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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cuum Insulation Panels (VIPs) are having difficulty entering the Korean market because there 

is no Korean standard (KS). The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DIS) 16478 has being 

developed, and this version is expected to make the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until 

this year and then establish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Since the standard is going to be 

converted to the KS standar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technologically review for reasonable 

conformity with the developed standard. It is inappropriate the test method according to ISO/DIS 

16478 that takes at least 6 months (180 days) for one product of vacuum insulation panel using 

fumed silic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arket. The gas and moisture 

permeability affects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aged vacuum insulation panel. The 

adjusted accelerated condition can establish as a test method that requires about 30 days 

comparing to 180 days suggested in the ISO/DIS 16478. Through future research, we plan to 

conduct a technical review of two test methods and results, performed for 30 days under high 

acceleration conditions (80℃, 70% RH) and 180 days under accelerated conditions (50℃, 70% 

RH).

주요어 : 진공단열재, 흄드실리카, 경시변화, 열전도도

Keywords: Vacuum Insulation Panel (VIP), Fumed silica, In-aging,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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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관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린뉴딜

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건물의 선제

적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며, 2021

년부터 10년간 노후 공공건축물 약 3만동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

들이 2050년 제로 수준의 탄소배출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을 경쟁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우

리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신규 건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건물부문의 핵심전략으로 향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진공단열재는 얇은 제품 두께로도 상용화 단열재 대비 6~10배 이상 우수한 단열성능을 확

보할 수 있어(Liang et al., 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건축용 단열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내구성에 따른 우려로 인해 진공단

열재의 국내 건설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용화된 건축용 단열재와 함께 국내 건

설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KS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Bae et al., 2020). 독일 등 선진

국에서 제조된 진공단열재 제품에 기반을 둔 국제표준 질의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DIS) 16478(이하 ISO/DIS 표준(안))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이며(ISO/TC 163/SC 03, 2018), 

금년 하반기에 최종 국제표준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수립 단계를 거쳐 

ISO 국제표준 등록이 예상된다. 향후 WTO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

벽) 협정에 의거 ISO 국제표준이 KS 표준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발 중인 ISO 국제

표준의 합리적인 부합화 기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KS 표준이 정립되어 진공단열재 제품이 KS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주기로 시행되는 KS 

공장심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의 특성상 제품에 대한 

공인성적서는 모든 건설현장, 공기별, 공정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며, 단열

재 제품은 동일한 제품(특히, 동일 두께)에 대해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현장별로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과 차이가 큰 국제표준의 KS 표준 일치화는 충분

한 기술 검토와 산업적 이해에 기반을 두어 결정해야 한다. 

진공단열재는 흄드실리카, 글라스울과 같은 심재를 금속박 합지필름으로 구성된 외피재

로 감싸고, 심재 부위, 즉, 진공단열재 내부를 낮은 압력상태인 진공으로 만드는 것이다(Alam 

et al., 2011). 진공단열재 내부 진공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낮은 열전도도 성능을 안정

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진공상태 유지를 위해 대기 중 가스 및 수분 투과량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Porta, 1996). 그러나 외피재의 주름, 모서리부위 등에서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결함 부위가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부위를 통해 온도 및 습기가 투과되므로 장기간 시간이 

경과한 후 내부 진공상태가 제조 당시의 상태와 동일하기 어렵다. 따라서 ISO/DIS 표준(안)

에서는 가속화 조건을 포함하는 가속시험법을 규정하여 25년 뒤 경시변화된 열전도도값의 

최소 요구성능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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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하는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가속시험법은 진공단열재 중

심부 열전도도의 25년 동안 평균 변화율을 산출하기 위한 다양한 부속시험으로 구성되어 전

용 장비를 구축하여 최소 6개월(180일) 이상 수행하는 내용으로 개발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DIS 표준(안)에서 제시한 시험조건, 시간, 횟수 등에 대해 국내 건축자재의 보급과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 평가하는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KS표준(안)의 부합화 기술 검

토를 수행하였다.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한 가속시험법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에서 생산

되는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를 대상으로 평가 및 가속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조건, 시간, 횟수 등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ISO/DIS 표준(안)의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가속시험법

진공단열재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경시변화)는 외피재를 통한 대기 중 가스 및 수분의 

투과로 인하여 내부압력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열전도도가 초기 열전도도 대비 상승하는 현

상을 말한다. 외피재가 손상되었을 경우 진공단열재 내부의 진공 상태 유지가 불가하므로 

Figure 1(c), 1(d)와 같이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Figure 1(a), 1(b)와 같이 시간 경과

에 따라 내부압력이 증가하는 경시변화는 육안상 내부 진공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

문에 구분하기 어렵다. 

(a) in aging (front) (b) in aging (back) (c) broken envelope (front) (d) broken envelope (back)

Figure 1. Status of Vacuum insulation panel (VIP)

ISO/DIS 표준(안)은 내구성이 저하된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시험방법이 아닌 경시변

화로 인해 단열성능이 저하된 진공단열재의 시험방법(Figure 2) 및 최소 요구성능 기준을 규

정한다. 이 방법은 진공단열재 내부에 축적되는 최대 가스 및 수분투과량을 산출하고, 이로 

인한 내부압력 및 열전도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해당 제품의 25년 경과 시점의 열전도도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계산된 예측값은 0.0100 W/mㆍK 미만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공단열재 내부압력이 높아질수록 열전도도 값은 높아지며(Simmer and Brunner, 2005), 

높은 온도에서 가스 투과가 더 잘 일어나고, 투과량은 온도 및 습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IEA/ECBCS Annex 39, 2005). ISO/DIS 표준(안)에서는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에 대하여 

가속화 조건(50℃, 70% RH)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속화 조건이 평가하려는 진공단

열재 제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가스 및 수분가속배율을 부여할 수 있는지 가속배율계수를 

산출하도록 하며, 가스 및 수분 투과는 진공단열재 외피재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가속화 조

건 및 표준 조건(23℃, 50% RH)에서 외피재의 특성을 시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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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chart of ageing procedure according to ISO/DIS 16478

내부압력과 열전도도간 상관관계 측정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내부압력과 압력별 열전도도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Figure 3과 같은 내부압력 조절장치와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의 평판열류계법으로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

는 장비가 필요하다. 

Figure 3. Scheme for the Apparatus of the VIP inn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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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단열재의 열전도도는 내부 압력의 함수이며 식 (1)과 같이 표현된다(ISO/TC 163/SC 

03, 2018). 측정된 열전도도를 통해 내부 압력값을 유추하기 위해  , 즉, 진공단열재 시료

의 열전도도 값이 공기 열전도도( ; 0.026 W/mㆍK) 2분의 1 수준일 때 내부압력의 산출

이 필요하다. ISO/DIS 표준(안)에 따르면 내부 압력 10, 100, 1000, 10000 Pa에 대한 열전도

도()를 Figure 3의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식 (1)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을 통해 보

간하여 의 값을 산출한다. 내부압력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율(′)은 식 (2)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 
∆

∆
(2)

외피재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 측정

ISO/DIS 표준(안)에 의하여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시료에 사용된 외피재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가로 300 mm, 세로 300 mm, 두께 10 mm를 만족하는 시료 6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경우 흡습제를 사용하지 않으나, 외피재를 통해 내부

에 투과된 수분량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료에 흡습제를 사용하며, 외피재의 시험이

므로 반드시 흄드실리카 심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준비된 시료 중 3개는 가속화 조

건(50℃, 70% RH)에서 180일 동안 보관하고, 나머지 시료 3개는 표준 조건(23℃, 50% RH)

에서 180일 동안 보관한다. 각 시료의 열전도도는 120, 150, 180일째 측정하고, 앞서 규정하

는 시험 방법을 통해 확보한 내부압력과 열전도도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해당 열전도도

일 때 내부압력을 산출한 후, 120일에서 180일까지의 시간에 따른 내부압력 변화율의 선형 

기울기를 계산한다. 이때 각 조건별 측정값은 3개 시료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가속화 조건

의 기울기(   ) 값에 대한 표준 조건의 선형 기울기(   ) 값을 공기투과 가속

배율계수로 산출한다. 이는 다음의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

외피재의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 측정

가로 150 mm, 세로 120 mm, 두께 7 mm를 만족하는 시료 6개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외

피재를 통해 내부에 투과된 수분량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료에 흡습제를 사용한다. 

준비된 시료 중 3개는 가속화 조건(50℃, 70% RH)에서 60일 동안 보관하고, 나머지 시료 3개

는 표준 조건(23℃, 50% RH)에서 60일 동안 보관한다. 60일 동안 10일마다 각 시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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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며, 이 기간 동안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흡습제가 흡수한 수분의 영향으로 가정한다. 

각 조건별 측정값은 3개 시료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30일 동안 증가한 무게값을 각 시료별 

외피재의 표면적으로 나누어 수분투과율[g/(m2ㆍday)]로 계산한다. 이때 가속화 조건의 수

분투과율( )에 대한 표준 조건의 수분투과율( )을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로 

산출한다. 이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

가속화 조건에서 열전도도 측정

진공단열재 크기에 따라 edge 부위 및 경시변화에 따른 열전도도 영향이 다르므로(Jung et 

al., 2020) 제품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료 사이즈에 대한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ISO/DIS 표준(안)은 4종류의 시료 사이즈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S L 9016에 

따른 열전도도 측정을 위해 가로 300 mm, 세로 300 mm를 만족하는 두께 10 mm 시료와 두

께 30 mm 시료를 대상으로 가속시험법을 분석한다. 시료는 두께별로 2개씩 구비하며, 가속

화 조건(50℃, 70% RH)에서 180일 동안 보관하고 보관 시작일(0일째)을 포함하여 30, 60, 

90, 120, 180일째 열전도도 측정을 수행한다. 이때 2개 시료의 평균값을 가속화 조건에서 시

간에 따른 열전도도로 산출하며, 60일에서 180일 동안의 열전도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식 (5)

에 따라 시간(초; sec)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율(′ )을 계산한다. 

′  


    
(5)

60일에서 180일 동안의 열전도도 측정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60일 이전 진공단열재에

서 관찰되는 단기 메커니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가속화 조건에서 진공단열재의 

열전도도를 측정하면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처음 60일 동안의 증가율이 이후에 관찰된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60일 후 측정되는 열전도도는 시간에 따른 선형 함수로 정리 될 수 있

다. 또한 보간된 초기 열전도도(  ) 값은 실제값(  )이 아니라 가속화 조건에

서 60일에서 180일 동안의 열전도도 측정값으로 도출된 선형 함수로부터 산출된 것이다. 표

준 조건(23℃, 50% RH)에서 시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율(′ )은 식 (6)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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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DIS 표준(안)에서 추정하려는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경시변화된 열전도도 값은 

진공단열재 중심부 열전도도의 25년 동안 평균 변화율(∆   ; W/mㆍK)

을 산출하여야 가능하다. 가속화 조건을 통해 계산된 열전도도 변화율(′ )은 실제 초기 

열전도도 값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보간된 초기 열전도도 값(  )과 실제값

(  )간의 보정이 필요하다. 해당 내용은 식 (7)과 같으며, 산출된 진공단열재 중심부의 

25년간 열전도도 평균 변화율(∆   ; W/mㆍK)에 실제 초기 열전도도 값

(  )을 더하면 경시변화된 열전도도 값 추정이 완료된다. 

∆    


   

       ′   ×





(7)

ISO/DIS 표준(안)의 가속시험법을 활용한 성능평가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성능평가

앞서 분석한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내부압력과 압력별 열전도도의 상관관계 측정 방법

은 Figure 3에 서술된 실험장비 및 측정시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Figure 4(a)와 같이 진공단열

재 내부의 진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공게이지 (InstruTech CVM201)와 진공밸브를 부착하

여 측정 시료를 제작하고, Figure 4(b)의 열전도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내부압력을 단계별

로 유지할 때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진공게이지 및 진공밸브는 열전도도 측정기로부

터 15cm 간격을 두고 부착하여 열전도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a) Apparatus for the inner pressure of VIP (b) Equipment for the thermal conductivity

Figure 4. Apparatu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mal conductivity in the evacuated state 

and inn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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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rmal conductivity on the inner pressure of fumed silica vacuum insulation panel

Figure 5은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하는 내부압력별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열전도

도 측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내부 압력 10 pa일 때 열전도도() 값은 0.00338 W/mㆍK이며, 

진공단열재의 열전도도 값이 공기 열전도도 2분의 1 수준일 때 내부압력() 값을 산출하

고자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한대로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식 (8)과 같이 압력별 측정된 열전도도와 식 (1)의 계산값 차이의 제곱값을 최소로 하는 

58343 Pa으로 산출하였다. 



exp   

 (8)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피재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  ) 산출 방법을 위해 가속화 

조건(50℃, 70% RH)과 표준 조건(23℃, 50% RH)으로 180일간 운영 가능한 항온항습챔버 2

대를 사용하였으며,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하는 가로 300 mm, 세로 300 mm, 두께 10 

mm의 시료 6개를 준비하였다. 사용된 외피재는 알루미늄 증착 필름이며, 글라스울 심재를 활

용하였고, 수분 투과에 의한 내부 압력 변화를 방지하고자 산화칼슘(CaO) 사용하였다. 가속

화 및 표준 온습도 조건별 시료 3개에 대해 120, 150, 180일째 열전도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토대로 식 (1)에 의해 내부 압력을 산출하고, Figure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 산출된 외피재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는 5.4였으며, ISO/DIS 표준(안)

서는 제시된 외피재(metalized PET 필름)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 대비 높은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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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ner pressure according to thermal conductivity in two conditions

외피재의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 측정을 위해 가로 150 mm, 세로 120 mm, 두께 7 mm

를 시료 10개를 준비하였다. ISO/DIS 표준(안)에 의하면 시료 3개씩 각 온습도 조건별로 필

요하나, 본 연구를 위해 각 온습도 조건별로 2개 시료를 추가로 준비하였으며 항온항습챔버

에서 60일 동안 보관하고 10일마다 각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조건별 5개 시료의 평균값을 

Figure 7과 같이 정리하였다. 앞서 사용한 외피재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외피재를 

통해 투과된 수분량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료에 산화칼슘을 사용하였다. 

Figure 7. Weight according to permeation of water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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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산출된 외피재의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는 4.5였으며, ISO/DIS 표준(안)

에서 제시한 외피재(metalized PET 필름)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 대비 낮은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공기 및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는 외피재를 통한 공기 및 수분 투과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한 가속화 조건의 가속화 속도를 나타

낸다. 또한 외피재의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 측정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시료 무게 증가분이 

산화칼슘에서 흡수한 수분량에 의한 것이며, 건조공기로 인한 무게 증가분은 무시될만큼 충

분히 작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분석 결과, 표준 및 가속화 조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시료 무게 증가분은 건조공기와 수증기의 1:9 비율을 만족하였다. 이는 외피재 1종에 대한 분

석 결과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외피재 제품을 대상으로 건조공기의 투과 수준에 대한 충분한 

실험 및 검토가 필요하다. 외피재의 유형에 따라 공기 및 수분투과 가속배율계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국내 상용화 진공단열재 제품의 외피재 유형별 가속배율계수 현

황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화 조건에서 180일간 보관한 진공단열재 시료에 대한 열전도도 측정도 

수행하였으며, 가로 300 mm, 세로 300 mm, 두께 10 mm 시료 3개와 동일한 가로세로크기에 

두께 30 mm를 만족하는 시료 3개를 준비하였다. ISO/DIS 표준(안)은 시료 2개씩 각 온습도 

조건별로 요구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 각 온습도 조건별로 1개 시료를 추가로 준비하였

으며 항온항습챔버에서 180일 동안 보관하고 보관 시작일(0일째)을 포함하여 30, 60, 90, 

120, 180일째 열전도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ure 8은 가속화 조건에서 180일 동안 측정한 

두께 10 mm 시료 3종의 열전도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Figure 8. Average thermal conductivity of vacuum insulation panel in accelerated condition

두께 10 mm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의 초기 열전도도 값(  )은 0.0037 W/mㆍK이

었으나, 측정을 통해 도출된 시간에 따른 열전도도 값의 선형 함수로부터 보간된 초기 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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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값(  )은 0.0043 W/mㆍK으로 산출되었다. 식 (7)에 따라 산출된 진공단열재 중

심부의 25년간 열전도도 평균 변화율(∆   )은 0.0019 W/mㆍK이며, 경

시변화된 열전도도 추정값은 0.0056 W/mㆍK이었다.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하는 기준 

0.0100 W/mㆍK 미만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성능 평가된 두께 10 mm 흄드실리카 진공단열

재 제품은 최소 성능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KS표준(안)을 위한 부합화 기술 검토

진공단열재는 제품의 특성상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내부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내부압

력과 열전도도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두께와 열전도도는 비례하지 않는다(Yoo et al., 

2019). 즉, 상용화된 일반형 단열재 제품과 같이 두께와 열전도도가 비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ISO/DIS 표준(안)에서는 평가하려는 제품과 동일한 두께의 시료를 제조하여 성능평

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 중인 ISO/DIS 표준(안) 가속시험법의 

시험조건, 시간, 부속시험 종류 및 횟수 등이 조정될 경우 국내 건설현장 및 산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된 가속시험법의 결과가 ISO/DIS 표준

(안)에서 규정하는 가속시험법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수행된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성능평가 절차 및 결과를 토대로 가장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외피재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 측정과 가속화 조건에서 열전도도 측정 시험

법에 대한 기술 부합화 검토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진공단열재의 특성상 심재에 수분이 흡착될 경우 진공단열재 내부의 수분 함량[massㆍ%]

당 약 0.5 mW/mㆍK의 열전도도가 상승한다. 즉, 표준 조건(23℃, 50% R.H.)에서 수분 함량 

없이 건조한 상태라면, 열전도도가 4 mW/mㆍK이지만, 수분 함량이 4 massㆍ%에 근접하는 

경우 열전도도는 6 mW/mㆍK에 도달한다 (Simmer and Brunner, 2005). 심재의 열특성으로 

인해 내부 압력과 수분 함량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증기압이 내부 압력 증가

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한 가속화 조건(50℃, 

70% RH)보다 수분투과에 대한 가속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온습도 조건으로 재설정하면 해

당 조건에서 수행하는 열전도도 측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레니우스 법

칙에 의거하여, ISO/DIS 표준(안)에서 규정한 가속화 조건(50℃, 70% RH)보다 높은 고온으

로 더 빠른 수분 가속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진공단열재 제조업체에서 선언한 제품의 최대 사용 온도는 80℃이고, 기존 연구

(Simmer and Brunner, 2005)를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한 빠른 가속화 속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 고가속화 조건(80℃, 70% RH)에서 30일간 실험한 결과와 가속화 조건

(50℃, 70% RH)에서 180일간 실험한 결과를 교차 비교할 예정이며, 진공단열재 내부압력은 

공기압과 수증기압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므로, 위에서 설정한 고가속화 조건의 실험 결과

를 토대로 외피재의 공기투과 가속배율계수( ) 측정방법에 대한 조정 방향을 수립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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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진공단열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건축용 

단열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KS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건설시장 진출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현재 국제표준 ISO/DIS 16478이 개발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FDIS 단계

를 거쳐 ISO 국제표준 등록이 예상된다. 

ISO/DIS 표준(안)은 흄드실리카 및 글라스울 심재에 대한 진공단열재의 요구성능 지표 및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흄드

실리카 진공단열재의 경시변화된 열전도도 추정값을 산출하는 가속시험법으로 범위를 설정

하고,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1종에 대한 가속시험법 분석 및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국내 특성을 고려한 KS 표준(안)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국내 건설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공단열재 1종 제품에 대해 최소 6개월(180일)이 소요

되는 시험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진공단열재의 경시변화는 가스 및 수분투과 정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ISO/DIS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가속화 수준을 조정할 경우 약 30일의 소요시간이 

요구되는 시험 방법으로 수립할 수 있다. ISO/DIS 표준(안)에서 제시한 시험조건, 시간, 횟수 

등에 대해 30일의 시험기간으로 성능 평가하는 KS표준(안)의 부합화 기술 검토를 수행하고, 

그 타당성을 근거로 KS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가지 소요 시간별(180일, 30일) 시험 방법에 대해 비교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 간의 유사

성, 타당성 등 시험법의 기술 검토가 완료되면, 개발 중인 ISO/DIS 표준(안)의 부속서

(Annex)로 추가하여 24주의 시험 기간 대신 3주의 시험기간으로 평가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SO 국제표준은 제안된 개정(안)의 기술 검토와 회원국의 

동의(투표) 절차 등으로 인해 최소 1~2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본 연구 개발기술의 보급

화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KS 표준(안) 도출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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