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건물의 에너지절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상황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를 적용하였

다. 축열성능이 뛰어난 Phase Change Material(PCM) 즉, 상변화물질을 기존 바닥난방의 온수배관 하부에 적용

하여 배관에서 방출 후 소실되는 열에너지를 축열하고 일정량의 열에너지를 상부로 다시 방사시킴으로써 기

존 바닥난방의 부족한 축열성능 보완하고 거주자의 쾌적감 증대와 열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PCM 적용 

바닥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Mock-up 실험동 구축 및 실험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 바닥난방에 PCM을 적용했을 경우 쾌적 실내온도를 만족 시킬 수 있는 PCM의 

Melting Point 및 바닥 표면온도를 수학적 모델 및 계산식을 통해 이미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실내온도를 22℃
로 설정하였을 때 바닥 표면온도는 26.2℃에서 31.1℃ 범위로 계산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PCM의 Melting Point
의 온도는 41℃와 44℃의 범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shrae standards 55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PCM 바닥난방 시스템의 설계안을 적용하

여 Mock-up 실험동을 구축하였다(Fig. 1  Tabl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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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ck-up 실험실 구축 3D 도면
      

실 크기 6.4m x 2m x 2.4m (가로 x 세로 x 높이)

바닥면적 7.2㎡ (각 실 3.6㎡)

외부조건 외부조건 동일 (실내의 Mock-up 실험실)

실구성 

Room1 (general) : 일반 온수 바닥난방

Room2 (Bottom of pipe) : 온수 배관 하부 PCM(RT42)

Table 1 Mock-up 실험실 개요

Mock-up 실험동은 크기 6.4m x 2m x 2.4m (가로 x 세로 x 높이)에 바닥면적 3.6㎡ 의 PCM 바닥난방과 기존 

바닥난방의 2개의 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PCM의 축열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난방을 가동하고 중지한 뒤 

각 실 바닥표면 온도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실의 온도조건은 22℃이고 측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 중 가장 안정된 날의 값을 사용하였다. 난방 스케쥴은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

는 패턴을 가정하여 Table 2와 같이 비거주, 재실활동, 재실취침 시간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Table 2 참조). 

Time Table
비거주시간 08:00~18:00
활동시간 18:00~24:00
취침시간 24:00~08:00

활동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2회 (6시간-on / 3시간-off / 4시간-on)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Table 2 실험 난방 스케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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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15℃

25℃

35℃

45℃

55℃

65℃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Room 1 Room 2

1.5℃

Fig. 2 각 실 공급 온수온도 그래프

Fig. 2는 온수온수 본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온수온도는 60℃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PCM 적용 Room2의 

온수온도가 0.4℃ 더 높게 유지 되고 있었고 특히, 난방을 중지하고 10시간 후 PCM을 적용 Room2의 기존 바

닥온도가 일반 Room1 보다 약 1.5℃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5℃

20℃

25℃

30℃

35℃

4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Room1 Room2

0.6℃

Fig. 3 각 실 바닥 표면온도 그래프

Fig. 3은 실내 기준 온도를 22℃로 설정하여 두 개의 실의 바닥 평균온도를 비교한 것으로서 PCM을 적용한 

Room2가 기존 바닥난방인 Room1 보다 평균 0.6℃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Mock-up 실험동에서 PCM 바닥난방과 기존 바닥난방의 축열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실

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수온도를 60℃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PCM을 적용한 Room2가 기존 바닥온도인  Room1 보다 약 온수

온도를 1.5℃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열을 축열한 PCM이 에너지를 방출하여 온수배관 내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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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기준 온도를 22℃로 설정하고 두 개의 실의 바닥 평균온도를 비교한 결과 PCM을 적용한 Room2가 

기존 바닥난방인 Room1 보다 평균 0.6℃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PCM을 적용한 Room1에서 온수의 

온도가 1.5℃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인한 바닥 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CM 적용 바닥난방시스템이 기존 바닥난방에 비하여 온수온도와 바닥표면온도 모두 높게 유지됨

으로써 PCM 바닥난방에서 축열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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