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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isusualtoevaluatetheperformanceofthecoolroofbymeasuringin-siterooftoptemperatureusing

thermalinfra-redcamera.Theprincipaladvantageofrooftopthermalinfraredimageacquiredinobliquevantage

pointofsuperhigh-risebuildingasaremotesensoristoprovide,inacost-effectivemanner,area-wideinformation

requiredforascatteredrooftoptargetwithdifferentcolors,utilizingwideview angleandmulti-temporaldata

coverage.Thisresearchideawasformulatedbyincorporatingtheconceptoftraditionalremotesensingintorooftop

temperaturemonitoring.Correlationsbetweeninfraredimageofsuperhigh-risebuildingandin-situdatawere

investigatedtocompare rooftopsurfacetemperature foratotaloffourdifferentrooftoplocations.Theresultsof

thecorrelationsanalysesindicatethattherooftopsurfacetemperaturebytheinfraredimagesofsuperhigh-rise

buildingalonecouldbeexplained yieldingR2valuesof0.951.Thevisiblepermanentrecordoftheobliquethermal

infra-redimagewasquiteusefulinbetterunderstandingthenatureandextentofrooftopcolorthatoccursin

samplingpoints.Thisthermalinfraredimageacquiredinobliquevantagepointofsuperhigh-risemadeitpossible

toidentifyareawidepatternsofrooftoptemperaturechangesubjecttomanydifferentcolors,whichcannotbe

acquiredbytraditionalin-sitefieldsampling.Theinfraredimageofsuperhigh-risebuildingbreaksdownthe

usualconceptoffieldsamplingestablishedasaconventionalcoolroofperformanceevaluation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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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5월 순부터 태양복사에

지의 강도가 강해져서 건물의 옥상 지붕

표면 온도가 70-80℃까지 상승한다.이 열이

지붕을 통해 유입되어 실내 공기를 올라가게

하여 냉방부하를 가 시키고 있다.건물이

집해 있는 도시에서 지붕표면 온도의 증가는

도시열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지붕의 구조를 바꾸거나 옥

상녹화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그러나 비용

이 많이 들고,제한 인 건물에만 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지붕의 색상

을 반사율이 큰 백색을 사용하여 태양복사 에

지를 반사시킴으로써 지붕의 표면온도를 낮

게 유지하는 쿨루 (CoolRoof)는 기존건물에

용이 가능하고 구조변경없이 렴하게 용

할 수 있어 실용 인 안으로 부상되고 있

다.
2-3)
쿨루 의 성능을 검증하기 한 방법으

로 지조사는 상 건물의 지붕에 근하여

직 샘 링하는 방식이어서 시간과 비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 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역 인 쿨루 의 성능 평가로는 합하지

않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복사되는 외선

을 카메라로 측정하여 그 강도에 따라 온도로

변환하여 온도의 높낮이에 따라 색깔로 화면

에 표 해 으로써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CoolRoof의 성능검증은 지붕색상,경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붕표

면 온도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

하다. 외선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주변

의 높은 건물(이하 고층 건물)1)에서 지붕의

1) 고층은 법규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시

나라와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르

게 정의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련

표면온도 측정시 상 건물에 근 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상 지붕에 카메라를 겨

는 동작만으로도 상 지붕의 표면온도분포를

악할 수 있다.
4)
고층 건물에서 촬 된

외선 상은 조사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

여 비 성으로 인하여 안 하고 고속으로

원거리측정이 가능한 등으로 쿨루 의 성

능을 검증하는 데 여러 장 을 가지고 있다.

고층 건물에서 촬 된 외선 진단법의

가장 큰 장 은 넓은 면 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건물 지붕의 거시 인 찰이 가능한

에 있다.측정결과를 화상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다양한 계 ,시간 의 지붕표면온도

를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며,쿨루 의 성능에

한 결과를 가시 으로 보여 수 있다.하지

만 외선 열화상은 지붕표면의 열분포와

련한 진단 연구의 참고 기자재로 활용하는

수
5-7)
이며 고층건물에서 촬 한 외선

열화상을 활용한 쿨루 의 성능검증에 한

기술개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 으로 원격탐사에서는 공간상의 임의

의 ( 는 상 )과 그에 상응하는 상의

응 센서의 투 심이 동일한 직선상

에 존재한다는 공선조건(共線條件,Collinearity

Condition)에의거한,수직조망 (verticalvantage

point)의 에서 취득된 상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 인 근 방식이다.본 연

구와 같이 주변의 고층건물에서 외선카메

라 센서와 촬 상인 지붕이 기하학 인

계가 수직이 아닐 경우 탑재된 센서의 지향

법규의 용에 있어 16층을 이상을 내진설계의

의무화,스 링쿨러의 설치,특별피난 계단의 설

치,지하층 면 규정의 강화,인동간격의 외

인 용,분양가의 차등화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8)본 연구에서는 주변 건물의 지붕에 한 열화

상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조망범 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고층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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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Experimentalarea:Thesuperhigh-risebuildingandthecoloredbuilding

locatedwithinthecampusboundary(Googleearthimage,2012/11/5)

이 변화하게 된다. 상에서 기하학 휘어짐

은 상 내 공간 객체의 상 인 치 변동

을 의미하며,이 게 휘어진 상에 의거 정량

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상에

나타나는 객체의 치를 지형도와 같은 크기

와 투 값을 갖도록 변환해 주는 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센서의 지향 의 변화는 결국

촬 되는 물체의 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상 자료에 나타나는 화소의 좌표를 변화시

키게 된다.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열화상 카

메라 상이 상 지붕 체의 표면온도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지 의 치정확

도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왜곡

되는 지에 한 객 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

렵다.

상을 획득하는 동안 투 심의 치와

자세가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도 지붕표면

체의 온도를 어느 정도 추 하는지에 해서

는 원격탐사의 원리에 의거 촬 된 열화상과

비교 평가하는 차가 선행되어야 한다.수직

조망이 아닌 사각 원격센서(obliqueremote

sensor)에 의해 얻어진 상과 촬 상 공

간 사이의 기하학 인 계를 규명하여 필요

한 지붕표면 온도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지

를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지붕표면에 태

양에 지가 들어오는 것을 입사라 하고,이 때

지붕표면의 법선과 입사하는 태양에 지의 방

향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한다.말하자

면 입사각이 수직인 상태에서 촬 된 상과

사각 상과의 신호특성을 비교·평가하는

차가 필요한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열화상을

이용하여 쿨루 의 성능평가를 한 방안으로

서 건물모형에서 촬 된 수직 상과 고층

건물에서 촬 된 사각 상의 비교평가를 목

으로 진행되었다.

2.연구 상지 자료 취득

연구 상지역은 Fig.1과 같이 구 역시

에 치한 경북 학교 캠퍼스이다 경북 학교

는 구 역시 북구에 소재하며 경 도 상으

로 동경 128°36'-128°37'의 동서구간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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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에 치하며,지형 인 높이는 약 35～

62m로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연구지

역은 단지구획이 명확하고,다양한 색상의 지

붕을 가진 건물이 있는데 GoogleEarth 상

을 통해 백색과 흑색계통의 지붕의 가시 으

로 구별된다. 측지 은 높이가 약 78.6m로

17층의 고층 건물이다. 측지 에서 바라

볼 때 주변 건물의 지붕을 내려다 볼 수 있다.

Fig.1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측되는 지붕색

상을 캠퍼스 안에서 표본으로 추출하 다.쿨

루 를 표할 수 있는 흰색지붕으로 선정

(R1)하 고,시멘트 지붕에 이물질이 묻어서

지붕 체가 검게 보이는 색상(R2),그리고 방

수제를 칠한 녹색(R3),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색(R4)이다.단,붉은색지붕은 일반

으로 지붕의 각도가 큰 맨사드 지붕
2)
형태로

이루어져 표면온도측정에 오차가 크게 나타나

고,평면지붕에는 도입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외선 열화상카메라는 피사체의 표면으로

부터 복사되는 열에 지를 온도로 환산하여

실시간으로 상을 제공한다.본 연구에서 사

용된 FLIRi7(Table.1)은 –20℃～250℃ 범

에서 표면 온도 측정이 가능하며 0.1～1.0의

방사율 선택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Table.1Specificationofthermalinfraredcamera

DetectorType 120×120pixel(14,400)

Temperature

sensitivity
below 0.1℃

Temperature

range
-20℃ ~250℃

Focus Focusfree

Emissivity 0.1to1.0Adjustable

2)맨사드 지붕(mansardroof):모임지붕의 상부와

하부의 지붕면에서 경사를 완 2단으로 한 형

식의 지붕을 말한다.

열화상 카메라의 이미지 분해능은 120×120

으로 총 14,400픽셀이며,물체에 따라 표면온

도의 측정값을 컬러화면으로 구별하여 찰할

수 있다.±2%의 높은 정 도와 0.1℃이하의

열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 미시 인 열변화를

탐지할 수 있으며 무 으로 편리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원격탐사 상을 취득하는 경우 자료의 수

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료의

훼손,왜곡 등이 발생하게 된다.본 연구와 같

이 수직 상이 아니고 사각(oblique) 상의

경우 획득된 자료는 상에 나타나는 각 의

치와 실제지상에 존재하는 지형지물과의 상

인 치가 왜곡되어서 나타나게 된다.촬

과정에서 열화상 카메라의 흔들림, 즈의

왜곡 등을 삼각 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고정

하여 최 한 수직을 유지하면서 상을 취득

하여 열분포 조사에 필요한 상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건물의지붕표면온도와비교하기 한모

형실험을 하기 해 1,000×1,000×1,000(mm)

규격의 축소모형 4개를 제작하 다.모형은

실제 건물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

여야 하나 이동성과 경제성에 있어 제한 이

기 때문에 샌드 치 넬을 이용하여 일반 평

지붕 형태로 제작하 다.지붕색상은 실제 건

물과 유사한 색상인 흰색,검은색,청색,녹색

으로 도색하 다 (Table.2,M1-M4).

원격 열화상의 촬 은 기상조건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은 구름에도 많은 향을

받는다.여름철 구름의 향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운량이 없는 평균온도가 가

장 높을때와 부합하는 날짜인 2012년 8월 26

일에 수행하 다.촬 당시 구지역 평균기

온은 27.9℃이고 낮 최고,최 기온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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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Representativecolorsforrealandmodelroof

Youngsundong’s

smallroof
Youngsundong Studentcenter Auditorium

R1.whiteroof R2.blackroof R3.Greenroof R4.Blueroof

Real

Roof

image

M1.white M2.black M3.Green M4.blue

Model

image

※ ThecodesassignedtoRealBuilding’sRoof(R1-R4)andModelRoof(M1-M4)

R1,M1(White):Coolroofcolor R2,M2(Black):commoncementcolor

R3,M3(Green):Waterproofcolor R4,M4(Blue):generalsandwichpanelcolor

33.8℃,23.3℃,상 습도는 50%,평균 풍속은

1.5m/s으로 비교 바람이 약한 기상조건하

에서 촬 을 진행하 다.태양고도의 변화가

명확히 구분되는 2시간 단 로 각 건물의 지

붕색에 따라 실제 건물과 모형건물의 지붕표

면 온도를 동시에 촬 하 다.여름철 일몰시

간인 19시 03분이지만 촬 기록은 18시까지

진행하 다.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색상

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두시간 간격으로 고

층건물에서 실제 지붕을 촬 하고 동시에 모

형지붕의 표면온도를 촬 한 후 신뢰도와 상

계 분석을 하 다.

3.결과 고찰

3.1지붕 표면온도 결과

쿨루 를 표할 수 있는 백색과 일반 지붕

에서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색상인 검은색,청

색,녹색을 정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오 10시부터 18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촬

하 다.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시간인 12시와

태양의 고도가 수평인 18시의 상을 Fig.2와

같이 비교하 다.

실제지붕에서의 표면 온도는 모두 세군데에

서 측정하 다.이것은 촬 지 에서 실제지

붕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편차를 이기

해 3지 을 고,평균값으로 표온도를 정

하 다.12시일 때,검은색 지붕(R2)은 52.7℃

에 비해 백색 지붕(R1)의 온도는 15.4℃나 낮

았다.R1과 R2는 같은 건물로써 색에 의한 표

면 온도값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빛의 흡

수와 빛 반사에 의한 쿨루 성능이 잘 드러

난다.청색지붕(R4)은 검은색 지붕(R2)보다

5℃ 더 높은 57.7℃를 나타났다.이것은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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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Black Green Blue

R1 R2 R3 R4

Max

Temp.

(12h)

39.5 52.7 44.4 57.7

MinTemp.

(18h)

30.0 32.5 35.0 29.7

Fig.2Surfacetemperatureofrealandmodelroofusingremotelyinfraredcamera(℃)

R2,R3의 지붕 표면재질이 시멘트바닥이지만

R4는 샌드 치 넬로 속재질이기 때문에

태양에 지의 흡수가 더 크게 일어나 표면온

도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한편,모형지붕은 수직으로 촬 하여 태양

의 고도가 최고일 때(12시)와 태양고도가 수

평일 때(18시)의 상을 제시하 다.열화상

카메라와 지붕과의 각도가 수직이기 때문에

열의 분포를 나타내는 색상이 확연히 드러남

을 확인할 수 있다.촬 거리가 1m정도 매우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온도 스팟의 표값을 모형지붕

의 가운데를 한 포인트로 잡았다.같은 시간

에 촬 된 상이라도 태양에 지를 가장 많

이 받는 12시에 상 으로 실제지붕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태양에 지를 수직

으로 받을 때 검은색 지붕(M2)은 70.1℃까지

상승했으며,백색지붕(M1)도 45.5℃까지 측정

되었다.태양의 각도가 수평이 되어 태양에

지를 지붕에 직 받지 않는 18시에는 모든

모형 지붕의 표면온도는 22~25℃ 내외로 비슷

한 온도분포를 보 다.

4가지 지붕색상인 백색,검은색,녹색,청색

의 표면온도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매 2

시간 간격으로 촬 하여 Fig.3과 같이 정리하

다.태양에 지를 받기 시작하는 오 10시

부터 실제지붕과 모형지붕 모두 온도차이가 상

당히 났다.실제지붕에서 백색지붕은 33℃,검

은색지붕은 43.8℃,녹색지붕은 42.7℃,청색지

붕은 52.8℃부터 시작하 다.시간이 지남에 따

라 온도상승 폭은 모형지붕이 훨씬 크다.모형

지붕에서 백색지붕과 다른 색상지붕과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컸으며 최 20℃까지 차이를

보 다.18시일때 태양의 고도가 수평에 가까

워 지붕표면에 직 일사되지 않는 시간이므로

지붕표면온도는 실제지붕에서는 기온도와

비슷한 30℃에 가까운 분포를 보 지만 모형지

붕에서는 기온도보다 5℃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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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2 M3 M4

Max

Temp.

(12h)

45.5 70.1 61.8 63.8

MinTemp.

(18h)

22.4 26.1 23.5 25.1

Fig.3Surfacetemperatureofrealandmodelroofusingremotelyinfraredcamera(℃)

White Black Green Blue
Outdoor
Temp.Real

Roof
R1 R2 R3 R4

10h 33 43.8 42.7 52.8 28.8

12h 37.3 52.7 49.5 57.7 32.2

14h 37.6 51.1 47.2 51.3 33.5

16h 36.7 43.4 42.9 44.9 32.0

18h 30.0 32.5 35 30.7 30.5

Model
Roof

M1 M2 M3 M4
Outdoor
Temp.

10h 36.5 59.9 51 52.3 28.8

12h 45.5 70.1 61.8 63.8 32.2

14h 46.6 69.2 59.9 61.7 33.5

16h 37.7 53.6 46.9 49 32.0

18h 22.4 26.1 23.5 25.1 30.5

Table.3Hourlytemperaturevariationofrealand

modelroof(℃)

실제 건물의 지붕에서 태양에 지를 수직으

로 일사받는 12시일때 표면온도가 가장 높았

으며 상과 다르게 검은색(52.7℃)보다 란

색(57.7℃)에서 5℃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이것은 색상에 의한 향보다 지붕재질의

차이에 의한 표면온도 차이로 단된다.태양

에 지의 일사를 직 으로 받는 시간이므로

실제지붕과 모형지붕의 온도는 최고 57.7℃,

70.1℃로 측정되어 실내온도에 향을 것

으로 단된다.이에 반해 백색지붕은 다른 색

상에 비해 10℃이상 낮게 측정되어 실내로 유

입되는 열이 을 것으로 본다.

18시에서 모형 지붕표면 온도는 25℃ 내외로

기온도보다 낮게 측정되었다.이것은 모형지

붕의 재질이 샌드 치 넬로써 속재질로 인

해 태양의 열에 지를 받지 않게 되면 빠르게

식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색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온도

분포를 보이는 것도 더 이상 태양에 지의 유

입이 없으며,비슷한 재질로 인해 18시 이후에

는 동일한 온도로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3.2데이터간 신뢰도분석 상 분석

고층건물에서 사각 상으로 촬 된 실제

지붕의 표면 온도와 모형지붕에서 수직 상으

로 촬 된 온도값를 비교하여 두 데이타간의

신뢰도와 상호 연 성을 분석하기 해 SPSS20

통계분석 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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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Correlationbetweenrealroofandmodelroof

accordingtocolor

신뢰도는 측정의 정확성이나 일 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신뢰도계수인 Cronbachα로 나

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체

측정데이터간의신뢰도분석결과Cronbachα가

0.863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실제

지붕과 모형지붕의 두 온도 데이터간의 선형

인 연 성을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분석으로 분석하 는데 백색지붕은 p<0.05에

서 유의하고,나머지 색상은 p<0.01에서 유의

한다.각 색상별 시간에 따른 모형지붕과 실제

지붕간의 상 분석결과,Pearson상 계수가

백색지붕 간에는 0.934,검은색지붕 간에는

0.978,녹색지붕 간에는 0.981, 란색지붕 간

에는 0.960으로 매우 강한 정(正)의 상 성을

보 다(Fig.4).따라서,모형지붕의 수직 상

을 통해 얻어진 표면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층 건물에서 비스듬히 촬 한 사각 상

을 통해 얻은 표면온도는 서로 상 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고 장비를 활용하지 않

더라도 간편하게 지붕표면온도를 악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결 론

고층 건물과 실제지붕의 열화상 카메라

상이 색상에 상 없이 매우 높은 상 성을 보

다.원격탐사에서는 수직 상을 얻는 것이 기본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수직 상으로부터 상

물의 높이,면 ,둘 길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쿨루

성능 검증을 한 열화상은 일반 인 사진

상에서 나타나는 상물의 면 높이값 보다

상 지붕 체의 표면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직 상을 쓰지 않아도 실제 지붕의 표

면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연직 원격사진에 의

한 일차원 기복변 가 기하학 에러를 일으키

긴 하지만 건물의 온도 특징을 조사하고자 할 때

에는 화상해석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어

느 정도 촬 각도의 차이가 있어도 온도 검증과

색상간의 비교와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분석

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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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외선 열화상 상을 얻기 해서 Landsat

과 같은 외선 센서가 탑재된 성 상을 쓰

는 것이 일반 이다.그러나 상의 해상도가

매우 낮아 개별 지붕 표면온도를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높은해상도를 얻기 해 항

공기에 외선 센서를 장착하여 촬 하기도 하

는데 매우 고가의 장비이고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날씨와 시간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촬

이 상당히 제한 이다.일반연구자로서는 항

공 상에 근하는데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

다.그에 한 안으로 고층 건물에서 촬

된 상은 건물의 지붕표면 온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촬 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씨와 시간에 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확

보할 수 있는 장 을 보여주었다.원격 열화상

은 기존의 직 식 센서를 통한 특정 지

만의 온도측정 한계를 극복하고,순간 인 촬

으로 쿨루 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

한 도구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축소모형을 이용하여 다

양한 색상을 가진 지붕의 표면온도와 백색으로

된 쿨루 의 성능을 확인하 으나 실험모형의

규격 재질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

한 재질에서 표면온도 분석이 부족하 다.여

름철 표면온도 효과에 해서만 실험하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철,가을철 등 다른 계 에

서의 표면온도 변화 쿨루 성능효과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쿨루 의 색상 표 모델을 바탕으로 건물 내

부온도 비교실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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