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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astomeric Flexible Cellular Insulation is widely used in construction fields to 

prevent condensation and frozen pipes, reduce energy, and improve insulation. However, when 

Elastomeric Flexible Cellular Insulation has been installed in buildings in Korea, there was no 

standardization, which resulted in heat loss Therefore, insulation design standards need to be 

developed and from these standards, pipe insulation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its 

efficiency. This study estimates temperature and surface-emissivity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insulation to evaluate therm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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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 지자원의 부족으로 해외 에 지 의존도가 

97%인 국내실정에서 에 지 약은 단히 요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체 에 지 

사용량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이

르고 있으며, 건축물의 열성능 향상을 해서 효

과 인 건물의 단열은 단히 요하다.

 국내외 건축문화의 발달로 단열재의 종류도 새

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세계가 차 으로 모

든 법규  규정이 일체화되어지고 있으며 단열

재 한 사용용도, 종류 등이 통일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단열재의 종류도 과거에 쓰 던 

인조 물섬유보온재(암면), 유리면보온재, 발포폴

리스틸 (스티로폴), 경질우 탄폼, 펄라이트보온

재등에 하여 국제 인 기 과 새로운 제품에 

한 안책등을 고려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 여러 건축 장에서 결로방지, 에 지 감, 

동 방지, 보온, 보냉 목 으로 고무발포보온단열

재를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

내에서는 고무발포보온재에 한 명칭, 사용용도, 

품질기 , 시험 방법 등에 한 표  없이 사용

되어지고 있다. 이런 고무발포배 단열재의 사용

에 따른 열손실 방지를 한 단열설계 기  개발

을 통해 합리  단열성능 강화가 시 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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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배  단열재 종류별 

두께에 따른 단열성능과 표면 열방사율을 측정하

여 고무발포배 단열재의 단열성능을 비교하는데 

목 이 있다.

2. 배  보온 단열재의 종류  실험방법

배  보온 단열재의 종류별 성능 기   평가 

를 실시하기 해 그라스울, 미네랄울(무기 단열

재), 발포고무, 발포폴리에틸 (유기 단열재) 4종

류의 단열재를 상으로 내경 15 mm, 두께 25 

mm, 40 mm, 50 mm 총 12종 배  단열재를 선

정하 다. 성능 기   평가 실험은 규모가 

12,000 (W) × 4,000 (L) × 3,500 (H) mm로 실내

온도 10～60 ℃, 상 습도 40～60 %의 범 에서 

설정 온습도의 조 이 가능한 다목  인공기상실

험실 실내에서 수행하 다.

실험 방법으로는 -10 ℃~99 ℃의 범  설정 

온순환항온수조와 강  이 (외경 15 mm)에 

선정된 배 단열재의 길이 300 mm, 다음 배  

단열재의 거리를 100 mm 유지시키고, 그사이를 

고단열재(그라스울)로 마감을 하 다. 인공기상실

험실 내부조건은 20 ℃, 50 %의 조건을 유지하면

서 온수온도 0 ℃, 10 ℃, 30 ℃, 60 ℃ 각각 24

시간 운 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이때 

물의 속도는 5 이다. Fig. 2는 실험 설치 방

법을 나타내고 있다. 

온도 측정은 그림 3과 같이 데이터로거(YOKO

GAWA DA 100)와 T-type 열 를 이용하여 

수, 환수온도, 배 단열재 내부와 배 단열재 

외부, 실내온도를 측정하 고, 열류량은 데이터로

거(GRANT 2020)과 열류센서(FMF-20)을 사용

하여 배 단열재 외부에서 외부 발열량을 측정을 

하 다. Fig. 4는 측정 사진을 나타낸다.

온수기

IR 챔버

급수

환수

G/W 25mm 40mm 50mm

R/W 25mm 40mm 50mm

PE 25mm 40mm 50mm

고무발포 25mm 40mm 10mm

  15mm강관두께

Fig. 2  실험 설치 방법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 고무발포배 보온단열재의 성능 기  

 평가에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5~8은 배  보온단열재 R/W, G/W, PE, 발포고

무 단열재 4종류에 하여 두께 24 mm, 40 mm. 

  배관단열재하부

Fig. 3  배 단열재 측정온도부

50 mm의 각각의 온수공 에 온도변화를 나타낸

다.

 Fig. 5와 같이 공기온도 20℃, 습도 50% 온수설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 고무발포배 보온단열재의 성능 기

  평가에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5~8은 배  보온단열재 R/W, G/W, PE, 발

포고무 단열재 4종류에 하여 두께 24 mm, 40 

mm. 50 mm의 각각의 온수공 에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Fig. 5와 같이 공기온도 20℃, 습도 50% 온수설

Fig. 4  실험장면

정 온도 0℃조건일 때 수온도 0.0℃ 환수온도 

1.0℃, 공기온도 19.5℃의 조건을 만족 시킬 때, 

G/W단열재는 두께 40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

균온도는 17.5 ℃, R/W단열재는 두께 25 mm 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는 17.6 ℃의 높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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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0℃ 온수공 일 때 온도변화

Fig. 7  30℃ 온수공 일 때 온도변화

를 보인고. PE단열재는 두께 40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17.9 ℃, 고무단열재는 두께 50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17.9℃의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두께 25 mm에서는 R/W단열재 외부온도 17.6 

℃, 두께 40 mm에서는 PE단열재 외부온도 17.9 

℃, 두께 50 mm에서는 고무단열재 외부온도 

17.9℃의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열류량은 두께 25 mm 일 때 R/W, PE, 고무단

열재가 0.01 W/m², 두께 40 mm 일 때 R/W단열

재가 0.006 W/m², 두께 50 mm 일 때 G/W단열

재가 0.003 W/m²로 우수성을 나타낸다.

 Fig. 6과 같이 공기온도 20 ℃, 습도 50 % 온수

설정 온도 10 ℃조건일 때 수온도 10.9 ℃ 환

수온도 11.4 ℃, 공기온도 19.8 ℃의 조건을 만족 

시킬 때, G/W단열재는 두께 40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는 19.1 ℃,. R/W단열재는 두께 

50mm 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19.1℃의 높

은 온도를 보이고, PE단열재는 40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19.1℃, 고무단열재는 두께 

40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19.35℃의 높

은 온도를 나타낸다. 

 두께 25 mm에서는 G/W단열재 외부온도 18.9 

Fig. 6  10℃ 온수공 일 때 온도변화

Fig. 8  60℃ 온수공 일 때 온도변화

℃, 두께 40 mm에서는 고무단열재 외부온도 

19.4 ℃, 두께 50 mm에서는 고무단열재 19.3 ℃

의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열류량은 두께 25 mm 일 때 R/W, PE단열재 

0.003 W/m², 두께 40 mm G/W, PE, 고무단열재

가 0.004 W/m², 두께 50 mm 일 때 R/W단열재

가 0.003 W/m²로 우수성을 나타낸다.

 Fig. 7과 같이 공기온도 20 ℃, 습도 50 % 온수

설정 온도 30 ℃조건일 때 수온도 29.9 ℃ 환

수온도 29.7 ℃, 공기온도 19.8 ℃의 조건을 만족 

시킬 때, G/W단열재는 두께 25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는 21.3 ℃의 높은 온도를 보인

고. R/W단열재는 두께 50 mm 일 때 외부 표면

의 평균온도 20.6 ℃의 높은 온도를 보인다. PE

단열재는 두께  25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

온도 21.9 ℃의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고무단열

재는 두께 25 mm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21.34 

℃의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두께 25 mm에서는 PE단열재 외부온도 20.9 

℃로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두께 40 mm에

서는 고무단열재 외부온도 20.9 ℃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두께 50 mm에서는 R/W단열재 외부온

도 20.6 ℃의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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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류량은 두께 25 mm 일 때 R/W단열재 0.003 

W/m², 두께 40 mm G/W단열재가 0.002 W/m², 

두께 50 mm 일 때 PE단열재가 0.002 W/m² 로 

우수성을 나타낸다. 

Fig. 8과 같이 공기온도 20 ℃, 습도 50 % 온수

설정 온도 60 ℃조건일 때 수온도 58.7 ℃ 환

수온도 57.4 ℃, 공기온도 19.01 ℃의 조건을 만

족 시킬 때, G/W단열재는 두께 25 mm일 때 외

부 표면의 평균온도는 23.89 ℃, R/W단열재는 두

께 40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22.5 ℃의 

높은 온도를 보이고, PE단열재는 두께 25 mm일 

때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26.8 ℃, 고무단열재는 

두께 25 mm 외부 표면의 평균온도 24.1 ℃의 높

은 온도를 나타낸다.

 두께 25 mm에서는 PE단열재 외부온도 26.8 ℃, 

두께 40 mm에서는 고무단열재 외부온도 22.6 

℃,  두께 50 mm에서는 PE단열재 외부온도 22.2 

℃의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열류량은 두께 25 mm 일 때 PE단열재 0.008 

W/m², 두께 40 mm 고무단열재가 0.01 W/m², 

두께 50 mm 일 때 R/W단열재가 0.009 W/m²로 

우수성을 나타낸다.

4. 결론

 본 실험은 배  단열재 종류별 두께에 따른 사

용 온도 차이의 단열성능과 표면 열방사율을 측

정하여 고무발포배 단열재의 성능 기   평가 

한 실험 결론은 다음과 같다.

 G/W단열재의 외부 표면 온도와 내부 표면 온도 

차이는 온수공  0, 10 ℃일 때 두께 25 mm에서 

각각 17.8 ℃, 8.4 ℃로 온도차이가 우수하 으며, 

온수공  30, 60 ℃일 때 두께 50 mm가 9.7 ℃, 

37.5 ℃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열류량은 온수온도 

30 ℃일 때 두께 40 mm에서 0.002 W/m²으로 가

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R/W단열재의 외부 표면 온도와 내부 표면 온도 

차이는 온수공  0, 10 ℃일 때 두께 25mm 에서

각각 18.0 ℃, 8.8 ℃로 우수하 으며, 30, 60 ℃

일 때 두께 50 mm에서 9.7 ℃, 37.6 ℃로 우수하

게 나타났다. 열류량은 온수온도 10 ℃일 때 두

께 25, 50 mm, 온수온도 30 ℃일 때 두께 25, 40, 

60 mm에서 0.003 W/m²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

났다.

 PE단열재의 외부 표면 온도와 내부 표면 온도 

차이는 온수공  0, 10, 30, 60 ℃일 때 두께 

40mm에서 각각 18.6 ℃, 8.5 ℃, 9.7 ℃, 37.6 ℃

로 우수하 다. 열류량은 온수온도 30 ℃일 때 

두께 50 mm에서 0.002 W/m²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고무단열재의 외부 표면 온도와 내부 표면 온도 

차이는 온수공  0, 10, 30, 60 ℃일 때 두께 

50mm에서 각각 18.8 ℃, 8.6 ℃, 9.8 ℃, 38.5 ℃

로 우수하 다. 열류량은 온수온도 30 ℃일 때 

두께 40, 50 mm에서 0.003 W/m²으로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났다.

 온수온도 0 ℃일 때 고무단열재 50 mm의 온도

가 18.8 ℃, 온수공  10 ℃일 때 R/W단열재 25 

mm의 온도 8.8 ℃, 온수공  30, 60 ℃ 고무단열

재 9.8 ℃, 38.5 ℃로 가장 우수한 단열성능을 나

타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환경성과 난연성을 

시하는 건축 장과 에 지 보존의 극 화를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무발포배 단열재에 한 

법규  시험 방법, 규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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