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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인구 집중 등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과 도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수치

는 지구 평균의 2배에 해당한다1).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2005년에

교토의정서를 공식 발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2015년에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2020년 만

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파

리협정(신기후체제)’을 공식 발효하였다2).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차 에너지(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탄소배출이다3).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이고, 수십 년간 세

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 소비하는 1

차 에너지는 건물 분야에서 30% 이상이며5), 이에 따라 건물 분야에서는 에

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에너지 사용량의 24%를 건물 분야에서 소비하고 있다6). 이는 우리나

라의 경제와 국민 소득의 증대, 삶의 질 향상 등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다. 특히 인공 구조물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 열섬현상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온도가 교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지역을 열섬이라 말

하며 교외 지역보다 3~5℃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도시 열섬현상이란, 인구

1) 기후변화 가이드 북, 기후변화센터, 자원환경특별위원회, 2013

2)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환경부, 2016

3) 환경용어, 국립환경과학원, 2016

4)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OECD/IEA, 2015

5) UNEP, Building and Climate Change, Sustainable United Nations, 2009

6) 김진태 외 1명, 건물 에너지 관리 정책과 기술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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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자동차 통행 증가, 각종 건축물 증가, 인공 열 방출, 온실효과 등의 영

향으로 인해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

이다.7) 다음 (그림 1.1)8)은 도시 열섬현상에 관한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1) 도시 열섬 현상

각 지역의 기온을 등고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고온부를 열섬이라고 지칭한

다. 열섬 현상의 원인은 대기오염, 도시 내의 인공 열, 도시 피복 재료의 변

화 등으로 분석9)되며, 도시 열섬현상으로 인한 도심지 중심의 온도가 상승하

면서 오염된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상에 정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배기

가스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들이 함께 도심 상공에 체류하면서 오염 농도

가 높아진다. 도시 열섬현상은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

한 거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불쾌적감, 열적 스트레스 등 건강악화의 문

제가 발생한다10). 이러한 현상의 대응으로 세계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Zero Energy Building), 제로 에미션 빌딩(Zero Emission

Building) 등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7) Haider Taha et al, Residential cooling loads and the urban heat island-the effects of

albedo, building and environment, Vol. 23, No. 4, pp 271-283, 1988

8) Geography.name Web Site, Urban Heat Island

9) 윤기학,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2012

10) 명수정,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열섬현상 완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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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지붕이 전체 냉방 부하의

약 14%를 차지하고11), 여름철 높은 표면 온도는 건물 냉방 부하를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붕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거주자의 쾌적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Cool Roof, Green

Roof, 상변화 물질(PCM : Phase Change Materials) 활용 등 건물 지붕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러한 연구는 건물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 우리나라 정부는 ‘파리협정(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목표를 2030년

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 감축을 제시하였

으며,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12),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3) 등

다양한 분야 및 방안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 중 냉방 부하의

약 9.4%를 차지하는 지붕에 적용 가능한 Cool Roof, Green Roof, 상변화 물

질 등은 각각 단점을 가지고 있다.

Cool Roof는 건축마감재 표면의 반사율(Albedo)을 높여 일사반사율(가시광

선, 적외선, 자외선을 반사해서 표면의 열전도 감소)과 높은 열방사(흡수되거

나 반사되지 않는 태양에너지 방출)의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우리나라 또한 시범사업으로 건물 옥상에 Cool Roof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다. 하지만 Cool Roof의 특성상 일사량이 많고 더운 기후대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반사율로 인해 온열 환경에 저해되고,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문제

가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하여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Green Roof는 친환경 건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의 단열이나 경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식물을 지붕이나 옥상에 심어 녹화하는 방법이다. Green

Roof는 도시의 확대로 인해 녹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여러 환경문제를 유발하

고, 삭막해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되고 있다. Green

11) 문진우 외 2명, 남부지역 주거건물의 외피단열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예측, 한국주

거학회 논문집, Vol. 22, No. 1, pp. 155-122, 2011

12)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부 및 관계부처합동, 2015

13)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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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는 건축물 옥상에 따로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식물로 인하여 건물

내부가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그러나 Green Roof는 초기설치비 과다, 배수에 따른 방수 그리고

하중의 증가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상변화 물질(이하 PCM : Phase Change Materials)을 활용한 건축자제는

현재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PCM의

특징은 잠열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외부로부

터 열의 유입을 지연/차단해 건물 내부의 불필요한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Cool Roof와 Green Roof의 경우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시스템마다 존재하는 단점과 지역의 특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

지만 PCM 건축자재에 관한 연구는 건물 내부에 국한되어 일반적인 재료에

함침 시켜 기존의 열성능을 변화하거나, PCM을 실내에 적용하여 실내 온도

유지에 주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건물 외부에 적용하는 연

구는 해외에서도 일부분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기후를 고려한 건물 외

부 표면 마감재에 순수한 PCM을 사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Cool Roof와 Green Roof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옥상

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PCM Cool Roof System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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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하여 PCM 적용 시 고려요소 분석, PCM을 건

물에 적용하였을 경우 온도 저감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국내 학술지 및 학

위논문, 국내·외 PCM 적용 연구의 논문을 통하여 분석한다. 기존 문헌의 고

려요소는 건물 지붕면 표면 온도 저감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열성능 시

뮬레이션을 이용한 예측분석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한 PCM Cool Roof System의 비교 분석에 앞서

축소모형실험과 실물모형실험의 24시간 분 단위 온도 데이터를 측정하고,

‘EnergyPlus’와 ‘Design Builder’를 이용하여 모형실험 열성능 시뮬레이션 입

력 값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SHRAE(2002)14)에서 제시하는 시뮬레

이션 검증 기준인 1시간 단위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입력 값의 신뢰도를 확

보하기 위해 실내온도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실물적용실험 보다는 온도변화

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축소모형실험을 시뮬레이션과 우선 비교 검토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입력 값과 PCM의 양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물모형실험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

한 과정을 거친 PCM Cool Roof Syste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후 및 변수

들을 고려한 국내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자 한다. 연구 흐름도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14) M&V Guidelines :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for Performance-Based Contracts

Version 4.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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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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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CM Cool Roof System의열성능이론고찰

2.1 PCM Cool Roof System의 정의 및 특성

2.1.1 PCM(Phase Change Material)의 정의

PCM이란 온도에 따라 상(Phase)이 변하는 물질을 뜻하고, 축열의 성능을

이용하는 재료로서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면 PCM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는

축열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PCM이 결정화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방열성

을 반복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15) PCM은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잠열에

의한 축열을 하게 되어 현열 축열양보다 현저하게 높은 열을 축열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그림 2.1)은 PCM의 상태변화에 관한 다이어그램이

다. 잠열(Latent Heat)이란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열을

말하며 현열보다 온도변화에 대한 효율이 뛰어나다. PCM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열역학적 성질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상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높은 비열과 축열 성능을 보유

해야 한다. 동역학적 성질은 과냉각 현상이 적게 발생해야 하며, 높은 결정

성장률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성질로는 응결·융해 순환 시 내구

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비인화성, 비폭발성, 비부식성 등의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16)

15) 전지수 외 2명,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PCM/diatomite oomposites의 제조 및 특성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32, No. 1, pp. 470-474 2012

16) 방선규,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석사학위논문, 중앙

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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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CM의 상태변화

다음의 (그림 2.2)는 PCM의 상변화 과정(액체→고체)이다.

(그림 2.2) PCM의 상변화 과정(액체→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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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CM Cool Roof System의 정의 및 특성

PCM Cool Roof System은 PCM의 상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하절기 지붕

마감재의 과열을 막고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겨울철 난방 부하의 증가를 막

고자 하는 것이다. PCM 온도가 상변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열을 잠열의

형태로 축적하여 지붕 표면의 열이 현열의 상태로 저장하는 기존의 지붕 마

감재와 달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건물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한

다. PCM Cool Roof System은 (그림 2.3)과 같이 기존 지붕의 온도가 50~8

0℃까지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표면 온도를 30~40℃로 유지하여 지붕의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2.3) PCM Cool Roof System의 효과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를 위해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적용

할 수 있어야 하므로 PCM Cool Roof System은 기존 지붕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경량의 플레이트 형태로 개발한다. 또한, 표면 마감은 반사율과 방사율

이 높은 재료로 마감하여 내부로의 열전달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표면

마감 처리 후 내부 중공 층에 PCM을 삽입하여 내부 엔탈피 증가에 의한 상

변화가 이뤄지게 되고, 구조체로의 열전달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도시 열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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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완화 방안으로 제시되는 Cool Roof가 제시되고 있으나, Cool Roof는 여름

철 냉방기에는 지붕을 통한 열 획득을 최소화함으로써 냉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난방 부하가 큰 기후대에서는 겨울철 난방 부하 증가를 일으킬 수 있

으므로 연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계점이 있다. PCM Cool Roof System은 기존 Cool Roof보다는 표면 온도 저

감 성능이 다소 떨어지나, 건물 내부 온도의 변화 폭이 줄어들어 재실자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Cool Roof보다 우수하고, 냉방과 난방 에너지를 절감함으

로써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PCM의 에너지 축적을

위한 PCM Cool Roof System의 반사율은 Cool Roof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낮아질 수 있으나, 기존 지붕 마감재의 반사율보다는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

지붕 마감재와 Cool Roof, PCM Cool Roof의 온도 범위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PCM Cool Roof System의 온도 범위



- 11 -

2.2 PCM(Phase Change Material)의 열성능 이론 고찰

PCM을 건축에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에 함침 시

켜서 사용하거나 PCM을 캡슐화를 시키거나 기존의 페인트에 배합시키는 등

의 방법을 사용하여 PCM의 상변화 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순수한 PCM의 건축적용을 위한 방법과 건물

옥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2.1 PCM의 지붕 적용 연구 동향

PCM의 지붕 적용을 위한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건물의 표면

에 해당하는 옥상 부위에 PCM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입

하는 열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Frédéric Kuznik et al.17)의 연구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한 PCM 특성을 소

개하였다. Peippo et al.이 개발한 PCM의 수량산출식은 건물 내벽에 설치하

는 PCM 합성보드에 대한 계산식이다.(수식 1, 2, 3)

  


(수식 1)

  ∆


(수식 2)

 


(수식 3)

여기서 는 PCM의 상변화 최적온도를 말하며, 는 실내 평균온도,

Q는 단위 면적당 실내 내벽 표면의 열 흡수량, h는 벽 표면의 평균 열전달계

수, 는 열 저장주기, 는 최적 두께(수량), 는 실 주간 온도, 는

실 야간 온도,  는 축열·방열 시간을 나타낸다.

Esam M. Alawadhi et al.18)의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 표면의 원형 중공층

17) Frédéric Kuznik et al., A review on phase change materials integrated in building

wall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15, pp 379-391, 2011



- 12 -

내부에 PCM을 삽입하였을 때 온도 및 부하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3차원

수치 해석적 분석결과 약 39%의 냉방 부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Som Shrestha et al.19)의 연구에서는 건물 외부 벽체에 PCM을 적용 시 열

성능 측정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실측데이터와 에너지플러스

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열유량의 차이를 비교하여 약 5%의 냉방 부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는 PCM이 95% 이상 상변화가 발생하는 기후

조건의 결과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Hashem J. Alqallaf et al.20)의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 표면의 중공층 내부

PCM을 삽입한 구조체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열획득을

지연 및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연구 결과는 옥상 표면에서 내부로 유입

되는 열량의 12~17%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Huann-Ming Chou et al.21)의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에 적용되는 물결무늬

형상의 강판에 PCM 단열층을 부착하여 열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일

반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보다 약 9.6%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확인하였다.

PSS. Srinivasan and M. Ravikumar22)의 연구에서는 RCC 구조 상부에

PCM을 충진시킨 구조체를 제작하여 열성능을 분석하였다. 주간 일사에 의한

열량은 PCM에 의해 실내 유입이 지연되고, 야간 냉각 시 외부 기후 조건은

구조체 하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연간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총 열량

의 약 56%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18) Esam M. Alawadhi et al, Building roof with conical holes containing PCM to

reduce the cooling load : Numerical study,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 52, pp 2958-2964, 2011

19) Som Shrestha et al, Modeling PCM-Enhanced insulation system and benchmarking

energyplus against controlled filed data, proceeding of building simulation 2011, 12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building performance simulation association, pp 800-807,

2011

20) Hashem J. and Alqallaf et al., Concrete roof with cylindrical holes containing PCM

to reduce the heat gain, Energy and Buildings, Vol. 61, pp 73-80, 2013

21) Huann-Ming Chou et al, A new design of metal-sheet cool roof using PCM, Energy

and Buildings, Vol.57, pp 42-50, 2013

22) PSS. Srinivasan and M. Ravikumar, Heat transfer analysis in PCM-filled RCC roof

for thermal management,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8,

pp 1073-107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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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c¸ a Tokuc et al.23)의 연구에서는 건물 외부 구조에 PCM을 삽입하였

을 때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평지붕에 PCM을 결합

하여 표면과 구조체 하부의 온도를 제어하여 표면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한

내부 PCM의 온도 변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PCM 층의 두께를 변화시켜 분

석하였다. 이스탄불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이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절기의 높은 온도로 인해 구조체의 온도가 높아져 상변화 온도 27℃ PCM

의 잠열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를 통하여 약 27℃의 PCM은 하절

기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간절기에 더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하

였다.

Stéphane Guichard et al.24)의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에 적용되는 경사 지붕

의 축소 모델을 통한 지붕 경사면 내부의 PCM 유무에 따른 열성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Reunion Island에서 진행되었으며, PCM의 주·야간 열적

거동 및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PCM 경사 지붕의 열저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Li Dong et al.25)의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에 적용되는 경사 지붕에 PCM을

적용하였을 때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를 열성능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확

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PCM을 적용한 지붕의 정점 온도 지연 및

온도 저감을 확인하였다. PCM을 삽입하였을 때 일반 지붕과 비교 시 약 3시

간의 온도 지연효과(Time-lag)를 확인하였다.

Jiawei Lei et al.26)의 연구에서는 건물 외벽 PCM 적용에 따른 냉방 부하

저감에 관한 연구를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기 조건, 위치, 상변화 온

도, PCM 두께 등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싱가포르 모든 계절

23) Ayc¸a Tokuc et al.,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use of

phase change materials in building elements_The case of a flat roof in Istanbul,

Energy and Buildings, Vol. 102, pp 91-104, 2015

24) Stéphane Guichard et al.,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a complex roof

incorporating phase-change material, Energy and Buildings, Vol. 108, pp 36-43, 2015

25) Li Dong et al., Numerical analysis on thermal performance of roof contained PCM

of a single residential build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 100, pp

147-156, 2015

26) Jiawei Lei et al.,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envelopes integrated with phase

change materials for cooling load reduction in tropical Singapore, Applied Energy,

Vol. 162, pp 207-2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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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후조건에서 효과가 나타났고, 특정 계절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후

대에 맞게 상변화 온도를 설정해야 한다. 외벽 표면 근처에 설치되는 PCM은

낮은 온도에서의 상변화가 잠열 활용에 좋다고 분석하였다. 냉방 부하 저감

효과는 1년 동안 21~32%의 열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PCM

의 온도 설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Amitha Jayalath.27)의 연구에서는 주택 건물 지붕 층에 PCM을 적용하여

열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실험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후 진행

하였으며, 멜버른의 지역에서 Melting Point가 23℃일 때 냉방 부하가 39%

감소, 난방 부하가 1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CM은 난방 부하보다

냉방 부하를 줄이는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Kibria K. Roman.28)의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에 Cool Roof와 PCM을 결합

하여 UHI(열섬현상)를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UHI 감소 효과에

는 반사율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PCM과 함께 사용할 경우 건물 에너

지 절약과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Shilei Lu29)의 연구에서는 Cool 재료와 PCM을 결합하여 새로운 에너지 효

율적인 지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ool 재료와 PCM을 결합하여 지붕

재료로 이용할 경우 외부의 영향을 억제하고, 실내 온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호민30)의 연구에서는 옥상 표면 구조체에 PCM을 함유시킨 도료를 타일

에 함침 시킨 마감과 Cool Paint 마감 및 기존의 옥상 마감을 비교하는 축소

모델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옥상 마감과 비교하였을 때 흰색 계열의 PCM

도료 마감과 Cool Paint 마감의 경우 높은 반사율로 인해 표면 온도 및 실내

온도를 저감을 확인하였으나, 도료 마감 PCM 적용은 PCM의 효과가 직접적

27) Amitha Jayalath et al, Effects of phase change material roof layers on thermal

performance of a residential building in Melbourne and Sydney, Energy and

Buildings, Vol.121, pp 152-158, 2016

28) Kibria K. Roman et al, Simulating the effects of cool roof and PCM (phase change

materials) based roof to mitigate UHI (urban heat island) in prominent US cities,

Energy, Vol.96, pp 103-117, 2016

29) Shilei Lu et al, Experimental research on a novel energy efficiency roof coupled

withPCM and cool materials, Energy and Buildings, Vol.127, pp 159-169, 2016

30) 김호민, 도시열섬저감을 위한 PCM과 Cool Roof 성능실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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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방선규31)의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마감재에 표면 반사율과 PCM 상변화 온

도에 따른 표면 및 구조체 온도 측정하는 축소모델실험을 진행하였다. 표면

온도가 반사율이 0.17에 비하여 반사율 0.47인 경우 평균 13.8℃ 낮아지는 효

과를 및 PCM 유무에 따른 10℃의 저감 효과를 확인 하였다.

연구자 PCM 건물 적용 연구 내용 요약

Frédéric Kuznik et al

PCM 특성 및 기존 실험 문헌 고찰

Peippo et al. 이 개발한 PCM의 개략적인 수량산출식 소

개 및 건물 내벽에 설치되는 PCM의 경우 구성체 물질끼

리의 열전달 고려

Esam M. Alawadhi et al

옥상 표면에 PCM 적용 시 온도 저감 및 부하 저감 효과

분석

3차원 수치해석적 분석 결과 냉방 부하가 약 39% 저감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Som Shrestha et al

PCM을 건물 벽체 외부 적용 열성능 측정 및 에너지 시뮬

레이션 수행

실측데이터와 EnergyPlus를 활용 결과 냉방 부하가 약

5%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Hashem J. Alqallaf et al

옥상 표면 원형 중공층 내부에 PCM을 삽입한 구조체를

제작하여 실험 진행

표면부터 내부로 유입되는 열량 12~17% 감소효과 확인

Huann-Ming Chou et al

옥상 표면 물결무늬 강판 내부에 PCM을 삽입한 구조체를

제작하여 실험 진행

일반 단열재보다 약 9.6% 에너지 절약 효과 확인

<표 2.1> PCM의 지붕 적용 연구 동향 요약 (1)

31) 방선규,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6



- 16 -

연구자 PCM 건물 적용 연구 내용 요약

PSS. Srinivasan and M.

Ravikumar

옥상 표면 RCC 구조 상부에 PCM을 삽입한 구조체를 제

작하여 실험 진행

주간 일사의 열량이 PCM 층에 의해 실내 유입이 지연되

는 것을 확인

연간 실내로 유입되는 열량 약 56% 감소효과 확인

Ayc¸ a Tokuc et al

일반적인 평지붕에 PCM을 결합하여 표면 온도 및 구조체

하부 콘크리트 온도 확인

축소모형 실험으로 27℃ PCM을 이용하여 두께를 변화시

켜 연구한 결과 여름철보다는 간절기에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

Stéphane Guichard et al

경사 지붕 축소모형실험으로 PCM의 유무에 관한 표면 온

도 및 실내 온도 변화 확인

해안기후에서의 PCM을 삽입한 경사 지붕 열성능 확인

Li Dong et al

경사 지붕에 PCM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PCM을 적용한 경우 지붕의 온도 저감 효과 및 정점 온도

지역 효과 확인

일반적인 지붕 보다 약 3시간의 온도 지연효과 확인

Jiawei Lei et al

PCM 건물 외벽 적용 시 냉방 부하 저감효과 확인

외기조건, 상변화 온도, 부위, PCM 수량 등을 고려한 시

뮬레이션 분석

PCM 사용 시 1년 동안 21~32%의 열 획득 저감효과 확인

Amitha Jayalath

주택 건물 옥상에 PCM을 적용하여 열성능 분석

실측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비교 검증

멜버른 지역에서 23℃ PCM 사용 시 냉방 부하 39% 감

소, 난방 부하 12% 감소효과 확인

Kibria K. Roman

옥상 표면 마감재에 Cool Roof와 PCM을 결합한 구조체

제작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 검토

건물 마감재에 반사율 및 PCM을 사용하는 것이 UHI(열

섬현상) 감소 및 에너지 절약효과 확인

<표 2.2> PCM의 지붕 적용 연구 동향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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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PCM 건물 적용 연구 내용 요약

Shilei Lu

옥상 표면 마감재에 Cool 재료와 PCM을 결합하여 실험

진행

Cool 재료와 PCM을 결합한 경우 외부 영향 억제 및 실내

온열 환경 개선 효과 확인

김호민

PCM을 함유한 도료로 마감한 기존 지붕 마감재 효과 비

교 실험

축소모형을 이용한 실내/외 실험

방선규

기존 건축마감재에 PCM을 적용 및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 및 구조체 온도 비교 실험

축소모형을 이용한 인공기후 실험

반사율을 높여 13.8℃ 온도저감 효과 확인 및 PCM 유무

에 따른 10℃ 저감효과 확인

<표 2.3> PCM의 지붕 적용 연구 동향 요약 (3)

2.2.2 PCM의 지붕 적용 기존 연구 고려요소 분석

기존 연구 분석을 종합하여 PCM 지붕 적용 시 효과와 고려 요소를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PCM은 건물 외부 적용 시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실내

로 유입되는 열 획득을 차단하고, 표면 및 내부 최고온도 도달시간을 PCM을

적용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들 보다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PCM의

상변화 온도는 지역 기후에 맞게 선정해야 하며, 사계절의 기후대에서는

PCM의 사용이 제한된다.

PCM 활용의 대표적인 제한점은 계절이다. PCM의 잠열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PCM의 상변화 온도 설정이 중요하다. 하절기의 높은 온도를 목표

로 PCM을 선택하는 경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절기에서는 PCM의 잠

열효과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은 동절기를 목

표로 설정하면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서는 PCM이 항상 융해되어 사용이 제

한된다. 따라서 PCM의 건물 지붕 적용을 위한 첫 번째 고려 요소는 기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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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적용 부위의 표면 온도이다. 두 번째 고려요소는 상변화 온도 설정이다.

상변화 온도는 잠열형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온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고려요소는 PCM을 적용할 부위이다.

PCM 적용을 위해서 상변화 온도와 적용할 부위를 고려해야 한다. 실내의 적

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내 벽이나 천장 부위에 적용되는 경우 실내 온

도를 고려하여 상변화 온도를 설정하고, 실외에 적용하는 경우 실외 기후대

를 고려하여 상변화 온도를 설정한다. 네 번째 고려요소는 PCM의 수량이다.

PCM을 적용하는 경우 상변화 층의 열적 거동은 실내·외 온도, PCM 잠열량,

비열 등의 물질 특성에 따라 변한다. 다섯 번째 고려요소는 PCM 적용 방법

이다. PCM을 적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재료에 함침, 도포, 캡슐화, 패킹 등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 PCM의 특징인 잠열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외에 적용하는 경우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고려요소는 PCM을 적용한 실험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비교 검증이다. 실험을 통한 측정데이터는 시뮬레이션에 적용하

여 비교 검증한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해 실험데이터 및 검증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PCM의 적용 부위에 따라 상변화 온도를 결정한 경우 외기조건

의 특성을 고려하여 PCM의 수량을 결정한다. 외부로부터 건물 내부로 열이

유입되는 경우 PCM의 상변화 온도와 수량의 선택으로 충분한 열량을 감당

할 수 있어야 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상변화 후 현열 증가로 인하여 실내

로 열이 유입된다. 그리고 PCM 층이 외부로부터 유입 열량 이상의 잠열량을

가지도록 선정된다면 시공비 증가와 하중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CM 건물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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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향 평가

적용부위의 표면온도

표면 온도는 건물이 속한 기후대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외기 및 표면 온도는 지붕 층에 영향을 주며 내부로 유입

되는 열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변화 온도

건물이 속한 기후대와 계절에 따라 외기 및 표면 온도가

달라지며, 적용부위에 따라 상변화 온도를 설정하게 된다.

건물 지붕에 PCM을 적용할 경우 외기 온도와 표면 온도는

상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건물

내부에 적용할 경우 실내 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PCM 적용 부위

건물의 적용부위는 상변화 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며 특히 건물 내부와 외부에 적용하는 경우 유지하고자 하

는 상변화 온도를 결정한다.

PCM 수량

PCM의 수량은 상변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유지하는 시간

그리고 표면 온도의 최댓값에 영향을 준다. 즉, PCM의 수

량은 총 잠열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면 및 내부온도, 열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CM 적용 방법

PCM의 적용방법은 기존의 재료에 함침, 도포, 캡슐화, 패

킹 등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 PCM의 특징인 잠

열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외에 적용하는 경우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

려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비교 검증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즉데이터와 비교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측데이터와 비교 검증단계를 우선으로 검토해

야 한다.

<표 2.4> PCM 건물 적용 시 기존 연구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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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축소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3.1 실험 개요

본 장에서는 PCM Cool Roof System을 플레이트의 형태로 기존 건물 옥

상에 적용이 쉽도록 설계하여,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서도 열섬효

과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PCM Cool Roof System

은 경량이면서 고강도의 마감재로 제작하여 하중의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구

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PCM의 적용 용량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량의 PCM만으로도 표면 온도 감소 효과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장의 실험에서 사용한 PCM은 기존의 문헌고찰에서 PCM의 특

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석재, 목재, 금속류에 적용할 수

있도록 Packing type으로 제작하였다. 실험방법은 일반적인 슬래브 지붕의

단면구성을 참조하여 1/10 규모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였고, 국내에서 주로 사

용되는 마감재인 WPC(Wood Plastic Composite)를 상부의 마감으로 선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두 모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축소모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물모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외기에서 주간 동안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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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성능 모형실험 실험체 제작 및 실험동 구축

3.2.1 PCM Cool Roof System 제작

Packing type PCM의 적용을 위해 기존 건물의 표면 마감재에 비교적 적

용이 수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WPC를 상부의 마감재로 선

정하여, PCM Cool Roof System(이하 : PCM CRS)을 구성하였다. PCM

CRS 모형실험에 사용된 Packing type PCM과 WPC는 (그림 3.1)과 같은 제

작과정을 거쳐 적용하였으며, 모형실험의 적용 위치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이 기존 지붕 마감의 상부에 위치하였다.

(그림 3.1) PCM Cool Roof System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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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CM Cool Roof System 적용

(1) Packin type PCM 제작

Packing type PCM의 제작에 사용된 PCM은 Melting point가 44℃<표

3.1>인 RUBITHERM®사의 n-Docosane 계열 PCM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그림 3.3)과 같이 나일론 필름에 PCM을 평균 35g로 균일한 양과 간격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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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T 44 PCM (n-Paraffins)

상변화온도 44℃

주요재료 파라핀계

1팩 당 무게

(잠열량)

35g

(241J/ g)

사진

<표 3.1> 상변화 온도 44℃ PCM

(그림 3.3) Packing type PCM 제작

(2) WPC(Wood Plastic Composite)의 열적 거동 실험

WPC는 플레이트는 목재-플라스틱 복합체를 성형하여 만든 마감재로서 기

존 건물의 지붕 마감재로 적용이 비교적 수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사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WPC 데크 플레이트는 다음의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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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WPC(Wood Plastic Composite) 데크 플레이트

PCM을 지붕마감재에 적용하기 위해 WPC와 일반 목재의 열전도율과 열적

성능을 측정하였다. WPC와 일반 목제는 (그림 3.5)와 같이 600×600mm로 마

감재 플레이트를 제작하여 열적 거동을 확인하였다.

(그림 3.5) WPC, 일반목재 모형제작

열전도율 측정결과 다음의 <표 3.2>와 같이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WPC

와 목재가 각각 5배, 12배의 적은 열전도율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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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hermal conductivity(W/m°C)

WPC 0.35

경질목재 0.15

연질목재 0.13

보통콘크리트 1.83

<표 3.2> 재료별 열전도율 측정값

WPC 플레이트는 TCi 분석을 통하여 열전도율을 측정하였고, 10회의 측정

값의 평균을 구하여 중공층 포함 시와 비포함 시 0.55 W/m·K, 0.53 W/m·K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누름 모르타르는 일반적인 시멘트배합(1:3)의 모르타

르로 열전도율은 1.4 W/m·K를 가지고 있다. 사용된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1호로 0.028 W/m·K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다. 하부 콘크리트는 일반 배합

비 (1:2:4)로 1.6 W/m·K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다. WPC 열전도율 측정 결

과는 다음의 <표 3.3, 3.4>와 같다.

측정회차 Effusivity (Ws²/㎡K) k (W/mK) 1/m

1 887.99 0.52 96.88

2 888.53 0.53 97.07

3 889.80 0.53 96.99

4 894.84 0.53 97.38

5 890.30 0.53 97.11

6 889.12 0.53 97.03

7 893.00 0.53 97.34

8 891.12 0.53 97.23

9 894.20 0.53 97.34

10 888.42 0.53 97.01

　 평균 0.53 　

<표 3.3> 중공층 포함 WPC 열전도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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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회차 Effusivity (Ws²/㎡K) k (W/mK) 1/m

1 899.18 0.54 97.54

2 906.07 0.54 97.94

3 913.47 0.55 98.53

4 906.10 0.54 98.03

5 908.28 0.55 98.16

6 911.32 0.55 98.34

7 915.38 0.55 98.65

8 911.10 0.55 98.40

9 911.20 0.55 98.41

10 913.55 0.55 98.39

　 평균 0.55 　

<표 3.4> 준공층 미포함 WPC 열전도율 측정 결과

(3) 모형실험 측정 장비 및 측정위치

측정 장비는 일사, 반사율, 공기 온습도를 선정하였으며 측정에 사용된 장

비는 다음 <표 3.5>와 같다.

Datalogger Thermocouple

midi LOGGER GL820 / Graphtec T-Type

Pyranometer Digital Thermo-Hygrometer

TES-132 / TES SK-L200TH Ⅱ α / SATO

<표 3.5> 측정 장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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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측정 위치는 (그림 3.6)과 같으며, 마감재의 표면, 마감재 내부, 마감

재 하단(콘크리트 모르타르 상부) 그리고 실험체 내부로 T-Type 열전대를

각 부분에 2개씩 부착하였고, 데이터 수집 시 오류 방지 및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

(그림 3.6) 열전대 측정 위치

3.2.2 실험체 구성

(1) 축소모형 실험체 구성

축소모형 실험체는 PCM CRS의 열성능을 확인하고자, 일반적인 슬래브 지

붕의 단면구성을 참조하여 1/10 규모인 600×600×600mm 크기로 축소모형을

제작하였다. 지붕을 제외한 벽체 및 바닥의 열 출입을 막기 위하여 40mm의

단열재를 삽입하였으며, 지붕 층의 기본구조는 (그림 3.7)과 같이 하부부터

콘크리트, 단열재, 누름 모르타르의 순서로 제작하였다.

(그림 3.7) 축소모형 실험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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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모형 실험체 구성

PCM CRS의 실물적용실험을 위해 중앙대학교 208관 옥상에 위치한 실물

모형을 선정하였고, 실물모형 개요는 다음 <표 3.6>과 같다.

구 분 내 용 실물모형

높이 2.5m

층수 1층

향 정남향

층고 2.4m

지붕 면적 26 ㎡

<표 3.6> 실물모형 실험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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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소모형실험 측정 결과

3.3.1 실험 개요 및 설정

본 실험에서는 WPC (반사율 0.17)에 PCM의 유무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실험의 변수 선정은 다음 <표 3.7>과 같다.

항목 단일 WPC PCM CRS

색상 갈색

반사율 0.17

열전도율 W/m·K 0.55 0.55 + 0.18

PCM 유무 - Melting point 44℃

사진

<표 3.7> 축소모형실험 변수 선정

실험은 2015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

치한 중앙대학교의 208관 건물 옥상에서 장애물로 인한 일사의 방해가 없는

실험환경을 조성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의 실험결과(그림 3.8)는 측정 3일간의

데이터이며,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9월 24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9

월 24일 평균기온은 23.4℃, 평균 구름양은 3.0, 평균풍속은 1.9m/s이다.

(그림 3.8) 축소모형 측정결과 (9월 22~24일)



- 30 -

3.3.2 온도 측정 결과

(1) 플레이트 표면 온도

(그림 3.9) 축소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그래프

축소모형 온도 측정 결과 플레이트 표면 온도는 (그림 3.9)와 같이 최고온

도는 단일 WPC가 54.5℃, PCM CRS은 47.7℃로 나타났고, PCM이 들어있지

않은 단일 WPC의 온도가 높았으며, PCM CRS과 비교 시 최대 6.8℃의 차이

가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3.8>과 같

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54.5 47.7

평균 38.0 34.9

최저 14.5 14.7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9.2 32.3

평균 22.4 24.2

최저 18.9 19.4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54.5 47.7

평균 28.4 27.4

최저 14.5 14.7

<표 3.8> 축소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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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이트 내부 온도

(그림 3.10) 축소모형 플레이트 내부 온도 그래프

축소모형 온도 측정 결과 플레이트 내부 온도는 (그림 3.10)과 같이 플레이

트 내부 온도도 최고온도가 단일 WPC, PCM CRS 순으로 나타났다. 마감재

내부의 경우 PCM과 접해있기 때문에 PCM의 상변화 온도와 구간에서 시간

지연(Time La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PCM의 경우 약

6시간 일정한 온도(43℃ 내외)를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플레이트 내부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내부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53.9 42.8

평균 37.5 33.4

최저 14.9 14.8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내부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32.3 39.4

평균 24.3 27.7

최저 20.0 20.9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내부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53.9 42.8

평균 28.7 27.6

최저 14.9 14.8

<표 3.9> 축소모형 플레이트 내부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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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레이트 하부 온도

(그림 3.11) 축소모형 플레이트 하부 온도 그래프

축소모형 온도 측정 결과 플레이트 하부 온도는 (그림 3.11)과 같이 플레이

트 하부 온도 역시 플레이트 표면 및 플레이트 내부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

며, 오전 중 온도는 플레이트 내부와 비교 시 낮았고, 야간 냉각 시 온도는

약 1~2℃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부의 콘크리트 층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플레이트 하부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3.10>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48.4 41.3

평균 34.5 31.9

최저 15.6 15.3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34.7 39.3

평균 26.6 29.6

최저 21.7 22.1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48.4 41.3

평균 28.1 27.4

최저 15.6 15.3

<표 3.10> 축소모형 플레이트 하부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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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체 천장 온도

(그림 3.12) 축소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그래프

축소모형 온도 측정 결과 실험체 천장 온도는 (그림 3.12)와 같이 나타났으

며, 실내 천장면의 최고 온도 도달 시간은 단일 WPC 16시 40분, PCM CRS

17시 31분 순서로 나타났다. 단일 WPC의 경우 일몰 이후 냉각 시 다른 실험

체에 비하여 온도의 냉각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일몰 이

후 실내 최저 온도는 PCM CRS 21.7℃, 단일 WPC 20.9℃로 나타났다. 실험

체 천장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3.11>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38.7 36.0

평균 27.8 25.9

최저 17.7 17.9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37.5 35.9

평균 31.6 32.3

최저 26.4 27.6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38.7 36.0

평균 26.7 26.1

최저 17.7 17.9

<표 3.11> 축소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측정결과



- 34 -

3.4 실물모형실험 측정 결과

3.4.1 실험 개요 및 설정

본 실험은 축소모형실험의 변수 조건과 동일하게 WPC (반사율 0.17)에

PCM의 유무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변수 선정은 다음<표 3.12>

과 같다.

항목 단일 WPC PCM CRS

색상 갈색

반사율 0.17

열전도율 W/m·K 0.55 0.55 + 0.18

PCM 유무 - Melting point 44℃

사진

<표 3.12> 실물모형실험 변수 선정

실험은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

치한 중앙대학교 208관 건물 옥상에 위치한 실물모형에 일사의 방해가 없는

실험환경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기간은 총 한 달이지만, 상세한 데이터 분석

을 위하여 10월 6일 측정 데이터(그림 3.13)를 활용하였다. 10월 6일 평균기

온은 18.0℃, 최고기온 23.5℃, 최저기온 13.6℃, 평균 구름양 2.8, 강수량은 없

었다.

(그림 3.13) 실물모형 측정결과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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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온도 측정 결과

(1) 플레이트 표면 온도

(그림 3.14) 실물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 결과

실물모형 온도 측정 결과 플레이트 표면 온도는 (그림 3.14)와 같이 나타났

으며,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42.2℃, PCM CRS은 41.4℃로 나타났고, 단일

WPC 온도가 높았으며, PCM CRS와 비교 시 최대 0.8℃의 차이가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3.13>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42.2 41.4

평균 28.3 28.1

최저 11.0 11.1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1.4 22.5

평균 17.4 18.3

최저 15.1 15.6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42.2 41.4

평균 22.0 22.2

최저 11.0 11.1

<표 3.13> 실물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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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체 천장 온도

(그림 3.15) 실물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측정 결과

실물모형 온도 측정 결과 실험체 천장 온도는 (그림 3.15)와 같이 나타났으

며,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23.9℃, PCM CRS은 23.7℃로 나타났고, 단일

WPC 온도가 높았으며, PCM CRS와 비교 시 최대 0.2℃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체 천장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3.14>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3.8 23.7

평균 22.4 22.1

최저 21.6 21.2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3.8 23.7

평균 23.4 23.2

최저 22.8 22.6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3.9 23.7

평균 22.8 22.5

최저 21.6 21.2

<표 3.14> 실물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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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체 실내 온도

(그림 3.16) 실물모형 실험체 실내 온도 측정 결과

실물모형 온도 측정 결과 실험체 실내 온도는 (그림 3.16)과 같이 나타났으

며,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23.3℃, PCM CRS은 23.3℃로 동일하게 나타났

고, 최저온도는 단일 WPC가 22.0℃, PCM CRS은 21.7℃로 단일 WPC 온도

가 높았으며, PCM CRS와 비교 시 최대 0.3℃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체 실

내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3.15>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물모형 실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2.8 22.9

평균 22.3 22.1

최저 22.0 21.7

야간

(18시간∼24시간)

실물모형 실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2.9 23.0

평균 22.7 22.7

최저 22.5 22.5

전체

(0시간∼24시간)

실물모형 실내 온도 (℃)

단일 WPC PCM CRS

최고 23.3 23.3

평균 22.5 22.4

최저 22.0 21.7

<표 3.15> 실물모형 실험체 실내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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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본 장에서는 축소모형실험의 온도 측정과 실물모형실험의 온도 측정을 하

였다.

먼저 축소모형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PC에 PCM의 유무에 따른 결과, 플레이트 표면의 주간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54.5℃, PCM CRS은 47.7℃로 나타났으며, PCM이 들어있지 않은 단

일 WPC의 온도가 높았고, PCM CRS과 비교 시 최대 6.8℃의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내부 PCM의 열 획득으로 인한 표면 열 손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

며, RT 44 PCM의 잠열량에 의해 상변화 온도 범위에서 최고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플레이트 내부의 경우 PCM과 접해있기 때문에 PCM의

상변화 온도와 구간에서 시간 지연(Time la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PCM의 경우 약 6시간 일정한 온도(43℃ 내외)를 유지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플레이트 하부 온도 역시 플레이트 표면 및 플레이트 내부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오전 중 온도는 플레이트 내부와 비교 시 낮았고 야

간 냉각 시 온도는 약 1~2℃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부의 콘크리트 층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실내 천장면의 최고 온도 도달 시간은 단일 WPC 16시

40분, PCM CRS 17시 31분으로 나타났다. 단일 WPC의 경우 일몰 이후 냉각

시 다른 실험체에 비하여 온도의 냉각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하였다.

실물모형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PC에 PCM의 유무에 따른 결과, 플레이트 표면의 주간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42.2℃, PCM CRS은 41.4℃로 나타났으며, 단일 WPC 온도가 높았

고, PCM CRS와 비교 시 최대 0.8℃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하절기가 아닌

간절기 기후임에도 PCM의 상변화 과정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WPC+PCM 혼합재료를 지붕마감재에 적용할 경우, 일반 건축 마감

재보다 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Melting Point

가 44℃인 RT 44 PCM이 PCM을 사용하지 않은 단일 WPC보다 온도를 낮

추고, 최고 온도 도달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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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시뮬레이션

4.1 열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개요

본 장에서는 PCM Cool Roof System의 건물적용 예측 열성능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비교 분석에 앞서 PCM Cool Roof System의 시

뮬레이션 입력 값을 도출하기 위해 축소모형실험과 실물모형실험의 실측데이

터를 시뮬레이션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SHRAE에서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검증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입력 값의 신뢰도를 확보하

기 위해 실내온도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실물적용실험 보다는 온도변화의 폭

이 크게 나타나는 축소모형실험을 시뮬레이션과 우선 비교 검토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입력 값과 PCM의 양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

용하여 실물모형실험 시뮬레이션 입력 값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

한 과정을 거친 PCM Cool Roof System 시뮬레이션 입력 값을 통해 기후

및 변수들을 고려하여 국내 기후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확인한다. 모형실험

의 실측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의 비교 검토 흐름도는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PCM Cool Roof System 입력 값 검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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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열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적정성 검증

4.2.1 시뮬레이션 설정 및 개요

(1) 열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DOE)

에서 개발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ergyPlus Ver. 8-5’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축소모형 실험체 모델링은 영국의 ‘Design Builder’사에서 개

발한 ‘Design Builder version 4.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

한 날씨 데이터는 기상청의 최근 10년간의 서울 데이터를 참조하여 적용하였

으며, 축소모형실험을 진행하였던 날씨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실험 모델은 축소모형 실험에 적용된 재료를 동일하게 적용하

였으며, PCM의 특징인 온도별 잠열량 값은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으로

측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값은 다음 <표 4.1>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 시간 단위로 평균온도 값을 측정하였다.

항목 참조

시뮬레이션 개요 EnergyPlus + Design Builder

기상데이터 기상청 최근 10년간의 데이터

모델링 축소모형실험체

PCM 잠열량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

측정시간 24시간 / 1시간

<표 4.1> 시뮬레이션 적용 값

(2) 축소모형 열성능 시뮬레이션 설정

가) 외벽 설정 조건

시뮬레이션 모델의 외벽은 축소모형 실험체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

며, 구성은 Wood derivatives-plywood 3mm, XPS Extruded

Polystyrene-HFC Blowing 40mm, Wood derivatives-plywood 3mm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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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외벽 값은 다음 <표 4.2>와 같다.

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Wood

derivatives

-plywood

3 mm 0.12 W/m-K

XPS Extruded

Polystyrene

-HFC Blowing

40 mm 0.03 W/m-K

Wood

derivatives

-plywood

3 mm 0.12 W/m-K

<표 4.2> 축소모형 외벽 적용 값

나) 지붕 설정 조건

시뮬레이션 모델의 지붕은 축소모형 실험체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

며, 구성은 Mortar 2mm, XPS Extruded Polystyrene-HFC Blowing 18mm,

Concrete 30mm 순으로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지붕 값은 다음

<표 4.3>과 같다.

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Mortar 2 mm 0.88 W/m-K

XPS Extruded

Polystyrene

-HFC Blowing

18 mm 0.03 W/m-K

Concrete 30 mm 1.35 W/m-K

<표 4.3> 축소모형 지붕 적용 값

다) PCM Cool Roof System 설정 조건

시뮬레이션 모델의 PCM CRS은 축소모형 실험체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구성은 WPC 3mm, RT 44 PCM 7mm, WPC 3mm 순으로 적용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PCM CRS의 값은 다음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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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WPC 3 mm 0.25 W/m-K

RT 44 PCM 7 mm 0.18 W/m-K

WPC 3 mm 0.25 W/m-K

<표 4.4> 축소모형 PCM CRS 적용 값

RT 44 PCM의 잠열량 값은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의 측정결과를 적용

하였다.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의 측정값은 다음 <표 4.5>와 같다.

측정 온도 (℃) Enthalpy (j/kg)

Point 1 10 19907

Point 2 15 29700

Point 3 20 39907

Point 4 25 50700

Point 5 30 61249

Point 6 35 72180

Point 7 40 83268

Point 8 42 89458

Point 9 43 94921

Point 10 44 109212

Point 11 45 137871

Point 12 46 167454

Point 13 48 184978

Point 14 50 190852

Point 15 55 202534

Point 16 60 214415

<표 4.5> RT 44 PCM 시차주사 열량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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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물모형 열성능 시뮬레이션 설정

가) 외벽 설정 조건

실물모형의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 100mm, 북측 벽에는 800×600mm 창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측에는 복도가 존재하여 남측의 일사에 영향을 받

지 않는 구조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외벽은 실물모형실험실의 조건과 동일

하게 적용하였으며, 구성은 Mortar 3mm, Zinc 2mm, XPS Extruded

Polystyrene-HFC Blowing 96mm, Zinc 2mm, Mortar 3mm 순으로 적용하였

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외벽조건은 다음 <표 4.6>과 같다.

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Mortar 3 mm 0.88 W/m-K

Zinc 2 mm 110.00 W/m-K

XPS Extruded

Polystyrene

-HFC Blowing

96 mm 0.03 W/m-K

Zinc 2 mm 110.00 W/m-K

Mortar 3 mm 0.88 W/m-K

<표 4.6> 실물모형 외벽 적용 값

나) 지붕 설정 조건

실물모형의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100mm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모

델의 지붕은 실물모형실험실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구성은

Mortar 3mm, Zinc 2mm, XPS Extruded Polystyrene-HFC Blowing 96mm,

Zinc 2mm, Mortar 3mm 순으로 외벽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지붕 조건은 다음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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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Mortar 3 mm 0.88 W/m-K

Zinc 2 mm 110.00 W/m-K

XPS Extruded

Polystyrene

-HFC Blowing

96 mm 0.03 W/m-K

Zinc 2 mm 110.00 W/m-K

Mortar 3 mm 0.88 W/m-K

<표 4.7> 실물모형 지붕 적용 값

다) PCM Cool Roof System 설정 조건

실물모형의 PCM CRS은 축소모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시뮬

레이션 모델의 PCM CRS의 구성은 WPC 3mm, RT 44 PCM 7mm, WPC

3mm 순으로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PCM CRS 조건은 다음 <표

4.8>과 같다.

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WPC 3 mm 0.25 W/m-K

RT 44 PCM 7 mm 0.18 W/m-K

WPC 3 mm 0.25 W/m-K

<표 4.8> 실물모형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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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뮬레이션 적정성 평가 방법

실험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검토는 ASHRAE에서 제안하고 있

는 MBE (Mean Bias Error, 평균 편중 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근 오차), CVRMS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근 오차의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

다32). 적정성 평가에 사용된 식은 다음 (수식 4, 5, 6)과 같다.

  ∑
∑

×(수식 4)

 ∑



(수식 5)

 



×(수식 6)

ASHRAE(2002) 기준에 따르면, 시간별 데이터로 구축된 모델의 MBE 값이

±10% 이내인 경우, CVRMSE 값이 30% 이내인 경우 모델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33). ASHRAE에서 제공하는 MBE, CVRMSE 기준은 다음 <표 4.9>

와 같다.

Calibration Type Index Acceptable Value

Monthly
MBE ± 5%

CVRMSE 15%

Hourly
MBE ± 10%

CVRMSE 30%

<표 4.9> ASHRAE(2002) 기준

32) 신한솔, 데이터 전처리와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냉동기 모델 개발, 성균관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6

33) M&V Guidelines :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for Performance-Based Contracts

Version 4.0, 2015



- 46 -

4.2.3 축소모형실험 시뮬레이션 검증

(1) 플레이트 표면 온도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2) 축소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플레이트 표면 온도는 (그림 4.2)와 같이 나타났으며, 최고

온도는 시뮬레이션이 46.0℃, 축소모형실험은 46.2℃로 나타났으며, 시뮬레이

션 온도가 높았으며, 축소모형실험과 비교 시 최대 0.2℃의 차이가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시뮬레이션 축소모형실험

최고 46.0 46.2

평균 32.8 33.4

최저 13.1 15.0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시뮬레이션 축소모형실험

최고 30.9 33.2

평균 20.9 25.5

최저 16.5 19.9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시뮬레이션 축소모형실험

최고 46.0 46.2

평균 25.7 27.4

최저 13.1 15.0

<표 4.10> 축소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1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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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체 천장 온도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3) 축소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체 천장 온도는 (그림 4.3)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고온

도는 시뮬레이션이 33.0℃, 축소모형실험은 35.8℃로 나타났고, 시뮬레이션 온

도가 높았으며, 축소모형실험과 비교 시 최대 2.8℃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

체 천장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시뮬레이션 축소모형실험

최고 33.0 35.8

평균 25.7 25.3

최저 19.3 17.9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시뮬레이션 축소모형실험

최고 32.8 35.8

평균 28.5 32.8

최저 24.4 28.3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시뮬레이션 축소모형실험

최고 33.0 35.8

평균 25.4 26.0

최저 19.3 17.9

<표 4.11> 축소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1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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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소모형실험 시뮬레이션 평가

(그림 4.4) 축소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축소모형실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축소모형실험의 측정값을 검증항목은 플레이트 표면 온

도, 실내 천장 온도, 외기 온도로 각각의 항목을 MBE, RMSE, CVRMSE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축소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검증 결과, 표면 온도는 다른 지점에 비하여 오차율을 보이나 오차 기

준범위에 충족하고 있으며, 이번 축소모형실험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는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

표면 온도 실내 천장 온도 외기 온도

MBE -6.4 % -2.4 % 0.1 %

RMSE 2.8 2.6 1.5

CVRMSE 10.4 % 10.2 % 6.7 %

<표 4.12> 축소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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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실물모형실험 시뮬레이션 검증

(1)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5) 실물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플레이트 표면 온도에 대하여 실물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그

림 4.5)와 같이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는 실물모형실험이 40.1℃, 시뮬레이션은

37.2℃로 나타났고, 실물모형실험 온도가 높았으며, 시뮬레이션과 비교 시 최

대 2.8℃의 차이가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4.13>

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37.2 40.1

평균 29.1 26.9

최저 15.9 11.4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8.6 24.1

평균 23.2 19.2

최저 19.2 15.9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37.2 40.1

평균 23.5 22.2

최저 14.6 11.4

<표 4.13> 실물모형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1시간 평균)



- 50 -

(2) 실험체 천장 온도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6) 실물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실험체 천장 온도에 대하여 실물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그림

4.6)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는 실물모형실험이 23.6℃, 시뮬레이션은

22.7℃로 나타났고, 실물모형실험 온도가 높았으며, 시뮬레이션과 비교 시 최

대 0.9℃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물모형 천장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4.14>

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2.7 23.5

평균 22.5 22.1

최저 22.4 21.3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2.7 23.6

평균 22.7 23.2

최저 22.7 22.7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2.7 23.6

평균 22.6 22.5

최저 22.4 21.3

<표 4.14> 실물모형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1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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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체 실내 온도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7) 실물모형 실험체 실내 온도 비교 결과

실내 온도에 대하여 실물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그림 4.7)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는 실물모형실험이 23.1℃, 시뮬레이션은 22.7℃로

나타났고, 실물모형실험 온도가 높았으며, 시뮬레이션과 비교 시 최대 0.4℃

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물모형 실내 온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2.7 22.8

평균 22.4 22.2

최저 21.9 21.8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2.6 22.8

평균 22.3 22.7

최저 22.1 22.5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시뮬레이션 실물모형실험

최고 22.7 23.1

평균 22.2 22.4

최저 21.8 21.8

<표 4.15> 실물모형 실험체 실내 온도 비교 결과 (1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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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물모형실험 시뮬레이션 평가

(그림 4.8) 실물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실물모형실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물모형실험 결과의 검증항목은 플레이트 표면 온도,

실험체 천장 온도, 실내 온도, 외기 온도로 각각의 항목을 MBE, RMSE,

CVRMSE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실물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16>과 같다. 검증 결과, 축소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와 같이 표면

온도가 다른 지점에 비하여 오차율을 보이나 오차 기준범위에 충족하고 있으

며, 실물모형실험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

표면 온도 실내 천장 온도 실내 온도 외기 온도

MBE 5.5 % 0.1 % -0.8 % 6.8 %

RMSE 3.1 0.6 0.5 1.4

CVRMSE 14.1 % 2.9 % 2.3 % 7.9 %

<표 4.16> 실물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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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CM Cool Roof System의 변수에 따른 영향

4.3.1 변수 설정

PCM Cool Roof System의 시뮬레이션 입력 값은 적정성 검증 결과 실측

한 모형실험결과를 적절하게 모사하였다고 판단된다. PCM CRS의 시뮬레이

션 입력 값과 실물모형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활용하여 기존 문헌 고찰 결과

인 변수들의 변화를 주어 국내 기후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자 한다.

(1) 반사율

반사율에 대한 변수설정은 기존에 지붕마감재로 사용중인 나무 데크, 녹색

우레탄방수, 회색 우레탄방수, Cool Paint를 실측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실측한 반사율은 다음 <표 4.17>과 같다.

항목
변수

나무 데크 녹색 우레탄방수 회색 우레탄방수 Cool Paint

반사율 0.11 0.26 0.31 0.4

사진

<표 4.17> 건축 지붕마감재 반사율 측정

(2) 상변화온도

상변화 온도에 대한 변수설정은 방선규34)의 논문에서 실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하절기의 건축 마감재의 표면 온도를 고려한 RT 44 PCM을

선정하였다.

(3) PCM 두께(수량)

PCM의 수량은 PCM Cool Roof System에 적용 가능한 Packing type을 고

34) 방선규,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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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의 변수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8>과 같다.

항목 변수

반사율 0.1 0.3 0.5 0.7

PCM RT 44℃ PCM / 축열량 241 J/g

PCM 두께 (mm) 5 7 10 14

외기조건 하절기 / 외기온도 (최고:30.79℃, 평균:26.87℃, 최저:24.05℃)

<표 4.18>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시뮬레이션 변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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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반사율에 따른 열성능 평가

(1) 플레이트 표면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9) 실물모형 반사율에 따른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PCM CRS의 반사율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4.9)와 같이 나타났으며, 주간 최고온도는 반사율이 0.1일 때 57.6℃, 0.3일 때

48.2℃, 0.5일 때 38.9℃, 0.7일 때 29.5℃로 나타났고, 반사율이 높을수록 표면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는 최대

28.1℃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사율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0.1 0.3 0.5 0.7

최고 57.63 48.22 38.91 29.51

평균 42.87 40.19 32.36 27.23

최저 23.72 25.95 23.04 23.18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0.1 0.3 0.5 0.7

최고 46.02 40.09 34.17 27.80

평균 34.38 31.28 28.31 25.15

최저 27.90 26.34 24.75 23.28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0.1 0.3 0.5 0.7

최고 57.63 48.22 38.91 29.51

평균 36.53 32.89 29.25 25.21

최저 23.72 23.42 23.04 22.21

<표 4.19> PCM CRS 반사율에 따른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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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체 천장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0) 실물모형 반사율에 따른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PCM CRS의 반사율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4.10)과 같이 나타났으며, 주간 최고온도는 반사율이 0.1일 때 27.3℃, 0.3일

때 26.7℃, 0.5일 때 26.2℃, 0.7일 때 25.5℃로 나타났고, 표면 온도와 마찬가

지로 반사율이 높을수록 실험체 천장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사율에 따른 천장 온도는 최대 1.8℃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사율에 따

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4.20>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32 26.77 26.26 25.59

평균 26.97 26.53 26.09 25.48

최저 26.76 26.38 25.99 25.42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53 26.94 26.38 25.67

평균 27.46 26.89 26.35 25.64

최저 27.32 26.77 26.26 25.59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53 26.94 26.38 25.67

평균 27.11 26.62 26.15 25.51

최저 26.76 26.38 25.99 25.42

<표 4.20> PCM CRS 반사율에 따른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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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체 실내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1) 실물모형 반사율에 따른 실험체 실내 온도 비교 결과

PCM CRS의 반사율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4.11)과 같이 나타났으며, 주간 최고온도는 반사율이 0.1일 때 27.1℃, 0.3일

때 26.8℃, 0.5일 때 26.4℃, 0.7일 때 26.0℃로 나타났고, 표면 온도 및 실험체

천장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사율에 따른 실내 온도는 최대 1.0℃의 차이

가 나타났다. 반사율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4.21>과 같

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11 26.80 26.48 26.04

평균 26.71 26.49 26.12 25.78

최저 26.29 26.05 25.69 25.36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09 26.78 26.47 26.02

평균 26.92 26.59 26.27 25.84

최저 26.77 26.43 26.11 25.69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11 26.80 26.48 26.04

평균 26.69 26.37 26.07 25.66

최저 26.29 25.98 25.69 25.29

<표 4.21> PCM CRS 반사율에 따른 실험체 실내 온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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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PCM 두께(수량)에 따른 열성능 평가

(1) 플레이트 표면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2) 실물모형 PCM 두께에 따른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PCM CRS의 PCM 두께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4.12)와 같이 나타났으며, 주간 최고온도는 두께가 5mm일 때 52.8℃, 7mm일

때 52.8℃, 10mm일 때 53.0℃, 14mm일 때 56.6℃로 나타났고, 표면 온도는

7mm일 때 최고온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PCM 두께에 따른 열성능 시

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4.22>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52.88 52.80 53.07 53.65

평균 40.27 43.20 40.32 43.52

최저 23.44 26.48 23.73 27.54

야간

(18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44.08 43.37 42.47 41.81

평균 33.30 33.03 32.26 31.43

최저 27.11 27.30 27.03 26.58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52.88 52.80 53.07 53.65

평균 34.79 34.77 34.61 34.52

최저 23.44 23.58 23.73 23.88

<표 4.22> PCM CRS PCM 두께에 따른 플레이트 표면 온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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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체 천장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3) 실물모형 PCM 두께에 따른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PCM CRS의 PCM 두께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4.13)과 같이 나타났으며, 주간 최고온도는 두께가 5mm일 때 27.0℃, 7mm일

때 27.0℃, 10mm일 때 26.9℃, 14mm일 때 26.9℃로 나타났고, 실험체 천장

온도도 표면 온도와 같이 7mm일 때 최고온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PCM 두께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27.09 27.02 26.95 26.91

평균 26.77 26.74 26.69 26.70

최저 26.58 26.56 26.55 26.57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27.28 27.21 27.13 27.09

평균 27.22 27.15 27.08 27.04

최저 27.09 27.02 26.95 26.91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천장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27.28 27.21 27.13 27.09

평균 26.89 26.85 26.80 26.79

최저 26.58 26.56 26.55 26.57

<표 4.23> PCM CRS PCM 두께에 따른 실험체 천장 온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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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체 실내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4) 실물모형 PCM 두께에 따른 실험체 실내 온도 비교 결과

PCM CRS의 PCM 두께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4.14)와 같이 나타났으며, 주간 최고온도는 두께가 5mm와 14mm의 차이는

0.07℃로 5mm가 높게 나타났고, 실험체 실내 온도의 경우 PCM의 두께에 따

른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PCM 두께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26.97 26.94 26.91 26.90

평균 26.58 26.63 26.52 26.59

최저 26.15 26.18 26.09 26.15

야간

(18시간∼24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26.95 26.92 26.89 26.88

평균 26.77 26.74 26.70 26.69

최저 26.62 26.59 26.55 26.54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26.97 26.94 26.91 26.90

평균 26.55 26.52 26.48 26.48

최저 26.15 26.12 26.09 26.09

<표 4.24> PCM CRS PCM 두께에 따른 실험체 실내 온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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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CM Cool Roof System의 건물적용 시뮬레이션

4.4.1 건물 설정 및 개요

본 장에서는 PCM CRS의 건물적용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해 중앙대학교

208관 옥상에 위치한 실물모형을 선정하여 PCM CRS의 설치 여부에 따른

열성능 및 에너지 성능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물의 높이는 2.4m의 1층 일반

사무용 건물로 서울시의 기상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건물의 향은 정남향이며

PCM CRS을 적용할 총 지붕 면적은 26㎡이다. 건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4.25>와 같다.

구 분 내 용 건물도면

높이 2.5m

층수 1층

향 정남향

층고 2.4m

지붕 면적 26 ㎡

<표 4.25> 기본건물 개요

(1) 외벽 설정 조건

건물의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 100mm, 북측 벽에는 800×600mm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측에는 복도가 존재하여 남측의 일사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구조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외벽은 실물모형실험실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구성은 Mortar 3mm, Zinc 2mm, XPS Extruded

Polystyrene-HFC Blowing 96mm, Zinc 2mm, Mortar 3mm 순으로 적용하였

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외벽조건은 다음 <표 4.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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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Mortar 3 mm 0.88 W/m-K

Zinc 2 mm 110.00 W/m-K

XPS Extruded

Polystyrene

-HFC Blowing

96 mm 0.03 W/m-K

Zinc 2 mm 110.00 W/m-K

Mortar 3 mm 0.88 W/m-K

<표 4.26> 기본건물 외벽 적용 값

(2) 지붕 설정 조건

건물의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100mm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지붕은 실물모형실험실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구성은 Mortar

3mm, Zinc 2mm, XPS Extruded Polystyrene-HFC Blowing 96mm, Zinc

2mm, Mortar 3mm 순으로 외벽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

된 지붕 조건은 다음 <표 4.27>과 같다.

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Mortar 3 mm 0.88 W/m-K

Zinc 2 mm 110.00 W/m-K

XPS Extruded

Polystyrene

-HFC Blowing

96 mm 0.03 W/m-K

Zinc 2 mm 110.00 W/m-K

Mortar 3 mm 0.88 W/m-K

<표 4.27> 기본건물 지붕 적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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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M Cool Roof System 설정 조건

건물적용의 PCM CRS은 변수에 따른 열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였

으며, RT 44 PCM, PCM 두께(수량) 7mm로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PCM CRS의 구성은 WPC 3mm, RT 44 PCM 7mm, WPC 3mm 순으로 적

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PCM CRS 조건은 다음 <표 4.28>과 같다.

구성 두께 열전도율 단면도

WPC 3 mm 0.25 W/m-K

RT 44 PCM 7 mm 0.18 W/m-K

WPC 3 mm 0.25 W/m-K

<표 4.28> 기본건물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값

(4) 공조시스템 설정 조건

일반 사무용 건물에 적용한 설비 시스템은 기본적인 FCU(Fan Coil Unit)

과 공랭식 냉동기(Air Cooled Chiller) 시스템으로 설정하였으며 난방 시 천

연가스 사용과 냉방 시 전기사용을 가정하였다. 스케줄 조건은 ASHRAE

90.1-2007의 Building Area Method_Office Building을 참고하여 건물의 운영

및 조명 스케줄을 적용하였다. Heating System의 COP는 0.85이며 공급온도

는 35℃로 설정하였고, Cooling System의 COP 계수는 1.8이며 공급온도는

1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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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냉·난방 에너지 부하 분석

(1) 기존 건물과 PCM Cool Roof System적용 건물 비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붕 마감재, Cool Roof, PCM Roof System의 냉·난방

에너지 및 피크 부하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지붕 마감재와 지붕 마감재

표면의 반사율을 높이는 Cool Roof와 Cool Roof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PCM

의 특성인 잠열량을 활용한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하여 냉·난방 에

너지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29~32>와 같다. PCM Roof System 적용 시 PCM CRS의 반사율이

0.1일 때 총 에너지양은 0.76% 상승하였지만, 냉방에너지는 5.44% 감소하고,

냉방 피크 부하도 0.62% 감소하였다.

항목
기존 건물

PCM CRS

적용 건물 절감양 절감율

기존 0.1 반사율 0.1

총 에너지 양

(kWh)
4090.23 4121.55 -31.32 -0.76% ⇧

냉방 에너지

(kWh)
916.39 866.46 49.93 5.44% ⇩

난방 에너지

(kWh)
2201.29 2282.54 -81.25 -3.69% ⇧

냉방 피크부하

(W)
2429.18 2413.96 15.22 0.62% ⇩

난방 피크부하

(W)
3433.56 3435.59 -2.03 -0.05% ⇧

<표 4.29> 기존 건물과 반사율 조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1)

Cool Roof의 반사율이 0.3일 때 총 에너지양은 0.9%로 상승하였지만, 냉방

에너지는 8.91%, 냉방 피크 부하는 3.86% 감소하였다. PCM CRS의 반사율이

0.3일 때 총 에너지양은 0.82% 상승하였지만, 냉방에너지는 9.96%, 냉방 피크

부하는 4.0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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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 건물

PCM CRS

적용 건물 Cool Roof

절감율

PCM CRS

절감율
기존 반사율 0.3 반사율 0.3

총 에너지 양

(kWh)
4090.23 4128.94 4123.78 -0.90% ⇧ -0.82% ⇧

냉방 에너지

(kWh)
916.39 834.66 825.05 8.91% ⇩ 9.96% ⇩

난방 에너지

(kWh)
2201.29 2321.74 2326.19 -5.47% ⇧ -5.67% ⇧

냉방 피크부하

(W)
2429.18 2335.31 2331.97 3.86% ⇩ 4.00% ⇩

난방 피크부하

(W)
3433.56 3440.12 3437.53 -0.19% ⇧ -0.11% ⇧

<표 4.30> 기존 건물과 반사율 조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2)

Cool Roof의 반사율이 0.5일 때 총 에너지양은 1.37%로 상승하였지만, 냉방

에너지는 15.24%, 냉방 피크 부하는 7.29% 감소하였다. PCM CRS의 반사율

이 0.5일 때 총 에너지양은 0.94% 상승하였지만, 냉방에너지는 15.07%, 냉방

피크 부하는 7.19% 감소하였다.

항목
기존 건물

PCM CRS

적용 건물 Cool Roof

절감율

PCM CRS

절감율
기존마감재 반사율 0.5 반사율 0.5

총 에너지 양

(kWh)
4090.23 4146.41 4129.04 -1.37% ⇧ -0.94% ⇧

냉방 에너지

(kWh)
916.39 776.69 778.27 15.24% ⇩ 15.07% ⇩

난방 에너지

(kWh)
2201.29 2397.17 2378.22 -8.89% ⇧ -8.03% ⇧

냉방 피크부하

(W)
2429.18 2251.94 2254.46 7.29% ⇩ 7.19% ⇩

난방 피크부하

(W)
3433.56 3447.44 3441.35 -0.40% ⇧ -0.22% ⇧

<표 4.31> 기존 건물과 반사율 조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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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Roof의 반사율이 0.7일 때 총 에너지양은 1.93%로 상승하였지만, 냉방

에너지는 21.91%, 냉방 피크 부하는 11.63% 감소하였다. PCM CRS의 반사율

이 0.7일 때 총 에너지양은 1.19% 상승하였지만, 냉방에너지는 20.85%, 냉방

피크 부하는 11.60% 감소하였다.

항목
기존 건물

PCM CRS

적용 건물 Cool Roof

절감율

PCM CRS

절감율
기존마감재 반사율 0.7 반사율 0.7

총 에너지 양

(kWh)
4090.23 4169.19 4139.15 -1.93% ⇧ -1.19% ⇧

냉방 에너지

(kWh)
916.39 715.58 725.24 21.91% ⇩ 20.85% ⇩

난방 에너지

(kWh)
2201.29 2481.06 2441.36 -12.70% ⇧ -10.90% ⇧

냉방 피크부하

(W)
2429.18 2146.60 2147.37 11.63% ⇩ 11.60% ⇩

난방 피크부하

(W)
3433.56 3450.49 3442.78 -0.49% ⇧ -0.26% ⇧

<표 4.32> 기존 건물과 반사율 조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4)

(2) Cool Roof, PCM Cool Roof System 에너지 소비량 비교

기존 건물 지붕 마감재, Cool Roof, PCM CRS의 반사율에 따른 에너지 소

비량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4.33~4>와 같다. PCM CRS과

Cool Roof와 비교할 경우, PCM CRS의 반사율이 0.7인 경우 Cool Roof를 적

용하는 경우보다 총 에너지양은 0.72% 감소, 냉방 에너지양은 1.34% 상승,

난방 에너지양은 1.60% 감소, 냉방 피크 부하는 0.03% 상승, 난방 피크 부하

는 0.2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시범사업으로 건물

지붕에 적용되고 있는 Cool Roof 캠페인과 비교 시 PCM CRS의 총 에너지

양의 감소로 기존의 Cool Roof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PCM CRS과

Cool Roof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요약하면 <표 4.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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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ool Paint 반사율

0.3 0.5 0.7

총 에너지 양 (kWh) -0.9% ⇧ -1.37% ⇧ -1.93% ⇧

냉방 에너지 (kWh) 8.91% ⇩ 15.24% ⇩ 21.91% ⇩

난방 에너지 (kWh) -5.47% ⇧ -8.89% ⇧ -12.70% ⇧

냉방 피크부하 (W) 3.86% ⇩ 7.29% ⇩ 11.63% ⇩

난방 피크부하 (W) -0.19% ⇧ -0.40% ⇧ -0.49% ⇧

<표 4.33> 기존 지붕 마감재 대비 Cool Paint 적용 에너지 소비량 비교

항목
PCM Cool Roof System 반사율

0.1 0.3 0.5 0.7

총 에너지 양 (kWh) -0.76% ⇧ -0.82% ⇧ -0.94% ⇧ -1.19% ⇧

냉방 에너지 (kWh) 5.44% ⇩ 9.96% ⇩ 15.07% ⇩ 20.85% ⇩

난방 에너지 (kWh) -3.69% ⇧ -5.67% ⇧ -8.03% ⇧ -10.90% ⇧

냉방 피크부하 (W) 0.62% ⇩ 4.00% ⇩ 7.19% ⇩ 11.60% ⇩

난방 피크부하 (W) -0.05% ⇧ -0.11% ⇧ -0.22% ⇧ -0.26% ⇧

<표 4.34> 기존 지붕 마감재 대비 PCM CRS 적용 에너지 소비량 비교

항목

Cool Roof와 PCM CRS

기존 건물과 PCM CRS 비교 Cool Roof와 PCM CRS 비교

0.5 0.7 0.5 0.7

총 에너지 양 (kWh) -0.94% ⇧ -1.19% ⇧ 0.41% ⇧ 0.72% ⇧

냉방 에너지 (kWh) 15.07% ⇩ 20.85% ⇩ -0.20% ⇩ -1.34% ⇩

난방 에너지 (kWh) -8.03% ⇧ -10.90% ⇧ 0.79% ⇧ 1.60% ⇧

냉방 피크부하 (W) 7.19% ⇩ 11.60% ⇩ -0.11% ⇩ -0.03% ⇩

난방 피크부하 (W) -0.22% ⇧ -0.26% ⇧ 0.17% ⇧ 0.22% ⇧

<표 4.35> Cool Roof와 PCM CRS 적용 에너지 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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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 결

본 장에서는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먼저 열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적정성 검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축소모형실험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결과,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는 축소

모형실험이 49.2℃로 시뮬레이션보다 0.2℃ 높게 나타났고, 실험체 천장 최고

온도는 축소모형실험이 35.8℃로 시뮬레이션보다 2.8℃ 높게 나타났다. 축소

모형실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표 4.36>과 같이 나

타났으며, 이러한 축소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

표면 온도 실내 천장 온도 외기 온도

MBE -6.4 % -2.4 % 0.1 %

RMSE 2.8 2.6 1.5

CVRMSE 10.4 % 10.2 % 6.7 %

<표 4.36> 축소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실물모형실험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결과,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는 실물

모형실험이 40.1℃로 시뮬레이션보다 2.9℃ 높게 나타났고, 실험실 천장 최고

온도는 실물모형실험이 23.6℃로 시뮬레이션보다 0.9℃ 높게 나타났으며, 실

험실 실내 최고 온도는 실물모형실험이 23.1℃로 시뮬레이션보다 0.4℃ 높게

나타났다. 실물모형실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표

4.37>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실물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적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검증 방법
시뮬레이션 결과

표면 온도 실내 천장 온도 실내 온도 외기 온도

MBE 5.5 % 0.1 % -0.8 % 6.8 %

RMSE 3.1 0.6 0.5 1.4

CVRMSE 14.1 % 2.9 % 2.3 % 7.9 %

<표 4.37> 실물모형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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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실제의 축소모형실험과 실물모형실험을 적절하게 모

사하고 있으며, PCM Cool Roof System의 입력 값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다.

PCM Cool Roof System의 변수에 따른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사율에 따른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CM CRS의 반사율이 0.7인 경우 0.1보다 주간 최고온도 29.5℃로 낮게 나

타났으며, 실내 온도도 1.0℃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율이 높을수

록 표면 온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PCM CRS의 반사율에 따른

주간 온도를 정리하면 다음<표 4.38>과 같다.

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0.1 0.3 0.5 0.7

최고 57.63 48.22 38.91 29.51

평균 42.87 40.19 32.36 27.23

최저 23.72 25.95 23.04 23.18

주간
(6시간∼18시간)

실험체 실내 온도 (℃)

0.1 0.3 0.5 0.7

최고 27.11 26.80 26.48 26.04

평균 26.71 26.49 26.12 25.78

최저 26.29 26.05 25.69 25.36

<표 4.38> PCM CRS 반사율에 따른 주간 온도 비교 결과

PCM 두께(수량)에 따른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CM CRS에 들어가는 PCM의 두께가 7mm인 경우 표면 온도 저감이

14mm보다 주간 최고온도 0.85℃ 낮게 나타났으며, 실내 온도는 0.05℃의 차

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CM의 두께(수량) 증가가 건물의 실내 온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PCM의 두께가 경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7mm가 온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PCM CRS의 PCM 두께(수량)에 따른 주간 온도를 정리하면 다음<표

4.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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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6시간∼18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

5 mm 7 mm 10 mm 14 mm

최고 52.88 52.80 53.07 53.65

평균 40.27 43.20 40.32 43.52

최저 23.44 26.48 23.73 27.54

<표 4.39> PCM CRS PCM 두께에 따른 주간 온도 비교 결과

PCM Cool Roof System의 건물적용 시뮬레이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건물 지붕 마감재, Cool Roof, PCM CRS의 반사율에 따른 에너지 소

비량 분석 결과, PCM CRS의 반사율과 PCM의 잠열량으로 PCM CRS을 적

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보다 냉방에너지가 5~20%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절기에 PCM CRS 반사율 0.7을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냉방에너지

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동절기에는 오히려 난방에너지가 10% 상승하는 결

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PCM CRS을 국내 기후에 적용할 경우 하절

기에는 효과적이나 동절기에는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시범사업으로 건물 지붕에 적용되고 있는 Cool Roof 캠페인과

비교 시 PCM CRS의 총 에너지양은 0.7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항목

Cool Roof와 PCM CRS

기존 건물과 PCM CRS 비교 Cool Roof와 PCM CRS 비교

0.5 0.7 0.5 0.7

총 에너지 양 (kWh) -0.94% ⇧ -1.19% ⇧ 0.41% ⇧ 0.72% ⇧

냉방 에너지 (kWh) 15.07% ⇩ 20.85% ⇩ -0.20% ⇩ -1.34% ⇩

난방 에너지 (kWh) -8.03% ⇧ -10.90% ⇧ 0.79% ⇧ 1.60% ⇧

냉방 피크부하 (W) 7.19% ⇩ 11.60% ⇩ -0.11% ⇩ -0.03% ⇩

난방 피크부하 (W) -0.22% ⇧ -0.26% ⇧ 0.17% ⇧ 0.22% ⇧

<표 4.40> Cool Roof와 PCM CRS 적용 에너지 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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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하였을 경우, 표면 온도 저감 효과 및 건물에 미치

는 열성능을 측정하고자 모형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기존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하여 PCM의 건물 지붕 적용 및 열성능 시

뮬레이션에 대한 고려요소를 파악하고, 축소모형과 실물모형의 실험을 통하

여 시뮬레이션의 입력 값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연구 문헌

PCM의 건물 적용 시뮬레이션 고려요소는 6가지로 적용부위의 표면 온도,

상변화 온도, PCM 적용 부위, PCM 수량, PCM 적용 방법, 시뮬레이션 비교

검증이다. PCM의 적용 효과는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 표면 온도 및 건물 온

도 저감에 효과적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PCM의 잠열량, 상변화

온도, 반사율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였고, 국내 논문 중 반사율과 상변

화 온도를 고려한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있었지만, 축소모형과 인공기후동

실험에서 그쳤다. 이에 따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

을 위해 모형실험과 열성능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실시하여 다양한 변수를 적

용한 성능 예측이 필요하다.

(2) 모형실험 결과

축소모형실험결과 WPC에 PCM의 유무를 비교할 경우, 플레이트 표면의

주간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54.5℃, PCM CRS은 47.7℃로 나타났으며,

PCM이 들어있지 않은 단일 WPC의 온도가 높았고, PCM CRS과 비교 시 최

대 6.8℃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내부 PCM의 열 획득으로 인한 표면 열

손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RT 44 PCM의 잠열량에 의해 상변화 온도 범

위에서 최고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플레이트 내부의 경우 PC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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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해있기 때문에 PCM의 상변화 온도와 구간에서 시간 지연(Time lag) 현상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PCM의 경우 약 6시간 일정한 온도

(43℃ 내외)를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내 천장면의 최고 온도 도달 시

간은 단일 WPC 16시 40분, PCM CRS 17시 31분으로 나타났다. 단일 WPC

의 경우 일몰 이후 냉각 시 PCM CRS에 비하여 온도의 냉각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하였다.

실물모형실험결과 WPC에 PCM의 유무를 비교할 경우, 플레이트 표면의

주간 최고온도는 단일 WPC가 42.2℃, PCM CRS은 41.4℃로 나타났으며, 단

일 WPC 온도가 높았고, PCM CRS와 비교 시 최대 0.8℃의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하절기가 아닌 간절기 기후임에도 PCM의 상변화 과정으로 인한 효

과가 나타났다. WPC+PCM 혼합재료를 지붕 마감재에 적용할 경우, 일반 건

축마감재보다 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Melting

Point가 44℃인 RT 44 PCM이 PCM을 사용하지 않은 단일 WPC보다 온도

를 낮추고, 최고 온도 도달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형실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의 데

이터와 ASHRAE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축소모형실험과 실물

모형실험의 데이터와 열성능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실제의 축소모형실험과 실물모형실험을 적절하게

모사하고 있으며, PCM Cool Roof System의 입력 값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

PCM Cool Roof System의 반사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반사율이 0.7인

경우 0.1보다 주간 최고온도 29.5℃로 낮게 나타나고, 실내 온도도 1.0℃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율이 높을수록 표면 온도 저감에 효과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PCM Cool Roof System의 PCM 두께(수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PCM

의 두께가 7mm인 경우 표면 온도가 14mm보다 주간 최고온도 0.85℃ 낮게

나타났으며, 실내 온도는 0.05℃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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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수량) 증가가 10mm 이하일 경우 건물의 실내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PCM의 두께가 경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7mm가 온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PCM Cool Roof System과 기존 건물 지붕 마감재, Cool Roof의 반사율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분석 결과, PCM CRS의 반사율과 PCM의 잠열량으로

PCM CRS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보다 냉방 에너지가 5~20% 저감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절기에 PCM CRS 반사율 0.7을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동절기에는 오히려 난방 에너지

가 10%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PCM CRS을 국내 기후

에 적용할 경우 하절기에는 효과적이나 동절기에는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시범사업으로 건물 지붕에 적용되고 있는

Cool Roof 캠페인과 비교 시 PCM CRS의 총 에너지양은 0.72%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PCM Cool Roof System을 이용한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모형실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입력 값을 검증 후 입력 값을 이용한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건물

옥상에 적용하는 Cool Roof 캠페인은 동절기 난방에너지 증가와 내구성이 약

해 반사율이 손상되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Green Roof 또한 유

지·보수가 필요하며 배수에 따른 방수층의 손상과 하중의 증가와 같은 단점

이 존재한다. 반면에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할 경우 내구성이 우수

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며 경량화, 방수층의 손상 저하 등 Cool Roof와

Green Roof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옥상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

으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PCM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및 에너지 소

비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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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평가

신 창 섭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이며,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

하는 1차 에너지는 건물 분야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에너지의 24%를 건물 분야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

해 현재 도시의 평균 온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열섬현상을 비롯한 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 열섬현상이란, 인구 증가, 자동차 통행 증가, 각

종 건축물 증가, 인공 열 방출, 온실효과 등의 영향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

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배기가스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들이 함께 도심 상공에 체류하면서 오염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한 거주

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며, 불쾌적감, 열적 스트레스 등 건강악화의 문제가 발

생한다. 이에 대응하여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 중 냉방 부하의 약 9.4%를 차지하는 지붕에 적용 가능한 Cool Roof,

Green Roof가 제시되고 있으나 각각의 방법은 단점과 제한점이 존재한다.

핵심어 : 열섬현상 완화, PCM(Phase Chang Materials), 상변화 물질, 모형실험,

건물 옥상 적용, 열성능 시뮬레이션, 온도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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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법으

로 Cool Roof와 Green Roof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옥상에 손쉽

게 적용이 가능한 PCM Cool Roof System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PCM 건물 적용 고려요소는 6가지로 적용부위의 표면온도, 상변화 온

도, PCM 적용 부위, PCM 수량, PCM 적용 방법, 시뮬레이션 비교 검증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하여 PCM의 건물 지붕 적

용 및 열성능 시뮬레이션에 대한 고려요소를 파악하고, 축소모형과 실물모형

의 실험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의 입력 값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건물 옥상에 축소모형과 실물모형으로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 여부에 따른 표면 온도 및 실험체 내부 온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축소모형은 일반적은 평지붕의 구조를 1/10으로 제작하였으며, 실물모형은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하였고, 모형실험에 적용한 PCM Cool Roof System은

기존 및 신축건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 형식의 WPC의 준공

층에 Packing type의 PCM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 순서는 모형실험을

측정하여 결과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의 데이터와 ASHRAE에서 제공하는 기

준으로 검증하여 PCM Cool Roof System의 입력 값을 검증하고, 입력 값을

시뮬레이션의 건물에 적용하여 냉·난방 에너지 부하 분석을 실시하였다.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하절기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가 반사율이 0.7인 경우 0.1보다 주간 최고온도 29.5℃ 낮게 나타나

고 실내 온도도 1.0℃ 낮게 나타났다. 연간 냉·난방 에너지 부하 분석 결과

반사율이 0.7인 경우 하절기 냉방에너지가 최대 20% 절감되지만 동절기에는

오히려 난방 에너지가 10%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내 시범사업으로 건물 지붕

에 적용되고 있는 Cool Roof 캠페인과 비교 시 PCM CRS의 총 에너지양은

0.7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CM Cool Roof System은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Cool Roof와 Green Roof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옥상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응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

된다면 앞으로 완화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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