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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열섬현상이란 최근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이 늘어나 녹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각

종 인공열과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열섬현상의 원인으로는 녹지면적의 감소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의 인공 시설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M과 Cool Roof의 지붕표면 마

감재를 적용하여 축소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각 재료에 

따른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는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 제공 될 것이다. 

2. 축소모형실험 

 2.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축소모형실험은 기존에 가장 많이 쓰이

는 녹색우레탄방수 지붕재료와, Cool Roof 그리고 PCM의 

세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반사율에 따른 지붕 표면의 온

도변화와 실내의 온도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체의 크기와 재료는 동일하게 하였으며, 일반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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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m3)의 크기의 1/10로 Scale 크기로 제작 하였으며, 

각 재료에 따른 온도변화 상태를 확인하였다. 

2.2 실험방법

그림 1과 같이 거실실크기의 1/10되는 크기의 규모를 

지붕층재료를 제외하고는 단열재로 제작하여 일사투입에 

따른 지붕층재료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지붕층 

재료 각층에 열전대를 매입하였다.

  

그림1 . Scale model.

지붕층의 구성은 그림 2와 같으며, 비교실험을 위하여 

기본 지붕층 구조와  Cool Roof 그리고 PCM의 재료에 따

른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특히, 같은 시간에 조건의 알베도를 이용하여 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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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날과 태양의 고도가 높은 오후에 시간때 일사량을 

1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였다. 

구분

일반지붕 PCM Cool Roof 

그림 3 마감 변수별 일사량 실험

3. 실험결과

그림 4. 지붕재료별 표면 온도변화 결과 

그림 4에서와 같이 외기의 온도는 9.5℃ 일 때 지붕의 

표면온도가 녹색방수 20.2℃, PCM은 6.4℃, Cool Roof의 

온도는 7.9℃도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에서 알베도 측정결과에서는 일사량 조건이 

비슷한상황에서 반사율 Cool Roof>PCM>녹색방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지붕재료별 실내온도변화 결과 

그림 5에서 각 지붕재료의 설치에 따른 실내온도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외기온도 9.5℃ 일 때 녹색방수

재를 사용한 실내온도는 7.6℃, PCM은 5.6℃, Cool Roof 

는 4.5℃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반사율값이 큰 PCM 

과 Cool Roof 재료에서 일반재료보다 표면온도값이 적게 

나타났고 특히, 실내외온도차도 적게 나타나 두재료 모두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PCM과 Cool Roof의 지붕표면 마감재를 적용

하여 축소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각 재료에 따른 온도변

화를 분석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녹색방수지붕층 Cool Roof 그리고 PCM의 재료에 따

른  알베도 측정결과에서는 반사율 Cool Roof>PCM>녹색

방수 순으로 나타났다. 

2) 지붕표면온도는 녹색방수>Cool Roof>PCM 순으로 나

타났다.  

3) 실내온도분포는 Cool Roof>PCM>녹색방수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서는 반사율값이 큰 

PCM 과 Cool Roof 재료에서 일반재료보다 표면온도값이 

적게 나타났고 특히, 실내외온도차도 적게 나타나 두재료 

모두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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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량 알베도 기기내부온도

녹색방수 531.68 0.217 16.77

PCM 526.05 0.3763 16.75

Cool Roof 520.81 0.3912 17.99

표1. 알베도 측정에따른 일사량표 

scale 모델의 지붕

그림 2 지붕 레이어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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