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5, No.3, June pp. 265-278

Received: April 19, 2021

Revised: June 14, 2021

Accepted: June 16, 2021

Ⓒ 2021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21 June, 15(3): 265-278

https://doi.org/10.22696/jkiaebs.20210023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Journal of KIAEBS Vol. 15, No. 3, 2021 ∙ 265

RESEARCH ARTICLE

열화상을 활용한 현장측정 기반의 창-벽체 접합부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
김창민1ㆍ최재솔2ㆍ김의종3ㆍ장향인4*

1(주)미래환경플랜건축사사무소 건축친환경신기술연구소 실장, 2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3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4(주)미래환경플랜건축사사무소 건축친환경신기술연구소 소장

In-situ Method for Calculation of the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of Wall-window Joints 

using Infrared Thermography
Kim, Chang-Min1ㆍChoi, Jae-Sol2ㆍKim, Eui-Jong3ㆍJang, Hyang-In4*

1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Green Building and New Technology, Mirae Environment Plan, Seoul, 

Korea
2Ph.D. Program Student,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3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4Director, Institute of Green Building and New Technology, Mirae Environment Plan,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ang, Hyang-In, Tel: +82-2-6459-6036, E-mail: hijang@mrplan.co.kr

ABSTRACT

The occurrence of defects in wall-window joints directly affects occupants. However, there are 

challenges in measuring defects quantitatively due to the lack of evaluation standard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digital twin-based method for calculating the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of wall-window joints using thermal images, and verifies its applicabilit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field measurement-based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calculation 

method was verified by reproducing the results through chamber tests. The chamber tests were 

performed by fabricating specimens with construction defects, set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temperatures to a dynamic state, and measuring the thermal images at four different time point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he maximum error of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between the four time points was 6.32%. The results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quantitatively 

measuring defects in wall-window joints.

주요어 : 적외선 열화상, 디지털 트윈, 현장 측정, 선형열관류율

Keywords: Infrared thermography, Digital twin, Field measurement,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서 론

창과 벽체의 접합부는 시공 품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위이다. 외피에서 부재 간의 

접합부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단열재가 연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Kim 

et al., 1996). 특히, 창과 벽체의 접합부는 단열재의 단절로 인한 누기(Ji and Jo, 2014)와 결로



In-situ Method for Calculation of the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of Wall-window Joints using Infrared Thermography

266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3, 2021

(Yoo et al., 2016)가 발생하는 주요 부위로 간주한다. 누기는 거주자의 쾌적도를 낮추고(Lee 

and Shin, 2013), 결로는 곰팡이의 원인(Min et al., 2020)이 되는 등 거주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창과 벽체 접합부의 시공 품질이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하고, 창과 벽체의 접합부위에 대한 표준화된 디테일과 시공 방법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Kim et al., 2019a; Lee, 2019). 표준화된 방법의 부족은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접합부의 

시공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를 초래한다(Kim et al., 2019b). 이에 따라 창과 벽체의 접합부에 

대한 시공 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재 접합부의 하자는 정량적 기준이 부재하여 육안조사를 기

반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Choi et al., 2020). 이로 인해, 창과 벽체 접합부의 시공 하

자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입주한 공동주택 7개 단지의 

5,280세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Plastic, PL)창호 

공사와 관련한 하자는 5,132건으로 세대당 97.2%의 비율로 발생하며 전체 하자 중에서도 

11.19%에 달하는 비중을 보여주어 핵심적인 하자 유형으로 분석되었다(Kim et al., 2020). 

이처럼 빈번하게 하자가 발생하는 창과 벽체 접합부의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접

합부를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건물 외피의 접합부에서 발생한 하자는 열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열교 부위의 단열 

성능은 선형열관류율로 표현한다(Koo et al., 2011). 선형열관류율은 도면상의 성능을 기반

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반영된 수치가 아

니다. 최근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트윈 접근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트윈의 기본 개념은 현실의 물리적 정보를 구현한 가상 모델을 시

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Lee et al., 2021). Choi et al. 

(2021)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열교가 발생한 영역의 표면 온도를 

시뮬레이션 모델로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창과 벽 접합부에 대한 실제 표면온도를 획

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로 구현하여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할 수 있다면, 현장측정 기반

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기반으로 

한 창-벽체 접합부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열

화상을 이용한 현장측정 적용 연구에 대해 분석하고, 현장측정 방법과 시뮬레이션과 온도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방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챔버 

실험을 통해 재연성을 확인한다.

문헌고찰

열화상 카메라는 비접촉식으로 현장측정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건물 외피의 진단 등의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21). 특히, 단순히 온도 분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영역을 찾는 정성적인 분석에서 나아가 측정한 온도 값을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

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열화상으로 측정한 온도를 기반으로 외벽

의 단열성능을 산출하고자 하는 연구를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Choi et al. (2004a)는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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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한 열화상을 활용하여 단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온도차비율(Temperature 

Difference Ratio, TDR)을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Choi et al. (2004b)에서는 

Choi et al. (2004a)에서 제안한 열화상을 활용한 온도차비율 계산 방법을 실험체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외기온도 변화에도 일정한 값이 산출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재연성

이 확인되었다. Choi and Ko (2017)에서는 열화상을 활용하여 열관류율을 산출하는 세 가지 

방법과 열류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열관류율을 비교함으로써 열화상 평가방법의 유효성을 검

토하였다. 검토 결과, 반사온도와 방사율이 측정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이 고려될 경우 열화상

을 이용한 열관류율 산출 방법의 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19c)에서는 

국외연구와 국내 기준에서 제안된 열화상 기반의 방법과 열류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열관류

율을 비교하였다. 방법들에 따라 산출한 열관류율을 비교한 결과, 국외에서 제안한 방법과 열

류계로 산출한 열관류율 간의 오차는 8%로 나타났다. 외벽의 단열성능 외에도 건축 외장재

의 일사표면온도와 흡수율 추정(Park et al., 2006), 지붕표면 열화상 온도의 신뢰도 평가(Ryu 

and Um, 2013), 실내의 평균 복사온도 도출(Lee et al., 2020)과 같은 분야에 열화상을 활용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열화상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가 유

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열화상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열

교를 대상으로는 열화상을 정성적인 분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Hyun et 

al. (2010)에서는 열화상을 활용하여 업무시설에서 발생하는 열교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Jang et al. (2011)에서는 스틸스터드의 종류에 따른 건

식벽체의 열교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열화상을 활용하였다. Jung and Kim (2013)에서는 업

무시설의 커튼월을 대상으로 열화상을 촬영하였으며, 열화상을 활용하여 금속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열교를 확인하였다. Choi (2014)에서는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접합

부위의 열교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 측정을 수행하였다. Song et al. (2015)에서는 메

탈 커튼월 패널 시스템의 열교최소화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열화상을 활용하여 정성적으로 

기존안과 대안 간의 온도분포를 비교하였다.

이처럼 건물 벽체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열화상 적용을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는 반면, 

그 외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열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Hwang and Kim (2007)은 창을 대상으로 측정한 열화상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프레임과 유리창 접합부위에서 열화상 실측과 시뮬레이션 결과 간에 오차

가 크며, 그 원인을 시공 오차로 추정하였다. 최근 Choi et al. (2020)에서는 창과 벽체의 접합

부 간에 시공 시 발생하는 하자를 반영할 수 있는 창과 벽체 접합부의 기준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준모델을 활용할 경우, 비정상상태와 정상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 간에 평균 오차 

0.012℃로 접합부의 시공 하자를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시뮬레

이션을 활용한 접합부 모사 가능성 검토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과 

벽체 접합부의 현장 열화상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연계하여 접합부의 정량적 평가방법의 가

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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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측정 기반의 창-벽체 접합부의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창-벽체 접합부의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

법을 제안한다. 선형열교계수의 산출을 위한 현실에서의 물리적 정보는 열화상 카메라로 획

득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복사 에너지를 온도 패턴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도구

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다수의 지점에 대한 온도 분포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창과 벽체의 접합부에 대한 가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는 전열 해석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어 있다. 전열 해석 프로그램은 건물의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표면 온도를 시뮬레이

션하며, 이를 기반으로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현실의 물리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열화상과 가상의 모델을 전열 해석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면, 실제 시공 하자가 반영된 선형

열관류율을 산출함으로써 창과 벽체 접합부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창-벽체 접합부의 선형열관류율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우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창-벽체 접합부를 대상으로 열화상을 촬영

한다. 열화상 촬영이 완료되면, 대상 부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한다. 전열 해석 

시뮬레이션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동적(Dynamic)과 정적(Static)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실내·외 온도 변화를 반영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의 온도 변화가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정적 시뮬레이션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시적인 한 시점에서의 실내·

외 온도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실제 측정 현장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동적 시뮬레이션 상에서 접합부의 열전도율과 같이 성능과 

관련한 인자를 변경하며 열화상과 온도 차이가 최소화가 되는 값을 찾는다. 선형열관류율은 

2차원 정적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되는 값으로, 동적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 이에, 

열화상과 시뮬레이션 간의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인자 값을 정적 상태 시뮬레이션에 입력하

여 접합부의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한다.

Figure 1. Proposed method for calculation of the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of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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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측정

열화상 측정 시에 온도를 정확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사온도와 방사율의 측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STM E1862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다(ASTM, 2010). ASTM E1862에서의 반사온도 산출 방법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열화상 카메라의 방사율을 1.00으로 설정하고 대상 벽체와 

일정 거리를 두고 위치시킨다. 측정 대상 벽체에 난반사가 되도록 알루미늄 포일을 구긴 후에 

펼쳐서 부착한다. 이후, 적외선 카메라를 알루미늄 포일과 평행하게 놓은 뒤 열화상을 촬영한

다. 최소 3회 열화상 측정을 반복하고 알루미늄 포일 내의 온도 영역을 평균하여 반사 온도를 

산출한다.

앞서 측정한 반사온도를 열화상 카메라의 설정값으로 입력한 후, 측정 대상 부위 표면의 방

사율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방사율은 ASTM E1933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다(ASTM, 

2018). ASTM E1933에서의 방사율 산출 방법은 현장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활용한다. 

우선 방사율을 0.95로 사전에 알고 있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측정 대상 부위의 표면에 부착

한다. 측정 대상 부위 표면의 온도와 부착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 표면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

화상 카메라의 방사율을 0.95로 설정하여 검은색 절연 테이프 표면 온도를 측정한다. 검은색 

절연 테이프 표면 온도가 확인되면 측정 대상 부위 표면의 온도가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표면 

온도와 일치되도록 방사율을 변경한다. 해당 과정을 최소 3회 반복하여 산출한 평균 방사율

을 열화상 카메라에 입력한다. 이처럼 현장에서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반사온도와 

방사율을 산출한 후, 창과 벽의 접합부를 대상으로 열화상을 측정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대상을 모델링 해야 한다. 모델링을 위해서

는 형상정보와 함께, 형상을 구성하는 자재들의 속성정보가 요구된다. 실제 시공된 부재의 경

우에 시공 시에 발생한 하자와 같은 이유로 설계 도면상의 형상정보와 다를 수도 있다. 또한, 

실제 시공된 부재는 시간에 따라 열성능이 변화하여 설계 당시의 성능과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열화상과 시뮬레이션의 디지털 트윈 접근법을 통한 접합부의 선형열

관류율 산출 방법의 가능성 확인이기 때문에, 접합부의 형상은 실제 시공한 직육면체의 비어 

있는 형상으로 모델링 하였다. 반복 계산을 위한 접합부의 열전도율 외의 다른 인자들은 설계 

도면과 이론상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모델링 한다.

선형열관류율 산출

선형열관류율 산출을 위해, 동일한 대상으로 촬영한 열화상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모델 

간의 온도 분포를 일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분포를 일치시키기 위해 창과 벽체의 접합

부 부분의 열전도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가장 낮은 오차를 보이는 열전도율을 실제 열전

도율로 결정한다. 오차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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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in

  
× (1)

여기서, Tavg는 열화상의 평균 온도, Savg는 시뮬레이션의 평균 온도, Tmax는 열화상의 최대온

도 Tmin은 열화상의 최소온도를 나타낸다.

실제 현장은 내·외부의 온도가 지속해서 변하는 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접합부의 열전도율

을 결정하기 위해 동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동적 시뮬레이션의 경우에 동적 상태를 반영

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나, 정적상태에서 계산 가능한 선형열관류율의 산출이 불가능하

다. 이에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접합부의 열전도율을 정적 시뮬레이션에 입력함으

로써, 접합부의 선형열관류율 계산이 가능하다. 열화상 비교를 위한 영역은 Figure 2와 같이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교적 안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또한, 

Figure 2(a)와 같이 점선 표시 내 10개 그리드에 대한 온도를 위 식 (1)을 사용하여 평균 오차

를 계산한다.

(a) (b)

Figure 2. Target area (a) thermography, (b) simulation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론의 검증 방법

챔버 측정 세팅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챔버 실험을 계획하였다. 챔

버는 항온실과 저온실로 구분되며, 각 실은 개별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항온

실의 온도는 최저 10℃ 부터 최고 30℃까지, 습도는 상대습도(RH) 40% 부터 70%까지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저온실의 온도는 최저 –10℃ 부터 최고 50℃까지, 습도는 25% 부터 98%

까지 조절 가능하다. 챔버의 온도 오차는 20℃ 기준 ± 0.5℃, 습도 오차는 상대습도 70% 기준 

± 2%이다.

항온실과 저온실 사이 1,000 × 1,000 mm 크기의 개구부에 부재를 설치할 수 있다. 항온실

의 내부는 2,400 × 2,100 × 2,100 mm이고, 저온실의 내부는 1,800 × 2,100 × 2,100 mm이다. 

이 크기는 Figure 3(a) 같이 사용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챔버 내부에서 열화상을 촬

영하기 충분한 공간이다. 추가적으로 실험체에 항온실과 저온실 공조기의 강한 바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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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풍비닐을 항온실과 저온실 상부에 부착하여 실험체에 대한 바람의 영

향을 최소화하였다. 그 외 열화상 카메라가 위치한 항온실에서는 출입문에 부착된 창으로 인

해 외부에서의 복사열 유입을 막기 위해 창에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Figure 3(b)는 실제 챔버 

내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실험체를 측정하는 사진을 나타낸다.

(a) (b)

Figure 3. Hardware setting for thermography imaging (a) sectional view, (b) setting result

실험 대상

항온실과 저온실 사이에 시료를 설치할 수 있는 개구부 외의 영역은 단열재와 금속 표면으

로 마감되어 있다. 시료를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열저항이 5.895 ㎡k/W이고 두께가 155 mm

인 단열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단열재 가운데에 500 × 500 mm 크기의 실제 창을 설치하였

다. 창의 상단부는 열교가 명확하게 발생하도록 접합부에 단열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 

두었다. 이후, 항온실과 저온실의 온도 안정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링 테이프로 비어 있

는 공간을 마감하였다. 그 외 창호 접합부와 벽체 사이의 빈 공간에는 우레탄 폼으로 단열처

리를 하고, 접합부 주변에는 실링 테이프로 마감하여 방수와 방습 처리를 하였다. 항온실과 

저온실의 표면을 마감한 자재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방사율이 낮아서 열화상 카메라로 정확

한 온도 획득이 어렵다. 따라서 방사율이 0.95인 0.15 mm 두께의 검은색 시트 필름지를 마감

재로 부착하였다. 추가로, 실험체의 안정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실험체 표면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온도를 파악하였다. Figure 4는 창을 설치한 도면과 설치가 완료된 모습

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된 창의 프레임은 폴리염화 비닐(Polyvinyl chloride, PVC) 재질이며, 프레임

의 열관류율은 0.648 ㎡k/W이다. 유리는 진공 싱글로이이며, 단면 구성은 ‘5CL + 12A + 

5CL + 0.25V + 5LoE’이다. 유리의 총 두께는 27.3 mm이며, 유리의 열관류율은 0.470 ㎡

K/W이다. 이외 유리의 성능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은 69%, 가시광선 반사율은 18%, 차폐계

수(Shading Coefficient, SC)는 0.63, 태양열취득계수(Solar Heat Gain Coefficient, SHGC)

는 0.55 이다. 유리의 광학적 성능을 제외한 창과 벽체의 성능은 시뮬레이션 모델에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시공 하자가 발생한 영역은 직육면체 형상의 중공층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동적 상태에서 열화상의 온도와 일치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Physibel VO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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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형열관류율 산출을 위한 정적 상태 시뮬레이션은 Physibel TRISCO로 수행하였다. 두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모델의 설정은 Table 1과 같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창호의 물성치는 

창호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입력하였으며, 다른 물성치는 ISO 10456 

(2007)을 참고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경계 조건 중 실내·외 온도는 챔버 실험 시 측정한 

온도의 평균 값을 적용하였으며, 저항은 ISO 10456:2007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Figure 4. Detail of wall-window joint for chamber test

Table 1. Type and material properties of simulation model

Sectional view of model Properties

Thermal conductivity

(W/mK)

① Glass 0.014

② Rubber 0.050

③ Polyethylene 0.017

④ Enclosed Air Space 1 0.115

⑤ Enclosed Air Space 2 0.196

⑥ Urethane foam 0.027

⑦ Window-wall joint 0.389

Boundary condition

Temp (℃)
Indoor 23.0

Outdoor 15.2

R (W/㎡K)

Indoor 7.7

Outdoor 25.0

측정 장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의 주요 성능은 Table 2

와 같다. 열화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로 시야각은 32 × 23°, 해상도는 320 × 240 픽셀인 

TESTO 882가 사용되었다. 열화상 카메라 외에 반사온도와 방사율을 입력하여 촬영한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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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온도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접촉식 온도계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접촉식 온도계는 FLUKE 51-2 모델이다.

Table 2. Specification of measuring equipment

Equipment Specification

Infrared camera

(TESTO 882)

 Measurement range -20 ~ +550℃

 Accuracy ±2℃ or ±2%

 Thermal sensitivity 0.05℃ at 30℃

 Wavelength range 8 ~ 14 ㎛

 Emissivity range 0.01 ~ 1.00

 IR resolution 320 × 240 pixels

Thermometer

(FLUKE 51-2)

Measurement range -200℃ ~ 1,372℃

Accuracy ±0.05% + 0.3℃

온도 세팅

챔버의 온도 세팅을 위해서 안정화 기간 1일을 거쳤으며, 저온실의 온도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4일간 변화시켰다. 저온실의 온도가 변화하는 4일 동안 온도차가 최저인 시점, 온도차가 

증가하는 시점, 온도차가 최고인 시점, 온도차가 감소하는 시점의 네 시점을 선정하여 열화상

을 측정하였다. 항온실은 습도 및 압력에 의한 실험체 파손 방지를 위해 온도 설정 없이 팬만 

작동하였다. 실내 습도는 결로 방지를 위해 50%로 세팅하였으며, 저온실은 최고온도 15℃, 

최저온도 –5℃로 설정하였다. 측정의 편의를 위해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간의 주기는 24시

간이 아닌, 3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24시간이 아닌 32시간으로 주기를 설정할 경우, 매일 동

일한 시간에 다른 온도차이 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Francois et al., 2020). 챔버 

온도 변화는 Figure 5와 같으며, 열화상 측정을 수행한 시점은 ① ~ ④와 같다.

Figure 5. Internal and external air temperatures du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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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접합부 열전도율에 따른 오차율 비교

창과 벽 접합부의 열전도율을 0.389 W/mK에서 0.030 W/mK까지 0.010 W/mK 단위로 변

경하며 열화상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표면 온도 간 오차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내

부온도(항온실)와 외부온도(저온실)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① 시점과 외부온도가 상승하면

서 내부온도와 외부온도 간의 차이가 점차 감소되는 시점인 ②의 경우, 접합부의 열전도율이 

0.030 W/mK일 때 열화상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차가 각각 8.00%, 6.17%로 가장 작았다. 

내부온도와 외부온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③ 시점에서는 접합부의 열전도율이 0.150 W/mK

일 때 열화상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차가 12.15%로 가장 작았다. 마지막으로 내부온도와 외

부온도 간의 차이가 가장 점차 증가하는 시점인 ④에서는 열전도율이 0.040 W/mK일 때 열

화상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차가 3.98%로 가장 작았다. ①, ②, ④번 시점의 경우, 오차 7% 

이내에서 접합부의 열전도율이 0.030 W/mK, 0.030 W/mK, 0.040 W/mK로 유사한 값을 보

여주었다. 반면, ③번 시점에서는 접합부의 열전도율이 0.150 W/mK로 다른 시점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했으며, 오차도 12.15%로 다른 시점의 결과보다 큰 오차를 보였다.

Table 3. Temperature error rate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joint

Thermal 

conductivity of 

joint (W/mK)

Temperature error rate (%)

① ② ③ ④

0.389 18.97 21.52 17.18 20.32

0.150 11.32 11.66 12.15 8.64

0.100 9.34 9.07 15.22 5.72

0.090 8.95 8.55 15.93 5.13

0.080 8.65 8.04 16.62 4.58

0.070 8.42 7.55 17.29 4.25

0.060 8.20 7.08 17.91 4.12

0.050 8.07 6.67 18.47 4.03

0.040 8.02 6.34 18.90 3.96

0.030 8.00 6.17 19.11 3.98

선형열관류율 재연성 검토

각 시점 별로 최저 오차를 보이는 접합부 열전도율을 정적 시뮬레이션에 입력한 후 접합부

의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접합부 열전도율이 0.030 W/mK인 

①과 ② 시점의 경우 선형열관류율이 0.190 W/K로 산출되었다. 0.190 W/K를 기준으로 상대

오차를 계산한 결과가 Table 4의 Error (%)를 나타낸다. 열전도율이 0.150 W/mK인 ③ 시점

은 선형열관류율이 0.202 W/K로 산출되어 0.190 W/K와 비교할 때 6.32%의 오차가 발생하

였다. ④ 시점의 경우에 선형열관류율이 0.199 W/K로, 0.190 W/K 대비 4.74%의 오차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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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한 결과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한 경우, 최대 오차 6.32%로 나타났다.

Table 4. Calculation results of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of window-wall joint

Test Thermal conductivity of joint (W/mK) Linear thermal transmittance (W/K) Error (%)

① 0.030 0.190 -

② 0.030 0.190 -

③ 0.150 0.202 6.32

④ 0.040 0.199 4.74

토의

본 연구에서는 직육면체 형태로 구현한 접합부의 열전도율을 현장 열화상 측정을 통해 추

정하고, 추정한 열전도율을 기반으로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하였다. 접합부의 열적 패턴을 모

사하기 위해 열전도율 하나의 인자만을 고려하였음에도 케이스별 최소값을 적용하였을 때 표

면 온도의 오차는 최대 12.15%, 선형열관류율의 오차는 최대 6.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일한 하자 부위에 대한 열전도율은 고정값으로 간주되므로 도출된 열전도율 값 중 적절한 평

균값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열적 패턴 모사의 오차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추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표면열전달계수 등 열전도율 

외 접합부의 표면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자의 고려이다. 물체의 표면 온도는 물체

를 구성하는 재료의 열전도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표면열전달계수와 같은 다른 인자의 영향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율에 한정하여 제안한 방법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열

전도율 뿐만 아니라 표면열전달계수, 침기 등 접합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모두 반영

함으로써 열적 패턴 모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는 열적 패턴 모사에 적합한 형상의 고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접합부 내부 형상을 직육면체의 형태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는 접합부 내부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Choi et al. (2020)에서 제안한 기준모델과 같이 열

적 패턴을 잘 모사할 수 있는 형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인자들을 복합적으로 고

려할 경우 시뮬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인 문제는 리덕션 모델을 

활용하여 연산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Choi et al., 2021).

본 연구는 제어가 유리한 환경인 챔버 실험을 통해 현장측정 기반의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

법을 검증하였다. 현장측정과 유사하게 동적 상태를 반영하여 열화상 측정을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챔버와 다른 온도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재연성 확

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측정 기반의 창-벽체 접합부의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창과 벽체 접합부를 현장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열화상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열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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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을 통한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해 챔버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의 재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챔버 내 

온도를 일정 주기로 동적 상태 설정 후, 열교가 발생하도록 시공한 창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네 시점의 열화상을 측정하였다. 네 시점에서 측정한 열화상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과의 디

지털 트윈을 통해 선형열관류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열화상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선형열관류율 산출 방법을 적용한 결과, 네 시점 간에 발생한 선형열관류율의 최

대 오차는 6.32%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창과 벽체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정

량적 측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육면체 형태로 구현한 접합부의 열전도율을 변경하여 선형열관류율을 산

출하였다. 접합부의 형상과 속성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함으로써 열화상과 

시뮬레이션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창-벽체 접

합부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로, 챔버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론의 재연성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특정 케이스에 한정하여 챔버실험을 수행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정 및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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