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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under-floor heating system utilizing phase change materials to reduce energy use and greenhouse gases in residential 
building compared to existing under-floor heating system. Since it is a fundamental study, aluminum containers with Phase change materials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potential thermal performance for storing sensible and latent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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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바닥 난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라브

에 완충재(단열재)를 삽입하고 경량기포콘크리트, 온수 파

이프, 마감 모르타르, 그리고 바닥마감재 순으로 시공을 

한 후, 온수를 공급하여 복사난방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바닥 난방 시스템은 기포콘크리트 및 마감 

모르타르의 낮은 축열 성능으로 인해, 실내 쾌적 바닥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수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유발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 쾌적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PCM(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

물질)바닥 난방 시스템의 축열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는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선행연구

를 분석하고 바닥 쾌적 온도 범위를 산정한 후, 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PCM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실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PCM을 이용한 새로운 바닥 난방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설계 및 온도 산정

2.1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설계

PCM은 인위적으로 물질의 어는점(Freezing point)과 녹

는점(Melting point)을 조정하여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온

도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를 변형시키면서 열을 저장 혹

은 방출시키는 잠열 축열재이다.1) 이러한 PCM을 주거건물

의 바닥 난방에 이용한다면, 일정시간동안 공급되는 온수

로부터의 열이 PCM에 저장된 후, 이를 필요한 시기에 방

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온수공급 없이 실내 난방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면서 실내 쾌적 온도를 유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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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의 구조

그림 2.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설계(안)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바닥 난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마감모르타르나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온수로부터의 열을 저장

하여 실내로 방출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과 비교하여2),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축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기포콘크리트를 대체

하는, PCM 축열 패널을 삽입하는 구조이다. 특히, 패널 내

에 삽입된 PCM은 최초 액체상태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축

열 케이스에 삽입된 후, 이를 냉각한 고체상태로 콘크리트 

내에 삽입되며 기존의 바닥 두께를 준수하기 위해 약 10 

mm로 설계하였다.  

2.2 PCM 종류별 바닥 표면 온도의 산정

난방을 위한 바닥 쾌적 온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선

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바닥 쾌적 온도 

범위를 28 - 31 ℃로 설정하였다.3) 따라서 바닥표면에서 1 m 

이격된 공간에서의 실내온도를 22 ℃라고 가정할 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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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CM 축열체의 제작 및 적용

쾌적 온도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PCM 온도의 계산을 

위한 수학적 모델 및 계산식은 다음의 그림 2 및 식 (1), 

(2)와 같다.4) 

그림 2.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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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방법을 바탕으로 계산된 바닥의 각 위치

별 온도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PCM Melting point가 

각각 32 ℃, 35 ℃, 37 ℃, 41 ℃, 44 ℃인 제품을5) 계산

한 결과, 각각 바닥 표면온도가 26.2 ℃에서 31.1 ℃의 범

위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 따르면 실내 쾌적 

온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PCM의 온도는 37 ℃, 41 ℃, 

그리고 44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No.
실내
(Tindoor)

바닥표면
(T 1)

모르타르표면
(T 2)

PCM 표면
(TPCM)

1

22

26.2 29.1 32

2 27.4 31.1 35

3 28.2 32.4 37

4 29.1 35.3 41

5 31.1 37.4 44

표 1. 실내 및 바닥의 각 레이어별 표면온도 계산 결과

3. 열성능 실험

3.1 실험 방법

실증 실험은 450mm×550mm×500mm 크기의 항온실에서 

실시하였다. PCM 축열체는 2장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37 

℃, 41 ℃, 44 ℃ 이상 세 개의 제품을  300mm×200mm× 

10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특히, PCM Case는 높은 열전도

율과 콘크리트 안에서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알루

미늄 재질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항온실의 온도는 5 ℃에서 

시작하여 온수공급온도를 고려하여 55 ℃까지 가열하였다. 

3.2 실험 결과

그림 5와 같이, 각각의 PCM 축열팩은 최초 5 ℃에서 

현열의 형태로 열을 축열한 후, PCM Melting point을 기점

으로 잠열의 형태로 축열을 이어가고, 포화상태(완전액체) 

이후에는 다시 현열을 축열하면서 공기온도와 열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표 1에서와 같이, 바닥 

쾌적 온도를 위해 적용 가능한 PCM 41 ℃ 및 44 ℃의 

경우, 다른 PCM 축열체와 비교하여 Melting point에서 잠열

의 축열 패턴이 더 길게 나타났다.

그림 5. 각 PCM의 열저장 패턴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PCM 바닥 난방 축열체는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의 낮은 축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책으로 활용가능하며 특히, 바닥 쾌적 온도를 위해 

적용가능한 온도는 PCM 37 ℃, 41 ℃ 그리고 44 ℃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CM 41 ℃ 및 44 ℃는 다른 PCM 

대비, 더 큰 잠열을 축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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