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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cool roof system의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 분석

Analysis on Mitigation of Urban Heat Island Effect using PCM Cool Roof System

○이 효 은*           양 영 권**           박 보 랑**        박 진 철***

Lee, Hyo Eun      Yang, Young Kwon      Park, Bo-Rang    Park, Jin Chul

Abstract

An urban heat island (UHI)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urban areas have higher temperature than that in suburban areas. The UHI 
phenomenon incurs various problems such as accumulation of fine dusts and hazardous pollutants due to temperature 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reduction effect of the UHI phenomenon by applying phase-change material(PCM) on building roofs. Analysis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was conducted by utilizing the mock-up test results thereby performing an analysis on reduction effect on 
the UHI phenomenon according to roof surface temperatur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reduction of roof surface temperature was effective 
decreasing the UHI phenomenon.

키워드: 도시열섬현상, 상변화물질, PCM 쿨루프시스템, 컴퓨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Keywords: Urban Heat Island (UHI); Phase Change Material (PCM); Cool Roof System;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열섬현상이란, 인구 증가와 콘크리트 피복의 증가, 

건물의 축열과 방출, 도심발생 열원 등에 의해 도시 중심

부의 기온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현

상이다. 열섬현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열섬현상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 등 각 분야별 이슈에 따라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CM이 건축물이 적용되었을 때의 열성능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PCM 적용이 건물 지붕표면온도 저

감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Bang(2016)은 PCM 종류에 따른 지붕표면온도 저감효과

와 건물 구조체에 미치는 열성능을 측정한 축소모형실험

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 결과 같은 반사율과 외기 조건 

및 일사량 하에서 PCM 적용시 약 10℃의 표면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hung(2016)은 PCM tile, Cool paint, 녹색방수마감, 회

색방수마감을 축소모형 지붕마감에 적용하여 표면온도 

저감 연구를 실시하였다. PCM을 일반 타일 위에 도포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PCM tile과 Cool paint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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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면 온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PCM의 적용으로 저감

된 지붕표면온도가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도시열섬저감을 위한 

PCM cool roof system 성능실험 결과를 활용한 CFD시뮬레

이션 분석을 통하여, 건물 지붕 표면온도에 따른 도시열섬

현상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변화물

질의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축소모형 실험을 통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지붕표면온도 저감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지붕 표면온도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CFD)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2. PCM cool roof system의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 

CFD 시뮬레이션 분석

2.1 CFD 분석 조건

도시 열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므로 주택가 지역이 많아 건물 

밀도가 높은 서울시 강동구 일대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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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시간 3 dimensional / steady

물체 GAS

유동흐름 Segregated Flow

유체상태 Constant Density

격자 0.05m 크기의 다면체 6각형

Inlet/Outlet

설정조건

Inlet: Velocity inlet

Outlet: Flow-split outlet

표1. CFD 설정조건

지로 하였다. 

풍속이 낮아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날일수록 열섬현상

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풍속인 0.5m/s일 때와 

2016년 서울지역의 평균 풍향 풍속인 서풍 2.3m/s일 때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미기후 환경

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를 활용해 기온·

습도·풍속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2.2 CFD 분석 방법

표면온도에 따른 열섬현상 발생 분석을 위하여 

CD-Adapco사의 Star-CCM+(ver.9.06)를 사용하여 CFD 시뮬

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설정조건은 표1과 같다. 

2.3 분석 결과 및 결론 도출

Shin(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붕표면온도를 61℃, 3

9℃로 설정하여 도시열섬현상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그림2,3과 같이 나타났다. 지붕표면온도가 61℃일 

때 열섬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지붕표면온도가 39℃

로 낮아짐에 따라 열섬현상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2. 지붕표면온도 61℃ 설정 시 도심지 온도분포 단면

그림3. 지붕표면온도 39℃ 설정 시 도심지 온도분포 단면

또한 기류속도 0.5m/s, 2.3m/s 일 때의 기류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풍 0.5m/s 발생 시 기류가 도심 내부에 정

체되어 도심에서 발생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풍 2.3m/s의 기류가 발생할 

때에는 도심 내부의 기류가 서풍을 따라 밖으로 빠져나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류속도가 0.5m/s일 때 기류의 

정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보아 기류가 정체되

어 도심지의 열기가 교외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도시열섬

현상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4. 풍속 0.5m/s 일 때 발생하는 도심지 정체 기류 

그림5. 풍속 2.3m/s 일 때 발생하는 원활한 기류 

4. 결    론

본 연구는 지붕 표면온도 변화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지붕표면온도 저감효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붕

표면온도와 기류 속도에 따른 CFD시뮬레이션 분석을 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붕표면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도심 내 최고온도가 

낮아지고 열분포가 고르게 나타나 도심열섬현상이 저감

되었다. 

(2) 기류속도가 0.5m/s일 때 도심지 정체 기류가 발생

하여 도심지의 열기가 교외로 배출되지 았았다. 

(3) 따라서 도시열섬현상은 지붕표면온도가 높고 기류

속도가 낮을 때 강하게 나타난다.

(4) 결과적으로 PCM cool roof system의 지붕표면온도 

저감은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효과가 있다.

참고문헌

1. 방선규,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

소모형 실험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 전공, 2016

2. M. H. Chung, Development of PCM cool system to 
control urban heat island considering temperate climatic 
conditions, Energy and Buildings. 116 (2016) 341-348

3. 신창섭,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PCM Cool Roof System

의 열성능 평가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건축공학

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 전공, 2017

- 436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94.26.*** | Accessed 2017/06/29 23:33(KST)


	PCM cool roof system의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