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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eld measurement and laboratory experiment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ducing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heat island phenomenon of the permeable block which is made the recycled synthetic resin 

rather than the existing concrete permeable block. Field measurement was taken for 3 days in consideration of dry condition 

and wet condition and laboratory experiment was divided into dry condition, rainfall simulating condition, and wetting 

condition. The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the evaporation rate of water moisture content after experiment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field measurement, it is confirmed that the surface temperature decreases due to the difference in albedo 

of the pore block surface rather than the cooling effect due to the latent heat of vaporization. The evaporation of moisture 

in a dry state where drought persisted or a certain level of moisture was not maintained in the surface layer. As a result 

of laboratory experiment, resin permeable block gives higher surface temperature when it is dry condition than concrete 

permeable block, but the evaporation of water in the pore is kept constant by capillary force in rainfall simulation condition, 

and higher temperature reduction rat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evaporation rate after laboratory experiment, it i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reducing temperature is increased as the evaporation rate of water is higher. Based on these 

results, correlation formula for evaporation rate and temperature reduction rate is derived.

요   지

본 연구는 기존의 콘크리트 투수블록이 아닌 재활용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제작된 투수블록의 열섬현상 완화의 기능성 측면인 

표면온도의 저감효과를 확인하고자 야외계측과 실내실험을 진행하였다. 야외계측은 건조한 상태와 습윤상태를 고려하여 3일 

동안 계측하였고, 실내실험은 건조 조건, 강우 모사 조건, 표층 습윤 조건 등으로 구분하여 온도의 변화와 실험 후 함수율의 

증발비율을 확인하였다. 야외계측 결과, 가뭄이 지속되거나 일정수준의 수분이 표층에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수분의 증발에 

의한 기화잠열로 냉각효과가 발휘되기 보다는 투수블록 표면의 알베도에 의한 차이로 표면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실내실험 결과, 재생 합성수지 투수블록(RS 투수블록)은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건조한 상태일때는 더 높은 표면온도를 

기록하였으나 강우 모사조건에서는 공극내 수분의 증발이 모세관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더 높은 온도 저감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실험 후 증발율을 측정한 결과 수분의 증발율이 높을수록 온도의 저감효과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증발율과 온도의 저감율에 대한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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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열섬현상으로 인해 주

변 교외지역에 비하여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일몰 후에도 

온도가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509.2명/km2의 높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 통계자

료에 따르면 2017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

구의 91.82%로 나타났다.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은 도로포

장 표면의 온도 상승, 도시 기온 상승, 에너지 소비 증가,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Kim, 

2011). 기록적인 폭염을 갱신한 2018년 여름에는 전국기

상관측소 95곳 중 57곳(60%)이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하

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사상 첫 초 열대야현상이 발생하여 

최저온도 30.4°C를 기록하였다. 폭염일수는 31.2일로 1994

년을 뛰어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열섬현상은 콘크리트 구조물, 도로의 아스팔트, 녹지 감

소, 도심발생 열원 등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

스팔트 도로포장은 도시열섬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

인 중 하나이다.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맑은 날 낮

에는 60°C 이상 상승하는데 이렇게 아스팔트에 높은 표면

온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천연

의 지표면에 비하여 태양복사에너지에 대한 알베도(albedo)

가 낮아서 일사량의 흡수가 많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아

스팔트 포장도로는 강우 시 빗물을 배수구로 배수시켜 도

포 포장면 아래나 포장내의 공극이 수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증발에 따른 표면온도 냉각효과는 거의 없다. 여름

철 낮 동안에는 도시 지표면이 태양일사를 흡수하여 생긴 

열이 대기를 가열한다. 지표면이 태양일사를 열원으로 대

기가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직면을 이루는 건

물의 측면보다는 도로와 건물의 옥상과 같은 수평면의 열

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태양일사에 의한 대

기가열을 억제하는 방법은 반사율을 높여 일사흡수를 줄

이는 방법과 수분증발을 늘여 기화잠열로 냉각시키는 2가

지 방법이 있다(Lee, 2009).

투수블록은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

opment)으로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

이고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 및 오염저감과 열

섬현상 완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반 보도블록 대신 투

수성이 높은 투수블록으로 대체하고 있다. 투수성이 높은 

투수블록은 물과 공기를 표면 아래로 전달해 투수블록 표

면의 온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공극 틈의 수분에서 기화

잠열을 발생시켜 열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투수블

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표면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열섬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 콘크리트 투수

블록의 투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극률을 높이면 투수

블록의 구조가 약화돼 내구성과 수명이 감소한다. 따라서 

공용기간 동안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성과 높은 

투수성을 가진 투수블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물질의 경우 증발은 초기(first stage)

와 후기(second stage) 포화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며 

전체적인 양상은 이중선형을 나타낸다. 초기 구간은 표면

으로 연결된 공극 내 물이 증발하는 구간으로 공기 중으로 

노출된 표면의 영향을 받아 모세관력(capillary force)에 

의하여 물이 이동한다. 계속되는 증발로 공극내의 물 공급

이 중단되면서 후기 포화도 구간으로 전환되는데 이 구간

은 모세관력이 사라져 증발이 현저하게 감소한다(Seo and 

Yun, 2016).

국내 투수블록의 연구는 1980년대 아스팔트를 이용한 

투수성 콘크리트의 제작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투수블록의 기초인 포러스 콘크리트의 연구

로는 Ban(1999)에 의해 투수콘크리트의 투수성능 및 공학

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대부

터 다기능성 투수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You et al.(2007)과 Lee et al.(2011)은 아스팔트순환골재

의 입도 차이에 의한 투수성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연구

를 수행하였다. Jung(2010)은 친환경 전면 투수블록 개발 

및 성능평가로 투수블록의 친환경적 성능을 고려하여 투

수블록의 오염성분을 정화하는 친환경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Park et al.(2016)은 투수블록의 사용 확대, 기능성을 

고려한 차도용 및 보도용 투수블록 개발을 위해 서울시 품

질시험연구소에서 투수성능 및 포장상태 등의 연구를 진

행하였다.

국내에서 차열성 재료에 대한 도시열섬 저감 연구는 

Kim et al.(2006), Park et al.(2009), So(2011), Hong(2013)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투수블록의 보수성 특성을 반영

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보수성 재료의 온도 저

감효과 연구로는 Lee(2009)이 차열성 및 보수성 도로 포

장재료별 도시열섬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실내외 실험 및 

야외관측 연구를 통해, 보수성 포장재가 차열성 포장재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재생 합성수지 투수블록(Recycled 

synthetic resin permeable block), 일명 RS 투수블록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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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불가능한 폐 PET 재료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

생되는 폐석회석을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RS 투수블록의 

투수성능은 서울시의 ‘투수블록 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기준(2013)’에 따른 실내 투수성능 지속성 시험에서 

오염 전 투수계수 2.93mm/sec, 오염 후 투수계수는 1.63 

mm/sec로 1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휨강도는 5.22MPa로

서 서울시 기준인 5.0MPa 이상을 만족한다(Ryu and Kim, 

2018).

지표면이 대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평가방법은 물성

치 비교법, 현열수송량과 포장면의 열수지 관측법 그리고 

포장면의 대기온도 측정 평가법 등 세가지가 있다. 증발이 

없는 경우 온도차는 알베도로 결정되는데 보수성 포장 등 

증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증발효율과 표층의 함수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RS 투수블록의 표면온도 저감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대조군으로 콘크리트 투

수블록, RS 투수블록으로 시공된 야외계측과 실내실험을 

실시하였다. 야외계측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투수블록

의 시공시기가 동일한 지역을 선정하여 동일한 실험조건

에서 수행하였다. 3일 동안 야외계측을 실시하여 투수블

록의 표면온도 저감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실내실험

은 모사된 지반의 함수율에 따른 투수블록의 온도 저감효

과를 확인하여 투수블록의 증발효과를 규명하였다.

2. 재생 합성수지 투수블록의 공학적 특성

RS 투수블록은 폐 PET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수

지를 사용하며, PET로 코팅된 골재를 바인더로 접착한 후 

압축 성형한 제품이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투수블록과의 

차이점은 PET로 골재를 코팅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

료보다 보다 높은 공극률과 투수성능을 갖는다.

공극률 분석은 일본 에코콘크리트 연구위원회의 투수

콘크리트의 공극률 시험방법 중 용적법에 따라 식 (1)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공시체는 ∅100×200mm인 원주형으

로 콘크리트 투수블록과 RS 투수블록으로 나누어 각각 3

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공극률을 평가하였다. 













 


 


 ×  (1)

여기서, 

는 공극률이고 


은 수중에서의 공시체 중량

(g), 

는 기건 양생한 공시체의 중량(g), 는 공시체의 

체적(mm3)이다.

콘크리트 공시체의 공극률은 평균 25.1%, RS 공시체는 

평균 38.3%의 공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은 공극률 시험결과이다.

투수계수는 Fig. 1과 같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의 투수성 시험방법으로 식 (2)를 이용하

여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는 1.33mm/sec이고 RS 투수블록의 투수계수는 2.93mm/sec

로 약 2.2배의 높은 투수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and Kim, 2018).

 



×
×


 (2)

여기서, 는 배수되는 유출량(), 는 블록의 두께(), 

Table 1. Result of porosity test

Porosity test 1 2 3 Average

Concrete 

permeable block
24.5% 24.8% 26.0% 25.1%

RS

permeable block
38.9% 38.1% 37.9% 38.3%

Fig. 1. Permeability test for RS permeabl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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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위차(), 는 블록의 단면적(), 30는 측정

시간()이다.

콘크리트와 RS 투수블록은 재료, 제조 및 성형과정에 

따른 구성물이 다르므로 다른 공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Fig. 2와 같이 콘크리트 투수블록은 강도발현과 미장

의 목적으로 받침 안정층(stable layer)을 부착하는 반면에 

RS 투수블록은 이러한 받침안정층이 없기 때문에 공극률

이 높고 균질하여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높은 열전도 특

성을 보인다.

3. 야외계측을 통한 표면온도 저감효과 분석

3.1 Case별 야외계측 위치 및 방법

야외계측은 00대학교 내 최근에 시공된 아스팔트 도로

와 투수블록 보도에서 수행하였다. 계측기는 주변 건물 및 

지형에 의하여 그늘이지지 않는 곳으로 일조시간에 영향

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 계측기간은 3일간 10분 간격으

로 계측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센서(thermocouple)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Fig. 3은 

계측장소와 블록에 설치된 계측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투수블록이 설치된 지반에 함유된 수분의 증발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블록 하부에 지반에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야외계측을 수행

하였다. Case 1은 블록 하부에 지반이 있는 경우로 시공된 

보도블록의 형태이고, Case 2는 시멘트로 처리된 도로 위

에 거치한 경우이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도보에 시공된 

콘크리트 투수블록, 기존 콘크리트 투수블록은 일부 RS 

투수블록으로 대체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RS 투수

블록은 아스팔트와 일반 보도블록(적색)의 알베도를 고려

하여 검회색, 검붉은색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

고, 주변 재료 온도와 일치하도록 일주일간 방치한 후에 

온도 계측을 실시하였다.

야외계측을 실시한 3일 동안의 기상조건은 주간온도가 

33°C 이상이고, 야간온도가 25°C 이상인 고온조건으로 

한정하였으며, 유사한 풍속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조한 상태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3.2 강우 전 야외계측 결과 및 분석

Case 1은 투수블록 표면온도와 아스팔트 표면온도를 비

교한 것이다. 대기온도와 일사량을 고려하여 투수블록 내 

수분의 증발효과에 의한 열섬 저감효과를 추가로 분석하

였다. 3일간의 표면온도 계측결과는 Fig. 4와 같다. 대기온

도는 기상청 통계데이터를 인용하였다. 표면온도는 9시부

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13∼14시에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Fig. 2. Stable layer of concrete permeable block

(a) Case 1

(b) Case 2

Fig. 3. Location of temperature measurement in the field for various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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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감소하여 일조시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대기온

도에 근접하는 형태를 보인다. 표면온도 측정결과, 최고온

도는 아스팔트와 RS 투수블록보다 콘크리트 투수블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RS 투수블록의 온도는 아스팔트와 

유사하게 증가하다가 16시를 기점으로 아스팔트와 콘크

리트 투수블록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온

도는 대기의 최저온도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수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케이스별 표면온도는 5시, 9시, 14시, 20시에 측정하

였으며 Table 2와 같다. 아스팔트의 최고온도를 기준으로 

각 Case별 표면온도를 비교하였다. Case 1은 콘크리트 투

수블록이 약 5°C∼6°C 낮게 측정되었으며, RS 투수블록

은 2°C∼4.5°C 낮게 측정되어, RS블록이 콘크리트 투수

블록보다 높게 나타났다. Case 2의 경우 일반 보도블록은 

5°C∼7°C, 콘크리트 투수블록은 5.5°C, RS합성수지 투수

블록은 3.5°C∼5.5°C 온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결과적으

로 Case1과 Case 2의 온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지반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에 의한 

냉각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온도의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측일로부터 약 1달 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높은 기온이 유지되어 지반이 건조한 상

태로 볼 수 있다.

3.3 강우 후 야외계측 결과 및 분석

증발에 의한 기화열이 발생하고 냉각효과로 인한 RS 투

수블록의 온도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우 후 Case 

1과 동일한 계측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일강수량 27.2mm

를 기록한 다음날 최고온도는 34.3°C, 최저온도는 24.1°C

를 기록하였으며, 5시, 9시, 14시, 20시에 온도를 측정하였

다. 아스팔트의 최고온도는 54.5°C로 14시에서 발생하였

다. 콘크리트 투수블록은 아스팔트 대비 표면온도가 8.5°C 

감소하였다. RS 투수블록은 검붉은색이 7.5°C, 검회색이 

7°C 감소하였다. 건조한 조건에서 표면온도를 계측한 결

과보다 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블록에 대

한 측정결과는 Fig. 5와 같다.

강우 후 아스팔트 최고온도 대비 측정한 투수블록의 온

도변화는 다음 Fig. 6과 같다. Table 2의 3일째의 표면온도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아스팔트의 경우 건조한 상태일 때 

보다 약 17% 표면온도가 감소하였다. 콘크리트 투수블록

은 약 26% 온도가 감소하였고, RS 투수블록은 약 32%로 

가장 크게 온도가 감소하였다.

야외계측 결과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대비 투수블록은 

습윤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뚜렷하게 온도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건조한 기간이 길수록 투수블록의 온도 저

감효과는 줄어들어 종래에는 아스팔트와 온도 증가 및 감

소 경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조한 상태일 

Fig. 4. Results of field measurement temperature of Case 1 

specimens

Table 2. Result of temperature measurement on the surface of block

Surface temperature (°C)

Day 1 Day 2 Day 3

5:00 9:00 14:00 20:00 5:00 9:00 14:00 20:00 5:00 9:00 14:00 20:00

Case 1

Asphalt 30.5 35.5 62 36 30.5 35 60 36.5 31 34 64 36

Concrete permeable block 29.5 34 57 34.5 30 33 54 35.5 30.5 32.5 58 34.5

RS permeable block (red) 29 34 60 34 29.5 35.5 55.5 34.5 30 33 62 33.5

RS permeable block (black) 29.5 38.5 61.5 34.5 29.5 36.5 59.5 34.5 30 39 62.5 34

Case 2

Block 28 33 55 32 29 33.5 53.5 33 29.5 32 59 32.5

Concrete permeable block 29 33 55.5 34.5 30 33 54.5 34.5 30 32.5 59.5 34.5

RS permeable block (red) 28 33 57.5 33.5 29 33 56 33.5 29.5 32.5 61.5 33.5

Air temperature 27.5 29.7 34.2 30 28.2 31.9 35.2 31.2 28.9 32.8 35.9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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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온도의 저감효과는 알베도에 의한 차이에 의해 좌우되

며, 적정한 습윤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투수블록은 수분의 

증발에 의한 냉각효과로 인해 온도 저감효과가 더 크게 작

용하였다.

RS 투수블록은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높은 공극률과 

재료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도 효과가 있

다. 또한, RS 투수블록 하단의 온도가 콘크리트 투수블록 

보다 높아 증발에 의한 기화작용이 더 활발한 것으로 예상

된다.

4. 실내실험을 통한 표면온도 저감효과 분석

4.1 실내실험 방법

RS 투수블록은 PET 재질로 코팅된 입자가 결합된 형태

로 형성되어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높은 공극률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코팅재질로 인하여 콘크리트 블록보다 높

은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 열전도율이 동일한 경우 습윤상

태인 지반에서 RS 투수블록은 증발에 의한 기화잠열로 인

해 냉각에 따른 온도 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투수성을 갖는 투수블록의 온도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0mm 이고 두께는 10mm인 

BOX에 모래를 200mm 높이로 조성하였다. 투수블록을 

중앙에 거치하고 BOX로부터 열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열판을 설치하였다. 투수블록을 기준으로 400mm 높이

의 상단에 100W의 전구를 설치하였고, 열전대는 모래지

반 하부, 투수블록 표면과 하단에 설치하였다. Data-logger

를 이용하여 약 8시간 동안 매 10초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

하였다. 실험실 대기 조건은 실내온도 24°C, 습도는 40∼

45%로 조절하였으며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7은 방열장치를 이용한 실내실험 

장치를 나타낸다.

실험조건은 Fig. 8과 같이 건조상태(a), 습윤상태(b)로 

조성하였다. 습윤상태(b)는 투수블록, 모래지반이 모두 습

윤한 조건(b-1)과 습윤한 모래지반에 건조한 투수블록이 

Fig. 5. Field measurement of temperature after rain Fig. 6. Variations of temperature changes depending on condition

(a) Views of indoor test (b) Specific details of indoor test

Fig. 7. Indoor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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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건(b-2)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b-1)는 

실제 강우 후 빗물이 지반으로 침투하는 것을 모사하기 위

해 물 450를 투수블록 표면에 흘려서 습윤한 상태로 조

성하였다. (b-2)는 물 300를 추가하여 함수비 6%의 모

래층을 조성한 후, 건조한 투수블록을 올려놓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콘크리트 투수블록과 RS 투수블록을 사용하였

으며 투수블록의 증발효율과 표층의 함수비를 비교하였다.

4.2 실내실험 결과

실내실험은 여름철 야외조건을 모사한 것으로 표면온

도가 60°C까지 상승할 때 표면온도의 변화를 계측한 것이

다. Fig. 9는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실험 결과이며, Fig. 10

은 RS 투수블록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건조한 상

태(a)인 경우 야외계측 결과와 마찬가지로 투수블록 내부 

및 하단부의 표층에서 표면온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에 습윤한 상태(b-1, b-2)인 경우 온도가 점차 낮아져 선형

적으로 수렴하였다.

Fig. 9의 (b-1) 실험 결과의 시간별 온도 그래프에서 다

공질 물질에서의 증발 현상인 초기구간과 후기구간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b-1)과 (b-2)의 실험

결과 양상을 비교하면, (b-1)의 이중선형 거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b-2)의 온도와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나는 것

을 볼 때 (b-2)는 증발양상에서 후기구간에 해당하며 증기

로 인한 증발로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10의 (b-1)의 실험 결과는 약 40°C에서 수렴하는 

선형적 거동이 나타나며, (b-2)의 실험 결과는 약 46°C∼

47°C로 온도가 수렴하는 선형적 거동을 보이고 있다. 콘

크리트 투수블록의 실험결과와 달리 (b-1)의 결과는 (b-2)

의 결과와 시간이 지남에도 수렴하지 않는 평행한 간격을 

유지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b-1)에서의 RS 투수블록은 증발양

(a) Dry (b-1) Saturated block / 

Saturated sand

(b-2) Dry block / 

Saturated sand

Fig. 8. Various cases of indoor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a) Center of measurement temperature (b) Measurement temperature under block

Fig. 9. Results of measurement temperature on concrete permeabl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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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초기구간에 해당하는 모세관력에 의한 증발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b-2)에서는 온도의 증

가 경향이 콘크리트 투수블록과 유사한 선형적 거동을 보

이므로 후기구간에 해당하는 증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실험결과 분석

4.3.1 RS 투수블록의 증발에 의한 온도저감 효과

Fig. 11은 실험조건별 최대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건조

한 상태(a)의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측정시간별 최대 표면

온도는 59.3°C이고 하단부 온도는 53.1°C이고, RS 투수블

록은 표면온도 62.6°C이고 하단부 온도는 57.7°C이다. RS 

투수블록은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표면온도가 3.3°C, 하

단부 온도는 4.6°C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습윤한 

상태(b-1, b-2)에서는 RS 투수블록의 측정 온도가 콘크리

트 투수블록보다 낮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지반 

또는 공극내의 수분의 증발로 인한 온도감소가 더 큰 폭으

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콘크리트 투수블록과 RS 투수블록의 온도 저감율은 다

음 Fig.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건조한 상태(a)의 최대온도

에서 습윤한 상태(b-1, b-2)의 최대온도의 차이를 비교하

면 RS 투수블록이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큰 폭으로 온도

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1)의 표면온도는 RS 

투수블록은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12.69% 더 높은 온도 

저감율을 보였다. 그러나 (b-1) 하단부 온도와 (b-2)의 표

면과 하단부 온도의 온도 저감율은 5∼6%로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RS 투

수블록 내부 공극에 수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증발의 초기

구간 형태로 모세관력에 의한 수분의 증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RS 투수블록은 콘크리트 투수

블록의 받침안정층이 존재하지 않아 높은 공극율과 연속

성을 갖고 있으므로 초기구간 형태의 증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외부조건에서 가열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일

(a) Center of measurement temperature (b) Measurement temperature under block

Fig. 10. Results of measurement temperature on RS permeable block

Fig. 11. Results of maximum temperature Fig. 12. Temperature reduction against 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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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을 가할 때, 시간에 따른 투수블록의 표면과 하단부의 

온도를 계측하고 비교하여 열전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3은 실내실험 조건별 콘크리트 투수블록과 RS 투수

블록의 표면, 하단부의 온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건조한 상태(a)에서 콘크리트 투수블록의의 온도 차이

는 최대 13.5°C를 보인 뒤 6°C 내외로 감소하였다. RS 투

수블록은 최대 14.8°C의 차이를 보인 뒤 4°C로 감소하였

다. 그래프 선형에서 RS 투수블록의 온도차는 콘크리트보

다 높지만 약 2시간 뒤 더 낮은 온도차를 나타내었다. 표면

과 하단부의 시간대비 온도 차이가 RS 투수블록이 콘크리

트 투수블록보다 빠르게 수렴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

도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습윤한 상태(b-1, b-2)에서는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표면

과 하단부의 온도 차이는 증발형태의 두 구간을 감안하더

라도 10°C 내외의 차이를 유지하는 반면, RS 투수블록은 

(b-1)에서 표면과 하단부의 온도차이가 좁혀지는 특이점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온도차이 변화의 폭

이 매우 불규칙한 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런 특이점이 발

생한 이유는 RS 투수블록이 증발의 초기구간에서 증발과 

함께 표층에서의 증기에 의한 증발도 동시에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어,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더 높은 온도 저감효

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3.2 함수율에 따른 증발효율 분석

(b-1)은 강우를 모사한 조건이다. 실험 전 함수율은 9%

이며 함수율 대비 증발율을 도출하였다. 실험 종료후 콘크

리트 투수블록의 함수율은 3.37%, 모래층은 3.14%로서 

총 함수율은 6.51%가 측정되었다. RS 투수블록의 경우 실

험 종료후 함수율은 0.37%, 모래층은 2.59%로서 함수율

은 2.96%가 측정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55% 정도 함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S의 투수

블록의 온도가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7°C 낮음과 동시에 

함수율도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즉 RS 투수블록이 콘크리

트 투수블록보다 높은 증발에 의한 기화작용으로 냉각효

과가 발생하여 표면의 온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

다. 투수블록 표면과 하단부의 온도에 따른 잔류 함수율은 

Fig. 14와 같다.

(b-2)는 모래지반이 습윤한 조건을 모사한 것이며, 실험 

전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모래층의 함수율은 6.03%이고, 

RS 투수블록 모래층의 함수율은 5.96%이다. 실험후 콘크

리트 투수블록은 1.91%, 모래층은 2.72%로 총함수율은 

4.29%로 나타났다. RS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블록은 0.14%, 

모래층은 2.87%로 총함수율은 3.01%로 측정되었다. 증발

율을 비교한 결과 RS 투수블록이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약 1.74배정도 높은 증발율을 보였다. 건조한 상태의 최대

온도 대비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표면온도는 10.3°C 저감

될 때 증발율은 28.8% 이고, RS 투수블록은 14.5°C의 표

면온도가 감소할 때 증발율은 49.5%로 나타났다.

Fig. 15는 시험 전 함수율 대비 시험 후 함수율과 그에 

(a) Case (a) (b) Case (b-1)  (c) Case (b-2) 

Fig. 13. Difference between center and under block of temperature in various cases

Fig. 14. Temperature reduction by vap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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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증발율에 따른 온도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콘크리트 투수블록과 RS 투수블록은 온도가 감소하면

서 그에 따라 증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RS 투수블록은 온도의 저감율이 콘크리트 투수블록보다 

높으므로 이와 비례하여 더 높은 증발율을 기록하였다. 

Fig. 16은 건조상태를 기준으로 (b-1)과 (b-2)의 온도 감소

와 증발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4.3.3 함수율에 따른 증발효율 고찰

(b-1)의 조건은 강우 직후 수분이 투수블록에 존재할 경

우에 나타나는 조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표면온도의 저감

효과로 나타나는 시간은 매우 짧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

다. 반면, RS 투수블록의 경우는 증발의 초기구간에 의한 

증발효과가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b-2)는 투수블록 하부 표층의 함수율에 따라 온도 저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강우 후의 야외계측 결과와 대

기의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온도 저감율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증발율에 따른 온도의 저감효과의 

상관관계를 식 (3)과 같이 도출하였다. 실내실험 온도범위

는 20°C에서 투수블록의 최대 측정온도인 60°C까지이다.

     (3)

여기서, x는 건조상태 표면온도 대비 수분의 증발에 의해 

저감된 온도이며, y는 증발율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연구는 높은 투수성을 갖는 재생합성수지 투수블록

의 표면온도 저감효과에 관한 것이며, 야외계측과 실내실

험을 통해 열섬현상 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건조한 

기상과 강우 후의 습윤한 기상조건에서 증발에 따른 투수

블록의 표면온도 저감효과를 규명하였으며,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실내실험은 건조상태 조건과 강우 직후 우수가 유입

된 상태를 모사하였으며, 표층이 수분을 함유하는 조

건에 따라 표면온도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건조한 

기상일 때 투수블록의 온도저감 효과는 블록 표면의 

알베도에 의한 차이만 존재하여 수분의 기화로 발생

되는 냉각효과로 인한 온도 저감효과는 없었다. 그러

나 습윤한 기상에서는 뚜렷한 온도의 저감효과가 나

타났다.

(2) 기화에 의한 온도저감효과는 RS 투수블록과 콘크리

트 투수블록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RS 투수

블록은 블록 내부 공극의 수분에 의한 모세관력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어 콘크리트 투수블록 보다 낮은 표

면온도를 유지하였다.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경우 실

험초기 표면 기화에 따른 온도저감효과가 있으나 수

분흐름이 단절되는 반면, RS투수블록은 수분흐름이 

유지되어 온도저감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함수율에 따른 온도저감효과는 증발율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포화상태인 모래지반의 경우 각 투수

블록의 표면과 하단부의 온도가 거의 유사하였다. 그

러나 습윤상태의 모래질 지반조건에서는 뚜렷한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야외계측 결과도 이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 포화조건에서 증발량에 의한 온도 저

감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5. Increasing temperature difference with vaporization Fig. 16. Correlation between decreasing temperature and 

vaporization 



재생 합성수지 투수블록의 표면온도 저감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89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8.

References

1. Ban, S. S. (1999),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meability 

and Engineering Properties of Porous Concrete, Master 

Degree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Hong, C. W. (2013), “Properties of Temperature Reduction 

of Cooling Asphalt Pavements Using High-Reflectivity Pai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33, 

No.1, pp.317-327.

3. Japan Concrete Institute (1995), Technical committee in ECO 

concrete, Japan Concrete Institute, pp.56-58, Japan.

4. Jung, H. S. (2010), Development of Environmental-friendly 

Water permeability Block and Performance Evaluation, Master 

Degree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5. Kim, C. M. (2011), “Cool Pavement System for Decrease 

urban Heat Island Effect in the USA”,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8, pp.85-88.

6. Kim, I. S., Han, E. S., Park, D. G. and Cho, S. H. (2006), 

“A Study on the Surface Temperature Reduction of Thermal 

Insulation Ahphalt Pavement”,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pp.71-74.

7. Lee, D. W., Yun, J. M., Kim, N. S. and Kang, Y. M. (2011), 

“The Mechanics Properties of Porous Concrete using Recycled 

Asphalt Aggregate”, Journal of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10, No.1, pp.37-42.

8. Lee, S. W. (2009), A Study to Mitigate Urban Heat Island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Pavement of Road, Ph.D 

Thesis, Keimyung University.

9. Park, D. G., Jung, W. K., Jung, D. W., Baek, J. E and Lee, 

J. W., (2016), “Evaluation of Field Permeability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of Permeable Block for Roadway Pavement”, 

Korean Society of Ecology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Vol.3, No.2, pp.110-116.

10. Park, T. S., Jeon, M. S., Cheon J. Y. and Chung, P. G. (2009), 

“Evaluation of Solar Light Reflective Coating”,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pp.29-34.

11. Ryu, B. H. and Kim, T. H. (2018), “Evaluation of Permeable 

block using Recycle Synthetic Resin”,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17, No.1, pp.13-19.

12. Seo, D. W. and Yun, T. S. (2016), “Effect of Bedding Layer 

and Clogging on Drainage Capacity of Pervious Sidewalk 

Block in Unsaturated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

technical Society, Vol.32, No.5, pp.37-48.

13. SMG. (2013), Standard for Design, Construction, and Main-

tenance of Pavement Using Permeable Bloc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Korea.

14. So, K. R. (2011), Performance Evaluation of Solar Radiation 

Pavement Using Acryl Resin, Master Degree Thesis, Sejong 

University.

15. You. S. K., Yu, N. J., Cho, S. M. and Shim, N. B. (2007), 

“Mechanics Characteristics of Porous Concrete using Recycled- 

Aggregate”, Journal of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6, 

No.2, pp.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