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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탄소

배출 및 건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 건물에서 소비하는 1차 에너지 소비는 40% 이상이며 이에 따라 건물분

야에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6위이며 총에너지 사

용량의 21%를 건물 분야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 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

현상(Urban Heat Island)에 대한 우려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

이다. 도시열섬현상이란 인공 구조물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일반

적으로 교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을 열섬이라 말하

며 보통 3∼5℃ 높은 온도를 보인다.1) (그림 1.1)2)

(그림 1.1) 도시 열섬 현상

이 때 동일 기온 지점을 등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섬과 같은 등고선이 나

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의 고온부를 열섬이라고 지칭한다. 열섬 현상의

1) Taha, Haider et al., Residential cooling loads and the urban heat island-the effects

of albedo, Building and Environment, Vol. 23, pp 271-283, 1988

2) Berkeley Lab Web Site, Urban Heat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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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는 보통 대기오염, 도시 내의 인공열 발생, 도시 피복재료의 변화 등

으로 분석3)되며, 열섬현상으로 인한 도심지 거주민의 불쾌적감, 열적 스트레

스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Zero Energy Building) 혹은 제로에미션 빌딩(Zero

Emission Building) 등 연구가 진행되고, 쿨루프(Cool Roof), 옥상녹화(Green

Roof), 상변화 물질(PCM : Phase Change Materials) 활용 등의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고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는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4),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

다양한 분야 및 방안으로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

물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건물 옥상 부문에서 적용이 가능

한 쿨루프(Cool Roof), 옥상녹화(Green Roof), 상변화 물질 활용 등은 각각의

시스템마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쿨루프(Cool Roof)의 경우 반사율(Albedo)을 높여 일사 획득량을 줄

여 표면온도를 낮추고 내부로 유입되는 열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 대부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등에서 건물 옥상에 쿨루프를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 시작단계

이다. 하지만 쿨루프의 경우 일사량이 많고 더운 기후대에서는 효과적이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옥상녹화(Green Roof)는 친환경 건축의 대두와 함께 주목받은 기술로 인공

구조물에 토양층을 형성하고 식재 등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법

이다. 이 기술은 도시열섬현상 및 수자원관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부가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건물 보호효과, 도시경관 및 녹지율 향

3) 윤기학,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2012

4)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부 및 관계부처합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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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5)6)

상변화물질(이하 PCM : Phase Change Materials)을 활용한 옥상 마감 시

스템은 대부분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PCM의 잠열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일정한 범위로 유지하거나 외부로부터 열의 유입을 지연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쿨루프와 옥상녹화의 경우 이미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고 각각의

시스템마다 국내에 적용하기 힘든 단점이나 구조적인 단점이 연구가 진행되

어 있다. 하지만 PCM의 건물 적용 연구의 경우 옥상 표면 온도를 저감시키

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나 열섬현상을 저감시키는 목적의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PCM 연구는 재료에 함침시켜 재료 자

체의 열성능을 확인하거나 실내 온도에 주안점을 맞춘 연구가 많고, 특히 국

내 기후를 고려하여 건물 외표면 구조체에 순수한 PCM을 포함시켜 진행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섬현상 저감 및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옥

상 구조체에 PCM을 삽입하였을 경우 표면 반사율과 PCM 종류에 따른 표면

온도 저감효과와 구조체에 미치는 열성능을 측정하고자 한다.

5) 박지영 외 4명,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열환경 변화분석,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pp 100-104, 2009

6)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설계 설계도서 작성지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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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한 PCM 건물 적용시 고려 요소 분석, PCM

건물 적용시 온도 저감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대상 문헌은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국내·외 SCI 논문 중 실내·외 PCM 적용 연구를

분석한다. 고려 요소 분석과 온도 저감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은 PCM 적

용 연구 중 표면온도 저감효과와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내 인공 실험동에서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반사율과 PCM 종류에 따른

온도 변화 결과를 측정한다. 측정은 24시간 분단위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내 인공 실험동에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반사율 및 상변화 물질의 종류에

따른 표면 온도, 실내 온도 저감효과를 확인한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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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CM의 특성 및 열성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PCM(Phase Change Materials)의 정의 및 특성

2.1.1 PCM(Phase Change Materials)의 정의

PCM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상(Phase : 狀)이 변하는 물질을 말하며,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거나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잠열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저장 또는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다.(그림 2.1)

잠열(Latent Heat : 潛熱)이란 물질이 상태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열을 말하며 현열에 비하여 온도변화에 대한 효율이 뛰어나다. PCM의 조건

으로는 크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열역학적 성질로는 사용자

가 원하는 온도 범위에서 상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높은 비열과 효과적인

축열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동역학적인 성질은 과냉각 현상이 적게 발생해

야 하며, 높은 결정 성장 비율을 보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성질로

는 응결/융해 순환시 내구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비인화성 및 비폭발성, 비

부식성 등의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PCM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위 및 재료

가 연구 되고 있다.

(그림 2.1) PCM의 잠열 이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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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CM의 종류 및 특성

PCM의 종류는 유기물, 무기물, 혼합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유·무기

및 혼합계 PCM마다 고유의 특성 및 성분이 다르다. 유·무기 및 혼합계 PCM

의 분류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7)

(그림 2.2) PCM의 분류

유기계 PCM은 보통 파라핀(Paraffin wax) 또는 지방산(Fatty acids)과 같

은 자연계 혼합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넓은 상변화 온도대를 가지고 있

다. 파라핀계(Paraffin Compounds)와 비파라핀계(Non-Paraffin Compounds)

로 구분할 수 있으며, 파라핀계는 탄소 결합수에 따라 구분하므로 보통

n-paraffin으로 불린다. 유기계 PCM과 본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한 바이

오 PCM과 의 상변화 온도와 잠열량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은 다음 <표

2.1>, <표 2.2>와 같다.8)9)

7) Phase change material developments: a review, Saffa Riffat, Blaise Mempouo & Wenbo

FangInternational Journal of Ambient Energy, Vol. 36, No. 3, pp 102-115, 2015

8) Sharma, S.D., T. Iwata, H. Kitano, K. Sagara, Thermal performance of a solar

cooker based on an evacuated tube solar collector with a PCM storage unit, Solar

Energy, 2005

9) 오정익, 이종성, 기후변화대응 축열 건자재의 개발동향, 대한주택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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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상변화온도

(℃)

잠열량

(kJ/kg)

n-Dodecane −12 n.a.

n-Tridecane −6 n.a.

n-Tetradecane 4.5–5.6 231

n-Pentadecane 10 207

n-Hexadecane 18.2 238

n-Octadecane 28.2 245

n-Nonadecane 31.9 222

n-Eicosane 37 247

n-Heneicosane 41 215

n-Docosane 44 249

n-Tricosane 47 234

n-Tetracosane 51 255

n-Pentacosane 54 238

Paraffin wax 32 251

n-Hexacosane 56 257

n-Heptacosane 59 236

n-Octacosane 61 255

n-Nonacosane 64 240

n-Triacontane 65 252

n-Dotricontane 70 n.a.

n-Tritricontane 71 189

<표 2.1> 파라핀계 PCM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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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 PCM은 일반적으로 염수화물 (Hydrated salt-based)기반의 물질과

메탈계의 물질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공용 혼합물 PCM은 유기계-유기계

혼합물, 무기계-무기계 혼합물, 유기계-무기계 혼합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10)

10) Khudhair, A.M., M.M. Farid, A review on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

applications with thermal storage by latent heat using phase change materials,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004

Name
상변화온도

(℃)

잠열량

(kJ/kg)

Butyl stearate 19 140

Capric-Lauric acid 21 143

Dimethyl sabacate 21 120

Polyglycol E 600 22 127

1-Dodecanol 26 200

Vinyl stearate 27-29 122

Capric acid 32 152

KF·4H₂O 18.5 231

Mn(NO₃)2·6H₂O 25.8 126

CaCl₂·6H₂O 29 191

LiNO₃·3H₂O 30 296

Na₂SO₄·10H₂O 32 251

<표 2.2> 기타 유/무기계 및 혼합 PCM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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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물 적용시 PCM의 열성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건축자재나 건축적으로 이용되는 PCM은 건물 벽체나 바닥, 천

장 그리고 옥상 등에서 PCM의 잠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자재에

PCM을 이용하는 경우 상안정 및 유실을 막기 위하여 캡슐화된 PCM을 사용

하거나, 콘크리트에 함침시켜 사용하는 등 PCM이 갖는 단점을 극복 할 방안

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PCM의 건축적용을 위한 가공법과 건축물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2.1 건물 적용을 위한 PCM 가공 방법

PCM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단점은 상누출에 의한 PCM 손실이다. 이러한 액체 상태일 때의

PCM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 안정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

다. 대표적으로 PCM과 Supporting material의 혼합으로 만드는 상안정

PCM(SSPCM : Shape 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 캡슐화

PCM(MPCM : Micro-encapsulation Phase Change Material), 패킹에 담아

패킹 자체로 구조체에 사용하는 Packing Type PCM 등이 있다.

(1) Shape Stabilized PCM : SSPCM (상안정 PCM)

Shape stabilized PCM은 첨가물과 액상의 PCM의 혼합으로 만들며,

첨가제와의 열처리를 통해 두 물질을 혼합한다. SSPCM은 Capsulated

PCM과는 다르게 PCM을 작은 단위로 제조하여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첨가제와의 혼합으로 인하여 큰 단위로 만든다. 하지만 상을 안정시키

는 방법으로는 유효하여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그림 2.3)13)

11) Murat kenisarin, Khamid Mahkamov, Solar energy storage using phase change

material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07

12) Takahiro Nomura et al., Impregnation of porous material with phase change

material for thermal energy storage,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Vol. 114, pp

846-850, 2009

13) 김석환 외 3, 축열건축자재 적용을 위한 Hexadecane/xGnP SSPCM 제조 및 열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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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xGnP, Hexadecane/xGnP SSPCM

(2) Micro-encapsulation PCM : MPCM (캡슐화 PCM)

Capsulated PCM은 PCM 자체를 캡슐화하여 혼합되는 재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PCM의 상누출을 막는 방법이다. 연구된 논문에 의하면 지방

산과 PCM을 이용한 캡슐화 방법과 코아세르베이션반응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

법이 있다. 캡슐화 방법은 건축물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하

지만 잠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캡슐화 과정에 캡슐

의 벽물질과 PCM이 섞여 중량대비 열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캡슐

화 PCM은 재료혼합을 통해 건물 내·외부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부피를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14) (그림 2.4)15)

(그림 2.4) Microencapsulated PCM

성,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3, pp 73-78, 2013.2.

14) 정수광 외 2, 바닥난방시스템 적용을 위한 MPCM 성능평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

대회논문집, pp 475-479, 2012. 3.

15) 정수광 외 4,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MPCM 적용 축열도료 제조 및 열적성능 평

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5, pp 17-24,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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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cking Type PCM (패킹 형태 PCM)

Packing Type PCM은 패킹(Packing) 형태로 PCM을 담아 구조체에

그대로 삽입하기 위한 가공 방법을 말한다. 구조체 내부에 삽입이 된

이후로는 패킹 형태를 유지하며 상변화를 하게 되며 상누출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국외에서는 박공지붕형태에서 지붕표면 하부에 패킹형

태의 바이오 PCM을 적용하여 다락(Attic)의 온도와 실내의 온도를 낮

춰주는 제품이 판매중이다. 패킹 형태 PCM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설치/적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킹을 보호하는 구조층이 손상되거나 패킹에 손상을 입을 경우 상누

출이 일어나며 패킹이 불량할 경우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림 2.5)

(그림 2.5) Packing Type PCM 상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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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CM의 건물 적용 연구 동향

PCM의 건물 적용을 위한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건물 외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경우 건물 옥상 표면 구조체 부위에 PCM을 삽입하여 외부

로부터 진입하는 열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Ayc¸ a Tokuc et al.의 연구16)에서는 건물 외부 구조에 PCM을 삽입하였

을 경우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PCM을 삽입한 일반 평지붕에 대하

여 표면온도와 구조체 하부 콘크리트 온도를 제어하여 상부 열전달에 의한

내부 PCM 층의 온도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PCM 층의 두께를

변화시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스탄불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변화 온도 27℃의 PCM로는 여름철 잠열을 활용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체 및 외부 온도가 높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

를 통하여 27℃ 내외의 PCM은 여름철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며 간절기(5월,

9월 등)에 더 효과적인 잠열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Stéphane Guichard et al.17)의 연구에서는 경사 지붕에 대한 축소 모델을 통

하여 지붕 경사면 내부 PCM 유무에 따른 표면온도 및 실내온도 변화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Reunion Island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변 환경

에 따른 PCM의 주·야간 열적 거동을 확인하고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PCM을 삽입한 지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열저항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Xiangyu Li et al.18)의 연구는 불안정한 PCM의 단점을 극복하고 열전도율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라핀계 PCM과 나노실리카를 합성하여 상

안정 후 진공 단열 패널(VIPs : Vaccum Insulation Panels)에 삽입하여 실험

을 진행 하였다. 200W 적외선램프로 2시간 가열 후 실험실 내부 온도로 자

연 냉각으로 표면과 하부 실험체 내부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경사지붕

과 실험실 내부 실험인 위의 두 연구에 의하면 PCM 적용시 건물 내부로 유

16) Ayc¸a Tokuc et al.,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use of

phase change materials in building elements_The case of a flat roof in Istanbul,

Energy and Buildings, Vol. 102, pp 91-104, 2015

17) Stéphane Guichard et al.,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a complex roof

incorporating phase-change material, Energy and Buildings, Vol. 108, pp 36-43, 2015

18) Xiangyu Li et al., Integration of form-stable paraffin/nanosilica phase change

material composites into vacuum insulation panels for thermal energy sotrage,

Applied Energy, Vol. 159, pp 601-6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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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열을 지연 및 차단하며 상안정 PCM 제작으로 인하여 PCM의 열전도

성을 향상시켜 전달되는 열을 더 효과적으로 구조체에 삽입된 PCM에 전달

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Jiawei Lei et al.19)의 연구에서는 PCM의 외벽 적용에 따른 냉방부하 저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외기 조건, 상변화 온

도, 위치, PCM의 두께 등에 따른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론으

로 싱가포르 기후 조건에서 모든 계절 효과를 보였으며 특정 계절에 큰 효과

를 보기 위해서는 계절대에 맞는 상변화 온도를 설정해야 하는 점과 외벽 표

면 근처에 설치되는 PCM층은 낮은 온도대에서 상변화를 일으킬수록 상변화

사이클을 통한 잠열 활용에 좋다고 분석하였다. 냉방부하 저감효과로는 1년

동안 21%에서 32%의 열획득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PCM

의 온도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Li Dong et al.20)의 연구에서는 경사 지붕에 PCM을 적용 하였을 경우 에

너지 소비량을 저감시키는 것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PCM을 적용한 지붕의 온도 저감 효과 및 피크온도 지연 효과를 확인

하였다. PCM을 삽입한 경우 일반 지붕보다 약 3시간의 온도 지연효과

(Time-lag)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PCM의 수량(두께)이 경사지붕의 각

도에 비하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민21)의 연구에서는 옥상 표면 구조체에 PCM 도료 타일 마감과 쿨루

프 페인트 마감 및 기존 일반 옥상 마감을 비교하는 가정한 축소 모델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옥상 마감과 비교시 흰색 계열인 PCM 도료 마감과 쿨루프

페인트 마감의 경우 반사율이 높아 표면온도 및 실내 온도를 저감 시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도료마감 계열의 PCM 적용은 PCM의 효과를 직접

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19) Jiawei Lei et al.,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envelopes integrated with phase

change materials for cooling load reduction in tropical Singapore, Applied Energy,

Vol. 162, pp 207-217, 2016

20) Li Dong et al., Numerical analysis on thermal performance of roof contained PCM

of a single residential build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 100, pp

147-156, 2015

21) 김호민, 도시열섬저감을 위한 PCM과 Cool Roof 성능실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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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édéric Kuznik et al.22)의 기존 문헌 검토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PCM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Peippo et al.이 개발한 PCM의 개략적인 수

량산출식은 실내 내벽에 설치하는 PCM 합성보드에 대한 계산식(식 2.1, 2.2

2.3)이다.

 



(수식 2.1)

 ∆


(수식 2.2)




(수식 2.3)

여기서 는 PCM의 상변화 최적온도를 말하며, 는 실 평균온도, Q

는 단위 면적당 실의 표면 열 흡수량, h는 벽표면 평균열전달계수, 는 열

저장주기(주간 축열 시간 + 야간 방열 시간 = 24시간), 는 최적 두께(수

량), 는 실 주간 온도, 는 실 야간 온도,  는 축열/방열 시간을 나타

낸다. 위 건물 내벽에 설치되는 PCM의 경우 벽을 구성하는 물질끼리의 열교

환과 실내 공기 및 벽체 표면의 대류열전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의 식은 PCM 합성보드의 최적두께를 산정하는 계략적인 계산식이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계산식이 너무 간단하여 실제로 건물 최적 PCM벽 두께를 산정

할 수 없다는 평가이다.23)

Stetiu C. and Feustel HE의 연구24)에서는 경량구조물에서 PCM 함침 석

고보드를 적용하여 연간 열에너지 저장량 및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확인하

였다. 연구 결과 연간 약 15%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와 3GJ의 에너지 저

장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 저자의 연구로 PCM을 적용한 이중벽

체의 열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캘리포니아 기후에서 실내 공기 온도를 현저히

22) Frédéric Kuznik et al., A review on phase change materials integrated in building

wall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15, pp 379-391, 2011

23) 장태현, 건물 벽에 통합된 PCM의 기술 동향, ReSEAT 분석 리포트, 2011

24) Stetiu C. and Feustel HE., Phase change wallboard and mechanical night ventilation

in commercial buildings.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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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나 벽면에 닿는 공기의 기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확

연히 나기 때문에 벽면의 기류 속도를 높여주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25)

Neeper26)는 파라핀, 지방산 계열 PCM을 석고벽체에 함침시켜 열적 거동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쾌적범위 부근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하

여 PCM의 상변화 온도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열 저장량도 확인하였다.

Kedl and Stovall27)의 연구에서는 패시브 솔라 적용을 위하여 벽체에 탄화

수소계열의 유기질 PCM인 옥타데칸(Octadecane Wax) PCM을 함침시켜 열

성능 평가를 하였다. 연구는 벽체에 함침시키는 PCM의 열성능 증가와 최적

상변화 온도를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내부 온도조건을 고려하여 실내

설치시 24℃의 상변화 온도를 갖는 PCM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독일 Fraunhofer ISE. 연구소에서는 0.5㎡의 면적 벽에 PCM을 삽입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열적 거동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PCM의 열량 공급

은 오븐을 통하여 일정한 열원을 공급하여 순수하게 벽체의 PCM 수량에 따

른 열성능만을 관찰하였으며, 연구 결과 수량이 많아질수록 냉각 시간이 길

어지고 특정한 온도 범위에서만 상변화 물질의 잠열 성능을 확용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쾌적범위를 더 쉽고 길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Salyer and Sircar28)의 연구에서는 PCM의 단점인 상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PCM 석고보드 함침법에 대한 소개와 PCM 함침 석고보드의 열성능을 측정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Hashem J. Alqallaf et al.29)의 연구에서는 옥상 표면 원형 중공층 내부

25) Feustel HE, Stetiu C., Thermal performance of phase change wallboard for residential

cooling application.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Report LBL-38320. 1997.

26) Neeper, Thermal dynamics of wall board with latent heat storage, Sol Energy,

Vol.68, pp 393-403, 2000

27) Kedl and Stovall,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wax-impregnated wallboard concept,

US Department of energy : thermal energy storage researches activity review, 1989

28) Salyer and Sircar, Phase change materials for heating and cooling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other applications, Proceedings of 25th intersociety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conference, pp. 236-243, 1990.

29) Hashem J. and Alqallaf et al., Concrete roof with cylindrical holes containing PCM

to reduce the heat gain, Energy and Buildings, Vol. 61, pp 73-8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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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삽입 구조체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열획득을 지연

및 차단하기 위한 방법 제안하였고, 연구 결과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유입되

는 열량의 12∼17%의 감소 효과 확인하였다.

PSS. Srinivasan and M. Ravikumar30)의 연구에서는 RCC 구조 상부에

PCM을 충진시킨 구조체를 제작하여 연간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주간 일사

에 의한 열량은 PCM층에 의하여 실내 유입이 지연되고 야간 냉각시 외부

환경은 하부 구조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고, 연간 실내로 유입

되는 열량의 약 56%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Esam M. Alawadhi et al.31)는 옥상 표면 원형 중공층 내부 PCM 삽입시

온도 저감 및 부하저감효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차원 수치해석적 분석으

로 냉방부하저감에 약 39%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Huann-Ming Chou et al.32)의 연구에서는 물결무늬 강판에 PCM 단열층을

부착하여 열성능 측정을 하였다. 측정 결과 일반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보다

약 9.6%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효과 확인하였다.

Som Shrestha et al.33)의 연구에서는 상변화물질을 건물 벽체 외부 적용시

열성능 측정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실측데이터와 에

너지플러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수치해석 결과의 열유량 차이 비교를 통해

약 5%의 냉방부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PCM이 95% 이상 상변화

하는 기후 조건에서 결과값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A. Castell et al34).의 연구에서는 중공벽돌 내부에 PCM을 삽입한 축소모

30) PSS. Srinivasan and M. Ravikumar, Heat transfer analysis in PCM-filled RCC roof

for thermal management,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8,

pp 1073-1078, 2014.

31) Esam M. Alawadhi et al, Building roof with conical holes containing PCM to

reduce the cooling load:Numerical study,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

52, pp 2958-2964, 2011

32) Huann-Ming Chou et al, A new design of metal-sheet cool roof using PCM, Energy

and Buildings, Vol.57, pp 42-50, 2013

33) Som Shrestha et al, Modeling PCM-Enhanced insulation system and benchmarking

energyplus against controlled filed data, proceeding of building simulation 2011, 12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building performance simulation association, pp 800-807,

2011

34) A. Castell et al., Experimental study of using PCM in brick constructive solutions

for passive cooling, Energy and Buildings, Vol. 42, pp 534-54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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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험을 실시하여 내부 공기 온도를 약 1℃ 낮추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Lusia F. Cabeza et al.35)의 연구에서는 MPCM 함침 콘크리트의 열성능 평

가를 실시하였다. 외부 및 내부온도에 따라 최고 2∼3℃의 구조체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자 PCM 건물 적용 관련 연구 내용

Ayc¸ a Tokuc et al.

외부/내부 온도조건에 따른 평지붕 표면온도 및 구조

체온도 확인

축소모형 실험으로 실내/외 온도 조건을 열유체를 통

하여 통제하고 PCM층 내부 온도 분석

Stéphane Guichard et al.
경사지붕 PCM 적용시 온도변화 축소모형 실험

해안기후에서의 PCM 경사지붕 열성능 확인

Xiangyu Li et al.

PCM의 열전도율 향상을 위하여

파라핀계 PCM과 나노실리카를 합성하여 상안정 후

진공 단열 패널에 삽입하여 실험

Jiawei Lei et al
PCM 건물 외벽 적용시 냉방부하 저감효과

외기조건, 상변화온도, 부위, PCM 수량

Li Dong et al.
경사지붕 적용시 에너지 소비량 저감효과

시뮬레이션 검증

김호민

PCM 함유 도료 마감과 기존 지붕 마감재의 효과 비

교 실험

실내/외 축소모형 실험과 동절기 표면온도 측정

Frédéric Kuznik et al

PCM특성 소개 및 기존 실험 문헌 고찰

Peippo et al.이 개발한 PCM의 개략적인 수량산출식

소개

Stetiu C. and Feustel HE

120㎡ 크기 경량구조 Solar House에서 PCM 함침 석

고보드를 적용하여 연간 열에너지 저장량 및 에너지

비용 분석

연간 에너지 비용 15% 저감 및 3GJ의 열에너지 저장

효과 확인

<표 2.3> PCM 건물 적용 관련 선행 연구 요약

35) Lusia F. Cabeza et al, Use of microencapsulated PCM in concrete walls for energy

savings, Energy and Buildings, Vol. 39, pp 113-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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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PCM 건물 적용 관련 연구 내용

Feustel HE and Stetiu C.

이중 PCM 벽체를 건물에 적용하였을 경우 실내 열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연구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후조건에서 실내 공기 온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벽체를 통한 열교환

이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벽체 표면에서의 기류를 강

제로 높여줄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Neeper

파라핀, 지방산 계열 PCM을 석고벽체에 함침시켜 열

적 거동을 확인

쾌적범위 부근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PCM의 상

변화 온도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열 저장량도 확인

Kedl and Stovall

패시브 솔라 적용을 위하여 벽체에 옥타데칸

(Octadecane Wax) PCM을 함침시킴.

연구는 벽체에 함침시키는 PCM의 열성능 증가와 최

적 상변화 온도를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24℃의

상변화 온도를 갖는 PCM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

Salyer and Sircar

상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PCM을 석고보드에 함침시

키는 방법 소개

PCM 함침 석고보드 열성능 측정

Hashem J. Alqallaf et al.

옥상 표면 원형 중공층 내부 PCM 삽입 구조체 제작

외부로부터의 열획득을 지연 및 차단하기 위한 방법

제안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유입되는 열량의 12∼17%의

감소 효과 확인

PSS. Srinivasan and

M. Ravikumar

RCC 구조 상부에 PCM을 충진시킨 구조체를 제작하

여 연간 온도변화를 분석.

주간 일사에 의한 열량은 PCM층에 의하여 실내 유입

이 지연되고 야간 냉각시 외부 환경은 하부 구조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연간 실내로 유입되는 열량의 약 56%를 감소시킬 수 있음

Esam M. Alawadhi et al.

옥상 표면 원형 중공층 내부 PCM 삽입시 온도 저감

및 부하저감효과 분석

3차원 수치해석적 분석으로 냉방부하저감에 약 39%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표 2.4> PCM 건물 적용 관련 선행 연구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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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PCM 건물 적용 관련 연구 내용

Huann-Ming Chou et al.

물결무늬 강판 지붕 내부에 상변화 물질 단열층을 설

치하여 열적 거동 실험 및 수치해석 분석

일반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보다 약 9.6%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효과 확인

Som Shrestha et al.

상변화물질을 건물 벽체 외부 적용시 열성능 측정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수치해석

실측데이터와 에너지플러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수

치해석 결과의 열유량 차이 비교

약 5%의 냉방부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PCM이

95% 이상 상변화 하는 기후 조건에서 결과값 사용

A. Castell et al.

중공벽돌 내부 PCM 적용 외벽 축소모형 실험

내부 공기 온도를 약 1℃ 낮추는 효과 확인 에너지

소비량의 15% 저감 효과 확인

Lusia F. Cabeza et al.

MPCM을 콘크리트에 함침시켜 만든 벽체의 열성능

평가

구조체의 최고온도 2∼3℃ 저감 효과 확인

<표 2.5> PCM 건물 적용 관련 선행 연구 요약(3)



- 20 -

2.2.3 PCM 건물 적용 기존 연구 고려요소 분석

기존 연구 분석을 종합하여 PCM 건물 적용시 효과와 고려 요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PCM 건물 외부 적용시 외부로부터 열 획득을 차단하며

표면 및 내부 최고온도 도달시간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변화

온도영역에 따라서 지역 기후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하며 계절이 뚜렷한 기후

대일수록 PCM의 사용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제한점은 온도가 높은 계절을 목표로 PCM을 선택하는 경우 상

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계절에서는 PCM의 잠열효과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며, 반대로 온도가 낮은 계절을 목표로 선택하면 온도가 높은 계절에

서는 PCM이 항상 융해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PCM

건물 적용을 위한 첫 번째 고려할 요소는 적용 건물의 기후대와 적용 부위의

표면온도이다. 두 번째 고려요소는 상변화 온도이다. 상변화 온도는 잠열형태

로 열이 저장되는 시작 시간과 유지하고자 하는 온도대를 결정하는 요소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고려요소는 PCM의 적용 부위이다. PC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변화 온도와 동시에 적용할 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실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 벽이나 천장부위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고려하여 상변화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실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외 기후대를 고려하여 상변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고려요소는 PCM의 수량(두께)이다. PCM을 적용하는 경우 상변화

층에서의 열적 거동은 실내외 온도와 PCM의 잠열량, 비열 등의 물질특성에

의하여 변한다.

이에 따라 PCM의 상변화 온도와 적용 부위를 결정한 경우 외기조건과 물

질특성을 고려하여 PCM의 수량을 결정해야 한다. 외부의 열이 실내로 유입

되는 경우 충분한 열량을 PCM 층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상변화 후 현열증

가로 인하여 실내에 열이 유입되고, PCM 층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열량 이

상의 잠열량을 갖게 되면 시공비 증가와 건물체적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와 같은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PCM 건물 적용시 고려해야 할 요

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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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향 평가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는 적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속한 기후

대와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외기 및 표면 온도는 PCM이 적

용된 층에 영향을 주며 내부 구조에 전달되는 열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상변화 온도

상변화 온도의 결정은 외기 및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적용 부위에 따라서 목표 온도를 설정하게 된다.

건물 외부 적용시 외기 및 표면온도는 상변화가 일어나는 시

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건물 내부 적용시 실내 온

도를 고려하여 상변화 온도를 결정한다.

적용 부위
적용부위는 상변화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특히 건물 내

부에 적용하는 경우 유지하고자하는 온도범위를 결정한다.

PCM 수량(두께)

PCM의 수량은 상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여

실내 및 표면온도 최댓값에 영향을 준다. 상변화 온도가 일어

나는 시점부터 PCM의 잠열량에 영향을 받는 표면 및 내부온

도는 외부 열 공급 및 외부온도가 냉각되어 상변화 온도 이하

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표 2.6> PCM 건물 적용을 위한 기존 연구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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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 결

본 장에서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하여 PCM의 물질적 특성, 건물 적용시

고려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PCM의 물질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CM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

라서 상(Phase : 狀)이 변하는 물질을 말하며, 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잠열 형

태로 열을 저장 또는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열 특성은 현

열보다 열적 활용도가 높다. PCM은 보통 유기계, 무기계, 혼합계로 구분되며

각 종류마다 구성요소 물질특성이 다르다. PCM의 건물 적용을 위해서는 상

의 누출과 PCM 자체 낮은 열전도율을 보완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안정 PCM(SSPCM : Shape 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 캡슐화

PCM(MPCM : Micro-encapsulation Phase Change Material), 패킹에 담아

패킹 자체로 구조체에 사용하는 Packing Type PCM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로 건물에 적용한다.

PCM의 건물 적용시 고려요소 도출결과는 크게 총 4가지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는 건물이 속한 기후대 및 적용 부위에 영향을

받으며 건물 외부 PCM 적용시 상변화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다. 일반적으로 표면온도는 표면 구조체의 구조, 재질, 반사율에 영향을

받는다.

(2) 상변화 온도

상변화온도는 적용 부위 목표 온도대에 영향을 주며, 표면 최고온도 및

도달시간을 결정한다. 상변화 온도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 적

용시 외기온도를 고려하고, 건물 내부 적용시 실내 쾌적온도를 고려하

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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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부위

PCM 적용 부위는 상변화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실내 내부 온도

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측 구조체에 적용하게 되고, 실외

열 유입을 지연/차단 시키기 위해서는 실외 표면측에 적용하게 된다.

(4) PCM 수량(두께)

PCM의 수량은 잠열량에 따라 상변화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 요

소이다. PCM의 수량은 상변화 시작 온도 도달 시점부터 PCM에 전달

되는 총 열량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제성 및 구조체 총

두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와 같이 PCM 건물 적용시 고려요소는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 상변화 온

도, 적용 부위, PCM 수량으로 판단된다.

기존 PCM 건물 적용 연구 분석 결과 PCM 건물 적용시 더운 기후에서의

표면온도 및 구조체 내부 온도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이에 따라 실내 온도

저감효과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이

는 해외 기후조건 하에서 진행된 연구이며, 표면 반사율에 따른 PCM 상변화

온도를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면 반사율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

며, 표면 반사율이 변하게 되면 표면온도, 상변화 온도 설정의 재설정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름철 기후조건을 조성한 실내 인공 실험

동에서 외기온도를 통제한 상변화 온도 및 표면 반사율 변화를 통해 PCM

건물 적용시 표면 및 구조체 온도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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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동 구축 및 실험체 제작

3.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PCM 건물 적용시 표면 및 구조체 온도 저감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은 여름철 외기 조건으로 통제한 인공 실험동에서 표면 반사율과

PCM의 상변화 온도에 따른 표면온도 및 구조체 온도 측정을 진행한다.

축소모형은 PCM 적용시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제 일반

적인 평지붕 구조체의 상세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PCM의 적용은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 모두 적용이 가능한 마감 상부 데크플레이트 형식의 구조를 가정

하여 WPC 재질의 플레이트 중공층 내부에 PCM을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측정대상은 3가지 반사율(0.47 / 0.22 / 0.17)을 갖는 표면 마감과 4가지 상

변화 물질(Bio 25, Bio 30, Bio 34, RT 44)을 측정하였다. PCM의 수량은 동

일하게 1개의 Packing Type PCM 당 35g으로 제작하였고, 플레이트 1개당 4

개의 Packing Type PCM을 삽입하여 총 48개의 Packing Type PCM을 사용

하였다. 사용한 PCM의 수량은 각 측정변수마다 약 1,680g의 PCM을 사용하

였다. 외기조건은 할로겐램프와 난방장치를 통하여 주간 30℃/ 야간 20℃ 내

외를 유지하였으며 일사량은 5,100W/㎡으로 여름철 대표일사량을 선정하여

조사(照射)하였다. (그림 3.1)

(그림 3.1) 실내 축소모형 실험 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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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측정 장비는 일사, 반사율, 공기 온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를 선정하였으며 다음 <표 3.1>과 같다. 일사계는 간이 일사계와

간이 측정 일사계 디지털 온습도계

TES-132 / TES SK-L200TH Ⅱ α / SATO

알베도미터 및 일사계 데이터로거

Albedometer / Hukseflux

(Second Class)
midi LOGGER GL800 / Graphtec

<표 3.1> 측정장비 종류

실험은 총 세 가지 반사율과 네 가지 상변화 온도를 갖는 PCM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반사율은 높은 순서로 0.47(흰색) / 0.22(회색) / 0.17(갈색) 이

며 알베도미터를 통한 측정값이다. 반사율의 변화는 0.47과 0.22의 경우 수성

도료 도포를 통하여 WPC의 표면 반사율 값을 조정하였고 WPC 데크플레이

트 기본 표면 반사율인 0.17은 표면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림 3.2),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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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변수별 반사율 측정

(그림 3.3) 반사율 변화 측정 대상 (0.47, 0.22, 0.17)

상변화 온도는 25℃(Bio25), 30℃(Bio30), 34℃(Bio34), 44℃(RT44)인 PCM

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PCM별 기본적인 물질 특성은 다음과 같

다. <표 3.2> <표 3.3> <표 3.4> <표 3.5>

PCM 종류 Organic Bio-based PCM

제조사 Phase Change Energy Solutions

녹는 점 25℃

어는 점 23℃

축열량 200 J/g

<표 3.2> Bio 25 PCM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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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종류 Organic Bio-based PCM

제조사 Phase Change Energy Solutions

녹는 점 30℃

어는 점 27℃

축열량 218 J/g

<표 3.3> Bio 30 PCM 특성

PCM 종류 Organic Bio-based PCM

제조사 Phase Change Energy Solutions

녹는 점 34℃

어는 점 31℃

축열량 214 J/g

<표 3.4> Bio 34 PCM 특성

PCM 종류 Organic Paraffin (CnH2n+2)

제조사 Rubitherm Technologies GmbH

녹는 점 41∼44℃

(main peak : 43℃)어는 점

축열량 241 J/g

<표 3.5> RT 44 PCM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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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내 인공 실험동 구축

본 연구의 실험은 일정한 외기조건을 유지하고 여름철 일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 인공 실험동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동의 크기는

약 2㎥의 공간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실내측 내단열

을 추가구성 하였으며, 할로겐램프 및 난방장치 등을 활용하여 주간 30℃, 야

간 20℃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림 3.4)

(그림 3.4) 실내 인공 실험동

설치한 광원은 할로겐램프로 650W 2종류가 1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개 세트를 주광원 및 보조광원으로 사용하였다. 광원의 선정은 일사량

조절을 위한 예비실험을 통하여 표면온도와 실험실 내부온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광원의 종류는 FBE, DWE로 통칭되는 사

진 촬영용 할로겐 램프로 광원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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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설치 광원 상세

인공 광원을 통한 일사량 선정은 기상청36) 하절기(6월∼8월) 표준기상데이

터에 의한 일평균일사량과 최대 일사량을 비교하여 대푯값을 선정하였다. 일

사량 조절 단계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총 4개 단계로 시간에 따라서 일사량

변화를 주어 측정하였다. <표 3.6> (그림 3.6)

시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Total

표
준
기
상
데
이
터

최댓값
(W/㎡)

316 475 669 788 875 897 833 783 669 488 266 7,059

대푯값
(W/㎡)

255 383 511 641 586 658 575 569 464 188 208 5,038

평균값
(W/㎡)

61 222 347 538 438 597 519 338 272 250 127 3,709

실
험
데
이
터

조절값
(W/㎡)

191 354 528 528 634 634 634 528 528 354 191 5,104

조절단계 1
(50%)

2
(100%)

3
(150%)

3
(150%)

4
(200%)

4
(200%)

4
(200%)

3
(150%)

3
(150%)

2
(100%)

1
(100%)

-

<표 3.6> 표준기상데이터와 실험일사량 조절량 비교

36) 기상청 홈페이지, 연간 기상 측정 정보, (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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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기상데이터 하절기 일사량과 실험 대푯값 일사량 비교

일사량 조절은 디밍 제어를 통하여 각 단계별 제어를 하였으며, 단계별 간

이 일사계를 통하여 일사 조절량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일사량은 실험

대푯값을 기준으로 조절하여 평균 5,100 W/㎡ 내외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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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소모형 실험체 구성

축소모형은 PCM 적용시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제 일

반적인 평지붕 구조체의 상세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PCM의 적용은 기존건

물 및 신축건물 모두 적용이 가능한 마감 상부 데크플레이트 형식의 구조를

가정하여 WPC 재질의 플레이트 중공층 내부에 PCM을 삽입하여 제작하였

다. 축소모형의 상세는 다음<표 3.7>과 같다.

구조 상세 구성요소 열전도율 두께

WPC Plate 0.55 W/m·K 1 mm

PCM 0.18 W/m·K 15 mm

WPC Plate 0.55 W/m·K 1 mm

누름몰탈 1.4 W/m·K 3 mm

단열재 0.028 W/m·K 20 mm

콘크리트 1.6 W/m·K 25 mm

<표 3.7> PCM 적용 축소모형 구조 상세

WPC(Wood-Plastic Combination) 플레이트는 목재-플라스틱 복합체로 일

반적인 평지붕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신축/기존 건물 옥상에 적용이 가능한

마감재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또한 PCM 물질 특성상 잠열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PCM 물질층에 열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 목재

데크 플레이트가 아닌 더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목재-플라스틱 복합

체인 WPC 플레이트를 사용하였다. (그림 3.7)

(그림 3.7) WPC(Wood-Plastic Combination) 데크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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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 플레이트는 TCi 분석을 통하여 열전도율을 측정하였고, 10회의 측정

값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TCi 분석시 열침투율과 열전도율간의 관계는 다

음 수식<3.1>과 같으며 측정결과는 중공층 포함시와 비포함시 각각 0.55

W/m·K, 0.53 W/m·K의 열전도율을 측정하였다. <표 3.8> <표 3.9>

  


(수식 3.1)

여기서 는 Effusivity(열침투율), 는 Thermal Conductivity(열전도율),

는 Density(밀도), 는 Specific heat capacity(비열 용량)

측정회차
Effusivity

(      )
k (W/mK) 1/m

1 887.9944 0.529941 96.88897

2 888.5313 0.530477 97.07762

3 889.8055 0.53175 96.99586

4 894.8415 0.536787 97.38058

5 890.3037 0.532248 97.11777

6 889.1223 0.531067 97.03074

7 893.0003 0.534945 97.3482

8 891.1271 0.533071 97.23239

9 894.2066 0.536152 97.3451

10 888.4203 0.530366 97.01608

　 평균 0.53268 　

<표 3.8> 중공층 포함 WPC 열전도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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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회차
Effusivity

(      )
k (W/mK) 1/m

1 887.9944 0.529941 96.88897

2 888.5313 0.530477 97.07762

3 889.8055 0.53175 96.99586

4 894.8415 0.536787 97.38058

5 890.3037 0.532248 97.11777

6 889.1223 0.531067 97.03074

7 893.0003 0.534945 97.3482

8 891.1271 0.533071 97.23239

9 894.2066 0.536152 97.3451

10 888.4203 0.530366 97.01608

　 평균 0.53268 　

<표 3.9> 중공층 미포함 WPC 열전도율 측정 결과

WPC 플레이트와 일반 목재의 열전도율을 비교해보면 일반 목재가 약 0.12

에서 0.19 W/m·K의 열전도율37)이며 WPC는 0.53에서 0.55 W/m·K의 열전도

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플레이트 표면구조체로서 WPC는 PCM층에 외표면

열을 목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0>

재질 WPC 목재(경량) 목재(중량) 소나무 가문비나무

열전도율

(W/m·K)
0.53∼0.55 0.14 0.19 0.13 0.13

<표 3.10> WPC와 일반 목재 열전도율 비교

37)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기술자료, 웹페이지,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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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위별 측정위치는 구조체 내부 T형 열전대를 3개씩 삽입하고, 구조체

상부 플레이트 부분은 2개씩 열전대를 부착하여 데이터 수집시 오류 방지 및

측정 정확도를 높여 측정하였다. <표 3.11>

콘크리트 슬라브 제작 단열재 부착 누름몰탈 타설 구조체 완성

<표 3.11> 축소모형 실험체 제작과정

열전대는 각 구조체 층별 중앙에 부착하였으며 개략적인 위치 및 측정 부위

는 다음(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열전대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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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축소모형 측정 결과 및 분석

4.1 축소모형 측정결과

4.1.1 PCM의 상변화온도(25, 30, 34, 44℃)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 결과

(그림 4.1) 반사율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결과 (RT 44)

RT 44 반사율 : 0.17 반사율 : 0.22 반사율 : 0.47

최고온도(℃) 64.8 57.5 45.5

최저온도(℃) 24.7 22.3 21.5

평균온도(℃) 53.8 / 32.8 48.6 / 27.4 39.4 / 28.9

<표 4.1>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평균온도 (RT 44)

RT44의 표면 반사율에 따른 온도는 반사율이 가장 높은 0.47인 경우 45.

5℃, 반사율 0.22인 경우 57.5℃, 반사율 0.17인 경우 64.8℃로 나타났다.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는 19.3℃로 측정되었다.



- 36 -

(그림 4.2) 반사율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결과 (Bio 34)

Bio 34 반사율 : 0.17 반사율 : 0.22 반사율 : 0.47

최고온도(℃) 53.8 54.8 47.7

최저온도(℃) 35.94 24.7 22.5

평균온도(℃) 44.07 / 17.90 43.8 / 29.0 41.1 / 30.3

<표 4.2>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평균온도 (Bio 34)

Bio34의 표면 반사율에 따른 온도는 반사율이 가장 높은 0.47인 경우 47.

7℃, 반사율 0.22인 경우 54.8℃, 반사율 0.17인 경우 53.8℃로 나타났다.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는 7.1℃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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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반사율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결과 (Bio 30)

Bio 30 반사율 : 0.17 반사율 : 0.22 반사율 : 0.47

최고온도(℃) 59.6 61.6 47.9

최저온도(℃) 25.3 23.7 25.7

평균온도(℃) 49.1 / 30.3 50.0 / 31.2 41.2 / 28.6

<표 4.3>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평균온도 (Bio 30)

Bio30의 표면 반사율에 따른 온도는 반사율이 가장 높은 0.47인 경우 47.

9℃, 반사율 0.22인 경우 61.6℃, 반사율 0.17인 경우 59.6℃로 나타났다.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는 13.7℃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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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반사율에 따른 표면온도 측정결과 (Bio 25)

Bio 25 반사율 : 0.17 반사율 : 0.22 반사율 : 0.47

최고온도(℃) 61.0 64.5 49.3

최저온도(℃) 23.5 20.7 24.5

평균온도(℃) 50.8 / 29.1 53.0 / 28.8 41.6 / 28.7

<표 4.4>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평균온도 (Bio 25)

Bio25의 표면 반사율에 따른 온도는 반사율이 가장 높은 0.47인 경우 49.

3℃, 반사율 0.22인 경우 64.5℃, 반사율 0.17인 경우 61.0℃로 나타났다.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는 15.2℃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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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표면 반사율별 구조체 온도 측정 결과

(그림 4.5) 플레이트 표면 온도 (반사율 0.47)

표면반사율이 0.47인 경우 표면온도의 최대값은 Bio 25(상변화 온도 25℃)

가 49.3℃로 가장 높았고, Bio 30, Bio 34(상변화 온도 30℃, 34℃)인 경우가

약 1.4℃ 낮은 47.9℃ 내외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RT 44(상변화 온도 4

4℃)인 경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비슷하여 최고 온도 시점에

서 상변화가 일어나 최고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비슷한 45.5℃를 나타내었다.

주간
(0시간∼11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9.25 47.90 47.65 45.50

평균 41.60 41.18 41.06 39.36

최저 25.35 26.40 22.50 21.50

야간

(11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1.60 41.65 41.05 40.80

평균 28.71 28.59 30.36 28.98

최저 24.55 25.65 27.85 22.90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9.25 47.90 47.65 45.50

평균 34.87 34.61 35.47 33.94

최저 24.55 25.65 22.50 21.50

<표 4.5> 반사율 0.47 상변화 물질별 플레이트 표면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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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PCM층 온도 (반사율 0.47)

주간
(0시간∼11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4.50 44.50 43.35 41.40

평균 37.14 37.61 36.08 36.11

최저 24.25 27.25 21.80 21.30

야간

(11시간∼24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1.45 41.20 40.25 41.00

평균 30.04 29.97 30.75 30.05

최저 25.45 26.80 27.85 23.50

전체

(0시간∼24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4.50 44.50 43.35 41.40

평균 33.43 33.62 33.29 32.94

최저 25.45 26.80 27.85 23.50

<표 4.6> 반사율 0.47 상변화 물질별 PCM층 온도 측정결과

표면 반사율 0.47 PCM층의 온도는 표면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같은 양상을

보인다. 최고온도는 Bio 25와 Bio 30이 44.5℃로 가장 높았고 Bio 30이 43.

4℃, RT 44가 41.4℃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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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플레이트 하부 온도 (반사율 0.47)

주간
(0시간∼11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3.40 41.75 41.80 39.20

평균 36.21 35.21 34.62 33.18

최저 24.80 24.95 24.15 21.30

야간

(11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1.50 40.20 39.85 39.00

평균 30.65 30.09 31.03 30.32

최저 25.50 26.95 27.90 23.90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3.40 41.75 41.80 39.20

평균 33.30 32.54 32.74 31.68

최저 24.80 24.95 24.15 21.30

<표 4.7> 반사율 0.47 상변화 물질별 플레이트 하부 온도 측정결과

표면 반사율 0.47인 플레이트 하부의 온도는 PCM 내부의 온도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최고온도는 Bio 25일 때 43.4℃로 가장 높았고 Bio 30과

Bio 34는 유사한 수준 그리고 RT 44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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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내부 공기 온도 (반사율 0.47)

주간
(0시간∼11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2.70 30.20 29.00 29.70

평균 28.28 25.86 25.58 24.70

최저 25.00 22.90 22.70 21.10

야간

(11시간∼24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2.90 30.70 29.10 29.90

평균 28.20 26.97 26.84 27.27

최저 23.70 22.90 24.60 23.40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2.90 30.70 29.10 29.90

평균 28.24 26.44 26.23 26.04

최저 23.70 22.90 22.70 21.10

<표 4.8> 반사율 0.47 상변화 물질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측정결과

표면 반사율 0.47인 실험체 내부의 온도는 주간이 아닌 상부 축열 효과로

인하여 야간에 나타난다. 내부 최고온도는 Bio 25가 32.9℃로 가장 높았고,

Bio 30이 30.7℃ RT 44가 29.9℃ Bio 30이 29.1℃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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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플레이트 표면온도 (반사율 0.22)

주간
(0시간∼11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64.50 61.65 54.80 57.55

평균 52.98 49.98 43.81 48.57

최저 20.70 23.70 19.25 22.35

야간

(11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9.80 48.45 46.80 45.50

평균 28.80 31.21 28.99 27.43

최저 24.95 27.05 24.75 18.75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64.50 61.65 54.80 57.55

평균 40.36 40.18 36.07 37.54

최저 20.70 23.70 19.25 18.75

<표 4.9> 반사율 0.22 상변화 물질별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 결과

표면 반사율 0.22의 경우 표면온도의 최대값은 Bio 25(상변화 온도 25℃)가

64.5℃로 가장 높았고, Bio 30, RT 44, Bio 30(상변화 온도 30℃, 44℃, 34℃)

인 경우가 61.7℃, 57.6℃ 54.8℃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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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PCM층 온도 (반사율 0.22)

주간
(0시간∼11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8.10 56.20 51.00 52.50

평균 46.99 44.44 39.01 42.31

최저 19.90 23.30 19.15 21.10

야간

(11시간∼24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0.65 47.90 46.90 45.70

평균 30.60 32.22 30.10 30.07

최저 25.40 27.45 25.20 19.50

전체

(0시간∼24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8.10 56.20 51.00 52.50

평균 38.43 38.06 34.35 35.92

최저 25.40 27.45 25.20 19.50

<표 4.10> 반사율 0.22 상변화 물질별 PCM층 온도 측정 결과

표면 반사율 0.22인 PCM층의 온도 그래프는 반사율 0.47과 유사하였으나,

표면 반사율의 감소로 인하여 표면 온도가 높아 Bio 30 및 RT 44의 경우 상

변화가 끝난 뒤 온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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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플레이트 하부 온도 (반사율 0.22)

주간
(0시간∼11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3.40 41.75 41.80 39.20

평균 36.21 35.21 34.62 33.18

최저 24.80 24.95 24.15 21.30

야간

(11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1.50 40.20 39.85 39.00

평균 30.65 30.09 31.03 30.32

최저 25.50 26.95 27.90 23.90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3.40 41.75 41.80 39.20

평균 33.30 32.54 32.74 31.68

최저 24.80 24.95 24.15 21.30

<표 4.11> 반사율 0.22 상변화 물질별 플레이트 하부 온도 측정결과

표면 반사율 0.22의 경우 플레이트 하부 온도는 Bio 25가 43.4℃로 가장 높

았으며, Bio 30, Bio 34가 41.8℃내외, RT44가 39.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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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내부 공기 온도 (반사율 0.22)

주간
(0시간∼11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1.30 31.30 29.10 29.50

평균 25.52 27.21 22.97 25.30

최저 21.50 24.20 18.60 22.10

야간

(11시간∼24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1.50 31.50 29.60 29.70

평균 27.03 27.50 26.80 24.71

최저 23.00 23.70 23.80 19.10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1.50 31.50 29.60 29.70

평균 26.30 27.36 24.96 24.99

최저 21.50 23.70 18.60 19.10

<표 4.12> 반사율 0.22 상변화 물질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측정 결과

표면 반사율 0.22의 경우 실험체 내부 온도는 Bio 25와 Bio 30이 31.3℃로

가장 높았고 RT 44가 29.5℃ Bio 34가 29.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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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플레이트 표면온도 (반사율 0.17)

주간
(0시간∼11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61.00 59.60 53.80 61.10

평균 50.78 49.12 44.07 49.68

최저 22.60 24.90 17.90 19.10

야간

(11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0.40 48.85 45.55 46.70

평균 29.07 30.25 28.50 28.14

최저 23.50 25.30 20.20 19.90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표면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61.00 59.60 53.80 61.10

평균 39.45 39.27 35.94 38.44

최저 22.60 24.90 17.90 19.10

<표 4.13> 반사율 0.17 상변화 물질별 플레이트 표면 온도 측정 결과

표면 반사율 0.17의 경우 표면온도는 RT 44가 61.1℃로 가장 높았으며, Bio

25가 61.0℃, Bio 30가 59.6℃, Bio 34가 5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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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PCM층 온도 (반사율 0.17)

주간
(0시간∼11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7.15 54.00 53.80 56.90

평균 46.10 43.61 44.07 45.16

최저 22.60 25.50 17.90 17.65

야간

(11시간∼24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0.95 48.75 45.55 48.70

평균 31.07 32.68 28.50 31.29

최저 24.80 26.95 20.20 20.75

전체

(0시간∼24시간)

PCM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7.15 54.00 53.80 56.90

평균 38.25 37.90 35.94 37.92

최저 24.80 26.95 20.20 20.75

<표 4.14> 반사율 0.17 상변화 물질별 PCM층 온도 측정 결과

표면 반사율 0.17의 경우 PCM의 온도는 Bio 25가 57.15℃로 가장 높았으

며, RT 44는 56.9℃, Bio 30은 54.0℃, Bio 30은 5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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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플레이트 하부 온도 (반사율 0.17)

주간
(0시간∼11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2.20 50.85 47.00 52.35

평균 41.07 40.84 37.12 41.41

최저 20.90 25.60 18.85 19.60

야간

(11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49.20 47.70 44.35 47.75

평균 32.04 32.98 30.90 31.78

최저 25.10 27.10 21.20 21.20

전체

(0시간∼24시간)

플레이트 하부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52.20 50.85 47.00 52.35

평균 36.35 36.73 33.87 36.38

최저 20.90 25.60 18.85 19.60

<표 4.15> 반사율 0.17 상변화 물질별 플레이트 하부 온도 측정 결과

표변 반사율 0.17의 플레이트 하부의 온도의 경우 Bio 30이 47℃로 가장 낮

은 온도를 보였다. 상변화 구간은 Bio 25를 제외한 3가지 종류 PCM 모두 나

타났으며, RT 44의 경우 가장 뚜렷한 상변화 구간을 약 4시간가량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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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내부 공기 온도 (반사율 0.17)

주간
(0시간∼11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2.30 31.90 28.00 29.50

평균 25.22 26.27 22.02 23.70

최저 19.20 22.20 17.70 19.30

야간

(11시간∼24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2.60 32.20 28.50 29.80

평균 28.25 28.08 24.97 25.39

최저 23.60 23.80 20.50 20.00

전체

(0시간∼24시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Bio 25 Bio 30 Bio 34 RT 44

최고 32.60 32.20 28.50 29.80

평균 26.80 27.21 23.56 24.58

최저 19.20 22.20 17.70 19.30

<표 4.16> 반사율 0.17 상변화 물질별 실험체 내부 공기 온도 측정 결과

표면 반사율 0.17의 경우 실험체 내부의 온도는 Bio 25가 32.6℃로 가장 높

았고 Bio 30이 32.2℃, RT 44가 29.8, Bio 30이 28.5℃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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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물 옥상 PCM 적용 열성능 분석

4.2.1 반사율에 따른 PCM별 표면온도 열성능 분석

상변화 물질별 표면온도 측정결과 RT44를 제외한 Bio 25, Bio 30, Bio 34

에서는 반사율 0.17과 0.22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

구 분 RT 44 Bio 34 Bio 30 Bio 25

반사율 0.17 64.8℃ 53.8℃ 59.6℃ 61.0℃

반사율 0.22 57.5℃ 54.8℃ 61.6℃ 64.5℃

차 이 7.3℃ -1℃ -2℃ -3.5℃

<표 4.17> PCM별 반사율 0.17과 반사율 0.22 표면 최고온도 비교

RT 44의 반사율 0.17과 반사율 0.22의 표면 최고온도 차이는 7.3℃, Bio 34

인 경우 -1℃, Bio 30인 경우 -2℃, Bio 25인 경우 -3.5℃로 나타났다.

RT 44의 표면온도를 살펴보면, 최고온도 도달전 반사율이 낮은 경우 상변

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상변화 후 단순 물질의 온도 증가로 판단된다.

반사율 0.22의 경우 반사율 0.17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표면온도와 상

변화 온도 차이가 낮아 상변화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어 잠열 활용 시간이 길

어 낮은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Bio 34, Bio 30, Bio 25의 경우 2단계 일사량 이내 (일출 후 3시간) 상변화

온도에 이미 도달하고, 이후 시간에는 단순 온도 증가로 표면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사율 0.17의 경우 표면 마감시 수성도료를 도

포하지 않은 기본 WPC 표면이기 때문에 수성도료로 마감한 반사율 0.22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변화 시간의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주변 외기 온도와 상변화 온

도의 영향에 따른 상변화 구간 길이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변화 온도가 높은 경우 상변화시 PCM 냉각 시간이 짧다. PCM이 냉각되

는 과정에서 외기온도와 온도차이가 많이 날수록 냉각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

다. 이 때, 일몰 후 PCM은 고온에서 다시 고체로 상변화 하지만 외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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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냉각되어 상대적으로 PCM과 온도차이가 커지게 되어 열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그림 4.5)

(그림 4.17) RT 44 상변화 구간 (반사율 0.17)

반면,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외기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고체화 되는 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게 된

다. (그림 4.6)

(그림 4.18) Bio 25 상변화 구간 위치 (반사율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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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PCM별 표면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4.6>

구 분
RT 44 Bio 34 Bio 30 Bio 25

반사율 온도 반사율 온도 반사율 온도 반사율 온도

표면최고온도 0.17 64.8℃ 0.22 54.8℃ 0.22 61.6℃ 0.22 64.5℃

표면최저온도 0.47 45.5℃ 0.47 47.7℃ 0.47 47.9℃ 0.47 49.3℃

차 이 19.3℃ 7.1℃ 13.7℃ 15.2℃

<표 4.18> PCM별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온도 비교

PCM별 반사율에 따른 표면 최고/최저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RT44 19.3℃,

Bio 34 7.1℃, Bio 30 13.7℃, Bio 25 15.2℃로 표면 반사율 0.47인 경우 평균

적으로 13.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표면 마감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만으로도 표면온도를 크

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WPC 기본 반사율인 0.17과 수성 도료를

도포한 0.22의 RT 44를 제외한 차이를 살펴보면 표면에 수성 도료와 같이

추가적인 마감이 있는 경우 열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면 반사율이 증가 할수록 표면 최고온도에 미치는 PCM 상변화 온

도의 영향이 뚜렷해진다. 반사율 0.17과 반사율 0.22의 경우 표면 최고온도의

상변화 물질별 차이가 없거나 상변화 온도에 따른 온도 저감 경향이 나타나

지 않지만, 반사율 0.47의 경우 상변화 온도에 따른 표면 저감 효과가 일관적

으로 나타난다.

구 분 RT 44 Bio 34 Bio 30 Bio 25

표면최고온도

(반사율 0.47)
45.5℃ 47.7℃ 47.9℃ 49.3℃

최저와 차이 - + 2.2℃ + 2.4℃ + 3.8℃

<표 4.19> 반사율 0.47 상변화 물질별 표면 최고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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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반사율에 따른 구조체 내부 열성능 분석

반사율은 표면온도에 영향을 주어 상변화 온도를 결정하며, 상변화 시간(구

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2장 고려요소 참조) 반사율에 따른

PCM층 최고 온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0>

구 분 Bio 25 Bio 30 Bio 34 RT 44

반사율 0.47 44.50℃ 44.50℃ 43.35℃ 41.40℃

반사율 0.22 58.10℃ 56.20℃ 51.00℃ 52.50℃

반사율 0.17 57.15℃ 54.00℃ 53.80℃ 56.90℃

<표 4.20> 상변화 물질별 반사율에 따른 PCM층 최고온도

PCM층 최고 온도 또한 표면 온도와 유사한 온도를 나타냈으며, 반사율

0.47의 경우 Bio 25, Bio 30, Bio 34는 상변화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갔

고, RT 44는 상변화 온도 부근에서 최고온도를 나타내었다. 반사율이 0.47인

경우 표면 최고온도가 낮아 PCM층에 도달하는 열이 다른 반사율 0.22나

0.17에 비하여 적다. 이에 따라 RT 44의 경우 상변화 구간이 끝나기 전에 피

크온도 시간대가 지나게 되어 PCM층의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반사율

0.47 PCM 온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RT 44가 상변화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증

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9)

(그림 4.19) RT 44 상변화층 최고온도와 상변화 온도 (반사율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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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사율 0.47인 경우에는 PCM 상변화 온도가 증가 할수록 PCM

층 최고온도는 낮아지는 것을 측정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RT 44

PCM층에서 PCM이 상변화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온도가 내려갔거나,

상변화 과정이 끝났더라도 외기온도 또는 표면온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물

질의 온도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표면 반사율에 따라서 최

고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변화하게 된다.

실험결과 반사율에 따른 온도저감 효과가 확연하여 PCM의 온도 저감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PCM 적용 유무에 따른 표면온도를 확인하

였다. 표면 반사율 0.47의 WPC 중공층 양단을 막아 기류 흐름이 없는 공기

층으로 유지한 상태와 RT 44로 충진된 상태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림 4.20)

측정 결과 플레이트 단순 공기층과 PCM 삽입시 약 10℃ 내외의 표면 온

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PCM의 상변화

과정 동안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단순 공기층과 같이 표면온도가 유사하게

증가 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변화 물질 만

으로도 온도 저감 효과가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야간 냉각시 상변화 과정동안 다시 온도가 유지되어 단순 공기

(그림 4.20) PCM 유무에 따른 표면온도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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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비해 온도가 2∼3℃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PCM 건물 적용 목적상 여

름철 주간 냉방부하 저감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도심지는 사무용 건물이

많고 야간 건물 재실 인구가 적어 냉방부하나 열섬현상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에서 WPC 플레이트 내부 PCM의 최고온도 도달 시간

을 보면, 반사율 0.22의 경우 7시간 08분, 반사율 0.47의 경우 8시간 51분으로

약 1시간 43분 늦게 도달하였다. 피크부하가 발생하는 시점을 조절 할 수 있

도록 만들어주며 PCM의 수량과 상변화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피크온도 시간 지연 효과는 건물 에너지 측면에서도 최대 전력 사

용량 시간대회피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 효과와는 상반되

게 동절기(겨울철)에서는 항상 녹는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 PCM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PCM의 온도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대부분의 연구 결

과 및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동절기(겨울철) 잠열 활용은 불가

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PCM층의 두께에 따른 단열 효과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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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 결

본 장에서는 반사율에 따른 PCM별 축소모형 표면온도와 PCM 상변화 온

도에 따른 축소모형 구조체 온도 측정 결과 및 분석을 하였다.

먼저 반사율에 따른 PCM별 표면온도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색계열의 반사율 0.17인 경우 표면최고온도는 53.8℃∼64.8℃이며 평균

59.8℃, 회색계열의 반사율 0.22인 경우 표면최고온도는 54.8℃∼64.5℃이며

평균 59.6℃, 흰색계열의 반사율 0.47인 경우 표면최고온도는 45.5℃∼49.3℃

이며 평균 47.6℃를 기록하였다. <표 4.21>

반사율

PCM 종류

반사율 0.17

(갈색)

반사율 0.22

(회색)

반사율 0.47

(흰색)

Bio 25 61.0℃ 64.5℃ 49.3℃

Bio 30 59.6℃ 61.6℃ 47.9℃

Bio 34 53.8℃ 54.8℃ 47.7℃

RT 44 64.8℃ 57.5℃ 45.5℃

평 균 59.8℃ 59.6℃ 47.6℃

<표 4.21> 반사율에 따른 PCM별 표면온도 측정 결과

측정한 PCM 네 가지 상변화물질 종류 모두 반사율 0.47에서 가장 낮은 주간

최고 온도를 나타냈으며 평균적으로 13.8℃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옥상 구조체의

표면 반사율만 높게 변화를 주더라도 표면온도 저감에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결

과를 보여준다. 또한 반사율 0.12와 반사율 0.22의 표면온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표면 마감 수성도료 유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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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M 상변화 온도에 따른 차이는 상변화 도달시간과 상변화 시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변 외기 온도와 상변화 온도의 영향에 따른 상변화 구

간 길이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변화 온도가 높은 경우 상

변화시 PCM 냉각 시간이 짧다. PCM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외기온도와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냉각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일몰 후 PCM은

고온에서 다시 고체로 상변화 하지만 외기 온도는 냉각되어 상대적으로

PCM과 온도차이가 커지게 되어 열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반사율에 따른 PCM별 구조체 내부 온도 측정결과 RT 44의 경우 표면 반

사율이 0.47인 경우 표면 최고 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표면 최고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부 PCM층의 상

변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io 25, Bio 30, Bio 34의 경우 플

레이트 표면 및 PCM 온도 모두 상변화가 끝난 뒤 온도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 중 앞에서 언급한 Ayc¸a Tokuc38)의 연구의 결론 중 겨울

에는 RT 27(상변화 온도 27℃)의 경우 겨울에는 항상 고체 상태이고, 여름에

는 대부분 녹아있어 잠열효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동일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위 연구에서는 이스탄불 기후에서 6월과 7월 그리고 8월에 모두

PCM이 녹아 있는 상태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모두 잠열 활용이후 단순 온

도변화 그래프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도 Bio 25, Bio 34, Bio 30은 일사량 2

단계(일출 후) 내에서 이미 상변화 온도에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후 조명을 끈(일몰 후)이후 에도 9시간 이상 녹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스탄불에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후에서도 녹는점 25℃, 30℃, 3

4℃의 PCM은 건물 외부에서 적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반사율에 따른 구조체 내부 PCM층 최고온도 측정결과 반사율이

높을수록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반사율 0.47의 경우 상변화 온도가 높은

PCM일수록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표 4.21>

38) Ayc¸a Tokuc et al.,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use of

phase change materials in building elements_The case of a flat roof in Istanbul,

Energy and Buildings, Vol. 102, pp 91-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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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io 25 Bio 30 Bio 34 RT 44

반사율 0.47 44.50℃ 44.50℃ 43.35℃ 41.40℃

<표 4.22> 반사율 0.47 상변화 물질별 PCM온도

이러한 결과 또한 표면 반사율에 의한 표면온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면

반사율에 변화를 주어 적용하려는 PCM의 상변화온도에 따라 최고온도 도달

시간을 조절 할 수 있으며, 높은 반사율의 표면 일수록 표면 최고온도가 낮

아지기 때문에 최고온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PCM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PCM 적용 유무에 따른 표면온도 저감효과 측정시 단순 공기

층에 비하여 PCM층을 적용하였을 경우 약 10℃의 표면온도 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PCM의 상변화 과정 동안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단순 공기층과 같이 표면온도가 단순 온도증가 하지 않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변화 물질 만으로도 온도 저감

효과가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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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건물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PCM

적용 건물 옥상 표면온도 및 구조체의 열성능 축소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

의 진행은 크게 기존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한 PCM 건물 적용시 고려요소, 일

반적은 PCM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여름철 기후조건을 조성한 실내 인공

실험동에서 상변화 온도에 따른 표면온도 및 구조체 열성능 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 문헌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CM의 건물 적용시 고려요소는 크게 총 4가지의 요소인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 상변화 온도, 적용 부위, 그리고 PCM의 수량(두께)로

조사되었다.

(2) PCM 건물 적용 효과는 더운 기후인 경우 표면온도 및 구조체 내부 온

도 저감 효과가 우수하며, 실내 온도 저감효과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해외 연구에서도 표면 반사율에

따른 PCM 상변화 온도를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서는 표면 반사율 및 PCM의 상변화 온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반사율 변화에 따른 상변화 온도의 재설정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결과 반사율 및 PCM 종류에 따른 측정 결과 네 가지 상변화물

질 종류 모두 반사율 0.47에서 가장 낮은 주간 최고 온도를 나타냈으

며 평균적으로 13.8℃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옥상 구조체의 표면 반사

율만 높게 변화를 주더라도 표면온도 저감에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결

과를 보여준다.

(2) 실험결과 반사율에 따른 온도저감 효과가 확연하여 PCM의 온도 저

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PCM 적용 유무에 따른 표면온

도를 확인하였으며, 일반 공기층에 비하여 PCM 삽입시 약 10℃ 낮

은 표면 온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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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M 상변화 온도에 따른 차이는 상변화 도달시간과 상변화 시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변 외기 온도와 상변화 온도의 영향에 따른 상

변화 구간 길이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변화 온도

가 높은 경우 상변화시 PCM 냉각 시간이 짧다. PCM이 냉각되는 과

정에서 외기온도와 온도차이가 많이 날수록 냉각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일몰 후 PCM은 고온에서 다시 고체로 상변화 하지만

외기 온도는 냉각되어 상대적으로 PCM과 온도차이가 커지게 되어

열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4) 반사율에 따른 PCM별 구조체 내부 온도 측정결과 RT 44의 경우 표

면 반사율이 0.47인 경우 표면 최고 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크게 차이

가 나지 않고 표면 최고온도가 상변화 온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는 내부 PCM층의 상변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io

25, Bio 30, Bio 34의 경우 플레이트 표면 및 PCM 온도 모두 상변화

가 끝난 뒤 큰 폭의 온도 증가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PCM 건물 적용을 위한 실험 결과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가

평균 13.8℃ 낮은 47.6℃로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측정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반사율 0.47과 외기 조건 그리고 일사량이 동일한

조건에서 PCM을 적용한 경우가 PCM 미적용 표면보다 약 10℃의 저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조건에서 PCM을 적

용 하는 경우 반사율이 높을수록 표면 저감 효과가 커지며, 반사율로 인하여

낮아진 표면 온도에 따라 PCM 상변화 온도 또한 최고 온도에 맞춰 설정하

여 최고온도 도달시간 지연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변화 물질의 종류가 Bio PCM 세 가지 종류 파라핀계 한 가지

종류로 대상이 적고 실내 인공 환경의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PCM 종류 및 상변화 온도와 여름철 외기조건 하에서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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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방 선 규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6위이며 총에너지

사용량의 21%를 건물 분야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 소득의 증대와 삶

의 질 향상에 따라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에 대한 우려와 대응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도시열섬현상이란 인공 구조물 및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교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게 되는데, 이

러한 지역을 열섬이라 말하며 보통 3∼5℃ 높은 온도를 보인다. 열섬현상으

로 인한 도심지 거주민의 불쾌적감, 열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문

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섬현상 저감 및 건물 에너지 소비 절

감을 위해 옥상 구조체에 PCM을 삽입하였을 경우 표면 반사율과 PCM 종류

에 따른 표면온도 저감효과와 구조체에 미치는 열성능을 측정하였다.

기존 PCM의 건물 적용 연구 분석 결과 고려요소는 크게 총 4가지의 요소

인 외기온도 및 표면온도, 상변화 온도, 적용 부위, PCM 수량(두께)로 구분

할 수 있다.

핵심어 : 열섬현상 저감, PCM(Phase Change Materials), 상변화 물질,

건물 옥상 적용, 실내 인공 환경 실험, 온도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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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연구에서 PCM 건물 적용 효과는 더운 기후에서의 표면온도 및

구조체 내부 온도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이에 따라 실내 온도 저감효과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해외 기후

조건 하에서 진행된 연구이며, 표면 반사율에 따른 PCM 상변화 온도를 고려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도시열섬현상 저감과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면 반사율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표면 반사

율이 변하게 되면 표면온도, 상변화 온도 설정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름철 기후조건을 조성한 실내 인공 실험

동에서 외기온도를 통제한 상변화 온도 및 표면 반사율 변화를 통해 PCM

건물 적용시 표면 및 구조체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은 여름철 외기 조건으로 통제한 인공 실험동에서 표면 반사율과

PCM의 상변화 온도에 따른 표면온도 및 구조체 온도 측정을 진행한다.

축소모형은 PCM 적용시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제 일반

적인 평지붕 구조체의 상세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PCM의 적용은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 모두 적용이 가능한 마감 상부 데크플레이트 형식의 구조를 가정

하여 WPC 재질의 플레이트 중공층 내부에 PCM을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측정대상은 3가지 반사율(0.47 / 0.22 / 0.17)을 갖는 표면 마감과 4가지 상

변화 물질(Bio 25, Bio 30, Bio 34, RT 44)을 측정하였다. PCM의 수량은 동

일하게 1개의 Packing Type PCM 당 35g으로 제작하였고, 플레이트 1개당 4

개의 Packing Type PCM을 삽입하여 총 48개의 Packing Type PCM을 사용

하였다. 사용한 PCM의 수량은 각 측정변수마다 약 1,680g의 PCM을 사용하

였다. 외기조건은 할로겐램프와 난방장치를 통하여 주간 30℃/ 야간 20℃ 내

외를 유지하였으며 일사량은 5,100W/㎡으로 여름철 대표일사량을 선정하여

조사(照射)하였다.

실험 결과 반사율에 따른 표면 온도가 반사율 0.47인 경우 0.17에 비하여

평균 13.8℃ 낮아 효과가 큰 것으로 측정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PCM 유무에

따라 반사율 0.47인 같은 외기 조건 및 일사량 하에서 PCM 적용시 약 10℃

의 저감 효과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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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OECD countries, South Korea ranks the 6th on the

amount of the GHG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the

country uses 21% of national total energy consumption on building.

This figure will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nd

demand of a better quality of life. Recently, the interest to global

warming and UHI(Urban Heat Island) caused by GHG has grown.

Urban Heat Island is a city or metropolitan area that is significantly

warmer than its surrounding rural areas due to human activities.

The temperature on Heat Island is usually 3∼5℃ higher than in the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is causes discomfort to local

residents, as well as heat stress and health deterioration. In this

study, the heat performance test about PCM(Phase Change

Materials) applied a roof system for mitigating UHI and effects of

reduc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there are four factors when the

PCM is being applied to the building. It must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physical properties; particularly,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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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se-changing elements of the temperature, the axial energy,

application position, application quantity. Reducing surface

temperature and structure inner temperature is one of several effects

of applying PCM to buildings in a hot and dry climate. It causes

reducing inside air temperature and energy costs. However, most

studies did not focus on South Korea weather condition and relevant

research on the application changes to the substance of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and considering elements of phase change

temperature with surface albedo is still lacking. Due to the state of

PCM applied in the present study,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heat performance of PCM by applying building with the phase

change temperature and albedo in the weather conditions South

Korea.

In the present study,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n artificial

experimental room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hase

change temperature and the surface reflectance by inserting a

packing type PCM of the same quantity(average:1,680g) inside of

the WPC plate deck plate. Artificial indoor experimental room size

was 2㎡; a halogen lamp and a heating device were used to

maintain room temperature of 30℃(at daytime) and 20℃(at night).

The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was produced in a miniature

model in the size of 600mm x 600mm x 600mm with a regular old

flat roof. Solar radiance was fixed to 5,100 W/㎡ by a controlled

halogen lamp. The value 5,100 W/㎡ of solar radiance was based on

the South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ummer weather

data. In this experiment, four types of PCM with different melting

point and three types of surface albedo were tested. PCM types

were Bio 25, Bio 30, Bio 34, RT 44; surface albedo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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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0.47(white), 0.22(gray), and 0.17(brown).

The results of the heat performance test about PCM applying

building are as follows. Surface temperature was reduced to on

average 13.8℃ when albedo 0.47 compare to 0.17. This shows albedo

is a critical factor of surface temperature. Additionally, PCM-applied

surface was 10℃ lower than the one where PCM was not appli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PCM would decrease surface temperature

as compared to normal condition struc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