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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열섬현상이란, 인구의 증가, 각종 인공시설물의 증가, 

자동차 통행의 증가, 인공열의 방출, 온실효과 등의 영향

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

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열섬현상을 저감 시키는 방법들 중에는 Cool Roof, 옥
상녹화 등의 방법이 적용되지만, Cool Roof는 겨울철에 

높은 반사율로 인해 난방부하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존재

하고, 옥상녹화는 초기 설치비 과다, 배수에 따른 방수 

그리고 하중의 증가 등의 단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안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으로 건물 옥상 마감재에 PCM(Phase Change Material)을 

사용하고자 한다. PCM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 상태변화를 

일으키며 잠열 형태로 열에너지를 축적 및 방출하는 물질

을 말한다. PCM은 상변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PCM
의 축열 성능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국내외

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Dong(2015)은  PCM을 건

물에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축열 성능을 바탕으

로  열 쾌적 환경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Chou(2013)은 일반적인 물결 모양 지붕과 단열재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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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단열재와 PCM이 추가된 지붕에 대해 열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Kosny(2012)은 PCM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표

면 온도 및 냉난방 부하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을 위하여 

축소모형 실험을 통하여 마감재의 색상별에 따른 온도변

화를 분석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PCM Cool Roof System의 특성을 파악하고 축소모

형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특히, Melting Point가 44℃인 

PCM을 패킹 타입으로 제작하여 지붕 마감재의 색상을 

변화(갈색과 흰색) 시켜 반사율에 따른 온도 변화를 분

석하였다.

2. 축소모델 제작 및 실험

2.1 실험체 제작

축소모형실험체는 일반적인 슬래브 지붕을 참조하여 

1/10 스케일, 600×600×600mm 크기로 제작하였고, 지붕

을 제외한 벽체 및 바닥은 실험체 내부의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40mm의 단열재를 삽입하였다. 실험체의 기본 구

조는 그림 1의 순서와 같이 콘크리트, 단열재, 누름 몰탈

의 순서로 제작하였다.

PCM Cool Roof System의 마감재는 선행연구(정주리 

외 2015)의 결과로서 WPC (Wood Plastic Component)
을 선정하였으며, WPC의 내부(그림 2)에 PCM을 

Packing type으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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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PC(Wood Plastic Component) and PCM(Phase Change Material) is used to conduct a laboratory to help reduce the effect 
of the heat island phenomenon in summer as thermal environment in winter. The indoor experiments are conducted under the same condition 
by comparing the color of WPC surfa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The reflectivity of white surface finish of WPC is 2.7 
times higher than basic WPC. Therefore, the indoor temperature of basic WPC showed higher than the average of 18.6℃ compared to white 
surface finish of WPC, which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surface finished color. Furthermore, it is ascertained that the time to reach the 
highest temperature of white surface WPC showed about 100 minutes later than basic WPC by inducing time-lag phenomenon which has 
stayed indoor air temperature lower of abou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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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축소모형의 구조 단면도

그림 2. WPC의 단면도

2.2 실험 개요

실험실 외기 조건은 여름철을 가정하여 인공기후동에서 

평균 26℃에서 진행하였고, 이때 일사량은 총 5104Wh/㎡
로 산정되었다. 실험에 적용된 PCM 재료는 Melting 
Point 44℃를 선정하였다. 또한, WPC표면색상은 갈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를 변수로 선정

하였다(표 1 참조).

Case 1 Case 2

갈색(Brown)+WPC+PCM 흰색(White)+WPC+PCM

표1. Case별 실험체의 구성

2.3 실험 결과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WPC
표면

②WPC 
내부
(PCM)

③실험체 
내부

반사율
(Albedo)

case
1

갈색

(Brown)
64.8(℃) 60.0(℃) 32.1(℃) 0.17

case
2

흰색

(White)
45.5(℃) 41.4(℃) 29.7(℃) 0.47

표2. 마감색상별 최고 온도 측정결과

즉, 표 2에서 WPC표면이 갈색인 경우 반사율 0.17 

WPC내부온도 60.0℃, 흰색은 반사율 0.47 WPC내부 온

도 41.4℃로 흰색이 갈색에 비하여 반사율이 높고 WPC
내부 온도는 18.6℃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WPC내부온도(PCM), 상변화 구간

특히, 그림 3에서 일출(인공조명 점등) 후 WPC내부

(PCM)의 최고온도 도달 time-lag을 확인하였고, 갈색이 

7시간 08분 흰색이 8시간 51분으로 흰색이 갈색보다 약 

1시간 43분 늦게 도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실험체 내부 온도도 흰색이 갈색에 비하여 약 2.4℃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실험체 내부온도

3. 결론

본 연구는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을 위하여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마감재의 색상별에 따른 온도 변

화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WPC표면이 갈색인 경우 반사율 0.17 WPC내부 온

도 60.0℃, 흰색은 반사율 0.47 표면 온도 41.4℃로 흰색

이 갈색에 비하여 반사율이 높고 WPC내부 온도는 18.

6℃ 낮게 나타났다. 

2) 일출(인공조명 점등) 후 WPC내부(PCM)의 최고온

도 도달 time-lag은 갈색이 7시간 08분 흰색이 8시간 51

분으로 흰색이 갈색보다 약 1시간 43분 늦게 도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실험체 내부 온도도 흰색이 갈

색에  비하여 약 2.4℃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축소모형실험 결과 PCM Cool Roof System
에 사용된 흰색이 일반적인 실험체 색상인 갈색보다 반

사율이 2.7배 정도 높았고, 이로 인해 WPC내부온도가 약 

18.6℃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개발 중인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한 결과 WPC내부 온도의 최고온도 

도달 time-lag이 약 1시간 43분 느리게 나타났고, 특히, 

실험체 내부 온도도 약 2.4℃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참고문헌

1. Dong, L. et al.(2015), Numerical analysis on thermal 
performance of roof contained PCM of a single 
residential build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100, pp.147-156

2. Chou, H.M. et al.(2013), A new design of metal-sheet 
cool roof using PCM, Energy and Buildings, 57, pp.42-50

3. Kośny, J. et al.(2012), Field thermal performance of 
naturally ventilated solar roof with PCM heat sink, Solar 
Energy, 86(9), pp.2504-2514

4. 정주리 외, PCM Cool Roof System 마감재료의 열성능 

실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15. 10, pp.595-596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94.26.63 | Accessed 2016/05/08 14:42(KST)


	PCM Cool Roof System의 마감색상 변화에 따른 축소모형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