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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present an experimental study of PCM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PCM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is an insertion of a 10 mm thick PCM
into the existing standard floor structure, which has the advantage of good construct ability due to no additional process.
2) It was confirmed that the PCM thread remains higher than the normal room.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temperature of hot water pipes under the pipes was maintained at 36℃ or higher after four hours after the boiler was 
stopped. Therefore, we have seen that the room temperature of the PCM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is longer than
the general floor heating system, PCM Floor Radiant Heating is considered to improve the comfort of indoor residents.

Key words Floor radiant heating(바닥 복사 난방), Phase change material(상변화물질), Mock-up(실물모형)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ncpark@cau.ac.kr

기호설명
 ：온수배관으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 [W]
  ：온수배관 온도 [℃]

 ：PCM 온도 [℃]
 ：축열 시간 [h]
 ：PCM 축열량 [kJ]
 ：모르타르의 열저항 [℃/W]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 등 국제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건물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건물에너지의 에너지 절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에너지 

정책을 수립 및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 건물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이며, 그 중 난방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각각 약 

54%, 2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난방에너지의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기반 바닥 복사 난방 

형식으로, 열원은 보일러를 이용하여 가열된 온수의 열에너지를 바닥 표면에서 실내로 복사 방출되어 난방 

하는 방식이다.(3, 4) 바닥 구성 요소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는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온수배관의 열을 

축열하여 난방 시간이 더 오래지속 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축열량이 높을 재료일수록 온도 하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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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ucture ① Concrete slab ② Buffer ③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Block 

④ Surface Finishing 
Mortar

Ⅰ

box frame construction or mixed construction ≥ 210 ㎜
≥ 20 ㎜ ≥ 40 ㎜ ≥ 40 ㎜rhamen construction ≥ 150 ㎜

mushroom construction ≥ 180 ㎜

Ⅱ

box frame construction or mixed construction ≥ 210 ㎜
≥ 20 ㎜ - ≥ 40 ㎜rhamen construction ≥ 150 ㎜

mushroom construction ≥ 180 ㎜
Apartments with 30 or more generations(except dormitories), Inter-level floor within the generation of officetels

Table 1  [2015-319] MOLIT notification standard floor structure 1

Type Structure ① Concrete slab ②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Block 

③ Buffer ④ Surface Finishing 
Mortar

Ⅰ

box frame construction or mixed construction ≥ 210 ㎜
≥ 40 ㎜ ≥ 20 ㎜ ≥ 40 ㎜rhamen construction ≥ 150 ㎜

mushroom construction ≥ 180 ㎜

Ⅱ

box frame construction or mixed construction ≥ 210 ㎜
- ≥ 20 ㎜ ≥ 40 ㎜rhamen construction ≥ 150 ㎜

mushroom construction ≥ 180 ㎜
Apartments with 30 or more generations, studio apartment, dormitories, multi-family housings, Inter-level floor in a household 
of multiple living facilities

Table 2  [2015-319] MOLIT notification standard floor structure 2

Type Structure ① Concrete slab ② Buffer ③ Surface Finishing Mortar

Ⅰ

box frame construction or mixed construction ≥ 210 ㎜
≥ 40 ㎜ ≥ 50 ㎜rhamen construction ≥ 150 ㎜

mushroom construction ≥ 180 ㎜
1. Balconies(except when the balcony is reshaped for residential purposes), porch, laundry room, escape space, walled warehouse.
2. The lower floor space is a non-residential space(parking lot, machine room), a floor facing the floor, and a top floor clean room.
3. The part that the licensee considers to be unnecessary because the possibility of damages due to interlayer noise is low.

Table 3  [2015-319] MOLIT Notification standard floor structure 3

Time-leg이 길게 발생하여 높은 온도로 난방효과를 오랜 유지할 수 있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적용하여 

실내온도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특히, 국내 바닥 복사 난방의 표준바닥구조에 PCM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한 

Mock-up 실험동을 구축하여 난방가동전후에 따른 PCM 상변화 온도, 바닥표면온도 및 실내온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온실가스 저감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축열체의 건물 적용’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소비 

저감의 선행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2. 표준바닥구조와 온수난방공법구조
 
2.1 표준바닥구조

우리나라 건축물의 모든 아파트 건물의 층간 바닥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9호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는데 이는 건축법에서 공동주거 형식 건축물의 세 간 

소음방지를 위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6) 즉, 바닥 복사 난방 

구조에 적용되는 구조는 Table 1~Table 3과 같이 콘크리트슬래브, 완충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이루어진 
레이어로 구성되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료별 두께 및 시공 순서를 기준․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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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015-319] MOLIT Notification apartment radiant floor heating structure.

2.3 온수난방 공법 구조

습식공법 및 온수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구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닥구조 및 두께 기준을 준용

하면서 열매체가 흐르는 온수배관을 마감모르타르에 삽입하여 시공되어진다. 표준바닥구조를 준용한 습식 

온수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의 구조는 다음의 Fig. 1과 같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일러 가동 시 에너지원은 온수배관이며 배관에서 방출되는 열을 직접적으로 맞닿아 

축열하고 바닥표면으로 방출하는 부위가 마감 모르타르이다. 하지만 이 레이어 구역은 열용량이 낮아 효과적인 
축열체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실내의 쾌적한 바닥 표면온도의 유지를 위해서 난방온수의 

지속적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야기한다.(7) 

3. 선행연구 분석 및 Mock-up 실험동 구축 

3.1 선행연구 분석(최적 PCM 선정)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 수행을 통해 ‘최적 PCM 선정’, ‘PCM 열성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Baek(8)
은 축소모형 

실험을 통해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 적절한 PCM(42℃, n-docosane)을 선정하였고, 최적 용량(500 g/pack)을 

산정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닥표면에서 1 m 이격된 공간의 실내온도를 22℃라고 가정할 때, 바닥 쾌적온도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PCM 온도를 수학적 모델 및 계산식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그 결과 바닥 표면온도가 26.2℃에서 

31.1℃일 때 실내온도가 22℃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닥 쾌적온도 범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PCM의 융해온도는 각각 42℃, 44℃인 제품으로 분석되었다.
(2) 선정된 PCM 42℃, 44℃인 제품을 각각 500 g씩 알루미늄 팩에 진공포장하여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항온

챔버에서 열성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열성능 실험 결과 PCM 42℃가 PCM 44℃보다 융해지점에서 잠열의 

축열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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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ck-up construction 3D plan.

Room Size 2.2 m × 2 m × 2.4 m(width×length×height)
Room Volume 10.6 ㎥

Floor Area 7.2 ㎡(3.6 ㎡ per each space)
External Condition Identical(Indoor Mock-up)

Room Composition
Room 1(general) : General floor heating
Room 2(Bottom) : base of pipe PCM(RT42)

Table 4  Mock-up summary

3.2 Mock-up 실험동 구축

3.2.1 Mock-up 실험동 개요

PCM의 적용 유무에 따른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성능 비교․검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 

구조를 준용하여 Mock-up 실험동을 구축하였다. 실험동은 총 두 개의 실로 구획하였고 각 실은 표준바닥구조 

1에 기준을 두었다. 각 실의 바닥면적은 3.6 ㎡, 실 체적은 10.6 ㎥로 성인 남성 1인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크기로 구축하였다. 실의 각 벽면은 200 mm의 단열층을 두어 외부와의 열적 교류가 없도록 하였으며 

실내에 설치된 실험실이기에 외부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실험동의 조감도는 다음의 Fig. 2와 같으며, 구축된 

Mock-up 실험개요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실 1(Room 1) : 일반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실 2(Room 2) : PCM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3.2.2 PCM 용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선행연구를 통하여 PCM 42℃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 1 두께 기준을 준용하여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층에 삽입하였다. 표면바닥구조 1의 적용은 우리나라 부분 주거형태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PCM 바닥 복사 난방 구조는 Fig. 3과 같이 210 mm 콘크리트슬래브, 20 mm 완충재, 4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 mm 모르타르로 형성되어 표준바닥구조 1 두께 기준은 그 로 유지하고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에 10 mm 두께의 PCM만을 삽입하여 타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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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CM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structure.

이와 같은 구조는 PCM이 온수배관 하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온수배관 하부로 소실되는 폐열이 PCM을 

통하여 축열되어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던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층 전체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M의 설치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모르타르로 체하는 것 외에 추가정인 공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공정을 그 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표준바닥구조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 신 밀도가 큰 모르타르와 PCM으로 체했기 때문에 중량 및 경량 

충격음에 한 고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바닥구조에 

적용을 위해서는 추후 중량 및 경량충격음 기준에 한 인정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3 PCM 용량 산정

PCM 용량 산정을 위해 온수배관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을 계산하였다. 즉, 하루 보일러의 가동 

시간(8시간)동안 상변화물질의 완전 융해를 위한 최소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배관온도, PCM 온도, 
축열 시간, PCM 축열량을 고려하였다. PCM의 축열량은 제조사에서 제공 된 ‘PCM 시험성적서’에 근거하여 

165 kJ/kg으로 적용하였으며, 관련식은 다음의 식(1)과 같다. PCM 바닥난방은 하부로 버려지는 폐열을 축열

하기 때문에 온수배관에서 방출되는 열량 중 상부와 측면을 제외한 총발열량의 1/4로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PCM의 축열량은 3,376 kJ이었으며,(14) 이에 적절한 PCM의 최적 용량은 20 kg/Room으로 도출되었다.

 

                                  (1) 

⋅ ≤                                  (2)

3.2.4 PCM Packing

상변화물질은 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액체-고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누출에 한 안이 필요함을 고려

하여 진공포장을 통한 완전 밀봉하였다. 모르타르와의 접착성과 자체 내부식성, 높은 열전도율을 고려하여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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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CM packing image.

알루미늄을 선정하였으며 두께는 0.05 mm로 바닥구조의 총 두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부피 

감소를 위해 진공포장기기로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동시에 200℃ 이상의 이중열선을 통해 입구를 밀봉시켰다. 
Packing된 PCM의 최종 모습은 Fig. 4와 같으며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3.2.5 온수보일러 가동 스  

보일러 가동 스케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비 거주시간에는 보일러를 가동

하지 않고 거주시간과 취침시간에만 보일러를 운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Table 6과 같이 퇴근 및 

방과 후, 가정 활동시간인 18시부터 취침 1시간 전인 23시까지 난방을 가동하고 4시간 후 취침시간인 3시부터 

6시까지 8시간(2회)의 간헐적 난방을 실시하였다. 온수 공급온도는 55℃로 두 개의 실에 동일하여 적용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3.2.6 온도 측정

온도 측정을 위해 각각의 바닥면을 4면으로 구획하고, 온도 측정 위치는 각 실에 공급되는 온수배관, PCM 
상부, 바닥 마감재 표면, 모르타르 표면 기준 실내 1,200 mm 지점이다. 온도 측정에 사용된 센서는 T-type 
열전  (T0.32-Y-W-15)를 사용하였고, Graphtec사의 Midi Logger GL820을 사용하여 1분단위로 데이터 취득을 

하였다 (Fig. 5 참조). 사용된 T-type열전 와 데이터로거는 다음의 Fig. 5와 같으며, 온도센서 설치 위치는 

Table 7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PCM 온도 측정 시 상부 표면만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축열 후 열을 방출하면서 

하부로 소실되는 PCM의 축열 에너지는 재실자가 활동하는 바닥 표면온도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개별적 측정은 하지 않았다.

Condition  For Families of Four with A Job

Timetable
08:00~18:00 nonresidence

18:00~24:00 activity
24:00~08:00 bedtime

Supply water temperature 55℃ Running Time twice-8hours

Table 5  Hot-Water Boiler Operation Outline

Time 9h 10h 11h 12h 13h 14h 15h 16h 17h 18h 19h 20h 21h 22h 23h 24h 1h 2h 3h 4h 5h 6h 7h 8h
operation OFF ON OFF ON OFF

Table 6  Hot-Water Boiler Opera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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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type thermocouple and data logger.

Temperature Sensor Position
Room 1 Hot water pipe Floor Panel Surface Indoor(1,200 mm)
Room 2 Hot water pipe Floor Panel Surface upper PCM Indoor(1,200 mm)

Table 7  Temperature sensor position for each layer per

4. 실험 결과

4.1 온수배관 상부 온도

각 실내에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 측정 결과, 보일러 가동시간인 18~23시와 취침시간인 03~06시에 설정된 

공급 온수온도가 55℃까지 정상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재가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일러 가동 시에는 일반 바닥 복사 난방을 적용한 실 1보다 PCM을 적용한 실 2가 평균 0.2℃ 낮게 나타났으며, 
보일러 가동 중지 8시간 후 실 1(29.8℃)보다 실 2(30.8℃)가 1℃ 높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 때 보일러 
가동 시 PCM을 적용한 온수배관의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온수배관 하부에 맞닿아 있는 PCM이 

하부로 소실되는 열 보다 더 많은 양의 열을 빼앗아 가기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동 중지 
시 PCM을 적용한 온수배관의 온도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하부로 소실되는 열을 통해 축열한 PCM이 

재방사하는 과정에서 온수배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Fig. 6과 Table 8은 상세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Fig. 6  Hot water piping temperatur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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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1 Upper Room 2 Upper Time operation
26.4℃
50.5℃
55.1℃
45.0℃
50.5℃

26.3℃
50.2℃
54.7℃
44.9℃
50.4℃

18:00
19:00
20:00
21:00
22:00

ON

43.1℃
35.3℃
33.1℃
31.9℃

42.9℃
35.3℃
33.4℃
32.2℃

23:00
24:00
1:00
2:00

OFF

54.3℃
44.2℃
50.0℃

54.0℃
44.1℃
49.8℃

3:00
4:00
5:00

ON

43.5℃
35.8℃
33.5℃
32.5℃
31.7℃
31.1℃
30.6℃
30.2℃
29.8℃

43.6℃
36.2℃
34.3℃
33.1℃
32.3℃
31.9℃
31.5℃
31.2℃
30.8℃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OFF

Table 8  Hot Water Piping Temperature Distribution

Room 2 PCM Time operation
26.5℃
28.8℃
31.2℃
33.0℃
34.7℃

18:00
19:00
20:00
21:00
22:00

ON

35.8℃
35.7℃
35.1℃
34.7℃

23:00
24:00
1:00
2:00

OFF

34.7℃
36.2℃
37.6℃

3:00
4:00
5:00

ON

38.5℃
38.2℃
37.6℃
36.8℃
36.3℃
35.7℃
35.3℃
35.0℃
34.6℃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OFF

Table 9  PCM upper temperature distribution

4.2 PCM 상부 표면온도

온수배관의 하부로 방출되는 열을 PCM 적용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 1에는 PCM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 2만 측정을 하였으며 Fig. 7과 Table 9에 상세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18시 

보일러 가동 5시간 후 PCM 온도는 35.8℃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도는 사용된 PCM(42℃)의 

상변화 온도(38℃)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일러 중단 후 4시간 경과 후에도 PCM의 온도는 

저하되지 않고 34℃ 이상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고 다시 가동 후에는 초기보다 2.7℃ 상승한 상변화온도 

이상의 38.5℃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보일러 중단 후 4시간 경과 시에도 초기보다 2℃ 이상 높은 36℃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가동 후 PCM(42℃)의 상변화 온도(38℃)까지 7시간이 소요되었고 보일러 

중단 후 4시간 경과 시에도 36℃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구조 비교 2℃ 이상 상승). 

Fig. 7  Temperature variation graph of the top of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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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닥 표면온도

Fig. 8과 Table 10에서와 같이 PCM을 적용한 실 2가 PCM이 없는 일반 바닥 복사 난방의 실 1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즉, 18시 보일러 가동 5시간 후 실 1(32.2℃)보다 실 2(32.7℃)가 0.5℃ 

높은 분포, 보일러 가동 중단 4시간 후 에도 PCM의 실 2가 0.7℃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재가열 

시와 중단 후에도 PCM 의 실 2가 평균 0.8℃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 2의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된 PCM이 축열되어 있던 열을 일정량 재방사하며 바닥 표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실내온도

바닥표면으로부터 1,200 mm 지점의 실내온도 측정결과는 Fig. 9, Table 11과 같다. 즉, PCM을 적용한 실 2가 

PCM이 없는 일반 바닥 복사 난방의 실 1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8시 보일러 가동 5시간 후 실내온도는 Room 2(28.5℃)가 0.2℃로 높게 나타났고. 보일러 가동 중지 후 4시간 

후에도 실 2가 0.2℃의 높게 그리고 재가열 후 중지 후에도 평균 0.4℃ 실 2가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보일러 

가동 중지 8시간 후, 실 1과 실 2의 온도 차이가 0.4℃로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이 더욱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  Floor surface temperature graph.

Room 1 Room 2 Time operation
26.1℃
27.5℃
29.2℃
30.6℃
31.6℃

26.0℃
27.5℃
29.6℃
31.0℃
31.9℃

18:00
19:00
20:00
21:00
22:00

ON

32.2℃
31.9℃
31.2℃
30.5℃

32.7℃
32.3℃
31.6℃
31.0℃

23:00
24:00
1:00
2:00

OFF

29.9℃
31.1℃
32.0℃

30.5℃
31.8℃
32.8℃

3:00
4:00
5:00

ON

32.7℃
32.3℃
31.7℃
31.1℃
30.5℃
30.1℃
29.7℃
29.5℃
29.1℃

33.5℃
33.1℃
32.4℃
31.8℃
31.3℃
30.9℃
30.5℃
30.3℃
29.9℃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OFF

Table 10  Floor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Room 1 Room 2 Time operation
26.0℃
26.3℃
26.9℃
27.5℃
28.0℃

26.0℃
26.2℃
26.8℃
27.5℃
28.0℃

18:00
19:00
20:00
21:00
22:00

ON

28.3℃
28.4℃
28.4℃
28.2℃

28.5℃
28.7℃
28.7℃
28.5℃

23:00
24:00
1:00
2:00

OFF

27.9℃
28.3℃
28.7℃

28.3℃
28.5℃
28.9℃

3:00
4:00
5:00

ON

29.1℃
29.2℃
29.0℃
28.8℃
28.6℃
28.5℃
28.4℃
28.3℃
28.1℃

29.3℃
29.4℃
29.3℃
29.2℃
29.0℃
28.9℃
28.8℃
28.7℃
28.5℃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OFF

Table 11  Room Temperature Distribution

중앙대학교 | IP: 165.194.26.*** | Accessed 2019/02/01 15:39(KST)



김태원, 양영권, 김환식, 박진철

506 ⓒ SAREK

Fig. 9  Room temperature graph.

6.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적용하여 실내온도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특히, 국내 표준바닥구조에 PCM을 적용한 Mock-up을 구축하여 난방가동에 따른 공급온수온도, 
PCM 상부 표면온도, 바닥표면온도 및 실내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CM 바닥 복사 난방 구조는 210 mm 콘크리트슬래브, 20 mm 완충재, 4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 mm 

모르타르로 형성된 기존 표준바닥구조를 그 로 유지하고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에 10 mm 두께의 PCM만을 

삽입한 것으로 추가정인 공정이 없어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선행연구를 통한 PCM 42℃(n-docosane)를 선정하고 축열량 3,376 kJ인 PCM을 20 kg/Room으로 산정하여  두께는 

0.05 mm로 알루미늄박막에 진공포장하여 제작된 PCM를 바닥구조체에 삽입하여 일반 바닥구조체와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PCM 적용 실이 일반실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PCM 상부 

표면의 경우 보일러 중단 후 4시간 경과 시에도 36℃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구조 

비교 2℃ 이상 상승). 또한, 바닥 표면온도와 실내온도 모두 PCM 적용한 실이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Mock-up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PCM을 적용한 바닥구조는 일반바닥구조보다 축열량이 

높아 바닥표면온도와 실내온도가 높은 온도분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수배관 하부로 

소실되는 폐열이 PCM을 통하여 축열되고 방출되는 과정에서의 온도상승 효과라 볼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NRF-2016R1D1A1B0
1015616).

References  

 1. Bae, S. H., 2018, Reduce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2.5% over BAU-Amendment of the Basic Roadmap 
for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Announcement)_Minimization of International Reduction Amount Com-
pensated by domestic reduction measures, Electric Power Journal, Electric Power, Vol. 12, No. 7, pp. 50-53.

 2.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010, Statu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olicy Trends in Korean 
Buildings.

 3. Kim, S. M. and Kim, H. J., 2006, Thermal stability and viscoelastic properties of MF/PVAc hybrid resins on the 

중앙대학교 | IP: 165.194.26.*** | Accessed 2019/02/01 15:39(KST)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PCM 적용에 따른 Mock-up 실험

ⓒ SAREK 507

adhesion for engineered flooring in under heating system ONDOLO, Thermochimica Acta, Vol. 444, pp. 134-140.
 4. Song, G. S., 2005, Buttock responses to contact with finishing materials over the ONDOL floor heating system 

in Korea, Energy and Buildings, Vol. 37, No. 1, pp. 65-75.
 5. Kwon, Y. C., Hong, C. S., Hwang, J. H. and Rhee, E. K., 1994,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Heat Capacities 

of Various Concrete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system, Vol. 14, No. 2, pp. 303-605.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Standard for floor impact sound separation structure between 
bottoms to prevent noise, No. 319.

 7. Ahn, B. C. and Lee, T. W., 2005, Strategy of Energy Saving and Therm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Intermittent 
Heating System in Apartment Buildings,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17, No. 1, pp. 88-94.

 8. Baek, S. H., 2018, Analysis of Thermal Storage and Energy Reduction Effect on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 | IP: 165.194.26.*** | Accessed 2019/02/01 15:39(KST)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에서 PCM 적용에 따른 Mock-up 실험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표준바닥구조와 온수난방공법구조
	3. 선행연구 분석 및 Mock-up 실험동 구축
	4. 실험 결과
	6.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