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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및 지나친 도시화가 야기한 도시의 열수

지 변화로 인해 도심지에서의 열섬현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적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의

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집중화로 도시열섬현상 발생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열섬현상으로 인

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뿐 아니라 전주시, 광주광

역시 등의 도시에서도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

다.1) 2)

도시열섬현상의 심화는 하절기 냉방에너지 소비 증가, 전력 피크 부하 증

가, 열대야 등의 문제와 동절기 도심 내 정체기류 형성으로 스모그 등의 대

기환경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도시열섬현상의 저감을 위해 국내외에

서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

된 도심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붕을 통한 열 획득을 줄여 하절

기 냉방부하를 저감하도록 하는 쿨 루프(Cool Roof)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절

기 난방부하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는 쿨 루프의 적용이 제한

적이다. 이러한 한계로 국내의 도시열섬현상 완화 연구는 주로 바람길, 녹지

계획, 단지조성 등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시가화 면적비율이 61%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에 달하는 서울에서 건물의 옥

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열섬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

안이 될 수 있다.

쿨 루프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동절기 난

방부하 증가에 대한 우려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기준 난방도일이 냉방도일에

1) 황지욱, 박진, 진옥옥. (2014). 열화상을 이용한 전주시 도시열섬현상 평가, 휴양 및 경

관연구, 8(1), 25-33.

2) 전지현, 박석봉. (2017). 광주광역시 하계 기온 측정을 통한 도시열섬 현황 파악.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33(8),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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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의 쿨 루프를 적용

할 경우 겨울철 난방에너지 사용량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와 선행연구에서는 Cool Roof와 PCM(상변화물질, Phase Change Material)

을 접목한 PCM Cool Roof System을 개발하였다.

PCM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현열만을 저장하는 다른 물질보다 작

은 체적으로 많은 양을 축열(築熱) 할 수 있어 하절기 냉방 피크부하를 줄이

고, 동절기 용량형 단열재의 역할을 겸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PCM Cool Roof System은 PCM의 상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Cool Roof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유지함으로써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과열과

냉방에너지사용량 증가, 겨울철 Cool Roof 적용으로 인한 난방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쿨 루프의 한계를 보완

하면서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효과적인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PCM Cool Roof System의 국내 적용을 위한 Test-bed 실험과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다. Test-bed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와 선행연구에 대한 이

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PCM Cool Roof System의 가이드라인은 부록

으로 수록한다.

열성능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단열성능, 축열성능, 열 방사율, 태양

반사율 등 열에너지와 관련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열성능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로 유출입되는 열에너지 총량이 달라진다.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최적화를 위해 문헌을 통한 이론고찰과

Test-bed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도시열섬현상의 정의, 발생

원인, 저감방안,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PCM 및 Cool Roof 이론 고찰로 PCM Cool Roof System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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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에

서 개발된 PCM Cool Roof System의 구성 및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요약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인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최적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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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시열섬현상 및 PCM Cool Roof

System 이론고찰

본 장은 PCM Cool Roof System의 필요성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

하고 열성능 최적화를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예비 연구고찰이다. 먼저,

PCM Cool Roof System의 개발 목적인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관련 이

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조사하고, PCM Cool Roof System을 구성하는 PCM

과 Cool Roof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PCM Cool Roof

System의 정의와 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구분 분석목적 분석내용

도시열섬현상

§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도시열섬현상의 정의

§ 도시열섬현상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 도시열섬현상 관련 최근

연구동향

PCM 및

Cool Roof

§ PCM의 특성이 건물에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당위성을 제시

§ PCM을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PCM Cool Roof System에 적용
가능한 PCM 물성치 확보

§ 기존 Cool Roof의 특성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개선안 도출

§ PCM 정의
§ PCM 종류 및 특성
§ 건물 적용을 위한 PCM

가공 방법

§ 건물 적용 PCM 연구 동향
§ Cool Roof 정의
§ Cool Roof 연구 동향

PCM Cool Roof

System

§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PCM Cool

Roof System의 특성 파악

§ 국내에 적용 가능한 PCM Cool

Roof System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설계기준요소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PCM Cool Roof System

구성 및 특성

§ PCM Cool Roof System

선행연구

<표 2.1> 도시열섬현상 및 PCM Cool Roof System 이론고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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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열섬현상

2.1.1 도시열섬현상의 정의

도시열섬현상(UHI: Urban Heat Island)이란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역의 도시캐노피층(Urban Canopy Layer,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면으로

부터 1~2m 높이)에서 주변 교외지역보다 높은 평균 기온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지역의 기온이 주변 교외지역의 기온과 분리되어 고립된 섬의

형태로 등온선을 이룬다하여 도시열섬현상이라 명명되었다.3) 도시열섬현상에

관한 연구는 1820년 영국의 Luke Howard4)의 저서에서 인공 배출 열기로 인

한 런던의 이상 기온에 대한 기술로 시작되었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기

상학자 W.슈미트에 의해 도심지에서의 독특한 미기후와 도심지로 갈수록 높

은 기온이 나타남이 밝혀졌고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관

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왔다.

(그림 2.1) 도시열섬현상의 개념

3) Landsberg, H.E., (1981). The Urban Climate. Academic Press, New York and

Toronto.

4) Howard, L., The Climate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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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열섬현상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온도구배 기준은 아직까지 설정된

바 없으나 여러 논문에서 각 학자의 연구 관점에 따라 도시열섬현상 기준 온

도차가 주장되고 있다. <표 2.2>

저자 도시열섬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도심지와 교외의 온도차

Rosenzweig5) 3℃

Akbari6) 2.5~4.5℃

Mohamad Fahmy7) 2℃

Imhoff8) 5~9℃

서울 기상연구소9) 2~6℃

<표 2.2> 도심지와 교외의 온도구배 기준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정의

5) Rosenzweig, C., David, C., Demong, K., Stanton, C., Horton, R., & Stults, M.

(2007). Managing climate change risks in New York City’s water system:

assessment and adaptation plann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 12(8), 1391-1409

6) Akbari, H., Menon, S., & Rosenfeld, A. (2008). Global cooling: Increasing solar

reflectance of urban areas to offset CO2. Climatic Change.

7) Fahmy, M., & Sharples, S. (2009). On the development of an urban passive thermal

comfort system in Cairo, Egypt. Building and Environment, 44(9), 1907-1916.

8) Imhoff, M., Zhang, P., Wolfe, R., & Bounoua, L. (2010). Remote sensing of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across biomes in the continental USA. Remote Sensing of

the Environment, 114, 504-513

9) 구해정, 김연희, 최병철. (2007). 서울시 도시 열섬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기후연구,

2(2), 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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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1) 발생원인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원인은 크게 지형적 특성, 대기오염, 도시 내 인공열

발생, 도시구성 피복 재료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10) 11)

가) 지형적 특성

지형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분지형의 도시는 정체기류가 형성되어

평지의 도시보다 도시열섬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는 분지 지형으로 인해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

다. 대구광역시는 지형적 특성과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도시의 열지수

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2.2)

(그림 2.2)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열지수 변화
[출처 : 기상청, 2012, 대구 경상북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나) 대기오염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면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기류

가 형성되고 자연스러운 공기의 대류가 발생해 오염된 공기 도시 밖으로 배

출되고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염된 대기의

경우 부유 미세 먼지 입자가 도시 상공에 일종의 막을 형성해 지표에 도달하

기 전 태양에너지를 반사한다. 따라서 지표면이 가열되지 않아 상승기류가

10) 윤기학 (2012).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1) 정주리 (2016). 단지 유형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

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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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고 도시 기류 또한 정체된다. 도시 내 기류가 정체되면 오염된

공기가 도시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점차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발

생하게 된다.

다) 도심지 인공열 발생

도심지는 인구와 건물의 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 다양한 인공열 발생원

이 존재한다. 오피스 빌딩의 냉난방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열(에어컨 실외기 등),

야간 조명, 자동차·공장의 배기가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열의 발생으로 불

쾌적한 실내 열 환경이 조성되면 냉방장치를 가동하기 때문에 또다시 인공열

이 발생해 계속해서 인공열의 발생이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라) 도시구성 피복 재료의 변화

도시열섬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구성 피복 재료의 변화이다.

도시구성 피복재료에는 도로 포장면, 건물의 외피, 녹지, 식재된 수목, 수공간

등이 포함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조물은 자연적인 재료보다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유지하는 인공재료로 되어있다. 도시화가 진행될

수록 나무·초목 등의 녹지, 수공간 등의 자연 환경보다 인공 구조물이 도시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도시가 함유한 열의 양도 급격하게 높아

지게 된다. 1980년과 2010년 서울시의 토지이용 변화모습을 보면 농경지 및

산림면적은 줄어들고 시가지의 면적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

(그림 2.3) 서울의 토지이용 변화[좌:1980년, 우:2010년] 출처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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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감방안

위의 네 가지 주요 발생원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으로 도시열섬현상

을 저감할 수 있다. 도시열섬현상의 저감방안의 원리는 도심지 내 순복사량

최적화, 증발 잠열량 증대, 소비열 저감, 수평 열 이동 촉진 등이며 건물 외피

적용과 도시 공간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은 도시의

기후와 발생 시간대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

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가) 쿨 루프(Cool Roof)

건물 지붕의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을 높여 건물 지붕 표면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지붕 마감 기법이다. 지붕표면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하절기 냉

방 비용 저감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가 있고 지붕 수명 연장으로

유지 및 교체비용이 감소한다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의 표면온도를 낮게 유지해 열섬현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겨울철 난방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 옥상녹화(Green Roof)

옥상녹화는 건물의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여 지붕표면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식재로 인한 증발 작용으로 대기온도를 낮추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하

는 기법이다. 이용직12)의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부분의 지붕표면 평균온도

가 비 옥상녹화의 평균온도보다 4~7℃ 낮게 나타났다. 옥상녹화는 도시열섬현

상 완화 효과와 함께 경관 조성,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장점이 있어 국내에

서도 다수 적용되고 있으나 토양과 수목 식재에 의한 하중 부하, 해충에 의한

구조체 손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2) 이응직, 김준희(2012). 옥상녹화와 비 옥상녹화 표면의 온도변화 상관관계 고찰.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2(6),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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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면녹화(Green facade)

옥상녹화가 건물의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기법이라면, 입면녹화는 건물의

입면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의 표면온도를 저감시키는 기

법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건물입면으로 입사하는 태

양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입면을

수목으로 대체한다면 도심지 내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수목이 함유한 수분

을 증발시키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옥상녹화보다 비교적 넓은 면적에

적용이 가능하고 도시 경관 조성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옥상녹화와

마찬가지로 하중 부하, 해충에 의한 구조체 손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목 식재 및 녹지조성

수목 식재 및 녹지조성으로 도시의 미기후 조절이 가능하다. 나무는 차양

역할을 해 식재된 주변 대지의 표면온도를 낮추며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하루에 증산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50리터로 100W 램프 100개가 8시간 동안 발생시키는 열을 상쇄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이다.13) 윤희천14)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지 녹지 증가에 따라 대

기온도가 약 0.4~0.8℃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수공간 조성

수공간 조성은 도심지 증발잠열량을 증대함으로써 증산효과로 인한 기온하

강과 기류발생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시를 대상

으로 한 김상옥15)의 연구에서는 도심지 내 수공간 면적이 70%일 때 100%

인공피복 경우 대비 최고 6.3℃의 온도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공

간 조성의 도심지 내 기온 하강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복개

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13) 김수봉, 김기호, 조진희 (2001). 도시열섬현상의 원인과 대책, 환경과학논집, 6, 63-89.

14) 윤희천, 김민규, 정갑용 (2013).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증가에 따른 온도변화 분

석, 한국측량학회지, 31(2), 143-150.

15) 김상옥, 여인애, 한경민, 이정재, 윤성환 (2009). 토지피복 변화가 도시열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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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람길 조성

도심지 내 바람길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공간 밖으로 잉여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열섬을 형성하는 대기층에 기류를 발생시켜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다. 바람길 조성을 통해 외부로의 공기 수평이동이 촉진되면서

도심과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열 이동이 가능해 도심지와 주변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16)

사) 도로면 반사율 증가

도로면 반사율 증가는 도심지 내 순복사량 최적화를 원리로 하는 기법이다.

도시의 도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스팔트는 짙은 색으로 반사율이 낮

아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여 도로면 온도를 상승시킨다. 허정훈17)은

도로면 포장과 열섬현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도로면 포장을 밝은 색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최대 10℃의 온도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권용석 (2015). 환경도시 대구를 위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 대구 : 대구경북연구원

17) 허정훈 (2013). 친환경 열섬 완화 도로포장재를 사용한 도시 온도상승 억제효과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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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과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2.3>과 같다.

적용

대상
저감방안 국내외 선행연구

건물 외피

쿨 루프(Cool roof)

§ 김경아, 2016, 쿨루프의 도시열섬 완화 및 건

물에너지 저감 효과 분석

§ Pisello, A.L.,et.al., 2015. Combined thermal
effect of cool roof and cool façade on a

prototype

옥상녹화(Green roof)

§ 이용직, 김준희, 2012, 옥상녹화와 비 옥상녹

화 표면의 온도변화 상관관계 고찰

§ W.N. Hien. et.al., Study of thermal

performance of extensive rooftop greenery

systems in the tropical climate

입면녹화(Green

facade)

§ 김차권, 2008,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 내

입체녹화 방안분석

§ Marie-Therese Hoelscher et.al., 2015,

Quantifying cooling effects of facade

greening: Shading, transpiration and

insulation

도시 환경

수목 식재 및

녹지조성

§ 윤희천 외 2명, 2013,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증가에 따른 온도변화 분석

§ L.S. Vailshery. et.al., Effect of street trees
on microclimate and air pollution in a

tropical city

수공간 조성

§ 김상옥 외 4명, 2009, 토지피복 변화가 도시열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 Kleerekoper, L., et.al., 2012. How to make a
city climate-proof, addressing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바람길 조성

§ 김수봉 외 2명, 2004,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대구시 바람길 도입 및 조성 방안에 관

한 연구

§ Erell, E., et.al., 2011. Urban Microclimate:
Designing the Spaces Between Buildings

도로면 반사율 증가

§ 허정훈, 2013, 친환경 열섬 완화 도로포장재

를 사용한 도시 온도상승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 Santamouris, M., 2013. Using cool

pavements as a mitigation strategy to fight

urban heat island

<표 2.3>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및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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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시열섬현상 관련 최근 연구 동향

전 세계적으로 도시열섬현상 발생 지역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환경적, 사회

적 문제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열섬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은 복잡하며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 연구

에서는 국지 규모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유형별 저감방안 제시와 도시열섬현

상과 발생원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재빈18)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우세지역과 아파트 우세지역으로 도시 주거

지 유형을 분류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열섬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과 열섬현상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다중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세대 다가구주택 우세지역은 전 시간대 범위에

서 건폐율과 열섬현상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면적과 용적률은 큰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아파트 우세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에만 건

폐율 및 연면적이 열섬현상의 강도와 양의 상관관례를 보였고 용적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도로율, 지면고도, 녹지와의 거리, 수변율 등의 변수

가 주거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 유형에 따

른 유형별 저감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정주리19)는 중저층 주거지, 고층주거지, 상업지로 단지 유형을 구분하여 단

지 유형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지붕반사율, 지붕과 벽

체반사율, 도로포장면 재질, 옥상녹화, 건축물 주변 나무조성의 5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중저층 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건축물

주변식재 조성과 옥상녹화 조성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고층 주거지에서는

위의 5가지 변수와 열섬현상이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Yupeng Wang and Hashem Akbari2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18) 박재빈 (2017). 다세대·다가구 우세지역과 아파트 우세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열섬

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서울시 AWS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19) 정주리 (2016). 단지 유형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

앙대학교 대학원

20) Wang, Y., & Akbari, H. (2016). Analysis of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and

mitigation solutions evaluation for Montreal.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26,

4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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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하고 도로식재, 건물표면 알베도, 도시 캐노피의 특징

변화를 변수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도시열섬현상 감축방안

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낮에는 수목 식재와 도시 표면 반사율(알베도)

증가가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효과적이었고 밤에는 도시 하늘시계지수(SVF,

Sky View Factor)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늘시계지수란 지표면에

서 하늘이 보이는 정도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변 장애물

로 인해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0, 모두 보이는 경우가 1에 해당한

다. 도시의 입체적인 구조정보를 지후화한 값으로 그 값에 따라 지표면과 대

기의 상호 에너지 교환이 달라진다.2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도시열섬현상 저감 연구의 최근 경향(2009년~2013년)을 조사한 Or

Aleksandrowicz et al.22)는 총 411개의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쿨루

프(Cool Roof), 쿨페이빙(Cool Paving) 등 태양에너지의 반사와 열 방사를 높

일 수 있는 ‘Cool Material'을 적용한 연구와 식생을 활용한 연구, 오픈 스페이

스 및 지붕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이채연, 신이레, 임윤진, 이용희. (2016). 도시지표면의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특성과 기온자료 비교분석.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5-106.

22) Aleksandrowicz, O., Vuckovic, M., Kiesel, K., & Mahdavi, A. (2017). Current trends

in urban heat island mitigation research: Observations based on a comprehensive

research repository. Urban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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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연도) 요약

박재빈(2017)

▪ 다세대 다가구주택 우세지역과 아파트 우세지역으로 도시 주

거지 유형을 분류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열섬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과 열섬현상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다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정주리 (2016)

▪ 단지 유형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방안에 대해 연구

▪ 지붕반사율, 지붕과 벽체반사율, 도로포장면 재질, 옥상녹화,

건축물 주변 나무조성의 5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Yupeng Wang

and

Hashem Akbari

(2016)

▪ 캐나다 몬트리얼에서의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하고 도로식재,

건물표면 알베도, 도시 캐노피의 특징 변화를 변수로 한 시

뮬레이션을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도시열섬현상 감축방안에

대해 고찰

Or Aleksandrowicz

et al.

(2017)

▪ 도시열섬현상 저감 연구의 최근 경향(2009년~2013년)을 조사

▪ 총 411개의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고, 분석결과 쿨루프(Cool
Roof), 쿨페이빙(Cool Paving) 등 태양에너지의 반사와 열
방사를 높일 수 있는 ‘Cool Material'을 적용한 연구와 식생
을 활용한 연구, 오픈 스페이스 및 지붕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4> 도시열섬현상 관련 최근 연구 동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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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hase Change Material 및 Cool Roof System

2.2.1 Phase Change Material (PCM)

(1) PCM의 정의

PCM(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이란 온도에 따라 물질의 상이

변화할 때의 축열성을 이용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23). 어떤 물질이 온도

와 압력에 따라 서로 다른 상태, 즉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로 변하는 열역

학적 과정을 상변화라고 하는데,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의 상을 변화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잠열(Latent Heat, 潛熱)이 출입하기 때문에 온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현열(Sensible Heat, 顯熱)을 이용한 열 저장방법은 축열원

리가 단순하여 많이 사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잠열을 이용한 방식에 비해 축

열밀도가 낮고, 축열 중에 열손실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 장기적, 대용량의 축

열방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PCM은 상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잠열량이 큰 물

질로써 현열 축열 방식에 비해 단위 질량당 열용량이 크고 에너지 저장밀도

가 높아 적은 양의 물질로도 많은 양의 열을 축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4) PCM 상변화 개념도

23) Ramakrishnan, S., Wang, X., Sanjayan, J., & Wilson, J. (2017).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y o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Integrated with Phase

Change Materials. Energy Procedia, 105, 22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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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재료로써 PCM은 건물의 바닥재, 벽재, 천장재, 지붕마감재 등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적용된 PCM의 온도가 용융점(Melting Point)보다 높아지면 열

을 흡수하여 저장하였다가 용융점보다 낮아지면 저장했던 열을 방출한다. 이

러한 PCM의 열적 변화는 건물 내외부에서 인체 쾌적범위 이상으로 제공되

는 현열을 잠열로 재료에 저장함으로써 주간 실내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야간에는 재료에서 방출되는 열로 실내온도를 쾌적범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

게 유지시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4).

(2) PCM의 종류 및 특성

PCM의 종류는 상변화온도와 물질의 화학적 구성, 상변화의 종류(고체-액

체, 액체-기체, 고체-기체, 고체-고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고체-액

체 상변화 PCM은 유기계(Organic, 有機界), 무기계(Inorganic, 無機界), 혼합

계(Eutectic, 混合界)로 구분된다. (그림 2.5)

(그림 2.5) PCM의 종류

24) 정수광, 전지수, 서정기, 김수민. (2011). 건축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Phase change

material(PCM)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5(1),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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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계열과 비파라핀계열로 구분되는 유기계 PCM은 500℃ 이하의 온도

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상대적으로 넓은 상변화 온도대를 가진다. 대체적

으로 밀도가 낮고 부피팽창이 적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그러나 열전도율이

0.1~0.3 W/m K로 낮고, 무기계 PCM에 비해 단위무게 당 잠열 용량이 작다.

무기계 PCM은 염수화물과 메탈계로 구분되며 0.5 W/m K 이하의 상대적

으로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다. 일반적인 건축자재의 경우,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 물질은 단열성이 낮아 건물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만, PCM

의 경우 빠르고 효율적인 축열성능 발현을 위해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것

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부식이나 과냉각으로 인한 상변화성 변형의 가능성이

높아 유의가 필요하다.

공융계(共融界) PCM이라고도 불리는 혼합계 PCM은 두 가지 이상의 PCM

을 특정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써 유기계와 유기계의 혼합, 유기계와 무기계

의 혼합, 무기계와 무기계의 혼합으로 구분된다.25) 같은 계열의 PCM을 혼합

할 경우 물질 간 결합이 발생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

므로 각 PCM의 상변화 온도와 다른 온도에서 상변화가 발생한다. 반면 다른

계열의 PCM을 혼합했을 때는 화학적 결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합한

PCM 각각의 상변화온도에서 상변화구간이 나타난다.

PCM의 잠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시차

주사열량계량법(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이다. 기준물질

(Reference material)과 측정 대상물질(Sample material)을 각각 작은 용기에

넣고 밀봉한 다음 측정 셀(Cell)에 위치시킨 후, 동시에 일정한 속도로 가열

혹은 냉각시켜 열량을 계측 및 분석하여 PCM의 잠열량을 측정한다.

25) Sharma, R. K., Ganesan, P., Tyagi, V. V., Metselaar, H. S. C., & Sandaran, S. C.

(2015). Developments in organic solid–liquid phase change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in thermal energy storage.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95,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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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적용을 위한 PCM 가공 방법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하는 PCM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

의 PCM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① 액상

PCM과 첨가물을 혼합해 제조하는 상안정 PCM (SSPCM, Shape 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 ② 미세한 캡슐 안에 PCM을 저장하는 방식의 캡

슐화 PCM (MPCM, Micro-encapsulation Phase Change Material), ③ 액상

PCM을 용기(容器, Container)에 담아 밀봉한 패킹형 PCM (Packing type

Phase Change Material)으로 가공되어 건물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안정적인

PCM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다.

가) 상안정 PCM (SSPCM, Shape 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

상안정 PCM의 제조는 폴리머(Polymer, 한 종류 또는 수 종류의 구성단위

가 서로에게 많은 수의 화학결합으로 중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분자로 되어

있는 화합물)와 PCM을 혼합한 방법, 다공성 물질로의 함침을 통한 방법이

있다. 함침은 다공성 물질의 공극에 액상상태의 PCM을 주입시키는 것을 말

한다. 함침된 PCM은 그 자체로서 모세관 현상과 표면장력 등의 힘으로 인하

여 액체상태에서의 누출이 방지된다.26)

나) 캡슐화 PCM (MPCM, Micro-encapsulation Phase Change Material)

MPCM이라 불리는 캡슐화 PCM은 심물질(Core material)과 벽물질(Shell

material)로 구성된다. 심물질과 벽물질 간의 화학적 작용 때문에 PCM을 캡

슐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27) 캡슐화 PCM은 건축 재료의 특성에는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열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 상분리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캡슐화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하게 되면서 전체 질량대비 PCM 함량이 낮아지므로 액상의 순수 PCM

에 비해 낮은 잠열량을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26) 김수민. (2013). 건축물 에너지 저감을 위한 다공성 물질 기반 상안정 PCM 개발. 설

비저널, 42(12), 72-78.

27) 정수광, 전지수, 서정기, 김수민. (2011). 건축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Phase change

material(PCM)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5(1),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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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킹형 PCM (Packing type Phase Change Material)

패킹형 PCM은 순수한 액상의 PCM을 알루미늄, 나일론 등의 소재의 용기

에 주입해 밀봉하는 방식이다. 대량의 PCM 주입이 가능하므로 축열성능이

극대화되고 주입하는 양에 따라 총 잠열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 방식에 따라 건물 적용 이후 상누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구성이 확

보된 밀봉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PCM의 성능이 적절하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열에너지가 PCM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

서 패킹 용기는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로 하되 고온의 액체상태에서도 패킹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열성을 갖춰야 한다.

(그림 2.6) 상안정 PCM (그림 2.7) 캡슐화 PCM (그림 2.8) 패킹형 PCM

라) 해외 상용화 사례

PCM을 지붕마감재로 상용화한 사례는 미국의 P사에서 개발한 ‘Bio PCM’

이 대표적이다. PCM의 상변화 온도는 23℃, 25℃, 27℃ 3종류가 있으며, 지

붕과 벽체의 마감재로 일체화된 제품이다. 주거용 건물의 지붕 층에 적용한

결과 여름철 지붕 중공층에서의 일반적인 열획득량의 90%를 줄일 수 있었으

며 쿨루프와 함께 시공한 경우 열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제품을

적용 결과 기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 에너지의 30%가량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인 PCM 패키지의 비용은

$5/ft2(60,000원/㎡)이 소요되었다. Mock-up 실험 결과 외기온이 25℃일 때

PCM Roof는 38℃로 기존 마감재보다 18℃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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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Bio PCM (그림 2.10) Bio PCM Roof의 구성

(4) 건물 적용 PCM(Phase Change Material) 연구 동향

1970년대 에너지파동 위기를 겪으며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관한 관심이 증

대함에 따라 효과적인 열에너지 저장과 이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

히 PCM의 건물 적용은 열에너지를 일정 시간동안 저장 후 합리적으로 재사

용하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기술로써 궁극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

과 실내 쾌적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PCM의 건축물 적용을 위해서는 상누출에 의해 PCM이 유실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Xiangyu Li et al.28)은 PCM의 단점인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축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안

정성 개선을 위해 나노실리카와 파라핀계 PCM을 합성하였고 열전도율 향상

을 위해 진공 단열 패널(VIPs : Vaccum Insulation Panels)에 합성한 PCM을

삽입했다. 실험결과, 제작된 상안정 PCM은 건물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을 일

부 차단하거나 지연시켜 time-lag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광29)의 연구에서는 R사의 RT31 PCM을 캡슐화하여 169kJ/kg의 잠열

량을 가지고 31℃에서 상변화가 나타나는 백색파우더 형태의 캡슐화 PCM

을 제작하였다. 기존 개발된 캡슐화 PCM이 내구성, 내후성의 문제로 건축물

28) Li, X., Chen, H., Li, H., Liu, L., Lu, Z., Zhang, T., & Duan, W. H. (2015).

Integration of form-stable paraffin/nanosilica phase change material composites

into vacuum insulation panels for thermal energy storage. Applied Energy, 159,

601-609.

29) 정수광, 강유진, 위승환, 장성진, 김수민. (2015).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MPCM

적용 축열도료 제조 및 열적성능 평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5(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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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에 비해 정수광의 연구에서 제작한 캡슐화

PCM은 건물 외부용 도료에 MPCM을 적용해 건물 외벽용 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건물 외부에 PCM을 적용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진입하는 열을 지연시키거

나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Stephane Guichard et al.30)의 연구에서는 경사

지붕 중공층 내 PCM 유무에 따른 표면온도 및 실내온도 변화에 대한 축소

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PCM의 주·야간 열적 거

동을 확인하고 PCM을 삽입한 지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열저항을 갖는

지 확인하였다.

Hussein Akeiber31)의 연구에 따르면 건물적용 PCM 연구를 위해서는 실물

적용 실험과 수치 모델링(시뮬레이션)이 가장 적합하며 건물의 패시브 냉방

과 열쾌적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

Jiawei Lei et al.32)의 연구에서는 PCM의 건물 외벽 적용에 따른 냉방부하

저감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외기

조건, 상변화 온도, 위치, PCM의 두께 등을 변수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

과 싱가포르 기후 조건에서 모든 계절 효과를 보였고 특히 특정 계절에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절대에 맞는 상변화 온도 설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PCM의 적정 상변화 온도 설정에

관하여 Mohammad Saffari et al.33)의 연구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기

후 조건에서 적절한 PCM 상변화 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건물의 에너지 성능

30) Guichard, S., Miranville, F., Bigot, D., Malet-Damour, B., & Boyer, H. (2015).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a complex roof incorporating phase-change material.

Energy and Buildings, 108, 36-43.

31) Akeiber, H., Nejat, P., Majid, M. Z. A., Wahid, M. A., Jomehzadeh, F., Famileh, I.

Z., & Zaki, S. A. (2016). A review on phase change material (PCM) for

sustainable passive cooling in building envelop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60, 1470-1497.

32) Lei, J., Yang, J., & Yang, E. H. (2016).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envelopes

integrated with phase change materials for cooling load reduction in tropical

Singapore. Applied Energy, 162, 207-217.

33) Saffari, M., de Gracia, A., Fernández, C., & Cabeza, L. F. (2017). Simulation-based

optimization of PCM melting temperature to improve the energy performance in

buildings. Applied Energy, 202, 4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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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각 기후대에서 PCM 상변화 온도를 적절하게

선택하면 냉방 에너지 소비, 난방 에너지 소비 및 연간 총 에너지 소비에 대

해 주목할 만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주거용 건물의 냉방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EnergyPlus와 GenOpt 시뮬레이

션 기반 최적화 온도를 분석한 결과, 냉방부하가 높은 기후에서는 24–28℃,

난방부하가 높은 기후에서는 18–22℃의 상변화 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연간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i Dong et al.34)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PCM을 삽입한 경우 일반 지

붕보다 약 3시간의 온도 지연효과(Time-lag)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

비량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CM의 두께보다 경사지붕의 각

도가 PCM의 성능발현에 더 큰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M의 건물적용 시, 경제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 중국의 다양한

기후지역을 대상으로 PCM의 적용평가 연구를 수행한 Xuming Mi35)의 연구

에서는 EnergyPlus를 활용하여 PCM 적용에 따른 오피스건물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분석하였다. Shenyang과 Zhengzhou와 같이 추운 지역, Changsha의

더운 여름 혹은 추운 겨울에서 PCM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 더욱 두드

러졌지만 회수기간, 감가상각 등의 경제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으

로는 경제적 이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CM의 가격요인으로 인해 현

재로써 상용화는 어렵지만 PCM의 축열효과로 인해 건물에너지 사용량 절감

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므로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34) Li, D., Zheng, Y., Liu, C., & Wu, G. (2015). Numerical analysis on thermal

performance of roof contained PCM of a single residential build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100, 147-156.

35) Mi, X., Liu, R., Cui, H., Memon, S. A., Xing, F., & Lo, Y. (2016). Energy and

economic analysis of building integrated with PCM in different cities of China.

Applied Energy, 175, 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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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연도) 요약

Xiangyu Li et al.

(2015)

▪ PCM의 단점인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축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정수광 (2015)

▪ R사의 RT31 PCM을 캡슐화하여 169kJ/kg의 잠열량을 가지

고 31℃에서 상변화가 나타나는 백색파우더 형태의 캡슐화

PCM 을 제작

Stephane Guichard

et al.

(2015)

▪ 경사지붕 중공층 내 PCM 유무에 따른 표면온도 및 실내온

도 변화에 대한 축소모형실험

▪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PCM의 주·야간 열적 거동을 확

인하고 PCM을 삽입한 지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열저항

을 갖는지 확인

Hussein Akeiber

(2016)

▪ 건물적용 PCM 연구를 위해서는 실물 적용 실험과 수치 모

델링(시뮬레이션)이 가장 적합

▪ PCM의 적용은 건물의 패시브 냉방과 열쾌적환경 개선에 효

과적

Jiawei Lei et al.

(2016)

▪ PCM의 건물 외벽 적용에 따른 냉방부하 저감에 관한 수치

해석 연구

▪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외기 조건, 상변화 온도, 위치,

PCM의 두께 등을 변수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Mohammad Saffari

et al.

(2017)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PCM의 적정 상변화

온도 설정에 관한 연구

▪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적절한 PCM 상변화 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

Li Dong et al.

(2015)

▪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PCM을 삽입한 경우 일반 지붕보다

약 3시간의 온도 지연효과(Time-lag)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

Xuming Mi (2016)

▪ 중국의 다양한 기후지역을 대상으로 PCM의 적용평가 연구

를 수행

▪ PCM 적용에 따른 오피스건물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분석

<표 2.5> 건물 적용 PCM(Phase Change Material) 연구 동향 요약



- 25 -

2.2.2 쿨 루프(Cool Roof)

(1) 쿨 루프의 정의 및 특성

쿨 루프란 지붕재 표면의 태양 반사율(Solar reflectance)과 열 방사율

(Thermal emissivity)을 높여 일반 지붕재 대비 낮은 표면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표면 알베도가 높은 도료를 지붕 표면에 도

포하는 방식과 시트형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쿨 루프의 적용은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저감시켜 연간 냉방에

너지 소비량 감소에 효과적이다. 또한 지붕재의 표면온도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의한 지붕재의 물리적·화학적 변형을 방지해 지붕재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건물 냉난방부하와 표면온도 저감을 위한

다른 방안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낮아 경제적이며 시공 및 개보수가 편리하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쿨 루프의 적용은 건물 구조체의 열 축적을 막아

동절기에 난방부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

난방부하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쿨 루프의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림 2.11) 부산광역시 행복마을에서 진행 중인 쿨 루프 프로젝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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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쿨 루프 연구 동향

쿨 루프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0년대부터 쿨 루프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던 미국은 각 지역별로 쿨 루프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kbari36)에 따르면 워싱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뉴욕 등

의 대도시에서 92.9㎡이상의 건물에 쿨 루프를 적용할 경우 연간 2.6TWh의

전력이 절약된다. 플로리다의 주거용 건물에 쿨 루프를 설치한 Parker and

Barkaszi37)의 연구에서는 연간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약 14% 저감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아리조나의 상업용 건물에 고반사성 지붕을 설치한 이후 월

평균 냉방부하량이 2.6~3.6%가 감소되어 연간 2만2천 달러의 에너지 절약 효

과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Jo et al.38))

일본의 경우, 2007년 개정된 ‘신 국가 에너지 전략’에 따라 쿨 루프 등을 적

용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에너지 효율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Kondo et al.39)

은 상업지구, 거주지구, 공업지구로 도시 구역을 분류해 쿨 루프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건축물의 연

면적이 큰 지역에서 효과를 보였으며 거주지역에서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쿨 루프의 적용을 통한 연간냉난방에너지 저감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수직으로 긴 형태의 일본 지형 특성상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한 최

진호40)는 국내외 연구 사례를 분석해 쿨 루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

다. 국내의 경우 아직 쿨 루프의 적용이 표준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쿨

36) Akbari, H., Konopackim S., & Pomerantz, M., (1999), Cooling energy savings

potential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 the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Energy 24(5), 391-407.

37) Parker, D. S., & Barkaszi, S. F. (1997). Roof solar reflectance and cooling energy

use: field research results from Florida. Energy and Buildings, 25(2), 105-115.

38) Jo, J. H., Carlson, J., Golden, J. S., & Bryan, H. (2010). Sustainable urban energy:

Development of a mesoscale assessment model for solar reflective roof

technologies. Energy Policy, 38(12), 7951-7959.

39) Kondo, Y., Nagasawa, Y., & Irimajiri, M., (2000), Reduction of solar heat gain of

building, Urban area and vending machines by high reflective paint,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Heating, 78, 15-24.

40) 최진호, 엄정섭, (2010).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Cool Roof의 도입 방안, 환경영향평가,

19(6), 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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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적용 관련 세부 평가 항목 설정이 필요하며, 뉴욕과 도쿄의 기후와 국

내 기후를 비교했을 때 쿨 루프의 국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옥41)은 건물 지붕 재료에 따른 온도변화 실험을 통해 쿨 루프 적용의 타

당성과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일반 옥상마감재에 비해 쿨 루프 와

옥상녹화(Green Roof)의 실내 냉방부하량 감소와 표면온도 저감을 확인했다.

박소희42)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실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쿨 루프를 적용하여

옥상표면과 실내온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쿨루프의 적용이 겨울철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여름철 실내온도 및 표면온도 저감에 효과적임을 도출하였다.

송봉근43)은 창원시청 건물(업무용 건물)에 반사율 0.55의 쿨루프를 시공하

여 기존 녹색우레탄 방수포장과 쿨루프의 건물 내외부 온도차를 비교하는 하

절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옥상표면, 천장내부, 사무실 실내 모두 쿨루프 적용

시 온도저감 효과를 보였고 사무실 실내의 경우 재실자의 행동패턴, 사무실

의 물리적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결과 값에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쿨 루프의 에너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저감 성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국내 적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41) 김옥, 이언구 (2009). Cool Roof 시스템의 에너지 저감 성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9(1), 765-768.

42) 박소희, 공경배, 민현준 (2017).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쿨 루프 성능평가.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 구조계, 33(4), 55-62.

43) 송봉근, 김경아, 박경훈 (2016). 쿨루프 적용에 따른 업무용 건물의 내 · 외부 온도 저

감 효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6(6), 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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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연도) 요약

Akbari(1999)

/

Parker and

Barkaszi (1997)

/

Jo et al.(2010)

▪ 미국 각 지역별에 따른 쿨 루프 적용의 효용성에 대해 연구

Kondo et al. (2000)
▪ 일본의 도시 구역을 분류해 쿨 루프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

약 및 도시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분석

최진호 (2010)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연

구하였으며 쿨 루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제시

김옥 (2010)
▪ 건물 지붕 재료에 따른 온도변화 실험을 통해 쿨 루프 적용

의 타당성과 영향을 평가

박소희 (2017)
▪ 서울의 실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쿨 루프를 적용하여 옥상표

면과 실내온도 변화를 측정

송봉근 (2016)

▪ 창원시청 건물(업무용 건물)에 반사율 0.55의 쿨루프를 시공

하여 기존 녹색우레탄 방수포장과 쿨루프의 건물 내외부 온

도차를 비교하는 하절기 실험을 진행

<표 2.6> 쿨 루프(Cool Roof) 연구 동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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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CM Cool Roof System

2.3.1 PCM Cool Roof System 구성

PCM Cool Roof System은 PCM의 상변화 특성과 Cool Roof의 높은 알베

도로 인한 여름철 지붕표면온도 저감 특성을 이용한 지붕마감재로써 사계절

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Cool Roof의 적용이 제한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붕마감시스템이다. 건물 외부에 적용이 가능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

이 뛰어난 WPC(Wood Plastic Composite)플레이트의 중공층에 패킹형 PCM

을 삽입하는 것을 기본형태로 하며 WPC 플레이트 상부에 기존 마감재의 반

사율보다 높은 0.3~0.5 반사율의 흰색 페인트를 도포하여 PCM Cool Roof

System을 구성한다.

(그림 2.12) PCM Cool Roof System 구성

개념도

(그림 2.13) PCM Cool Roof System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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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M(Phase Change Material)

건물 적용을 위한 PCM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가) 열역학적 성질 : 적정온도 범위 내에서 상변화가 이루어져야하고 높은

비열과 축열성을 가져야 함.

나) 동역학적 성질 : 과냉각 현상이 적게 발생해야 하며 높은 결정 성장률

을 보여야 함.

다) 화학적 성질 : 응결 융해 순환 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비인화성,

비폭발성, 비부식성이 요구됨.

(2) WPC(Wood Plastic Composite)

WPC(방사선경화목재, Wood Plastic Composite)는 목재에 액체형 플라스틱

을 함침시킨 것에 방사선을 조사시켜 경화한 것으로 원목과 플라스틱의 단점

을 보완한 환경 친화적인 신소재다. 원목에 대한 WPC의 장점은 플라스틱처

럼 성형이 가능하고 건조 수축이 적으며 강성이 높다는 것이고 플라스틱에

대한 WPC의 장점은 내열성능이 높고 열·치수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44) 산

화방지제, 난연제, 열안정제 등의 첨가제를 주입해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생산과 조립형 시공이 가능하고 내구성, 내열성이 강해 주로 건축

물 외부 데크 시공에 사용한다.

(3) Cool Paint

WPC 플레이트 상부에 도포하는 쿨페인트는 기성품인 WPC 플레이트의 낮

은 표면 반사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PCM의 상변화에 필요한 태양에너

지 흡수를 위해 일반적인 쿨페인트보다 낮은 반사율의 0.3~0.5 흰색 페인트를

사용한다.

44) 국립산림과학원 [편]. (2008).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서울: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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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PCM Cool Roof System 특성

PCM Cool Roof System은 옥상녹화와 달리 경량 구조로 제작되기 때문

에 보다 많은 기존 건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열섬제어 대응에 유리하다.

PCM의 온도가 상변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잠열 형태로 PCM에 축열하기

때문에 현열 형태로 저장하는 기존 지붕재에 비해 일정한 지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이 일반 지붕마감재보다 높은 재료로

표면마감을 하므로 기존 지붕의 표면온도가 50~80℃까지 상승하는 것과 대조

적으로 표면온도를 30~40℃로 유지해 지붕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건물의

내부 온도 변화의 폭 또한 감소하므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림 2.14)

(그림 2.14) PCM Cool Roof System의 온도변화 특성

또한 PCM Cool Roof System의 Cool Paint는 일반 지붕보다는 높고 Cool

Roof 보다는 낮은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PCM Cool Roof System은 ‘Cool Roof 보다는 하절기 실내온도 저감 효과가

적지만 동절기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양이 많아 연간 냉난방에너지 절

감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고, 일반지붕보다는 하절기 실내온도가 저감되어 도

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냉난방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보인다.’를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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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절기 동절기

일반지붕

Cool Roof

PCM

Cool Roof

System

<표 2.7> 기존 지붕, Cool Roof, PCM Coool Roof System 열성능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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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PCM Cool Roof System 선행연구

현재 국외에서 진행된 PCM Cool Roof System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bria K. Roman45)는 건물 옥상에 PCM과 Cool Roof를 결합한 구조체를

제작 및 설치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건물 마감재에 반사율과 방사율이

높은 재료와 PCM을 사용할 때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에너지 절약 효과

를 확인하였다. 특히, 도시열섬현상 저감에는 지붕마감재의 반사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PCM과 높은 반사율의 재료를 함께 사용했을 때 건물 에너

지 절약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tfi Derradji46)는 오피스빌딩의 최상층 벽체에 PCM을 적용하여 열적 거

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콘크리트 천장과 벽체 중공층에

PCM을 사용할 경우, 겨울철에는 실내온도가 3-4℃ 상승하고 여름철에는 약

7℃ 저감되어 냉난방부하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의 선행연구로 진행된 양영권47)의 연구에서는 PCM과 방사선

경화목재(Wood-plastic composite)를 결합하여 제작한 PCM Cool Roof

System의 도시열섬저감 효과를 시뮬레이션 검증하였다. 먼저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지붕표면온도가 평균 6.8℃ 저감된 것

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값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지붕 표면 및 도시 캐

노피층의 온도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시 캐노피층의 온도가 상업지역은

여름 7.8℃, 겨울 11.3℃, 주거지역은 여름 6.4℃, 겨울 10.5℃ 저감 된 것을 확

인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써 PCM Cool Roof System 개발을

위한 PCM 축소모형실험과 실물 적용을 위한 PCM Cool Roof System 축소

모형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검증, PCM Cool Roof System의 단열성능 검증 시

45) Roman, K. K., O'Brien, T., Alvey, J. B., & Woo, O. (2016). Simulating the effects

of cool roof and PCM (phase change materials) based roof to mitigate UHI (urban

heat island) in prominent US cities. Energy, 96, 103-117.

46) Derradji, L., Errebai, F. B., & Amara, M. (2017). Effect of PCM in Improving the

Thermal Comfort in Buildings. Energy Procedia, 107, 157-161.

47) Yang, Y. K., Kang, I. S., Chung, M. H., Kim, S. M., & Park, J. C. (2017). Effect

of PCM cool roof system on the reduction in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Building and Environment, 4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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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김호민48)의 연구에서는 PCM Cool Roof 개발을 위한 PCM타일 축소모형실

험을 진행하였다. PCM타일은 가루형태의 PCM과 백색액체도료를 혼합하여

일반 타일에 도포하여 제작했다. PCM은 실내쾌적온도를 고려해 27℃에서 3

1℃의 온도범위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RT31 PCM(잠열량 80.11kJ/k)을 사

용하였다. 하절기 환경 모사 인공기후동(29℃유지)과 동절기 외부 환경에서

진행된 축소모형실험은 실험체의 표면마감재료를 변수로 하였고 일반마감재

료와 PCM타일의 열성능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15)는

PCM타일과 일반마감재료의 열성능 비교실험을 위한 축소모형 실험체이며

좌측부터 녹색우레탄방수, 회색몰탈방수, 쿨페인트, PCM타일의 순이다.

(그림 2.15) PCM타일과 일반마감재료의 열성능 비교실험

실험결과 PCM타일의 PCM함유량이 낮아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실내에너지

부하 절감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열 도료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PCM Cool Roof System 개발이 필요하다.

방선규49)는 Packing type PCM을 WPC(Wood-Plastic Composite) 플레이

트에 삽입한 플레이트 타입 PCM Cool Roof System 축소모형 실험을 하였

다. PCM의 상변화온도와 플레이트 표면반사율을 변수로 실험한 결과, 반사

율 0.47에서 RT44 PCM을 적용했을 때 표면온도가 평균 13.8℃ 낮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8) 김호민 (2015). 도시열섬저감을 위한 PCM과 Cool Roof 성능실험. 석사학위논문, 중앙

대학교 대학원

49) 방선규 (2016).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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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상세 구성요소 열전도율 두께

흰색 페인트 - -

WPC 플레이트 0.55W/m·K 3mm

PCM 0.18 W/m·K 15mm

WPC 플레이트 0.55W/m·K 3mm

누름몰탈 1.4 W/m·K 3mm

단열재 0.028 W/m·K 20mm

콘크리트 1.6 W/m·K 25mm

<표 2.8> PCM Coool Roof System 축소모형 구조 상세 및 변수조건

표면 반사율

(색상)

PCM 종류

반사율 0.17

(갈색)

반사율 0.22

(회색)

반사율 0.47

(흰색)

Bio 25 61.0℃ 64.5℃ 49.3℃

Bio 30 59.6℃ 61.6℃ 47.9℃

Bio 34 53.8℃ 54.8℃ 47.7℃

RT 44 64.8℃ 57.5℃ 45.5℃

평균 59.8℃ 59.6℃ 47.6℃

<표 2.9> 반사율에 따른 PCM별 표면온도 측정 결과

신창섭50)은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PCM Cool Roof System 적용을 가정

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수행시 요구되는 입력요소를 파악하고 축소모형과 실

물모형 실험을 통해 에너지 시뮬레이션 입력 값을 확보하였다. 이를 활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했을 때 기존 건축

물 대비 총 에너지 0.1~1.5% 절감, 냉방 에너지 2~12% 절감을 확인했다.

50) 신창섭 (2017).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평가.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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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CM Cool Roof System 반사율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 절감율

반사율 0.1 반사율 0.3 반사율 0.5 반사율 0.7

냉방 에너지 2.10% 5.09% 8.31% 11.95%

난방 에너지 -1.99% -4.03% -6.44% -9.37%

총 에너지 0.19% 0.65% 1.09% 1.55%

<표 2.10> PCM Cool Roof System 적용시 에너지 요구량 절감율

이효은51)은 PCM과 일반단열재를 건물 옥상에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PCM의 단열성능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20mm의

PCM이 50mm EPS, 135mm 셀룰로오스, 135mm 글라스울과 대등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였다. PCM의 열관류율은 20℃ 상온 기준 0.24W/mK으로 일반

단열재보다 약 8배 높아 수치로만 보았을 때는 단열측면에서 불리하다. 그러

나 상변화과정에서의 축열효과로 인해 용량형 단열재의 역할을 하므로 일반

단열재에 준하는 단열효과가 있었다.

(그림 2.16) 단열여부 및 종류에 따른 냉난방에너지 소비량 비교

51) 이효은, 양영권, 정민희, 박진철. (2017).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PCM(Phase

Change Material)의 단열성능 시뮬레이션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33(6),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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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연도) 요약

Kibria K. Roman

(2016)

▪ 건물 옥상에 PCM과 Cool Roof를 결합한 구조체를 제작 및

설치하는 시뮬레이션 분석

▪ 건물 마감재에 반사율과 방사율이 높은 재료와 PCM을 사용

할 때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에너지 절약 효과를 확인

Lotfi Derradji

(2017)

▪ 오피스빌딩의 최상층 벽체에 PCM을 적용하여 열적 거동 시

뮬레이션을 수행

양영권 (2017)

▪ PCM과 방사선경화목재(Wood-plastic composite)를 결합하

여 제작한 PCM cool roof system의 도시열섬저감 효과를

시뮬레이션 검증

김호민 (2015) ▪ PCM Cool Roof 개발을 위한 PCM타일 축소모형실험

방선규 (2016)

▪ Packing type PCM을 WPC(Wood-Plastic Composite) 플레

이트에 삽입한 플레이트 타입 PCM Cool Roof System 축소

모형 실험을 통해 적정 PCM 온도 도출

신창섭 (2017)

▪ PCM Cool Roof System 적용을 가정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수행시 요구되는 입력요소를 파악하고 축소모형과 실물모형

실험을 통해 에너지 시뮬레이션 입력 값을 확보

이효은 (2017)
▪ PCM과 일반단열재를 건물 옥상에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PCM의 단열성능을 검증

<표 2.11> PCM Cool Roof System 연구 동향 요약

기존 PCM Cool Roof System 연구는 축소모형 실험을 통한 적정 PCM 온

도 및 적용방법 선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입력 요소 도출, PCM의 단열

성능 검증 등 부분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실물규모의 Test-bed 실험과 시뮬레이션 검증을 병행

함으로써 보다 통합적 범위에서의 열성능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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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Test-bed 실험을 통한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Test-bed 실험을 통해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개발된

PCM Cool Roof System의 지붕표면온도 저감 성능을 평가한다.

3.1 Test-bed 실험 개요

본 실험은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물규모

Test-bed에서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Test-bed는 단열재

패널 100mm에 모르타르로 마감한 단층 건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학교 208관 건물 옥상에 설치되었다. Test-bed 개요는 다음 <표 3.1>과 같다.

구분 내용 Test-bed 도면

높이 2.5m

층수 1층

향 정남향

층고 2.4m

지붕면적 26㎡

Room1

6.25㎡

Room2

6.25㎡

Room3

6.25㎡

WPC와 PCM 결합 모듈 (Room2) 실험 전경

<표 3.1> Test-be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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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PCM Cool Roof System 제작

(1) 패킹형 PCM

방선규52)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PCM은 Melting point가 44℃인 R사의

n-Docosane계열 RT44 PCM을 사용하였다. RT44 PCM의 잠열량은 241/g으

로 충분한 잠열량 확보를 위해 1팩 당 35g이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액체

상태의 PCM이 누출되지 않도록 패킹(Packing)하여 WPC 플레이트에 그대로

삽입했다.

패킹형 PCM의 제작 예시

패킹형 PCM의 상변화 과정 패킹형 PCM-1 패킹형 PCM-2

<표 3.2> 패킹형 PCM의 제작 예시

(2) WPC 플레이트

실험에 사용 된 WPC 플레이트는 패킹형 PCM을 적용할 수 있는 중공층이

있는 국내 기성제품을 선정하였다. 패킹형 PCM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도록

중공층의 크기는 가로 3cm * 세로 2cm의 규격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3.1)

(그림 3.1) WPC 플레이트

52) 방선규 (2016).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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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l Paint

WPC 플레이트 상부에는 반사율 0.47의 흰색 방수 페인트를 도포하였다.

일반적으로 Cool Roof에 사용하는 Cool Paint의 반사율은 0.7 이상이지만

PCM Cool Roof System은 WPC 플레이트 내부의 PCM 상변화를 위한 태양

에너지가 축적되어야 하므로 일반 Cool Paint보다 낮은 반사율의 페인트를

사용한다.

(그림 3.2) 흰색 방수 페인트가 도포된 WPC 플레이트

(그림 3.3) PCM Cool Roof System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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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변수 설정

세 개의 실로 구성된 Test-bed는 하나의 대조군(Room 1 : WPC 플레이트

단독 설치)과 두 개의 실험군(Room 2 : WPC플레이트에 PCM을 삽입, Room

2: WPC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상부에 Cool Paint 도포-PCM Cool

Roof System)으로 구성된다. <표 3.3>

구분 실험실 구성 단면 모식도

대조군 Room 1 WPC

실험군

Room 2
PCM
+
WPC

Room 3

Cool Paint
+
PCM
+
WPC

<표 3.3> 변수 설정

3.1.3 측정 방법

Test-bed 상부에 설치된 PCM Cool Roof System의 표면온도와 Test-bed

실내 1200mm 높이 온도를 T-type 열전대로 측정하였다. T-type 열전대는

전류를 이용한 온습도센서로 내습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해 실험

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T-type 열전대로 측정된 전기신호 데이터는

데이터로거로 기록했다. 상세 장비 현황은 다음 <표 3.4>과 같다.

T-type 열전대 데이터로거

제품명 T-type thermocouple cable midi LOGGER GL800

측정 범위 -250~350℃ -

오차 범위 ±0.75% ±3%

비 고

<표 3.4> 측정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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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3.2.1 동절기

동절기 실험은 2017년 1월 01일 ~ 2017년 2월 28일 두 달간 진행되었고 평

균기온, 운량, 풍속 등의 기상상태를 고려해 1월 14일 ~ 1월 16일 (72시간)의

데이터를 대표데이터로 선정하였다. 대표데이터 기간의 평균 기온은 4.8℃,

평균운량은 0, 평균풍속은 3.2m/s이다.

(1) 플레이트 표면온도

<표 3.5>는 동절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WPC

플레이트만 설치한 Room1의 최고온도는 14.3℃, 최저온도는 -14.6℃, 평균온

도는 –5.4℃로 나타났다. 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한 Room2는 최고온

도 14.6℃, 최저온도 –15.1℃, 평균온도 –5.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WPC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을 설치한 Room3에서는 최고온도 4.7℃, 최저온도

–15.5℃, 평균온도–7.9℃로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온도

Room 1

(WPC)

Room 2

(WPC+PCM)

Room 3

(WPC+PCM+Cool Paint)

최고 14.3 14.6 4.7

최저 -14.6 -15.1 -15.5

평균 -5.4 -5.5 -7.9

<표 3.5> 동절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 (단위 : ℃)

Room1과 Room2의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는 14.3℃, 14.6℃, 플레이트 표

면 평균온도는 –5.4℃, -5.5℃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PCM Cool Roof

System을 설치한 Room3의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는 4.7℃, 평균온도는 –

7.9℃로 Room1, Room2보다 확연히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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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절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 그래프

동절기의 경우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가 PCM Cool Roof System에 삽입

된 RT44 PCM의 상변화온도인 44℃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변화구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는 Room3의 플레이트 표면에 도포

한 Cool Paint의 높은 반사율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2) 실내 온도 (높이 : 1200mm)

<표 3.6>는 동절기 실내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WPC 플레이트만

설치한 Room1의 최고온도는 3.7℃, 최저온도는 1.6℃, 평균온도는 2.5℃로 나타

났다. 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한 Room2는 최고온도 4.2℃, 최저온도 2.

4℃, 평균온도 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WPC 플

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WPC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을 설치

한 Room3에서는 최고온도 4.5℃, 최저온도 2.8℃, 평균온도 3.6℃로 나타났다.

실내 1200mm 온도

Room 1

(WPC)

Room 2

(WPC+PCM)

Room 3

(WPC+PCM+Cool Paint)

최고 3.7 4.2 4.5

최저 1.6 2.4 2.8

평균 2.5 3.1 3.6

<표 3.6> 동절기 실내온도 측정결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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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 구간에서 Room1의 실내온도가 항상 가장 낮고, 다음으로 Room2,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을 설치한 Room3의 실내온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림 3.5)에서 알 수 있다.

(그림 3.5) 동절기 실내온도 측정 그래프

동절기에 동일한 외기조건에서 실내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

대적으로 단열성능이 우수해 난방부하가 낮음을 의미한다. 일반 지붕마감재

인 WPC에 비해 PCM Cool Roof System의 표면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Room3의 플레이트 표면 평균 및 최고온도가 가장 낮게 측정됐음에도 불구하

고 실내온도도 Room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절기 PCM의 상변화는 일

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는 PCM의 상변화에 의한 결과로 가정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Room2와 Room3에 모두 PCM이 삽입되었다는 조건

을 고려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Room2보다 Room3의 실내온도가 높게 나타

난 것은 연구에서 예측한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세 개의 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옆 실과 면해있어 각 실의 단열성능에 차이

가 발생한 결과로 사료되며 본 실험의 한계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절기 실험결과를 통해 PCM Cool Roof System은 표면 반사율을

낮춰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표면온도 저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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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중간기

중간기 실험은 2017년 3월 01일 ~ 2017년 4월 30일 두 달간 진행되었고 평

균기온, 운량, 풍속 등의 기상상태를 고려해 4월 21일 ~ 4월 23일 (72시간)의

데이터를 대표데이터로 선정하였다. 대표데이터 기간의 평균기온은 19.5℃,

평균운량은 0.7, 평균풍속은 2.4m/s이다.

(1) 플레이트 표면온도

<표 3.7>은 중간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WPC

플레이트만 설치한 Room1의 최고온도는 47.3℃, 최저온도는 4.3℃, 평균온도

는 21.0℃로 나타났다. 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한 Room2는 최고온도

47.5℃, 최저온도 4.4℃, 평균온도 21.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WPC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을 설치한 Room3에서는 최고온도 36.5℃, 최저온도 3.3℃,

평균온도 16.8℃로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온도

Room 1

(WPC)

Room 2

(WPC+PCM)

Room 3

(WPC+PCM+Cool Paint)

최고 47.3 47.5 36.5

최저 4.3 4.4 3.3

평균 21.0 21.5 16.8

<표 3.7> 중간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 (단위 : ℃)

Room1과 Room2의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는 47.3℃, 47.5℃, 플레이트 표

면 평균온도는 21.0℃, 21.5℃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PCM Cool Roof

System을 설치한 Room3의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는 36.5℃, 평균온도는

16.8℃로 Room1, Room2보다 최고온도는 약 10℃, 평균온도는 약 5℃ 낮게

측정되었다. PCM Cool Roof System이 설치된 Room3의 플레이트 표면온도

가 전 구간에서 가장 낮게 기록된 것을 (그림 3.6)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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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간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 그래프

중간기의 경우,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가 PCM Cool Roof System에 삽입

된 RT44 PCM의 상변화온도인 44℃에 도달하는 구간이 일부 존재하지만

PCM의 삽입유무가 변수인 Room1과 Room2의 평균표면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상변화 구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간

기 실험을 통해 동절기와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표면온도는 표면 반사율 변화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실내 온도 (높이 : 1200mm)

<표 3.8>은 중간기 실내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WPC 플레이트만

설치한 Room1의 최고온도는 19.4℃, 최저온도는 15.8℃, 평균온도는 17.4℃로

나타났다. 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한 Room2는 최고온도 19.0℃, 최저

온도 16.2℃, 평균온도 17.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WPC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을 설치한 Room3에서는 최고온도 18.7℃, 최저온도 15.9℃, 평

균온도 1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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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1200mm 온도

Room 1

(WPC)

Room 2

(WPC+PCM)

Room 3

(WPC+PCM+Cool Paint)

최고 19.4 19.0 18.7

최저 15.8 16.2 15.9

평균 17.4 17.6 17.3

<표 3.8> 중간기 실내온도 측정결과 (단위 : ℃)

(그림 3.7)을 보면 측정 구간 내 최고 실내온도와 최저 실내온도가 모두

Room1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세 개 Room의 평균온도는 큰 차이가 없

었지만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차는 Room1 3.6℃, Room2 2.8℃, Room3 2.

8℃로 Room1이 가장 크다. Room2와 Room3에 적용된 PCM으로 인해 실내

온도의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Room3의 실내평균온도 및 최고,

최저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Cool Paint의 높은 반사율로 설명할 수 있다. 따

라서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으로 지붕표면온도가 저감되어 궁극적

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 중간기 실내온도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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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하절기

하절기 실험은 2017년 5월 01일 ~ 2017년 6월 30일 두 달간 진행되었고 평

균기온, 운량, 풍속 등의 기상상태를 고려해 6월 14일 ~ 6월 16일(72시간)의

데이터를 대표데이터로 선정하였다. 대표데이터 기간의 평균기온은 26.8℃,

평균운량은 0.3, 평균풍속은 2.6m/s이다.

(1) 플레이트 표면온도

<표 3.9>는 하절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WPC

플레이트만 설치한 Room1의 최고온도는 60.5℃, 최저온도는 16.2℃, 평균온도

는 33.1℃로 나타났다. 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한 Room2는 최고온도

57.1℃, 최저온도 16.8℃, 평균온도 3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WPC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을 설치한 Room3에서는 최고온도 48.1℃, 최저온도 15.

4℃, 평균온도 28.2℃로 나타났다.

플레이트 표면온도

Room 1

(WPC)

Room 2

(WPC+PCM)

Room 3

(WPC+PCM+Cool Paint)

최고 60.5 57.1 48.1

최저 16.2 16.8 15.4

평균 33.1 33.9 28.2

<표 3.9> 하절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 (단위 : ℃)

(그림 3.8)을 보면 동절기, 중간기와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한 PCM Cool Roof System(Room3)의 플레이트 표면온도가 측

정 전 구간에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Cool Paint 유무 외

다른 변수는 동일한 Room2와 Room3을 비교했을 때, Cool Paint를 도포한

Room3에서 Room2 대비 플레이트 표면 최고온도 15.8%, 플레이트 표면 평균

온도 16.8%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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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하절기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 그래프

(2) 실내 온도 (높이 : 1200mm)

<표 3.10>는 하절기 실내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WPC 플레이트

만 설치한 Room1의 최고온도는 28.5℃, 최저온도는 24.1℃, 평균온도는 25.

9℃로 나타났다. 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한 Room2는 최고온도 27.9℃,

최저온도 24.5℃, 평균온도 26.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CM Cool Roof

System(WPC 플레이트에 PCM을 삽입하고 WPC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을 설치한 Room3에서는 최고온도 27.5℃, 최저온도 23.9℃, 평

균온도 25.4℃로 나타났다.

실내 1200mm 온도

Room 1

(WPC)

Room 2

(WPC+PCM)

Room 3

(WPC+PCM+Cool Paint)

최고 28.5 27.9 27.5

최저 24.1 24.5 23.9

평균 25.9 26.0 25.4

<표 3.10> 하절기 실내온도 측정결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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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을 보면 PCM Cool Roof System이 적용된 Room3의 실내온도가

전 구간에서 가장 낮은 측정치를 보이고 있다.

하절기에 동일한 외기조건에서 실내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

대적으로 단열성능이 우수해 냉방부하가 낮음을 의미한다. PCM Cool Roof

System의 높은 표면 반사율로 인해 Room3의 플레이트 표면 평균 및 최고,

최저 온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PCM의 축열 및 단열성으로 인해

Room3의 실내온도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9) 하절기 실내온도 측정 그래프

따라서, PCM Cool Roof System은 표면 반사율을 높여 도시열섬현상을 완

화할 수 있는 표면온도 저감 효과와 동시에 PCM의 축열성 및 단열성으로

인한 하절기 냉방부하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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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검증을 위해 Test-bed 실험을 수행하였

다. Room1은 WPC 플레이트 단독, Room2는 WPC 플레이트에 패킹형 PCM

삽입, Room3는 WPC 플레이트에 PCM 삽입 및 Cool Paint 도포한 PCM

Cool Roof System를 설치하였다.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로 구분해 WPC 플

레이트 표면, Test-bed 실내 1200mm지점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1>과 같다.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

Room

1

Room

2

Room

3

Room

1

Room

2

Room

3

Room

1

Room

2

Room

3

평균

표면온도

최고

(-5.4℃)

-

(-5.5℃)

최저

(-7.9℃)

-

(21.0℃)

최고

(21.5℃)

최저

(16.8℃)

-

(33.1℃)

최고

(33.9℃)

최저

(28.2℃)

평균

실내온도

최저

(2.5℃)

-

(3.1℃)

최고

(3.6℃)

-

(17.4℃)

최고

(17.6℃)

최저

(17.3℃)

-

(25.9℃)

최고

(26.0℃)

최저

(25.4℃)

분석

표면온도 저감효과

-2.5℃

표면온도 저감효과

-4.2℃
표면온도 저감효과

-4.9℃

실내온도 유지효과

1.1℃
실내온도 유지효과

0.1℃
실내온도 유지효과

0.5℃

Room 1 : WPC 플레이트

Room 2 : WPC 플레이트 + 패킹형PCM

Room 3 : WPC 플레이트 + 패킹형PCM + Cool Paint (PCM Cool Roof System)

<표 3.11>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실험 결과

동절기 실험 결과, 평균표면온도는 Room3에서 최저를 나타냈고 반대로 평

균실내온도는 Room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WPC 플레이트만 단독 설치한

Room1 대비 Room3에서 평균표면온도가 2.5℃ 낮게 나타났고 실내온도는 오

히려 1.1℃ 높게 나타나 표면온도 저감과 실내온도 유지효과를 동시에 확인

하였다. 그러나 동절기 PCM은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PCM이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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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2와 Room3의 결과값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

은 결과는 실험동 구축과정에서 각 실의 단열성능을 균일하게 보정하지 못하

여 나타난 한계점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동절기 실내온도 유지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수행이 필요하다.

중간기 실험 결과, 마찬가지로 평균표면온도는 Room3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고 평균 실내온도 또한 Room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면온도가

Room1 대비 4.2℃나 저감된 것에 비해 평균실내온도는 0.1℃ 차이로 미미하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기의 일교차가 크고 냉난방부하가 비슷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중간기 외기측정데이터를 보면 평균기온 19.5℃, 최

고온도 26.3℃, 최저온도 7.9℃로 일교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절기 실험 결과, 평균표면온도와 평균실내온도 모두 Room3에서 가장 낮

은 값을 보였다. 특히 평균표면온도는 Room1 대비 4.9℃가 절감되어 큰 효과

를 보였고 평균실내온도 또한 0.5℃ 낮게 나타나 실내온도 유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PCM Cool Roof System은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 모두 지붕표

면온도 저감과 실내온도 유지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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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평가

도시열섬현상의 저감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은 광범위한 시공간

의 범위가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PCM Cool Roof

System의 경우, 상용화에 앞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된 단계로 실제 도시환경

에 적용한 검증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제

도시환경을 모사하여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냉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입력 값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2장에서 분석한 선행연구결과와 3장에서 실측한

Test-bed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입력 값을 구성하였다.

4.1 PCM Cool Roof System 적용의 도시열섬현상 저감

시뮬레이션

4.1.1 시뮬레이션 개요

3장의 Test-bed 실험으로 측정된 지붕표면온도를 시뮬레이션 입력 값으로

하여 옥상 기준 2m 상공(도시 캐노피 층), 수직분포 값을 출력해 도시열섬현

상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지유형 별 옥상 면적비율에 따른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화

된 건물을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대상지는 정주리53)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도시열섬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서초구의 업무단지와 송파구의 주

거단지로 선정하였다. 대상 모델의 규모를 고려하여 격자(mesh) 크기는 0.2m

로 하며, 3차원 해석이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한 육각형 격자(polyhedral

mesh)로 설정하였다. <표 4.1>는 Star-CCM+에서 대상 건물의 모델링과 생

성된 격자 결과를 나타낸다.

53) 정주리 (2016). 단지 유형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

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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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단지 (서초구) 주거 단지 (송파구)

격자 모델

건물 비율 50% 14%

<표 4.1> 대상지 모델링

(1) 연구수행방법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도시단위의 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Star-CCM+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공간영역에서의 수치해석을

하였다. 프로그램 내 시뮬레이션 해석 과정은 <표 4.2>와 같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흐름은 (그림 4.1)과 같다.

Step.1
Pre-processing

Step.2
Solver-processing

Step.3
Post-Processing

<표 4.2> 시뮬레이션 해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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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뮬레이션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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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조건 설정

외기는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26℃), 겨울철

평균기온(-6℃)을 적용하였으며, 3장의 PCM Cool Roof System 표면온도 저

감 Test-bed 실험결과에 따라 일반 건물 옥상과 PCM Cool Roof System 적

용 옥상의 표면온도를 <표 4.3>과 같이 입력하였다. 유체역학 해석에 요구되

는 경계조건과 기후 데이터 설정 값은 <표 4.4>와 같다.

구분
일반 옥상

표면온도
PCM cool roof 표면온도 온도 저감

여름철 54.5℃ 47.7℃ 6.8℃↓

겨울철 28.8℃ 17.8℃ 11℃↓

<표 4.3> PCM Cool Roof System의 표면온도 저감 실험 결과값

항 목 내 용

유체역학 해석

공 간 Three Dimensional

시 간 Steady

물 체 Gas

유동 흐름 Segregated Flow

유체 상태 Equilibrium Air

점성 정도 Turbulent

레이놀즈 난류 해석 k-ε Turbulence

시뮬레이션 횟수 100회

기후 데이터

외기온도
여름철 : 26℃

겨울철 : -6℃

풍속 2.3m/s

풍향 서풍

<표 4.4> 시뮬레이션 경계조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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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뮬레이션 결과

(1) 업무단지

가) 여름철

업무단지에서 여름철 일반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54.5℃,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47.7℃로 설정하였을 때의 온도 분포를

시각화 하면 다음 <표 4.5>, <표 4.6>과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정의하는 기준인 도시 캐노피층(옥상 기준 2m 상공)에서의 온도분포는 일반

건물옥상이 53.7℃,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옥상이 45.9℃로 나타나

7.8℃의 기온 저감을 확인했다.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옥상 기준 2m 상공

<표 4.5> 업무단지 여름철 온도 분포도 (수평 단면)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남북축 수직 단면

동서축 수직 단면

<표 4.6> 업무단지 여름철 온도 분포도 (수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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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겨울철

업무 단지에서 겨울철 일반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28.8℃,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17.8℃로 설정하였을 때의 온도 분포를

시각화 하면 다음 <표 4.7>, <표 4.8>과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정의하는 기준인 도시 캐노피층(옥상 기준 2m 상공)에서의 온도분포는 일반

건물옥상이 27.8℃,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옥상이 16.5℃로 나타나 1

4℃의 기온 저감을 확인했다.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옥상 기준 2m 상공

<표 4.7> 업무단지 겨울철 온도 분포도 (수평 단면)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남북축 수직 단면

동서축 수직 단면

<표 4.8> 업무단지 겨울철 온도 분포도 (수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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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단지

가) 여름철

주거 단지에서 여름철 일반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54.5℃,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47.7℃로 설정하였을 때의 온도 분포를

시각화 하면 다음 <표 4.9>, <표 4.10>과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정의하는 기준인 도시 캐노피층(옥상 기준 2m 상공)에서의 온도분포는 일반

건물옥상이 52.1℃,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옥상이 45.7℃로 나타나

6.4℃의 기온 저감을 확인했다.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옥상 기준 2m 상공

<표 4.9> 주거단지 여름철 온도 분포도 (수평 단면)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남북축 수직 단면-1

남북축 수직 단면-2

<표 4.10> 주거단지 여름철 온도 분포도 (수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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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겨울철

주거단지에서 겨울철 일반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28.8℃,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옥상 표면온도를 17.8℃로 설정하였을 때의 온도 분포를

시각화 하면 다음 <표 4.11>, <표 4.12>와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정의하는 기준인 도시 캐노피층(옥상 기준 2m 상공)에서의 온도분포는 일반

건물옥상이 25.8℃,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옥상이 15.3℃로 나타나

10.5℃의 기온 저감을 확인했다.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옥상 기준 2m 상공

<표 4.11> 주거단지 겨울철 온도 분포도 (수평 단면)

구분 일반 건물옥상 PCM Cool Roof System 옥상

남북축 수직 단면-1

남북축 수직 단면-2

<표 4.12> 주거단지 겨울철 온도 분포도 (수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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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소결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으로 지붕 표면온도가 저감되면 도시열섬

현상 저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유체역학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

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붕 표면온도 저감 데이터는 3장에서 수행한 Test-bed 실험 결과를 활용

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모델에 적용하였다. <표 4.13>

구분
일반 옥상

표면온도

PCM Cool Roof System

옥상 표면온도
온도 저감

여름철 54.5℃ 47.7℃ 6.8℃↓

겨울철 28.8℃ 17.8℃ 11℃↓

<표 4.13> 시뮬레이션 입력 값(PCM Cool Roof System의 표면온도 저감 실험 결과값)

분석 결과, 업무단지 모델에서는 여름철 일반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

53.7℃,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 45.9℃로

7.8℃의 온도저감과 14.5%의 저감률을 보였다. 또한, 겨울철 일반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은 27.8℃,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도시 캐노

피층 평균기온은 45.9℃로 11.3℃의 온도저감과 40.6%의 저감률을 보였다.

주거단지 모델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거단지 모델의 여름철 일반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은 52.1℃,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 45.7℃로 6.4℃의 온도저감과 12.3%의 저감률을 보였

다. 또한, 겨울철 일반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은 25.8℃,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은 15.3℃로 10.5℃의 온도저

감과 40.7%의 저감률을 보였다.

업무단지 및 주거단지의 계절별 온도 분포도에서도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지붕 표면온도가 각각 6.8℃, 11℃ 줄어

들었을 때, 붉은색의 고온 지점 비율이 감소하였고 건물 중심에서의 열전달

또한 감소했다.

또한, 주거단지보다 업무단지에서의 온도저감 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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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밀도와 지붕 면적이 주거단지보다 상업단지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은 지붕면적의 비율이

높은 고밀한 도심지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

도시 캐노피층(건물 옥상 기준 2m 상공)

평균 기온
저감 온도

일반 건물
PCM Cool Roof

System 적용 건물

업무단지

여름철 53.7℃ 45.9℃ 7.8℃

겨울철 27.8℃ 16.5℃ 11.3℃

주거단지

여름철 52.1℃ 45.7℃ 6.4℃

겨울철 25.8℃ 15.3℃ 10.5℃

<표 4.14> 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도시열섬현상의 저감은 Oke54)의 연구에 따라 도시 캐노피층(건물 옥상 기

준 2m 상공)의 온도저감으로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캐노피층 평균 기온의 저감은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으로 도시열섬현상이 저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4) Oke, T. R. (1973). City size and the urban heat island. Atmospheric Environment

(1967), 7(8), 76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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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CM Cool Roof System 표면 성능별 에너지 사용량 시뮬레이션

4.2.1 시뮬레이션 개요

일반적으로 태양 반사율 0.7 이상, 열 방사율 0.75 이상으로 규정되는 Cool

Roof는55)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이 높으면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고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PCM Cool Roof System은 Cool

Paint 도포에 따른 태양에너지 실내 유입량 감소와 PCM의 축열효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건축

물 지붕에 PCM Cool Roof System을 적용했을 때와 Cool Roof를 적용했을 때

의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바 있다. 따

라서 본 절은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을 변수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효율적인

최적 Cool Roof 성능 조합을 도출하는 것을 분석 범위로 한다.

(1) 변수 설정

시뮬레이션 변수는 Cool Roof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인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로 하며 0.1 부터 0.9 까지 값을 5단계로 나누어 25가지 조합에 대한

결과값을 분석해 최적 조건을 선정한다.

구분 업무용 건물 주거용 건물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0.3 0.5 0.7 0.9

0.1

0.3

최적값 도출0.5

0.7

0.9

<표 4.15> 최적값 도출을 위한 변수 설정 조합

55) 최진호, 엄정섭, (2010).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Cool Roof의 도입 방안, 환경영향평가,

19(6), 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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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재실자의 스케줄, 공조시스템, 건물의 규모 등의 조건이 상이한 업무용 건

물과 주거용 건물로 분석 대상을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4.1절에서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분석한 대상지의 평균 단일 건물을

대상으로 연간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분석을 하였다.

단지종류 대상지 위성사진 구분 내용 시뮬레이션 모델

업무단지

높이 18m

층수 6층

향 정남향

층고 3m

옥상면적 405

주거단지

높이 45m

층수 15층

향 정남향

층고 3m

옥상면적 1,079

<표 4.16> 단지종류별 건물 개요 및 시뮬레이션 모델링

(3) 연구수행방법

PCM Cool Roof System 국내 적용을 위해 표면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

율 변화에 따른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EnergyPlus Ver. 8-5를 에너지 분석 엔진으로 사용하

는 Design Builder version 4.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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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조건 설정

외기조건은 최근 10년간의 서울의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했고 PCM Cool

Roof System에 적용한 RT44 PCM의 온도별 잠열량 값은 신창섭56)의 선행

연구에 따라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으로 측정한 값을 입력하였다. <표

4.17>, <표4.18>

항목 참조

시뮬레이션 개요 EnergyPlus + Design Builder

기상데이터 기상청 최근 10년간의 데이터

모델링 축소모형실험체

PCM 잠열량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

측정시간 24시간 / 1시간

<표 4.17> 시뮬레이션 적용 값

측정 온도 (℃) Enthalpy (J/kg) 측정 온도 (℃) Enthalpy (J/kg)

Point 1 10 19907 Point 9 43 94921

Point 2 15 29700 Point 10 44 109212

Point 3 20 39907 Point 11 45 137871

Point 4 25 50700 Point 12 46 167454

Point 5 30 61249 Point 13 48 184978

Point 6 35 72180 Point 14 50 190852

Point 7 40 83268 Point 15 55 202534

Point 8 42 89458 Point 16 60 214415

<표 4.18> RT 44 PCM 시차주사 열량측정 결과

56) 신창섭 (2017).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평가.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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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모델링 설정조건

창문 설정 조건

건물 창면적비 : 업무단지 85% / 주거단지 30%

열전도율(W/m-K) : 0.9

열 관류율(U-Value) : 1.978W/㎡-K

두께 : 3mm , 투명 유리

일사 투과율 : 0.687

직달 일사 투과율 : 0.624

가시광선 투과율 : 0.744

중공층 : 13mm

공조시스템

설정 조건

설비 시스템 설정 : FCU , 공랭식 냉동기

난방 시 천연가스 사용, 냉방 시 전기사용

스케줄 조건 : ASHRAE 90.1-2007 건물의 운영 및 조명 스케줄 적용

Heating System COP : 0.85 공급온도 : 35℃

Cooling System COP : 1.8 공급온도 12℃

<표 4.19> 창문 및 공조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링 설정 조건

구 분 구 성 두 께 열전도율 단 면 도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지붕

WPC Plate 3 mm 0.25 W/m-K

RT 44 PCM 0.03m 0.2W/m-K

WPC Plate 3 mm 0.25 W/m-K

Asbestos Related

Materials :

Cement Sheet

0.08m 0.36W/m-K

Glass fibre/wool

– fibre slab
0.14m 0.035W/m-K

Cast Concrete 0.19m 1.13W/m-K

Plaster Board 0.01m 0.25W/m-K

외벽

Abestos Related

Materials :

Cement Sheet

0.08m 0.36W/m-K

Glass fibre/wool

– fibre slab
0.14m 0.035W/m-K

Cast Concrete 0.19m 1.13W/m-K

Plasterboard 0.01m 0.25W/m-K

<표 4.20> 지붕, 외벽 모델링 설정 조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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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뮬레이션 결과

(1) 업무용 건물

가)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PCM Cool Roof System을 업무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표 4.21>와 같다. 열 방사율 0.7, 태양 반사율 0.7 일 때

16,399.8kWh로 최저값을 나타냈지만 최저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연간

100kWh 이내로 나타나 냉방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는 태양 반사율 및 열 방

사율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이러한 결과는 일

반적인 Cool Roof 에서의 변화양상과 다른데, PCM의 삽입으로 열적 완충효

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업무용 건물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16,482.9 16,400.1 16,400.1 16,400.1 16,458.5

0.3 16,467.2 16,432.5 16,479.8 16,474.1 16,438.5

0.5 16,399.5 16434.0 16,433.8 16443.8 16441.7

0.7 16,474.4 16,437.6 16,437.1 16,399.8 16,436.0

0.9 16,458.1 16,399.6 16,399.8 16,399.7 16,399.9

<표 4.21> 업무용 건물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단위 : kWh]

(그림 4.2) 업무용 건물 연간 총 냉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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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PCM Cool Roof System을 업무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연간 난방에너지 사

용량은 <표 4.22>와 같다. 열 방사율 0.3, 태양 반사율 0.5 일 때 18,780.0kWh

로 최저값을 나타냈다. 또한 열 방사율이 0.3 일 때 태양 반사율에 관계없이

비교적 낮은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보였으며 열 방사율이 0.9로 높은 경우 태

양 반사율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보였다. (그림 4.3)

구분 업무용 건물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19,173.0 22,275.1 22,272.8 22,290.3 20,045.2

0.3 19,530.5 20,566.7 18,780.0 19,305.8 20,427.7

0.5 22,281.1 20,668.5 20,441.6 20,451.9 20,485.2

0.7 19,514.2 20,592.7 20,605.5 22,306.0 20,634.3

0.9 20,043.6 22,302.5 22,262.7 22,307.5 22,259.0

<표 4.22> 업무용 건물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단위 : kWh]

(그림 4.3) 업무용 건물 연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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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PCM Cool Roof System을 업무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연간 총 냉난방에

너지 사용량은 <표 4.23>, (그림 4.4)와 같다. 열 방사율 0.3, 태양 반사율 0.5

일 때 35,592.8kWh로 최저값을 나타내 연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경

향을 보였다. 전체적인 경향 또한 연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냉방에너지 사용량 대비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약 1.5배 높고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 조건 변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동 폭 또한 냉

방에너지는 연간 100kWh 이내, 난방에너지는 연간 3,000kWh 내외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업무용 건물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35,656.9 38,675.1 38,673.0 38,690.4 36,503.6

0.3 35,997.7 36,999.2 35,592.8 35,779.9 36,866.2

0.5 38,680.6 37,102.5 36,885.5 36,895.1 36,926.9

0.7 35,988.5 37,030.3 37,042.6 38,600.7 37,070.3

0.9 36,501.7 38,702.1 38,662.5 38,707.2 38,658.8

<표 4.23> 업무용 건물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단위 : kWh]

(그림 4.4) 업무용 건물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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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용 건물

가)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PCM Cool Roof System을 주거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표 4.24>, (그림 4.5)와 같다. 열 방사율 0.5, 태양 반사율 0.5 일

때 10,611.2kWh로 최저값을 나타냈고 이와 비슷한 열 방사율 0.3~0.5, 태양

반사율 0.5~0.7의 조합 경우에서도 유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업무용 건물

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매우 작아 동일한 값으로 고려한다.

구분 주거용 건물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10,615.6 10,615.4 10,614.2 10,613.3 10,613.7

0.3 10,614.2 10,613.4 10,611.7 10,611.9 10,613.0

0.5 10,613.4 10,613.4 10,611.2 10,611.6 10,612.4

0.7 10,615.6 10,615.1 10,614.6 10,613.2 10,613.1

0.9 10,614.9 10,615.2 10,614.9 10,612.9 10,612.9

<표 4.24> 주거용 건물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단위 : kWh]

(그림 4.5) 주거용 건물 연간 총 냉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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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PCM Cool Roof System을 주거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표 4.25>, (그림 4.6)과 같다. 열 방사율 0.1, 태양 반사율 0.3 일

때 26,066.6kWh로 최저값을 나타냈다. 또한 열 방사율이 0.5 일 때는 태양 반

사율 변화와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값을 보였다.

구분 주거용 건물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28,146.9 26,066.6 27,473.5 28,869.7 28,048.6

0.3 27,314.8 28,448.6 28,335.0 28,003.7 26,901.3

0.5 28,613.4 28,613.5 28,613.6 28,613.7 28,613.7

0.7 27,504.3 28,164.0 28,779.7 28,226.9 28,133.7

0.9 28,401.9 27,753.0 28,080.0 28,648.5 28,403.5

<표 4.25> 주거용 건물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단위 : kWh]

(그림 4.6) 주거용 건물 연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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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PCM Cool Roof System을 주거용 건물에 적용했을 때 연간 총 냉난방에

너지 사용량은 <표 4.26>, (그림 4.7)과 같다. 열 방사율 0.1, 태양 반사율 0.3

일 때 36,682.0kWh로 최저값을 나타내 연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경

향을 보였다. (그림 4.7)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경향 또한 연

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업무용 건물 적용 시

와 동일한 이유로써 냉방에너지 사용량 대비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약 2.7배

높고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 조건 변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동폭 또

한 냉방에너지는 연간 100kWh 이내, 난방에너지는 연간 2,800kWh 내외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주거용 건물 연간 총 냉방에너지 사용량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38,762.4 36,682.0 38,087.7 39,482.9 38.662.2

0.3 37,929.0 39,062.0 38,946.7 38,615.6 37,514.3

0.5 39,226.9 39,226.9 39,225.3 39,225.3 39,225.1

0.7 38,119.9 38,779.1 39,394.4 38,840.1 38,746.8

0.9 39,016.7 38,368.3 38,694.9 39,261.4 39,016.3

<표 4.26> 주거용 건물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단위 : kWh]

(그림 4.7) 주거용 건물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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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소결

PCM Cool Roof System 표면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 변화에 따른 건

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모두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 보다 연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크며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동 폭 또한 크게 나타났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태양 반사율 0.5, 열 방사율 0.3에서 가장 낮은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보였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 태양 반사율 0.3, 열 방사

율 0.1에서 가장 낮은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보였다. 유사한 범위인

태양 반사율 0.3~0.5, 열 방사율 0.1~0.5의 범위에서도 효과적인 연간 총 냉난

방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ool Roof로 규정되는 태양

반사율 0.7 이상, 열 방사율 0.75 보다 낮은 값의 설정 값에서 더 효과적인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일

정한 선형의 결과가 아닌, 분포의 자유도가 높은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Cool Roof의 성능 요소와 PCM의 상변화 작용이 조합되어 일반

Cool Roof의 성능에 따른 경향 변화보다 다소 불규칙한 형태로 도출된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결과값의 전체적인 경향을 고려했을 때 PCM Cool Roof

System 적용에 적절한 표면 성능 범위는 태양 반사율 0.3 이상 0.5 이하, 열

방사율 0.1 이상 0.5 이하로 규정할 수 있다.

구분 업무용 건물 주거용 건물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0.3 0.5 0.7 0.9

0.1
적정

성능

범위

적정

성능

범위

0.3

0.5

0.7

0.9

<표 4.27> PCM Cool Roof System 적용을 위한 Cool Paint 적정 성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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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열섬현상의 증가는 하절기 냉방에너지 소비량 증가,

동절기 도심 내 정체기류 형성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저감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쿨 루프(Cool Roof)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해 실제 적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의 선행연구에서는 쿨 루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유지하기 위해

PCM(Phase Change Material)을 적용한 새로운 지붕마감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그러나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연구는 아직

까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최적

Cool Paint 표면성능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PCM

Cool Roof System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열섬현상 및 PCM Cool Roof System 이론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원인으로는 지형적 특성, 대기오염, 도시 내 인공

열 발생, 도시구성 피복재료의 변화 등이 있으며 저감방안으로는 쿨 루

프, 옥상녹화, 수목 식재 및 녹지조성, 바람길 조성, 도로면 반사율 증

가 등의 안이 제시되고 있다.

(2) 지붕재의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을 높여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열에

너지를 저감시키는 쿨 루프는 냉방에너지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난방에

너지 사용량 증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

(3) PCM Cool Roof System은 WPC 플레이트의 중공층에 패킹형 PCM을

삽입하고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한 것으로 선행연구에 의해

PCM의 상변화온도는 44℃, Cool Paint의 반사율은 0.47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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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PCM Cool Roof System의 Test-bed 열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평균표면온도는 동절기 2.5℃, 중간기

4.2℃, 하절기 4.9℃ 저감되었다.

(2) 평균실내온도는 WPC 플레이트만 설치한 실 대비 동절기는 1.1℃ 높게

나타났고 하절기는 0.5℃ 낮게 나타나 실내온도 유지 효과가 있어 냉난

방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동절기 실험결과는

실험동 구축 단계에서 각 변수가 적용되는 실의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하

지 못한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PCM Cool Roof System의 시뮬레이션 열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캐노피층 평균기온 분석을 통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시뮬레이션

결과, PCM Cool Roof System 적용으로 업무단지에서는 여름철 7.8℃,

겨울철 11.3℃의 온도 저감을 보였고 주거단지에서는 여름철 6.4℃, 겨

울철 10.5℃의 온도 저감을 보였다. 건물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

단지에서 도시 캐노피층 온도 저감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여름

철과 겨울철 모두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도시 캐노피층 평

균 기온이 저감되었다.

(2) PCM Cool Roof System 표면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 변화에 따른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 업무용 건물의 경우 태양

반사율 0.5, 열 방사율 0.3, 주거용 건물의 경우 태양 반사율 0.3, 열 방

사율 0.1에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최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CM Cool Roof System이 일반 Cool Roof의 성능 뿐 아니라 PCM 상

변화에 의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포함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태양 에너

지 유입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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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결과에 따라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은 도시열섬현상 저

감과 건물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PCM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상용화가 되기까

지는 비용, 공급물량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

찰,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방법론으로 PCM Cool Roof System의 이론상 적

용 가능성을 검증한데에 의미가 있으며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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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PCM Cool Roof System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PCM Cool Roof System 가이드라인은 2장에서의 이론고찰과 3장, 4장에서

의 열성능 평가를 바탕으로 PCM Cool Roof System 성능기준과 관련 국내

법규 및 기준을 시공자 및 설계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제시된 가이드라인

은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성과 시공성을 높이고 도시열섬현상과 건

물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PCM Cool Roof

System 설계를 목표로 한다.

1.1 PCM Cool Roof System의 국내 적용을 위한 요구 성능

1.1.1 관련 법규 및 기준

사계절이 뚜렷해 냉방부하와 난방부하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우리나라 기

후에 Cool Roof를 적용할 시에는 단열성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특히,

PCM Cool Roof System은 기존 건축물의 지붕에 추가하는 것을 주 적용범

위로 하기 때문에 지붕 단열관련 법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지붕 관련 법규 및 기준으로는 지붕의 단열성능 기준은 제시되어있지만 국내

PCM 건물적용 및 Cool Roof 적용 관련 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다.57) 따라서

해외 Cool Roof 적용 기준과 PCM Cool Roof System의 국내 적용을 위한

지역별 지붕의 단열성능 기준, 그리고 PCM Cool Roof System에 사용되는

WPC 플레이트의 품질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57) 김옥 (2010). Cool Roof 시스템의 성능기준 및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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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Cool Roof 관련 기준

Cool Roof는 적용하는 지역의 기후에 따른 냉난방도일(Cooling and

Heating Degree Days)에 의해 성능이 좌우된다. 난방도일의 비율이 높은 기

후에서는 지붕의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오히려 겨

울철 태양에너지 반사가 증가해 난방부하를 증가시킨다. 이에 미국에서는 기

후 별 Cool Roof 성능 기준을 정하고 Cool Roof 재료에 대한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을 근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ool Roof

생산품에 대해 태양 반사율 0.7 이상, 열 방사율 0.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58) 또한 Cool Roof 생산품의 기술정보를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와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5.1)은 미국의 기후대별 Cool Roof 적용

우선 등급지도이다.

(그림 1) 미국의 기후대별 Cool Roof 적용 우선 등급지도
[출처 : U.S Department of Energy, 2009, Guidelines for selecting cool roofs]

58) 최진호, 엄정섭, (2010).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Cool Roof의 도입 방안, 환경영향평가,

19(6), 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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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ool Roof 관련 기준을 조사한 결과 ASHRAE Standard를 통해 권장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이 제시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기후조

건에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 지붕재료의 초기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과 시공 3년 후의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제공하며 LEED(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California

cool-roof rebate programmes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물의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Cool Roof의 건물 적용을 장려하고 있다.

기준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반사

지수
비고

ASHRAE Standard 90.1 0.70 이상 0.75 이상 -
상업용 건물

초기값 기준

ASHRAE Standard 90.2 0.65 이상 0.75 이상 -
주거용 건물

초기값 기준

ASTM Standard E1980 0.65 이상 0.9 이상
75

이상

초기값 기준,

기준 풍속

2m/s

California title 24 standard 0.7 이상 0.75 이상 -

타일 지붕의

경우 초기

태양반사율

0.4 이상

IECC(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주거용 0.52 이상 0.90 이상 - 초기값 기준

상업용 0.70 이상 0.75 이상 - 초기값 기준

Chicago 2001 Energy

Conservation Code
0.65 이상 0.90 이상 -

초기값 기준,

설치 후 3년간

0.5 이상의

태양 반사율

유지

Florida Building

Code 2001

주거용 0.65 이상 0.80 이상 -
-

상업용 0.70 이상 0.75 이상 -

Hawaii Model Energy Code 0.70 이상 0.75 이상 -
저층 주거용

건물

<표 1> 해외 Cool Roof 관련 기준



- 87 -

(2) 국내 지역별 지붕의 단열성능 기준

우리나라의 단열성능 기준은 냉난방도일에 따라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열성능 기

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지역별 지붕 열 관류율

기준 변화는 다음 <표 2>와 같다.

(단위 : W/㎡ㆍK)

법령 지역

행정규칙 명 개정 내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59)

1992년 제정 0.35 이하 0.45 이하 0.65 이하

2001년 개정 0.29 이하 0.35 이하 0.41 이하

2010년 개정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60)

2013년 개정 0.18 이하 0.22 이하 0.28 이하

2015년 개정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표 2> 국내 지역별 지붕 열 관류율 기준 변화

5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6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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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WPC 품질기준

WPC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일반적 성질을 규정 및 평가하는 ‘재료규격’과 재

조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제품규격’이 있다. KS 표준

에서는 열가소성 수지에 목질섬유(중량기준으로 50% 이상)을 혼합하고 첨가

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하여 생산한 옥외용 WPC 바닥판의 성능을 평가하

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품질 항목
품질 기준

(KS F 3230)

품질 기준

(GR F 2016)

비중 0.80 ~ 1.50 0.80 ~ 1.50

최대굴곡하중(N)
S 3 400 이상 S 3 400 이상

H 3 000 이상 H 3 000 이상

굴곡크리프 변형(%)
S 0.25 이하 S 0.25 이하

H 0.20 이하 H 0.20 이하

충격저항성
실온조건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저온조건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충격강도(Charpy impact),(kJ/ ) 3.0 이상 3.0 이상

뒤틀림성(%) 2.0 이하 2.0 이하

나사못 유지력(N) 780 이상 780 이상

미끄럼 저항성 0.40 C.S.R. 이하 20 BPN 이상

수분흡수율
질량변화율(%) 8.0 이하 8.0 이하

두께변화율(%) 6.0 이하 6.0 이하

동결융해 최대굴곡하중 변화율(%) 초기 90이상 10 이하

길이선열 팽창계수 (1/℃) 3.0×  이하 3.0×  이하

내곰팡이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1.5 mg/L 이하 0.5 mg/L 이하

유해물질

용출시험

(mg/L)

Pb 90 이하 3.0 미만

Cu - 3.0 미만

As - 1.5 미만

Hg 25 이하 0.005 미만

Cd 50 이하 0.3 미만

Cr6+ 25 이하 1.5 미만

<표 3> 국내 WPC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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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CM Cool Roof System의 성능 기준요소 도출

국내 관련 법규 및 기준과 해외 Cool Roof 관련 기준 고찰을 바탕으로

PCM Cool Roof System 제품개발을 위한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PCM

Cool Roof System의 세 가지 구성요소(PCM, WPC 플레이트, Cool Paint)에

따라 성능 기준요소 또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도출된다.

(1) PCM(Phase Change Material)

가) 상변화온도 (Melting Point)

PCM의 상변화 온도는 PCM의 축열성이 발현되는 시점과 효용 범위를 결

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 온도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범위의 상변화

온도를 가진 PCM을 적용해야 한다. PCM의 상변화 온도는 매우 다양하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속한 기후대와 계절에 따라 효과적 성능발현이 가능

한 최적 상변화 온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PCM의 용량

PCM은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단위무게 당 일정 잠열량을 가진다. 단위무게

당 잠열량과 PCM의 용량에 의해 총 잠열량이 결정된다. PCM을 적용해 건

물에너지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열량이 확보되어

야 하므로 PCM의 용량은 PCM Cool Roof System 건물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다) 건물 적용 방법

건물 적용을 위한 PCM은 일반적으로 상안정 PCM, 캡슐화 PCM, 패킹형

PCM으로 가공된다. 타분야에 적용하는 PCM에 비해 건물 적용 PCM은 외기

에 면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기후조건에 따른 내구성,

안정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PCM Cool Roof System의

경우 건물 지붕에 설치하고 WPC의 중공층에 삽입하는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패킹형 PC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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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PC 플레이트

가) 열전도율

PCM Cool Roof System은 WPC 플레이트의 중공층에 패킹형 PCM이 삽

입되는 구조이며 삽입된 PCM의 상변화로 Cool Roof의 단점인 겨울철 난방

부하 증가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PCM의 상변화가 원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태양열이 WPC 플레이트를 통해 전달되어 패킹형 PCM에 도달해야 하므로

WPC 플레이트는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WPC 플레이트

와 일반 목재의 열전도율을 측정해 비교한 <표 5.4>을 보면 WPC 플레이트

가 일반 목재보다 열전도율이 약 4배 높아 패킹형 PCM에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재질 WPC
목재

(경량)

목재

(중량)
소나무 가문비나무

열전도율

(W/m·K)
0.53~0.55 0.14 0.19 0.13 0.13

<표 4> WPC와 일반 목재 열전도율 비교

나) 하중

PCM Cool Roof System은 플레이트의 형태로 기존건물 옥상에도 적용 가

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서는 신축건물 뿐 만 아니라 기

존 건물에 적용 가능해야 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기존 건물에 적

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량으로 건물의 하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일정

강도 이상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WPC 플레이트를 중공형상으로

압출하거나 목분의 충전률을 높여 경량화 할 수 있다.

다) 강도 및 내구성

건물 외부에 적용하는 자재이므로 외부환경 변화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강도 및 내구성이 요구된다. WPC는 소수성의 열가소성 수지가 목분의 표

면을 코팅하여 복합화하고 있는 캡슐효과에 의해 목분 함유율 60% 정도까지

는 높은 내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재에 비해 습윤하거나 건조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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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조 수축이 없어 변형 가능성이 적다. 고강

도, 고강성의 소재로 굴곡이 적은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강한 외부 충격

을 받았을 때 갈라지거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유의

해야 한다.61)

(3) Cool Paint

가) 태양 반사율(Solar Reflectance)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는 자외선 5%, 가시광선 43%, 적외선

52%로 구성된다. 이 중 전체 태양에너지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적외선을 반

사시켜 건물의 지붕을 통해 유입되는 태양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것이 Cool

Paint의 목적이다.62) 따라서 일반 지붕 마감재 대비 높은 태양 반사율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태양 반사율은 모든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0부터 유

입 에너지를 모두 반사하는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

재하는 물질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완벽히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므로 일

반적으로 0.1부터 0.9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일반 지붕 마감재는 적외선의 절

반 이상을 흡수하지만 Cool Paint 마감은 높은 태양 반사율로 적외선의 흡수

량이 적다.

나) 열 방사율(Thermal emissivity)

열방사율은 지붕구조체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외기 혹은 건물 내부로 방출

되는 태양에너지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Cool Roof의 성능은 태양 반사율

과 열방사율로 결정된다. 태양 반사율과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1부터 0.9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지붕에서의 반사성능

과 방사성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 5.5>와 같다.

61) 국립산림과학원 [편]. (2008).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서울:국립산림과학원

62) 김옥 (2010). Cool Roof 시스템의 성능기준 및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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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성능 특징

반사(Reflectivity)

· 지붕에 도달한 태양에너지와 지붕에서 반사된 태양에너지의 비율

· 0~1의 값으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0.1(흰색, 거의 대부분 반

사)~0.9(검은색, 거의 대부분 흡수)의 범위 내에 존재

방사(Emissivity)

· 지붕표면으로부터 방사된 태양 에너지 비율

· 0~1의 값으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0.1(거의 대부분 흡수)~0.9(거

의 대부분 방출)

<표 5> 지붕에서의 반사성능과 방사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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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CM Cool Roof System 가이드라인

1.2.1 가이드라인 개요

PCM Cool Roof System의 가이드라인은 적정 설계방안을 건물 시공자 및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공성과 적용성을 높이고 효율적 유지관리가 가능

하도록 한다. 따라서 향후 도시열섬현상과 건물 냉난방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PCM Cool Roof System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 마감에 사용되는

WPC 플레이트의 중공층에 패킹형 PCM을 삽입하고 플레이트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한 형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WPC 플레이트와 Cool Paint의 선택, 패킹형 PCM의 제작, 그리고 PCM

Cool Roof System의 적정설계방안으로 하며, PCM Cool Roof System의 주

요 구성 및 기능, 적정설계방안, 시공상세 및 유지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점

검표(안) 등으로 구성된다.

1.2.2 PCM Cool Roof System 주요 구성 및 기능

(그림 2) PCM cool roof system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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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M (Phase Change Material)

⦁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상이 변하는 물질
⦁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 혹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변할 때 잠열의 형태
로 열에너지를 축적하는 특성

(2) WPC (Wood-Plastic Composite) 플레이트

⦁ 원목의 장점과 플라스틱의 장점을 두루 갖춘 환경 친화적인 신소재
⦁ 목섬유와 열가소성 고분자를 혼합, 개개의 목섬유가 용융된 고분자에 의

해 완전히 캡슐화(Encapsulation)된 상태로 최종 압사출하여 성형된 재료

⦁ 목질 섬유 및 플라스틱 외에도 다른 셀룰로오스 등 무기 충전재 포함 가능
(3) Cool Roof

⦁ 쿨루프(Cool Roof)란 일반 지붕마감재에 비하여 표면의 온도가 낮은 것
⦁ 지붕 표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붕재료 표면의 높은 태양 반사

율(Solar reflectance)과 열 방사율(Thermal emissivity)을 요구

⦁ 일반적으로 도료(Paint 등) 도포, 시트형 자재 시공 등의 방법을 사용

(그림 3) 고체상태의 PCM (그림 4) WPC 플레이트

(그림 5) Cool Roof 도료와 시공모습



- 95 -

1.2.3 PCM Cool Roof System 적정설계방안

(1) PCM (Phase Change Material)

⦁ 저온의 PCM은 주간 상변화 구간이 짧게 나타나지만, 야간에는 상변화

온도가 야간 외기온도와 비슷하여 열 교환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야간 상변화 구간은 길게 나타난다.

⦁ 고온의 PCM은 저온 상변화온도의 물질과 비교해 주간의 상변화 구간

이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변화온도가 피크온도 시간

대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상변화 온도를 갖기 때문에 상변화 물질의

수량과 표면 반사율 조절을 통해 상변화 구간을 피크 시간대로 설정하

는 것이 가능함. 반대로 야간에는 외기온도와 상변화온도와의 차이로

인해 열 교환이 빨라 상변화하는 구간이 주간에 비해 짧게 나타난다.63)

⦁ 또한, 여름철 외기온과 비슷하거나 낮은 저온의 PCM은 항상 액체상태

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변화로 인한 잠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여름철 PCM의 상변화 잠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열교

환이 필요하므로 야간 외기온과 온도차가 큰 고온에서 상변화가 나타나

는 PCM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3장의 실험결과인 여름철 평균 외기온 26.8℃, 플레이트 표면 평균 온도

가 33.1℃를 고려했을 때 고온의 PCM은 35-40℃ 이상의 온도에서 상변

화가 발현되는 PCM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 분 주 간 야 간

저온

PCM

ㆍ상변화 구간이 짧음

ㆍ상변화 구간이 피크 시간이

아님

ㆍ상변화 구간이 김

고온

PCM

ㆍ상변화 구간이 김

ㆍ상변화 구간을 피크 시간대로

설정 가능 (PCM 용량, 표면

반사율 조절)

ㆍ상변화 구간이 짧음(일몰 후 외

기온도와 상변화 온도와의 차이

로 인하여 열 교환이 빨라 구간

이 짧음)

<표 6> 상변화온도별 주간/야간의 상변화 특성

63) 방선규 (2016).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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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율 및 PCM종류별 표면온도 실험결과64)에 따라 패킹형 PCM 제작

에 사용되는 PCM은 상변화온도가 44℃인 PCM을 사용을 권장한다.

반사율

PCM종류

반사율 0.17

(회색마감)

반사율 0.22

(갈색마감)

반사율 0.47

(흰색마감)

녹는점 25℃ 61.0℃ 64.5℃ 49.3℃

녹는점 30℃ 59.6℃ 61.6℃ 47.9℃

녹는점 34℃ 53.8℃ 54.8℃ 47.7℃

녹는점 44℃ 64.8℃ 57.5℃ 45.5℃

<표 7> 반사율에 따른 PCM종류별 표면온도

⦁ 액체 상태의 PCM을 보관하기 위해 액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패킹

(Packing)하여 구조체에 그대로 삽입한다.

⦁ 패킹의 손상시의 상누출을 대비해 추가적인 실링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 패킹 소재는 열전도율이 높아 열전달과정에서 손실이 적으며 내구성 및

내열성이 높은 알루미늄 등의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2) WPC (Wood-Plastic Composite) 플레이트

⦁ WPC는 플레이트는 목재-플라스틱 복합체를 성형하여 만든 마감재로서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 건물의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적용이 용이하다.

⦁ 또한 PCM 물질 특성상 잠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PCM 물질층에 열전

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단순 목재데크 플레이트 보다 열전

도율이 높은 WPC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표 8>65)

⦁ 패킹 PCM이 삽입될 수 있는 중공층이 있어야 하며 WPC의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할 수 있는 면이 존재해야 한다. <표 9>

64) 방선규 (2016).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65)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기술자료 [웹사이트]. (2017년 9월 5일). Retrieved from

http://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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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WPC
목재

(경량)

목재

(중량)
소나무 가문비나무

열전도율

(W/m·K)
0.53~0.55 0.14 0.19 0.13 0.13

<표 8> WPC와 일반 목재 열전도율 비교

중공층

유무
구분

무

솔리드형태 솔리드형태-제혀쪽매 아치형태

유

할로우형태 할로우형태-제혀쪽매 벌집형태

<표 9> WPC 플레이트의 종류

⦁ WPC 플레이트는 국내 WPC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WPC플레이트는 높은 강성과 낮은 열팽창계수 및 하중, 경제성, 내후성

등으로 인해 비구조적 외장 건축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강성, 장기

크리프 저항성, 강도, 치수 안정성과 같은 성질은 목재보다 낮다. 따라

서 개질목재인 아세틸 처리 목재로 대체할 수 있다. 아세틸 처리 목재

란 일반 목재에 아세틸 약품을 처리해 내충성과 치수 안정성을 강화한

외장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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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l Paint

⦁ 일반적으로 Cool Paint의 태양 반사율은 0.7 이상, 열 방사율은 0.75 이

상으로 규정되지만 난방도일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일

반 Cool Paint보다 다소 낮은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의 도료를 사용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WPC 플레이트 중공층 내의 PCM에 충분한 열전달이 되어야

PCM 상변화로 인한 실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측

면에서도 일반 Cool Paint보다 낮은 성능의 도료로도 PCM Cool Roof

System의 성능 발현이 가능하다.

⦁ 본 논문의 4.2절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라 PCM Cool Roof

System 적용에 적절한 쿨 루프 표면 성능은 태양 반사율 0.3 이상 0.5

이하, 열 방사율 0.1 이상 0.5 이하로 규정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쿨 루프 도료의 경우, 밝은 녹색이 반사율

0.45에 해당하고 일반 도료로는 흰색 방수 도료가 반사율 0.47에 해당한다.

구분 업무용 건물 주거용 건물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0.1 0.3 0.5 0.7 0.9 0.1 0.3 0.5 0.7 0.9

0.1
적정

성능

범위

적정

성능

범위

0.3

0.5

0.7

0.9

<표 10> PCM Cool Roof System 적용을 위한 Cool Paint 적정 성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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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 PCM Cool Roof System의 요소별 적정설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구분 적정설계방안

PCM

· 35-40℃이상의 상변화온도를 가지는 고온 PCM 사용

· 액체 상태 PCM 보관을 위해 패킹하여 구조체에 삽입

· 패킹 소재는 열전도율이 높고 내구성 및 내열성이 높은 알루

미늄 등의 소재로 제작

WPC 플레이트

· 단순 목재데크 플레이트 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WPC 플레이트

를 사용

· 패킹 PCM이 삽입될 수 있는 중공층이 있어야 하며 WPC의

상부에 Cool Paint를 도포할 수 있는 면이 존재해야 함

· 치수 안정성, 내충성 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경우 개질목재인

아세틸 처리 목재로 대체 가능

Cool Paint
· 태양 반사율 0.3 이상 0.5 이하, 열 방사율 0.1 이상 0.5 이하의

도료 사용

<표 11> PCM Cool Roof System의 요소별 적정설계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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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시공상세

PCM Cool Roof System의 시공은 패킹형 PCM 제작과 WPC 플레이트에

Cool Paint 도포, WPC 플레이트에 패킹형 PCM 결합, PCM Cool Roof

System 시공의 순서로 진행한다. 시공흐름도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PCM Cool Roof System 시공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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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M(Phase Change Material)

⦁ PCM은 현재 국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아 전량 수입이 필요하다.
⦁ PCM의 패킹은 내구성 및 내열성을 고려하며 알루미늄 등 반영구적 소

재로 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온에서의 PCM은 액체상태이므로 누수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PCM의 패킹은 완전한 밀폐상태로 한다.

⦁ 패킹된 내부 물질의 상에 따라 패킹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고형의

케이스에 패킹하는 것을 권장한다.

⦁ PCM의 잠열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

한다.

⦁ 패킹형 PCM의 크기는 WPC 플레이트 중공층에 삽입 가능하도록 WPC

플레이트 중공층의 규격과 동일하거나 다소 작은 규격으로 제작한다.

(그림 7) 알루미늄 패킹 케이스 예시 (그림 8) 알루미늄 패킹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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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PC 플레이트

가) 기존 구조물(건축물)에 설치

⦁ 기존 옥상 마감재 해체 후 재시공이 아닌 기존 옥상 마감재 위에 설치

하는 추가 시공이므로 철골기둥, 지붕골조 등의 기본 골조와의 접합은

불필요하다.

⦁ 배수, 방충, 통풍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옥상 마감재로부터 최소

150mm 이격거리를 두어 WPC 플레이트 시공한다. (그림 9)

⦁ 기존 옥상마감재와 WPC 플레이트 이격 시, 부재 중간부분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WPC 플레이트 방향과 수직방향의 장선(목재 또는 철재

지지대)을 300~4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그림 10)

⦁ WPC 플레이트와 지지대가 교차하는 지점의 하부에는 철재 스페이서

(Spacer)를 배치해 하중을 지지한다.

⦁ WPC 플레이트와 지지대의 고정은 마운팅클립(Mounting Clip)에 철물

못 시공으로 한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9) WPC 플레이트의 시공 (그림 10) 장선과 스페이서

(그림 11) WPC 플레이트 시공 단면 (그림 12) 마운팅클립에 철물못 시공



- 103 -

나) WPC 플레이트의 연결

⦁ WPC 플레이트 측면 홈에 마운팅클립(Mounting Clip)을 삽입하는 방식

으로 고정하여 WPC 플레이트 부재를 연결한다. (그림 13), (그림 14)

⦁ WPC 플레이트 부재의 연결은 강풍, 강우 등 기후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 마운팅클립은 수직압력과 휨모멘트에 강한 강도를 보이는 알루미늄 등

의 부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수평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 WPC 플레이트를 연결한 마운팅클립은 철물못으로 지지대에 고정한다.
⦁ WPC 플레이트 측면 홈에 마운팅클립을 끼워 넣고 연결할 WPC 플레이
트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그림 15)

(그림 13) 마운팅클립-1 (그림 14) 마운팅클립-2

(그림 15) 마운팅클립 시공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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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PC 플레이트의 시공

⦁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 면에서 150mm정도의 이격거리를 두어 프레임(장선)을 시공한다.

② 시공면적에 적절한 길이로 WPC를 재단한다.

③ WPC 플레이트를 프레임 위에 배치하고 WPC 플레이트 측면 홈에

마운팅클립을 삽입한다.

④ WPC 플레이트 각 부재를 마운팅클립으로 연결 후 철물못 시공하여

고정한다.

⇨ ⇨ ⇨

(그림 16) WPC 플레이트 시공순서

⦁ WPC 플레이트 시공 시 온도차에 의한 신축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7) WPC의 신축력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하자 사례

(그림 18) 시공된 WPC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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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l Paint

가) Cool Paint 도포면 표면처리

⦁ WPC 플레이트 제품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Cool Paint를 도포한다.
⦁ 표백제를 물과 1:3으로 희석하여 WPC에 전체적으로 도포하여 세척한

뒤 샌드페이퍼로 샌딩한다.

⦁ 제품 도포 후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한다.
나) Cool Paint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전 도료를 잘 혼합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한다.
⦁ 혼합비율을 정확히 지킨다.
⦁ PCM Cool Roof System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지나친 희석은

지양한다.

⦁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에서는 도장하지 않는다.
다) Cool Paint 도장방법

⦁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 시 도료가 도포면에 고이지 않도록 얇게

도장한다.

⦁ 도장 시 화기에 주의하고 통풍에 유의한다.
라) Cool Paint 건조시간

⦁ 도료의 건조시간은 외기온에 따라 다음 <표 12>와 같이 한다.

구분 5℃ 20℃ 30℃

지촉건조 1시간 30분 20분

고화건조 18시간 12시간 8시간

후속도장 가능시간(최소) 18시간 12시간 8시간

가사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표 12> Cool Paint의 건조시간

* 지촉건조 : 만져도 점착성이 없을 정도로 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

* 고화건조 : 손으로 힘껏 눌렀다가 떼어냈을 때 도막에 지문자국이 없는 상태

* 가사시간 : 2액 형의 이상의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

하기 좋은 유동성을 유지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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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유지관리

(1) 개요

⦁ PCM Cool Roof System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

본적으로 알아야 할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구성한다.

⦁ PCM Cool Roof System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수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PCM Cool Roof System의 유지관리

⦁ 밀봉된 PCM의 상변화 사이클은 영구적이다. 따라서 시공 후 성능저하

에 따른 PCM의 교체는 불필요하나 PCM의 상변화 특성상 패킹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관상 PCM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유출

부위 파악 후 점검 및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 특히 하절기에는 매일 PCM의 상변화 사이클이 반복되므로 패킹의 유

출 우려가 높다. 따라서 하절기가 지난 후 PCM 패킹의 전반적인 점검

을 실시한다.

⦁ WPC 플레이트는 습기 및 곰팡이 등의 외부 환경에 강하여 반영구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장시간 사

용하게 될 경우 동절기 결빙 및 하절기 해빙의 반복으로 균열(crack)과

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손상된 WPC 플레이트를 방치하게

되면 내부의 PCM 및 상부 도포한 Cool Paint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WPC 플레이트의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한

다. 따라서 동절기 이후 WPC 플레이트의 외관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Cool Paint는 자외선과 강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도장의 내구성

이 약화되고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 또한 저하되므로 3-5년 간격으로

재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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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유형
문제점

원인 발생

여부

(O,X)

해결

여부

(O,X)해결방안

PCM
PCM

상누출
PCM 패킹 손상

ž 잦은 상변화 반복으로 인한 패킹

노후화

ž 해충, 뾰족한 물체 등에 의한 천공

ž 손상된 패킹형 PCM 교체

WPC

플레이트

목재

품질

균열

ž 
뒤틀림

ž 
파손

ž 기상요인
ž 적재물 과다 등 과한 외압 작용

ž 부적절한 소재선택
ž 시공 중 부주의

ž 손상된 WPC 플레이트 교체
ž 적재물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하중 지지용 보강재 설치

연결ž
부속재

긴결재(마운팅클

립 등) 녹발생

ž 재료성분 불량
ž 부적절한 소재선택, 도금불량

ž 녹 제거 후 방녹(防綠) 처리

ž 손상이 심할 경우 긴결재 교체

스페이서, 장선

녹발생

ž 재료성분불량
ž 설계 및 시공 부실

ž 시공과정 중 변형

ž 녹 제거 후 방녹(防綠) 처리

ž 손상이 심할 경우 손상 부재 제거

후 대체 부재 시공

조립 및

설치
수직ž수평 불균형

ž 시공면 불균형
ž 시공 전 표면처리/ 측량 불량
ž 시공 후 연결ž부속재/구조재 변형
ž 시공 후 WPC 플레이트 변형

ž 불균형 정도가 심하고 점차 심화

되는 경우 전체 해체 후 재설치

ž 부분적 불균형 발생 시 발생 부

분 해체 후 수직ž수평 재조정

<표 13> PCM Cool Roof System 유지관리 점검표(안)

(3) PCM Cool Roof System 유지관리 점검표(안)

PCM Cool Roof System의 유지관리 점검 항목 중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사항에 대해 점검표로 제시함으로써 설계자 및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점검

하여 시공자에게 유지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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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조립불량

ž 부적절한 연결재 선택, 조립기술

부족, 연결방법 부적합

ž 문제 발생 부분 해체 후 재시공

ž 연결재 교체

Cool

Paint

피복

상태

균열

ž
박상

ž 해충, 뾰족한 물체 등에 의한 손상
ž 기상요인
ž 시공 불량
ž 재료성분/배합 불량

ž 손상면 제거 후 재도포

색바램

ž 자외선 노출/노후화

ž 정상 성능 발현에 문제가 없을 시

현상 유지 가능

ž 성능 발현에 문제 발생 시 손상면

제거 후 재도포

ž 자외선 노출이 특히 강하여 잦은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상부 차양

설치 권장

성능

발현

태양 반사율 /

열 방사율 감소

ž 자외선 노출/노후화

ž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주기적인 재

도포가 필요

ž 자외선 노출이 특히 강하여 잦은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상부 차양

설치를 권장

기타

기존

건축물

구조

균열

ž
누수

ž PCM Cool Roof System의 하중

을 지지할 수 없는 구조의 건축

물에 시공

ž 시공 후 과도한 옥상 적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에 이상 발생

ž PCM Cool Roof System 제거
ž 안전점검 실시 후 건축물 내 구조
보강재 설치

설치 및

유지관리
악취 발생

ž 설치된 WPC 플레이트와 기존 건

축물 사이 중공층에 이물질 혼입

ž 배수 불량

ž WPC 플레이트와 기존 건축물 사이
중공층의 이물질 제거

ž 옥상 구배 조정 또는 배수구 점검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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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최적화 연구

이 효 은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 박 진 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및 지나친 도시화가 야기한 도시의 열수

지 변화로 인해 도심지에서의 열섬현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

행된 도심에 도시열섬현상의 저감을 위해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

시되는 쿨 루프(Cool Roof)는 동절기 난방부하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로 국내의 도시열섬현상 완화 연

구는 주로 바람길, 녹지계획, 단지조성 등에 집중되어왔으나 시가화 면적비율

이 61%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에 달하는 서울

에서 건물 옥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열섬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는 Cool Roof와

PCM(상변화물질, Phase Change Material)을 접목한 PCM Cool Roof

System을 개발하였다. PCM Cool Roof System은 PCM의 상변화 특성을 이

용하여 Cool Roof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유지함으로써 여름철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한 과열과 냉방에너지사용량 증가, 겨울철 도시열섬현상으로 인

한 정체기류 형성과 Cool Roof 적용으로 인한 난방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해

결하고자 한 것이다. PCM Coof System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험적인 단

계이므로 국내 적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쿨 루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효과적인 ‘PCM Cool

Roof System’의 열성능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 110 -

PCM Cool Roof System의 Test-bed 실험 결과,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 모

두 표면온도 저감에 효과를 보였고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에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절기 평균표면온도 2.5℃ 저감, 중간기 평균표면온도 4.2℃

저감, 하절기 평균표면온도 4.9℃ 저감)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지붕표면온도 저감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저감 시뮬레이션 결과, 업무단지와 주거단지 모두 효과를 보였고 건물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단지에서 도시 캐노피층 온도 저감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PCM Cool Roof System 적용 시 도시

캐노피층 평균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나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확인했다.

PCM Cool Roof System 표면 태양 반사율 및 열 방사율 변화에 따른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 Cool Roof의 성능보다 낮은 조건

에서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를 보였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태

양 반사율 0.5, 열 방사율 0.3, 주거용 건물의 경우 태양 반사율 0.3, 열 방사율

0.1에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저). 이러한 결과는 PCM Cool Roof System

이 일반 Cool Roof의 성능 뿐 아니라 PCM 상변화에 의한 에너지 절감 효과

도 포함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태양 에너지 유입은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PCM Cool Roof System의 적용은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 PCM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비용, 공급물량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방법론으로 PCM Cool Roof System의 이론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데에 의미가 있으며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상변화물질(PCM), PCM Cool Roof System, 열성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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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ncidence of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has been rising due to

rising temperatures following climate change and excessive urban development.

The Cool Roof, which is being suggested as a realistic measure to reduce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is limited in its use in South Korea, where the

heating load in winter seasons is relatively high. Due to this limitation, efforts

towards urban heat island effect mitigation have been focused on measures

such as wind way, green area, and complex construct. However, in Seoul,

where the proportion of developed surface area is over 61%, and of that 69%

being occupied by buildings, a measure that utilizes building roof can be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Therefore, this study

and preceding researches developed the PCM Cool Roof System,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Cool Roof and Phase Change Material (PCM). PCM Cool

Roof System was designed to take advantage of the phase change

characteristic of PCM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Cool Roof while

keeping the advantages, and therefore help solve the increasing energy demand

for cooling caused by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in the summertime, 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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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the Cool Roof in the wintertime. This

study aims to optimiz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PCM Cool Roof System.

The PCM Cool Roof System showed effective reduction of surface temperature in

all seasons, and is predict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heating and cooling energy

demand. (2.5℃ reduction in mean surface temperature in wintertime, 4.9℃ reduction in

summertime, 4.2℃ reduction in transition seasons.)

Simulation of the reduction of urban heat island effect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PCM Cool Roof System and resulting reduction in roof

surface temperature showed effectiveness in both office areas and residential

areas, particularly in the urban canopy layer in office areas, where the density

is relatively higher. Further, both summer and wintertime application of the

PCM Cool Roof System resulted in reduction of the average urban canopy

layer temperature, showing efficacy in reducing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Simulation of the changes in solar reflectance and thermal emissivity of the

PCM Cool Roof System and resulting building heating and cooling energy usage

showed that it reduced heating and cooling energy usage under lower figure than

the regular Cool Roof. (Minimum usage in office buildings at a solar reflectance of

0.5 and thermal emissivity 0.3, in residential buildings at a solar reflectance of 0.3

and thermal emissivity of 0.1).

Based on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CM

Cool Roof System is effective in mitigating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and

reducing the heating and cooling energy demand. However, in South Korea,

PCM is only available through import, and thus in order for it to be widely

used there are issues such as cost and supply that must first be resolv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theoretical plausibility of

applying the PCM Cool Roof System through simulated experiments, but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the system to be practically applied.

keyword : PCM(Phase Change Material), PCM Cool Roof System, Thermal

Performanc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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