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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Cool Roof System 마감재료의 열성능 실험

Thermal Performance test of finishing materials of PCM cool roof system
 

○정 주 리*       방 선 규*       정 민 희**         박 진 철*** 

 Jeong, Ju-Ri     Bang, Sun-Gyu   Chung, Min-Hee    Park, Jin Chul

Abstract

This study is a fundamental research for designing PCM(Phase Change Material) Cool Roof system to analyze the thermal performance by 
types of roof finishing materials. A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making the scale model(1:10) refer to the general slab roof cross section 
and measured surface temperature of packed PCM and finishing the roof with each different materials(stone tiles, wood , and aluminu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urface temperature of PCM application three materials(stone tile, wood, and aluminum) showed 22.
9℃ lower than green, gray urethane rubber waterproof and cool paint. Also, PCM application materials showed approximately 2 hours 
time-lag.

Keywords: PCM(Phase Change Material), PCM Cool Roof System, Scale Model Test, Surface Temperatur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 밀집 현상 등으로 인해 대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

안으로 옥상녹화, 쿨페인트(Cool Paint)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건축물 적용 가능여부, 하중 

및 배수의 문제,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따라, PCM을 활용한 Cool Roof 지붕마감재 개

발을 통해 기존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하며,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PCM(Phase Change material)이란 온도변화에 따라 상

변화를 일으키며 잠열형태로 열에너지를 축적 및 방출하

는 물질을 말하며, PCM의 축열성능을 활용한 연구가 국

내외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hou(2013), Kośny(2012), 
Karlessi(2011)등은 PCM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표면온도 

및 냉난방부하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지붕은 전체 냉방부하의 

약 14%정도 영향을 미치며, 여름철 지붕표면의 온도는 

건물의 냉방부하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붕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열섬현상저감 및 재실자의 

쾌적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을 위한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마감 재료(석재타일, 

목재, 알루미늄)별 열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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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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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15CTAP-C078014-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PCM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PCM의 Cool Roof System 적용을 위해 축소모형 실험

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Packing type의 PCM을 제작하여 

마감재료(석재타일, 목재, 알루미늄)에 따른 표면온도변화

를 측정하였다.

2. PCM Cool Roof System 축소모델 제작 및 실험

2.1 실험체 제작

축소모형 실험체는 일반적인 슬래브 지붕의 단면구성

을 참조하여 1/10 스케일, 600×600×600mm크기로 제작

하였고, 지붕을 제외한 벽체 및 바닥의 열출입을 막기 위

하여 40mm의 단열재를 삽입하였다. 지붕층의 기본구조

는 그림 1과 같이 콘크리트, 단열재, 누름 몰탈의 순서로 

제작하였다.

그림1. PCM Cool Roof System 구조 단면도

2.2 지붕층 마감 변수 선정 및 제작

지붕층 상부의 최종 마감변수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

는 옥상 마감 종류인 석재타일(석재류), 목재(데크), 알루

미늄(슬레이트)을 선정하였다.

제작한 구조체 상부에 Melting point가 44℃인  

RUBITHERM®사의 Docosane계열 PCM를 그림2와 같이 

Packing Type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선정한 3종류의 

재료로 각각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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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Packing type PCM 모식도와 사진

2.3 비교 실험군

PCM과 결합한 3가지 변수재료의 열성능을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마감재료와 비교하기 위해 녹색 및 회색우

레탄방수와 Cool Paint마감을 함께 실험하였다(표 1 참

조). Case별 마감재료의 표면온도와 외기온을 측정하였으

며, 측정간격은 1분으로 하였다.

Case 1 Case 2 Case 3

실험군 PCM+석재타일 PCM+목재 PCM+알루미늄

대조군 녹색우레탄방수 / 회색우레탄방수 / Cool paint 

표1. Case별 실험체의 구성

2.4 실험결과

1) Case 1. 석재타일(석재류) 마감

그림3. 석재타일 마감 표면온도 그래프

 그림 3에서 녹색우레탄 재료의 표면온도 64.5℃, 회색

우레탄 56.9℃, Cool Paint 44.9℃일 때, PCM을 적용한 

석재타일(석재류)의 온도는 30.9℃로 나타났다(온도차:33.

6℃, 26.0℃, 14.0℃). 이 때 최고 외기온은 32.7℃였으며, 

PCM으로 인한 Time lag은 2시간 30분가량으로 나타났

다.

2) Case 2. 목재(데크) 마감

그림4. 목재 마감 표면온도 그래프

 그림 4에서 녹색우레탄 재료의 표면온도 70.1℃, 회색

우레탄 62.4℃, Cool Paint 50.3℃일 때, PCM을 적용한 

목재(데크)의 온도는 37.2℃로 나타났다(온도차:32.9℃, 

25.2℃, 13.1℃). 이 때 최고 외기온은 44.5℃였으며, PCM
으로 인한 Time lag은 1시간 20분가량으로 나타났다.

3) Case 3. 알루미늄(슬레이트) 마감

그림 5. 알루미늄 마감 표면온도 그래프

그림 5에서 녹색우레탄 재료의 표면온도 62.0℃, 회색우

레탄 56.4℃, Cool Paint 46.7℃일 때, PCM을 적용한 알

루미늄(슬레이트)의 온도는 34.4℃로 나타났다(온도차:27.

6℃, 22.0℃, 12.3℃). 이 때 최고 외기온은 38.0℃였으며, 

PCM으로 인한 Time lag은 20분가량으로 나타났다.

녹색
우레탄

회색
우레탄

Cool 
paint PCM

case
1

온도 64.5 56.9 44.9 석재타일

30.9PCM과의 
온도차 33.6 26.0 14.0

case
2

온도 70.1 62.4 50.3 목재

37.2PCM과의 
온도차 32.9 25.2 13.1

case
3

온도 62.0 56.4 46.7 알루미늄

34.4PCM과의 
온도차 27.6 22.0 12.3

표2. Case별 재료의 표면 최고 온도 측정결과     (단위:℃)

3.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마감 재료에 따른 표면온도측정결과 녹색 및 회색우

레탄방수마감이 56℃~70℃의 높은 분포를 보였고, 

Cool paint는 평균 47.3℃의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PCM재료는 평균 34.2℃로 녹색 및 회색우레탄방수재

료보다 평균 27.9℃ 낮게, Cool paint보다도 13.1℃ 낮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기존 옥상 마감재료(녹색우레탄, 회색우레탄, Cool 
paint)와의 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PCM을 적용한 3가

지 변수재료(석재타일, 목재, 알루미늄) 중 석재타일과 

목재가 알루미늄보다 약 3.6℃ 크게 나타났다.

3) PCM 적용 재료의 경우 적게는 20분에서 많게는 2시

간 30분가량의 Time-lag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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