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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layered waterproofing membrane system with thermal reflection-insulation performance was developed and its

insulation performance was evaluated experimentally. The thermal insulating performance of this system was obtained by the

following measurement parameters in outdoor exposure test and artificial indoor test; the specimen size-effect, the difference of

exposed concrete substrate and the types of waterproofing membrane. As a result, the temperature amplitude in testing chamber

is lower than the traditional membrane system and this system had high thermal insulating performance in summer season or

high temperature. Then, the thermal conduction performance of this system was measured by the artificial temperature cyclic test

in order to evaluate its performance conveniently and its result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outdoor test resul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of various waterproofing membrane system can analyze by this simple test

method and propose green roof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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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세계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저탄소·녹색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녹색 기술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의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발단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매스 등 자연에너지의 활용연구가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1).
한편, 방수분야에서도 옥상녹화 방수공법2),3), 단열 도료

마감의 방수층4),5), 장기 내구성능을 부여한 방수공법6),7) 등

친환경형 방수공법9)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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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0년도 충남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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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지속가능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다10). 또한, 일본건축학회에서는 열섬현상의 억제나 하

계의 공조부하저감을 의도한 각종의 고효율 일사 반사율

방수공법의 개발과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11).

이와 같이 최근의 방수재료 및 공법은 기본성능인 수

밀성 및 기밀성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성능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형 기

술의 하나로서 방수층에 열반사·단열성능을 부여한 방수

공법은 이에 유효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상부에 시공되는 복합방수공

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성능 가운데 주거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의 차원에서 단열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기존의 연구방법에 의하면 건축재료의 단열성 평

가방법으로서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

정방법-교정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12)은 항온·항습

조건에서 평가되는 방법으로서 실외의 자연환경조건을

고려한 열적 거동의 성능평가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환경대응형 방수공법의 하

나로서, 기존 방수층과 열반사·단열성능을 부여한 방수

시트의 복합방수공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구조물의 옥

상부 온도 변화에 따른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영향

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험값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실

내외 폭로에 의한 간이단열시험방법을 제안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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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구성

(a) 열반사․단열복합방수 공법

(b) 아스팔트 복합방수 공법

그림 2. 열반사․단열복합방수 공법 및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의 단열성능 모식도

표 2. 복합방수공법의 단열성능평가 실험계획

실험방법
표면도포
방수재

시험체 치수
(mm)

비 고

실구조물 적용
AS1)

TRI2)
8,000×8,000

충남대 (AS
도포)

미 술 관
(TRI도포)

간이

단열
시험

외부폭로

PLAIN3) 1000×1000×120
시험체 사이
즈의

고려

PLAIN
AS
TRI

500×500×120
외부폭로 및
실내폭로의

비교
실내촉진

PLAIN
AS

TRI

500×500×120

주1) AS :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 2) TRI :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3) PLAIN : 무도포 시험체

표3. 콘크리트의 배합

W/C
Slump

(cm)
S/a 단위량(kg/m3)

0.55 18±2 0.45
W C G S

175 318 781 996

(a) 바탕 콘크리트
제작

(b) 콘크리트 양생 (c) 복합방수재료
도포

(d) 방수재료 양생 (e) 간이단열시험체
제작 및 온도센서부착

(f) 온도 측정실시

그림 3. 간이단열시험체의 제작과정

표1. 재료의 기초물성

시험체
인장강도

(N/mm)

인열강도

(N)

신장율

(%)

아스팔트복합방수

공법
12 38 80

열반사·단열복합방

수공법
10 30 73

※인장 및 인열강도의 시험편은 아령형 1호형

한편, 기존의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의 단열성을 비

교․평가함으로서 열반사 및 단열시트 복합방수공법의

단열성 향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반사·단열복합방수시트의 구성

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열용 폴리에틸렌 양면

에 알루미늄시트를 부착시키고 방수재의 도포를 위해 부

직포를 접착시켜 시트를 완성하였다.

또한 그림 2는 열반사․단열복합방수 공법 및 아스팔

트 복합방수공법에 대한 단열성능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은 태양열

및 복사열 등의 외부열을 내부로, 실내난방 및 냉방에 따

른 내부열을 외부로 통과시켜 여름 복사열에 의한 건물

실내의 온도상승 및 겨울에 실내 열이 외부로 유출되어

실내온도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열반사·단열복합

방수공법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알루미늄시트에 의해 외

부의 열을 반사시키고, 내부의 열 방출은 단열용 폴리에

틸렌에 의해 차단됨으로서 내·외부에 출입하는 열에 대한

단열효과가 우수하다.

한편,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방수재료의 기초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3. 실험계획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 방수 공법은, 열반사·단열 복

합 방수 공법과 방수층의 구성이 유사한 한편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합 공법인 아스팔트 복합 방수

공법으로 선정했다.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및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에

대한 단열성능 비교․평가 실험계획을 표 2에 나타냈다.

실험의 방법은 두 가지의 복합방수공법에 대하여 실구조

물 적용평가 시험과 외부폭로 및 실내촉진에 의한 간이

단열시험으로 구분하였다. 실구조물의 적용평가의 경우 5

층 높이의 건축물 옥상에 각각의 방수공법을 시공하고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겨울철 온도분포를

평가하여 방수공법별 단열성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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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전시립미술관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b.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그림 4. 복합방수공법의 실구조물적용 실험 장소 그림 5. 간이단열 시험체의 측정모식도

(a) 무도포 콘크리트 시험체

(b) 아스팔트복합방수를 도포한 콘크리트 시험체

(c) 열반사․단열복합방수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시험체

그림 6. 복합방수공법의 도포 모식도

그림 7. 간이단열시험체를 활용한 외부폭로실험 전경

간이단열시험의 경우 외부폭로시험과 실내촉진시험으

로 구분하여 각 실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합방수재를 도포한 시험체는 그림 3과 같이 바탕콘크

리트 표면에 열전대를 부착시키고, 프라이머와 복합방수

재료를 도포한 후, 우레탄방수를 실시하여 제작하였다.

이후, 두께 50mm의 단열성을 가진 박스형거치대를 제작

하고 열전대를 거치내 내외부에 부착시켜 실구조물의 옥

상 슬라브를 상정한 간이단열실험을 실시하였다.

외부폭로는 500×500×120mm의 바탕콘크리트 시험체를

활용하여 여름과 겨울철 외부온도에 따른 무도포, 열반능

사·단열복합방수공법 및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별 단열성

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험체 사이즈에 따른 단열성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해 무도포 시험체의 경우 1,000×1,000×120

mm의 콘크리트 시험체를 동시에 제작하였다.

실내촉진실험은 외부폭로 실험에서 실시한 간이단열시

험체를 활용하여 촉진열화시험기 내에서 인위적인 온도

의 변화에 따른 거동을 평가하였다.

한편,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바탕 콘크리트의 배

합을 나타낸 것으로, 물시멘트비 55%, 잔골재율 45%의

일반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제작 후 재령 28일

까지 수중양생을 실시하였다. 한 후 양생 후 바탕콘크리

트로 사용하였다.

일정기간 양생 후 외부폭로시험을 실시 할 장소에서

두께 50mm의 단열성을 가진 박스형거치대를 제작하고

열전대를 각 위치에 정착시켜 실구조물의 옥상 슬라브를

상정한 간이단열 폭로실험을 위한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3.1 실 구조물 적용실험

그림 4는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및 아스팔트 복합

방수공법을 적용한 실구조물을 대상으로 외부온도에 대

한 단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장소로서 열반사·단열복합

방수공법이 적용된 대전시립미술관과 아스팔트복합방수

공법이 적용된 충남대학교 제2공과대학을 나타낸 것이다.

각 건축물의 온도측정 장소는 단열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내부의 공조시설 및 난방시설 등에 의해 인

공적인 열이 발생하지 않는 옥상부 계단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옥상부 대기온도, 방수층의 표면

온도, 실내천정온도, 슬라브로부터 약 100mm위치의 실내

온도를 열전대 및 데이터로거로 3일간 30분의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2 외부폭로를 통한 간이단열실험

그림 5는 무도포 시험체,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및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복합방수공법 시험체의 간이단열

시험 방법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간이단열실험

중 외부폭로실험은 제작된 간이단열 시험체를 주변이 평

탄하고 일사량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시켜 그림 7과 같이

대기 중에 폭로시켜 실험을 실시했다. 간이단열시험체의

온도측정 위치는 각각 ①외기, ②방수재료의 표면, ③바

탕콘크리트 표면, ④바탕콘크리트 내부표면, ⑤간이단열

시험체 내부 및 ⑥간이단열시험체의 내벽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측정기간은 연중 최고온도 기간(여름, 8월19일～

20일)과 최저온도 기간(겨울, 2월01일～03일)으로 산정하

고, 두 기간에 대해 각각 3일간 30분의 간격으로 온도측

정을 실시하였다.

3.3 실내촉진실험을 통한 간이단열시험

간이단열시험체를 통한 외부폭로실험은 일사량, 풍향,

풍속, 구름의 량 등의 기상 조건 변화에 의해 측정값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촉진실험

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외부폭로시험결과 값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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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촉진열화시험기의 내·외부 전경

그림 9. 실내촉진열화시험의 설정온도

여 보다 신뢰성 있는 실험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실내촉진실험은 그림 8과 같이 온도, 습도 및 자외선

등의 조절이 가능한 촉진열화시험기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촉진열화시험기의 설정온도는 외부폭로

실험에 의한 결과값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외부폭로실

험에 의한 온도변화 폭 및 주야의 시간 등을 고려한 결

과, 각 시험체의 측정온도는 외부표면온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주야의 시간을 반영

하여 촉진열화시험기의 설정온도를 확정하였다.

촉진열화 시험의 설정온도범위 및 시간은 그림 9와 같

이 여름을 상정한 고온의 경우, 최초 20℃ 온도유지→8

0℃까지 온도상승(8시간)→20℃로 온도하강(8시간)→다시

20℃유지(8시간)로 24시간을 1cycle로 설정하였다. 또한

겨울을 상정한 저온의 경우, 최초 20℃ 온도유지(8시간)

→ -20℃까지 온도하강(8시간)→20℃로온도상승(8시간)→

다시20℃유지(8시간)로 설정하여 단열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설정을 완료한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체별로 총 세

사이클을 80시간동안 외부폭로와 똑같은 위치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4. 실험결과 

4.1 실 구조물 적용실험

그림 10은 실구조물에 대한 복합방수공법별 단열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및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각각의 건물에서 측정한 대기온

도와 실내온도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실구조물의 온도평가실험은 동일한 측정장소가 아니

그림 10. 복합방수공법에 따른 실구조물의 실내외온도차

그림 11. 시험체 치수에 따른 간이단열시험의 비교결과

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고, 각 장소에서

측정된 외부온도의 변화에 따라 내부온도의 변화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두 건물 모두

대기온도에 따른 온도변화패턴 및 최대온도의 시점이 유

사하였으나, 실내외 온도차의 최대값 및 기울기 등은 열

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건물에서 작게 나타났

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된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1

차적 열반사와 내부온도 시트에서의 단열효과로 인한 결

과라고 판단된다.

4.2 외부폭로를 통한 간이단열실험

그림 11은 간이단열시험체 치수에 따른 단열성을 고려

하기 위해, 1,000×1,000×120 mm 및 500×500×120 mm의

내부온도를 48시간동안 측정·비교한 것이다. 1,000×1,000

×120mm 및 500×500×120mm시험체에 있어 각각의 평균

온도가 33.5℃ 및 33.3℃로 나타났고 시간별 온도 또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의 용이성을 위해 500×500×120mm시험체를 활용하

여 복합방수공법 및 기타 요인에 따른 간이단열실험을

실시했다.

그림12는 혹서기(여름)와 혹한기(겨울)의 두 계절에 대

해 복합방수공법별 간이단열시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혹

한기에 평가한 간이단열시험에 있어서는 Plain, 열반사·단

열복합방수공법 및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에 따라 온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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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혹한기 (b) 혹서기
그림 12. 옥외 폭로에 의한 간이단열시험의 온도측정 결과

(a) 저온 (b) 고온
그림 13. 실내촉진실험에 의한 간이단열시험의 온도측정 결과

화 및 차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혹서기에

는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가 Plain 및 아스팔

트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에 비해 최대온도 및 최저온도

에 따른 온도변화의 폭이 가장 작았다. 즉, 열반사·단열복

합방수공법의 시험체는 온도곡선상의 최고온도가 Plain

및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에 비해 약 3～4℃정

도 낮게 나타났고, 최저온도는 1～2℃정도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는 열반사를 통하여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새벽 시

간에는 단열을 통해 실내온도의 외부유출을 억제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3실내촉진실험을 통한 간이단열시험

그림13은 저온 및 고온조건을 상정한 실내촉진실험의

간이단열시험체 내부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저온에서는

Plain시험체와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가 유사한

온도변화의 양상을 보였으며,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시험체는 두 개의 비교 시험체에 비해 온도의 변

화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고온에 있어서는 Plain시험체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가 내

부 온도변화에 있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열반사·단

열복합방수공법의 온도보호효과에 의해 온도변화의 편차

가 작게 발생된 것이며, 외부폭로시험의 결과와 같이 그

효과가 저온에서 보다 고온에서 확연하였다.

5. 실험적 고찰

5.1 외부폭로실험 및 실내촉진실험을 통한 바탕

콘크리트의 온도변화

그림 14는 외부폭로시험에 따른 복합방수공법별 간이

단열시험체에 있어 방수층의 표면 및 배면(콘크리트 접착

부)과 콘크리트의 표면(방수층과 접착부) 및 배면의 온도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방수층의 열에 대한 1차적 방

어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그림14(a)와 14(b)는 혹

한기에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와 열반사·단열복

합방수공법의 시험체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는 외부온도가 저온인 야간의 시

간에 바탕콘크리트에 있어 온도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되다가 외부온도가 영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

점인 아침부터는 바탕콘크리트와 그 위에 도포된 아스팔

트시트방수재의 온도가 같이 상승하였다. 반면 열반사·단

열복합방수공법의 시험체는 바탕콘크리트가 측정되는 24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온도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그림14(c)와 14(d)는 같은 방법으로 혹서기에 실

시한 간이단열시험의 결과이다. 혹한기에 실시한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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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겨울) (c)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여름)

(b)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겨울) (d)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여름)

그림14. 외부폭로시험에 따른 복합방수공법별 간이단열시험체의 내외부 온도차

(a)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저온) (c)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고온)

(b)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저온) (d)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고온)

그림15. 실내촉진시험에 따른 복합방수공법별 간이단열시험체의 내외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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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온도상승 및 하강속도

구 분
속도(℃/hour)

상승 하강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고온 2.6 1.4

저온 1.1 1.1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고온 1.9 0.9

저온 0.8 1.0

표4. 바탕콘크리트 온도변화에 대한 표준편차

구 분 온도(℃)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외부폭로
여름 4.5

겨울 0.9

실내촉진
고온 6.1

저온 2.8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외부폭로
여름 2.9

겨울 0.7

실내촉진
고온 3.8

저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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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적용 시험체 (b)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적용 시험체

그림 16. 외부온도에 따른 복합방수별 내외부 온도차 (외부폭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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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적용 시험체 (b)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 적용 시험체

그림 17. 외부온도에 따른 복합방수별 내외부 온도차 (실내촉진실험)

은 패턴으로 열반사·단열복합방수시트의 온도가 열을 반

사 및 1차적 단열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시트의 온도가

아스팔트복합방수 시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바탕콘

크리트의 몬도변화는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는 그림 14와 같이 촉진열화시험을 통한 아스

팔트복합방수 및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단열성능

을 분석한 것이다. 15(a) 및 15(b)의 저온조건과 15(c) 및

15(d)의 고온조건에서의 결과와 같이 온도조건별 방수공

법 및 콘크리트의 내외온도차는 외부폭로시험과 동일하

게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시험체에서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표 4는 각 시험체의 바탕 콘크리트 온도변화에 대한

표준편차의 결과로서 외부폭로시험의 혹서기 조건에 있

어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은 4.5℃로, 열반사·단열복합방수

공법은 2.9℃로 나타나 약 1.6℃의 표준편차를 발생시켰

다. 또한 혹한기의 경우,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및 열반

사·단열복합방수공법 각각 0.9℃와0.7℃로 약 0.2℃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실내촉진실험를 통한 온도변화의 표준편

차는 고온조건에서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이 6.1℃ 열반

사·단열복합방수공법이 3.8℃로 약 2.3℃의차이가 발생하

고, 저온에서는 각각 2.8℃와 1.7℃로 약1.1℃의 차이가

발생하여 외부폭로시험에 의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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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시

험체보다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한 시험체에서

온도변화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는 각 시험체의 내부온도에 대한 상승 및 하강속

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의 산정은 2번째 사이클

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온도가 상승되는 시점에서 최고점

에 이르렀을 때의 구간과 최고온도의 지점에서 최저온도

의 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 속도구간으로 산정하여 산출

하였다.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의 경우 상승속도와 하강속

도가 각각 2.6℃/hour 및 1,4℃/hour로 산정되었고, 열반

사·단열복합방수공법은 각각 1.9℃/hour 및 0.9℃/hour로

산정되었다. 이처럼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내부온도

의 상승 및 하강속도가 고온과 저온 모두에서 아스팔트

복합방수공법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열반사 및 단열로

인해 실내의 온도를 보호 및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5.2 복합방수공법에 따른 온도변화 패턴

그림 16 및 17은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과 열반사·단열

복합방수공법별 외부온도에 따른 간이단열시험체의 내외

부 온도차를 나타낸 것이다. 외부온도에 따른 측정된 내외

부(표면 및 배면) 온도차를 바탕으로 회귀분석하여 나타난

기울기는 방수시트 및 바탕콘크리트 각각에 대해 온도변

화패턴의 기울기의 차이가 클수록 단열효과가 좋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에

의한 방수시트 및 바탕콘크리트의 온도변화패턴 기울기

차이가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실내촉진실험에서는 온도변화의 패턴이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외부폭로실험에서는 여러 기상조건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온도변화의 패턴이 어느 정도의 분포도로

만 나타났다. 그러나 패턴의 양상이나 경향, 그리고 변화

의 범위가 실내촉진실험에서 나타난 온도변화의 패턴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스팔트복합

방수공법의 시험체는 외부온도에 따라 방수시트의 온도변

화의 패턴과 바탕콘크리트의 온도변화 패턴이 거의 동일

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각 시험체의 온도변화 패턴을 확인하여, 단기간에 방수시

스템의 단열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종합결론

본 연구는 열반사·단열시트를 적용한 다층복합방수시

스템에 대해 단열성능을 평가한 것으로, 그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이단열시험방법에 있어 시험체 치수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안한 방법은 제약조건이 큰 실구조물

에 비해 보다 정량적인 단열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2) 단열성능이 고려된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은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에 비해 열반사 및

단열성능의 효과가 크며, 단열성능의 효과는 저온의 조건

인 겨울에 비해 고온의 조건인 여름에 더 큰 것을 확인

하였다.

3)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은 방수시트부분에서 열을 1차

적으로 반사 및 흡수하기 때문에 방수시트 표면의 온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그 하부에 위치한 바탕콘크리트의 온도

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과 비교

하여 현저하게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4) 아스팔트복합방수공법 및 열반사·단열복합방수공법의

외부온도에 따른 시험체의 온도변화 패턴을 분석함으로

방수공법에 대한 장기간 동안의 영향성분석에 대해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소형 시험체를 이용한 간이단열시험방법은 외부의 단

열시험이라는 비교의 결과를 대체로 재현됨으로서 단기

간에 방수시스템의 단열성을 평가하는 촉진 시험으로 유

효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실구조물에 있어 방수재료의 단열성을 정량적으

로 예측 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방법으로 지속적인 연구

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 방수 공법의 개발 및 적용

성에 있어서 단열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등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방수공법의

다양한 성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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