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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바닥 난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CM Floor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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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the PCM to apply the PCM to the floor heating system and utilize thermal energy as a 
heat source in the heating piping. The PCM was inserted into the aluminium package.The result was obtained from 
32 ℃, 35 ℃, 37 ℃, 41 ℃ and 44 ℃. As a result, 41 ℃ and 44 ℃ can produce larger latent heat temperatures 
compared to other PC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efficiency and value 
of the floor heating system which applies the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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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대두되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최근 몇년간 에너지 절

약은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요 목표가 되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

분은 건물 에너지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 그러므로 건물에서

의전 생애기간에 걸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맞

춰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필요한 에

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에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PCM(Phase Change Material)을 활용하여 난방배관에서 열에너지를 PCM(Phase Change 
Material)을 통해 축열재로 사용하는 연구의 기초연구로써 이를 통해 국내에서 PCM적용 바닥난방의 효율과 

효용가치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2.1 PCM 종류별 바닥 표면 온도 실험



건축물의 에너지저감 기술로써 최근 20년간 건축재료에 열에너지 저장물질인 PCM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중이다. PCM은 축열의 성능을 이용하는 재료로서,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

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화 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잠열 에너지 저장 물질로 분자구조, 원재료, 열적범

위에 따라서 무기물, 유기물, 바이오 계열로 구분된다. 과냉각을 할 시 고체 상태에서 상변환 없이 현열을 축

열하며, 이후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온도 변화 없이 잠열에너지를 계속해서 저장한다. 또한 액체 상

태로 완전히 상변환이 되는 잠열 포화상태에서는 이 전과는 다르게 온도상승을 동반한 현열의 형태로 축열을 

계속 이어가며, 반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열·잠열을 방출하게 되는 방열의 과정을 겪게 된다.

    

         Fig. 1 상변화 구간 그래프                   Fig. 2 흡혈 및 발열을 통한 PCM 상변화

바닥난방을 위한 쾌적 온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바닥 쾌적 온도를 28℃ ~ 31℃로 설정하였고
5) 
바닥표면 

1m 이격된 공간에서의 실내온도를 22℃라고 가정 했다. PCM Melting Point가 각각 32℃, 35℃, 37℃, 41℃, 4
4℃인 제품을

7) 계산한 결과 기존 연구에 따라 실내 쾌적 온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PCM 제품은 37℃, 41℃, 4
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No. 실내(℃) PCM (℃) 모르타르표면(℃) 바닥표면(℃)

1

22

32 29.1 26.2
2 35 31.1 27.4
3 37 32.4 28.2
4 41 35.3 29.1
5 44 37.4 31.1

 Table 1. 실내 및 바닥의 각 레이어별 표면온도 계산 결과

2.3 PCM의 바닥난방 적용성 실험

일반적으로 보통의 PCM 적용은 건물에서의 벽체, 지붕, 바닥 등 구조체와 결합하여 이용된다. 또한 냉방 

혹은 난방 등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PCM과 융합된 다른 구조체 및 재료들의 전도 및 복사 등 열적특성들을 

분석하여 최종 재료에서의 표면방사에 의한 목표 온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상변환 온도를 가진 

PCM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3.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의 구조            Fig 4.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설계(안)

PCM 적용 전인 그림 3은 일반적인 기존 바닥난방 시스템이고 그림4는 기존 바닥 온수난방 시스템에 PCM
을 적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PCM 축열 패널로 대체 삽입하였고 패널 내에 삽입

된 PCM은 알루미늄 축열 케이스에 액체상태로 삽입된 후 냉각하여 콘크리트에 삽입된다. 기존 바닥 두께를 

기반으로 약 10mm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심야전력을 통해 공급되는 온수나 일사에너지를 통해 공

급되는 열에너지를 PCM으로 저장시키고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저장한 열을 방열하여 난방에너지의 감

소 효과 기대할 수 있다.

           Fig 4. PCM 축열체의 제작 및 적용

450mm×550mm×500mm 크기 항온실에서 실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도출된 값인 37 ℃, 41 
℃, 44 ℃ 이상 세 개의 PCM제품을 300mm×200mm× 10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또한, 항온실의 온도는 온

수공급온도를 고려하여 55℃까지 가열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삽입된 PCM 축열팩은 Melting point를 기점으로 축열을 이어가고, 완전액체상태 이후 또 다시 현열을 축열

하면서 주변 공기 온도와 열적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CM 41 ℃ 및 44 ℃의 그래프는 다른 

종류의 PCM 축열체와 비교하여 Melting point에서 잠열의 축열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5 각 PCM의 열저장 패턴

4. 결  론

본 연구는 건물의 에너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PCM, 바닥난방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적용성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바닥 쾌적 온도를 위해 적용 가능한 온도는 PCM 37℃, 41℃, 4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PCM 41℃ 및 44℃는 다른 PCM에 비해 더 큰 잠열을 축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CM을 바닥난방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 바닥난방의 기능성 대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PCM 바
닥 난방 축열체는 PCM 41℃, 44℃가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로써 적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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