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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내용:

북미의 경량목구조에서 일반적인 외부의 통기층이 있는 구조는 법적 단열성능에 대한 기
준이 강화되면서 외부에 추가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하는 “외단열 미장 일체형 공법 (EIFS)”
으로 많이 대체가 되는 추세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외부에 설치되는 OSB 보드의
투습제한적인 물성은 내부의 습기가 외부로 증발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OSB의 함수율 증가로 인해 습기문제가 발생한 현장이 많았다. 이런 구조적인 단점이 있
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투습이 제한적인 비드법(EPS)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구조체 내부
와 실내표면의 함수율 및 상대습도의 변화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벽지의 국내 견본품을 이곳 테스트 연구실에 보내서 벽지의 등가투
습저항 (Sd1)값을 구했고 이 값을 시뮬레이션에 대입해서 객관성 있는 결과2를 확보하도
록 했다.

Wufi (www.wufi.de):
Wufi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건축물리 연구소(IBP)에서 개발한 온습도환경을 시뮬
레이션 하기위한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실험실적 조건을 놓고 간략히 계산하는 결로방지
Glaser방법 (국내 결로 산정 방법)으로 원인 파악에 한계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이
며 국내에는 여러 대학교 환경연구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의 실제기후를 고려하기에 강수, 일사, 바람 더불어
외벽으로 들이치는 빗물 등을 건물의 방향과 높이 경사지붕과 같은 수직이 아닌 건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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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값이 높으면 투습이 어려우며 단위는 m, 공기층의 두께로 환산을 한다. Sd=1m라는 말은 공기층 1m와 같다는 의미

2

첨부파일 참조

적용가능한 것이며 실내의 상대습도와 온도를 입력해서 실내의 습부하를 현실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2. 시뮬레이션 조건

2.1. 외부기후:

외부의 기후는 스위스 Meteonorm에 수록된 수원지역의 기상을 wufi 기후데이터로 변환
하여 사용했기에 경기지역의 구조습환경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시뮬레이션 외부기후 데이터로 적용했다. 이 기후데이터를 적용하면 실제 외부의 온도와
가장 중요한 상대습도를 얻을 수 있기에 문제의 원인파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결로,
곰팡이 발생등의 위험성을 수치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실외 온도와 상대습도의 변화

(그림1) 실내 상대습도와 온도

방향별 실외 들이치는 빗물 (driving rain)

(그림2) driving rain

2.2. 실내기후:

실내기후는 국내의 각 대형 시공사들이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측정한 자료는 있지만 공유
하는 않고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에 제한이 있어 독일 프라운호퍼 건축물리연구소
(IBP)가 한국의 모 건설사의 연구용역으로 측정한 서울지역의 공동주택의 실내기후를 고
려하였으며 습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습기발생 경우를 선택해서 여름철 실내
로 수증기가 증발하기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였다. 특히 음식습관이 다르고 하루 세 번 따
뜻한 음식을 먹는 우리의 경우에 합당한 설정이라 볼 수가 있다. 실내에 냉방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

실내기후는 프라운호퍼 IBP연구소가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실측한 3등급의 데이터를 기본

으로 하여 보통과 상대습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를 시뮬레이션시 고려를 함:



실내온도: Mean

25°C, Amplitude 3 °C



상대습도: Mean

57,5 %, Amplitude 12,5 % (평균, normal moisture load)

(그림3) 실내 상대습도와 온도

Design humidity (safe side)
moisture load: low, medium, high

(그림 4) 서울지역 공동주택 실측 실내 상대습도, 출처: Dr. Hartwig M. Künzel, 프라운호퍼 건축물
리연구소 IBP

2.3. 구조체
외벽 (External Wall)
방향: 북동측3
구조체 레이어: 외벽
순서: 외부에서 내부



외피마감(외단열미장)



비드법 단열재 50mm



OSB 11mm



2x6 스터드 / 글래스 울 (밀도 25,2 kg/m3, 열전도율 0,035 [W/mK]



석고보드 9,5mm x 2



1. 석고보드위 실크벽지 (Sd = 1,2m)4
2. 석고보드위 합지벽지 혹은 이에 준하는 마감 (Sd = 0,30m)
주변의 상대습도 80%일 경우 균형을 이루는 평형함수율을 고려하고 현장에서 우수의 부
분적인 유입 혹은 자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수증기의 증발을 시뮬레
이션 하기 위해 글래스 울 혹은 셀룰로스 단열재 공간에 2 kg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실
내의 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된다.

(그림 5)

스터드 공간의 함수율 2,5 kg/m3 (단열재 평형수분 + 2 kg/m3)

3

일사량이 적으며 무엇보다 들이치는 빗물의 양이 제일 많은 방향

4

297_2013_Muster 1_Muster Korea 11.2013, 현장에서 사용된 벽체의 실제 투습저항값

2.4. 모니터5 설치 위치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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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ufi의 구조체 레이어 순서와 모니터링 위치

2.5. 시뮬레이션 기간: 2015년 10월1일 – 2020년 10월1일, 총 5년

(그림 7) 모니터링 기간

5

모니터 위치에서는 표면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검토하게 된다.

2.6. 각 조합별 시뮬레이션 조건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1

OSB 11

글래스 울

X

O

Sdi = 1,2m

V02

OSB 11

글래스 울

X

O

Sdi = 0,3m

V03

OSB 11

셀룰로스

X

O

Sdi = 1,2m

V04

OSB 11

셀룰로스

X

O

Sdi = 0,3m

V05

OSB 11

글래스 울

2,5 kg/m³

가변형

O

Sdi = 1,2m

V06

OSB 11

글래스 울

2,5 kg/m³

가변형

O

Sdi = 0,3m

V07

ESB 12

글래스 울

2,5 kg/m³

가변형

O

Sdi = 0,3m

V08

ESB 12

글래스 울

가변형

O

Sdi = 0,3m

V09

OSB 11

글래스 울

가변형

O

Sdi = 0,3m

(표1) 시뮬레이션 조합

12°C
(곰팡이 발아시간, 출처: Fraunhofer IBP, 주택AS 제1309-0006호(회신공문 2013.09.13)에서
도 언급된 그래프)

3. 시뮬레이션 결과
3.1. V01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1



OSB 11

글래스 울

X

X

O

Sdi = 1,2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3

80%

방습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OSB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가 가을부터 5월초까지 지속되며 이 현
상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80%의 표면 상대습도와 온도 12°C이상에서는
곰팡이 발생위험이 커지기에 만일 기밀층 훼손으로(콘센트 구멍등)을 통해 곰팡이 균이
유입이 되거나 합판이 곰팡이가 발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전한
구조가 되지 못한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4

80%

마찬가지로 OSB에 닿는 단열재의 상대습도가 80%를 넘는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5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부분적으로 80%를
넘는 구간이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V01 시스템 결과:
실내측의 표면온도와 상대습도는 안전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외벽에 면한 가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표면의 상대습도가 80%까지 올라가는 일시적인 경우는 있지만 실내내부의 곰팡
이 발생 위험은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OSB합판의 경우는 곰팡이 발생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기밀층 겸 방습층이 없기에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3.2. V02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2



OSB 11

글래스 울

X

X

O

Sdi = 0,3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지벽지 혹은 투습이 가능한 기타의 마감을 했을 경우
이다. OSB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상이 가을부터 6월초까지 지속되며 이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80%의 표면 상대습도와 온도 12°C이상에서는 곰팡이 발생위험이 커지
기에 만일 기밀층 훼손으로(콘센트 구멍등)을 통해 곰팡이 균이 유입이 되거나 합판이 곰
팡이가 발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V01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구조
가 되지 못한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마찬가지로 OSB에 닿는 단열재의 상대습도가 80%를 넘어 100% 수준까지 이르는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부분적으로 80%를
넘는 구간이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V02 시스템 결과:
실내측의 표면온도와 상대습도는 안전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외벽에 면한 가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표면의 상대습도가 80%까지 올라가는 일시적인 경우는 있지만 실내내부의 곰팡
이 발생 위험은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OSB합판의 경우는 곰팡이 발생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기밀층 겸 방습층이 없기에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PVC계열
의 벽지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3.3. V03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3



OSB 11

셀룰로스

X

X

O

Sdi = 1,2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크벽지 마감을 했을 경우이다. OSB 실내측 온도와 표
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상이
(최고 90%) 9월부터 6월초까지 지속되며 이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80%의 표면 상대습도와 온도 12°C이상에서는 곰팡이 발생위험이 커지기에 만일 기밀층
훼손으로(콘센트 구멍등)을 통해 곰팡이 균이 유입이 되거나 합판이 곰팡이가 발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전한 구조가 되지 못한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마찬가지로 OSB에 닿는 단열재의 상대습도가 80%를 넘어 겨울철에는 90%이상을 보인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없으며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V03 시스템 결과:
글래스 울의 조합에 비해 좀 더 안전한 구조로 볼 수가 있지만 OSB합판의 함수율은 최고
15,3% (mass)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상대습도가 높은 관계로 국지적인 곰팡이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수가 있다. 셀룰로스 단열재의 모세관 현상과 습기를 저장하는 능
력이 좋은 물성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셀룰로스 단열재가 기밀자재가 아니기에
방습층이 별도로 필요하다.
3.4. V04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4



OSB 11

셀룰로스

X

X

O

Sdi = 0,3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지벽지 혹은 투습이 가능한 마감을 했을 경우이다.
OSB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상이 (최고 92%) 9월부터 6월초까지 지속되며 이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80%의 표면 상대습도와 온도 12°C이상에서는 곰팡이 발생위험이 커
지기에 만일 기밀층 훼손으로(콘센트 구멍등)을 통해 곰팡이 균이 유입이 되거나 합판이
곰팡이가 발아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전한 구조가 되지 못한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마찬가지로 OSB에 닿는 단열재의 상대습도가 80%를 넘어 겨울철에는 90%이상을 보인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없으며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V04 시스템 결과:
글래스 울의 조합에 비해 좀 더 안전한 구조로 볼 수가 있지만 OSB합판의 함수율은 최고
16,3% (mass)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상대습도가 높은 관계로 국지적인 곰팡이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합지벽지로 인해 더 많은 수증기가 구조체내로 유입이
되지만 Sd=1,2m의 실크벽지에 비해 상대습도의 변화폭은 그리 많지는 않다. 셀룰로스 단
열재의 모세관 현상과 습기를 저장하는 능력이 좋은 물성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셀룰로스 단열재가 기밀자재가 아니기에 방습층이 별도로 필요하다.

3.5. V05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5



OSB 11

글래스 울

2,5 kg/m³

가변형

O

Sdi = 1,2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 겸 기밀층으로 가변형 방습지를 설치하고 가변형 방습지와 맞는 조합은 아니지만
실내에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실크벽지 마감을 했을 경우이다. OSB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
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2016년 4월초에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하로 내려가며 그 다음부터는 표면의 상대습도가 80%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2,5kg의 수분을 스터드 공간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음에도 안
전한 구조로 볼 수가 있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OSB면에 접하는 글래스 울의 상대습도 변화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4월초에
80%로 이하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평형수준인 안전권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국지적으로 80%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무엇보다 온도가 낮은 경
우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으며 곰팡이가 발아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05 시스템 결과:
공사중에 어느정도 수분이 구조체에 유입이 되고 (2,5 kg/m3) 실크벽지와의 좋지 못한 조
합임에도 OSB합판의 함수율은 최고 13% (mass) 정도로 안전한 편이며 상대습도도 마찬가
지로 바로 80%이하로 줄어든다. 글래스 울이 아닌 셀룰로스 단열재와의 조합의 경우 좀
더 안전한 습기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3.6. V06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6



OSB 11

글래스 울

2,5 kg/m³

가변형

O

Sdi = 0,3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 겸 기밀층으로 가변형 방습지를 설치하고 가변형 방습지와 맞는 조합은 아니지만
실내에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합지벽지 혹은 이에 준하는 실내마감을 (Sd=0,3m) 했을 경
우이다. OSB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2016년 4월초에 곰팡이 발
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하로 내려가며 그 다음부터는 표면의 상대습도
가 80%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2,5kg의 수분을 스터드 공간에 있는 것
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음에도 안전한 구조로 볼 수가 있다. V05에 비해 상대습도가
조금 더 내려 간 것을 알 수가 있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OSB면에 접하는 글래스 울의 상대습도 변화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4월초에
80%로 이하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평형수준인 안전권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국지적으로 80%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무엇보다 온도가 낮은 경
우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으며 곰팡이가 발아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06 시스템 결과:
V06의 결과는 V05와 비교를 하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적인 통기층이 있어 수증기가 양방향으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
내로 증발을 해야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내의 수증기 압이다. 즉, 여름철 실내의 온
도와 상대습도가 높다면 합지벽지와 같은 투습성능이 좋은 자재로 내부 마감을 하더라도
그리고 가변형 방습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증발성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실내공간을 냉방을 통해 온도와 상대습도가 시뮬레이션의 조건 이하를 보인다면
실내와의 수증기 압의 차가 크기에 더 많은 증발을 기대할 수가 있다.

3.7. V07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7



ESB 12

글래스 울

2,5 kg/m³

가변형

O

Sdi = 0,3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 겸 기밀층으로 가변형 방습지를 설치하고 가변형 방습지와 맞는 조합은 아니지만
실내에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합지벽지 혹은 이에 준하는 실내마감을 (Sd=0,3m) 했을 경
우이다. ESB 합판 (12mm)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2016년 2월
중순에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하로 내려가며 그 다음부터는

표면의 상대습도가 80%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2,5kg의 수분을 스터드
공간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음에도 안전한 구조로 볼 수가 있다. 투습이
제한적인 OSB합판과의 조합보다 더 안전한 것을 보여준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ESB면에 접하는 글래스 울의 상대습도 변화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2월에 80%
로 이하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평형수준인 안전권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국
지적으로도 80%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으며 곰팡이가 발아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07 시스템 결과:
V07의 결과는 V05 혹은 V06와 비교를 하면 더 안전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다른 시스템
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내부로만 증발을 하던 것에 비해 ESB합판의 낮은 투습저항 값으
로 인해 외부로의 증발이 가능해진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비율도 만일 외부의 EPS 단
열재의 두께가 증가하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3.8. V08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8



ESB 12

글래스 울

X

가변형

O

Sdi = 0,3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방습지 겸 기밀층으로 가변형 방습지를 설치하고 가변형 방습지와 맞는 조합은 아니지만
실내에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합지벽지 혹은 이에 준하는 실내마감을 (Sd=0,3m) 했을 경
우이다. ESB 합판 (12mm) 실내측 온도와 표면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바로 곰팡이
발생 기준으로 보는 표면의 상대습도 80%이하로 내려가며 그 다음부터는 표면의 상대습
도가 80%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제일 안전한 구조로 볼 수가 있다. 투습이 제한적
인 OSB합판과의 조합보다 더 안전한 것을 보여준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ESB면에 접하는 글래스 울의 상대습도 변화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바로 80%
로 이하로 들어오고 평형수준인 안전권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국지적으로도 80%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으며 곰팡이가 발아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08 시스템 결과:
V08의 결과는 V07과 비교를 하면 더 안전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다른 시스템 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내부로만 증발을 하던 것에 비해 ESB합판의 낮은 투습저항 값으로 인해 외부
로의 증발이 가능해진 것과 추가적인 수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3.9. V09

구조

구조합판

단열재

추가 수분

방습지

석고보드

PVC-벽지(실크벽지)
/
합지벽지 및 투습마감

V09



OSB 11

글래스 울

X

가변형

O

Sdi = 0,3m

모니터 위치 3: 합판 실내표면

80%

OSB합판과 합지벽지에 준하는 내부마감 그리고 추가적인 수분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로
교과서적인 조건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수분의 유입이 있기에 안전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안전권대로 빨리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모니터 위치 4: 합판과 단열재 연결부위

80%

OSB면에 접하는 글래스 울의 상대습도 변화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2월초에
80%로 이하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평형수준인 안전권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국지적으로 80%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무엇보다 온도가 낮은 경
우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모니터 위치 5: 내부 단열재 실내쪽 부위

80%

실내측으로 갈수록 상대습도와 온도가 실내기후에 따라 반응을 하며 80%를 넘는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으며 곰팡이가 발아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09 시스템 결과:
현장시공시 수분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기밀층 형성에 무리가 없는 구조라면 가능한 구조
이다. 더불어 이전의 조합에서 살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2,5kg/m3의 수분을
고려하더라도 가변형 방습지와 50mm의 EPS 단열재와의 조합은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가 홍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