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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패시브 차열도료

스피쿨  스피쿨아쿠아방수

패시브 도료(Passive paint)

패시브 차열도료 소개

패시브 차열도료 원리

수동적(Passive)인 도료라는 뜻으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도료(Active paint)에 대응하는 개념

입니다. 패시브 도료(Passive paint)는 집안/밖의 열이 침투,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 실내온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태양광선 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적외선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지붕의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실내로 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최첨단 기능성 도료입니다.

패시브 차열도료 스피쿨·스피쿨아쿠아방수는 일사반사율이 높습니다(일사반사율 : 87%).

여름철 더워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켜는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인 ‘열부하’는 일사반사율(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열의 복사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사반사율이 높은 차열도료를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은 지붕

(또는 단열재가 부실한 지붕)에 도장하면 대폭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또는 동일한 

조건에서 보다 시원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차열도료 스피쿨·스피쿨아쿠아방수는 장파방사율이 높습니다(장파방사율 : 94%).

장파방사율이란 지붕표면과 공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열전달의 정도를 말합니다. 장파방사율이 높을 수록 

뜨거워진 소재가 빨리 열을 방출하고 차갑게 됩니다. 패시브 차열도료 장파방사율이 높아 지붕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빠르게 열을 공기중으로 방출하여 실내가 더워지지 않습니다.

태양열 차단의 원리 열반사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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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스타 프로그램 및 CRRC내용

패시브 차열도료 특징

패시브 차열도료 성능

항목 에너지스타 CRRC 기타

도료인증여부 인증제도 Rating system

Low-slope roof 
products

열반사율
(solar reflectance)

초기 0.65이상 -

CRRC는 값만 측정함
(유저들이 각 지역 
기준에 적합한 재료

를 선정함)

3년 후 0.50이상 3년(pending)

Steep-slope roof 
products

열반사율
(solar reflectance)

초기 0.25이상 -

3년 후 0.15이상 3년(pending)

[태양열을 반사하는 최첨단 기능성 도료]

중공안료와 차열안료에 의한 높은 태양열에너지 반사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도료]

지붕에 도장하면 지붕면이 뜨거워져 실내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므로 

실내온도가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간단한 시공]

별도의 도장기구나 도장기술이 필요없이 로라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쉽게 도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조색 가능]

특수 차열안료를 사용하여 차열성능을 보유하며 다양한 파스텔톤의 조색이 가능합니다.

(단, 색상에 따라서 차열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넬온도 변화 실내온도 변화

적외선 조사 시간

온도

1분

30.0

32.4

44.8

58.4

62.7

66.8
69.1

72.2

72.9 73.7 73.6

38.6
42.8

45.5
47.6 50.5 51.2 51.8 51.9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2분 3분 4분 5분 8분 10분 15분 20분

적외선 조사 시간

온도

1분

20.0
22.2

22.8

25.1

27.0

28.7

29.9

32.3

33.2
34.0

34.2

23.4

24.6

25.4

26.1

27.8
28.4

29.0
29.2

22.0

24.0

26.0

28.0

30.0

32.0

34.0

2분 3분 4분 5분 8분 10분 15분 20분

일반도료

패시브 차열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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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험실적시험과 현장응용결과에 따라 얻어진 것이나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패시브 차열/단열 옥상방수 시스템

스피쿨방수(유성타입) 스피쿨아쿠아방수(수용성타입)

재도장 / 신축 도장 시 건물의 지붕 /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우레탄 방수도료로 차열기능을 접목한 고기능성 
도료이며 특히, 한 여름, 혹서기 직사광선에 의한 지붕의 열상승을 차단하여 최고층 및 건물 내부의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차열/단열 방수 System 차열/단열 방수 System

하도 우레탄 방수마스터 100 하도 스피쿨아쿠아방수 하도

중도 스피쿨 우레탄 방수 중도 중도 스피쿨아쿠아방수 중도

상도 스피쿨 방수 상도 상도 스피쿨아쿠아방수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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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사 무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8(묘동 125번지) TEL. 02)765-3641~7 FAX. 02)765-0447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677) TEL. 031)499-0394 FAX. 031)499-0399

고객상담실┃1544-5357 홈페이지┃www.samhwa.com

서울영업소 TEL.02-323-3641 FAX.02-745-2445

인천영업소 TEL.032-424-7515~7 FAX.032-424-7518

수원영업소 TEL.031-251-8474~6 FAX.031-251-8478

북서울영업소 TEL.031-853-7201~3 FAX.031-853-7204

원주영업소 TEL.033-766-7735~6 FAX.033-766-7739

대전영업소 TEL.042-626-1101~2 FAX.042-626-1103

아산영업소 TEL.041-425-2363 FAX.041-425-2364

대구영업소 TEL.053-358-4580~2 FAX.053-358-4583

부산영업소 TEL.051-583-7001~2,4 FAX.051-583-7005

광주영업소 TEL.062-529-8876~7 FAX.062-526-5779

전주영업소 TEL.063-246-7408~9 FAX.063-246-7407

창원영업소 TEL.055-231-4934 FAX.055-231-4935

산업용팀 TEL.031-499-2435 FAX.031-497-1555

건축용팀 TEL.02-323-3831 FAX.02-745-2446

기술영업팀 TEL.02-765-3641 FAX.02-323-3676

※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실험실적시험과 현장응용결과에 따라 얻어진 것이나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