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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 배경 목

최근 사회 발 과 격한 산업화 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문제 이 발생했으며,그 도시열섬 상이라는 사회 문제로 두되었으며,

지난 1972년 유엔 인간환경 회의에서 다양한 국제 약이 마련되고 있다.1)

다양한 국제 약이 마련되고 있다.도시 열섬 상의 발생원인은 아스팔

트와 콘크리트의 각종 시설물들이 빛 흡수율이 높고, 외선 방사의 형태가

외부로 다시 내보내 기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한,그늘을 만들어 태양에

지가 표면 를 가열하여 각종 식물과 나무,녹지면 의 감소를 들을 수

있으며,각종 인공열과 기의 공기가 정체가 되어 빠져나가지 못해 주변지

역보다 높아지는 상을 열섬이라고 불린다. 한 도시 열섬 상의 발생강

도는 각각 도시의 지형 특성,기상상태,도시의 도,인공배기열,도심지

피복의 열 , 학 특성,도시의 형태와 용도의 의해 향을 받는다.

도시열섬 상 이기에 한 표 시방법으로는 건물 표면에 식재와

녹화를 활용한 옥상녹화의 방법이 있다.하지만 옥상녹화의 경우 유지와 보

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이에 해외의 열섬 상 감 방안으로는

쿨루 (CoolRoof)가 있다.

쿨루 (CoolRoof)란 일반 지붕마감재에 비하여 표면의 온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높은 반사율과 방사율을 요구하는 지붕 마감재이다.일사 에 지를

반사시켜 건물을 통해 유입이 되는 열에 지를 감 시키는 마감재로,쿨루

(CoolRoof)의 경우 해외에 일반 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겨울철 난방부하를 증가시켜 건물 부하 사 기후분석 검토

가 필요하다.

PCM(PhaseChangeMaterial)은 상변환 물질로서 일정 온도에서 상태변화

를 일으켜 잠열을 장하고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CM은 일정한 온

1)윤희천 외,도시열섬 완화를 한 녹지층에 따른 온도변화 분석,한국측량학회,2013.04



- 2 -

도범 에서 잠열에 의한 축열을 하게 되므로 열 축열량 보다 하게 높

은 열을 장할 수 있다.특징으로는 상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

고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PCM이 포함이 된 도료를 도포하 을 경우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고 흰색과 가까운 색을 낸 PCM을 도포

하 을 경우와 색상에 따라 표면의 온도의 감 효과가 성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섬 상을 완화하기 한 안으로 Cool

Roof와 PCM을 용시켜 기존 건축 지붕재와 신축 건물 지붕재로 용함으

로써 여름철 지붕 표면의 온도를 이고 열섬 상 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연구는 열섬 상 감에 한 기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1.2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섬 감에 한 가능성을 분석하기 해 PCM

CoolRoof를 용을 통한 실내 실외 실험을 실시하 다.

실내의 경우 인공 환경 실험동을 구축하여 열섬 상이 발생하는 여름철 환

경을 모사하고,실험동은 크기 2m×2m×2m의 공간에 태양과 흡사한 발열을

내는 할로겐램 조명을 활용하여 외기온을 약 30℃인 하 기 조건을 모사하

다.Scale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실험의 외부 변수의 향을 받지 않도록 실

내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건물에 많이 용되고 보편 으로 사용되는 지

붕유형과 거칠기를 설정하 고 최 한 빛의 흡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선정하

다.빛 흡수율을 높게 나타날 수 있게 평지붕의 슬래 마감으로 선정하 다.

지붕 마감 재료는 녹색 우 탄 방수,회색 우 탄 방수,쿨페인트,PCM 타일

로 선정하 으며 이런 인공기후 환경을 조성하여 각 실험체의 이어별 온도

를 측정하 으며,마감의 색에 따른 알베도(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의 차이

를 보았다.이에 동 기의 CoolRoof와 PCM의 효과에 해서도 측정을 실시

하여,여름철 열섬 상 감과 가능성과 겨울철 CoolRoof와 PCM의 효과를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3 -

(1)PCM과 CoolRoof의 이론 고찰 사례분석

·PCM 이론고찰 종류 특징

·PCM에 용된 황 분석

·PCM과 CoolRoof의 국내·외 활용 연구사례

(2)PCM 열 성능실험

·MPCM 재료 열 성능

·MPCM 재료 성능 강도 분석

(3)소형 모델 실험

·지붕별 재료 변수를 설정하여 온도 비교 분석

·Layer별 온도 비교 분석과 HeatPlux를 통하여 열유량을 분석

·겨울철 에 지 감을 한 동 기 외부 실험을 통하여 축소모형 표면과

온도와 실내 온도측정 확인

(4)결론

·측정 결과에 한 각 PCM과 CoolRoof의 요소별 온도를 비교하고,표면

온도와 실내 내부에 한 온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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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과 CoolRoof의 이론 고찰 연구사례 분석

PCM과 CoolRoof의 이론고찰 국내외 사례조사

PCM과 CoolRoof의 용 황 분석

<Table1.1>연구의 흐름도

인공환경 실험동 구축&열 성능 실험

PCM의 갖고 있는 열 성능 실험 분석

외부 변수에 의한 성능발 최소화

결론

PCM&CoolRoof

-하 기의 변수별 열 성능 실험 데이터 분석

-실외 표면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변화 분석

-실외 동 기 용에 따른 PCM&CoolRoof효과 분석

-표면 마감재료에 따른 효과 온도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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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PCM의 상변환 과정 PCM의 확 사진

제 2장 PCM CoolRoof특성 용사례

2.1 PCM CoolRoof개념

PCM(PhaseChangeMaterial)이란 어느 일정온도에서의 고체에서 액체,액

체에서 기체로 변환을 일으키고 그 반 로 상이 변화를 하면서 열을 흡

수, 는 방출 하며,잠열 축열로 인하여 온도조 이 가능한 물질이다2).

이러한 특성은 여러 분야에 용이 되고 건축 분야에 PCM 특성의 에 지를

보다 더 합리 이고 효율 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건축에 흔히 사용되는 PCM은 보통 라핀계열의 물질로서 그

특성상 상분리 상 등의 거동성이 매우 불리한 형태를 띄고 있다.3)따라서

의 그림(Fig2.1)과 같은 마이크로 캡슐화한 형태의 PCM을 사용하여 모르

타르와 거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CoolRoof란 시원한 지붕을 뜻하는데,이 에는 옥상 마감을 식재나 녹화

2)김종국 외,구형 PCM입자의 제조 캡슐화에 한 연구,HWAHAK KONGHAK,

Vol37,No2,1999,pp151-157

3)GeorgeA,Lane,“Phasechagematerialsforenergystoragenucleationtoprevent

supercooling,SolarEnergy Materials and SolarCells,Vol27,Issue 2,1992,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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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성하여 표면 온도를 낮추고 녹화나 식재로 건조한 기후를 완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재 많이 사용되는 CoolRoof방법으로는 지붕의 마감 재료가 고반사율과

방사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으로 지붕 표면 온도와 실내 내부로 유입되는

열을 감시켜주는 지붕을 이야기한다. 재 이러한 CoolRoof는 규격화된

제품이 아닌 높은 반사율과 방사율이 갖는 열 물성으로4)페인트도료나,시

트지와 같은 재료로 지붕에 용된다.이런 장 은 유지 보수비용이 들지 않

고 량이 으며 어느 부 든 용이 가능하다.

(Fig2.3)CoolRoof개념

2.2PCM CoolRoof의 특성

PCM이란 열 조 기능을 하는 온도 조 물질을 의미하며,0℃에서 얼고

녹는 물과 얼음의 이치와 같으며,이것은 그 사용분야 목 에 합하게

용융 의 변환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으므로 에 지를 효율 으로 활용

할수 있다.5)이 물질은 상변화과정을 통하여 많은 양의 열에 지를 축 하거

4)김옥,CoolRoof시스템의 에 지 감 성능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제29권 제1호

2009

5)김종 , 형 PCM입자의 제조 및 캡슐화에 한 연 , 화학공학회지 vol. 37, no. 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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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된 열에 지를 방출한다.상변화 물질에 열을 가하면 물질고유의 용

융 에 도달하게 되며 이때 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하면서 용융

엔탈피로 알려진 일정한 양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이 물질은 열이 투입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상변화시 잠열은 에 지 장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 열에 비해 잠열은 상변화 온도에서 수십 배에서 수

백 배의 에 지 장 능력과 방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열을 이용하

는 에 지 약 소재들 보다 탁월한 기능을 한다.(Fig2.2)

(Fig2.2)상변화 잠열곡선

이 물질은 상변화과정을 통하여 많은 양의 열에 지를 축 하거나 장된

열에 지를 방출한다.상변화 물질에 열을 가하면 물질고유의 용융 에 도달

하게 되며 이때 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하면서 용융 엔탈피로 알

려진 일정한 양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

이 물질은 열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상변화

시 잠열은 에 지 장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 열에 비해 잠열은 상변화

온도에서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에 지 장 능력과 방출 능력을 가지기 때

문에 기존 열을 이용하는 에 지 약 소재들 보다 탁월한 기능을 한다.6)

6)김민우,PCM 충 패 을 활용한 양생온도 조 이 가능한 거푸집개발의 기 연구,

동명 학교,석사학 논문,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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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루 의 표 인 제품은 페인트류로,높은 반사율과 방사율의 조건을 만족하기 해

가장 빛을 잘 반사하는 색상인 흰색으로 제조된 아크릴 페인트가 있다.흰색 아크릴 페인

트는 일반 인 것으로,투명 고분자 바인더에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안료를

원료로 사용한다.이 도료는 안료의 입자 크기를 조 하여 가시 선 역에서의 반사율

을 높일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최 의 사이즈는 직경 200nm로 이 반사율은 0.9이며

입자의 크기가 260nm로 커지면 반사율이 0.83으로 낮아지고 근 외선 역에서의 반사

율이 향상된다. 다른 페인트 제조 방법으로 아스팔트 수지에 알루미늄 속 입자를 안

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알루미늄 안료의 농도에 따라 반사율과 방사율이 향을 받는다.

알루미늄 안료의 농도가 높으면 반사율은 높지만 방사율을 낮아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알루미늄 안료를 추가할 경우,흰색 재료에 비해 반사율은 낮지만,기후에 의한 풍화작용

이나 노후화에 한 항성은 우수하다.

흰색이 성능은 가장 우수하지만,건물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엷은 색상을 활용

하는 방안으로는 반사성의 타일, 속 지붕,엷은 색상의 리석이나 모자이크,콘크리트

와 백색골재를 혼합한 일반 인 아스팔트 등이 가능하다.유색의 재료는 크게 코 제와

타일제로 나뉜다.흰색의 재료의 분 곡선은 일반 으로 가시 선 역에서 반사율이 높

고 근 외선 역에서의 반사율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그러나 유색의 제품들은

유색 안료의 사용으로 인해 가시 선 역에서 흡수율이 높고 근 외선 역에서 흡수율

이 낮게 나타난다.유색 안료로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흑색 산화철(iron

oxideblack)과 같은 무기질 염색제,다이옥사진(dioxazine)과 같은 선택 유기제

(selectiveorganics)등이 있다.유색 페인트는 산화철(ironoxide)의 얇은 막이나 산화

규소(siliconoxide)에 산화철로 된 두 개의 막으로 코 된 알루미늄 입자를 혼합하여 얻

을 수 있다.

2.3PCM &CoolRoof기존 연구분석 용사례

2.3.1기존 연구분석

국내 PCM의 한 건축 용 부분의 연구로는 자연 외기온의 설정 온도

를 조건하에 유지시키고 PCM 보드 설치공간을 표 석고보드와 설치 공간

에 공 되는 력량을 비교측정 함으로써 PCM 보드 설치 공간의 열 부분

을 악 하며 에 지 약 특성 효과를 확인 하는 PCM을 혼입한 시멘

트 모르타르의 열 성능 평가에 한 연구 (김유진,2011)가 수행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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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테스트 룸에 운 특성 차이는 명백히 PCM 보드의 잠열효과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되는 것을 나타냈다.국외 PCM (Karlessi,2011)에 한 건

축 연구로는 타일에 PCM이 포함된 도료를 도포하고 코 하여 표면온도를

감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지붕 표면온도에 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PCM을 용하여 겨울철 난방부하 감과 열섬 상을

감을 동시에 해결하고 열섬 감을 한 기 자료로 제시 할 수 있게 되었

다.국내 CoolRoof도입 시 요구 성능에 한 연구(김옥 외,2010)를 통해

반사율에 따른 지붕의 온도,에 지 감 등의 한,연구를 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국내의 PCM을 건축에 목시킨

연구가 미흡하고 많지가 않다.PCM을 통해 향후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용이 가능한 방향과 PCM과 CoolRoof의 특성을 통하여 냉난방부하 감

과 도시열섬의 감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3.2 PCM CoolRoof 용사례 분석

(Fig2.4)PCM 해외사례 사진



- 10 -

주체
UniversityofTechnologyofSaint-Pierre,ReunionIsland,

France

실험시기 2012.9.20∼ 24

목
열 기후에서 PCM 제품을 지붕에 설치한 모형의 열 성능을

확인한다.

PCM 용 지붕 구조

사용된 PCM

종류 : 라핀계

두께 :5.26mm

크기 :1m x1.2m

무게 :4.5kg/m²

열용량 :515KJ/m²at18-24°C

온도센서 치 외기 1 실내 1

연구방법

30㎡ 모형을 제작하고,한 모형에는 DuPont™ Energain® PCM

제품을 지붕구조에 포함한다.열센서로 실내외 온도를 측정하여

기본모형과 PCM이 설치된 모형의 열 변화를 측정한다.

<Table2.1>해외 PCM 사례 실험개요

(Fig2.5) PCM 유무에 따른 온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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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3헌법재 소

옥상녹화유

형
혼합형

사진

실험방법

TR-71U와 TR-72S를 이용하여 식생에 따른

옥상녹화(세덤류,잔디류)와 비 옥상 녹화면의 바닥면

온도측정

실험결과

구분 바닥면 평균온도(℃)

녹화면 21.58

미 용 23.85

<Table2.3>국내 CoolRoof사례1

실외온도 20~36℃

실내온도
일반모형 :19.1∼ 29℃

PCM 모형 :20∼ 27℃

<Table2.2>해외 PCM 사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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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치 역시 서구 신갈마로 127번길 갈마도서

옥상녹화

유형
혼합형(토양높이 30cm)

사진

실험방법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옥상녹화와 비옥상녹화

표면온도를 측정

실험결과

구분 바닥면 평균온도(℃)

녹화면 24.0

미 용 28.0

<Table2.4>국내 CoolRoof사례2

개요

치 역시 서구 둔산로 100 역시청

옥상녹화

유형
혼합형(토양높이 30cm)

사진

실험방법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옥상녹화와 비옥상녹화

표면온도를 측정

실험결과

구분 바닥면 평균온도(℃)

녹화면 20.0

미 용 27.0

<Table2.5>국내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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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인공 환경 실험동 구축 실험모형 제작

3.1인공 환경 실험동 구축

실험을 실내 내부 인공 환경을 조성하 으며,외부의 향 없이 동일한 실

험환경을 컨트롤을 하여 인공실험을 구축하 다. 인공실험동의 크기는

2m×2m×2m의 공간에 최 한 외기 조건을 유지하기 해 흰색 블라인드로

외기의 온도의 오차를 이기 해 설치하 다.태양과 흡사한 발열을 내는

할로겐 램 650w*4개를 설치하고 표면의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기 해서

높이를 1,000mm의 높이를 두었다.

(Fig3.1)인공환경실험동

벽체와 바닥체를 통한 열의 달을 최소화 한 재료로 제작을 하

다.(Fig3.1)각 이어별 온도를 측정하기 해 지붕 앙지 에 이어별

3개의 열 를 삽입하 으며 매립된 부분을 고려하여 열 가 겹치지 않도

록 설치하 다.이에 열 의 오차 불량을 비하고 데이터에 한 신뢰

성 확보를 하여 측정하 다.본 실험은 여름철 날씨를 모사한 측정은 하

기의 조건을 실내에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실외에서의 측정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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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붕 구성 축소모형의 지붕 구성

<Table3.1>기존지붕의 구성과 축소모형의 지붕 구성

기의 지붕 마감 색상 재료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와 겨울철 성능 검

증을 해 실험을 실시하 다.

3.2 축소실험 모형

본 실험에 기존 지붕 슬래 를 선정하고 지붕의 마감 구성형태를 고려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한다.이때,지붕 슬래 는 기존 지붕 슬래 를 <Table 3.1>

참고하여 1/10스 일로 축소하 고,실내 인공환경에서의 실험을 고려하여

체 크기를 600×600×600으로 제작하 다.벽체 바닥재를 열 류율이 낮

은 목재와 단열재로 제작하여 열교환을 최소화 하 으며,지붕마감재의 변수

는 우 탄방수(녹색),몰탈마감(회색),쿨페인트,PCM 타일로 선정하 다.쿨

페인트는 열섬 상 감을 한 쿨루 련 제품 하나로 미국 유럽에

서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난방부하 증가로 인해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후에서의 쿨페인트의 열 거동 분석을 하여 변수

로 선정하 다.PCM타일은 PCM의 감 가능성을 분석하기 하여 석재타

일에 캡슐화 된 우더 형태의 PCM을 수성페인트에 함침시켜 제작하 다.

PCM 도료 제작에 사용된 PCM은 상변화 온도가 28℃이다.측정 포인트는

(Fig3.2)과 같이 각 층별로 온도 센서를 삽입하 으며,표면온도,천장,챔버

안 실내 온도를 추가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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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축소모형의 측정 포인트 단면

3.3 표면마감 변수 제작

(1)녹색 우 탄 방수

국내에서 보편화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붕 마감 재료는 녹색우 탄

방수와 회색우 탄방수가 있다.녹색우 탄 방수와 회색방수는 콘크리트의

슬래 에 방수재를 도포하고 마감하는 방식이 있다,처음으로는 바닥면을 고

르게 해주고,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어 먼지를 제거해 다.

우 탄은 습기에 약해 기포가 발생한다.하도( 라이머리)작업으로 흡수가

잘되도록 도포를 해주고 경화시간은 5시간으로 하 다. 도 작업으로는 우

탄과 경화제를 3:1로 정확히 혼합하여 잘 섞어 다.그 게 롤러로 도포를

해주고 경화시간은 상온에서 24시간으로 하 다.경화제에는 자외선 차단제

가 첨가 되어있다.상도 작업으로는 방수제와 코 제를 3:1로 잘 혼합하고

도와 마찬가지로 잘 도포를 해주면,오랫동안 방수표면이 유지되고 끈 임을

방지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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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라이머(본드) 우 탄 도(방수층) 우 탄상도(탑코 )

하도 라이머는 우 탄

방수에서 우 탄 도제품이

들뜨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콘크리트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하고 경화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

다..

방수층을 만드는 우 탄

도는 고무재질로 되어있다

보니,표 두께 2~3mm 시공

해야한다. 도의 경우 상

5도이상 상 28도 이하온도

에서 최소 12~48시간 완벽히

경화 한후 마감을 하는 것

이 요하다.

우 탄 상도는 시공면 바

닥을 보호해주는 코 제품

으로 오랜시간 햇볕으로부

터 방수기능을 유지시켜

다.

<Table3.2>녹색우 탄 마감재료 제작방법

(2)CoolPaint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재 보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의

CoolPaint이다.

페인트는 아크릴의 수지계의 높은 방사율과 높은 수성코 이 된 페인트이

다.열에 지의 반사가 발생하는 표면의 방사율을 증가 시키는 페인트이다.

이러한 페인트는 롤러와 붓을 사용하여 표면에 콘크리트 에 그 로 도포를

하고 상온에서의 8시간 지나면 경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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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Paint

색채별로의 지붕에

도포할수 있는 페인트

형식의 CoolPaint

<Table3.3>CoolPaint마감재료 제작방법

(3)PCM

최근 PCM의 상변화 특성을 이용한 재료로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으며,

한 이러한 PCM으로 지붕타일에 흰색의 색상을 갖은 페인트로 시편을 제작

하여 표면의 온도를 측정 실험 하고자 한다.

이러한 PCM의 재료와 하얀 색상의 반사율이 높은 색의 성분을 혼합하여,

최 반사율을 높이는 특징을 살려 일반타일에 도포 하는 방식으로 PCM 타

일을 만들었으며,24시간 충분한 경화시간을 갖고 PCM타일을 제작했다.

우더형태 PCM 하얀색액체 도료
타일에 PCM과

CoolPaint를 섞은PCM타일

<Table3.4>PCM 마감재료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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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PCM CoolRoof축소모델 실험

4.1측정 장비

본 실험에 앞서 필요한 장비들을 비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단순히 온

도에 변화에 한 부분뿐만 아니라 열섬에 필요한 정확한 열의 유량과 이동

을 확인 하고 운량과 풍향에 한 외기의 변수를 통해 표면온도가 얼마나 변

화가 있는지에 해 측정 설치하 다.이에 그림 <Table4.1>과 같은 측정

기기 장비들로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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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측정기기 측정내용

데이터

로거

Scale모델 실내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data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비이다.

Heat

Flux

물체에 한 열 유량을 측정하여

열의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알베도

미터

표면에 들어오는 수평면의

일사량과 방사량을 측정해주는

장비이다.

풍향

풍속계

표면의 열이 풍향에 의해 얼마나

냉각 되는지에 해 풍향을

측정해주기 해 설치한 장비이다.

일사계

실내 인공환경의 일사량과 실외의

일사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장비이다.

디지털

온습도

기록계

실외 외부의 온도측정을 기록하고,

Data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장비이다.

<Table4.1>측정기기 측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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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실험재료

건축물에 용하기 용이한 PCM은,실내 쾌 온도 범 부근인 20-

32°C에 녹는 을 가져야 충분한 잠열을 장할 수 있다.따라서 본 실험

은 Rubitherm사의 RT31이라는 PCM을 Corematerial로 용하고,멜라

민을 shellmaterial로 제조된 MPCM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 다.사용된

MPCM의 상변화 온도는 27– 31°C이며,잠열량은 80.11kJ./kg이며 실제

모습은 그림 4와 같다.

(Fig4.1)MPCM의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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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인공 환경실험

기존에 열섬 상과 련하여 지붕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는 외기환경에서

축소모형 실험 Mock-up실험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외부환경에서

의 실험은 특정 계 에만 실측이 가능하여 실험의 진행에 제한이 있었다.본

연구에서의 지속 인 실험 동일한 실험조건을 유지하기 하여 실내환경

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인공환경실험동을 구축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된 동 기에 하 기 기후를 모사한 인공환경에서의 실험

이 가능하 다.

인공환경은 29℃를 유지하여 하 기 환경을 모사하 고,발열이 있는 2개의

조명을 활용하여 인공 원을 가정하 다.하 기 표 일은 표 기상데이터의

하 기(6월~8월)의 일 평균일사량과 최 일사량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하

기 표 일은 우천일을 제외하고 맑은 날 에 선정하기 해서 평균 일사

량과 최 일사량의 간값에 해당하는 일간 일사량을 보이는 날을 선

정하 으며,운량 등으로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일사량이 고른 날로 선정하

다.인공 원은 총 4단계의 일사량 조 을 통하여 일출부터 일몰까지 시간

에 따른 일사량의 변화량을 모사하 고 이는 일반 인 하 기 일사량 변화와

유사한 일사량과 시간당 최 일사량으로 설정하 다.이러한 인공환경

실험은 표면의 온도 변화가 되고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보는 실험이며,일몰

후 열섬 상에 감이 되는지에 한 기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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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Total

표

기

상

데

이

터

Maxim

um

day

(W/m2)

316 475 669 788 875 897 833 783 669 488 266 7,059

Typica

lday

(W/m2)

255 383 511 641 586 658 575 569 464 188 208 5,038

Averag

eday

(W/m2)

61 222 347 538 438 597 519 338 272 250 127 3,709

실

험

데

이

터

Control

day

(W/m2)

191 354 528 528 634 634 634 528 528 354 191 5,104

solara

source

oflight

control

1
(50%)

2
(100%)

3
(150%)

3
(150%)

4
(200%)

4
(200%)

4
(200%)

3
(150%)

3
(150%)

2
(100%)

1
(100%)

-

표 일과

실험일의

일사량 비교

<Table4.2>표 일과 실험일의 일사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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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실험 측정 모습 실험동 구조

4.3.1 실내 인공환경 실험결과

(1)녹색 노출우 탄 방수제

(Fig4.3)기존녹색 우 탄방수

실험동 외기조건의 공기온도는 26.8~30.9℃(평균 28.9℃),최 일사량은

7,274W/m²(평균 3198)의 분포를 나타냈다.이 때 주간인 경우(인공조명

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72.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

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44.0℃,실험동 내부공기온도는

35.5℃로 나타났다.한편,야간에는(인공조명 소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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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

크리트 표면이 40℃,실험동 실내온도는 35℃,실험동 공기온도는 26.8~30.9℃

(평균 28.9℃)로 나타났다.

(2)쿨페인트

(Fig4.4) Coolroof

실험동 외기조건의 공기온도는 26.8~31.5℃(평균 29.2℃),최 일사량은

7,274W/m²(평균 3198)의 분포를 나타냈다.측정 결과는(Fig4.3)와 같다.이

때 주간인 경우(인공조명 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53.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4.

2℃,실험동 내부공기온도는 34.1℃로 나타났다.한편,야간에는(인공조명 소

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3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

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2℃,실험동 실내온도는 31℃,실

험동 공기온도는 26.8~301.5℃(평균 2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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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M을 도포한 타일

(Fig4.5) PCM Tiles

PCM을 도포한 타일은 실내온도 22.5℃∼30.6℃의 온도 조건에서 측정되었

으며,실험동의 평균 온도는 29.0℃로 유지되었다.측정 결과는(Fig4.4)와 같

다.몰탈 표면의 온도는 52.9℃로 나타났으며 단열재 표면은 51.9℃로,PCM

과 타일에 의한 향으로 표면의 온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콘크

리트 상부와 천장표면의 온도는 각각 34.2℃,33.8℃를 나타내었으며 최 온

도가 발 되는 시간은 표면과 약 3시간 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실내

온도는 최 30.9℃의 온도를 나타내었으며,몰탈 표면과의 온도 차이는 22℃

를 나타내었다. 원이 소등된 이후 냉각 시 표면의 온도는 이어 별로 27.6

∼32.3℃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으며,냉각 후 이어별 온도차이는 4.7℃로

변수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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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소결

본 실험은 동 기의 실시하 으며,여름철 기후를 모사한 측정을 실내의 일

정한 조건을 만들어 실시하 으며,이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녹색 노출우 탄 방수제의 경우 실험동 외기조건의 공기온도는

26.8~30.9℃(평균 28.9℃),이 때 주간인 경우(인공조명 등시)지붕표면온도

는 최 72.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어 온

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44.0℃,실험동 내부공기온도는 35.5℃로 나타났다.

한편,야간에는(인공조명 소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35℃까지 올라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40℃,

실험동 실내온도는 35℃,실험동 공기온도는 26.8~30.9℃(평균 28.9℃)로 나타

났다.

2)쿨페인트의 경우 실험동 외기조건의 공기온도는 26.8~31.5℃(평균 29.2℃),

이 때 주간인 경우(인공조명 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53.5℃까지 올라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4.2℃,실험동 내부공기온도는 34.1℃로 나타났다.한편,야간에는(인공조명

소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3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

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2℃,실험동 실내온도는 31℃,

실험동 공기온도는 26.8~301.5℃(평균 29.2℃)로 나타났다.

3)실험동 외기조건의 공기온도는 26.8~30.6℃(평균 28.7℃),이 때 주간인 경

우(인공조명 등시)지붕표면온도는 최 52.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4.2℃,실험동

내부공기온도는 30.9℃로 나타났다.한편,야간에는(인공조명 소등시)지붕표

면온도는 최 29.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붕층의 각 이

어 온도는 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3℃,실험동 실내온도는 30℃,실험동 공기

온도는 26.8~30.9℃(평균 2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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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실외 동 기 용실험

4.4.1동 기 실험 개요

동 기의 경우 실내표면의 온도가 하로 떨어 졌을 경우,표면의 온도와

실내의 공기온도가 얼마나 기존의 녹색우 탄 방수보다 얼마나 변화가 있는

지에 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각각의 변수와 색채에 따른 반사율이 표

면에 미치는 온도 한 측정을 하기 하여,실외에서의 반사율과 방사율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 다.동 기의 실험은 여름보다 겨울의 열섬 상이 뚜렷

하게 발생하여 동 기 기 실험을 실시하 다.

4.4.2 알베도 측정

알베도란(반사율)을 뜻한다.표면의 반사율의 크기는 온도를 좌우할 정도를

나타내는데,표면의 거칠기에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이러한 표면이 매끄

러운 부분은 더욱 빛을 반사 내는 면이 있으며,이 알베도 측정의 방법은

ASTM Standard의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지면에서의 높이는 0.5m 높이 띄우고 측정을 한다.(Fig4.5)측정시간은 태

양 방사에서 얻어진 값이 어도 70% 이상일 때 오 10시~오후2시 사이에

테스트를 수행을 시작했다.

(Fig4.6)알베도측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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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E1918 실험시 실외 측정 방법

� 측정시간:맑은 날 10am∼2pm사이

� 측정포인트:최소 3번 이상 측정하여 평

균 냄

� 측정면과의 거리:0.5m(측정면의 길이:

지름 4m 이상)

� 측정시간:최소 10 단 로,3분씩 3번

평균

� 측정일정:2015년 1월 21일 2pm

� 측정면과의 거리:25cm

� 측정면의 길이:지름 60cm 이상

� 측정시간:최소 10 단 로,10분 평균

<Table4.3>ASTM 측정기 표

측정 날짜는 1월의 동 기에 시작을 하 으며,시간은 1분씩 10분 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고 구름의 운량이 많지 않고 일사

량의 변화가 최 한 으며,주변에 향이 최소 일 때 측정을 하 다.

<Tabl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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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표면온도와 알베도측정 결과

구분 A B 실험사진

회색방수

녹색방수

PCM타일

CoolRoof

<Table4.4>동 기 외부 표면 측정

녹색>회색>PCM> Cool페인트의 순으로 표면의 온도가 측정이 되었으며,

회색과 녹색의 차이는 많은 온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면의 햇빛의 노

출의 차이에 따라 온도차이가 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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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일사량 측정결과 그래

이 표는 날짜,시간,기기내부의 온도이며,일사량과 알베도의 실험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날짜 시간
기기내부

온도
일사량 알베도

회색방수 2015-01-11 12시34분~44분 14.96 558.97 0.2696

녹색방수 2015-01-11 12시48분~58분 16.77 531.68 0.217

PCM타일 2015-01-11 13시02분~12분 16.75 526.05 0.3763

CoolRoof 2015-01-11 13시15분~25분 17.99 520.81 0.3912

<Table4.5>마감재 종류별 알베도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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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알베도 측정결과 그래

일사량은 회색 방수 >녹색 방수 >PCM타일 >CoolRoof순으로 나타났

으며,일사량을 제일 많이 받는 순서로는 색이 검정에 가장 가까운 회색타일

이 일사량을 많이 받으며,다음으로는 녹색방수,그리고 흰색 계열과 가까운

PCM과 흰색인 CoolRoof순을 볼 수 있다.

알베도의 순서로는 CoolRoof>PCM >회색방수 >녹색방수로 나타냈으

며,색상에 따라 차이에 따라 알베도의 값이 높은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흰색과 검정에 한 색상 범 에 반사율에 효과를 기 할 수 있지

만,그런 이외의 색체에는 반사율을 기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자

체 으로 녹색 방수가 갖고 있는 면의 거칠기에 의한 알베도만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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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260mm 지 온도변화

4.4.4온도변화 실험 결과

실내의 공기온도의 –8.6℃로 최 일 때,PCM의 경우 –6.1℃로 7시간 정

도의 열을 천천히 잃는 지연성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변수들의 온도보다 온

도손실이 은 것 을 볼 수 있었다.PCM이 갖고 있는 지연성으로 온도가

-6℃ 이상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일사의 향이 있

을 낮에는 축열을 받은 실내의 PCM 타일의 경우 공기온도는 다른 변수들의

비해 온도가 축열이 되고 실내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상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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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콘크리트 상부 온도 변화

일몰 후 콘크리트의 상부의 경우 외기의 온도가 –8.6℃ 일 때,PCM을 제

외한 모든 마감 변수들은 외기의 온도보다 회색 우 탄 방수 –8.7℃,녹색

우 탄 방수 –8.3℃,Cool페인트 -7.6℃,PCM –6℃ 나타났으며,PCM의 경

우 기존 녹색우 탄 방수보다 2.3℃높은 것을 볼 수 있다.PCM은 지연성의

성질이 열을 일몰 때 까지 천천히 잃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최 1℃에서 최

고 2℃ 이내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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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1)단열재 온도변화

단열재 부분에서도 PCM의 성질로 열의 지연성으로 성능부분의 온도로

–12.4℃로 나타냈으며,다른 마감변수들의 온도가 –15.1℃를 나타냈으며,이

에 PCM의 온도차이가 2.6℃ 이상 PCM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PCM의 유지시키는 성능이 일정 온도의 비해 온도를 지연 시켜주는 열

지연성을 보여주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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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2) 변수 표면 온도

표면의 온도는 PCM과 Cool페인트의 온도가 다른 변수들과 온도가 낮은

이유는 외기의 온도가 표면을 Cooling해주고 있고,여기서 보이는 결과는 동

기의 PCM은 외표면에 노출로 인해 열 성능을 발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축열되는 시간보다는 Cooling되는 속도가 더 빠르며,축열 되어 있

는 열 에 지가 있지 않아 고유에 갖고 있는 PCM역할을 지속 할 수 없음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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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소결

본 연구는 PCM이 갖는 축열 성질(열을 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반사율과 일사량의 차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하여 실험을 하 으며,동

기의 실험한 실험 내용의 결과는 이 다.

1)일사량은 회색 방수 >녹색 방수 >PCM타일 >CoolRoof순으로 나타

났으며,일사량을 제일 많이 받는 순서로는 색이 검정에 가장 가까운 회색타

일이 일사량을 많이 받으며,다음으로는 녹색방수,그리고 흰색 계열과 가까

운 PCM과 흰색인 CoolRoof순을 볼 수 있다.

2)알베도의 순서로는 CoolRoof>PCM >회색방수 >녹색방수로 나타냈

으며,색상에 따라 차이에 따라 알베도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3)260mm 경우 실내의 공기온도의 –8.6℃로 최 일 때,PCM의 경우

–6.1℃로 7시간 정도의 열을 천천히 잃는 지연성을 볼 수 있으며,다른 변수

들의 온도보다 온도손실이 은 것을 볼 수 있었다.PCM이 갖고 있는 지연

성으로 온도가 -6℃ 이상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4)콘크리트의 상부의 경우 외기의 온도가 –8.6℃ 일 때,PCM을 제외한

모든 마감 변수들은 외기의 온도보다 회색 우 탄 방수 –8.7℃,녹색 우 탄

방수 –8.3℃,Cool페인트-7.6℃,PCM –6℃ 나타났으며,PCM의 경우 기존

녹색우 탄 방수보다 2.3℃높은 것을 볼 수 있다.PCM은 지연성의 성질이

열을 일몰 때 까지 천천히 잃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최 1℃에서 최고 2℃

이내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단열재 부분에서도 PCM의 성질로 열의 지연성으로 성능부분의 온도로

–12.4℃로 나타냈으며,다른 마감변수들의 온도가 –15.1℃를 나타냈으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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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CM의 온도차이가 2.6℃ 이상 PCM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PCM의 유지시키는 성능이 일정 온도의 비해 온도를 지연 시켜주는 열

지연성을 보여주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6)표면의 온도는 PCM과 Cool페인트의 온도가 다른 변수들과 온도가 낮

은 이유는 외기의 온도가 표면을 Cooling해주고 있고,여기서 보이는 결과는

동 기의 PCM은 외표면에 노출로 인해 열 성능을 발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축열 되는 시간보다는 Cooling되는 속도가 더 빠르며,축열 되어

있는 열 에 지가 있지 않아 고유로 갖고 있는 PCM역할을 지속 할 수 없

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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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하 기 외기조건 실험

4.5.1 실험개요

MPCM을 용한 축열 도료 마감재의 경우에는 PCM의 함유량이 기 때

문에,기존 선행연구 만큼의 성능이 발 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이를 극복

하기 하여 본 연구는 PCM의 축열성능을 극 화하기 하여 용량의

PCM을 나일론 소재의 투명팩을 주입시켜 PackingtypePCM을 제조하 다.

PackingtypePCM은 그 자체로 leakage에 한 염려가 없고 상당한 양의

PCM을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개발될 coolroofsystem 용에 있어

정 인 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PCM을 지붕층에 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에

용하기 당한 28~31℃보다 meltingpoint가 높은 Docosane(44℃)을 셀시

우스 코리아에서 수 하여 제작하 다.크기는 30cm x30cm 사이즈의 팩을

네 구간으로 나 어 각각 0.8g의 순수한 PCM을 투여하 다.

PCM에 에 일반타일,목재,알루미늄 로 조합 하 다.특히,PCM인 경

우 MeltingPoint를 지붕표면온도를 고려하여 44℃,선정하 다.

(Fig4.13)목재,알루미늄,일반타일 실험체



- 39 -

4.5.2 실험결과

① 일반타일 마감

(Fig4.14) Mortar(UnderPCM)Temperature(Tile)

PCM Packing 에 일반타일을 마감한 경우 녹색우 탄 방수의 경우 약

55℃를 나타냈으며,CoolPaint경우 45℃,PCM 경우 31℃로 나타냈다.녹색

우 탄과는 최 약 24℃ 쿨페인트와 약 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4.15)Room AirTemperature(Tile)

실내 공기온도의 경우 녹색 우 탄 방수의 경우 약 37℃,CoolPaint의 경

우 약 33℃,PCM의 경우 32℃로 나타냈다.기존의 녹색우 탄 방수와의 실

내 온도차이는 5℃~6℃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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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재 마감

(Fig4.16)Mortar(UnderPCM)Temperature(Wood)

PCM Packing 에 목재를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방수의 경우 약 70℃,

CoolPaint의 경우 약 50℃,PCM의 경우 37℃의 온도를 나타내었다.PCM과

녹색우 탄과는 온도차이는 약 33℃ 쿨페인트와 비교시 약 13℃ 정도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

(Fig4.17)Room CeilingTemperature(Wood)

실내 내부온도 온도는 녹색우 탄 방수 약45℃,CoolRoof의 경우 약38℃,

PCM의 경우 약36℃를 나타냈다. 한 상부의 낮은 온도로 인하여 PCM과

녹색우 탄의 온도차이는 약 9℃,PCM과 CoolPaint의 경우 2℃의 낮은 결

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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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속재(알루미늄)마감

(Fig4.18)Mortar(UnderPCM)Temperature(Aluminum)

PCM Packing 에 알루미늄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과 방수의 경우 6

2℃로 나타났으며,CoolPaint의 경우 47℃,PCM의 경우 34℃를 나타냈다.

PCM과 기존 녹색 우 탄 방수와의 차이는 최 28℃,쿨페인트와 13℃ 낮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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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알루미늄 마감재는 낮은 방사율로 재료로,높은 반사율로 인해 주간

표면온도가 낮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PCM Packing재의 표

면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Fig4.19)Room AirTemperature(Aluminum)

실내의 내부 공기온도는 녹색 우 탄 방수의 경우 38℃,CoolPaint33℃,

PCM 32.5℃를 나타냈다.기존 녹색 우 탄방수와 PCM의 차이는 5.5℃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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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소결

본 연구는 MPCM을 용한 축열 도료 마감재의 경우에는 PCM의 함유량

이 기 때문에,기존 선행연구 만큼의 성능이 발 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에 연구는 각각의 PCM Packing 에 재료를 마감하여 각각의 성능 발

을 보고 표면 온도차와 마감 재료가 PCM의 성능 향상에 한지를 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

1)PCM Packing 에 일반타일을 마감한 경우 녹색우 탄 방수의 경우

약 55℃를 나타냈으며,CoolPaint경우 45℃,PCM 경우 31℃로 나타냈다.

녹색우 탄과는 최 약 24℃ 쿨페인트와 약 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실내 공기온도의 경우 녹색 우 탄 방수의 경우 약 37℃,CoolPaint의

경우 약 33℃,PCM의 경우 32℃로 나타냈다.기존의 녹색우 탄 방수와의

실내 온도차이는 5℃~6℃차이를 나타냈다.

2)PCM Packing 에 목재를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방수의 경우 약 7

0℃,CoolPaint의 경우 약 50℃,PCM의 경우 37℃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PCM과 녹색우 탄과는 온도차이는 약 33℃ 쿨페인트와 비교시 약 13℃ 정

도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실내 내부온도 온도는 녹색우 탄 방수 약45℃,

CoolRoof의 경우 약38℃,PCM의 경우 약36℃를 나타냈다. 한 상부의 낮

은 온도로 인하여 PCM과 녹색우 탄의 온도차이는 약 9℃,PCM과 Cool

Paint의 경우 2℃의 낮은 결과를 보 다.

3)PCM Packing 에 알루미늄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과 방수의 경우

62℃로 나타났으며,CoolPaint의 경우 47℃,PCM의 경우 34℃를 나타냈다.

PCM과 기존 녹색 우 탄 방수와의 차이는 최 28℃,쿨페인트와 13℃ 낮

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알루미늄 마감재는 낮은 방사율로 재료로,높은 반사율로 인해 주간

표면온도가 낮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PCM Packing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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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내의 내부 공기온도는 녹색 우 탄 방수의 경우 38℃,CoolPaint33℃,

PCM 32.5℃를 나타냈다.기존 녹색 우 탄방수와 PCM의 차이는 5.5℃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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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도시열섬 상으로 인한 문제 이 발생하 으며 건축 인

해결방안으로 다가가 열섬 상을 감 시키고 그외 방법으로는 재료 인 부

분의 PCM과 CoolRoof의 성능을 확인하여,건축물에 용하여 도시열섬

감 연구의 기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노출우 탄 방수제의 경우 외기온도 28.9℃,인공조명 등시(on)지붕

표면온도는 최 72.8℃,콘크리트 표면이 44.0℃,내부공기온도는 35.5℃ 인공조

명 등시(off)지붕표면온도는 최 35℃,하부콘크리트 표면이 40℃,실험동내

부공기온도는 35℃나타났다.쿨페인트의 경우 외기온도 29℃,인공조명 등

시(on)지붕표면온도는 최 53℃,부콘크리트 표면이 34.2℃,내부공기온도는

34.1℃ 인공조명 등시(off)내부 공기온도는29.2℃ 지붕표면온도는 최

33℃,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2℃,내부공기온도는 31℃나타났다.PCM의 경우

는 외기온도 28.7℃,인공조명 등시(on)지붕표면온도는 최 52.9℃,하부

콘크리트 표면이 34.2℃,내부공기온도는 30.9℃ 인공조명 등시(off)내부 공

기온도는28.7℃ 지붕표면온도는 최 29.9℃,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3℃,내부

공기온도는 30℃나타났다.

(2)동 기의 일사량은 회색 방수 > 녹색 방수 > pcm타일 > CoolRoof

순으로 나타났으며,알베도의 순서로는 CoolRoof>PCM >회색방수 >녹

색방수로 나타냈으며,색상에 따라 차이에 따라 알베도의 값이 높은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색상에 따라 표면의 온도의 차이가 있으며, 동

기철의 표면 노출의 된 PCM의 성능은 기 할수 없었지만,실내나 외기에

노출이 되지 않는 PCM의 열 지연성은 확인할수 있었으며 다른 마감변수

들의 비해 열손실이 고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겨울철의 실내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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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PCM을 사용한다면 난방 에 지 감을 기 할 수 있다.

(3)PCM Packing 에 일반타일을 마감한 경우 녹색우 탄 방수의 경우 약

55℃를 나타냈으며,CoolPaint경우 45℃,PCM 경우 31℃로 나타냈다.녹색

우 탄과는 최 약 24℃ CoolPaint와 약 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를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방수의 경우 약 70℃,CoolPaint의 경우 약

50℃,PCM의 경우 37℃의 온도를 나타냈다.PCM과 녹색우 탄과는 온도차

이는 약 33℃ CoolPaint와 비교시 약 13℃ 정도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알루

미늄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과 방수의 경우 62℃로 나타났으며,CoolPaint

의 경우 47℃,PCM의 경우 34℃를 나타냈다.PCM과 기존 녹색 우 탄 방수

와의 차이는 최 28℃,CoolPaint와 13℃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지 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름철 기후의 경우 표면의 온

도는 CoolRoof와 PCM이 기존의 옥상지붕 마감재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사계 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 기의 난방부하를

약하기 해서는 PCM의 열 유지성으로 실내 열손실을 여주고 난방부

하를 감 할 수 있다. 한,PCM Packing의 지붕 마감 상부에 설치하여

PCM의 열 성능을 확인 해 보았을 때,높은 표면 온도 감 효과를 볼 수

있다.PCM과 CoolRoof를 동시에 사용 한다면 도시열섬 감 실내 냉난

방 에 지 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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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도시열섬 감을 한 PCM과CoolRoof

성능실험

김 호 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에 지 공

앙 학교 학원

최근 사람들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이 발 해 나가면서,사회 인 문제로

두 되는 열섬 상에 해서도 많은 심을 갖게 되고 있다.열섬 상이란

20세기 반 이후에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가 속하게 진행이 되어,각종 인

공열과 기오염물지로 인해 다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상을

열섬이라고 불린다.이런 열섬 상을 표면옥상 마감재료,PCM과 CoolRoof

를 통해 여름철 표면 온도 변화 실험을 실시하여 표면온도를 낮춰 열섬 상

을 감 시키려고 한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노출우 탄 방수제의 경우 외기온도 28.9℃,인공조명 등시(on)지붕

표면온도는 최 72.8℃,부콘크리트 표면이 44.0℃,내부공기온도는 35.5℃ 인공

조명 등시(off)지붕표면온도는 최 35℃,하부콘크리트 표면이 40℃,실험동

내부공기온도는 35℃나타났다.쿨페인트의 경우 외기온도 29℃,인공조명

등시(on)지붕표면온도는 최 53℃,부콘크리트 표면이 34.2℃,내부공기온도는

34.1℃ 인공조명 등시(off)내부 공기온도는29.2℃ 지붕표면온도는 최

33℃,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2℃,내부공기온도는 31℃나타났다.PCM의 경우

는 외기온도 28.7℃,인공조명 등시(on)지붕표면온도는 최 52.9℃,하부

콘크리트 표면이 34.2℃,내부공기온도는 30.9℃ 인공조명 등시(off)내부 공

기온도는28.7℃ 지붕표면온도는 최 29.9℃,하부콘크리트 표면이 33℃,내부

공기온도는 30℃나타났다.

(2)동 기의 일사량은 회색 방수 > 녹색 방수 > PCM타일 > Cool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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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으며,알베도의 순서로는 CoolRoof>PCM >회색방수 >녹

색방수로 나타냈으며,색상에 따라 차이에 따라 알베도의 값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색상에 따라 표면의 온도의 차이가 있으며, 동 기철

의 표면 노출의 된 PCM의 성능은 기 할 수 없었지만,실내나 외기에 노출

이 되지 않는 PCM의 열 지연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마감변수들의

비해 열손실이 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겨울철의 실내의 마감으로 PCM을

사용한다면 난방 에 지 감을 기 할 수 있다.

(3)PCM Packing 에 일반타일을 마감한 경우 녹색우 탄 방수의 경우 약

55℃를 나타냈으며,CoolPaint경우 45℃,PCM 경우 31℃로 나타냈다.녹색

우 탄과는 최 약 24℃ CoolPaint와 약 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를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방수의 경우 약 70℃,CoolPaint의 경우 약

50℃,PCM의 경우 37℃의 온도를 나타냈다.PCM과 녹색우 탄과는 온도차

이는 약 33℃ CoolPaint와 비교시 약 13℃ 정도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알루

미늄 마감한 경우 녹색 우 탄과 방수의 경우 62℃로 나타났으며,CoolPaint

의 경우 47℃,PCM의 경우 34℃를 나타냈다.PCM과 기존 녹색 우 탄 방수

와의 차이는 최 28℃,CoolPaint와 13℃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지 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름철 기후의 경우 표면의 온

도는 CoolRoof와 PCM이 기존의 옥상지붕 마감재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사계 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 기의 난방부하를

약하기 해서는 PCM의 열 유지성으로 실내 열손실을 여주고 난방부

하를 감 할 수 있다. 한,PCM Packing의 지붕 마감 상부에 설치하여

PCM의 열 성능을 확인 해 보았을 때,높은 표면 온도 감 효과를 볼 수

있다.PCM과 CoolRoof를 동시에 사용 한다면 도시열섬 감 실내 냉난

방 에 지 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도시열섬,상변환물질(PCM),CoolRoof,축소모형실험,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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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caleModelPerformanceExperimentofPCM(Phase

ChangeMaterial)andCoolRoofSystem formitigationof

UrbanHeatIsland

Kim,Ho-Min

ArchitecturalEngineering,ArchitecturalEnvironment& Systems

TheGraduateSchool

Chung-AngUniversity

본Recently,with an advancement of quality of people's life and

residentialenvironment,concernsabouturbanheatislandwhichisonthe

rise have been forming among the people.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occurred with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themid-20thcentury.Therapidgrowthofcitiescausedthelackof

greenarea,thusartificialheatandairpollutantmadeurbanairhotter

thansurroundingarea.Thereforethepurposeofthispaperistomitigate

theurbanheatislandphenomenonbyreducingthetemperatureofroof

surfaceinsummerthroughthescaledmodelexperimentofPCM andCool

Roofsystem.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IncaseofexteriorfinishingtileoverpackedPCM,thetemperatureof

green urethane,Coolpaint,andPCM wasabout55℃,45℃,and31℃

respectively.Thatis,thesurfacetemperatureofPCM roofwasabou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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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thangreenurethaneandabout14℃ lowerthanCoolpaint.

In thecaseofwood panneloverpacked PCM,thetemperatureof

green urethane,Coolpaint,andPCM wasabout70℃,50℃,and37℃

respectively.Thatis,thesurfacetemperatureofPCM roofwasabout33℃

lowerthangreenurethaneandabout13℃ lowerthanCoolpaint.

2.Thesolarradiationofwinterseasonwasshowninthisorder:gray

waterproofing>　greenwaterproofing>　PCM > CoolRoof.Otherwise,

thevalueofalbedolevelswasshownas:CoolRoof> PCM > gray

waterproofing> greenwaterproofing.Analysisshowedthatthevalueof

albedolevelsvariedbythecolorofroofsurface.Alsothisstudyfound

thermallagofPCM whichwasnotexposuretooutdoorair,moreover,it

isexpectedthatusingPCM intheroofcouldsaveheatingenergy.

3.Inthecaseofaluminum panneloverpackedPCM,thetemperatureof

green urethane,Coolpaint,andPCM wasabout62℃,47℃,and34℃

respectively.Thatis,thesurfacetemperatureofPCM roofwasabout28℃

lowerthangreenurethaneandabout13℃ lowerthanCoolpaint.

Asaresult,thetemperatureofPCM andCoolroofsurfacewasmuch

low thantheotherfinishingmaterialsinsummer.Besides,PCM andCool

roofsystem could notonly save the heating energy in winter,but

mitigatetheurbanheatislandphenomenon.

Keywords:UrbanHeat,PCM(PhaseChangeMaterial),CoolRoof,

ScaleModel,Re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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