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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쿨루프(Cool Roof)의 적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Cool Roofs for Urban Heat Island Mitigation

○정 민 희*        정 주 리**        신 창 섭**        강 인 성**      박 진 철***

Chung, Min-Hee    Jeoung, Ju-Ri    Shin, Chang-Sub    Kang, In-Sung    Park, Jin-Chul

Abstract

Korea is a complex region with various climate conditions in terms of cooling and heating season. And energy consumption and urban heat 
island are important issues in Korea. The common trend is reducing the energy consumption and mitigating urban heat islands. Cool roofs are 
one of the strategies to mitigate urban heat islands.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ol roofs and effects of urban heat 
islands. In particular, the impacts of surface albedo on air temperature are discussed. Cool roofs can reduce air temperature in various climatic 
regions.

키워드: 도시열섬, 쿨루프, 반사율, 알베도 Keywords: Urban heat island mitigation, Cool roof, Albedo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더불어 우

리나라의 도시 역시 인구집중·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도시의 열수지 변화로 인해 도시의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열섬현상은 냉방기 첨두부하와 냉방부하 증

가, 대기권 오존 및 대기오염 농도 증가, 건강문제 유발 , 

도시의 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증가 등을 야기

한다. 도시 열섬현상은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

드시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

책들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건축물을 통한 열

섬현상 저감방안으로는 옥상녹화와 쿨루프 (Cool Roof) 

적용이 있다. 옥상녹화는 하중에 대한 문제, 배수 및 방

수에 의한 문제, 식생의 유지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하여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지

어지는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으나, 신축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도시의 열섬효과를 저감

시키기 위해서는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통

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쿨루프를 통한 도시 열섬현상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쿨루프의 개념

을 고찰하고, 기존에 연구된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쿨루프를 통한 열섬현상 저감 가능성을 분석한다. 

  * 중앙대 건축학부 초빙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mhloveu@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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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쿨루프 적용에 따른 환경성능 분석

2.1 쿨루프의 정의

쿨루프란 일반 지붕마감재에 비하여 표면의 온도가 낮

은 것을 의미하는데 지붕 표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는 지붕재료 표면의 높은 반사율과 방사율을 요구한다. 

반사율은 알베도(albedo)라고도 불리며, 표면에 유입된 일

사량대비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일사량의 비율을 나타낸

다. 반사율은 단파장에서 장파장별로 반사율이 다르므로 

파장별 반사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일반적인 

측정방법으로는 ASTM E903, C1549, 혹은 E1918에 언급

된 방법으로 평균 반사율을 측정하여 재료의 평균 반사

율을 측정한다. 방사율은 흡수된 일사가 복사열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0~1의 범위로 나타낸다. 측정방법은 ASTM 

E408이나 C1371에 의하여 측정하며 방사된 복사에너지의 

파장 범위는 대략 5~40㎛이다. 방사율이 높은 재료는 주

변으로 복사열을 방사시킴으로써 표면의 온도를 낮게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2.2 도시 열섬현상 저감 가능성

도시 열섬현상 저감 가능성 분석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지붕의 반사율 조정에 따른 도시의 미기후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표 1은 쿨루프 적용에 따른 미

기후 변화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Taha(1988)는 도시의 유효 반사율(effective albedo) 변

화에 따른 여름과 겨울철 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름

철 교외 지역과 비교하여 2~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겨울철에는 0.5~1.5℃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iddel(2014)은 단지차원에서 식생과 함께 쿨루프를 적용

했을 시 2m 높이에서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쿨루프로 인한 온도 변화는 0.3℃인 것으로 분석되었

는데, 쿨루프는 건물의 지붕면에 적용되어 복사열을 반사

하여 열을 축적을 막는 것으로 쿨루프 적용을 통한 보행

자의 높이에서의 온도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94.26.63 | Accessed 2015/11/30 10:51(KST)



332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5권 제1호(통권 제63집) 2015.4.24

City, country Type of studies performed Main results Reference

Sacramento,

USA

- To simulate the local 

effect of albedo

- An average decreases of 2℃ and up to 4℃ may be possible by 

increasing the albedo by 0.40 in urbanized areas

Taha, 1988

Phoenix,

USA

- To assess the impact of 

cool roofs on near ground 

air temperature

- 2m air temperature reduc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ol roofs 

only  amounts to 0.3℃ for the neighborhood

Middel, 

2014

Zürich, 
Switzerland

- To assess the influence of 

albedo on a street canyon 

by weather scenarios.

- The boundary layer is a 10 × 10 m street canyon 

- High albedo materials could be reduced the air temperature of a 

reference environment 4.3℃ for a TMY and 6℃ for a heat wave scenario.

Saneinejad, 

2014

Athens, 

Greece

- To estimate effect on air 

temperature by two 

scenarios of albedo 

- Scenario 0.63: The air temperature depression at 2m height at 12:00 

LST varied between 0.5 and 1.5℃.

- Scenario 0.85: The air temperature decrease varied between 1 and 2.2℃.

Synnefa, 

2008

London, 

England

- To examine microclimatic 

effects of retrofitting of  

green and cool roofs

- To estimate energy 

balance 

- The maximum perturbations are –1.27 ℃ for cool roofs

- The average daily temperature perturbation for cool roofs exhibits the 

relationship with meteorological conditions.

- Annual energy penalty for and uninsulated building, with an annual 

increase in demand of 2%

Virk, 2015

Andalusia, 

Spain

- To estimate energy 

savings for residential 

buildings at a regional level

- A high scale implementation of cool roofs could potentially reduce the 

amount of space cooling and heating electrical consumption by 2% for 

residential use

Boixo, 2012

표1. Microclimatic Effects of Cool Roofs

Saneinejad(2014)는 기상시나리오를 표준년과 고온현상이 

발생한 해로 나누어 쿨루프 적용에 따른 미기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고온 기상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6.0℃ 저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상 변화에 따른 지

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쿨루프는 도시의 미기후 조절

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Synnefa 등

(2008)은 그리스 아테네를 대상으로 MM5 기후 모델을 이

용하여 반사율 0.63과 0.85 두 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기

온 변화를 분석하였다. 반사율이 0.63일 때 정오에 

0.5~1.5℃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반사율 0.85에서

는 1~2.2℃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irk(2015)는 런던의 기존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대상

단지 내 90% 건물의 지붕 리트로핏에 의한 도시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절기에는 0.3~0.46℃, 중간

기, 0,39~0.83℃, 하절기 0.58~1.27℃ 온도 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평균 0.7℃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쿨루프는 대기상태와 계절에 

따라 온도 저감효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oixo(2012)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 쿨루프를 적용했을 때, 지역단위 에너지수요 분

석을 실시하였다. 위성사진을 통해 지붕의 면적과 색을 

통해 지붕의 알베도를 예측하고 알베도 변화에 의한 건

물의 냉난방에너지 수요 절감량을 추정하여 이를 지붕면

적을 곱하여 지역의 에너지 수요 분석 결과 주거용 전력

소비량의 2%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

나로 쿨루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의 열섬현

상 저감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이 아닌 지역차원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며, 또한 신축 건물은 도시 내 건물의 비율

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건물에 적용가능한 방안이 제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쿨루프는 옥상방수나 지붕

타일 교환 등으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옥상녹화와 비

교하여 쿨루프 적용 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존 건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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