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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ondensation prevention for condensation vulnerable 

areas around built-in furniture of apartment buildings by applying auxiliary heating device. 

Recently, the condensation and mold problems of apartment buildings has been growing due to 

high insulation and high air-tightness performance for energy saving. Condensation at built-in 

furniture were generally found in winter at the of furniture’s back panels, adjacent surfaces of 

wall, floor and ceiling.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weather conditions and indoor room 

conditions in winter. To solve these problems, auxiliary heating device was developed and 

could be installed. The aim of paper is to analyze the thermal environment around the built-in 

furniture which were applied and not applied auxiliary heating device in winter. In results, it was 

possible to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of vulnerable areas around built-in furniture by 

applying auxiliary heating device, and to minimize condensation problems by using the 

minimum device.

주요어 : 공동주택, 결로,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온열환경

Keywords: Apartment Buildings, Condensation, Built-in Furniture, Auxiliary Heating Device, 
Thermal Environment

서 론

최근까지 국내 건물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동주택에서 요구되는 단열 및 

기밀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반면, 입주자의 실내 세탁물 건조나 취사, 목욕 등 다양한 실내활

동으로 인해 거주공간 내에서 많은 습기가 발생함으로써 세대내 창호나 벽체, 붙박이장 설치 

부위에서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오혜린 외, 2017). 이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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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로 하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시행되고 있

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2015년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결로 하자 심사 누적건수는 8,8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로 하자의 비율

은 약 14%로 높게 나타났다(박선효와 오세민, 2017). 공동주택 결로 하자 사건 가운데서 벽

체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약 33%로 매우 빈번함을 알 수 있다. 붙박이장이 설치된 공간에

서도 붙박이장 뒤판과 인접한 벽면, 바닥면, 천장면에서 결로가 발생하였다. 붙박이장 설치공

간에서 발생한 결로수로 인해 가구재나 마감재, 그리고 적재물의 손상이 발생하여 입주자들

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결로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결로 취약부위 결로 방지 상세도를 

제시해야 하고, 붙박이장 설치공간에는 난방설비 설치 및 붙박이장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붙박이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적절

한 결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붙박이장 주변 결로 취약부위의 결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조난방장

치를 설치해 붙박이장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

다(오혜린 외, 2016; 이현화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붙박이장 환기구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보조난방장치를 개발하여 실제 거주공간에서의 겨울철 실험을 통해 

결로 방지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붙박이장에서 결로 방지를 위한 제어 알고리

즘을 고려하여 보조난방장치를 개발하고, 공동주택에서 겨울철 실내 거주환경조건을 고려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의 결로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개발

보조난방장치 형태 및 설치위치 

기존 공동주택에서 붙박이장 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붙

박이장을 철거하고 단열 보수 시공한 후 붙박이장을 재설치 함으로써 하자 보수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이현화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붙박이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결로 발생으

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붙박이장 뒤판 환기구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보조

난방장치를 개발하였다. 국내 공동주택에서 붙박이장 환기구의 형태가 대부분 원형이며 지

름 60 mm 또는 90 mm인 것을 고려하여, 원형의 보조난방장치를 두 가지 크기로 개발하였다. 

Figure 1과 같이 본 연구의 보조난방장치 운전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실험에서는 지름 90 mm

의 원형의 환기구에 설치가 가능한 보조난방장치를 적용하였다. 보조난방장치의 용량의 경

우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 사이의 좁고 깊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사양

의 난방장치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5W용량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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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stalled auxiliary heating device

보조난방장치 작동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는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 사이 

공간에 기류를 발생하여 결로를 방지하는 장치이다. Figure 2와 같이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는 크게 발열체, 제어장치,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장치에는 붙박이장 후면 벽체

와 뒤판 사이 공기층의 온도와 붙박이장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가 포함되어 있다. 

두 지점의 온도센서 값을 비교하여 발열체를 ON/OFF제어하도록 개발하였다. 붙박이장 후

면 벽체와 뒤판 사이의 공기층 온도를 높이기 위해 히터, 팬, 판형 핀 열교환기(Plate-Fin Heat 

Exchanger)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하였다. 히터를 작동한 후 팬을 작동하여 온풍이 송풍되

고,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뒷판 사이의 공기층으로 온풍을 급기하였다.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 사이 공기층 온도가 실내 측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

될 경우 결로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보통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 사이 공기

층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한 후 노점온도를 계산하여 보조난방장치의 운전이 가능하지만, 노

점온도를 산출하기 위한 고가의 습도센서는 전체 제어기판의 크기가 커져 적용에 다소 어려

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난방장치의 제한적인 크기 및 제작 가격을 고려하여 온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보조난방장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작동 흐

름도는 Figure 3과 같다. 

붙박이장 결로 취약 부위는 곰팡이에도 취약한 부위이며, ISO 13788등에 온열환경의 습

도가 80%이상을 유지할 경우 곰팡이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

습도 80%를 기준으로 결로 및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난방장치 제어를 고려하였다. 붙

박이장 결로 취약 부위의 상대습도 80% 수준의 노점온도와 실내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공기온도 0℃~20℃범위에서 상대습도 80%인 노점온도와 비교

한 결과 공기온도와 해당 노점온도의 차가 3℃이상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Figure 3과 같이 

측정된 공기온도보다 3℃ 낮은 온도를 예측 노점온도로 설정하고, 예측 노점온도보다 낮을 

경우 제어장치를 통해 히터를 작동하도록 하였다. 공기온도 센서를 통해 측정된 붙박이장 후

면 벽체와 뒤판 사이 공기층의 온도가 상대습도 80%에 해당하는 예측 노점온도 이하로 감지

될 경우 30분 동안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를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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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uxiliary heating device controller configuration diagram

Figure 3. Heating device control flow chart

실험계획

공동주택 단위세대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붙박이장에서 보조난방장치 작동에 따른 온열 환경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보조난방장치의 결로 방지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 

준공된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공동주택 단위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진행하였다. 동일

한 붙박이장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중간세대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측세대를 비교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대상 공동주택 단위세대는 전용면적 54㎡로 동일한 평면구성이며 실험대상 

붙박이장 위치는 Figure 4와 같다. 실험대상 붙박이장은 수직 샤프트 공간과 외기에 직접 면

한 발코니 공간에 인접해 있다. 측세대에서 외기에 직접면한 외벽은 두께 95 mm 유리면 단열

재(열전도율 0.035 W/mK)이 적용되었으며, 발코니 공간에 면한 외벽은 두께 70 mm 유리면 

단열재가 적용되었다. 대상 공동주택은 2014년 이전 준공되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

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천장에 결로 방지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내 측에 위치한 수직 샤프트 공간에 면한 벽체는 별도의 단열재가 적용되지 않았다.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on Auxiliary Heating Device to Prevent Condensation adjacent to Built-in Furniture of Apartment Units in Winter

Journal of KIAEBS Vol. 12, No. 6, 2018 ∙ 571

Figure 4. Plan of test apartment unit Figure 5. Conditions of built-in furniture

실험조건 및 방법

겨울철 기존 공동주택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의 결로 방지 성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난

방기간(2018년 1월 29일~2월 23일)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제 붙박이장과 동일한 상황

을 모사하기 위해 붙박이장 내 이불과 의류를 채우고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Figure 5 참조). 

측정기간 동안 붙박이장 후면 벽체의 표면온도, 붙박이장 뒤판의 표면온도, 붙박이장 내부 온

습도,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뒤판 사이 공기층 상하부의 온습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실내 온열환경 조건은 선행연구(전정윤 외, 2005; 김길태 외, 2014; 황하진 외, 2015)와 국

내 결로 방지 성능 표준 실내 온열환경 조건 및 보조난방장치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세대 내 바

닥 난방을 이용하여 설정온도 20℃~22℃로 운전하였다. 실내 습기 발생을 모사하기 위해 가

습기를 이용하여 상대습도를 생활환경조건으로 모사하였고, 실내공간에서 습도 조건을 균일

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험기간동안 선풍기를 작동하였다.

붙박이장의 전체 크기는 1.5 m (D)×2.2 m (H)×0.6 m (W)이며, 붙박이장은 후면 벽체로부

터 13 mm 이격하여 설치되었다. Figure 5와 같이 붙박이장은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유닛의 상부에 환기구가 위치해 있다. 붙박이장 후면 벽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9개 지

점(P1~P9)을 선정하여 T-type 써모커플을 부착하였다. 같은 부위의 붙박이장 뒤판의 표면온

도를 측정하기 위해 붙박이장 뒤판의 9개 지점(P10~P18)을 선정하여 총 18개 지점의 표면온

도를 측정하였다. 중간세대와 측세대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표면온도 측정지점은 각각 Figure 

6의 (a), (b)와 같다.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온습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내, 붙박이장 내부 

및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뒤판 사이 공기층의 상부와 하부에 온습도 로거를 설치하였다. 실험

기간동안 실외 온열환경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온습도 데이터로거를 외부에 설치하였

다. 모든 데이터는 10분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보조난방장치의 경우 외기에 면하는 

발코니 측 상부 환기구에 1대 설치하였다(Figure 6 (a), (b) 노란색 음영). 실험기간 중 중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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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Case2와 측세대인 Case4, Case5에 보조난방장치를 작동시킨 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Table 1참조). 선행연구(이현화 외, 2016)에서 공동주택 측세대에 붙박이장 뒷판이 실외 측

벽면에 붙어있는 유형에서 구조체 온도저하에 따라 결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겨울철 측세

대의 서로 다른 외기 조건에서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Case 4와 Case 

5를 진행하였다. 실측에 적용된 장비사양은 Table 2와 같다.

(a) Middle located apartment unit (b) Side located apartment unit 

Figure 6. Measurement points around the built-in furniture

Table 1. Auxiliary heating device operation conditions for experimental cases

Location of apartment unit Auxiliary heating device operation Outdoor Temp.

Case 1 Middle × L

Case 2 Middle ○ H

Case 3 Side × H

Case 4 Side ○ L

Case 5 Side ○ H

Temp. : Temperature

L : -11.8℃~5.0℃

H : -3.7℃~6.4℃

Table 2. Specification of measurement equipment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Temperature and humidity recorder Model : TR-74Ui

Accuracy : ±0.5℃

Data Logger Model : GL 820
Clock accuracy

 : ±0.002%
Accuracy : ±0.1% at –200 to 400℃

Thermocouple T-Type : TS-T25-TE
Measurement range 

: -200 to 350℃
Accuracy

 : ±0.5℃ o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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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

붙박이장 설치공간 표면온도 실측 결과

실험기간동안 각 대안 별 측정된 외기온습도, 실내 온습도, 붙박이장 내부 온습도 범위는 

Table 3과 같다. 측정과정에서 데이터 오류가 있어서 측정 지점 P7은 해당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온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붙박이장 후면의 벽체온도(P1~P9)와 붙

박이장 뒤판의 표면온도(P10~P18)를 누적분포로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 대안에서 붙박이장 후면의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 모두 하부의 표면온도(P8, P9, 

P16, P17, P18)가 상부 및 중간 지점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박이장 후면 벽

체의 경우 하부 표면온도가 최소 0.5℃에서 최대 4℃ 더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박

이장 뒤판 하부의 경우 최소 0.7℃에서 최대 5.4℃ 더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

안별 붙박이장 후면 벽체 와 붙박이장 뒤판의 상부 및 중간 지점과 하부 표면온도 차이는 

Figure 7과 같다. 따라서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 하부가 결로 취약 부위로 판단

된다. 이는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바닥 난방코일 누락과 샤프트 공간의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국부적인 열손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간세대인 Case 1과 Case 2의 경우 동일한 지점의 붙박이장 후면 벽체 와 붙박이장 

뒤판의 표면온도 차이가 측세대인 Case 3, Case 4, Case 5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e 2의 경우 Case 1에 비해 동일한 지점의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뒤판의 표면온

도 차이가 1℃이상 차이나는 지점이 있었으나 대부분 1℃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기 영향

을 작게 받는 중간세대의 특성상 보조난방장치에 의해 붙박이장 후면 벽체의 온도가 붙박이

장 뒤판의 표면온도 수준으로 상승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난방장치가 상부에 위치하여도 하부 결로 취약 부위의 표면온도의 상승 효과를 나타

내는지 확인하였다. 동일한 실외 온습도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된 Case 3과 Case 5의 하부 결

로 취약 부위 표면온도(P8, P9, P16, P17, P18)의 누적분포를 통해 보조난방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표면온도 변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ure 7의 (f)와 같이 보조난방장치를 설치한 Case 5

의 결로 취약 부위 표면온도가 보조난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Case 3의 결로 취약 부위 표면

Table 3. Temperature (T) and relative humidity (RH) of outside, room, Inside built-in furniture 

and air layer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T RH T RH T RH T RH R RH

Outside

Min -11.8 26.5 -3.7 14.8 -3.7 14.8 -11.8 26.5 -3.7 14.8

Max 5.0 73.9 6.4 90.4 6.4 90.4 5.0 73.9 6.4 90.4

Ave -6.5 43.0 1.5 51.6 1.5 51.6 -6.5 43.0 1.5 51.6

Room

Min 16.3 12.0 16.9 55.0 20.6 15.0 17.3 11.0 24.1 49.0

Max 23.1 87.0 25.1 85.0 24.9 69.0 23.7 90.0 27.1 59.0

Ave 20.3 53.5 21.9 64.5 22.9 56.5 19.6 50.1 25.9 55.7

Inside 

built-in 

furniture

Min 17.6 18.0 18.9 54.0 16.8 31.0 15.9 15.0 22.9 54.0

Max 21.0 76.0 24.0 79.0 21.0 71.0 21.1 81.0 24.4 65.0

Ave 19.2 53.2 21.7 64.3 19.8 64.9 18.2 46.3 23.7 61.0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on Auxiliary Heating Device to Prevent Condensation adjacent to Built-in Furniture of Apartment Units in Winter

574 ∙ Journal of KIAEBS Vol. 12, No. 6, 2018

온도보다 최소 1℃에서 최대 4.9℃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조난방장치가 상부에 설치되었으나 열적으로 취약한 후면 벽체 및 붙박이장 뒤판 하부 지

점까지 열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3 and Case 5

Figure 7. Wall and built-in furniture surface temperature and rate of accumulation about 

measured points

결로 발생 위험 시간

실험기간 동안 측정지점의 표면온도가 노점온도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을 결로 발생 위험 

시간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측세대인 Case 4를 제외하고 붙박이장 후면 벽체 및 붙박이

장 뒤판의 표면온도가 붙박이장 후면 공기층 및 붙박이장 내부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되

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Case 4의 측정 지점 별 결로 발생 위험 시간 및 비율은 Table 4와 같다. 측정 지점 중 표면

온도 분포가 가장 낮은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하부에서 결로 발생 위험 시간이 나타났다. 

Table 5와 같이 Case 4의 결로가 발생한 순간과 결로가 발생하지 않은 순간의 붙박이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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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온열환경을 분석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측세대를 비교했을 때, Case 4의 결로가 발생

한 순간의 실내 상대습도는 평균 69.5%, 붙박이장 내부 상대습도는 평균 73.7%로 비교적 높

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간세대인 Case 2의 경우 상대습도 80%가 넘

는 순간이 발생하였지만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보조난방장

치를 설치하지 않은 Case 1과 Case 3을 비교한 결과 중간세대인 Case 1의 붙박이장 주변 온

도분포가 측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습도의 상승으

로 인한 노점온도 상승에도 Case 1은 높은 표면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간세대가 측세대에 비해 외기 온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측세대의 경우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표면온도를 충분히 상

승시키기 위해서는 보조난방장치 설치 대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ondensation risk of vulnerable area around built-in furniture (Case 4)

P8 P9 P16 P17 P18

Case 4
5.1 hours

(5%)

9 hours

(9%)

23.3 hours

(24%)

23.6 hours

(24%)

23.3 hours

(24%)

Table 5. Condensation risk of vulnerable area around built-in furniture (Case 4)

R_T (℃) R_RH (%) B_T (℃) B_RH (%)

Condensation risk ×

Min. 17.3 11 15.9 15

Max. 23.6 88 21.1 75

Ave. 18.8 42.8 17.5 36.7

Condensation risk ○

Min. 18.2 13 16.2 24

Max. 23.7 90 21 81

Ave. 21.8 69.5 19.9 71.8

실외 온열환경 영향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명시된 온도차이비율인 TDR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 표면의 온도 차이를 표현한 상대적인 

비율이다. 따라서 외기 온도 저하에 따른 표면온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TDR을 

활용하였다. TDR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Ti = 실내온도

To = 외기온도

Tsur =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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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외기온도에서 공통적으로 보조난방장치를 작동시킨 측세대인 Case 4와 Case 5

의 결로 취약 부분(P8, P9, P16, P17, P18)의 측정지점을 TDR로 환산하였다. 각 대안별 외기

온습도 조건은 Table 3과 같다.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표준 실내외 환경조건 

의 실내온도 25℃를 기준으로 상대습도 레벨에 따른 TDR을 산정하였고 이는 Figure 8, 

Figure 9과 같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외기온도를 유지한 Case 4의 TDR이 Case 5의 TDR보

다 모든 측정지점에서 0.01~0.1 더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붙박이장 후면 결로 취약 부분의 

TDR의 차이가 붙박이장 뒤판 결로 취약 부분의 TDR 차이보다 더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붙박이장 후면 벽체 하단 부분이 외기 온도 저하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겨울철 혹한기의 경우 붙박이장 결로 취약 부위의 표면온도를 붙박이

장 설치공간의 노점온도 이상으로 상승시켜 결로 발생 위험을 모두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붙박이장 뒤판 하부의 일부를 파취하여 보조난방장치를 하부에 설

치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 TDR of wall surface vulnerable area of Case 4 and Case 5

Figure 9. TDR of built-in furniture vulnerable area of Case 4 and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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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난방장치 가동 시간 및 전력량

실험 기간 동안(2018년 2월 5일~2월 9일 (약 97시간), 2월 19일~2월 23일 (약 99시간)) 보

조난방장치의 가동 시간 및 전력량을 확인하였고 이는 Table 6과 같다. 중간세대(Case1, 

Case2)의 경우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는 실험 기간 동안 전체 기간의 약 60%가량 작동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측세대(Case3, Case4, Case5)의 경우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는 실험 기간 

동안 계속 작동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측세대에서 겨울철(12월 1일~2월 28일) 기

간 내 보조난방장치를 가동하였을 경우, 32.4 kWh의 전기사용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겨울철 한달 가구당 매달 약 10.8 kWh 전기를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0원 가

량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의 보조난방장치 사용을 통해 결로 발생 피해

를 줄여 하자 보수비용 및 발생 가능한 재산상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Operating hours and electricity consumption of Case 2, Case 4, Case 5

Case 2 Case 4 Case 5

Operating hours
59.5 hours

(60%)

97.5 hours

(100%)

99.1 hours

(100%)

Electricity 

consumption
892.5 Wh 1,487.5 Wh 1,462.5 Wh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외기에 면하게 설치된 붙박이장을 대상으로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작동에 따른 붙박이장 후면 벽체와 붙박이장 내부의 온열환경을 실측하였다. 

실제 붙박이장 내부 환경을 모사하여 보조난방장치의 붙박이장 내 결로 취약 부위에서의 결

로 저감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겨울철 현장실험 동안 붙박이장 상부 환기구에 설치한 보조난방장치를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운전한 결과, 중간세대의 경우 붙박이장 후면 벽체 표면온도와 뒤판 표면온도의 차이가 

1℃미만으로 발생하여 붙박이장 후면 벽체 표면온도가 붙박이장 뒤판 표면온도 수준으로 유

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세대의 경우 가장 낮은 표면온도를 기록한 붙박이장 설

치공간의 하부 표면온도가 보조난방장치 작동시 붙박이장 후면 벽체의 경우 최대 4.4℃, 뒤판 

의 경우 최대 4.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혹한기의 경우 측세대에서 실내 상대

습도가 평균 70%로 유지되는 고습한 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였다. 또한 외기 온도 변화에 따

른 측세대의 결로 취약 부위의 TDR을 확인한 결과 외기온도가 매우 낮은 혹한기의 경우 상대

적으로 높은 온도를 기록한 경우에 비해 0.01~0.1 정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체적으로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표면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

으나, 상대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겨울철 난방기간 중에서도 외기온도가 매우 낮은 혹한

기의 경우 결로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난방장치

설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붙박이장 하부를 일부 파취하여 보조난방장치가 설치되는 위치

를 결로 취약 부위인 하부로 조정함으로써 붙박이장 하부에 위치한 결로 취약 부위 표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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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실험 결과 겨울철 측세대에서 보조난방장치를 가동하였을 경우, 32.4 kWh의 전기사

용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약 10.4 kWh/월 전기가 소비되며, 약 1,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겨울철 붙박이장 주변의 온열환경을 측정하여 난방측면에서의 결로 방지 

방안으로 제시한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의 결로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결로 방지 효과를 위해 붙박이장의 환기구를 통한 붙박이장 

설치공간의 습도 저감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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