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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온실가스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대

두되는 열섬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열섬현상이란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거 상업 공

공시설 등이 늘어나 녹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각종 인

공열과 대기오염물지로 인해 다시 상공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한다. 열섬의 발생 원

인으로는 빛을 흡수하는 효율이 높은 적외선  방사의 

형태로 외부로 다시 방출하여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각종 인공 시설물 등이 있다. 
또한, 수분을 증발시켜 태양열을 흡수해 대기의 기온

을 하강시키거나 그늘을 만들어 태양에너지가 지표면

을 가열하는 것을 막아 주는 각종 식물과 나무, 즉 녹

지면적의 감소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열섬현상의 대책으로는 옥상녹화로 대안제시가 되

고 있지만 유지비용이 부담되어 기존 건물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붕 표면 마감재료 중  

PCM과 Cool Roof를 이용하여 여름철 표면온도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붕재료를 통한 냉방부하

의 저감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붕재료인 쿨루프와 PCM을 적용하

여 지붕 표면온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냉방부하 저감

의 기초적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2. 이론고찰 

2.1 PCM과 Cool Roof의 개념 

PCM이란, Fig.1과 같이 액체에서 고체 또는 고체에

서 액체의 상태로 변화는 과정에서 열을 축적하거나 

열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특히, PCM은 외부온도 상승

시에 고체에서 액체로 열을 흡수하게 되면 액체가 되

어버리는 변화를 나타내며, 외부온도 하강시의 변화에

서는 액체에서 열을 방출하여 고체의 상태의 물체가 

된다. 이러한 PCM은 잠열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축

물에의 적용에 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 

Cool Roof란 높은 반사율의 도료를 건물의 지붕에 적

용하여 복사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일반 지붕의 온도

보다 낮게 유지시켜 주는 지붕 마감 재료이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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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side temperature increase 
PCM Change 

the outside temperature descent 
PCM Change 

 Fig. 1  Concept Map and principle of PCM System
`

Fig. 2  Concept Cool Roof 

2.2 특성

(1) PCM 

PCM은 상변화라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어 열을 

축척하거나 방출하므로써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를 감

소시키는 특성이 있다. 특히,  PCM은 잠열성능이 우수

할수록 PCM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변환이 일어나는 온도는 30℃이며, 30℃이상의 온

도는 액체로 변환을 하고, 30℃이하의 온도로 내려가

게 되면 고체의 성질로 변환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Cool Roof 

Cool Roof와 일반 코팅 마감재의 적외선 흡수율 비

교에서 Cool Roof 코팅마감재는 높은 반사율로 인하여  

적외선 흡수량이 적어 표면온도를 낮게 유지 하는 열

적 물성을 갖고 있다. 
Cool Roof는 도료의 농도에 따라 반사율과 방사율

의 영향을 받는데 도료의 농도가 높으면 반사율은 높

고 방사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3. 실험

3.1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험체 크기

는 600×600×600(mm)의 축소모형체로 벽체와 바닥재

는 열전도율이 낮은 나무와 아이소핑크인 단열재로 제

작하였다(Fig.3). 

Fig. 3 Structure of Scale Model and location of 
Thermocouples

지붕은 기존지붕재(우레탄방수재), Cool Roof, PCM  
의 3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각 지붕재료의 구조층별 열전대센서를 삽입하

여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Fig.4).

Fig.4 Roof layers of a sca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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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조건 

실험조건은 여름철(6월-8월) 일사량과 같은 일사량

을 나타내는 인공광원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인공광원은 FBE와 DWE 램프로 Control을 

하였다.
2013년 서울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대일사량은 7,274 W/m² 

평균 일사량은 3,198W/m²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조명을 사용한 일사량(control day)은 

5,038W/m² 이다(Fig. 5). 
 
(Fig.5). 

Fig. 5 Time solar irradiance compare

 
3.3 실험 결과

1) 실외 표면온도

 Fig. 6에서 주간에 녹색우레탄 방수재의 표면온도

는 58.3℃, PCM  57.3℃,  Cool Roof 53.6℃의 온도의 

분포를 나타냈다. 

Fig. 6 Mortar surface temperature

2) 콘크리트 하부온도   

콘크리트하부온도는 녹색우레탄 58.3℃, PCM  35.7℃, 

Cool Roof의 경우, 33.9℃의 온도분포를 나타났다. 

Fig. 7 Chamber inside Concrete temperature 

3) 실내 온도   

콘크리리트를 통과한 실내표면의 경우, 녹색방수 

35.5℃ PCM 31.9℃, Cool Roof 31.4℃로 각각 나타났

다. 이 때, 소등후 실내 내부 공기온도는 녹색방수는 

33.1℃ PCM 31℃, Cool Roof 30.5℃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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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mber inside air temperature

4. 결  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PCM과 Cool Roof 등의 지붕재에 

대한 온도변화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외 표면온도는 녹색우레탄 방수재는 58.3℃, 

PCM  57.3℃,  Cool Roof 53.6℃의 온도의 분포로 Cool 

Roof가 가장 낮게 나타냈다.  

2) 콘크리트하부온도는 녹색우레탄 58.3℃,PCM  35.7℃, 

Cool Roof 33.9℃로 PCM과 Cool Roof 가 일반재료보다 약 

20℃ 이상의 낮은 온도분포를 나타났다. 

3) 콘크리트를 통과한 실내표면온도의 경우, 녹색

방수 35.5℃ PCM 31.9℃, Cool Roof 31.4℃로 각각 나타

났다. 이 때, 실내 내부 공기온도는 녹색방수는33.1℃, 

PCM 31℃, Cool Roof 30.5℃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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