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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공동주택 건물의 바닥 구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조적인 형태는 오랫동안 변경 없이

사용되어 왔다.1) 이러한 바닥 구조 내의 재료들은 현열 구간만을 가지고

있을 뿐 잠열 구간이 짧으며, 온수 공급 중단 후 표면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어 짧은 시간 다수의 난방을 운용하는 간헐적 난방 시 축열로 인한

난방의 효율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표면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온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이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의 니즈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바닥 구조 기준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74%는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로3) 난방 효율 저하, 에너지

사용량 증가, 재실자 쾌적감 하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과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6)에 의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건물에 적용되어 사용 중인 바닥 복사 난방

구조와 앞으로 시공될 건물의 바닥 복사 난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1) 백상훈. (2018).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축열 성능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2) 구재오. (1999). 온수온돌 난방방식의 바닥층 재료에 따른 열적 특성. 석재복합신소재제

품연구센터 석재연논문집, 8, 161-170.

3) 국토교통부. (2018). 18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 (녹색건축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898

4) 이향미. (2009). 광주 지역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

집, 20(6), 31-38

5) 국토교통부. (2018.08). 법률 제15733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안전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14#0000

6) 양양군. (2018.10).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http://www.lawmaking.go.kr/nl4lo/ls/lmSts/sgLmPp/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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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공동주택 건물의 바닥 구조 중 난방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구조적 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방향으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PCM을 적용하였다.

국내 공동주택 건물에 적용된 대부분의 난방 시스템은 열원으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기반 바닥 복사 난방 형식으로,7) 고온의 온수 열에너지를

바닥 표면까지 전도시킨 후 그 열에너지를 실내로 복사 방출시킨다. 이때,

표준 바닥 구조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으로 열에너지를 축열하여 난방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는 온수 배관 상부에 타설된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이다.8) 이 재료들의 축열량은 건물에 시공되는 타 재료들 및 건축

외 광범위한 재료들과 함께 본다면 축열량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9)

필연적으로 난방 에너지 공급이 중단 되면 표면온도가 저하되는 구조를10)

재료의 축열성능과 공급되는 열에너지를 고려하여 구조의 재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 온수 공급 중단 시 온도 하락 지연을 발생시켜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보다 난방효과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재료중 하나인 PCM은 건자재의

하나로서 바닥 구조와 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PCM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상이 변하는 물질로 상이 변할 때 잠열의 형태로 열을 축열하는 특성을

지녔다.11)12)13) 이러한 잠열 매체인 PCM을 활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은

7) 국가통계포털. (2017). 지역별 난방방식 현황 2007-2017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756&conn_path=I2

8) 박동천, 송훈, 김정진. (200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전도율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10), 107-114.

9) 신병철, 김상돈, 박건유, 박원훈. (1987). 고온 축열재료의 특성.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

문집, 7(1), 61-74

10) 문정래. (2012).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온수유량분배 변동에 따른 에너지 손실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 Schossig, P., Henning, H. M., Gschwander, S., & Haussmann, T. (2005).

Microencapsulated phase change materials integrated into construction materials.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89(2-3), 297-30.

12) Kpschenz, M., & Lehmann, B. (2004). Development of a thermally activated ceiling

panel with PCM for application in lightweight and retrofitted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36(6), 567-578

13) Neeper, D. A. (2000). Thermal dynamics of wallboard with latent heat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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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1980년대 이전부터 건물의 열저장 매체로 고려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관련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보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14).

그러나 국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대부분은 열원을 전기로 이용하고

있고 바닥에 대한 두께 기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온수 바닥 난방 공법의 두께 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국외에서 건물에 적용하는 PCM의 종류와 온도범위는 기후조건,

바닥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은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고성능 축열 재료인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PCM)을 적용하여 오랜시간 동안 변화 없이 사용돼오던 기존 바닥 복사 난방

구조의 축열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Solar Energy, 68(5), 393-403

14) 高瀬, 幸造., 前, 真之., 赤嶺, 嘉彦., 河野, 良坪., 佐, 藤誠., & 坂本, 雄三. (2012). 実在

住宅にあける温水ヒートポンプ熱源を利用した潜熱蓄熱式床暖房システムの効果的な運転

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環境系論文集, 77(673), 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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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건물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고성능 축열체인 PCM을

적용하여 기존의 국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선시키고자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제안과 Mock-up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Fig.1.1에 연구 방법 흐름도로 표현하였으며, 각 방법별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선행 연구 및 개발 현황분석

국내의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구조적, 재료적 특성을 고찰하고 적용되는 PCM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을 설명하여 기술하였다.

(2) PCM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선행 연구 및 개발 현황

기존의 문헌과 관련 개발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PCM이 건물 바닥에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PCM을 바닥 복사난방에

적용하였을 시 예상되는 개선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축열성능 분석

기존 바닥난방 시스템에 PCM을 적용하기 위해 Mock-up을 구축하고 그

안정성 확인하였다. 또한, 구축된 실에 삽입될 PCM의 용량을 산출한 후

적정량으로 Packing하여 바닥 구조 중 온수배관 하부에 적용하였다. 성능

검증은 기존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축열성능 비교, 재실 스케쥴 적용 시 축열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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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고찰

국내 바닥 복사난방 구조 고찰

PCM 물리적 특성 고찰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이론적 기술

PCM 적용 국외 현황 PCM 적용 국내 현황

PCM이 건물 바닥에 적용되어

수행된 연구 및 개발 기술 조사

수행 연구와 개발 기술에 적용된

공법 및 사용 열원 조사 등, 바닥

구조에 대한 고찰

국내 공동주택 바닥 구조에 적용

가능성 유무 및 한계점 도출

PCM이 건물 바닥에 적용되어

수행된 연구 및 개발 기술 조사

수행된 연구와 개발된 기술의 기존

바닥 복사 난방 구조 적용 가능성

고찰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분석을 통한

적용 시 고려 사항 및 문제점 도출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축열성능 검증

Mock-up 구축, PCM 용량 산출, PCM 삽입 위치 도출, 축열성능 검증

Table 1.1 연구 방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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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고찰

2.1 개 요

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국외와 다르게 대부분 습식공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고려한 기술과 연구들이 몇몇 수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바닥 복사 난방 구조의 시스템적 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보다는 재료적 측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물 구조체중 벽, 지붕, 창문과 같은 바닥 외 요소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제안하고자하는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구조 및

재료적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건물에 PCM의 적용이 행해지고

있는 관련 연구 사례 및 기술현황을 분석하였다.

2.2 PCM (Phase Change Material)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특성

국내의 바닥 복사 난방 구조와 관련 규정 사항과 적용되어 삽입된 PCM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정의하였다.

2.2.1 국내 바닥 복사난방 구조

우리나라 건물 중 공동주택의 바닥 난방 구조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15) 이는 바닥

난방 구조는 열매체가 흐르는 온수배관을 마감모르타르에 삽입하여

시공되어지는데, 바닥의 구조와 온수파이프 삽입방법, 바닥 구성 재료의 두께

15) 국토교통부. (2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건축정책과). http://www.law.go.kr/행정규칙/소음방지를위한층간바닥충

격음차단구조기준/(2018-585,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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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공동주택 바닥 구조는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강제되고 있다. 본 고시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닥 구조는 중량충격음 50 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바닥 구조는 경량충격음 58 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그 외 바닥 구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는 (1)항과 (2)항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인증기관으로 부터 층간소음 기준 검증을 받아야

한다.16) 하지만 (1)항과 (2)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3)항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3)항의 바닥

복사 난방 구조에 적용되는 구조는 Table 2.1~2.3과 같이 콘크리트슬래브,

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모르타르로 이루어진 레이어로 구성되어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료별 두께 및 시공 순서를

기준·제시하여 고시하고 있다. 그 중 이러한 ‘표준바닥구조’에서 공동주택

대부분은 편리한 시공성, 낮은 공사비,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Fig.2.1의 ‘표준바닥구조-1(Table 2.1)을 채택하고 있다.17),

하지만 이러한 바닥 구조 기준은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두께 기준만이

강화되었을 뿐 근본적인 바닥구조의 형태는 오랫동안 변경 없이 건물에

적용되어 왔다. 재료적인 부분의 ‘표준바닥구조-1’은 최하 레이어에서 부터

210mm 콘크리트슬래브, 20mm 완충재, 40mm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모르타르로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축열을 담당하는

재료가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 인데, 이 재료들은 현열

16) 국토교통부. (2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9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주택건설공급과). http://www.law.go.kr/행정규칙/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

구조인정및관리기준/(2019-179,20190415)

17) 원두환, 김형건. (2008). 난방 방식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화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7(2), 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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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만을 가지고 축열성능이 낮아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 바닥의 표면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된다.18)

형식 구조
① 콘크리트

슬래브
② 완충재

③ 경량기포

콘크리트

④ 마감

모르타르

Ⅰ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20㎜ 이상 40㎜ 이상 40㎜ 이상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Ⅱ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20㎜ 이상 - 40㎜ 이상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Table 2.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585호 표준 바닥 구조-1

형식 구조
① 콘크리트

슬래브

② 경량기포

콘크리트
③ 완충재

④ 마감

모르타르

Ⅰ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40㎜ 이상 20㎜이상 40㎜ 이상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Ⅱ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 20㎜ 이상 40㎜ 이상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Table 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585호 표준 바닥 구조-2

18) 박동천, op. ci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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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조 ① 콘크리트 슬래브 ② 완충재 ③ 마감 모르타르

Ⅰ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40㎜ 이상 50㎜ 이상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

Table 2.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585호 표준 바닥 구조-3

이러한 구조의 열원은 온수가 공급되는 온수배관이며, 축열을 담당하며

재실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료인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와 최하부 레이어인 콘크리트 슬라브의 물성치는19) Table 2.4와

같다. 하지만 각 재료별 물성치는 두께와 배합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 시 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성재료 두께 (m) 열전도율 (W/mK)

모르터층 0.05 1.52

경량기포콘크리트 0.04 0.12

콘크리트 슬래브 0.18 1.63

Table 2.4 바닥 구조체 구성 레이어의 열전도율

위와 같은 요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중의 하나는 현열 구간만을 갖는

바닥 구조 내에 축열 및 방출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축열 재료 PCM (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을 이용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임재한. (2019). 온돌난방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재료배합에 따른 방열성능 평가.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2), 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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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585호 표준 바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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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CM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PCM은 원료 종류와 입자 형태에 따라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 계열과 무기화합물(Inorganic compound)

계열, 에리스리톨(Erythritol) 계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계열별에 따라 잠열 및 방출의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20) 잠열 성능이

큰 PCM은 입자의 결합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잠열 구간을 일반

물질보다 길게 변형시킨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며,21) Fig.2.2와 Fig.2.3 같이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 축열 및 방출 시간이 긴 장점을 가진다.22)

하지만, 일반적인 물질들은 상온에서 상태의 변화 없이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는 현열 구간과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의 변화만을 일으키는 잠열

구간을 가지며, 융해 및 증발에서 열저장 후 액화 및 응고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다.23)

이와 같이 대용량의 열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PCM의 특성은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저장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잠열 축열 및 방출 구간에서 긴

시간 동안 동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벽체 및 지붕, 바닥과

같은 부위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즉, PCM을 건물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상공간의 열 쾌적성을 향상시켜 재실자로 하여금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24)25)

20) Zhou, D., Zhao, C. Y., & Tian, Y. (2012). Review on thermal energy storage with

phase change materials (PCMs) in building applications. Applied Energy, 92,

593-605

21) Ibrahim N. I., Al-Sulaiman F. A., Rahman S., Yilbas B. S., & Sahin A. Z. (2017).

Heat transfer enhancement of phase change materials for thermal energy storage

applications: A critical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74.

26-50.

22) Alva G., Lin Y., Liu L., & Fang G. (2017). Synthesis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s of microencapsulated phase change materials in thermal energy storage:

A review. Energy and Buildings, 144(1), 276-294.

23) 서승직. (2003). 건축설비(제5판). 일진사

24) Aydin, D., Utlu, Z., & Kincay, O. (2015). Thermal performance analysis of a solar

energy sourced latent heat storage.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50,

12123-1225

25) Kuznik, F., Virgone, J., & Johannes, K. (2011). In-situ study of thermal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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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 재료의 현열 및 잠열에 의한 상태변화

Fig.2.3 PCM과 일반재료의 현열 및 잠열 차이

하지만 PCM의 특성상 최초의 상태는 고체 상태이지만 열을 흡수하게

되면 액체 상태로 상변화하여 물과 유사한 점성을 가지기 때문에 PCM

enhancement in a renovated building equipped with phase change material

wallboard. Renewable Energy, 36, 1458-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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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만으로는 상변화 후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상변화과정 PCM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된 컨테이너(Container)에

삽입되는 등의 사용 방법이 고찰되어야 한다.

밀폐되어 삽입된 PCM은 액화로의 상변화 과정에서 컨테이너 내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된다.26) 이 때 상승된 압력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컨테이너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제작한 컨테이너가 손상되거나 PCM이

외부로 유출되어 설계단계에서 예측했던 축열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출된 PCM이 맞닿은 구조체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흡수되어 크랙

발생 및 강도저하 등의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Fig.2.4)

Fig.2.4 PCM Packing 손상(좌)및 유출로 인한 구조체 손상(우) 모습

이와 같은 이유로 PCM을 적용하고자 하는 구조 혹은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적용 공간의 열적 환경을 고려하여 PCM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물의 난방에 PCM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간에서 필요로

26) Zukowski., M. (2007). Experimental study of short term thermal energy storage

unit based on enclosed phase change material in polyethylene film ba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48(1), 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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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온도와 PCM을 적용할 구조체의 열적 성능, 난방 공급 온도 등의

요소들을 검토하여 PCM종류를 선택하고 융해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2.3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난방

본 연구에서 제안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조는 Fig.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 mm 콘크리트 슬래브, 20 mm 완충재, 4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리고 40 mm 모르타르로 형성되어 기존의 ‘표준바닥구조-1’의

두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 20 mm 두께에

PCM이 컨테이너 형태로 삽입되며, 주위를 모르타르로 타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시스템의 기초연구를 수행한 Baek이 제안하였던27)

온수배관과 PCM 사이에 15 mm 모르타르가 삽입되는 구조와는 삽입되는

위치가 다르다. 이는 PCM의 잠열성능이 온수배관에서 마감 모르타르의

표면까지 전달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보완한 형태이다.

이 구조는 PCM이 온수파이프 하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층 전체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량기포 콘크리트 20mm 대신 PCM을

삽입하여 대체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공정이 없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물성은28) Table 2.5와 같다.

구성재료
구성

(mm)

열관류율

(W/㎡K)

열용량

(kcal/℃)

유효열용량

(kcal/℃)

경량기포 콘크리트 ALC319 0.43 50.083 25.04

Table 2.5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물성

27) 백상훈, op. cit., p.1

28) 박진우, 안병욱, 송장열. (1997).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에너지 절약효과 향상을 위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2), 7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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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상세 구조

또한, 본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총

두께 80 mm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에서 약 20 mm 정도의 두께가

제외되는 구조로, 제외된 부분은 액체 및 고체 상태에서 비교적 밀도가 큰

PCM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 재료의 밀도 상승으로 인해 중량

및 경량충격음에 대한 고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기존의 ‘표준바닥구조-1’의 재료들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바닥구조로서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공동주택에 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으로부터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한 별도의 인정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은 열원을 온수로 사용하며

공급되는 열에너지는 삽입된 PCM에 저장된다. 이는 온수공급이 중단되어도

PCM에 축열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실내의 바닥 표면을 일정한 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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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킬 수 있는 난방방식이다.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관점에서,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는 기존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운영은 Fig.2.6과 같이, 실내온도와 온수유량밸브가 결합된

컨트롤러에 의해 (+)오차범위의 최고 고온에서 온수가 중단되고

(-)오차범위의 최저 저온에서 다시 공급되는 방식으로서, 컨트롤러에 의해

사인함수의 형태로‘On/Off’과정을 반복하는 특징을 갖는다.29)

Fig.2.6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온수공급 패턴

기존 시스템의 모르타르와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현열 구간에서 열에너지를

축열 및 방출하기 때문에 (+)오차범위의 최고 고온에서 온수가 중단되었을

때 (-)오차범위의 최저 저온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 이는 설비

시스템들의‘On/Off’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닥 표면온도와

실내온도의 변동 폭이 커져 재실자의 쾌적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은 Fig.2.7의 구조에서처럼, 공급된 온수의

열에너지가 하부로 소실되기 전에 PCM에 축열되어, 온수 공급이 중단되었을

시 축열한 PCM이 열에너지를 모르타르를 통해 상부 측의 바닥 표면으로

복사 방출한다.

29) 조성환. (2005). 온수분배기의 유량조절 및 밸런싱.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34(8),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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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잠열 축열 및 방출 개념도

이는 PCM에서 일정한 온도의 열에너지를 바닥 표면에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잠열 구간 내에서 바닥의 표면온도가 온수공급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PCM의 축열 후 방출에 따른 온수의 공급 패턴은,

Fig.2.8과 같이 최초 온수공급이 시작되면서 실내 설정 온도의 (+)오차범위의

최고 고온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온수공급이 중단되면 PCM이 상부로 열을

방출하며 일정시간 동안 동일한 표면온도가 유지되고 이는 실내온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Fig.2.8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온수공급 패턴

이러한 PCM의 잠열성능으로, PCM을 적용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설정된 실내 온도 (+)오차범위로부터 (-)오차범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 및 (-)오차범위의 도달 시간은 바닥에 적용된

PCM의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PCM의 용량이 공급되는 에너지를

크게 상회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성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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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CM의 건물 적용 사례

2.3.1 국외 연구 및 기술 사례

(1) 연구 사례

Lin K.는 Fig.2.9와 같은 상안정 PCM 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저렴한 심야전기를 활용하여 PCM을 축열하고 그

열에너지를 실내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방법과 효과를

실증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하지만, 실외 조건이 바뀌거나 온열 요소

변화로 인해 난방부하 변동 생길 경우 PCM의 용량이 부족하여 실내 온도가

쾌적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내・외 온열조건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난방부하 계산과 정확한 PCM

용량의 산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30)

Lin K.는 앞선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상안정 PCM 플레이트를 주거용

건물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간에 난방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최대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함으로 그 구조는 Fig 2.10과 같이 단열재, 전기열선,

상안정 PCM 플레이트, 공기층 형성을 위한 목재 간격재, 목재합판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 구조 내부는 팬을 이용해 실내에 찬 공기를 바닥 내부

공기층으로 유도하여 열을 방출하는 PCM으로 가열하고 실내로 가열된

온풍을 공급한다.31)

30) Lin, K., Zhang, Y., Xu, X., Di, H., Yang, R., & Qin, P. (2005). Experimental study

of under-floor electric heating system with shape-stabilized PCM plates. Energy

and buildings, 73(3), 215-220.

31) Lin, K., Zhang, Y., Di, H., & Yang, R. (2007). Study of an electrical heating

system with ductless air supply and shape-stabilized PCM for thermal storage.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48(7), 20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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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상안정 PCM 플레이트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Fig.2.10 하이브리드 상안정 PCM 바닥 난방 시스템

Cheng 등은 PCM의 열전도율을 강화시킨 HCE-SSPCM(Heat Conduction

Enhanced Shape Stabilized PCM)을 기초위에 설치하고 목재로 마감 한 후

전기 열선을 연결하여 열 성능 및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HCE-SSPCM 적용 시 일반 공기조화 시스템 적용 건물 보다 약

50%의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32)

32) Cheng, W., Xie, B., Zhang, R., Xu, Z., & Xia, Y. (2015). Effect of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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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u 등은 건물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열원 공급 방식을 폴리에틸렌

전기 코일(Polyethylene electric coil: PE coil)과 모세관 전기 매트 (Capillary

electric mat)로 적용하고 축열재를 잔골재와 PCM을 각각 적용하여 실내

난방 효과를 검증하고자했다. 설치된 바닥 구조는 Fig.2.11과 같이 열원

공급원을 설치하고 축열재를 매설하였다. 실험 결과 모세관 전기 매트를

적용하였을 때 전열면적이 상대적으로 바닥 전체에 넓게 퍼져 실내 쾌적

온도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33)

Fig.2.11 축열재 종류 및 열원 공급 방식별 실험체 구조

Huang 등은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융합하여 하이브리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열 성능을 검증하였다. 해당 시스템의 구조는 PCM을 별도의 컨테이너 없이

격자형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그 사이에 삽입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바닥의

conductivities of shape stabilized PCM on under-floor heating system. Applied

energy, 144(15), 10-18.

33) Zhou, G., & Jing, He. (2015). Thermal performance of a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with different heat storage materials and heating pipes. Applied Energy,

138(15), 6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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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34)

이 외에도, Barzin 및 佐藤 등 PCM을 바닥 구조에 융합하기 위한 복사

난방 구조 형태를 제안하고, 실내 온도 및 바닥의 표면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PCM이 적용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앞서 나열한 시스템들과 바닥 구조가

유사하며 비슷한 양상의 열 성능을 발휘하였다.35)36)

(2) 기술보급 사례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의 난방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실내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축열체를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바닥 난방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 국가에서 관련 연구와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대부분의 시스템은 열원을 전기로

이용하거나 건식 공법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M’사는 PCM의 잠열을 이용하여 새로운 타입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에 이를 보급하고 있으며, 그 중 건식

공법은 Fig.2.12와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 위 단열재에 목재 시트 두장과

간격재로 일정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 안에 PCM을 설치하는 건식공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때 PCM이 열을 축열하고 그 열이 대류에 의해

바닥의 표면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된 PCM 사이에 전기 케이블을 넣어

열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큰 규모의 사무실건물에 보급되고 있으며,

대용량의 PCM을 삽입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한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 성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34) Huang, K., Feng, G., & Zhang, J. (2014).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y on

phase change material floor in solar water heating system with a new design. Solar

Energy, 105, 126-138.

35) Reza, B., John, J. J. C., Brent, R. Y., & Farid, M. M. (2015). Application of PCM

underfloor heating in combination with PCM wallboards for space heating using

price based control system. Applied energy, 148(15), 39-48.

36) 佐藤, 友紀., 尾崎, 明仁., 中村, 哲己., 林, 禎彦., & 石黒, 成紀. (2012).

潜熱蓄熱内装建材による暖房負荷の削減効果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環境系論文集,

77(678), 6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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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공법은 Fig.2.13과 같이 기존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응용하였는데,

콘크리트 기초 위 50 mm 단열재 설치 후 PCM과 전기 열선을 삽입하고 그

위에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목재 마감하였다. PCM은 알루미늄 박막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 내부식성 및 열전도율을 확보했다.37)

‘M’사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구조적 측면에서 국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열원을 전기 코일로 이용하였고

층간소음에 대한 두께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국내와는 차이를 보인다.

Fig.2.12 ‘M’사의 건식공법 PCM 바닥 복사난방 구조

37) Mitsubishi Ltd. (2019). 潜熱蓄熱式電気床暖房システム. 
http://www.mitsubishi-cable.co.jp/ja/products/field/ecolog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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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3 ‘M’사의 습식공법 PCM 바닥 복사난방 구조

‘N’사 또한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건물의 종류와 바닥 구조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열원을 이용하지 않고 바닥 구조에

적용된 PCM만을 이용하는 Passive 시스템과 바닥 구조에 적용된 PCM과

열원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Active 시스템을 주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다.38)

Passive 시스템은 Fig.2.14와 같이 태양 일사만을 이용하여 열을 축열하고

저장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야간에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구조는

2장의 목재 시트를 설치하고 간격재를 이용해 공간을 형성하여 PCM과

단열재를 삽입하는 구조이다. 핵심 기술은 PCM을 최상부 레이어인 바닥

마감재의 바로 아래에 설치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부와 측면에

단열재 혹은 목재 시트를 설치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사를 획득한 야간 시간대에 실내를 일정 온도로 유지한다.

Active 시스템은 Fig.2.15 같이 습식공법 바닥에 전기 코일을 이용해 야간에

PCM을 축열하고, 이를 통해 주간에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주거용 및 사무실 건물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고 바닥 표면온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전기 코일 위에 알루미늄 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38) Negishi Ltd. (2019). 潛熱蓄熱材. http://www.negishi-nhm.com/html/pc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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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4 ‘N’사의 Passive PCM 바닥 복사난방 구조

Fig.2.15 ‘N’사의 Active PCM 바닥 복사난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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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와 함께 비슷한 공법으로는, 영국의 ‘P’사에서 태양열 시스템과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39) 해당 시스템은 Fig.2.16과 같이 태양열을 통해 고온의 온수를 축열조에

저장하고 이를 열교환기 및 펌프를 통해 바닥 난방을 수행하며 때 바닥에

적용된 PCM은 공급된 열을 통해 축열하며 난방 하는 방식이다. 특징으로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튜브(Polyethylene Tube) 형태의 컨테이너에 PCM이

삽입되며, 바닥 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PCM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단순한 구조형태이다.

Fig.2.16 ‘P’사의 태양열 PCM 바닥 복사난방 구조

39) PCM Products Ltd. (2019). PlusICE. 
http://www.pcmproducts.net/Phase-Change-Material-Solu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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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과 같이, 국외에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대부분 건식공법에 적용하여 열원을 전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하는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몇몇 연구에서 콘크리트 기반의 습식공법으로

바닥을 형성하거나 열원을 온수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층간 소음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거나 두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년도 바닥공법 열원공급방식 적용건물

선행

연구

Lin K. et al.

2004 건식 전기 주거용

2004 건식 전기 사무실

Jin X. et al. 2011 습식 온수/냉수 겸용 주거용

Huang K. et al. 2014 습식 태양열 주거용

Cheng W. et al. 2015 건식 전기 주거용

Zhou G. et al. 2015 건식 전기 주거용

Barzin R. et al. 2015 건식 전기 주거용

佐藤 友紀 et al. 2012 건식 전기 주거용

보급

기술

‘M’사

2017 습식 전기 주거용/사무실

2017 건식 전기 주거용/사무실

‘N’사

2017 건식 일사 취득 주거용

2017 습식 전기 주거용

‘P’사 2017 건식 태양열 주거용/사무실

Table 2.6 국외 PCM 적용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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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내 연구 및 기술 사례

국내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들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조합, 난방 운영 방식에 따른 실내 쾌적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고착화되어버린 바닥 구조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이는 열 성능 향상 및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들이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하거나 바닥 구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르타르나

경량기포 콘크리트 등을 구조적 고찰하고 PCM의 잠열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효율 향상 및 열적 성능 향상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1) 연구 사례

Odontuya Enkhbold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PCM을 혼합하여

마이크로캡슐 형태의 PCM이 경량기포 콘크리트 내의 공극률을 감소시키고

열전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40) 정수광 등은

목질바닥재를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바닥재와 모르타르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에 PCM을 혼합하여 난방기에 바닥 표면의 복사량

증가하여 열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41)

특히, 손성곤 등은 골조 구조물의 바닥에 이용되는 상하부 패널 사이에

PCM을 삽입하여 친환경적인 구조 재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iFLASH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낮은 비중을 가진 PCM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중이 감소하고 슬래브의 휨강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Fig.2.17과 같이,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다는 간편성과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 볼 수 있다.42)

40) Odontuya Enkhbold. (2015). 상변위 물질을 활용한 선 기포 방식 경량콘크리트의 기

계적 및 열적 성능.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41) 정수광, 전지수, 서정기, 신유정, 김수민. (2011). 목질바닥재 적용을 위한

Microencapsulated PCM의 성능평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3-136.

42) 손성곤, 박민재, 류재호, 주영규. (2016). 기후변화를 고려한 PCM 충전 강판 합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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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7 iFLASH 패널 시공 모습 및 설치 개념도

김보현 등은 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단열 콘크리트를 개발하기 위해

PCM을 함침한 경량골재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열전도율

특성을 측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기초 실험을 진행하였다.43) 이러한 연구를

배경으로 이성현 등은 PCM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실제 바닥 모듈로 제작하여

기존 시스템에 대비하여 PCM 모르타르의 축열 성능을 분석하였다. 일반

모르타르를 타설한 바닥 구조의 표면온도는 열 공급이 중단되면 빠르게 온도가

낮아지는 반면, PCM을 혼합한 모르타르의 바닥 표면은 축열된 PCM의 열로

인해 표면온도의 저감 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44)

또한, PCM과 모르타르 혼합 시, 재료의 종류 및 혼합비에 따른 열전도율과

축열성능 및 경제성을 평가해 정량적 결과로 제시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45)46)47)48)

iFLASH 시스템의 현장 적용. 복합신소재학회 학술기사, 7(4), 53-58.

43) 김보현, 이한승, (2011). PCM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적성능에 관한 연구. 한

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3(4), 521-528.

44) 이성현, 강승민, 송명신, 위준우, 장성훈, 김광기. (2014). PCM재를 적용한 온돌 난방

마감 모르타르의 축열 특성.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29-430.

45) 윤다애, 정권영, 정석준, & 윤현도. (2017). PCM 혼입률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의 축

열 특성.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1), 911-912.

46) 김유진. (2011). PCM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적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47) 정유건. (2013). 제조형태가 다른 상변화물질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성에 관

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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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규영 등은 건축물 주요 구조체에 PCM의 잠열 성능을 이용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되었다. Fig.2.18과 같이,

공동주택 발코니 공간에 Passive 시스템중 하나인 Mass wall, Water wall,

Trombe wall을 적용하고 PCM을 부착하였다. 그 후 냉방기에 일사의

직접획득이 절감되는 양상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PCM을

적용하였을 경우 최고 82 %까지 일사 직접획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9)

Fig.2.18 PCM 적용 Mass wall, Water wall, Trombe wall 축소모형

(2) 기술보급 사례

김규호는 건식공법으로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며 PCM의 높은 축열 밀도를 통해 저렴한 에너지

사용과 우수한 친환경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PCM을 상하부 마감재

사이에 이중으로 삽입하고 전기 패널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0)

48) 김보현. (2012). PCM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열적 성능 및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49) 이규영, 류리, 서장후, 김용성. (2014).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PCM적용 축열벽 시스

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6(6), 247-256.

50) 김규호. (2009). 등록특허 10-0931005: 상전이물질을 이용한 건축용 난방패널.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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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훈 등은 노후 건축물의 기존 바닥 마감재를 제거하고 마감 모르타르

상부에 케이스화된 상변화물질을 설치하여 축열성능을 높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용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을 개발하였다.(Fig.2.19)51)

Fig.2.19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용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구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축열 바닥재의 제조 방법을

개발하였다. 고분자 가교화법을 통해 상변화물질을 저장하고 축열되는 열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지정 위치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변화 온도범위에서

난방열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52)

주식회사 이즈원산업은 온수난방을 사용하는 건물 바닥 마감재에 PCM을

적용해 축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의 소비 없이 난방이 가능한 목질계

축열 바닥재를 개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단위 모듈로 제작된 바닥 마감재

하부에 원형 PCM 파이프를 삽입하여 바닥 마감재와 일체화시켰다. 시공

시에는 일체화된 PCM 바닥 마감재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53)

국특허청.

51) 백상훈, 김상철, 최아영. (2019). 등록특허 10-1980296: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용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 대한민국특허청.

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8). 등록특허 10-0844942: 축열 바닥재 및 그 제조 방법.

대한민국특허청.

53) 주식회사 이즈원산업. (2016). 공개특허 10-2016-0011996: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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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와 같이, 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국외와 다르게 대부분 습식공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고려한 기술과 연구들이 몇몇 수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바닥 복사 난방 구조의 시스템적 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보다는 재료적 측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물 구조체중 벽, 지붕, 창문과 같은 바닥 외 요소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연도 바닥공법 열원공급방식

바닥 충격음

차 단 구 조

적용 유무

선행

연구

김유진 2011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정수광 외 2011 건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김보현 외 2011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김보현 2012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정유건 2013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이성현 외 2014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Odontuya Enkhbold 2015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손성곤 외 2016 건식 관련없음 고려함

윤다애 외 2017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보급

기술

김규호 2009 건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주식회사 이즈원산업 2016 습식 온수 고려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8 습식 관련없음 관련없음

백상훈 외 2019 습식 온수 고려함

Table 2.7 국내 PCM 적용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개발 현황

재. 대한민국특허청.



- 32 -

2.4 소 결

국내에서 바닥 복사난방구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온수 최적 제어 방법론

등을 위주로 진행되었을 뿐 열성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 외 건물의 구조체에 재료적

측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및 연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PCM을 활용한 온수배관, 단열재, 벽지, 창 등 구조물과 부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또한 몇몇 소개되고 있다.

국외의 연구 사례 중 바닥 구조의 축열성능을 향상시켜 열원 공급 없이

실내 난방을 수행하거나 난방 시 에너지 절감 및 쾌적 범위 유지 등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이 다수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 건물에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이러한 사정과 대조적으로 국내의 상황은 PCM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적용을 위한 기술이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

상용화를 위한 개발 사례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일부 연구에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바닥 구조에 마이크로캡슐

형태의 PCM을 혼합하여 축열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바닥 구조 재료들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매우

적은 양의 PCM이 혼합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난방 시 방출되는

대용량의 열에너지를 구조체에 축열 할 수 없으며 이는 높은 온도로 긴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국내의 바닥 난방에 PC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PCM을 적용해야 하며 타 재료들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상변화를 수행하는 공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바닥 두께에 대한 기준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국외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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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들과 개발된 기술들은 국내의 바닥 구조에 맞지 않으며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 및 개발 기술 사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바닥 구조의 두께 기준과 온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구조체의 축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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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ock-up 구축 및 PCM 용량산정

3.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성능 비교·검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를 준용한 Mock-up을

구축하였으며, 실험 전 실 조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되는

온수배관의 온수 온도와 마감 모르타르 표면온도, 실내 1200 mm 지점의

공기 온도를 비교하였다. 삽입될 PCM의 융해온도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용량은 각 재료의 열전도율 및 열저항 값을 수학적 수식에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PCM 적용 시 앞서 이론고찰에서 언급한 상변화 과정에서의 누출을

고려하여 박막 알루미늄에 Packing하였다.

3.2 Mock-up 구축 및 안정성 검증

제안한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성능 비교·검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를 준용한 Mock-up을 구축하였다.

Mock-up은 총 세 개의 실로 구획하였으며, 각 실은 표준바닥구조1에 기준을

두었다. 실1은 일반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실2는 배관 하부 PCM 적용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실3은 배관 측면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각 실 바닥면적은 3.6㎡, 실 체적은 10.6㎥로 성인 남성 1인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크기로 구축하였다. 실의 각 벽면은 200mm의

단열층을 두어 외부와의 열적 교류가 없도록 하였으며 실내에 설치된

실험실이기에 외부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Mock-up의 조감도는 다음의

Fig.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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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Mock-up 3D 모습

본 장에서 구축된 Mock-up은 바닥 구조에 PCM을 적용하기 전 실험

조건의 평준화를 위해 예비 가동을 통한 안정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실은

PCM이 삽입되지 않은 상태의 표준바닥구조-1로 구축되어 있으며 실내에

구축하여 외기에 인한 영향은 모두 동일하다. 조건 안정성 확인을 위한 각

실 센서의 위치는 Table 3.1과 같다.

각 실 온도 센서 위치

온수배관 상부 마감 모르타르 표면 실내 중앙 바닥으로부터 1200mm

각 실 센서 위치 동일

Table 3.1 Mock-up 안정성 확인을 위한 온도 센서 측정 위치

Mock-up 안정성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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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이 가동 중인 온수배관 온도는 실1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으며

실3이 가장 낮았다. 또한, Fig.3.2와 같이 각 실의 최저, 최고 온도차 평균은

0.46 ℃로 나타났으며, 난방이 중지된 후에는 0.49 ℃ 로 난방 가동 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감 모르타르의 경우 Fig.3.3과 같이 난방 가동 중 실3이 가장 높았으며

실2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최고, 최저 온도차 평균은 0.47 ℃로

나타났으며, 난방이 중지된 후에는 0.55 ℃로 나타났다.

실 중앙 1200 mm 지점은 난방 가동 중 실 2가 가장 높았고 실1이 가장

낮았다. 최고, 최저 온도차 평균이 0.15 ℃로 온수배관 및 마감 모르타르

보다 작게 온도차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난방이 중지된 후에도 0.34

℃로 가장 작은 온도차를 보였다.(Fig.3.4)

센서 위치별 그래프 분석 결과 온도의 상승과 하락 추이가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1 ℃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각 실의

실험 조건은 평준화를 이루었으며 추후 실험 진행을 위한 Mock-up의 열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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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 Mock-up 안정성 평가를 위한 각 실 온수배관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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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 Mock-up 안정성 평가를 위한 각 실 마감 모르타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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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 Mock-up 안정성 평가를 위한 각 실 중앙 1200mm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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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 PCM 선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PCM은 ‘R사’의54) n-Paraffin 계열, 융해온도 44 ℃

PCM을 사용하였으며, 삽입될 PCM의 융해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실내온도와

바닥 표면온도의 쾌적 온도 범위를 도출하고 수학적 수식을 이용하여 쾌적

범위를 유지 할 수 있는 PCM 융해온도를 산출하였다, 바닥에서 실내로 열이

전달되기 위해 PCM의 온도는 실내 설정온도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하며,

수학적 계산을 위해 고려된 온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에 제시된 공동주택 항목 20~22 ℃

범위를 참고하였다.55) 또한, 공동주택 난방 시 바닥 표면온도 변화에 따른

거주자 쾌적도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분석된 선행연구 결과인 28~30 ℃를

참고하였다.56)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 쾌적 온도 조건과 선행연구를 통한 바닥 쾌적 표면

온도 조건을 고려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융해 온도대별 표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표본은 PCM 열저장 특성을 파악한 후 축소모형 실험을 통한

온도 변화 패턴 분석을 통해 그 표본의 범위를 단일화하였다. 선정 과정의

자세한 계산식과 축소모형 실험은 앞서 본 연구를 진행한 Back57)의

선행연구 논문을 인용하였다.

각 쾌적 온도 조건을 고려한 수학적 수식을 통해 계산된 적용 가능 융해온

도 범위는 34 ℃, 41 ℃, 44 ℃로 도출되었으며, 각 온도대별 PCM의 열저장

특성을 파악 후 축열성능 검증을 위한 축소모형 실험 결과 44 ℃가 난방 설

정온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재가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54) Rubitherm Ltd. (2019). Home Product PCMRT-LINE.

http://www.rubitherm.eu/en/index.php/productcategory/organische-pcm-rt

55) 국토교통부. (2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녹색

건축과), http://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881,20171228)

56) 田村 明弘, 윤정숙, 深井 一夫, 정유선. (1999). 바닥난방 온열환경조건에 따른 남녀의

열적반응 비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27(5), 127-134.

57) 백상훈, op. cit., p.1



- 41 -

3.4 PCM 용량산정 및 Packing 제작

PCM은 상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누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PCM 용기는 모르타르와의

접착성, 내부식성, 높은 열전도율이 뛰어난 박막 알루미늄을 선정하였으며

부피감소를 위해 진공포장을 통한 완전 밀봉하였다. 박막 알루미늄의 두께는

0.05mm로 바닥 구조의 총 두께와 PCM으로의 열전도 및 PCM의 열 방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58) 박막 알루미늄에 대한 성능은 Table 3.2에

나타내었다.

성분 함유량(%)

Aluminium 99.35

Silicon (Si) 0.65

Iron (Fe)

Copper (Cu) 0.05

Manganese (Mn) 0.05

Magnesium (Mg) 0.05

Zinc (Zn) 0.10

Titanium (Ti) 0.03

특성

성상 고체

색상 은백색-회색

녹는점/어는점 660 ℃

끓는점 2327 ℃

증기압 1mmHg(1284 ℃)

용해도 불용성

자연발화온도 590 ℃

밀도 2810 kg/㎥

열전도율 134 W /m/K

열팽창계수 23.5  /m/k

Table 3.2 박막 알루미늄의 성분 및 특성

58) ㈜동일팩. (2019). 물질안전보건자료. http://dongilpack.co.kr/html/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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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의 노즐식진공포장기를 이용하여59)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200℃ 이상의 이중열선을 통해 입구를 진공포장으로 밀봉시켰다.(Fig.3.5)

PCM이 Packing된 최종 모습은 Fig.3.6과 같으며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Fig.3.5 PCM Packing에 사용된 노즐식진공포장기

Fig.3.6 바닥 구조에 삽입된 진공포장 PCM Pack

59) ㈜인트라이즈. (2019). 모델 : AZ-450-E 탁상형 노즐식 진공포장기.

http://www.airzero.co.kr/php/board.php?board=product&config=1&category=1&comman

d=body&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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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알루미늄 Pack에 담긴 PCM의 용량은 온수배관으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을 계산하였다. 보일러 가동 시간은 재실자 활동을 가정한 간헐적

난방 스케줄에 따라 8시간 가동하였으며, 배관온도, PCM온도, 축열 시간, PCM

축열량을 고려하였다. PCM의 축열량은 제조사에서 제공 된 ‘시험성적서’ Table

3.4에 근거하여 70 Wh/kg으로 적용하였다. PCM 용량 산출 계산에 사용된

요소의 값은 Table 3.3에 나타내었다.

PCM

온도

온수

온도

몰탈

두께

몰탈

열전도율
온수배관

열전달

표면적

열원

가동시간

(℃) (℃) (m) (W/m・℃) 길이(m) 폭(m) (㎡) (h)

44 60 0.015 0.72 11 0.02 0.22 8

Table 3.3 PCM 용량 산출 계산 요소

융해온도 열저장 용량 비열 밀도 열전도율 체적팽창율

(℃) (Wh/kg) (Wh/kg・℃) (kg/m3) (W/m・℃) (%)

37 45 0.41 860 0.2 12.5

41 48 0.41 880 0.2 12.5

44 70 0.41 800 0.2 12.5

Table 3.4 PCM 제조사에서 제공된 융해 온도별 성능

정확한 용량 산출을 위해 온수배관이 모르타르의 열 저항을 거친 후

직접적으로 PCM에 영향을 주는 열전달 표면적을 계산하였다.

온수배관에서 PCM으로의 열전달은 구조상 모르타르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모르타르의 열 저항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열 저항을 의미하는

의  ,  , 는 각각 모르타르 두께(m), 모르타르의

재료적 열전도율(W/m・℃), 열전달 면적(m2)을 나타낸다.
면적을 구하는 는 열원인 온수가 공급되는 배관길이와 폭을 통해

값을 도출하였으며, 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Baek이 계산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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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60)

 ⋅


                     (1) 

식 (2)는 온수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열량(W)이 PCM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열량을 Q로 나타내었다.

는 온수배관의 온도(℃)이며, 은 PCM의 온도(℃)를, 는 식

(1)에서 설명한 모르타르의 열 저항(℃/W)을 나타낸다. 온수배관의 온도는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서 열 저항을 거쳐 바닥 표면온도가

쾌적범위에서 유지되는 온도인 60 ℃로 설정하였으며, PCM 온도는 융해

온도인 44 ℃로 설정하였다.

 

  
                         (2) 

식 (3)을 통해 온수배관에서 PCM으로 공급되는 열량 Q와 열원 가동

시간( )을 이용하여 PCM에 투입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 ≤                           (3)

이를 통해 도출된 PCM의 총 열량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의

PCM 축열 용량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였다. 이 때 PCM 44 ℃ 1kg의

한시간당 축열량은 70 Wh/kg이다. 이를 상기의 수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인

온수배관으로부터 축열되는 PCM의 열량은 168.96 W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난방 8시간 동안 온수배관의 열을 축열 할 수 있는 PCM의 최적 용량은

19.31 kg으로 실험의 용이성을 위해 각 실 20 kg으로 적용하였다.

60) 백상훈, op. ci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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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본 장에서는 제안된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변수 적용을 위한

Mock-up을 구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

구조(콘크리트 슬라브 210 mm, 단열재 2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 mm,

온수배관 및 마감모르타르 40 mm)에 삽입될 PCM의 용량을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축된 Mock-up은 각 실이 외부와 열적 교류가 없도록 구축되었으며,

안정성 실험 결과 난방 시와 난방 중지 후에도 3개 실 모두 최저, 최고

온도차 평균 0.5 ℃ 이내로 큰 차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PCM 융해온도는 수학적 수식을 34 ℃, 41 ℃, 44 ℃로 도출되었으며,

PCM의 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44 ℃가 난방 설정온도 조건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게 나타나 ‘R사’ n-Paraffin 계열의 융해온도 44 ℃

PCM을 선정하였다.

또한, 삽입될 PCM의 용량은 융해온도 44 ℃ PCM의 1시간 축열량 70

Wh/kg 값을 적용하여 난방 8시간 동안 온수배관으로부터 PCM이 축열 할

수 있는 용량 20 kg을 산출하였다.

(3) 상변화 과정에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PCM Pack으로 모르타르와의

접착성, 내부식성, 높은 열전도율이 뛰어난 박막 알루미늄을 선정하였다.

두께는 0.05mm로 바닥 구조의 총 두께와 PCM으로의 열전도 및 PCM의 열

방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공포장을 하여 완전 밀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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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ock-up Test

4.1 개요

본 장에서는 제안된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축열성능 확인을 위해

Mock-up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진행 시 난방은 실험 스케줄에 맞춰

수동으로 가동 및 정지를 반복 진행 하였다.

재실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가정하여 난방 가동 스케줄을 적용하였다. 이때

온수 공급온도는 60℃로 설정하였으며 난방가동 중지 후 8시간 동안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세부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성능

실1 : PCM을 삽입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존 바닥 복사 난방 구조

실2 : 기존 바닥 복사난방 구조 온수배관 하부에 PCM 삽입.

실3 : 기존 바닥 복사난방 구조 온수배관 측면과 하부에 이중으로 삽입.

(2)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에 PCM 삽입후 축열성능 실험

(1)의 실험결과에 따라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의 위치에 따라

축열성능이 양호한 조건을 선정하여 18시부터 취침 1시간 전인 23시까지

난방을 가동하고 4시간 후 취침시간인 3시부터 6시까지 8시간(2회)의 난방을

반복가동한 후 12시간 동안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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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규격 2.2m x 2m x 2.4m

실 체적 10.6㎥

총 바닥면적 10.8㎡ (각 실 3.6㎡)

외부 조건 각 실 모두 동일 (실내 Mock-up 조성)

실 구성

실1 : 기존 바닥 복사 난방 구조

실2 : 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RT44)

실3 : 온수배관 하부 및 측면 PCM 삽입 (RT44)

Table 4.1 구축된 Mock-up 개요

각 실 온도 센서 위치

실1
온수배관

상부

마감 모르타르

최상부
실내 중앙 바닥으로부터 1200mm

실2 온수배관

상부

마감 모르타르

최상부

PCM Packing

상부

실내 중앙

바닥으로부터 1200mm실3

· 온수배관 상부 – 모르타르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 PCM Packing 상부 – PCM 상변화 과정 및 방출 패턴 확인

· 마감 모르타르 최상부 – 온수배관의 열이 복사되어 방출되는 것을 확인

· 실 중앙 바닥으로부터 1200mm 지점 – 각 실 실내 온도 변화 확인

Table 4.2 Mock-up 각 실 온도 센서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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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의 온도센서 측정 위치는 Table 4.2와 Fig. 4.2와 같다. 즉, 실2는

PCM이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되었다. 이는 온수배관에서 하부의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방사되는 폐열을 축열함이 목적이다. 실3은 온수배관 측면과

하부에 이중으로 삽입하였다. 이는 상부의 마감 모르타르로 방사되는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온수배관 측면과 하부에서 방출되는 열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실의 온도측정의 정밀함을 위해 각각의 바닥면을 4면으로

구획하였으며, 각 센서는 외기에 노출되었을 시 0.02℃ 내에서의 온도 변화를

확인 후 설치하였다.

이때 사용된 온도측정 센서는 T-type 열전대(T0.32-Y-W-15)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데이터 수집 장치는 Graphtec사 Portable Data Logger

GL820을 사용하여 1분 단위 데이터를 취득 하였다. 또한 온습도 측정 시

최대 100 ms 단위의 고속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100m 단위로 데이터 수집

시 89일 동안 수집이 가능하다(Fig.4.3).61)62)

Fig.4.1 데이터 측정 및 수집 장비

61) UWINTEC. (2019). 와이어타입 써모커플 온도센서.

www.uwintec.com/sub1/Wire%20Type%20Thermocouple%20Temperature%20Sensor.html

62) UWINTEC. (2019). GL820 Protable Data Logger.

www.uwintec.com/sub1/Portable%20Data%20Logger%20GL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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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 각 실의 구조 단면 및 센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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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ock-up Test 결과

4.2.1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성능 확인

온도 측정 위치는 온수배관, PCM 상부, 마감 모르타르, 실 중앙 1200mm에

설치하였다.

(1) 온수배관 온도

각 실 열원을 동시에 같은 양의 에너지로 공급하였을 시 온수배관의

온도분포에 대한 상세 그래프는 다음의 Fig.4.3와 같다. 설정된 공급온수

온도 60 ℃까지 도달하였으며, 설정온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재가동

순환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Fig.4.4, Table 4.3, Table 4.4).

측정결과 실1이 설정 온수온도 60 ℃에 가장 먼저 도달하였고 온도차는

실2는 0.3 ℃ 실3은 2.4 ℃ 낮은 온도를 보였다(Table 4.5). 이와 같은 결과는

실2와 실3에 삽입된 PCM으로 인한 온도상승지연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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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 각 실 온수배관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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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 각 실 난방 시 온수배관 상세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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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1 (℃) 실2 (℃) 실3 (℃)

22:18 61.28 60.96 58.91

22:43 60.48 59.94 57.88

23:10 60.35 59.84 57.84

23:39 60.93 60.66 60.11

0:08 60.33 59.96 57.92

0:39 61.75 61.48 59.52

1:10 60.48 60.06 58.04

1:42 60.60 60.20 58.18

2:15 61.83 61.58 59.80

2:48 61.30 60.88 58.77

3:22 61.98 61.64 59.43

3:56 61.98 61.58 59.44

4:31 61.28 61.04 60.78

5:06 61.53 61.24 60.41

5:41 60.78 60.40 58.35

6:17 61.98 61.48 59.25

6:54 61.55 61.36 60.47

7:30 61.68 61.18 59.28

8:07 61.28 60.94 61.19

8:44 61.65 61.32 60.71

9:21 61.95 61.66 60.46

9:58 60.78 60.36 58.56

평균 61.26 60.90 59.33

Table 4.3 각 실의 난방가동시간에

따른 온수온도

시간 실1 (℃) 실2 (℃) 실3 (℃)

22:40 45.98 45.78 45.76

23:07 46.30 46.12 46.07

23:35 46.63 46.48 46.41

0:05 46.63 46.48 46.35

0:35 46.93 46.82 46.66

1:07 46.80 46.70 46.54

1:39 46.90 46.66 46.71

2:12 48.18 47.78 46.55

2:45 46.93 46.74 46.67

3:19 47.40 46.98 46.66

3:53 47.35 47.02 46.80

4:27 47.30 47.06 46.68

5:02 47.28 47.08 46.70

5:38 47.15 46.96 46.92

6:14 47.20 47.02 46.88

6:50 47.25 47.06 46.92

7:27 47.18 46.96 46.95

8:03 47.38 47.12 47.35

8:40 47.40 47.22 47.31

9:17 47.50 47.30 47.45

9:55 47.28 47.08 47.26

평균 47.09 46.88 46.74

Table 4.4 각 실의 난방재공급에

따른 온수온도

온수공급 중단 후 온수배관의 온도 분포 분석 결과 Table 3.8과 같이 PCM

융해 온도인 44 ℃ 이하에 근접 할 때 온수 공급시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던 실1의 배관온도가 약 44분 후 PCM을 삽입한 실2와 3 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관온도의 각 실 설정 온도 도달 시간 패턴은

실2가 가장 높았으며 실3이 그 뒤를 이었고 실1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온수 공급 중단 7시간 30분 후 온도가 가장 높은 실2와 가장 낮은 실1의

온도 차이는 약 2.18 ℃의 차이를 보였다.



- 54 -

이는 축열된 PCM이 44 ℃에서 지속적인 열을 방출하며 온수배관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 실1 (℃) 실2 (℃) 실3 (℃)
최고, 최저

온도차 (℃)

10:00 60.80 60.75 60.45 0.350

10:30 47.48 47.40 47.39 0.085

11:00 40.95 41.86 41.45 0.910

11:30 38.20 39.80 38.70 1.600

12:00 36.40 38.38 36.98 1.980

12:30 35.18 37.08 35.67 1.905

13:00 34.28 36.00 34.53 1.725

13:30 33.55 35.10 33.65 1.550

14:00 32.88 34.32 33.08 1.445

14:30 32.28 33.86 32.56 1.585

15:00 31.70 33.48 32.19 1.780

15:30 31.25 33.12 31.86 1.870

16:00 30.75 32.76 31.54 2.010

16:30 30.30 32.40 31.22 2.100

17:00 30.03 32.14 30.92 2.115

17:30 29.70 31.88 30.62 2.180

18:00 29.48 31.64 30.34 2.165

평균 35.60 37.17 36.07 1.61

Table 4.5 온수 공급 중단 후 온수배관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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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M 상부 온도변화

각 실 열원을 동시에 같은 양의 에너지로 공급하였을 때 PCM 상부의

온도분포에 대한 상세 그래프는 다음의 Fig.4.5와 같다. 즉, 난방가동시 실2와

실3의 온도차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평균 차 0.27℃). 그러나, 난방 중단

8시간 후에는 1.09 ℃의 온도차로 실2가 높은분포를 보였다(Table 4.6). 이는

PCM의 설치 위치로 실3인 경우 온수배관하부와 측면으로 분산되어

축열성능도 분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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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 각 실 삽입된 PCM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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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2 (℃) 실3 (℃) 온도차 (℃)

10:00 39.60 39.33 0.27

10:30 39.48 39.26 0.22

11:00 39.14 38.80 0.34

11:30 38.64 38.32 0.32

12:00 38.24 37.61 0.63

12:30 37.62 36.91 0.71

13:00 36.94 36.19 0.75

13:30 36.16 35.34 0.82

14:00 35.62 34.84 0.78

14:30 35.16 34.34 0.82

15:00 34.73 33.84 0.89

15:30 34.29 33.48 0.81

16:00 33.95 33.11 0.84

16:30 33.49 32.61 0.88

17:00 32.99 32.11 0.88

17:30 32.63 31.67 0.96

18:00 32.19 31.10 1.09

평균 35.93 35.23 0.71

Table 4.6 온수 공급 중단 후 PCM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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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감 모르타르 온도

각 실 열원을 동시에 같은 양의 에너지로 공급하였을 때 마감 모르타르

온도분포에 대한 상세 그래프는 다음의 Fig.4.6과 같다.

열원 공급 중 실2가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열원 공급이 중단된

후에도 실2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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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 각 실 마감 모르타르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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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과 Table 4.8에서 알 수 있듯이 실2와 실3를 비교한 결과 실2인

PCM을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한 실이 난방중단시 가장 온도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PCM의 설치 위치가 실2인 경우 온수배관하부에 설치되어

축열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 실1 (℃) 실2 (℃) 실3 (℃)
최고, 최저

온도차 (℃)

22:00 23.33 23.38 23.52 0.05

22:30 23.78 23.75 24.02 0.27

23:00 25.28 25.53 25.31 0.25

23:30 26.50 26.93 26.35 0.58

0:00 27.55 28.05 27.27 0.78

0:30 28.43 28.98 28.02 0.95

1:00 29.23 29.78 28.73 1.05

1:30 29.90 30.43 29.36 1.07

2:00 30.43 30.98 29.98 0.99

2:30 30.90 31.43 30.42 1.01

3:00 31.33 31.85 30.82 1.03

3:30 31.65 32.20 31.18 1.03

4:00 31.95 32.60 31.52 1.08

4:30 32.30 32.93 31.80 1.13

5:00 32.53 33.15 32.14 1.01

5:30 32.75 33.48 32.37 1.11

6:00 33.00 33.65 32.63 1.02

6:30 33.15 33.88 32.79 1.09

7:00 33.28 34.00 32.96 1.05

8:00 33.63 34.40 33.32 1.08

8:30 33.75 34.53 33.50 1.02

9:00 33.85 34.68 33.64 1.04

9:30 33.93 34.75 33.73 1.03

10:00 33.98 34.88 33.80 1.08

평균 31.33 31.96 30.98 0.98

Table 4.7 온수 공급 중 마감모르타르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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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1 (℃) 실2 (℃) 실3 (℃)
최고, 최저

온도차 (℃)

10:00 33.98 34.88 33.80 1.08

10:30 34.13 35.05 33.95 1.11

11:00 33.83 34.73 33.63 1.10

11:30 33.35 34.28 33.34 0.93

12:00 32.88 33.85 33.13 0.98

12:30 32.30 33.35 32.52 1.05

13:00 31.80 32.88 31.99 1.07

13:30 31.28 32.40 31.59 1.13

14:00 30.78 31.98 31.04 1.20

14:30 30.38 31.60 30.74 1.23

15:00 29.98 31.25 30.31 1.28

15:30 29.63 30.90 30.03 1.28

16:00 29.25 30.60 29.73 1.35

16:30 28.98 30.33 29.49 1.35

17:00 28.68 30.03 29.18 1.35

17:30 28.45 29.88 29.09 1.43

18:00 28.23 29.65 28.86 1.43

평균 31.05 32.21 31.32 1.20

Table 4.8 온수 공급 중단 후 마감 모르타르 온도변화



- 62 -

(4) 실 중앙 1200mm 높이 공기온도

온수 공급 중단 후 각 실 중앙 1200mm 높이의 상세한 공기온도 분포도는

다음의 Fig.4.7과 같다.

실내 공기온도 분포에서 난방 중지 후에 PCM을 삽입하지 않은 실1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되고 있었고 특히 실2(PCM의 온수배관 하부 위치)에서

가장 완만하게 하강되고 있었다(Table 4.9).

시간 실1 (℃) 실2 (℃) 실3 (℃)
최고, 최저

온도차 (℃)

10:00 29.50 29.70 28.95 0.75

10:30 29.50 29.80 28.98 0.82

11:00 29.50 29.80 29.07 0.73

11:30 29.40 29.90 29.12 0.78

12:00 29.20 29.70 28.96 0.74

12:30 29.10 29.60 28.94 0.66

13:00 28.80 29.40 28.65 0.75

13:30 28.70 29.30 28.55 0.75

14:00 28.50 29.10 28.34 0.76

14:30 28.30 29.00 28.24 0.76

15:00 28.10 28.80 28.11 0.70

15:30 27.90 28.70 27.93 0.80

16:00 27.80 28.50 27.82 0.70

16:30 27.60 28.40 27.66 0.80

17:00 27.50 28.30 27.65 0.80

17:30 27.40 28.20 27.57 0.80

18:00 27.30 28.00 27.45 0.70

평균 28.48 29.07 28.35 0.75

Table 4.9 온수공급 중단 후 실 중앙 1200mm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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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 각 실 중앙 1200mm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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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축열성능 검증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 따라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는 PCM이 온수배관

하부에 설치하것이 축열성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재실자 스케줄을 고려하여(재실-취침-비재실) 난방스케줄을

적용하였다(Table 4.10). 즉, 18시부터 취침 1시간 전인 23시까지 난방을

가동하고 4시간 후 취침시간인 3시부터 6시까지 8시간(2회)의 난방을

반복가동한 후 12시간 동안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상세 요소 시간 상태 제실 유무

[거주자 조건]

직업을 가진 4인 가족

[공급 온수 온도]

60 ℃

[열원 가동 시간]

8시간

[거주자 스케줄]

24:00~08:00 취침시간

18:00~24:00 재실시간

08:00~18:00 비 재실시간

18

가동

(5h) 재실시간

19

20

21

22

23

정지

(4h)

24

취침시간

1

2

3
가동

(3h)
4

5

6

정지

(12h)

7

8

9

비 재실시간

10

11

12

13

14

15

16

17

18

Table 4.10 보일러 가동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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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수배관 온도

Fig.4.8에서 온수배관온도는 난방가동과 난방정지를 반복한 결과 난방가동

시에는 실1이 온도가 약간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방가동중지후 실 1이

큰온도차이로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다. 이는 PCM의 축열효과로 판단된다

(Table 4.11, Table 4.12, Table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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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후 온수배관 축열성능 온도그래프



- 67 -

시간 실1 (℃) 실2 (℃) 온도차 (℃) 상태

18:18 60.63 60.50 0.13

첫 번째

가동

18:44 60.83 60.20 0.63

19:11 60.90 60.26 0.64

19:40 60.80 60.18 0.62

20:09 60.85 60.28 0.57

20:39 61.20 60.78 0.42

21:12 60.95 60.32 0.63

21:44 61.58 61.12 0.46

22:15 61.43 61.05 0.38

22:48 61.00 60.58 0.42

3:04 60.03 59.12 0.91

두 번째

가동

3:39 61.18 60.80 0.38

4:16 61.40 60.94 0.46

4:53 60.43 59.82 0.60

5:31 60.30 59.74 0.56

Table 4.11 난방 시 설정 온도 도달 시간

시간 실1 (℃) 실2 (℃) 온도차 (℃) 상태

18:40 45.99 45.88 0.10

첫 번째

가동

19:08 46.31 46.15 0.16

19:36 46.77 46.65 0.12

20:06 46.32 46.15 0.17

20:35 46.86 46.55 0.31

21:09 46.86 46.55 0.31

21:41 46.99 46.76 0.23

22:12 47.18 46.89 0.29

22:45 46.63 46.44 0.19

3:35 47.65 47.14 0.51

두 번째

가동

4:12 47.38 47.12 0.25

4:49 47.50 47.30 0.20

5:28 47.28 47.08 0.19

Table 4.12 난방 시 온수 재공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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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1 (℃) 실2 (℃) 온도차 (℃) 상태

23:00 54.03 53.86 0.17

첫 번째

정지

23:30 43.08 42.86 0.22

24:00 40.50 40.40 0.10

24:30 39.30 39.30 0.00

1:00 38.18 38.48 0.30

1:30 37.53 37.83 0.30

2:00 37.05 37.35 0.30

2:30 36.58 36.88 0.30

3:00 36.55 36.85 0.30

6:00 49.75 49.66 0.09

두 번째

정지

6:30 43.68 44.28 0.61

7:00 40.98 41.76 0.78

7:30 39.73 40.60 0.88

8:00 38.68 39.72 1.05

8:30 38.08 39.12 1.04

9:00 37.53 38.52 0.99

9:30 37.10 38.12 1.02

10:00 36.73 37.78 1.05

10:30 36.43 37.54 1.12

11:00 36.15 37.36 1.21

11:30 35.88 37.12 1.25

12:00 35.65 36.92 1.27

12:30 35.45 36.79 1.34

13:00 35.28 36.63 1.36

13:30 35.10 36.45 1.35

14:00 34.98 36.37 1.40

14:30 34.73 36.15 1.43

15:00 34.55 35.83 1.28

15:30 34.43 35.73 1.31

16:00 34.30 35.59 1.29

16:30 34.15 35.47 1.32

17:00 34.00 35.35 1.35

17:30 33.78 35.15 1.38

18:00 33.60 34.95 1.35

Table 4.13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난방

중단 후 온수배관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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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감 모르타르 온도

Fig 4.9와 같다. PCM을 적용한 실2가 실1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난방 정지 후에도 이와 같은 온도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난방중지 12시간 후에는 PCM을 적용한 실2가 온도 하락 폭이 적게

나타났다(Table 4.14, Table 4.15).

이는 축열된 PCM의 영향으로 인한 온도차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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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후 마감 모르타르 축열성능 온도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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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1 (℃) 실2 (℃) 온도차 (℃) 상태

23:00 29.68 30.18 0.50

첫 번째

정지

23:30 29.60 30.05 0.45

24:00 29.33 29.73 0.40

24:30 28.93 29.38 0.45

1:00 28.65 29.03 0.38

1:30 28.20 28.68 0.47

2:00 27.95 28.38 0.43

2:30 27.58 28.10 0.52

3:00 27.38 27.93 0.55

6:00 30.13 30.95 0.82

두 번째

정지

6:30 30.08 30.85 0.78

7:00 29.78 30.55 0.77

7:30 29.43 30.18 0.75

8:00 29.15 29.85 0.70

8:30 28.85 29.55 0.70

9:00 28.50 29.18 0.67

9:30 28.20 28.90 0.70

10:00 27.95 28.77 0.82

10:30 27.73 28.50 0.78

11:00 27.58 28.33 0.75

11:30 27.35 28.15 0.80

12:00 27.18 27.95 0.78

12:30 27.00 27.83 0.82

13:00 26.90 27.68 0.77

13:30 26.75 27.53 0.77

14:00 26.63 27.42 0.79

14:30 26.41 27.18 0.77

15:00 26.32 27.02 0.71

15:30 26.18 26.87 0.69

16:00 26.01 26.76 0.75

16:30 25.88 26.65 0.77

17:00 25.67 26.49 0.82

17:30 25.47 26.26 0.79

18:00 25.34 26.12 0.78

Table 4.14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난방

중단 후 마감 모르타르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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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 (4시간)

시간 실1 (℃) 실2 (℃)

23:00 29.68 30.18

3:00 27.38 27.93

온도차 (℃) 2.30 2.25

두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 (4시간)

시간 실1 (℃) 실2 (℃)

6:00 30.13 30.95

10:00 27.95 28.77

온도차 (℃) 2.18 2.18

두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 (12시간)

시간 실1 (℃) 실2 (℃)

6:00 30.13 30.95

18:00 25.34 26.12

온도차 (℃) 4.78 4.82

Table 4.15 난방 정지 후 마감 모르타르 온도 하락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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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중앙 1200mm 온도

Fig 4.10과 같다. 난방 중 PCM을 적용한 실2가 실1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 중지 후에도 실2가 더 높은 온도

분포를 보였다.

첫 번째 난방 중단 23:00의 각 실 온도차는 0.10 ℃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난방 중단 06:00의 온도차는 0.20 ℃로 나타났다.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난방 중단 4시간 후인 03:00와 10:00에는 각각 0.40 ℃의 온도차를 보이며

난방 중단 시점 보다 높은 온도차를 확인하였다.(Table 4.16)

또한, 각 실 난방 중단 4시간 후 각 실 온도 하락 폭을 살펴본 결과 Table

4.17과 같았다. 첫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하였을 때 실1 0.7 ℃, 실2 0.3

℃로 PCM을 적용한 실2의 온도 저감 폭이 0.4 ℃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 째 난방 중지 4시간 후에도 실1 0.5 ℃, 실2 0.3 ℃으로 실2의 온도

하락 폭이 0.2 ℃ 낮았다. 이는 12시간 후에도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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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후 1200 mm 축열성능 온도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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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1 (℃) 실2 (℃) 온도차 (℃) 상태

23:00 26.90 26.80 0.10

첫 번째

정지

23:30 27.00 26.90 0.10

24:00 27.00 27.00 0.00

24:30 26.80 27.00 0.20

1:00 26.80 27.00 0.20

1:30 26.60 26.90 0.30

2:00 26.50 26.80 0.30

2:30 26.30 26.70 0.40

3:00 26.20 26.60 0.40

6:00 27.40 27.60 0.20

두 번째

정지

6:30 27.50 27.70 0.20

7:00 27.50 27.70 0.20

7:30 27.40 27.70 0.30

8:00 27.30 27.60 0.30

8:30 27.20 27.60 0.40

9:00 27.10 27.50 0.40

9:30 27.00 27.40 0.40

10:00 26.90 27.30 0.40

10:30 26.80 27.20 0.40

11:00 26.80 27.20 0.40

11:30 26.80 27.20 0.40

12:00 26.70 27.10 0.40

12:30 26.70 27.00 0.30

13:00 26.60 27.00 0.40

13:30 26.50 26.80 0.30

14:00 26.40 26.70 0.30

14:30 26.30 26.60 0.30

15:00 26.20 26.50 0.30

15:30 26.10 26.40 0.30

16:00 26.00 26.40 0.40

16:30 25.90 26.30 0.40

17:00 25.80 26.20 0.40

17:30 25.70 26.00 0.30

18:00 25.50 25.90 0.40

Table 4.16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난방

중단 후 실 1200mm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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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 (4시간)

시간 실1 (℃) 실2 (℃)

23:00 26.90 26.80

3:00 26.20 26.60

온도차 (℃) 0.70 0.30

두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 (4시간)

시간 실1 (℃) 실2 (℃)

6:00 27.40 27.60

10:00 26.90 27.30

온도차 (℃) 0.50 0.30

두 번째 난방 가동 후 정지 (12시간)

시간 실1 (℃) 실2 (℃)

6:00 27.40 27.60

18:00 25.50 25.90

온도차 (℃) 1.90 1.70

Table 4.17 난방 정지 후 각 실 온도 하락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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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 결

본 장에서는 Mock-up 구축을 통해 제안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성능검증은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서 온수배관을

중심으로 PCM의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성능을 확인하여 최적의 PCM

위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재실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난방가동에 따른 축열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수배관과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성능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온도 데이터 분석 결과 PCM의 삽입 위치는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하는 것이 온수배관 측면보다 축열성능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의 실에 열원을 동시에 공급하였을 때, PCM이

없는 실1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난방중단 후 실2에서

가장 느리게 온도가 하강하고 있었다. 또한, 실내 공기온도 분포에서 난방

중지 후에 PCM을 삽입하지 않은 실1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되고 있었고

특히 실2(PCM의 온수배관 하부 위치)에서 가장 완만하게 하강되고 있었다.

이는 PCM의 축열효과로 판단되었다.

(2) 바닥 복사난방온수배관 하부 PCM 삽입 축열성능 검증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이 온수배관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축열성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재실자

스케줄을 고려하여(재실-취침-비재실) 난방스케줄을 적용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수배관온도에서 난방가동시에는 PCM이 없는

실1에서 약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방중지 12시간 후에 마감모르타르 온도는 PCM을 적용한 실2에

서 온도 하락 폭이 적게 나타났다. 실 중앙 1200mm 공기온도에서도 PCM을

적용한 실2가 실1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난방 중

지 후 실2가 더 높은 온도 분포를 보임으로써 축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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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고성능 축열 재료인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PCM)을 적용하여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으로는 국내 건물에 적용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구조

와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연구 및 기술 현황 고찰을 통하여 PCM을

국내 바닥난방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PCM의 축열성능은

Mock-up Test를 통하여 PCM과 온수배관의 설치위치를 도출하였고 특히,

재실자에 따른 난방가동여부에 따른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기준을 고찰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목적을 기준으로 그 구조가 적용되어왔을 뿐 공동주택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열원인 온수난방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또한, 국외

선행연구와 개발기술들을 비교·분석 결과 아직까지 국내기준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특히, 난방효율 및 에너지의 성능 이

검증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바닥난방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으로 고성능 잠열

축열재를 적용한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스템의 구조는 210 mm 콘크리트 슬래브, 20 mm 완충재, 4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리고 40 mm 모르타르로 이루어져있으며, 기존의 ‘표준바닥구조

–1’의 두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단지 경량기포 콘크리트 두께 내에

PCM이 삽입된 형태이다.

(2) PCM의 축열성능실험을 위하여 외부와 열적 교류가 없도록 기밀성능을

확보된 크기(바닥면적 3.6㎡)의 총 3개의 Mock-up 실을 구축하였다. 또한,

Mock-up 실험실의 안정성 실험 결과 난방 가동 및 난방 중지 후 3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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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온도차가 평균 0.5 ℃ 이내로 거의 같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같은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PCM 재료의 융해온도는 수학적 수식을

통하여 34 ℃, 41 ℃, 44 ℃로 산정되었고 특히, PCM의 열특성분석을 통하여

통해 융해온도 44 ℃ PCM을 선정하였다.(‘R사’ n-Paraffin 계열). 또한,

PCM의 용량은 44 ℃ PCM의 1시간 축열량인 70 Wh/kg 값을 난방 8시간

동안 가동한 것으로 적용하여 온수배관으로부터 PCM이 축열 할 수 있는

용량인 20 kg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PCM의 용기는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

두께 0.05mm의 박막 알루미늄으로 진공포장하여 완전 밀봉시켰다.

(3) PCM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위한 Mock-up 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수배관과 PCM의 최적 위치 산정에서는 PCM을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한 실2가 PCM을 온수배관 측면과 하부에 동시 삽입한

실3과 비교하여 축열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같은 결과를 근거로 기존 바닥복사난방인 실1과 PCM이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한 실2에 대하여 공동주택에서 재실자

거주와(재실-취침-비재실) 난방가동패턴에 따른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축열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온수배관온도에서 난방가동시에는 PCM이

없는 실1에서 약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방중지 12시간 후에

마감모르타르 온도는 PCM을 적용한 실2에서 온도 하락 폭이 적게 나타났다.

특히, 실 중앙 1200mm 공기온도에서도 PCM을 적용한 실2가 실1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난방 중지 후에도 실2가 더 높은

온도 분포를 보임으로써 PCM으로 인한 축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PCM 상변화

과정 중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박막 알루미늄 Packing을 실시하였지만 삽입

과정에서 구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PCM Pack이 삽입된 바닥 구조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관리 기준에 의한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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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실험에 적용한 PCM의 종류 대상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PCM들의 재료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성능적 한계점으로는 난방 중 PCM

온도 그래프가 융해온도인 44℃ 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융해온도 범위에는 도달하여 완만한 온도 상승 곡선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액체로의 상변화 과정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학적 수식으로

도출된 PCM 융해온도 44℃를 적용하였을 시 일반 가정 난방 스케줄에서

완전한 상변화를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 용량 재산출을 통해

융해온도 44℃ 보다 낮은 PCM 융해온도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조건에 대한 한계점으로는, 단일 열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실 별

온수 사용량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기본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개별적인 성능 분석이 어렵다. 이는

앞서 언급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보일러 가동 인터벌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 실에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한 후

실험을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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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축열성능 Mock-up Test

김 태 원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본 논문은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고성능 축열 재료인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PCM)을 적용하여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으로는 국내 건물에 적용된 바닥 복사난방의 구조와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연구 및 기술 현황 고찰을 통해 PCM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 내에 PCM 적용위치는 Mock-up Test를

통해 설치위치를 도출하였으며, 재실자 활동에 따른 난방 스케줄 운용으로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축열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기준을 고찰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목적을 기준으로 그 구조가 적용되어왔을 뿐 공동주택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열원인 온수난방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기술들 비교·분석 결과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현 시스템에 비해 난방 효율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의 차이와 한계점과 현 구조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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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고성능 잠열 축열재를 적용한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2) 외부와 열적 교류가 없도록 기밀성능이 확보된 3개의 Mock-up을

구축하여 실험 조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사용된 PCM은 수학적 수식과

재료 열특성 분석을 통해 융해온도 44 ℃로 선정하였다.(‘R사’ n-Paraffin

계열). 또한, 8시간 동안 온수배관으로부터 PCM에 전달되는 열량을 계산하여

실험에 사용될 용량을 산출하였다.

(3) 바닥 구조 내 PCM의 삽입 위치를 도출하기 위해 축열성능 확인 결과

온수배관 하부에 삽입하는 것이 온수배관 측면과 하부에 동시 삽입하는 것

보다 축열성능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적 삽입 위치에 적용한 구조와 기존 바닥 구조 비교

실험에서 재실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가정한 난방 운용 시 PCM을 적용한

구조에서 지속적인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난방 중지 후에도 더 높은

온도 분포를 보임으로써 PCM으로 인한 축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바닥 복사 난방, 상변화물질, 축열성능,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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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ock-up Test of Thermal Storage

Performance for PCM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Kim, Tae Won

Major in Building Services & Energy System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considered the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tried to improve the heat storage performance of the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by applying the high-performance heat accumulator

material. The progress of the study is, The structure and standards of

floor radiant heating applied to domestic buildings were analyzed. The

possibility of PCM application was confirmed by examining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technology. In addition, PCM

installation location was derived through structural Mock-up Test. and

heat storage performance of PCM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was

verified by the scheduled operation of the heat transfer schedu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riteria for the floor structures of the apartments in South

Korea are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disputes over floor impact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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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y did not consider heating. Previous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as well as technolog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m to the domestic criteria and that

they exhibited large differences in heating efficiency and energy

consumption from the existing systems. Based on this,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technologies and limitations were examined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tructures were derived.

(2) Three Mock-up systems with secured air-tight performance were

deployed to ensure stability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PCMs used

were selected with a melting temperature of 44 °C through mathematical

formulas and analysis of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R's' n-paraffin

family). In addition, the heat transfer from the hot water piping to the

PCM was calculated for eight hours to calculate the capacity to be used

in the experiment.

(3) To derive the location of insertion of PCM in the floor structure, the

heat storage performance was found to be better in terms of heat storage

performance than the simultaneous insertion at the side and bottom of the

hot water pip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structure applied at the

optimum insertion location and the structure applied with the PCM during

heating operation assuming that the retiree was residing in a comparative

experiment of the existing floor structure were maintaining a constant

high temperature. The heat accumulator effects of PCM could be verified

by showing a higher temperature distribution even after the heating stop.

Keywords : Radiant Floor Heating, Phase Change Material, Storage

Performance, Improve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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