이(m)

  : k구간의 열교부위 선형열관류율(W/m·K)

   : 2차원 계산에 의한 k구간 열전도계수(W/m·K)

 : 구성요소 j의 열관류율(W/m2·K)

: 구성요소 j의 단면 길이(m)

 : 전체 열교부위 선형열관류율(W/m·K)

Case study

평가 대상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평가 대상의 물성치는 Table 3과 같

다. 창호와 벽체 간 접합부는 창호 프레임의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Figure 3과 같이 고정창

(A, C, D), 여닫이창(B, E, F)으로 구획하였다. 창호는 1,500 mm × 1,500 mm 크기로 로이 삼

중유리와 우레탄이 충진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체는 3,100 mm × 2,300 mm 크기

로 PF 보드 단열재와 CRC 보드 마감재로 구성되었다. 창호와 벽체 간 접합부는 30 mm 간격

으로 우레탄 폼으로 충진되었다.



Thermal Property Test for Thermal Bridges of Window-Wall Package Envelope

Journal of KIAEBS Vol. 13, No. 4, 2019 ∙ 229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 과정 및 결과

KS F 2295는 시험실의 환경조건을 항온 항습실 내부 온도 20℃, 상대 습도 50%로 유지하

고, 저온실 공기온도를 5℃부터 -10℃까지 5℃ 간격으로 변경하며, 항온 항습실 측 시험체의 

표면 온도차 비율 산출 및 결로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 관찰을 통해 단열성능을 평가한다(한

국표준협회, 2004). 본 연구는 저온실 내부에 설치된 항온 항습실을 활용하여 Figure 4 절차

에 따라 저온실 공기온도를 -5℃부터 -20℃까지 5℃ 간격(4단계)으로 KS F 2295보다 엄격한 

환경조건을 적용하였다. Figure 5는 공기온도 및 습도 측정 위치를 나타내며, Figure 6은 열화

상카메라를 활용한 항온 항습실 측 창호-벽체 패키지의 표면온도 측정결과이다. 창호의 중 두

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고정창의 프레임과 프레임에 인접한 유리 모서리 부분에서 표면온도

가 크게 감소했다. Table 4는 Figure 3에서 구획된 6개 지점의 TDRi 산출결과이며, 저온실 온

도 감소에 따라 TDRi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해당 패키지 외피의 TDRi은 KS F 2829

의 열교 발생 범위 무시 기준 TDRi<0.15을 만족한다. 

Figure 3. Analysis area of the case study envelope

Table 3. Properties of the case study envelope

Category Contents

Window

Size 1,500 mm × 1,500 mm

Glass 5LE+18AR+5CL+18AR+5LE (glass thickness 51 mm)

Spacer TGI

Frame Aluminum, Polyurethane (insulation)

Wall
Size 3,100 mm × 2,300 mm

Layer CRC board + Styrofix adhesive + PF board + Finishing material

Junction of Window-Wall Urethane foam (thickness 30 mm)

Sett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side and outside the air 

conditioning chamber

￫

Main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2 hours

￫

Measure the surface temperature 

at hot side of the specimen on the 

air conditioning chamber

Figure 4. Measurement points of the environ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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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surement points of the environmental data

 -5℃ -10℃

-15℃ -20℃

Figure 6. Measured surface temperature by set point air temperature

Table 4. Test result of window-wall package envelope by TDRi

Set point temperature

(in chilled room)

TDRi of junction at each section

A-A' B-B' C-C' D-D' E-E' F-F'

 -5℃ 0.09 0.08 0.09 0.10 0.08 0.09

-10℃ 0.10 0.10 0.09 0.11 0.09 0.10

-15℃ 0.12 0.10 0.11 0.13 0.10 0.12

-20℃ 0.12 0.10 0.13 0.14 0.1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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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열관류율 시뮬레이션 과정 및 결과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에서 개발한 Window와 2차원 건축물 

정적 열전달 프로그램 THERM으로 창호-벽체 패키지 접합부를 기준으로 구획한  6개 구간

(Figure 3)을 Figure 7과 같이 모델링하여 열관류율을 시뮬레이션하였다. 

Figure 7. Simulation model of each section

접합부의 열전도율이 0.023 W/(m·K)로 매우 낮으므로 외부 온도 경계조건을 -20℃까지 

변화시키더라도 창호-벽체 패키지의 항온 항습실 내측 표면온도에 변화가 없으므로 창호-벽

체 패키지의 온도 경계조건은 외측 0℃, 내측 20℃로 지정하였다.

접합부의 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식 (2)~

식 (4)에 근거하여 접합부 각 구간의 면적과 시뮬레이션 계산 값인 열관류율로 각 구간의 투

과열량을 산출하였다. 패키지 접합부 각 구간의 내측 표면온도는 19.4℃로 수렴했으며, 산출

된 투과열량을 접합부의 길이로 나누어 선형 열관류율은 0.01 W/m·K로 계산되어 에너지성

능지표(EPI)의 최고 배점 기준 ψ<0.4를 만족한다.

Table 5. Thermal linear transmittance and TDRi using the simulation result

Category
Section

A-A' B-B' C-C' D-D' E-E' F-F'

Indoor surface temperature (℃) 19.4 19.4 19.4 19.4 19.4 19.4

Area (m2) 0.045 0.045 0.027 0.027 0.018 0.018

U-value (W/m2·K) 0.327 0.311 0.328 0.328 0.324 0.327

Rate of heat transfer (W) 0.015 0.014 0.009 0.009 0.006 0.006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W/m·K) 0.0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교부위 열성능을 평가하는 방안 및 성능 인증 기

준을 제시하고 제작한 외피를 대상으로 열성능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창호-벽체 패키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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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열교부위 열성능을 평가하는 방안 및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을 수행하여  KS F 2829 기준에 따라 TDRi<0.15을 만족하면 결로와 열교 위험도가 매

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선형 열관류율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최고 배점 기준 선형열관류율(ψ)<0.4를 만족할 경우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성능 기준을 만

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과 ‘선형 열관류율 시뮬레이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교부위 열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Case study로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를 제작하여 열교부위 열성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벽체-외피 접합부를 재료적, 구조적 특성으로 나눠서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과 

‘선형 열관류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의 ‘내표면 온도차 비율 시험’에서 

TDRi<0.15를 만족하고 ‘선형 열관류율 시뮬레이션’에서 선형열관류율(ψ)<0.4를 만족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창호-벽체 패키지 외피의 

열교부위 열성능은 만족한다.

본 연구의 열교부위 열성능 평가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시공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시공 가

이드라인을 도출함으로써 품질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공 후 하자나 개선점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적합한 시공 방법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KS F 

2829와 같은 건축물 단위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인증 시험기관에 의해 평가된 창호와 벽체가 

현장에서 균일한 단열 성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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