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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l Roof is a roof type of thermal properties with high solar reflectivity and high radiation rate,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roof that has a lower surface temperature than conventional 

roofs. In the wake of the 2018 heat wave,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cool roof 

businesses in poor and old public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the summer heat wave, even 

installing cool roof through building energy efficiency loan support, and applying long-term 

waterproofing and high-heated technology at the same time, unlike the previous method of 

applying only white heat-blocking paint on building rooftops. In this study, while measuring 3 

cool roof models for one year,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cool roof are compared two roof 

models of urethane coating and polyurea coating, being currently used for building roof exposed 

waterproofing, with one roof model of vacuum ceramic coating which in eco-friendly thermal 

proof performance.

주요어 : 쿨루프, 차열도료, 우레탄 도막, 폴리우레아 도막, 진공세라믹 도막

Keywords: Cool Roof, Thermal proof Paints, Urethane coating, Polyurea coating, Vacuum 
ceramic coating

서 론

쿨루프는 높은 일사 반사율(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반사해서 표면의 열전도를 줄이는 

능력)과 높은 방사율(흡수되거나 반사되지 않은 태양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갖는 열적 

물성을 지닌 지붕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지붕에 비해 지붕의 표면온도가 낮은 기능을 가진 지

붕을 통칭한다. 2018년 폭염이 발생하면서 국내의 지자체에서는 하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이용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공공시설물 등에 쿨루프 사업을 확대하였다. 심지어 건물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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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등을 통해 쿨루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쿨루프 사업을 단순하게 흰색 

열 차단 도료만을 이용하여 옥상에 얇게 도포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장기간에 걸친 방수성

능과 고반사 차열성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녹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물 옥상 노출형 방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레탄 도료와 

폴리우레아 도료 및 친환경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도료를 사용하여 지붕을 도막한 쿨

루프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및 열관류량을 연중 측정함으로서 쿨루프 효과에 대한 하계와 

동계 및 춘계에 대한 열적특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옥상방수 도료 현황과 문제점

옥상방수 도료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규모는 2009년부터 연평균 투자규모가 약 100조원(2011년도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추산액 참조)을 넘는 가운데 건축분야 방수공사 시장의 규모는 약 

1.5%(1조 5000억)를 차지하고 있다(Oh, 2012). 이 중 건물 옥상방수 시장은 약 9000억 원으

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 방수시장은 약 4500억원(30%), 기타 약 1500억원

(10%) 규모로 나 뉘어 진다. 옥상 방수 시장을 공법별로 분류하면 70%가량을 차지하는 우레

탄 방수(6000억~7000억원)시장과 약 30%(2000억~3000억원)를 차지하는 기타 복합 방수, 

시트 방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Maeil Business Newspaper, 2018).

최근 쿨루프 사업이 성황하면서 건축도료시장에서는 방수의 기능을 겸비하고 마이크로 셀 

및 나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쿨루프의 성능을 지닌 차열도료가 개발되고 있다. 이는 건물옥상 

표면의 심한 온도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변형을 방지 할뿐만 아니라 건물에 축적된 열을 줄여 

공기 유동을 적게 함으로서 하여 건물 냉난방의 열부하를 줄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옥상방수 도료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옥상 방수용 도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레탄 도료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내

후성이 약하여 기후의 영향으로 옥상외부에서 갈라짐이나 부서짐이 발생하고, 옥상내부에서

는 결로 등의 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보

이고 있다.

두 번째로, 건물의 옥상용 페인트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용 도료는 VOCs(휘발성유기화

합물)함량이 매우 높아 오존(O3)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건축·자동차보수·도로포지용 도료에 

대해서 VOCs함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존(O3)주의보 발

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여 왔

다. 2015년부터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의2에 따라 건축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은 방수바닥재류는 유성상도 1액형과 2액형인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Comparison of Thermal Characteristics on Cool Roof of Vacuum Ceramic Coatings and Rooftop Waterproofing Coatings

34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1, 2020

500 g/L에서 480 g/L이하로 변경하고, 수성용은 40 g/L에서 35 g/L이하로 감소시켰다(Nakdong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2015). 그러나 최근들어 국제 기준을 고려한 분석법을 기

반으로 “2020년 기준 이후 새로운 도료기준(안)”의 연구 용역이 발주되면서 방수바닥재류는 

유성상도 1액형과 2액형은 200 g/L이하로 더욱 강화될 상황이므로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우레탄 도료의 많은 진화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쿨루프 시험체 제작 및 측정 개요

쿨루프 시험체 제작 

쿨루프 시험체 크기는 900 mm × 900 mm × 1450 mm로 하였으며, 마감재료는 시멘트보

드 4.5T를 사용하였고 지붕의 기울기는 B지역의 위도에 가까운 35°로 하였다. 쿨루프 시험체

의 지붕에 사용한 도막은 현재 국내에서 옥상노출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우레탄 방수도막(하

도1회, 중도1회, 상도2회, 코팅1회)과 폴리우레아 방수도막(하도1회, 중도1회, 상도1회, 코팅

1회)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1개는 차열성능과 방수성능을 가진 친환경 진공세라믹 도막(하도

1회, 중도1회, 상도1회, 코팅1회)을 사용하여 총 3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다(Figure 1).

t : thermocouple (℃), u : heat flux meter (w/㎡)

(a) Cool Roof Models (b) Measurement overview

Figure 1. Cool Roof Model Test

쿨루프 시험체 측정

쿨루프 시험체의 측정기간은 연중 측정 가운데 하계기간(2019.07.30. 17:00 ~ 2019.08.05. 

12:00), 춘계기간(2019.03.28. 12:00 ~ 2019.04.03. 08:00), 동계기간(2018.11.30. 12:00 ~ 

2018.12.06. 08:00)으로 하였다. 측정시간의 기록은 매시 1시간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장

소는 B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건물 옥상으로 하고, 시험체의 방위는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측

정 장비는 열관류량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거인 HEAT FLOW LOGGER 

(LR8432-20, HIOKI,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센서는 열류센서(Z2016, HIOKI, 

JAPAN)와 온도 센서(9641, HIOKI, JAPAN)를 사용하였다. 측정지점은 3개 시험체 지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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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표면과 내표면 온도와 시험체 내부 상·하 지점의 4개 측정온도와 외기온도를 포함해서 13

개 온도지점과 3개 시험체 지붕에서 통과하는 열관류량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시험체 도료 특성 비교

시험체에 사용되는 도료는 현재 옥상방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레탄과 폴리우레아 

도료로 하였다. 이와 비교되는 쿨루프 차열도료는 세라믹 마이크로 스피어의 비드구조에 특

수 폴리아크릴레이트의 도막과 이산화티타늄을 안료로 배합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도료인 진공세라믹 도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험체에 사용된 도

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between Eco-friendly Microsphere coating & Urethane & Polyurea 

coatings

Features
Eco-Friendly Microsphere 

coating

Polyurea coating for 

Waterproof

Polyurethane coating 

for Water proof

Warranty & UV 

Resistance

Minimum 5 years, 100% UV 

reflection Passes 120,000 hrs 

of Accelerated weather test

Minimum 5 years 

Test results Not Avaiable for 

Accelerated weather test

Minimum 2 years 

Passes 500 hrs of 

Accelerated weather test

Application 1 coat x Primer, 

2 coats x Top coat

Primer x 1, Mid coat x 1, 

Top coat x 1

Primer x 1, Mid coat x 1, 

Top coat x 1, 

UV protection coat x1

Drying time 6~12 hours ~15minutes 24~48 hours

Waterproof Excellent Excellent Good

Eco-friendly 

features

Zero VOC, Without environment 

polluting Biocide

High VOC content High VOC content

Solar heat 

reflection

~90%+ N/A N/A

Chemical 

resistance

Excellent (Salt, acid rain, and 

other chemicals, etc)

Excellent (Salt, acid rain, and 

other chemicals, etc)

Good

Color reproduction Over 96,000 colors supported 

(based on Swiss Technology)

Limited colors available 

(Low Brightness & Chroma)

Limited colors available 

(Low Brightness & Chroma)

Discoloration 

resistance

Excellent Good Normal

Crack & Peeling None None Can be caused by UV 

over 1~2 years

Moisture discharge 

from sturcture

Excellent (Humidity inside the 

structure can stay around 10+%)

N/A N/A

Elasticity Excellent Stays flexible 

between -40℃~90℃

Good Normal

Durability & 

scratch

Good : UV improves Elasticity, 

Hardness can be achieved with 

extra coating

Good Good

Texture Rough texture (Roller) 

Smooth texture (Airless spray)

Smooth texture Smooth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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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루프 열적 특성 측정 결과

하계 열적 특성 결과

1) 온도 측정결과

쿨루프 시험체에 대한 하계기간(2019.07.30. 17:00 ~ 2019.08.05. 12:00)동안의 온도측정 

결과, Table 2와 Figure 2에 따르면 외기온도가 37.2℃ (2019.08.03. 13:00)로 최대 값을 보일 때, 

최대 외표면 온도는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62.0℃, 우레탄 도막 61.6℃, 진공세라믹 도막 53.

5℃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도료가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8.

5℃~8.1℃온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쿨루프 시험체 내부 하부(바닥면에서 50 mm 높이)에서의 최고온도는 우레탄 도막 시험체의 

경우 47.2℃, 폴리우레아 도막 시험체 38.8℃, 진공세라믹 도막 시험체 36.8℃로 진공세라믹 도료가 

외기온 37.2℃보다 낮고 우레탄 도막보다 약 10.4℃의 높은 온도 차이를 나타내었다(Park, 2019b).

반면 측정기간 동안에서 외기온도가 24.4℃ (2019.08.04. 03:00)로 최소 값을 보일 때, 최소 외

표면 온도는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23.1℃, 우레탄 도막 23.3℃, 진공세라믹 도막 23.1℃를 보여 

외기보다 낮은 온도 분포도를 보이지만 각 시험체에 대한 온도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sult of 3 Models’ temperature in summer

Temperature (℃) Urethane Vacuum Ceramic Polyurea 

Max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61.6 53.5 62.0

Inner surface temperature 56.4 50.9 59.9

Indoor upper temperature 48.4 46.3 47.6

Indoor lower temperature 47.2 36.8 38.8

Outdoor Temperature 37.2 

Min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23.3 23.1 23.1

Inner surface temperature 23.1 23.6 23.6

Indoor upper temperature 25 24.5 25

Indoor lower temperature 27.5 25.2 25

Outdoor Temperature 24.4 

Avg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34.6 33.4 35.6

Inner surface temperature 36.1 33 35.9

Indoor upper temperature 33.6 32.4 33.6

Indoor lower temperature 34.9 29.8 30.8

Outdoor Temperature 29.3

70

35

0℃

   30.July.2019 3.Aug.2019    5.Aug.2019

Figure 2. Result of 3 Models’ temperature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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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관류 측정결과

쿨루프 시험체에 대한 하계기간동안의 열관류를 측정 결과, Table 3에 따르면 외기온도 

37.2℃의 최대 값을 보일 때, 최대 열관류량은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177.2 w/㎡, 우레탄 도

막 164.2 w/㎡, 진공세라믹 도막 83.1 w/㎡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차열도료가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2.1~2.0배의 열류가 손실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열관류량은 진공세라믹 도막이 15.5 w/㎡를 보여 폴리우레탄이나 폴리

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2.4~2.3배의 열류가 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공세라믹 도

료는 10~120 ㎛ 사이즈의 특수 코팅된 내부가 진공인 세라믹 비드 형태의 마이크로 스피어 구조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한 반사기능과 차열 및 단열 기능을 갖춘 결과라 볼 수 있다.

Table 3. Result of 3 Models’ thermal transmittance in summer

Thermal Transmittance (w/㎡) Urethane Vacuum Ceramic Polyurea 

Max 164.2 83.1 177.2

Min -14.3 -14.8 -17.6

Avg 35.6 15.5 36.7

춘계 열적 특성 결과

1) 온도 측정결과

쿨루프 시험체에 대한 춘계기간(2019.03.28. 12:00 ~ 2019.04.03. 08:00)동안의 온도측정 

결과, Table 4와 Figure 3에 따르면 외기온도가 22.4℃ (2019.03.29. 14:00)로 최대 값을 보일 

때, 최대 외표면 온도는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46.1℃, 우레탄 도막 42.8℃, 진공세라믹 도

Table 4. Result of 3 Models’ temperature in spring

Temperature (℃) Urethane Vacuum Ceramic Polyurea 

Max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42.8 35.5 46.1

Inner surface temperature 31.4 32.4 42.2

Indoor upper temperature 33.4 28.6 31.9

Indoor lower temperature 24.5 21.7 23.1

Outdoor Temperature 22.4 

Min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1.8 -3 -3.1

Inner surface temperature 4.7 -2.2 -2.4

Indoor upper temperature -0.7 -0.5 -0.8

Indoor lower temperature -0.8 -0.5 -0.8

Outdoor Temperature 2.7

Avg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16.5 12.1 15.1

Inner surface temperature 14.8 11.7 14.9

Indoor upper temperature 12.9 11.3 13

Indoor lower temperature 10.2 9.7 10.4

Outdoor Temperatur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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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35.5℃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도료는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

보다 10.6℃~7.3℃ 온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의 평균 외기온도는 10.9℃를 보일 때, 평균 외표면 온도는 우레탄 도막 

16.5℃,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15.1℃, 진공세라믹 도막 12.1℃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

공세라믹 도료가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4.4℃~3.0℃로 온도차가 낮아 하

계에 비하여 차이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50

25

0℃

  28.Mar.2019 31.Mar.2019        3.Apr.2019

Figure 3. Result of 3 Models’ temperature in spring

2) 열관류 측정결과

쿨루프 시험체에 대한 춘계기간동안의 열관류를 측정 결과, Table 5에 따르면 외기온도 

22.4℃의 최대 값을 보일 때, 최대 열관류량은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154.5 w/㎡, 우레탄 도

막 136.6 w/㎡, 진공세라믹 도막 50.5 w/㎡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차열도료가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3.1~2.7배의 열류가 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열관류량은 진공세라믹 도막이 5.7 w/㎡를 보여 폴리우레탄이나 폴리

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5.1~5.4배의 열류가 손실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Result of 3 Models’ thermal transmittance in spring

Thermal Transmittance (w/㎡) Urethane Vacuum Ceramic Polyurea 

Max 136.6 50.5 154.5

Min -10.6 -14.6 -14.2

Avg 28.9 5.7 31

동계 열적 특성 결과 

1) 온도 측정결과

쿨루프 시험체에 대한 동계기간(2018.11.30. 12:00 ~ 2018.12.06. 08:00)동안의 온도측정 결

과, Table 6과 Figure 4에 따르면 외기온도가 18.3℃ (2018.12.03. 14:00)로 최대 값을 보일 때, 최

대 외표면 온도는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44.7℃, 우레탄 도막 42.1℃, 진공세라믹 도막 30.6℃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도료는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11.

5℃~14.1℃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Park,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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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루프 시험체 내부 상부(지붕 중심면에서 50 mm 이격거리)에서의 온도는 우레탄 도막 시

험체 30.4℃, 폴리우레아 도막 시험체 30.5℃, 진공세라믹 도막 시험체 23.9℃로 진공세라믹 

도료가 외기온 18.3℃ 상태하에서 우레탄 도막이나 폴리우레아 도막보다 약 6.5℃이상의 차

열효과가 높아 태양복사열 측면에서 차단효과가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Result of 3 Models’ temperature in winter

Temperature (℃) Urethane Vacuum Ceramic Polyurea 

Max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42.1 30.6 44.7

Inner surface temperature 43.1 27.8 41.4

Indoor upper temperature 30.4 23.9 30.5

Indoor lower temperature 20.4 18.1 20.7

Outdoor Temperature 18.3

Min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0.8 0.3 0.4

Inner surface temperature 2.7 0.8 1.1

Indoor upper temperature 2.3 2.1 2.2

Indoor lower temperature 2.3 2.4 2.2

Outdoor Temperature 4.3

Avg

Exterior surface temperature 13.2 11.5 13.3

Inner surface temperature 17.4 11.4 13.4

Indoor upper temperature 12.6 11.7 12.6

Indoor lower temperature 11.3 10.9 11.3

Outdoor Temperature 11.4

50

25

0℃

30.Nov,2018  3.Dec.2018 6.Dec.2018

Figure 4. Result of 3 Models’ temperature in winter

2) 열관류 측정결과

쿨루프 시험체에 대한 동계기간동안의 열관류를 측정 결과, Table 7에 따르면 외기온도 

18.3℃의 최대 값을 보일 때, 최대 열관류량은 폴리우레아 도막의 경우 185.1 w/㎡, 우레탄 도

막 163.6 w/㎡, 진공세라믹 도막 45.4 w/㎡를 보여 차열성능을 가진 진공세라믹 차열도료가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용 도료보다 3.6~4.1배의 열류가 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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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공세라믹 도료는 10~120 ㎛ 사이즈의 특수 코팅된 내부가 진공인 세라믹 비드 형

태의 마이크로 스피어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한 반사기능과 차열 및 단열 기

능을 갖춘 결과라 볼 수 있다.

Table 7. Result of 3 Models’ thermal transmittance in winter

Thermal Transmittance (w/㎡) Urethane Vacuum Ceramic Polyurea 

Max 163.6 45.4 185.1

Min -16 -19 -18.7

Avg 13.5 -2.5 12.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 노출형 방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레탄 도료와 폴리우레

아 도료와 차열성능을 갖춘 진공세라믹 도료로 지붕을 도막한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및 열

관류량을 연중 측정함으로서 쿨루프 효과에 대한 하계와 동계 및 춘계에 대한 열적특성을 비

교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옥상 노출용 방수도료와 차열도료를 이용한 쿨루프 시험체 지붕의 외표면 온도에 대

한 연중 측정결과 외기의 최대 값을 나타낼 때, 시험체 지붕 각각의 외표면 온도차는 진공세

라믹 차열도료가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도료보다 하계의 경우 8.1℃~8.5℃, 동계 11.

5℃~14.1℃, 춘계 7.3℃~10.6℃의 온도 차이를 보여, 쿨루프 효과는 진공 세라믹 차열도료, 

우레탄 도료, 폴리우레아 도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쿨루프 시험체 지붕의 열관류량에 대한 연중 측정 결과 외기의 최대 값을 나타낼 때, 

진공세라믹 차열도료가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 방수도료보다 하계의 경우 2.0배~2.1배, 동

계 3.6배~4.1배, 춘계 2.7배~3.1배의 차이를 보여 진공 세라믹 차열도료가 쿨루프 효과가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공세라믹 도료는 10~120 ㎛ 사이즈의 특수 코팅된 내부가 진

공인 세라믹 비드 형태의 마이크로 스피어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한 반사기

능과 차열 및 단열 기능을 갖춘 결과라 볼 수 있다.

셋째, 차열도료를 이용하는 쿨루프의 효과는 방수를 필수로 하며, 단순히 하계의 일사차단

으로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기능 외에 동계에도 단열성능이 겸비되어 지붕으로 노출되는 

열손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옥상방수용이나 차열도

료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 오염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성 도료로 전환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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