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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PCM 적용 Mock-up 실험

Experiment on the Application of PCM for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김태원*       김민영*       양영권**       송용우**       박진철***

Kim, Tae-Won     Kim, Min-Young     Yang, Yung-Kwon     Song, Yong-Woo     Park, Jin-Chul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eriment using PCM in floor heating system of apartment hous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the floor structure system with PCM maintained both the floor surface temperature and the indoor air temperature high. The 
storage capacity of PCM was confirmed.

키워드 : 상변화물질, 바닥복사난방시스템, Mock-up 실험  

Keywords : Phase Change Material, Under Floor Heating, Mock-up Test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은 콘크리트 구조의 온수이

용 바닥복사난방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 시스템의 바닥 

구성요소 중 축열 재료는 온수배관 위와 아래에 설치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모르타르로 축열량이 적어 열공급이 

중단될 경우 표면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구조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에서 

축열성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PCM)을 적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PCM인 경

우 축열성능이 우수하여 열공급이 중지된 후에도 실내를 

일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Mock-up 구축 및 실험

PCM 적용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 실험을 위하

여 Mock-up 실을 구축하였다. 실험실은 두 개의 실로 구

획하였다. 즉, 기존의 표준바닥구조(실1)와 PCM이 적용된

(실2) 두 개의 실을 비교하였다. 특히 각 실의 벽면은  

200mm의 단열층을 두어 외부와의 열적 교류가 없도록 하

였다(표1 참조).

  *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

 ** 중앙대 대학원 박사과정

***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jincpark@cau.ac.kr)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 NRF-2016R1D1A1B01015616

실 크기 2.2m x 2m x 2.4m (width x length x height)

실 체적    10.6 ㎥

바닥면적    7.2㎡ (각 실 3.6㎡)

실 구성
 실1 : 온수배관하부+콘크리트+몰탈

 실2 : 온수배관하부+PCM(RT42)+콘크리트+몰탈

표1.  Mock-up 개요

온수보일러 가동은 공동주택 4인기준 재실자의 난방패

턴을 고려하여  18시에 가동하여 익일 08시 까지 간헐난

방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Mock-up 결과

3.1 바닥표면온도

18시 보일러 가동 5시간 후 바닥표면온도는 실1인 경우 

32.2℃, 실2는 32.7℃로 0.5℃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간헐

난방 시작후 익일 03시인 9시간 경과후 실1이 32.7℃, 실2

는 33.5℃로 0.7℃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익일 06시 보일러 가동중지 후 8시간 경과후 실1

은 29.1℃ 실2는 29.9로 PCM이 설치된 실 2가 0.8℃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3.2 실내온도

재실자 호흡기 높이의 실내의 공기온도인 경우 보일러 

가동 5시간 후 실1은 28.3℃, 실2는 28.5℃로 나타났다. 가

동 9시간 후(익일 03시) 실1은 29.1℃, 실2는 29.3℃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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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한편, 보일러 가동 중지 8시간 경과후 실1은 28.1℃,  

실2는 28.5로 각각 나타났다. 

즉, PCM이 적용된 실이 일반실보다 실내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에서 기존바

닥구조와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PCM)을 적

용한 바닥구조의 비교실험으로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간헐난방에서 보일러 가동 후 최대 9시간 경과 후 

바닥표면온도는 일반바닥구조인 실1의 경우 32.2℃

에서 32.7℃의 온도분포, 실2는 32.7℃에서 33.5℃로 

PCM이 적용된 바닥구조가 약 0.5℃에서  0.7℃까지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2) 또한, 재실자 호흡기 높이의 실내공기온도 분포에서

도 일반구조인 실1은 28.3℃, 29.1℃, PCM이 적용된  

실2에서는 28.5℃에서 29.3℃ 로 약 0.2 ℃높게유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CM이 적용된 바닥구조시시템이 일반바닥구조

시템보다 바닥표면온도와 실내공기온도 모두 높게 유지

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PCM의 축열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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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바닥 마감재 표면온도 분포 그래프

그림2. 실내온도 분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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