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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범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오늘날, 건축분야에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PCM(Phase 
Change Material)은 높은 잠열량으로 인해 축열효과를

가지는 물질로써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능성을 

가진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PCM의 건축물 적용 시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연

구(1,2,3,4), 재실자의 쾌적도 향상에 관한 연구(1), 도시열

섬현상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4,5) 등을 통해 PCM의 건

축물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높은 비용과 국내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에 한계

가 있다. 또한 건축물 옥상에 적용하는 PCM의 두께에

따른 건물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지붕에 PCM 적용 시 두께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

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여 분석 모델을 작성했다. 둘째, 기준 분석 모델

지붕 위에 0mm에서 50mm까지 10mm 단위로 PCM을

추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연간 냉난방에너지소

비량을 비교분석했다. 셋째, 비교분석한 결과값과 국

내 PCM 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PCM 적용 두께에 따

른 건물에너지 절감 효과와 적정두께를 분석하였다. 

2. 시뮬레이션 분석

2.1 개요

Design builder와 Energy Plus ver.8-5를 통해 냉난방

소비량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결과(4)를 통해

분석모델에 적용하는 PCM은 Melting point가 44℃인

RUBITHERMⓇ의 n-docosane계열 RT44 PCM으로 하

였다. 기후자료는 기상청의 서울 30년 평년값자료

(1981년-2010년)를 사용하였다. 
분석모델은 서울의 단층 오피스이며 면적은 288m2, 

건물지붕 적용 PCM의 두께에 따른

에너지소비 절감량 시뮬레이션 분석

A Simulation analysis for reduc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performance of PCM applied on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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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nergy consumption reducing performance of PCM applied on roof by thickness. 
Research method was as in the following. Standard office model had one story in seoul, korea was setting. and we analyzed 
cooling and heating energy consumption of the model using simulation tool, Design builder and Energy plus ver.8-5. A 
floor area of the model is 288m2, height is 4m, window-wall ratio is 30%, and HVAC System is Fan Coil Unit (4-Pipe) 
with district cooling and heating. Research result were as follow. Building energy reduction performance of PCM applied 
on roof was most effective when applied 10mm PCM on roof and it had little effect on reduc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when applied PCM that over 10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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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는 4m, 창면적비는 30%, HVAC System은 냉방과 

난방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Fan Coil Unit (4-Pipe)으로 

설정하였다. 재실자 스케쥴은 ASHRAE 62.1의 표준 스

케쥴인 Office Buildings - Office-Open Plan로 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992)에 의해 벽과 바

닥의 열관류율은 0.5㎉/㎡h℃, 지붕은 0.35㎉/㎡h℃으

로 설정했으며 설정된 지붕 위에 RT 44 PCM을 0mm
에서 50mm까지 10mm 단위로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2 시뮬레이션 결과

Fig. 1은 연간 냉방 및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연간 냉방에너지소비량은 PCM을 적용

하지 않았을 때가 28,640kwh, PCM을 10mm적용하였

을 때가 27,082kwh로 PCM을 10mm적용하였을 때 약 

5.4% 냉방에너지소비량 감소를 보였다. 20mm, 30mm, 
40mm, 50mm 적용모델에서는 평균 0.1%의 비율로 냉

방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간 난방에너지소비량은 PCM을 적용하지 않

았을 때 12,961kwh, PCM을 10mm적용하였을 때 

11,760kwh로 PCM을 10mm적용하였을 때 약 9.2% 감
소를 보였고 이후 추가적용에 대해서는 평균 0.9% 폭
의 감소를 보였다. 

연간 총 냉난방에너지소비량은 Fig. 2에서 나타나는

데, 난방에너지소비량과 마찬가지로 PCM을 10mm를 

적용하였을 때 약 6.6%의 큰 폭으로 감소를 보였고 

20mm, 30mm, 40mm, 50mm 적용모델에서는 평균 

0.2%의 감소 폭을 보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고찰

건물에너지소비량 절감 효과는 냉방, 난방, 냉난방

총합 모두 PCM을 10mm 적용했을 때의 감소 폭이 가

장 크게 나타났고 20mm 이상의 두께에 대해서는 변화

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PCM에 유입되는 일사열이 10mm 

PCM의 잠열량 보다 낮기 때문에 PCM을 10mm 이상

으로 증가시켜도 냉난방에너지소비량에 큰 변화를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냉방에너지소비량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오

히려 에너지소비량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액체로 상변화하며 축열된 PCM이 고온의 상태

로 유지되면서 냉방에너지소비량의 증가를 야기한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M의 옥상 적용 두께에 따른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을 위해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옥상에 PCM 적용 시 연간 총 냉난방에너

지소비량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mm 적용 시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두께 변화에는 정비례하지 않았다. 

Fig. 1  Simulation results of annual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Fig. 2  A Simulation result of annual
heating+cooling energy consumption

Table 1  Heating+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thickness of PCM

Thickness 0mm 10mm 20mm 30mm 40mm 50mm

heating
+

cooling 
Energy

consumption

41,600 38,841 38,745 38,657 38,576 38,503

Δ 2,759 96 87 80 73

% 6.63% 0.25% 0.23% 0.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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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열량이 높은 PCM의 특성상 10mm의 적은 양

으로도 충분한 냉난방에너지절감효과를 보였다.
(3) 20mm 이상의 PCM이 적용될 경우 두께가 두꺼

워짐에 따라 냉방에너지소비량이 증가했다. 
(3) PCM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전량 수입을 하는

PCM의 수급 및 경제성 문제와 동절기, 하절기가 뚜렷

한 국내의 기후를 고려하였을 때 약 10mm의 적은 양

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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