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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rior insulation and finishing system (EIFS) is a construction method that covers the entire 

exterior of a building such as the exterior walls and roofs with thermal insulation. In addition to 

efficiently blocking heat bridges in buildings, EIFS is an energy-efficient construction method 

due to low heat loss, excellent air tightness, and insulation. In Europe, systems similar to EIFS 

are known as  External Wall Insulation System  (EWIS) and 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 (ETICS). EIFS can be divided into dry and wet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method used.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regulations for thermal 

transmittance has continuously been strengthened. To satisfy such building regulations, EIFS 

that have high thermal performance are widely used in Korea. However, a Korean standard for 

EIFS performance considering weather resistance does not exist.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shows lack of study on EIFS performance considering weather resistance, and examined 

according to a standard. In this study, both wet and dry EIFS walls were manufactured, and the 

weather resistance of EIFS walls were tested. Based on standard of European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essment (EOTA) - ETAG 004 Guideline for European Technical Approval of 

ETICS with Rendering, the test procedures for the EIFS walls were conducted to the heat-cold 

and heat-rain cycles. Afterwards, visual inspection, impact strength, and bond strength were 

evaluated. 

주요어 : 외단열 시스템, 건식/습식 공법, 기후실험챔버, 내후성 실험

Keywords: Exterior insulation and finishing system, Dry and wet construction method, Climate 
test chamber, Weather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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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축 분야는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

야로써, 2019년 건축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30%를 차지하였

다. 또한, CO2 배출량의 경우 건축 분야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및 건설 산업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CO2 배출량은 3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 2020).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및 CO2 배출량은 다른 분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

내에서는 2019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1000 ㎡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500 ㎡ 이상의 공공·민간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 에

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Shim and Lee, 2021). 

또한, 정부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기

대하고 있다(Song, 2021). 이처럼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중 냉방 및 난방에너지 비중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30~57%까지 

다양하며, 건물에너지 사용량 중 냉난방 에너지의 비중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ark 

et al., 2015; Cho et al., 2017; Katili et al., 2015).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냉방 및 난방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단

열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중부 1 지역 공동주택 기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열관류율 기준은 0.150 W/㎡ K 이하

이며, 이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성능을 요구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벽체의 단열 두께 증가뿐만 아

니라, 구조체 접합 부위와 같은 단열이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교에 의한 열 손실을 최

소화하여 건물의 단열성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단열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Rhee and Jung, 2017), 외단열 시스템은 건물 구조체의 외측에 단열재를 배치하는 공

법으로 건물의 외부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는 단열 방법이다. 외단열 시스템은 시공상 단열재

의 끊김 없이 연속배치가 가능하여 건물의 열교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열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으며, 건물의 기밀성능 및 단열성능이 우수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열 공법이다. 

한 연구에서는 외단열 시스템과 내단열 시스템의 결로방지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비

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외단열 시스템 적용 시 내단열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결로 발생 

가능 부위들이 외단열 적용 시 모든 지점에서 결로방지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Park 

et al., 2015). 또한, 외단열 시스템이 적용된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연구

에서는 외단열 시스템 적용 후 건물의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약 49% 이상 절감되는 것을 시뮬

레이션과 실측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Cho et al., 2016). 이처럼 외단열 시스템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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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다양한 문헌 및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외단열 시스템은 건식 및 습식 등 시공방법과 시공품질에 따라 수분 침투 및 내부결

로 발생 등에 따른 단열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일과 유럽 등에서는 외단열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외단열 전체 시스템

을 외단열 시험 규정에 따라 성능평가 후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의 경우 외단열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표준에 근거한 외

단열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식 및 습식 시공방식의 외단열 벽체를 제작

하고 유럽시험규격위원회(European Organisation for Technical Approvals; EOTA)표준에 근

거하여 내후성 평가 시험 수행하였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수분 침투 및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EO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단열 시스템의 시험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에

서 사용되고 있는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해서 사용된 규격은 EOTA의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의 마감재 성능기준’ 기

술 규격인 『ETAG 004: 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 with Rendering』

에 따라 성능시험이 진행되었다(European Organisation for Technical Approvals, 2013). 

EOTA- ETAG 004는 외단열 복합 시스템을 건물 벽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성능 조건들을 기계적 저항성, 화재 안전성, 외부로부터의 수분 침투성 및 내후성, 

구조적 안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험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OTA – ETAG 004에

서 제안하고 있는 외단열 성능시험 중 수분 침투성 및 내후성 평가는 온습도 사이클 실험인 

Heat-rain cycles 과 Heat-cold cycles 실험으로 평가한다. 온습도 사이클 실험 후 육안검사를 

통해 외단열 벽체의 수포, 박리, 잔금, 갈라짐 등의 표면특성을 확인하고 추가 실험을 통해 충

격 강도 및 접착 강도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식 및 습식 외단열 벽체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외단열 벽체 시스

템은 EOTA-ETAG 004의 온습도 사이클을 통해 벽체의 수분 침투성 및 내후성 평가를 진행

하였다. 외단열 벽체 시스템의 온습도 사이클 실험을 진행하고 육안검사를 통한 변형, 갈라

짐, 잔금, 박리 등의 표면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벽체 레이어 별 온도 및 습도 측정을 통한 외단

열 시스템 벽체의 수분 침투 여부를 평가하였다. 

EOTA-ETAG 004 표준

ETAG 004 온습도 사이클 실험

EOTA는 건설 제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기술 평가 기구이며, EOTA의 ETAG 

004는 건물 벽체의 외단열 복합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성능 

조건들을 기계적 저항성, 화재 안전성, 외부로부터의 수분 침투성 및 내후성, 구조적 안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시험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외단열 시스템의 주요 성능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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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수분 침투에 대한 방습 성능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비와 눈이 오는 외기 조건에서 수분 침투에 따른 실내습도 증가 및 벽체의 결로 발생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OTA - ETAG 004 기준에서는 이러한 외단열 시스템의 

수분 침투 및 내후성에 대한 성능을 온습도 사이클 시험인 Heat-rain cycles과 Heat-cold 

cycles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Heat-rain cycles

외단열 시스템의 온습도 사이클 시험은 Heat-rain cycles 시험을 먼저 진행하며 Heat-rain 

cycles의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외단열 시스템 외기 면을 대상으로 1시간에 걸쳐 70℃로 

가열한 후, 2시간 동안 (70±5)℃, 상대습도 10~30%를 유지한다. 그 후 1시간 동안 외단열 시

스템에 분무하는데 이때 물 온도는 (15±5)℃이며, 분무량은 1 L/m2 min으로 한다. 그 후 2시

간 동안 배수를 진행하며, 이와 같은 사이클을 총 80회 반복 진행한다.

Heat-cold cycles

Heat-rain cycles 시험이 끝난 외단열 시스템 벽체는 48시간 동안 온도 10~25℃, 상대습도 

50% 조건에서 상태조절 후 Heat-cold cycles 실험을 진행한다. Heat-cold cycles 실험조건은 

1시간에 걸쳐 온도를 50℃까지 가열한 후, 7시간 동안 (50±5)℃, 상대습도 최대 30%로 온습

도 조건을 유지한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 온도를 (-20±5)℃로 냉각하고, 14시간 동안 

(-20±5)℃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사이클을 총 5회 반복한다. 

Heat-rain cycles와 Heat-cold cycles 온습도 실험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Hygrothermal cycles test for EOTA-ETAG 004

Cycle test condition (1 cycle)

Heat-rain cycles

heating to 70℃ (rise for 1 hour)

maintain at (70±5)℃ and 10 to 30% RH for 2 hours

spraying for 1 hour (water temperature (15± 5)℃, amount of water 1 l/m2 min)

leave for 2 hours (drainage)

Heat-cold cycles

After at least 48 hours conditioning at 10 ~25℃ and a minimum relative humidity 

of 50% and then,

1. exposure to (50±5)℃ (rise for 1 hour) and maximum 30% RH for 7 hours

2. exposure to (-20±5)℃ (fall for 2 hours) for 14 hours

Heat-rain cycles Heat-cold cycles

total cycles 80 cycles 5 cycles

total test preiod
20 days

80 × 6 hours (1 cycle)

5 days

5 × 24 hours (1 cycle)

외단열 시스템 실험모델

EOTA 기준에 따른 외단열 시스템의 수분 침투성 및 내후성 평가를 위한 온습도 사이클 시

험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식 및 습식 공법을 적용하여 외단열 시스템 실험 벽체

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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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

건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는 Figure 1과 같이 제작되었다. 크기는 3.3 m × 2.5 m의 외단열 

벽체로 제작되었으며, 벽체의 구성은 100 mm 두께의 콘크리트 패널 위에 120 mm의 페놀 폼 

보드 단열재가 적용되었다. 단열재는 열교차단 파스너 제품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고

정하였다. 벽체의 마감재는 30 mm 두께의 대리석 마감재를 사용하였으며, 대리석 마감재는 

페놀 폼 보드와 70 mm의 공기층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되었다. Figure 2는 건식 외단열 시스

템 벽체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건식 외단열 시스템은 실 건축물의 외단열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석재마감 부분을 2.9 m × 1.875 m로 제작하여, 기후챔버 내부에 위치할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Figure 1. Schematics of dry EIFS construction method

Figure 2. Fabricating EIFS by dry construction method



Evaluation on Weather Resistance of Dry and Wet External Thermal Insulation Walls according to EOTA Test Standard

410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4, 2021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는 Figur 3과 같이 3.3 m × 2.5 m 크기로 제작되었다. 건식 외단열 

벽체와 동일하게 100 m 두께의 콘크리트 패널에 120 mm 두께의 페놀 폼 보드 단열재가 적용

되었다. 먼저 콘크리트 패널에 하지면 검사 및 바탕 프라이머 작업 후 페놀 폼 보드 단열재를 

부착하였다. 부착 전 콘크리트 패널 모서리에 메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단열재는 후면에 

접착제를 리본 & 뎁 방식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패널에 부착하였다. 단열재 부착 후 메쉬

(Standard mesh)를 포함한 몰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4시간 이상 몰탈 양생 후 파스너를 이

용하여 단열재를 추가 고정하였다. 파스너 고정 후 보강 메쉬(Reinforced mesh)를 포함한 몰

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보강메쉬를 포함한 몰탈 작업 및 양색이 끝난 후 마감재(Finish 

coat)를 사용하여 미장 마감을 하였다. Figure 4는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의 제작과정을 나

타내고 있다. 

Figure 3. Schematics of wet EIFS construction method EIFS

   

  

Figure 4. Fabricating EIFS by wet constr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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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 시스템 시스템 실험방법

기후실험 챔버

외단열 시스템의 온습도 사이클 실험을 위해서 기후실험 챔버를 사용하여 Heat-rain cycles

와 Heat-cold cycles 실험을 진행했다. Figure 5는 외단열 실험을 위한 기후실험 챔버 및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이 설치된 사진이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는 기후실험 챔버 양옆에 설치되어 동시에 온습도 사이클 실험을 진행하였다. 챔버 내부

가 온습도 사이클의 외기 조건으로 설정되므로 외단열 시스템의 외부 마감재 면이 챔버 내부

로 향하게 설치되었다. 건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의 경우 실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리석 마감 부분이 챔버 내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Table 2는 기후실험 챔버의 사

양을 나타낸 표이다.

Figure 5. Installation of EIFS in climate test chamber

Table 2. Specifications of climate test chamber

Specification

Experimental space in chamber 1800(W) × 3000(D) × 2000(H) mm

Opening in chamber for specimens installation 3000(W) × 2200(H) mm

Temperature range 30℃ ~ 80℃ (±1℃, space 100 mm away ±4℃)

Humidity range 10% ~ 90% (±5%)

Rainwater impersonation injection 1 l/min (12 nozzles)

Specimen fastener load 3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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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 시스템 실험 벽체 구성

ETAG 004 온습도 사이클 실험을 통한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의 수분 침투성 및 

열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벽체의 레이어 별 T-type 써머커플을 부착하였다. T-type 써머커플

의 측정 위치는 Figure 6과 같다. 

건식 외단열 벽체(a)의 경우 콘크리트 패널 전·후면과 PF 보드 전면 그리고 마감 패널표면

의 온도가 측정되었으며, 레이어 별 온도측정 포인트는 총 9포인트씩 측정하였다. 또한, PF 

보드 단열재와 석재 마감재 사이에 있는 70 mm 두께의 공기층에 온습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공기층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였다.

습식 외단열 벽체(b)의 경우 콘크리트 패널 전·후면과 PF 보드 단열재의 전면 그리고 미장 

마감된 표면의 전면에서 온도측정을 하였으며, 습식 외단열 시스템의 경우 공기층의 존재하

지 않으므로 온습도 센서는 설치하지 않았다. 

(a) Wet EIFS construction method (b) Dry EIFS construction method

Figure 6. Schematics of sensor position during tests

Figure 7은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에 설치된 T-type 써머커플 및 온습도 계측기

와 온도 및 습도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설치된 데이터 로거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7. Sensors and data logger for EIF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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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및 분석

Heat-rain cycles 실험 결과

 Heat-rain cycles은 20일 동안 총 80 cycles이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Figure 8은 Heat-rain 

cycles 실험조건에 의한 기후실험 챔버 내부의 온도 및 습도 변화 그리고 분무량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하루 동안 약 4번의 Heat-rain cycles이 진행되었으며, 실험조건에 따라 챔버 내부

의 온도와 분무량 및 배수에 따라 습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 Heat-rain cycles inside climate test chamber

Heat-rain cycles 실험을 통한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의 수분 침투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 실험 벽체의 온도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이 시작된 초기 외단열 시스템의 온도특성과 실

험이 진행되고 14일이 지난 외단열 시스템의 온도특성을 비교하여 수분 침투 여부 및 단열성

능 저하 등을 분석하였다. 온도특성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온도 데이터는 24시간 동안의 실내

온도(Indoor temp.), 실내와 접하고 있는 콘크리트 온도(Concrete indoor temp.), 콘크리트 온

도(Concrete Temp.), 단열재 온도(PF board Temp.) 그리고 마감재 온도(Finishing Temp.)를 

사용하였으며, 벽체의 중심부 온도를 분석하였다.

Figure 9는 Heat-rain cycles 실험이 시작된 후 온도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를 보면 단열재 전후로 벽체 레이어의 온도 차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열재 표면의 온도와 미장 마감 표면의 온도는 비슷한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70℃로 1시간 유지하고 있을 때, 단열재와 마감재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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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wet EIFS construction (initial day)

Figure 10은 Heat-rain cycles 실험이 시작하고 14일 이후 온도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습식 

외단열 시스템의 온도특성을 비교해보면 Figure 10의 단열재와 마감재 표면의 온도 차이가 

초기보다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초기 단열재와 마감재 사이의 최대 온도 차이

는 약 3.67℃였지만, 14일이 지난 후 최대 온도 차이는 2.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러한 마

감재와 단열재의 온도 차이는 수분 침투에 의한 영향이 아닌 초기 습식 외단열 벽체의 몰탈 및 

미장 마감재 등이 충분한 양생 및 건조가 되지 않아 발생된 온도 차이로 확인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식 외단열 시스템의 미장 마감재 및 몰탈 등의 충분한 건조로 초기 발생했던 온

도 차이는 점점 감소하였다.

Figure 10.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wet EIFS construction (14 day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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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과 12는 건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의 초기 및 14일 후의 온도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건식 외단열 벽체의 경우 실험 초기 단열재의 온도가 마감재와 단열재 사이 공기층의 온

도보다 온도변화가 천천히 발생하여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4일 

이후 그래프에서는 공기와 단열재의 온도가 거의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3은 단열재와 마감재 사이의 공기층의 온습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래프를 보면 

초기 공기층의 습도가 14일 이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단열 시스템

의 수분 침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Figure 11과 같은 온도 특성은 실험이 시작

되고 약 2~3일 간 나타나며 이후에는 Figure 12와 동일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를 통해 이러한 차이는 수분 침투에 의한 영향이 아닌 초기 실링제 및 접착제 등의 충분

한 건조가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1.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dry EIFS construction (initial day)

Figure 12.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dry EIFS construction (14 day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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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s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of air gap

Heat-cold cycles 실험결과

Heat-cold cycles 실험은 Heat-rain cycles 실험이 끝난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를 

대상으로 5일간 5 cycles을 진행하였다. Figure 14와 15는 Heat-cold cycles 이 진행된 48시

간 동안 측정된 습식 및 건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의 온도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건식 

및 습식 모두 단열재 전후로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F board 표면 온

도와 마감재 온도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도 추세 변화는 

Heat-cold cycles 실험조건에 따른 변화로 분석되었으며, 벽체의 온도특성 분석결과 실험 도

중 동결 또는 결로에 의한 벽체의 단열성능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4.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wet EIFS on Heat-cold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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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dry EIFS on Heat-cold cycles

또한, Heat-cold cycles과 Heat-rain cycles 실험 과정 중 그리고 실험이 완료되고 난 후 건

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의 육안검사를 진행하였다. 육안검사를 통해 온습도 사이클 실

험으로 인한 외단열 벽체의 수포, 갈라짐, 마감재의 박리 등과 같은 표면특성을 확인하였다. 

검사 결과 고온과 저온의 온습도 사이클 실험 및 분무에 의한 마감재의 박리 및 수포 등은 발

견되지 않았으며, 벽체의 갈라짐과 잔금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본 논문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 벽체를 대상으로 국외 외단

열 시험 기준인 EOTA-ETAG 004의 온습도 사이클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을 통해 건식 및 

습식 외단열 시스템의 수분 침투성 및 가혹한 온습도 사이클 조건에서의 내후성 시험을 진행

하였다. 

내후성 평가 실험을 통해, 건식 및 습식 외단열 벽체의 온도특성 분석결과 수분 침투에 의

한 외단열 시스템의 영향 및 단열성능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육안검사를 통한 벽체

의 탈락, 들뜸, 갈라짐 등과 같은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단열 시스템은 결로방지 및 높은 단열성능으로 현재 국내에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외단열 

시스템이 널리 상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단열 시스템의 성능을 규명하기 위한 외단

열 성능시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외단열 시스템의 시공법에 따른 신뢰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외단열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 기준 및 규격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외단열 시스템의 평가 기준 및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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