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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인 UNFCCC1)의 주재 하에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며, 기존 협정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를 38개국

으로 규정하여 일부 선진국에만 배출 책임을 강제해왔던 과거와 달리, 기후변

화를 전 지구적 문제와 모든 국가들의 공통 책임으로 규정지으면서 기후변화

협약 195개 당사국들이 차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UNFCCC, 1998, 2015a, 2015b, 2016; 환경부, 2016).

파리협정에 따라,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기존 감축활동에 참여

하지 않았던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산업,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인 INDC2)를 IPCC3)에 제출함으로서 이를 공론화 하고,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총량을 통해,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40～70 %의 온실

가스를 감축시키고 최종적으로 현재의 지구 평균 온도를 1.5～2.0 ℃ 이하로 감

소시킴으로서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 원과 흡수 원의 균형을 통해 탈 탄소 국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UNFCCC의 단계적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UNFCCC,

2017; 김길환, 2015; 이지웅, 2016; 日本環境省, 2015).

특히, 각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은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35 %를 차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배출량의 약 40 %를 선회하기 때

문에, 신 기후체제 하에서 건물 부문은 과거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부

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Australian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Council, 201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3).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고려할 때, 주요 경제지표와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기후변화협약
2)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온실가스 대응 국가감축기여안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기후변화 대응 정부간 패널, htt
p://www.ipc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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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세계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한국 역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제출된 INDC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론화 하였으며, 2030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예상치4)에서 37 %를 감축

하겠다는 목표의 수립과 함께 내부적으로 계획된 중장기적 로드맵을 바탕

으로 각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부과함으로서 국내 INDC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UNFCCC, 2015c).

국내의 각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경우, 모든 산업 군을 6대 부문과

25개 세부부문5)으로 분리하여 차별화된 감축 책임을 부과하였으며(관계부처합

동, 2014; 국무조정실, 2016), 이 중, 건물 부문은 산업별 대분류에서 두 번째 및 세

부분류에서는 발전부문을 제외한 단일 산업 중,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부

여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건물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물 부문은 재료, 기계, 생산, 운송, 건설, 폐기, 재활용 등 각 산업이

밀접하게 융합된 거대한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 패러다임을 단

기간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급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별 보급현황 및 점유율을 분석하고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큰 부문을 도출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적 감축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경우, 주거 부문과

비주거 부문으로 구분하여 건물의 용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요소들을 도출

하고 개발된 에너지 절감 요소기술들을 적용하여 감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 주거 건물과 더불어 신축 및 기존 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

감 연구 및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의 신 기후체제 하에서 막대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 건설사 등 건물의 수요 및 공급과 밀접하게

4) Business As Usual (BAU):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5) 6대 부문은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어업, 폐기물이며, 25개 세부부문은 정유, 광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제지/목제, 섬유/가죽, 유리/요업, 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전자표시장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타제조, 음식료품, 건설업, 운수/자가용, 건물
가정, 건물 상업, 공공, 농어업, 폐기물, 그리고 발전(전화)임(관계부처 합동, 2014; 국무
조정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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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관들은 건물의 가치 상승 및 부동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재정 부담과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재건축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기술적용 및 사례 증

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또한 최근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 상승과 장수명

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출연된 그린 리모델링 인증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린 리모델링의 작업 과정은 건물의 자연에

너지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지내의 기상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평면과

입면의 재배치와 함께 자연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부하 절감을 극대화

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후, 발생된 나머지 부하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형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리모델링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단지 창호, 단열재, 마감재,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대형

기득권 기업들의 제품 설치에만 매진하면서 보여주기 식의 사례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건물과 비교하여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는 일반 보급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부작용이 노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의 주거 동향을 살펴볼 시, 급속도로 세대들이 공동주택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 기준, 국내 총 주거 세대의 약 70 % 이상이

공동주택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6),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피의 단열재를 증가시키거나 고단열 및 고기밀 창

호의 설치, 여름철 외부차양보다 일사의 차폐 효과가 떨어지는 내부 블라인드의

적용, 그리고 냉난방에 고효율 기자재를 이용하는 등 계획단계에서 약간의 에너지

부하를 감소시키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뿐, 근본적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사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기상 현황의 경우, 짧은 냉방기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중간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 중, 대부분이 난방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에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난방에너지를

6) 통계청 2015년 기준, 국내 총 건물 수는 6,986,913 동이며, 이중 주거용 건물은 4,568,851 동이
며, 세대 기준으로 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포함)은 11,724,482세대임
(통계청,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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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 부하 절감을 통해 난방기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운영기간 중에, 난방에 이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영기간의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대응책

으로서,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역난방을 도입하

고는 있지만, 이 역시 온수 운송을 위한 열반송설비와 공동주택 부지 내의 대형

열교환기 설치 등 막대한 초기 공사비용으로 인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11 %만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의 잘못된 수요조사로 인

해 생산된 열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잉여수로 버려지고 있으며 수요 부족

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되는 공급단가로 중간 업계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등 지

역난방 본연의 목적과 성과에 도달하기도 전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동주택에서 외피 구조 중, 겨울철에 실내·외 환경 사이에서 열저항

구조체로 활용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난방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스마트 홈이라는 포장 하에 에너지 절감 보다는 편리성과 자동화에

만 집중하는 등 온실가스 절감과 난방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는 패러다임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사와 거주자의 희생과 의지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건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획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단계까지 모두가

거주자 중심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계 산업에 편향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이, 현재 주거 부문에서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난방에

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비미한 상태이며, 기상이나 대지 현황의 분석 및 자연형

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 작업이 수행되기 보다는 외피의 단열에만 의존하여

난방부하를 감소시킨 후, 건물의 운영기간에 필요한 난방에너지는 태양광, 태양

열, 지열 등과 같은 값비싼 설비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목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

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거 부문 중,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공동주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포퓰리즘 식의 안일한 대응에서 탈피

하여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검증된 새로운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적용할 시기라 사료된다.

많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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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문화에 익숙해진 거주자의 자율적인 절감 활동에 기대하기 보다

는, 건물의 계획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건설 과정

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콘크리트, 철근, 마감재 등 기존 산업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되어온 기존 바닥 복사 난방 방

식에서 탈피하여, 구조적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난방에너지를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은 온수를 열원으로 한 습식공법으로서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층간소음 방지 및 단열을 위한 완충재를 삽입한 후, 경량

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및 마감재를 설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

적으로 난방을 수행하는 재료는 상부 측의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이다.

이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온수로부터 공급되는 열을 축열하여 난방에 이용

하는 역할보다는, 모르타르 내에 기포를 형성하여 상부 모르타르의 열 손실을 최

소화하는 단열효과와 더불어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하부 측

에 단열과 소음방지를 위한 고성능 완충재가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 구조 내에서

재료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낮은 밀도와 강도로 인해 층간 소음 억제

에도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 경량기포 콘크리트 본

연의 역할이 퇴행되면서 재료의 재검토와 새로운 재료의 발굴 등 구조적 변화

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법적인 기준 및 공법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축열과 바닥 표면으로 열을 전달시키는 모르타르의 경우, 축열량이 낮은

현열 구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닥 표면의 설정온도에 도달하여 열원기기의

가동이 중단될 시, 표면온도가 잠열 구간을 가진 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

하되어 열원기기의 지속적 운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 또한 증가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바닥 구조는 오랫동안 구조적 변화 없이 운영이 되어 왔지만,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료의 두께에 변화가 있

었을 뿐,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완충재(단열재)와의 역할이 중복되면서 단열 및 층간 소

음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을 변화 시켜,

높은 밀도를 가지면서 축열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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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PCM을 삽입하여 축열

성능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향후, 본 시스템이 공동주택에 적용된다면 난방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고착화된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중심의 시스템으로 탈바꿈 하는 기폭제 역할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주택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중요성 및 독창성

국내 주거 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비율은 약 70 % 이상7)이며,

향후, 신 기후체제 하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

동주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피의 단열재와 창호 및

설비 시스템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을 뿐,

건물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제안한 PCM을 건물의 내·외피와 일체화함으로서 건물의 최대부하를 줄여

설비용량을 감소시키거나 건물의 운영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은 국외와 비교하여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바닥 형태나 공정

등을 거의 유지하면서 단지 재료 및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난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실용화 기술의 적용 사례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바닥

두께 기준이나 공정을 유지하면서 난방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대상 건물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직 국내에

서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하는 바닥 구조에 PCM을 활용한 사례 또한 조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창성을 가진 실용적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외에서 PCM을 바닥 난방에 이용하여 난방에너지 절감을 도모하

고자 한 사례들이 다수 조사되고 있지만, 국외와 국내의 난방 문화는 근본

적인 차이가 있으며,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하는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건식공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습식공법을 이용하는

7) 통계청 2015년 기준, 총 주거 가구수는 15,905,282 세대이며, 이중 아파트는 9,234,729
세대, 연립 주택은 430,864 세대, 다세대 주택은 1,732,121 세대, 오피스텔은 326,768 세
대로서 총 11,724,482 세대이며 전체 주거 세대의 약 73.7 %를 차지함(통계청, 2015a).



- 7 -

유사 시스템의 개발이 수행되고 있지만, 열원을 전기로 이용하거나 운영방

법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국외에서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하는

바닥 복사 난방 방식에 PCM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도 본 연구가 선행

연구 및 기초 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습식공법 및 온수를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이며,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시

스템을 제안하고 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흐름이 <그림 1-1>이

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선, 최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

하여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제

안과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

스템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각 연구들의 특징과 국내 도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으며, 특히 선

행연구와의 중복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공동주택에서 난방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습식공법 및 온수를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안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어떤 형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PCM 바닥 복사 난

방 시스템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온수로부터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축열 과정과

PCM으로부터 바닥 표면으로 방출되는 열량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예측하기

위한 열전달 모델과 수치해석에 관한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활용방법

또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시한 수학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 공동주택에서 난

방에 활용될 수 있는 PCM 융해온도의 최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스템

의 실제 축열 성능을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기 위해, PCM의 대표 표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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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축소형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을 제작하였으며, 기존 및 PCM 모듈의

축열 성능에 따른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 될 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의 통합 환경 평가 프

로그램인 EnergyPlus가 이용되었으며, 실제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시뮬레이션 대상 건물의 모델링 방법, 실내·외 경계조건 입력 방법,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성 방법, 그리고 결과 도출까지 각 단계별

로 평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결과분석은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두 건물에 대해 월별 및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난방에너지 절감효과

를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연구의 과정과 결과의 요약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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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각 단계별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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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이론고찰 및 현황

분석

2.1 개요

본 장에서는 난방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국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PCM에 대한 열적 및 물리적 성질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후, 이러한 PCM을 활용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국내․외 현황을 각각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이론 고찰

2.2.1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 난방 구조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국토교통부, 2015). 이러한

기준은 바닥의 형태와 구조, 온수파이프의 삽입방법,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는

각 재료들의 두께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는

본 고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강제되고 있다.

본 고시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닥 구조는 중량충격음이 50 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바닥 구조는 경량충격음이 58 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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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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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시에서 명시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인정을 부여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 2016a). 그러나 바닥 구조가 위의 (1)항과 (2)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3)항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반드시 채택하여야

하며, 그 구조는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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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표준바닥구조 중,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편리한 시공성, 낮은

공사비, 그리고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표준바닥구조-1(그림 3-1의 Standard

underfloor structure-1)’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조 및 운영의 경우, 상부 측이 경량

기포 콘크리트와 온수파이프를 포함한 모르타르로 구성된 습식공법의 바닥 구조

이며, 열에너지의 공급은 중앙 및 개별 보일러나 지역난방을 이용하여 온수를

<그림 2-1>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공동주택의 표준바닥구조



- 12 -

공급하고 있다(원두환 외, 2008).8)

그러나 이러한 바닥 구조 기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두께의 기준만이 강화되었을 뿐, 오랫동안

바닥구조의 변경 없이 고착화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b).

또한 재료적인 관점에서, ‘표준바닥구조-1’은 210 mm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20 mm 이상의 완충재, 40 mm 이상의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리고 온수파이

프를 포함한 40 mm 이상의 모르타르 순으로 시공되며, 이러한 구조에서 실

질적으로 난방에 관여하는 재료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이지만, 경량기

포 콘크리트의 경우, 단열과 층간소음 방지가 주목적이며, 모르타르의 경우, 현열

구간만이 존재함으로 축열 및 방출 성능이 잠열구간을 가진 물질과 비교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온수공급이 중단되면 바닥 표면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난방기간 동안 실내 온도 및 바닥의

표면온도를 쾌적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열원기기의 운영과

온수의 공급이 이루어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

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층의 구조적 변

경이 불가피 하며, 특히, 이들을 축열 성능이 우수한 재료로 대체하거나 혹은

이들 재료들과 융합하여 축열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고성능 축열 재료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현열 구간

만을 갖는 현재의 바닥 구조 내에, 고성능 축열 재료인 PCM (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현열과 잠열 구간이 공존하면서 기존의 습

식공법과 온수 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

템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국내보다는 국외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일반 보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국내에서는 PCM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수준이

며 실용 연구 및 보급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지만, 본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바닥 구조의 열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국내 PCM 관련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8) 공동주택의 난방방식별 점유율은 ① 중앙공급방식 1,581,002 (24.88 %) 가구 ② 개별기
름보일러 298,027 (4.69 %) 가구 ③ 개별연탄보일러 420,033 (6.6.1 %) 가구 ④ 개별연탄
아궁이 181,739 (2.86 %) 가구 ⑤ 개별가스보일러 3,036,185 (47.78 %) 가구 ⑥ 지역난방
834,347 (13.13 %) 가구 이며, 이 중, 개별보일러의 총 점유율은 61.94 %임(통계청,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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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CM(Phase Change Material)의 열적 특성

상온에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상태의 변화 없이 온

도의 변화만을 일으키는 현열 구간과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의 변화만을 일

으키는 잠열 구간을 가지며, 융해와 증발 과정에서 열을 저장하고 액화와 응

고의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다(이언구 외, 1997; 서승직, 2003).

이에 반해, PCM은 <그림 2-3>와 같이, 현열에 비해 잠열의 축열 및 방출

용량이 크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특정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결합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잠열 구간을 일반 물질보다 길게 유지 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Ibrahim, 2017; Alva, 2017).

이러한 열적 특징 때문에, PCM은 대용량의 열에너지를 저장한 후,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저장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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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간 동안 동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벽체나 지붕,

바닥 등과 같이 일정한 표면온도를 유지하면서 대상공간의 냉방 및 난방을 수

행하고자 하는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CM은 최초 고체 상태에서 흡수된 열에 의해 액체 상태로 변

화될 시, 물과 유사한 점성을 가지기 때문에, PCM 자체만으로는 상변화과정

에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변화과정에서

PCM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밀폐된 컨테이너(Container)에 삽

입되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Fioretti R. et al., 2016; Ferrer G. et al., 2015).

이때, 컨테이너에 삽입된 PCM은 고체에서 액체로의 액화과정과 비교하여,

액체에서 기체로의 증발과정이 진행될수록 PCM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 내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된다(Zukowski M., 2007). 이러한 압력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 하면, 컨테이너 내부의 높은 압력 때문에 컨테이너가 파괴되거나 PCM이

유출되어 설계단계에서 예측했던 축열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물질 및 구조체 등에 PCM이 흡수되어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PCM을 삽입한 컨테이너가 바닥 구조에 설치된 후, 과도한

열이 PCM에 공급된다면, 컨테이너 내의 압력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 자체의

부피가 팽창하거나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PCM이 컨테이너 밖으로 유

출됨으로서 바닥의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흡수되어 크랙을 발생시키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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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PCM이 융해 및 응고 과정인 고체 상태부터 액체 상태 사이에

서 상변화 과정이 반복되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PCM은 원료의 종류나 입자의 형태에 따라 ①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 계열 ② 무기화합물(Inorganic compound) 계열 ③ 에리스리톨

(Erythritol) 계열 이상의 3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계열별 PCM의 종

류에 따라 잠열 축열 및 방출 성능에 큰 차이가 있다(PCM Ltd., 2017; 株式会社

<그림 2-2> 현열과 잠열에 의한 물질의 상태변화

<그림 2-3> 일반적인 재료 및 PCM의 현열 및 잠열 축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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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ギシ Ltd., 2017). 따라서 PCM의 활용 시,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종류 및

열적 환경을 고려하여 PCM의 종류와 융해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난방에 PCM을 이용할 시, 난방을 하고자 하는 대상 공간의 설정온도와 PCM과

융합한 구조체의 표면온도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융해 온도를 가진 PCM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PCM의 특성을 이용하여 바닥 난방에 활용하고자

한 국내․외 연구와 기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 국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현황 분석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PCM을 건자재와 융합하여 활용하거나 이를 기계설
비의 한 요소로서 적용하고자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일부 연구
에서는 PCM을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적용하여 축열 성능을 향상시켜 에
너지 절감을 도모하려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국내의 건물분야에서 PCM의 활용 사례와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의 연구 사례를 검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1 선행 연구

(1) 건물의 PCM 적용 사례

최근 바닥 구조에 삽입되는 모르타르나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구조적 및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 2-4>와 같이, 이들 분야에서 PCM을 도입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선, 장석준 등은 수화열에 따른 균열
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캡슐 컨테이너 형태의 PCM을 모르타르와 혼합한
PCM 모르타르를 제조하고 실험을 통해 PCM의 수화열 흡수로 인해 모르타
르의 균열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장석준 외, 2016). 또한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모르타르와 PCM의 혼합 시, PCM의 종류 및 혼합비에
따른 열전도율의 변동이나 축열 성능 및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실험과 이에 대
한 정량적 결과를 제시한 연구 또한 수행된 바 있다(윤다애 외, 2017; 김유진,
2011; 정유건, 2013; 김보현, 2012). 특히, Odontuya E.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PCM을 혼합하여 기포제에 의한 공극률을 감소시키고 열전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마이크로캡슐 형태의 PCM이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공극률을 감소시키면서 열전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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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Odontuya E., 2015). 아울러, 목질바닥재가 설치
된 공동주택에서 난방기에 바닥 표면의 복사량 증가를 통해 실내 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닥재와 모르타르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에 마이크로캡슐 형
태의 PCM을 혼합하여 이를 바닥에 적용하고 실험을 통해 열 성능 향상을 검
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정수광 외, 2011).

<그림 2-4> PCM을 활용한 모르타르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림 2-5> PCM을 활용한 Mass wall, Water wall, 그리고 Tromb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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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M의 잠열 특성을 이용하여 최근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체와

PCM을 결합하여 냉방 혹은 난방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규영 등은 <그림 2-5>과 같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간에 기존의

Passive 시스템의 일환인 Mass wall, Water wall, 그리고 Trombe wall에 PCM을

부착하고 이를 운용하였을 때, 냉방기에 일사의 직접획득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PCM을 적용할 시, 최고 약 82 %까지 일사의 직접

획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이규영 외, 2014).

또한 류리 등은 <그림 2-6>과 같이, 건물의 외피에 이중유리를 설치하고 실내

측에 PCM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실내 냉・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PCM 이중외피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에 PCM을 통해 실내 열취

득 및 열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류리 외, 2013).

특히, 손성곤 등은 PCM을 친환경적인 구조 재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골조 구조물에서 바닥에 이용되는 상부 및 하부 패널 사이에 PCM을 주입하여

이를 조립식 합성 패널로 제작한 iFLASH9)를 개발하였다(손성곤 외, 2016). 이

러한 시스템은 PCM의 고성능 부착강도와 낮은 비중으로 인해 자중이 감소

하여 슬래브의 휨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림 2-7>과

같이, 현장조립의 간편성과 공기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장 설치와 실측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9) Innovative Fire-proof Light-weighted Absorbed Shallow Hybrid: iFLASH

<그림 2-6> PCM을 이용한 이중외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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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호민 등은 여름철 최상층 및 지붕 층에서 직달일사 및 확산일사의

흡수로 인한 냉방부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 실외 측에 설치되는

지붕재와 PCM을 결합한 Cool Roof System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김호민 외, 2015).

한편, 건물의 기계설비 중, 일부 분야에서도 <그림 2-8>와 같이, PCM의

잠열 축열 성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

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우선, 이동규 등은 히트펌프에서 냉매가

열을 공급받아 증발을 일으키는 증발기 부분에 PCM을 부착한 축열식 증발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열전달 특성과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이동규

외, 2016). 또한 장민 등은 난방에 이용되는 히트펌프에서 발생되는 결로 및

결빙 현상을 해결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PCM을 히트 펌프에 활

용하였으며, PCM의 잠열로 인해 히트펌프의 운전 중, 제빙 효과와 더불어 난

방효율 또한 향상되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장민 외, 2015).

아울러, 냉동분야에서도 PCM을 활용하여 냉동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새

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으며(김원욱 외, 2013), 대

용량 공기조화 시스템에 설치되는 유량 밸브에서 겨울철에 발생되는 동파로

<그림 2-7> PCM을 삽입한 iFLASH 패널

<그림 2-8> PCM을 이용한 축냉식 열교환기 및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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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파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PCM과 밸브를 융합한 동파방지 밸브를 개발

하고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정순영 외, 2012).

그 외에도 PCM을 활용한 응용시스템을 제안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건물분야에서 PCM을 활용하여

냉방 및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나 이를 상용화한 연

구는 국외와 비교하여 매우 미비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례들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실제

주거용 건물에서 PCM을 통해 월간 및 연간 냉・난방에너지 소비 변화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나 이를 온실가스와 연동하여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연구 동향 및 PCM 적용 사례

국내에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에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 바닥을 구

성하는 재료들의 조합이나 바닥 난방 운영에 따른 실내 쾌적 조건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온수 배관 및 유량 밸브, 그리고 컨트롤러나 보일러의 발

전에 맞춰 새로운 제어 방법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고착화된 바닥 복사 난방 구조에 변화를 주어 열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바닥 시스템들을 제안하기 시

작했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닥 시스템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형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거나 건물의 타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이용

되고 있는 PCM을 바닥 난방에 활용하여 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 몇몇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바닥 난방의 초기 연구들로서, 우선 조성환은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서 온수 파이프의 종류와 온수 온도에 따른 바닥 표면 온도

및 실내 온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들 변수에 따른 온수 파이프의 최적 매입 깊

이를 제안하였다(조성환, 1997).

또한, 민형기는 온수를 이용한 바닥 구조체에서 난방 방식 및 온수 공급 온도

등에 따른 실내 온도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연

속적으로 온수를 공급하는 보일러의 연속 운전과 비교하여, 간헐 운전을 할

경우,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바닥의 표면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실내 온도 또한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쾌적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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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바닥 표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연속

운전이 유리하다는 것을 밝혀낸바 있다(민형기, 2001).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들의 제어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우선 김경철은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서 시간제어 컨트롤 시스템과 실내 온도 기반의 On/Off 컨트롤 시스

템이 적용되었을 때, 외기 온도에 따른 실내 온도의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하

였다. 특히, 시간제어 컨트롤 시스템과 비교하여, On/Off 시스템이 실내 온도

차를 최소화 하면서 쾌적 범위 내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또한 시간제어 컨트롤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시뮬레

이션과 열전달 해석을 통해 증명해낸 바 있다(김경철, 2009).

또한 신대욱은 건식 및 습식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표면 방열량을 해석

하기 위한 실험에서 방열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계산 알고리즘을 제시하였

다. 특히, 방열량 계산을 위한 기초 알고리즘은 European Standard인 EN

1264를 이용하였으며, 정량적인 방열량의 계산과 오차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검증 방법론을 이론과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신대욱, 2010).

아울러, 허헌주 및 문정래는 공동주택에서 난방을 위한 온수 시스템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해 설문과 실측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수 유량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에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적정 유량과 에너지 절감 전략을 제시한바 있으며(허헌주, 2012;

문정래, 2012), 송재엽은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운영 시, 실내・외
온열 변수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제어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내 열평형 수지를 수립하여 이론적으로

이들 변수들을 해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반복 운전을 통해 바닥

난방의 최적 제어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한바 있다(송재엽, 2012).

한편,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조적 변경을 통해 열 성능을 향상시

키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자 새로운 개념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바닥과 융합한 연구 사례

또한 소개되고 있다. 우선, 강재식 등은 습식공법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40～45 ℃의 저온수로 운용하기 위해 <그림 2-9>과 같이, IHCS10)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내 온도와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

할 시, 실내 온도가 22.8～23.4 ℃로 유지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또한 기존

10) Infill Heating & Cooling System: I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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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약 22 %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강재식

외, 2004).

또한 여한승 등은 기존의 습식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낮은 축열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건식 이중 바닥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시스템은 실내 설정온도의 도달 시간이 기존

바닥 시스템보다 짧고 낮은 온수 온도에서도 실내 및 바닥의 쾌적 온도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낸바 있다(여한승 외, 2004). 특히 이무진은 기존의 바닥 난방 시스템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켜 야간의 값싼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바닥으로 열을 최대한

저장시킨 후, 이를 주간에 실내 난방을 위해 이용하고자 새로운 습식공법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이무진, 2008). 축열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존 바닥의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을 밀도와 비열이 큰 모르타르로 대

체하였으며,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높은 축열 성능을 발휘하면서 주간에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에너지 소비 및 경제성

에서도 기존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특히, 최종수는 기존의 바닥 난방 구조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이를 공기층으로 형성한 후, 강제환기가 가능하도록 덕트를 삽입한 뜬 바닥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바닥에 적용할 시, 실내를

쾌적 온도 범위로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환기 조건인 0.7 회/hr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현장 설치 및 실측을 통해 밝혀낸바 있다(최종수,

2008). 그 외에도 <그림 2-10>과 같이, 완전 건식 공법의 조립식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및 바닥 표면과 천정부에 급기와 배기 시스템을 설치한 하이브

리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열 성능을 평가하는

등의 연구 또한 소개된 바 있다(서장후 외, 2010; 전성택 외, 2014; 이윤정, 2012).

<그림 2-9> 습식공법과 저온수를 이용한 IHC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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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하는 바닥 시스템에서 온수

공급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충당하고자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윤경식은 <그림 2-11>와 같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5 RT(19 kW)급
가정용 지열원 히트펌프를 실제 주거용 건물의 바닥 시스템과 연동시켜 난방
수행 능력을 실측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실내 온도를 약 24.1 ℃ 및 바닥의
표면온도를 약 33.3 ℃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바닥 난방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윤경식,

<그림 2-10> 건식 이중 바닥 및 하이브리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조 및 설치

사례

<그림 2-11> 가정용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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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또한 윤지혜는 <그림 2-12>과 같이, 온수 공급을 지열 및 태양열
시스템을 연동시켜 이를 다 방향 밸브와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건물의 바닥
난방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 시
스템의 성능과 히트펌프의 COP 변동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윤지혜, 2012).
아울러, 재료적인 관점에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르타르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리고 바닥 마감재에 대한 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PCM을 이들 재료와 혼합하고 향상된 열 성능의 결과들을 제시한 몇몇 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 앞선 선행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바 있다
(윤다애 외, 2017; 김유진, 2011; 정유건, 2013; 김보현, 2012; 정수광 외,
2011). 특히, 이성현 등은 PCM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실제 바닥 모듈로 제작
하여 기존 시스템 대비, PCM 모르타르의 축열 성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한바
있으며, 일반 모르타르를 타설한 바닥 구조의 표면온도는 열공급이 중단되었
을 시, 표면온도가 빠르게 냉각되는 반면, PCM 모르타르의 바닥 표면은
PCM의 잠열로 인해, 표면온도의 냉각 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실
험을 통해 밝혀낸바 있다(이성현 외, 2014).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열 성능 향상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고착화된 시스템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념의 바닥
난방 시스템들을 제안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및 실험적으로 시스템의

<그림 2-12>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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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PCM을 활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연구는
국외와 비교하여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과 같이, PCM을 하나의 건자재로서 활용하여 별도의 축열 층
으로 구성하여 이를 바닥에 삽입하기 위한 설계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
고자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2 기술개발 및 보급

국내에서 PCM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개발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 축열 성능을 향상시켜 이를

바닥 난방에 활용하고자한 몇몇 기술들이 국내 특허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우선, 최수현은 국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한 실내 온도 및 바닥 표

면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건식공법과 PCM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

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설계안과 열 성능 결과를 특허로서 제시한바 있다

(최수현, 2000). 또한 김규호는 건식공법과 PCM을 활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

스템에 대한 설계 방법론으로서 상하부 마감재 사이에 PCM을 이중으로 삽

입하고 그 사이에 전기 패널을 삽입하여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

한바 있다(김규호, 2009). 특히, 고재완은 바닥 난방의 열 성능 향상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마이크로 캡슐 PCM이 혼입된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고효율

열저장 난방 보드와 온수 파이프가 일체화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고재완,

2014), 주식회사 이즈원산업은 PCM과 온수파이프를 이용한 목질계 축열 바

닥재를 개발하였으며, 온수난방을 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축열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 없이 PCM에 축열된 열에너지로 실내를 난방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특히, 본 시스템은 바닥 마감재를 단위 모듈로 제작하고

하부 측에 파이프 형태의 굴곡진 원형 PCM 파이프를 삽입하여 이를 바닥

마감재와 일체화시켰으며, 시공 시, 모듈화된 PCM 바닥 마감재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주식회사 이즈원산업, 2016). 아울러, 주식

회사 엑사이엔씨는 바닥 마감재에 마이크로 캡슐 PCM을 혼합한 PCM 바닥

재를 개발하였으며, 설계안과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주

식회사 엑사이엔씨, 2008).

그 외, 장성재는 PCM을 이용하여 바닥 난방용 온수 축열조의 열 손실 및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PCM 축열조를 개발하였으며(장성재, 2002),

PCM 모르타르를 이용한 벽체의 구조 및 시공기법을 개발한바 있다(이한승,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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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내의 건물분야에서 PCM을 활용한 바닥 난방 재료나 설계안

등을 개발한 몇몇 기술들이 특허청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 실용단계

에서 이들 시스템들을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습

식공법과 온수 시스템을 통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방법론이나 각 바닥 재료들의 조합 및 구성 등에 대한 특허 및 기술개발과

보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4 국외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현황 분석

국내와 대조적으로, 국외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관련 연구 및 기

술개발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보급이 가

능할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사무실 건물과

단독주택에서 PCM과 바닥을 융합한 에너지 절약형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외의 주요 연구 현황 및 기술개발

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1 선행 연구

우선, Lin K. 등은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야간에 PCM으로 열을 공

급하고 주간에 에너지 공급 없이 PCM에 저장된 열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실내

난방을 수행할 수 있는 상안정 PCM (Shape-stabilized PCM: SSPCM) 플레

이트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설계 기법과 효

과를 실증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였다(Lin K. et al., 2004). 사용된

PCM은 <그림 2-13>과 같이, 마이크로캡슐 컨테이너에 삽입되어 플레이트

<그림 2-13> SSPCM 플레이트를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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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바닥의 구조는 단열재, 전기열선, SSPCM 플레이트, 공

기층, 그리고 마감재 순의 건식공법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열원은 전기이며,

단열제와 PCM 플레이트 사이에 전기 열선을 삽입하여 PCM 플레이트의 표

면과 열선이 맞닿는 상태에서 열을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PCM을

포함한 바닥의 열전달뿐만 아니라 실내 쾌적 온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벽체의 전도, 자연대류,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전달, 일사량, 실외온도,

침기량 등의 온열 요소들을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열전달 모델링과 수치해석을 통해 PCM의 난방 성능을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여 일정 시간동안

전기에 의해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PCM이 충분한 잠열을 축열 하였을 때, 에

너지 공급을 중단하고 PCM에 의한 실내 온도와 바닥표면도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도 PCM에 축열된 잠열을 통해 일정시간

동안 실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약 20 ℃로 유지되었으며, 바닥의 표면온도 또한

오차범위 내에서 약 30 ℃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기후 조건과 실외 조건들이 변화하였을 경우, 온열 요소들의 변화로 인해 난

방부하의 변동이 발생되어 동일한 형태의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PCM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쾌적 조건에 도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기후조건 및 실내・외 온열조건들을 고려하여 난방부

하를 계산한 후, 계산된 결과에 따라 PCM의 용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SSPCM 플레이트를 사무실 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바닥 공조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Lin K. et al., 2007).

특히, 이 연구의 목적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간에 난방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켜 특정 지역의 최대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바닥 구

조에 SSPCM 플레이트를 삽입하여 저렴한 심야 전기로 야간에 에너지를

PCM에 저장한 후, 주간에 에너지 공급 없이 이를 난방에 이용하고자

Passive 및 Active 방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을 이용

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14>와 같이, 바닥의 단열재 위에 전

기열선을 설치하고 SSPCM 플레이트를 삽입한 후, 목재 간격재(Supporter)로

공기층을 형성하고 그 위를 목재합판으로 마감하였다. 특히, 팬을 통해 실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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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공기를 바닥의 공기층으로 끌어들여 PCM과 공기 사이의 강제대류로

공기를 가열한 후, 바닥 표면에 설치된 디퓨저(Diffuser)를 통해 실내에 온

풍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연구 결과, 하이브리드 PCM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약 20

℃로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야간에 PCM으로 저장된

열에너지를 주간에 이용함으로서 실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실내・외 온도

차가 감소되어 피크부하(Peak load)가 감소되었으며, 전기에너지 소비 또한

감소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외기 조건 때문에 PCM만으로 실내 온도의

쾌적 조건을 유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으며, 실내 공간에서도 비교적 큰

온도편차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PCM 이외의 부족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보조열원이 필요하며 실내 기류 변화 및 온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heng 등은 열전도율이 강화된 PCM (Heat Conduction Enhanced

Shape Stabilized PCM: HCE-SSPCM)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열 성능과 에너지 소비의 절감 효과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Cheng W. et

al., 2015). 이를 위해 우선, <그림 2-15>와 같이, 건물의 기초 위에 단열재

와 HCE-SSPCM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목재바닥으로 마감을 한 건식공법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전기열선으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성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HCE-SSPCM의 열전도율을 0.5～2.0 W/m·℃로 변경하

였을 때,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HCE-SSPCM의

<그림 2-14> SSPCM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바닥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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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율이 2.0 W/m·℃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감소될

수 있지만, 열전도율이 2.0 W/m·℃ 이상에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통해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CM 플레이트의 열전도율을 0.5～2.0

W/m·℃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PCM 바

닥 복사 난방시스템이 적용된 건물과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난방에너지의 소비량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HCE-SSPCM이 건물에 적용

되었을 때, 일반적인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치한 건물보다 난방에너지 소비 비

용을 약 50 % 이상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특히, Jin 등은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독특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

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주로 난방에 이용되어온 PCM을 냉방과 난방을 겸용한

응용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통해 에너지 절감 성능을 증명하였다(Jin X.

et al., 2011). 제안된 시스템은 냉・온수 겸용 파이프를 콘크리트 내에 삽입

하여 열원을 공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에서 국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유사하다. 시스템 구조의 경우, <그림 2-16>과 같이, 우선, 단열재를

설치한 후, 냉・온수 파이프를 포함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난방용 PCM과 냉방용 PCM을 설치한 후, 바닥을 마감하는

형태이다. 냉수와 온수의 온도는 각각 7 ℃와 52 ℃이며, 냉방 및 난방을 위한

PCM을 각각 5종류로 구분하여 PCM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바닥의 표면온도

변화 패턴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시스템을 통해 냉방기에 바닥의 표면온도 및 실내온도는 18.9～

<그림 2-15> HEC-SSPCM 플레이트를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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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및 26 ℃, 난방기에는 23.3～28.9 ℃ 및 19 ℃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에너지절감 효과에서도 난방기에 41.1 % 및 냉방기에 37.9 %의 에

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방기 운영방법의

관점에서, 비록 본 시스템이 온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바닥 난방 시

스템과 운영방법이 유사하지만, 바닥의 상부측 구조가 건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냉・난방 겸용 파이프를 사용한다는 부분이 국내의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를

갖는다. 또한 서로 다른 융해온도를 갖는 PCM이 동일한 구조에서 함께 이용

된다면, 난방기 운영기간 동안, 냉방용 PCM이 안정적 상변화 구간인 고체와

액체 상태의 구간을 벗어나게 되며, 과도한 열에너지의 축열로 인해 컨테이너

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파괴되거나 PCM 유출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따

라서 이러한 이중 PCM 시스템을 이용할 시, 냉방용 PCM의 컨테이너에 대한

내구성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Zhou 등은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할 시, 축열재의 종

류 및 열원 공급의 방식에 따른 실내 난방 효과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Zhou G. et al., 2015). 특히, 축열체의 경우, 현열 구간만을 가지는 잔골재와

현열 및 잠열 구간을 갖는 PCM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고, 열원 공급은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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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llary electric mat)를 각각 적용하였으며, 모래 및 PE 코일과 비교하여

PCM과 모세관 전기 매트를 적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했다. 실험을 위한 바닥 복사 난방 구조는 <그림 2-17>과 같이, 기초 위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일정한 두께의 공기층을 형성한 후, PE 코일 및 모세관 전

기 매트의 설치와 이를 축열재인 잔골재 및 PCM으로 매설하고 바닥을 목재

로 마감하였다.

운영시기 PCM 융해온도 (℃)

Cooling

case
No.
1

No.
2

No.
3

No.
4

No.
5

14 16 18 20 22

Heating
No.
1

No.
2

No.
3

No.
4

No.
5

30 34 38 42 46

<그림 2-16> 냉・난방 겸용 파이프 및 PCM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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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로서, 축열재인 잔골재나 PCM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시, PE 코일

보다 모세관 전기 매트를 적용하였을 때, 실내 쾌적 온도에 더 빠르게 도달한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PE 코일과 축열재가 접하는 전열면적

보다, 바닥 전체에 매트의 형태로 넓게 퍼져 모든 바닥에 일괄적으로 열에너

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모세관 전기 매트의 전열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축열재인 잔골재와 PCM의 방열 과정에서, 잔골재로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실의 온도는 빠르게 감소된 반면, PCM을 적용한

실의 온도는 잔골재보다 최고 11시간 이상 실내 쾌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볼 때, 현열 구간만을 갖는 재료를

바닥에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잠열 구간을 갖는 PCM이 바닥에 적용될 시,

열 성능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2-17> 축열재 종류와 열원 공급 방식에 따른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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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Huang 등은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열 성능을 검증하였다(Huang K.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바닥 구조를 독

특한 형식으로 구성하여 PCM을 컨테이너 없이 삽입하였으며, <그림 2-18>

및 <그림 2-19>와 같이, 바닥의 구조를 격자형 콘크리트 형태로 구성하고

그 사이에 PCM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바닥의 콘크리트가 PCM 컨테

이너로 활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가 불필요하며 이로 인해 바닥 두께

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열원 시스템은 모세관 온수 파이프

를 바닥에 설치하여 바닥 전체에 균일한 열에너지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온수의 경우, 주공급원을 태양열 시스템으로 이용하되, 부족한 에너지는

<그림 2-18>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그림 2-19> 콘크리트 컨테이너를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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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열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실험의 핵심 목

표는 바닥 난방을 위해 온수를 공급할 시, 태양열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 열손실

을 최소화 하여, 보조 열원으로 인한 온수 공급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서, 하이브리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실내에 적용할 시,

실내 온도가 오차범위 ± 3 ℃ 내에서 약 18.5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의 온수사용량 중, 태양열 온수 시스템의 의존율은 약 47.7

%이며 보조열원 사용률은 52.3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실험 결과에서 태양열

온수 시스템의 의존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온수가 바닥으로 이동하는 동안 파

이프 표면에서의 열손실과 더불어 바닥구조의 높은 열 저항 때문에 열손실이 증

가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이프의 단열 조치와

열 저항이 작은 바닥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Barzin 및 佐藤 등도 PCM을 바닥과 융합하여 복사의 형태로 난방을

하기 위한 바닥구조의 형태를 제시하고, 실내 온도 및 바닥의 표면온도,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한 바 있지만, 앞서 설명한 시스템들과 유사한 바닥 구조와 에너지 절감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rzin R. et al., 2015; 佐藤 友紀 et al.,

2012).

2.4.2 기술개발 및 보급

PCM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일부 국가에

서는 주거용 및 사무실 건물의 난방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실내 쾌적 온

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북남미나

유럽 등의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닥 난방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 국가에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비교적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이 건식공법으로 형성되거나 열원을 전기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M’사는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건물을 위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현열 구간만을 가진

바닥 구조를 응용하여, 최근 PCM의 잠열을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새로운 타입을 개발하였다(Mitsubishi Ltd., 2017).

첫 번째 시스템 구조의 경우, <그림 2-20>과 같이, 기존의 현열 바닥 축열식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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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응용한 구조로서 콘크리트 기초 위에 50 mm의 단열재를 설치하고

PCM 및 전기 열선을 삽입한 후,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목재로 마감을 한 습

식공법의 형태이다. 특히 PCM의 컨테이너는 모르타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부식성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박막 컨테

이너를 이용하였으며, 열원은 자체 개발한 전기 케이블 유닛을 이용하여 PCM

에 열을 공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PCM의 과도한 축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케이블 유닛의 운영을 자동 제어 할 수 있는 컨트롤러 또한 적용하여

통합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시스템의 경우, <그림 2-21>과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건식

공법을 이용하여 바닥 구조를 형성한 시스템이다. 단열재 위에, 두 장의 목재

쉬트와 간격재로 형성된 공간 내에 PCM을 설치하고 대류에 의해서 PCM의

열이 바닥의 표면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특히, PCM은 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장의 알루미늄 컨테이너가 삽입되며, PCM 사이에 전기 케이블을 설치

하여 열을 공급한다. 주로 대공간의 사무실건물에 보급이 되고 있으며, 대용량의

PCM을 삽입해야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하지만 에너지 절감성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림 2-20> 일본 ‘M’사의 습식공법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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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종류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콘크리트 슬래브 기반에 단

열재를 설치하고 PCM을 포함한 모르타르 바닥을 구성한 점이 구조적인 측면

에서 국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지만, 열원으로서 전기 코일이

이용되었고 층간소음에 대한 두께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국내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N’사는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

발하여 주로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보급을 수행하고 있다(Negishi Ltd., 2017).

특히, 건물의 종류와 바닥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지만,

크게 열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PCM만을 이용하는 Passive 시스

템과 PCM과 열원 시스템을 결합한 Active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Passive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그림 2-22>와 같이, 태양

일사만을 이용하여 PCM으로 열을 축열한 후, 저장된 열에너지로 야간에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는 2가지 타입의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며,

첫 번째 타입은 목재 슬래브 위에 1차 단열재를 설치하고 2장의 목재 쉬트와

간격재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을 형성한 후, 그 사이에 2차 단열재와 PCM

컨테이너를 삽입하는 구조이다. 또 다른 타입의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위에 스틸

간격재를 설치하여 중공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스틸 쉬트와 단열재를 설치한

후, 목재 쉬트 및 PCM 컨테이너의 삽입과 바닥을 마감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PCM의 일사 획득을 최대화하여 야간에 실내를 난방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PCM 컨테이너가 최상부측인 바닥 마감재

<그림 2-21> 일본 ‘M’사의 건식공법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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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설치되며, 하부와 측면으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및 2차

단열재 혹은 목재 쉬트를 설치하거나 공기층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Active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그림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식공법으로 구성된 바닥에 전기 코일을 활용하여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하여 야간에 PCM으로 열을 저장한 후, 주간에 PCM을 통해 실내 난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림 2-22> 일본 ‘N’사의 Passive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그림 2-23> 일본 ‘N’사의 Active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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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의 경우, 우선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약 20 mm의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단열재를 설치하고 PCM과 전기 코일을 고정시켜 이를 모르타르와

목재로 마감하는 방식이다. 본 시스템은 주거용 및 사무실 건물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바닥 표면온도의 균일한 분포를 위해 알루미늄 쉬트가 전기 코일 위

에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영국의 ‘P’ 사는 태양열 시스템과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PCM Ltd., 2017). 본 시스템은 <그림 2-24>와 같이, 바닥 복사 난방을 위해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바닥 구조와 결합한 시스템으로서 태양열로부터 공급

되는 고온수를 축열조에 저장한 후, 이를 열교환기와 펌프를 통해 바닥의

PCM으로 열을 공급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PCM으로 공

급되는 열량 외에 남는 열을 급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과 더불어 급탕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다목적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PCM은

폴리에틸렌 튜브(Polyethylene Tube) 형태의 컨테이너에 삽입되어 이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바닥의 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PCM 컨테이너를 설치

하고 바닥을 마감하는 형태로 매우 단순한 구조이다.

<그림 2-24> 영국 ‘P’사의 태양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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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기존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일러나 펌프

등의 소요 동력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에서 바닥 난방으로 이용하기에는 바닥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공급되는 온수

온도(35 ℃)와 PCM의 융해온도(27 ℃)가 매우 낮아 국내 건물의 실내 쾌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의 형태와 온도 조건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5 소결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콘크리트

기반의 습식공법과 열원으로서 온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난방을

수행하는 재료는 상부의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이자만, 이들 재료들

은 축열 성능이 낮아 대량의 온수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

한 바닥 난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바닥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줄이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몇몇 문헌에서는 PCM을

바닥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PCM 관련 선행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아직 이론적 연구나 실증실험 수준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PCM

을 바닥 구조와 융합하여 실내 환경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에서도 일부 특허에서 PCM을 건

식 공법의 바닥 구조에 삽입하거나 전기를 열원으로 한 PCM 바닥 난방 시스템

을 제안한 경우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콘크리트 기반의 습식공법을 기초

로 한 시스템의 제안이나 공법 등을 소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외의 경우, PCM을 활용하여 바닥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을 향

상시고자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지만,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이 건식공법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습식공법을 이용한 경우에서도 열원을 전기로

이용하거나 운영방법에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외

기술개발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자연형 및 설비형 PCM 바닥 복사 난방 시

스템을 보급하고는 있지만, 이들 역시 모두가 건식공법이거나 열원을 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콘크리트 기반의 습식공법과 열원으

로서 온수를 동시에 활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수

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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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설계 및 열전달 해석

3.1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설계안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였다. 또한 바닥 구조

에 삽입될 PCM의 적정 융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열전달 해석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수와 더불어 PCM 및 바닥 표면 사이에서

의 열전달 해석을 통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설치될 때, 실내 및

바닥 표면의 쾌적 온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PCM의 적정 융해온도 산

출 방법과 관련 방정식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설계

3.2.1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1의 두께 기준을 고려하면서, 기존의 바닥 난방 구조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PCM과 모르타르로 대체하여 구조적으로 변화를 준 응용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 mm 콘크리트 슬래브,

20 mm 완충재, 4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리고 40 mm 모르타르로 형성

되어 기존의 ‘표준바닥구조-1’의 두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에 10 mm 두께의 PCM이 컨테이너 형태로 삽입되며, 그 주위를

모르타르로 타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PCM이 온수파이프 하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층 전체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현재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PCM의 설치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모르타르로 대체하는 것 외에 추가정인 공정이 없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본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총

두께 80 mm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에서 약 10 mm 정도의 두께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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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조를 가진 반면, 밀도가 큰 모르타르를 추가하고, 제외된 10 mm 두께를

액체 및 고체 상태에서 비교적 밀도가 큰 PCM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체

적인 바닥 재료의 밀도 상승으로 인해 중량 및 경량충격음에 대한 고시 기준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시스템은 기존 ‘표준바닥구조-1’의 재

료들 중,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바닥구조로서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실제 공동주택에 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으로부터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

준에 대한 별도의 인정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2 온수 및 에너지 소비 패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온수로부터 공급되는 열에너지를 바닥 내의

PCM으로 저장한 후, 온수공급이 중단되어도 PCM에 저장된 잠열 형태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실내의 바닥 표면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운영은

<그림 3-2> 및 <그림 3-3>와 같이, 실내온도와 온수유량밸브가 결합된

<그림 3-1>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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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에 의해 (+)오차범위의 최 고온 측에서 온수 및 에너지 소비가 중단

되고 (-)오차범위의 최 저온 측에서 다시 공급되는 방식으로서, 컨트롤러에 의해

사인함수의 형태로 On/Off 과정을 반복하는 특징을 갖는다(조성환, 2005;

한태수 외, 2009).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단지 현열 구간에서 열에너지를 축열 및 방출하기

때문에 (+)오차범위의 최 고온 측에서 온수와 에너지 소비가 중단되더라도

빠른 표면온도의 냉각과 실내 온도의 저하 때문에 (-)오차범위의 최 저온 측에

<그림 3-3>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패턴

<그림 3-4>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잠열 축열 및 방출 개념도

<그림 3-2>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온수공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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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 이로 인해 설비 시스템들의 On/Off 과정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그림 3-4>의 구조에서처럼, 일단

온수에 의한 열에너지가 PCM에 도달한 후, PCM으로 잠열이 충분히 저장되면,

온수 공급이 중단되고 하부 측에 위치한 PCM의 열에너지가 모르타르를 통해

상부 측의 바닥 표면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 때, PCM의 잠열 구

간에서는 일정한 온도의 열에너지를 바닥의 표면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잠열

구간 내에서 바닥의 표면온도가 온수와 에너지 소비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잠열 축열 및 방출 패턴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경우, <그림 3-5>

및 <그림 3-6>과 같이, 최초 온수공급이 시작되면서 실내 설정 온도의 (+)

오차범위의 최 고온 측까지 도달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진 후,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정시간 동안 거의 동일한 표면온도가 유지되고, 잠열

방출이 끝난 후, 현열이 방출되면서 실내온도가 설정온도의 (-)오차범위의 최

<그림 3-5>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온수공급 패턴

<그림 3-6>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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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측까지 점차 감소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PCM의 잠열로 인해,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실내 설정 온도의 (+)오차범위로부터

(-)오차범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길게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수공

급과 열원시스템의 가동을 간헐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 및 (-)오차범위의 도달 시간은 바닥에 적용된 PCM의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PCM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욱 절감

될 수 있다.

3.3 열전달 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설계과정에서 특정한

융해 온도를 갖는 PCM이 바닥에 적용되었을 때, 잠열 축열을 위한 에너지 소

비량과 더불어 잠열 방출 구간에서 실내 공간으로 공급되는 열량, 각 바닥 층의

표면온도를 예측하는 것은 PCM 이 실내 쾌적 조건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토 작업이며, 이러한 예측 값들은 열전달 모델과 수치해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각각의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다(Yunus, 2006; Frank et

al., 1998).

<그림 3-7>과 같이, 바닥 구조에 PCM이 적용되었을 때, PCM으로부터 실

내 공간까지 바닥의 표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열에너지를 공급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적용된 PCM의 최대 잠열 축열을 위한 에너지 소비

량 및 축열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본 시스템의 열 성능과 효율을 설계단계에

서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3-7>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열전달 해석에 필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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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장에서는 PCM이 적용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열전달을 이론

적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결과들이 실제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열전달과 수치

해석이 잠열 축열 구간과 방출 구간으로 구분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축열 구

간의 경우, ① 온수로부터 파이프로 전달되는 열량 ② 파이프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 이상의 2단계로 구분되어 해석할 수 있으며, 방출 구간의 경우,

① PCM으로부터 실내로 전달되는 열량 ② 모르타르의 표면온도 ③ 바닥의

표면온도 이상의 3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방열 구간의 해석 중, 바닥의 표면과 실내 공간사이의 열전달 해석은

순수한 바닥 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벽체의 표면,

조명, 가구, 창호로부터의 직달 및 확산 일사 등 실내 단・장파장 복사의 영향
등은 제외하고, 오로지 실내 공기와 바닥 표면사이의 대류 열전달만을 고려

하여 해석하였다.

아울러, 해석 모델의 측면과 하부측은 단열 조건으로 간주하여 열손실이 없

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온수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온도수로부터

의 모든 열전달 과정은 정상상태로 보고 풀이하였다.

3.3.1 PCM 잠열 축열 구간 해석

(1) 온수로부터 파이프로 전달되는 열량

온수파이프로부터 PCM까지 전달되는 열량과 축열 시간 등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우선 고온의 온수와 파이프 사이의 열전달 해석을 통해 파이프의 외표면

<그림 3-8> 온수 파이프의 내표면 온도( ) 계산을 위한 수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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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를 산출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프 내의 강제대류에

의한 열전달 이론을 이용하여 파이프의 내표면온도(  )가 우선 산출

되어야 하며, 온수 파이프에 대한 자유물체도인 다음의 <그림 3-8> 및

식(3-1)를 이용할 수 있다.

      

 식(3-1)

여기서, ∈ 는 파이프의 내표면온도(℃), 은 온수의 평균온도(℃),

는 파이프 내표면에서의 열유속(W/m2), 그리고   는 대류 열전달

계수(W/m2·℃)를 의미한다.

또한 식(3-1)에서, 파이프의 내표면에서 열유속 가 일정할 때, 온수와

파이프 내표면 사이에서의 열전달률 
는 다음의 식(3-2)로 정의될 수

있으며, 식(3-2)로부터 는 식(3-3)과 같이 변형되어 식(3-1)에 적용될 수 있다.


 

⋅   ⋅     식(3-2)

 


 식(3-3)

여기서, 
는 온수와 관 내표면에서의 열전달률(W),  는 관의

내표면적(m2), 은 질량유량(kg/s),  는 온수의 정압비열(J/kg·℃),

는 온수의 출구온도(℃), 그리고 는 온수의 입구온도(℃)를 의미한다.

   ⋅ ⋅ 식(3-4)

파이프의 내표면적  의 경우, 위의 식(3-4)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및 는 파이프의 내부 직경(m) 및 파이프의 길이(m)를 나타낸다.

특히, 열전달율 
의 계산에 필요한 질량유량 는 다음의 식(3-5)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 계산에서 온수의 평균속도  (m/s) 및 파이프의 내부

단면적   (m
2)는 식(3-6) 및 식(3-7)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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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3-5)

  


식(3-6)

   


⋅ 식(3-7)

여기서, 는 온수의 밀도(kg/m3), 은 온수의 평균속도(m/s), 는 온

수의 체적유량(m3/s), 그리고 는 파이프의 내부 직경(m)를 의미한다.

또한 식(3-1)에서 온수와 파이프 내표면 사이의 대류열전달계수   

는 다음의 식(3-8) 및 식(3-9)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식(3-8)

 Pr 식(3-9)

여기서 는 온수의 열전도율(W/m·℃), 은 온수 파이프의 길이(m),

그리고 는  을 의미하며,  ,  , 는 실험상수,

 , 그리고 Pr 를 나타낸다.

또한 온수 파이프 내의 유동이 층류인지 혹은 난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무차원 수인  가 이용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식(3-10)과

같다.

 

⋅⋅ 


⋅  식(3-10)

여기서, 는 , 는 온수의 밀도(kg/m3), 은 온수의

평균 속도(m/s), 는 파이프의 내부 직경(m), 는 온수의 점성계수

(kgf·s/m2), 그리고 는 온수의 동점성계수(m
3/s)를 나타낸다.

특히, 파이프 내의 유체 유동은 층류(Laminar), 천이구간(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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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난류(Turbulent)인지에 따라서 표면온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층류, 천이구간,

혹은 난류의 온수 유동이 파이프 전체에서 발생 하는가 혹은 일부분에 국한

되어 발생하는가에 대한 검토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  ≤    

    

식(3-11)

유체 유동의 구분은 식(3-11)과 같이, 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며, 가

2,300 미만이면 층류, 2,300 이상 4,000이하이면 층류에서 난류로 변이되는

천이구간, 그리고 4,000 초과이면 난류로 볼 수 있다.

또한 계산된 에 의한 온수의 유동이 일부분에 국한되는지 혹은 파이프

전체에 해당되는지의 검토는 계산된  , 관 내부 직경  , 그리고 실험

상수 를 이용한 유체역학적 입구지역(Hydrodynamic entrance region) 및

유체역학적 입구길이(Hydrodynamic entrance length:  )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다음의 식(3-12) 및 식(3-13)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     식(3-12)

 ≈⋅⋅Pr⋅     식(3-13)

여기서   및  는 파이프 내에서 층류 및 난류에 해당되는

유체역학적 입구길이(m), 는  , 은  ,

그리고  는 파이프의 내부 직경(m)을 의미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유체의 평균온도인 과 파이프 내표면에서의 열유속

 , 그리고 대류열전달계수   가 계산되면, 온수로부터 파이프 내표면

으로 전달되는 열량에 의한 표면온도 ∈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계산된 온수파이프의 내표면온도( ∈ )를 이용하면, 파이프의 열

전도율을 활용하여 온수파이프의 외표면온도(  )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파이프의 내・외 직경, 열전도율, 파이프의 총 길이 등을 이용한

수치모델인 <그림 3-9> 및 식(3-14) 및 식(3-15)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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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식(3-14)

     





⋅⋅

ln   


 식(3-15)

특히, 파이프의 외표면 온도는 식 (3-14)와 같이, 내표면에서 외표면으로

이동하는 열량의 정의를 식(3-15)과 같이 변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파이프 내표면에서 외표면까지 전달되는 열량

(W)이며,   ,  는 파이프의 내표면 온도 및 외표면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는 파이프 재질의 열 저항(℃/W)이고,  및 는

파이프의 내부 반지름(m) 및 외부 반지름(m)를 의미한다. 아울러, 은 파

이프의 총 길이(m)이며, 는 파이프 재질의 열전도율(W/m·℃)을 나타낸다.

이상의 과정과 같이, 온수로부터 파이프로 전달되는 열량에 의한 표면온도

산출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위의 해석 방법론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최종

적으로 파이프의 외표면 온도(  )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림 3-9> 파이프의 외표면 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단면 수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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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에서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과 PCM의 최대 잠열의 축열 시간을 산출

하는데 이용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온수 파이프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

온수로부터 파이프 외표면으로 전달된 열은 특정 두께를 가진 모르타르의

열전도를 통해 PCM으로 흡수된다. 이 때, 온수파이프의 외표면에서 PCM

으로 어느 정도의 열량이 이동되는지와 더불어 열량 공급에 따른 PCM의 온도

변화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그림 3-10>과 식(3-16), 식(3-17), 그리고

식(3-18)를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3-10> 온수파이프의 외표면과 PCM 사이의 수치 모델


 

   식(3-16)

 ⋅

 식(3-17)

      






⋅

 


 식(3-18)

여기서, 는 온수 파이프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W)을 의미

하며,    및 은 파이프의 외표면 온도(℃) 및 PCM의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는 모르타르의 열저항(℃/W)이며,  ,  ,

는 모르타르의 두께(m), 열전도율(W/m·℃), 그리고 면적(m
2)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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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6)에서 파이프의 외표면 온도인  는 앞서 설명한 과정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모르타르의 열저항, 는 식(3-17)과 같이, 모르타르의

면적과 두께, 그리고 열전도율을 알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온수파이프에서 공급되는 열량( ), 온수파이프의 외표면 온도

(  ), 그리고 모르타르의 열저항( )을 알고 있다면, 식(3-18)과

같이, 공급되는 열량에 따른 PCM의 온도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만약 사용할 PCM의 총 잠열 축열량인  을 알고 있다면, 온수

파이프에서 공급되는 열량인 
를 이용하여 최대 잠열을 축열하는 시점

까지 걸리는 시간(  )과 투입된 에너지 사용량   ⋅ 을

다음의 식(3-19) 및 식(3-20)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식(3-19)

  ≤  식(3-20)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PCM이 삽입되었을 때, 잠열

구간에서 온수로부터 PCM까지 공급되는 열량의 계산 방법 및 축열 시간 등을

열전달 이론과 수치해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방정식들의 모든

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초기조건인 온수의 평균온도 ( ), 파이프 재질에

따른 열전도율( ), 그리고 PCM의 융해온도( )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

지만, 현재의 연구단계에서는 설비시스템의 결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축열 과정에서의 열전달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계산은 제외하였

다. 단, 이러한 과정을 통해, PCM이 잠열 축열 구간에서는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최대 잠열을 축열하였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잠열 방출 구간에서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3.3.2 PCM 잠열 방출 구간 해석

온수파이프로부터 공급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PCM이 최대 잠열을 축열한 후,

온수공급이 중단되면, PCM에 저장된 열은 온도가 낮은 바닥의 표면과 실내공간

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고은 측인 PCM에서 저온 측인 바닥 표면 및 실내

공간 사이에서의 열전달 해석은 <그림 3-11>에서 제시한 수치모델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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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① PCM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열량

( ) ② 모르타르의 표면온도( ) ③ 바닥의 표면온도( )를

예측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세부적인 계산방법과 내용은 다음의 설명과 같다.

(1) PCM으로부터 실내로 전달되는 열량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고온 측인 PCM에서 저온 측인 실내로 이동

되는 열량인 
는 식(3-21)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식(3-21)

여기서, 
은 PCM으로부터 실내로 전달되는 열량(W)이며, 

및 은 PCM의 융해온도(℃) 및 실내 온도(℃)를 의미한다.

또한 
을 계산하기 위한 각 재료별 열저항 및 총열저항은 식 (3-22),

식(3-23), 식(3-24), 그리고 식(3-25)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식(3-22)

<그림 3-11> PCM의 잠열 방출 단계에서의 열전달 모델



- 51 -

 ⋅

 식(3-23)

 ⋅

 식(3-24)

    식(3-25)

여기서, 는 PCM에서 바닥 표면까지의 총 열전달저항(℃/W)을 나타내며,

 , 는 모르타르의 열전도 저항(℃/W), 바닥 마감 재료의 열전도

저항(℃/W)을 의미한다. 또한  , 은 모르타르 및 바닥 마감 재

료의 두께(m)를 나타내며,  및 는 모르타르의 열전도율(W/

m·℃)과 바닥 마감 재료의 열전도율(W/m·℃), 그리고  , 는 모

르타르, 바닥 마감 재료의 면적(m2)을 나타낸다.

특히, 은 바닥 표면에서의 총열저항(℃/W), 과 은 각각

대류열저항(℃/W) 및 복사열저항(℃/W)을 나타낸다.

이 중, 대류열저항 는 다음의 식(3-26)부터 식(3-31)까지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식(3-26)

  


 식(3-27)

 


식(3-28)

⋅ 식(3-29)

⋅Pr



⋅  
Pr 식(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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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31)

여기서,  와 는 대류열전달계수(W/m2·℃)와 바닥의

표면적(m2)을 의미하며,  ,  , 는 공기의 열전도율(W/m·℃),

바닥의 특성길이(m), 그리고  을 나타내다. 특히, 바닥의 특성

길이 는 바닥의 면적  (m
2)과 둘레길이   (m)

의 비로 산출될 수 있다. 또한 는  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는 유체의 유동에 따른 실험상수, 는  를 나타낸다. 또한

무차원 수인  는 동일한 무차원수인  과

 Pr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는 중력가속도 (m/s2),

유체의 체적 팽창계수  , 바닥 표면온도 및 실내온도인  (℃)과

 (℃), 그리고 공기의 동정성계수 (m
2/s)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의 계산에서 은 공기의 점성계수(kg·s/m2)을 의미하며,  
및 은 공기의 정압비열(J/kg·℃)과 열전도율(W/m·℃)을 나타낸다.

또한 에서 복사열저항 는 다음의 식(3-32) 및 식(3-33)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


식(3-32)

  ⋅⋅
 

    식(3-33)

여기서,   및 은 바닥 표면의 복사 열전달계수

(W/m2·℃) 및 바닥 표면의 면적(m2)을 나타내며,  및 는 바닥 표면의 방

사율 및 Stefan-Boltzmann 상수(×  W/m2·K4)을 의미한다.

(2) 모르타르의 표면온도

PCM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열량 
을 계산했다면, 바닥 재료 및 표면의

열 저항에 의해 다음의 식(3-34)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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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34)

이 중, 모르타르의 표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3-35) 및 식(3-36)

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식(3-35)

     ⋅ 식(3-36)

여기서, 식(3-36)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PCM의 융해온도인 이

초기조건으로서 적용되어야 하며, 
는 식(3-21)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는 식(3-23)를 통해 산출이 가능하다.

(3) 바닥의 표면온도

PCM에 의한 바닥의 표면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앞선 식(3-34)를

통해 다음의 식(3-37)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식(3-38)처럼 변형할 수 있다.


 

  (3-37)

     ⋅ (3-38)

여기서, 
 및 는 식 (3-22) 및 식 (3-37)을 통해 계산이 가

능하며, 는 식 (3-25)를 이용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이상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용한다면, PCM의 잠열 구간에서 실내로 공급

되는 열량의 계산과 더불어 PCM에 의한 바닥 구조에서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한 모르타르 및 표면온도를 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수치해석을 이용한다면, 바닥 재료의 추가 및 변형, 두께,

PCM의 융해온도 및 실내 온도 등 다양한 바닥 구조와 환경에 대한 변수들을



- 54 -

적용했을 시, PCM의 공급열량이나 각 재료들의 표면온도의 변화를 이론

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3.4 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켜 난방에

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바닥에 고성능 잠열 축열 재료인 PCM을 삽입한

새로운 개념의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경우, 바닥 구조의 축

열 성능이 낮기 때문에 설정된 바닥 표면온도에서 오차범위의 (+) 최고지점

부터 (-)최하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비교적 빨라 온수와 열원 시스템의

가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최고지점에서 (-) 최저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길게

유도할 수 있어 온수와 열원시스템을 기존과 비교하여 간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열전달 이론을 통해 바닥의 PCM 삽입에 따른 열적 거동을 해석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정식들을 이용하면 PCM의 잠열 축열 과정에서

온수로부터 PCM으로 전달되는 열량, 잠열 방출 과정에서 PCM으로부터

바닥 표면으로 이동되는 열량, 그리고 PCM에 의한 바닥 표면온도 등을 계산

하여 실내 온도 및 바닥의 표면온도에 맞는 PCM 융해온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 방법과 방정식들을 이용한다면, 실내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의

설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PCM의 융해온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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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축열 성능 실험

4.1 개요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열전달을 통해 도출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국내 공동

주택의 실내 및 바닥 표면의 쾌적 온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PCM 융해

온도의 최적범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제시된 PCM 최적 온도 범위 내의 대표 표본을 선정한 후,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축소형 모듈로 제작하여 소형 항온 챔버를

통해 표면온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축열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특히, PCM 대표 표본의 선정 시,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국외

로부터의 수입 조달의 문제로 인해 최고 온도 범위에 있는 44 ℃ 단일 PCM

으로만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PCM 융해온도의 최적범위, 실험 방법, 그리고

결과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 PCM 융해온도의 최적 범위 산정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권고하는 실내 및 바닥의 쾌적 온도 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PCM의 융해온

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된 실내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를 만족시키는

지에 대한 온도 범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은 앞서 설명된

수치해석 중, 잠열 방출 구간에서 PCM으로부터 실내로 공급되는 열량


을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모르타르 및 바닥 표면온도인 

와 을 도출하고 이를 설정된 조건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표 4-1]와 같이, 국내 공동주택의 난방기간 동안의 실내

쾌적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 조건이 정의 되어야 하며, 실내 쾌적 온도는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별표 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 중, 공

동주택 항목의 20～22 ℃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22 ℃를 적용하였다(국

토교통부, 2017). 또한 바닥의 표면온도는 실제 주택에서 바닥 난방 시, 표면

온도의 변화에 따른 거주자의 쾌적도 실험에 의해 통계적으로 분석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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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쾌적한 바닥 표면온도 조건은 28～30 ℃

가 적용되었다(田村 明弘 외, 1999).

구분 온도 인용 문헌
실내 쾌적 온도 조건 20～22 ℃ 국토교통부 고시

바닥의 쾌적 표면온도 조건 28～30 ℃ 선행연구

[표 4-1] 최적 PCM의 융해온도 범위 산정을 위한 실내 및 바닥 조건

또한 실내 및 바닥의 초기 조건이 결정되었다면, 앞서 제시한 <그림 3-10>
및 식(3-22)～식(3-25)을 이용하여 바닥을 구성하는 각 재료들의 열 저항과
이들 저항의 합인 총 열 저항을 계산해야 한다. 각 재료 물성치는 [표 4-2]과
같이, 열전도율 의 경우, 모르타르는 0.72 W/m·℃, 바닥 마감재는 목질계 바
닥재로서 0.16 W/m·℃이며, 두께 은 모르타르가 0.055 m, 마감재는 0.01 m로
적용하였고, 특히, 모르타르 및 마감재의 표면적 는 다음 장의 실제 바닥 난
방의 실험 모듈과의 비교를 위해, 모듈 면적과 동일한 0.12 m2(가로 0.3 m ×세
로 0.4 m)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계산된 각 재료별 열 저
항의 경우, 는 0.637 ℃/W 및 이 0.521 ℃/W로 계산되었다.

구분
열전도율, 

(W/m·℃)
표면적, 

(m2)

두께, 

(m)

열 저항

(℃/W)
관련 방정식

 0.72 0.12 0.055 0.637 식(3-23)
 0.16 0.12 0.01 0.521 식(3-2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인용 0.717 식(3-25)

  1.875 식(3-22)

[표 4-2] 바닥의 각 재료별 열 저항 산출을 위한 조건 및 결과

아울러, 바닥 표면에서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 저항 의 경우,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별표 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의 기준 중,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표면에서의
총 열전달 저항인 0.086 m2·℃/W 값을 앞서 제시한 바닥 모듈의 표면적인
0.12 m2로 나눈 값인 0.717 ℃/W이 적용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따라서 각
재료들 및 바닥 표면의 열 저항을 모두 합한 바닥의 총 열 저항 은 1.875
℃/W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아울러, 초기조건인 PCM의 융해온도 은 별

도의 계산 방법이 없으며, 무작위 수로 계산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내 온도
가 22 ℃로 설정되었으므로, 바닥에서 실내로 열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PCM
의 온도가 실내 설정온도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적 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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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은 실내 온도보다 높은 23 ℃를 최초 무작위 수로 설정한

후, 1 ℃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50 ℃를 최후 무작위 수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였다.

Rmortar Rfinishing Runderfloor Rtotal TPCM Tindoor PCMQindoor Tmortar Tunderfloor

(℃/W) (℃/W) (℃/W) (℃/W) (℃) (℃) (W) (℃) (℃)
식
(3-23)

식
(3-24)

식
(3-25)

식
(3-22)

초기
조건

초기
조건

식
(3-21)

식
(3-36)

식
(3-38)

0.637 0.521 0.717 1.875 23 22 0.5 22.7 22.4
0.637 0.521 0.717 1.875 24 22 1.1 23.3 22.8
0.637 0.521 0.717 1.875 25 22 1.6 24.0 23.1
0.637 0.521 0.717 1.875 26 22 2.1 24.6 23.5
0.637 0.521 0.717 1.875 27 22 2.7 25.3 23.9
0.637 0.521 0.717 1.875 28 22 3.2 26.0 24.3
0.637 0.521 0.717 1.875 29 22 3.7 26.6 24.7
0.637 0.521 0.717 1.875 30 22 4.3 27.3 25.1
0.637 0.521 0.717 1.875 31 22 4.8 27.9 25.4
0.637 0.521 0.717 1.875 32 22 5.3 28.6 25.8
0.637 0.521 0.717 1.875 33 22 5.9 29.3 26.2
0.637 0.521 0.717 1.875 34 22 6.4 29.9 26.6
0.637 0.521 0.717 1.875 35 22 6.9 30.6 27.0
0.637 0.521 0.717 1.875 36 22 7.5 31.2 27.4
0.637 0.521 0.717 1.875 37 22 8.0 31.9 27.7
0.637 0.521 0.717 1.875 38 22 8.5 32.6 28.1
0.637 0.521 0.717 1.875 39 22 9.1 33.2 28.5
0.637 0.521 0.717 1.875 40 22 9.6 33.9 28.9
0.637 0.521 0.717 1.875 41 22 10.1 34.5 29.3
0.637 0.521 0.717 1.875 42 22 10.7 35.2 29.6
0.637 0.521 0.717 1.875 43 22 11.2 35.9 30.0
0.637 0.521 0.717 1.875 44 22 11.7 36.5 30.4
0.637 0.521 0.717 1.875 45 22 12.3 37.2 30.8
0.637 0.521 0.717 1.875 46 22 12.8 37.8 31.2
0.637 0.521 0.717 1.875 47 22 13.3 38.5 31.6
0.637 0.521 0.717 1.875 48 22 13.9 39.2 31.9
0.637 0.521 0.717 1.875 49 22 14.4 39.8 32.3
0.637 0.521 0.717 1.875 50 22 14.9 40.5 32.7
0.637 0.521 0.717 1.875 51 22 15.5 41.1 33.1
0.637 0.521 0.717 1.875 52 22 16.0 41.8 33.5

축소형 모듈 실험에 이용

[표 4-3] PCM 융해 온도에 따른 바닥의 모르타르 및 표면 온도 계산 결과

이러한 열 저항 및 초기 조건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  ,

그리고 는 [표 4-3]와 같다. 실내 온도가 22 ℃이고 바닥의 총 열

저항이 1.875 ℃/W, 그리고 PCM의 융해온도가 23～52 ℃로 적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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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열량 
은 0.5～16.0 W인 것으로 계산되

었다. 또한 계산된 열량을 이용하여 산출된 모르타르의 표면온도 는

22.7～41.8 ℃이며, 바닥의 표면온도 는 22.4～33.5 ℃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범위 중, 실내 바닥의 쾌적 표면온도 조건인 28～30 ℃를 만족시키는

PCM의 융해 온도는 <그림 4-1>과 같이, 오차범위를 약 ± 1 ℃ 적용했을

때, 35～45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위해 적용 가

능한 PCM은 바닥의 축열층 두께가 70 mm의 모르타르로 형성되고 PCM 컨

테이너가 10 mm로 삽입될 때, 35～45 ℃의 융해온도를 가진 PCM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계산과정에서 실의 열평형 방정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호를 통한 일사의 직접획득, 실내의 기류 변화,

혹은 실내 벽 및 조명 등의 장파장 복사 등에 대한 영향은 제외된 채 계산이

수행되었다. 이에 실제 건물에 본 시스템을 도입할 시, 이러한 열적 변수들에

의해 바닥의 열획득 및 열손실이 발생되어 본 계산에서 제시한 PCM 융해

온도의 최적 범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바닥 구조에서 최적 융해범위를 충

족시키는 PCM을 바닥에 삽입했을 때, 바닥의 표면온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쾌적 범위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모듈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방법 및

결과는 다음의 설명과 같다.

<그림 4-1> PCM의 융해온도 변화에 따른 모르타르 및 바닥 표면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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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축열 성능 실험

앞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설계안과 PCM의 최적 융해

온도 범위를 바탕으로 실제 바닥 구조에 PCM을 삽입했을 때, 기존 시스템

대비, 더 우수한 축열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축소형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3-1>에서 제시한

설계안 중, 축열 층인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부분만을 소형 모듈로

제작한 후, 기존 바닥 모듈과 PCM 바닥 모듈에 축열된 열에너지의 방출에

따른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실험 방법 및 결과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4.3.1 실험 조건

(1) PCM 컨테이너 제작

축열 성능 평가를 위해 적용 가능한 PCM의 융해온도 범위는 [표 3-4]에서와

같이, 35∼45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온도 범위 중, 본 연구에서는 44 ℃

PCM을 축열 실험을 위한 대표 표본으로 결정하였으며, PCM의 열적 및 물리

적 특성은 [표 4-4]와 같다(Celsius Korea Ltd., 2017; Rubitherm Ltd., 2017).

PCM
융해온도 열저장 용량 비열( ) 밀도() 열전도율()

체적
팽창율

℃ kJ/kg Wh/kg kJ/kg·℃ Wh/kg·℃ kg/L kg/m3 W/m·℃ %

44 250 70 2 0.41 0.80 800 0.2 12.5

[표 4-4] 바닥 난방 모듈 실험에 적용된 PCM의 융해온도 및 열적 특징

특히, 선별된 PCM의 온도대별 열에너지의 축열 및 방출 용량은 <그림 4-2>

와 같다. 본 연구의 축열 성능 실험에 이용된 PCM의 경우, 액체 상태의 현

열구간에서 열에너지 저장 용량이 약 0.41～1.23 Wh/kg인 반면, 잠열 구간으

로 근접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여 43 ℃에 도달했을 때, 열에너지 저장 및 방출

용량이 21.91 Wh/kg로 최대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이 후, 43∼44 ℃의 범위

에서 PCM이 완전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패턴을 갖는다. 또한 열의 축열

과정에 40∼41 ℃ 및 42∼43 ℃ 두 구간에서 급격하게 축열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PCM이 실제 바닥에 사용될 시, 2가지의 잠열 구간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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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잠열 방출 구간 또한 비교적 길게 유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PCM을 콘크리트 바닥 내에 손쉽게 삽입하면서 밀폐된 공간

에서 안정적인 PCM의 상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림 4-3>과 같이, 박막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PCM 컨테이너를 제작하였다. PCM을 삽입하기 위한 컨

테이너는 폴리에틸렌 수지 계열이나 알루미늄 쉬트 계열, 그리고 파이프 형태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Mitsubishi Ltd., 2017; 株式会社ヤノ技研, 2017), 본 연

구에서는 모르타르와의 접착성과 더불어 상부의 압력에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

그리고 내부식성 및 높은 열전도율11)을 고려하여 박막 알루미늄 컨테이너를

선택하였으며, 두께가 0.05 mm로 매우 얇기 때문에 바닥 구조의 총 두께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컨테이너에 삽입된 PCM의 용량은 1

kg이며, 이를 설계안에서 제시한 10 mm 두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내의 공기를 제거하여 부피를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기 흡

입과 밀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공 기기를 활용하였다(Intrise Ltd.,

2017). 작업 순서의 경우, 우선 10 mm 두께를 가진 고체 상태의 PCM을 컨테이

너에 삽입한 후, 진공 기기로 컨테이너 내의 공기를 모두 흡입하는 동시에 200

℃이상의 이중 열선으로 알루미늄을 융해하여 입구를 밀폐시킴으로서 PCM

11) Aluminum Pure의 열전도율의 경우, 약 237 W/m2·℃ 임(Yunus, 2006).

<그림 4-2> PCM 44 ℃의 온도대별 열에너지 축열 및 방출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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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가 완성된다. 제작된 컨테이너의 크기는 가로 250 mm × 세로 350 mm

× 두께 10 mm이다. 이러한 PCM 컨테이너를 이용한 축소형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구조 및 제작 방법은 다음의 설명과 같다.

(2) 축소형 바닥 복사 난방 모듈 설계 및 제작

제작된 PCM 컨테이너를 이용한 축소형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과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비교하기 위한 기존 모듈이 제작되었으며, 각

모듈의 제작 과정 및 구조는 [표 4-5]과 같다.

특히 바닥 마감재는 향후, 모르타르의 표면온도에 따른 최적 바닥 마감재의

선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에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본 실험에서는 제외하였

지만, 이론적 설명에서 적용한 두께 10 mm에 열전도율이 0.16 W/m·℃인 목

질계 바닥재가 적용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축소형 PCM 바닥 난방 모듈의 제작은 우선, 15 mm 두께의 우드폼(Wood

form)을 이용하여 가로 300 mm × 세로 400 mm × 높이 200 mm의 바닥 틀

을 형성한 후, 모르타르 15 mm를 타설하였다. 또한 10 mm 두께의 PCM 컨테

이너의 삽입과 열전대를 부착하고 이를 55 mm 모르타르로 마감한 후, 모르타르

표면에 추가적인 열전대를 부착함으로서 모듈을 완성하였다. 축소형 모듈의 총

두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제시한 표준바닥구조에 명시된 80 mm이다. 또한

모듈의 측면과 하부에서 발생되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10 mm 단열재를

<그림 4-3> 진공 기기를 이용한 PCM 44 ℃ 알루미늄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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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으며, 모르타르 및 바닥의 표면적은 향후, 이론적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치해석에서 적용된 값인 0.12 m2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비교 대상인 기존의 바닥 모듈은 40 mm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를 충분히 경화시킨 후, 40 mm 모르타르를 추가

적으로 타설하여 완성하였으며, 모듈의 총 두께 역시 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

바닥구조와 동일한 80 mm로 제작하였다.

(3) 열원 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축열 성능과 이에 따른 표면온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와 PCM에 열에너지를 공

급해줄 수 있는 열원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온수파이프의 결정과 보일러의 운

영은 다음 단계에서 진행될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모

듈의 축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수 공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열

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도 제어를 통해 정상상태로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 항온 챔버를 도입하였으며, 챔버의 기본 사양

은 [표 4-6]과 같다(Zeio Tech Ltd., 2017).

[Module 1]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

경량기포
콘크리트
40 mm

모르타르
40 mm

[Module 2] 축소형 PCM 44 ℃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 ⇨

모르타르
15 mm

PCM
10 mm
(44 ℃)

모르타르
55 mm

[표 4-5] 기존 및 PCM 적용 축소형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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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크기

(가로 × 세로 × 높이)

온도제어

범위

오차

범위

ZEIO TECH IL-11 750 mm × 650 mm × 600 mm 0～70 ℃ ± 1 ℃

[표 4-6] 항온 챔버의 기본 사양 및 온도제어 범위

챔버의 크기는 가로 750 mm × 세로 650 mm × 높이 600 mm이며 기존 챔버를

개조하여 상하에 2개의 모듈이 동일한 조건으로 열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

성하였으며, 챔버의 온도제어 범위는 0～70 ℃이며 오차범위는 ± 1 ℃이다.

또한 PCM 컨테이너 표면과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모르타르 표

면에 설치된 열전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저장하면서 실시간으로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4-7]에서 설명된 유닛들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구분 제조사 제품명 데이터 기능 오차

Data-Logger Keysight
Technologies

34972A 온도 데이터 수집 -

Temperature
Sensor Watlow

Thermocouple
Wire T type 온도

데이터 측정
(-250～350 ℃) ± 1 ℃

Monitoring
Program

Keysight
Technologies

BenchLink 온도 데이터 수집
방법, 관찰, 저장

-

[표 4-7]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온도 데이터 수집 장치는 국내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K사의 34972A를 이용하여 USB 포트를 통해 열전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임

시저장을 할 수 있다(Keysight Technologies Ltd., 2017). 또한 사용된 열전대는

비교적 저온 범위에서 온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Watlow사의 Thermocouple T

타입을 이용하였다(Watlow Ltd., 2017). 본 열전대는 (+)측인 납과 (-)측인 콘

스탄탄12)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와이어를 난열 및 난연성이 우수한 FEP13) 테프론

으로 피복하여 온도 측정에 이용되며, 두 금속 사이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인 전압을

측정한 후, Data–Logger를 통해 온도로 환산하여 그 크기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Thermocouple은 온도 범위에 따라 합금의 조합이 조금씩 다르며 이 중, T

타입은 비교적 낮은 온도 대에 속하는 –250～350 ℃에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Constantan: Cu(구리) 60 %와 Ni(니켈) 40 %로 이루어진 높은 전기저항을 가진 합금.
13)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FEP): 플루오르 기반의 엘틸렌 프로필렌(절연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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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측정된 온도 데이터를 확인 및 저장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며, 이용된 프로그램은 앞선 K사의 BenchLink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본 프로그램은 데이터 수집 장치와 PC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방식, 파일의 형식, 저장 시간, 그리고

저장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축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모듈의

설치 방법은 <그림 4-4>과 같다. 특히, 모듈 설치의 경우, 챔버 내부의 상부 측에

는 기존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을 설치하고 하부 측에는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

을 삽입하였으며, 열전대의 위치 및 데이터 측정 간격은 [표 4-8]와 같이, PCM

컨테이너의 표면, 기존 모듈의 모르타르 표면, 그리고 PCM 모듈의 모르타르 표면

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측정 간격은 1분이고 메모리

저장 간격은 10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항온 챔버의 운영 방법은 [표 4-9]과 같이,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을 설치한 후, 자연실온 상태에서 챔버를 가동하

여 각각의 모듈에 PCM 융해 온도보다 높은 46 ℃의 동일한 온도로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후, PCM이 최대 잠열 이상을 축열한 완전 액체 상태를 거쳐 두 모

듈이 모두 챔버 설정온도인 46 ℃로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챔버 가동을 중단하

고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및 PCM 모듈의 최상부 측 표면인 모르타

르 표면온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만약 PCM의 잠열이 표면온도에 영향을 미친

다면, 기존 바닥 모듈의 낮은 현열 축열 성능으로 인해 표면온도가 선형으로 급

격하게 감소되는 패턴을 보이겠지만, PCM 바닥 모듈의 표면온도는 일정 시간

동안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온도 감소의 Time-lag 현상으로 바닥의 표면

온도 감소가 지연되면서 동일한 시간대에 기존 대비, PCM의 표면온도가 더

구분 열전대 위치 데이터 측정 간격 메모리 저장 간격
기존 모듈 모르타르 표면

1 Minute 10 MinutePCM 모듈
PCM 컨테이너 표면
모르타르 표면

항온 챔버 내부 공기온도

[표 4-8] 온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열전대 위치 및 데이터 측정 조건

모듈 타입 항온챔버
On 시점

챔버설정온도
(열공급온도)

항온챔버
Off 시점

기존
실온 46 ℃ 모듈 온도가 46± 2℃일 때

(PCM의 완전 액체 상태)
PCM 44 ℃

[표 4-9] 기존 및 축소형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열에너지 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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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 결과를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설명과 같다.

4.3.2 실험 결과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모듈의 축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항온챔

버를 이용하여 표면온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4-5>는 항온 챔버를 통한 열에너지의 공급 및 중단에 따른

PCM 컨테이너 온도, 기존 모듈의 모르타르 표면온도, 그리고 PCM 모듈의

모르타르 표면온도를 시간 변화에 따라 비교 및 분석한 것이다.

기존 모듈의 모르타르 표면온도는 챔버가 중단되는 동시에 곧바로 표면온

도가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감소되는 폭과 속도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림 4-4> 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항온 챔버의 구조 및 온도센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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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반면, PCM 모듈의 경우, 챔버가 중단된 이후, 일정시간동안 현열 방출

구간에서 기존 바닥 모듈과 유사한 패턴으로 표면온도가 감소되었지만, PCM

융해 온도 지점인 약 44 ℃에서 잠열로 인한 온도 지연효과로 동일한 시간대

에서 기존모듈 보다 PCM 모듈의 모르타르 표면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PCM이 융해온도인 약 44∼43 ℃를 지나 현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온도가 서서히 감소되었지만, 약 42 ℃에서 잠열 방출과 같이 일정한 온도를

다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림 4-2>에서의 설명처럼, 43～

42 ℃ 및 42～41 ℃ 사이에서의 열에너지 방출 용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PCM이 43 ℃에서의 잠열 방출 효과를 발휘하고 서서히 냉각

된 후, 42～41 ℃ 구간에서 두 번째 잠열 방출 효과를 발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바닥의 표면온도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것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온도 컨트롤 구간인 (+)오차범위에서 (-)오차범위까지 도달

하는 시간을 좀 더 지연시킴으로서 온수와 에너지 사용량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5> 기존 및 PCM 44 ℃ 모듈의 표면온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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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3장의 열전달 해석을 통해 수립된 방정식을 활용하여 국내 공동

주택의 쾌적 온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PCM의 융해온도 범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범위 내에 포함된 PCM 중, 대표 표본을 선정한 후,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축소형 모듈을 통해 PCM 적용 여부에

따른 축열 성능 변화에 대하여 표면온도를 중심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쾌적 온도 조건인 실내 22 ℃ 및 바닥 표면 28～30 ℃를

만족시키는 PCM 융해온도의 최적 범위는 35～45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대표 표본인 PCM 44 ℃를 이용한 축소형 모듈 실험에서 기존 및 PCM

모듈의 표면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존 모듈의 표면온도는 최초 46 ℃에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한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교적 빠르게 저하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PCM이 삽입된 모듈은 온도 감소 이후, 표면온도가 약

43～44 ℃에 도달했을 때, 약 20～30분 정도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잠열

방출이 끝난 이후에도 표면온도가 기존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

으며, 동일한 시간대에서 기존 대비, PCM 적용 모듈의 표면온도가 약 1～3

℃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열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PCM으로부터 잠열이 방출

되면서 표면온도가 일정시간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 기존 모듈의 표면온도

감소 시점보다 늦어지는 온도 감소 지연효과(Time-lag)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CM이 바닥 구조에 삽입된다면,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표면온

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표면온도의 차이만큼 기존

보다 에너지 소비가 감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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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

5.1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이론적 해석과 모듈 실험 결과에 의해 축열 성능이 검증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실제 공동주택에 대용량으로 적용했을 시, 기존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EnergyPlus, 2016a, 2016b, 2016c).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기존 공동주택과 PCM 10 mm가 바닥에 적용된
공동주택을 각각 모델링하여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PCM의 두께 및 용량이 증가했을 때, 기존 대비,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
량 및 절감율의 변화 또한 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조건 및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 시뮬레이션 조건

5.2.1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건물의 환경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EnergyPlus ver. 8.7.0이다(EnergyPlus, 2016a). 본 프로그램은 별도의
3D 건물 모델링 프로그램인 OpenStudio로부터 건물의 기본 정보들이 포함된
텍스트 형식의 IDF14) 파일을 EnergyPlus의 IDFEditor에서 불러들여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코딩을 하면서 건물을 모델링할 수 있다(OpenStudio,
2017).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난방과 연결된,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을 모델링하는 과정은 [표 5-1]과 같으며, Zone
HVAC과 Output을 입력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건물에서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모델링이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링 및 결과 분석 과정은
EnergyPlus를 이용하여 건물의 열, 공기, 빛, 그리고 기계설비 등의 해석 결과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의 시작부터 결과 값의 출력까지 총 28단계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각 단계를 [표 5-2]와 같이, 유사한 내용들로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개요, 스케줄, 건물 구조, 실내 열취득 및 열손실, 난방 운영 조건,

14) IDF: Intermediate Data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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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시스템, 그리고 출력 값 설정 이상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세부적인 입력 값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계 입력 란 설 명
Step 1 Version EnergyPlus 버전 입력
Step 2 Simulation Control 시뮬레이션 계산 유형 입력
Step 3 Building 건물의 이름, 방위 지역 등 입력
Step 4 Site Location 건물 외피 열전달 알고리즘 선택
Step 5 Time Set 시뮬레이션 수행 간격 입력
Step 6 Run Period 시뮬레이션 수행 기간 입력
Step 7 Surface Convection Algorithm: Inside 내표면 대류 알고리즘 선택
Step 8 Surface Convection Algorithm: Outside 외표면 대류 알고리즘 선택
Step 9 Heat Balance Algorithm 외피 실내외 열평형 알고리즘 선택
Step 10 Site Ground Temperature 월평균 지표면 온도 입력
Step 11 Sizing Period Weather File Days 기상데이터 이용 방법 입력
Step 12 Schedule 각 요소별 운영스케줄 입력
Step 13 Material 건물에 적용될 재료의 물성 입력
Step 14 Construction 건물에 적용될 구조 모델링
Step 15 Zone 각 실의 기본 정보 입력
Step 16 Building Surface Detailed 건물 각 부위별 구조 선택
Step 17 Fenestration Surface Detailed 창호 선택
Step 18 People 인체발열 입력
Step 19 Lights 조명발열 입력
Step 20 Zone Infiltration 각 실의 침기량 입력
Step 21 Zone Ventilation 각 실의 환기량 입력
Step 22 Zone Control 각 실의 난방 운영 방법 설정
Step 23 Thermostat Setpoint 난방 설정온도 입력
Step 24 Zone HVAC 각 실의 HVAC 모델링
Step 25 Output Variable Dictionary 출력 가능한 변수들 리스트
Step 26 Output Table Summary Report 출력할 요소들 선택
Step 27 Output Control Table Style 출력 값의 형태 및 단위 결정
Step 28 Output Variable 출력 값의 디테일

[표 5-1] EnergyPlus를 이용한 단계별 공동주택 모델링 과정

구분 요소

공동주택 모델링 및
기본 정보

Version / Simulation Control / Building / Site Location /
Time Set / Run Period / Surface Convection Algorithm:
Inside / Surface Convection Algorithm: Outside / Heat
Balance Algorithm / Site Ground Temperature / Sizing
Period Weather File Days

스케줄 Schedule
건물의 구조 및
외피 시스템

Material / Construction / Zone / Building Surface Detailed
/ Fenestration Surface Detailed

실내 열취득 및 열손실 People / Lights / Zone Infiltration / Zone Ventilation
난방 운영 조건 및 설정 온도 Zone Control / Thermostat Setpoint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구성 Zone HVAC

출력 값 설정 Output Variable Dictionary / Output Table Summary
Report / Output Control Table Style / Output Variable

[표 5-2] EnergyPlus 입력 값의 유형별 분류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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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시뮬레이션 입력 값

(1) 기본 정보 설정 및 공동주택 모델링

EnrgyPlus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입력해야하며, 본 시뮬레이션에서 입력한 기초 데이터들은 [표 5-3]과 같다.

입력 란 입력 값
EnergyPlus version 8.7.0
Simulation Control Run Simulation for Weather File Run Period

Building
North Axis 0
Terrain City

Site Location
Latitude 37.34
Longitude 126.57

Time Set 1 hour
Run Period January 1～December 31

[표 5-3] EnergyPlus 구동을 위한 기초 데이터

본 프로그램은 최초 버전이 배포된 이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새로운

알고리즘과 입력 값의 형태, 그리고 출력 값의 설정 등 입・출력 체계가 조금씩
달라졌으며, 이러한 Version별 차이성 때문에 프로그램의 사용 시, 오작동(Error)

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 버전을 입력해주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버전은 8.7.0이다. 또한 EnergyPlus에서 이용되는 기상데이터는 EPW15)와 TMY216)

가 주로 이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 요소와 높은 신뢰성으로 인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TMY2 형식의 기상데이터를 EnergyPlus 전용 기상데이터로 변환한

EPW 형식의 서울지방 표준기상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히, <그림 5-1>과

같이, 기상데이터의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온도와 일사량의 시간별 분포

처럼, 기상데이터에 포함된 각각의 요소들은 시뮬레이션 내에서 건물의 여러 가지

물리적 결과 값들을 도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시간별 변수로서 자동으로 입력된다.

15) EnergyPlus Weather Data(EPW): 에너지 플러스 기상데이터
16) Typical Meteorological Year 2 (TMY2): TMY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이용되었던 기상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이며, 단순한 시간에 따른 온도, 습
도, 풍속, 풍향, 대기압, 일사량, 운량 등의 데이터만이 포함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TMY와 유럽의 TRY (Test Reference Year)를 통합한 TMY2가 개발되었으며, 기존
TMY에 추가적인 기상데이터를 삽입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요
소 값들의 정밀도와 단위를 향상시킨 연간 시간별 종합 기상데이터 파일임(최원기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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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버전과 기상데이터의 설정이 완료되면, 건물의 향과 위치,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데이터 수집 간격 및 수행 기간에 대한 정의를 입력해야 한다.

이 중, EnergyPlus에서 건물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외피의 형태는 원점(0, 0, 0)을 기

준으로 좌표 값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별도의 3D 프로그램인 OpenStudio를

이용하면 이러한 좌표 값과 건물의 크기, 형태, 체적 등의 물리적 값들은 모두 자

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입력 값을 설정하기 전에

OpenStudio에서 건물의 기본적인 모델링이 수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모델링된 건물은 <그림 5-2>와 같다. 건물의 위치는 서울지방이며 건물의

향은 정남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건물의 크기는 가로 10,290 mm × 세로

10,530 mm이고 한 층이 2,800 mm의 높이를 가진, 3개 층(1층 1세대)의 공동주택

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실제 공동주택에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Zoning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실내 전체가 공조 대상이 되도록 재구성 했으며,

지하층을 배제하고 1층의 바닥이 지표면과 인접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은 최소 4층에서 최대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형성되지만(통계청,

2013b), 전체 건물을 구분할 시, 최하층,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은 모두

표준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델링에서는 1층을 최하층으로, 3층을

최상층으로 가정하고 표준층은 2층 하나만으로 구성하였으며, 외피의 창호는 남

쪽의 외벽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EnergyPlus에서 입력된 건물의 기본 입력 값의 경우,

건물 위치가 서울지방이기 때문에 위도 37.34 및 경도 126.57을 입력

<그림 5-1> 서울지방 표준기상 데이터의 건구온도 및 일사량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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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17), 건물 향의 경우, 정남향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0 을 입력하였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 간격은 1시간 간격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각 사용자 설정에 따른 모든 출력 값들은 요소별

로 최대 8,760개의 데이터까지 생성이 가능하다.

(2) 외피의 열전달 및 열평형 계산 알고리즘 선정

건물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난방기간에 실내 설정온도를 하회하는 시

간대 중, 가장 낮은 온도(Peak Low Temperature)에 도달하는 순간의 난방부하

(피크부하)를 도출하여 난방 설비 용량을 결정한 후, 건물의 총 난방 운영

17) EenrgyPlus에서 특정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입력할 시, EPW의 기상데이터에 입력된
위도와 경도 값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입력 값의 차이가 발생할 시, 시뮬레이션의
오작동(Error)이 발생함.

실제 공동주택의 평면 IDF 입력을 위한 DXF 파일 형식의 평면

⇨

OpenStudio 상에서 모델링된 IDF 파일 형식의 공동주택 모델

<그림 5-2> OpenStudio의 공동주택 모델링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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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난방설비의 출력량을 측정함으로서 계산될 수 있다. 특히, 난방부하의

발생 원인은 외피로 밀폐된 건물의 실내와 외부와의 온도차(혹은 엔탈피차)

에 따른 열적 불균형 현상을 열평형 상태로 수렴시키기 위해 고온 측인 실

내에서 저온 측인 실외로 에너지가 손실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반된

공간에서 열매체를 통해 에너지의 이동을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

인은 외부환경이며 태양으로부터의 일사는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원천이 된다

(日本環境工学教科書研究会, 2003; 김광문 외, 2001).

태양 일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보통 파장과 속도(광속)에 따라 구분되며 지구의

대기권으로 투사되는 일사는 전체 태양 일사를 고려할 때 비교적 장파장인 일부 자

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구 대기권으로

투사되는 일사를 총량으로 볼 때, 단파장은 자외선과 대부분의 가시광선이며 적외선

이하의 파장은 장파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일사들은 공기라고

불리는, 대기에 퍼져있는 여러 기체들의 온도 및 밀도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기체

들의 유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erle et al., 2011).

건물의 관점에서,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건물 외피의 외표면은 이러한 태양

일사에 직접적으로 투사를 받게 되며, 동시에 일사에 의해 유동되는 공기가

건물 외표면을 스치면서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으로 인해 난방기간 동안에 공

기로부터 열을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사와 대류열전달은 건물의

난방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외피의 표면온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

이기 때문에 건물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외표면에

투사되는 일사의 크기와 외표면 및 공기사이에서 발생되는 대류열전달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nergyPlus 프로그램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그림 5-3>과

같이, 건물의 외표면에서 발생되는 일사와 대류 열전달의 계산 방법과 알고

리즘을 우선 선택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특히, 건물에 투사되는

일사량의 계산은 단파장 복사와 장파장 복사로 나뉘어 계산이 수행될 수도 있

지만, 일반적으로 파장에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직달 일사, 확산 일사, 그리고

반사 일사를 모두 합산한 전일사량(W/m2)과 더불어 대기의 여러 기체들이 흡

수한 태양일사의 재방사 및 기체표면에서의 직접적인 반사 일사를 합한 대기

복사(W/m2)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합산하여 이를 총일사량(W/m2)으로서

하나의 일사량 값으로 표현하고, 총일사량이 건물의 수평벽체나 수직벽체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투사되는지를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에 따라 시각별로 계산

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사 및 대류열전달에 관하여 EnergyPl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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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Reference에서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변수들을 자세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핵심 알고리즘과 그 내용은 다음의 식(5-1)에서

식(5-18)까지와 같다.

우선, 일사량의 경우에서 건물의 수평벽면에 대한 총일사량을 산출하기 위

해서는 식(5-1)을 이용하여 대기 복사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ln
 

⋅⋅⋅ ⋅ 

식(5-1)

여기서, 는 대기 복사율이고 는 대기의 노점

온도(℃ or )을 나타내며, 은 운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계산된  를 포함한 식(5-2)를 이용하면 수평벽면에 대한

총일사량 (W/m2)을 산출할 수 있다.

   ⋅⋅
 식(5-2)

여기서, 는 스테판-볼쯔만 상수의 디테일 값(5.6697e-8 W/m2·K4)을 나

타내고, 는 대기의 건구온도(℃ or )을 의미한다.

또한, 수직벽면에 대한 총일사량   의 계산은 식(5-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3> EnergyPlus의 외표면에 대한 일사 및 열전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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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5-3)

여기서,     ,  ,  는 각각 수직벽면에 대한

   의 투사량(W/m
2), 대기 복사량(W/m2), 그리고 태양주위의 일사

량(W/m2)을 의미하며, 각각의 계산방법은 식 (5-4), (5-5), (5-6)과 같다.

      ⋅⋅sin  식(5-4)

 

     cos 식(5-5)

    ⋅

⋅ 식(5-6)

여기서  ,  , 는 태양주위 총 밝기 계수, 태양주위 수평면 밝기 계수, 그리고

건물 표면의 수직 각도를 나타내며, , 는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의미한다.

또한 태양 주위의 밝기 계수  , 는 다음의 식(5-7) 및 (5-8)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식(5-7)

     ∆  식(5-8)

여기서, ∆(Delta),  , 는 각각 대기(천구)의 밝기 계수, 대기청정도, 그리고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내며,  ,  ,  ,  ,  , 은 의 범위에 따른

대기 청정도 비율을 수치로 표현한 값이며, 이 값들은 [표 5-4]를 이용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또한 대기 밝기 계수  (Delta)와 대기청정도 의 계산은 다음의 식(5-9)

및 식(5-10)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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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10)

여기서, 은 일사 범위 내에서의 공기의 비율이며, 는 태양상수(W/m2)를

나타낸다. 또한 는 태양의 직달 일사를 의미하며,  , 는 각각 태양고도

Degree값을 Radians로 변환하기 위한 계수(1.041)와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

낸다. 그 외, 일사량과 관련된 세부적인 알고리즘의 구조와 관련 수치들은

EnergyPlus의 Engineering Reference에서 제시한 값들 중,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태양의 법선면 일사량 및 태양 상수()와 더

불어 태양 고도와 방위각만이 주어졌을 때, 건물의 수평벽면 및 수직벽면에

투사되는 총일사량을 단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이미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EPW의 기상데이터에는 기상청에서 측정된 수평면 총일사량()의 시간

별 데이터가 입력되어있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벽체들의 각도가 주

어진다면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벽체에 투사되는 총일사량이 계산되므

로, EnergyPlus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과정에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 EPW 기

상데이터의 입력과 시뮬레이션 수행 기간만을 설정한 후, 다음 단계의 모델링

작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외피 외표면의 온도를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인 대류열전달의 경우,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큰 이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Yunus, 2006). 이러한 이유로 대류열전달의 계산은
기존의 실험을 통해 정립된 다양한 실험식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을 수행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외피의 관점에서 실외표면과 실내표면의 대류열전달은 자
연대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내외의 공기유동 속도와 밀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실내외 표면의 대류열전달 계산 시, 서로 다른 이론과


Range

1.000～
1.065

1.065～
1.230

1.230～
1.500

1.500～
1.950

1.950～
2.800

2.800～
4.500

4.500～
6.200

6.200 이상

 -0.0083117 0.1299457 0.3296958 0.05682053 0.8730280 1.1326077 1.0601591 0.6777470

 0.5877285 0.6825954 0.4868735 0.1874525 -0.3920403 -1.2367284 -1.5999137 -0.3272588

 -0.0620636 -0.2210958 -0.2210958 -0.2951290 -0.3616149 -0.4118494 -0.3589221 -0.2504286

 -0.0596012 0.0554140 0.0554140 0.1088631 0.2255647 0.2877813 0.2642124 0.1561313

 0.0721249 -0.0639588 -0.0639588 -0.1519229 -0.4620442 -0.8230357 -1.1272340 -1.3765031

 -0.0220216 -0.0260542 -0.0260542 -0.0139754 0.0012448 0.0558651 0.1310694 0.2506212

[표 5-4] 대기청정도의 범위에 따른  ,  ,  ,  ,  , 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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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EnergyPlus에서도 외피의 실내외 표면의
대류열전달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외표면의 경우, 벽
체의 구성과 공기유동의 유형에 따라 TARP, Simple, Ceiling, Adaptive
Convection Algorithm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내표면의 경우, Simple
Combined, DOE-2, TARP, MoWiTT, Adaptive Convection Algorithm이 내
재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표 5-5]와 같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TARP 및 DOE-2 알고리즘을 실내외 표면의 대류
열전달 계산에 이용하였으며, 본 이론에 대한 대류열전달의 일반식은 다음의
식(5-11)과 같다.

  ⋅⋅  식(5-11)

여기서 는 대류열전달(W)이고  및 는 대류열전달계수(W/m2·℃)와

외피의 표면적(m2)을 나타내며,  및 은 외피의 표면온도(℃) 및 공기

온도(℃)를 의미한다. 대류열전달의 일반식은 벽체의 총 면적당 공기와 외표면사이가
1 ℃ 차이를 가질 때, 벽체에서 손실되는 열량인 대류열전달 계수에 실제 표면
적과 온도 차이를 적용하여 부하의 단위(W)로 표현하지만, 대류열전달 계수의
산출에서 이론마다 적용되는 요소와 실험식에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EnergyPlus에서 외표면에 적용되는 TARP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류열전달 계
수는 식(5-12)와 같이, 강제대류의 요소인 와 자연대류의 요소 를

혼재하여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제대류에서는 식(5-13)와 같이,
벽체에 수직으로 불어오는 공기의 방향을‘1’로 봤을 때, 벽체와 유동 방향 사
이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에 대한 방향계수와 외표면의 거칠기 계수

 , 그리고 표면의 특성길이  (m)와 공기의 유속  (m/s) 및 외피의 표면적

 (m2)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자연대류는 식(5-14)과 같이, 무차원 수인
  수와 공기의 열전도율  (W/m·℃) 및 외표면의 특성길이

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입력 란 입력 값

Surface Convection Algorithm: Inside DOE-2

Surface Convection Algorithm: Outside TARP Algorithm

[표 5-5] 실내외 표면 대류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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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5-12)

  
 





식(5-13)

 


 식(5-14)

또한 외피 내표면의 온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그림 5-4>와 같이, 외표면

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서 벽체를 통한 이동 열량 , 복사량, 그리고 대류열전달

에 의해 결정되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복사량의

경우, 창호를 통해 투과된 일부 단파장(자외선 및 일부 가시광선)의 태양 일사

와 더불어 실내의 다른 외피의 표면 및 조명, 가구 등 표면을 가진 물체들로

부터 방사되는 장파장 복사로부터의 열량이 표면온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

치며, 대류열전달의 경우, 자연대류이지만 실외와 비교하여 유속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강제대류 요소()보다는 거의 자연대류 요소()에 의해 결정된

다. 이러한 이론을 담은 EnergyPlus의 실내 대류열전달 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DOE-2 Model이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의 식(5-15) 및 식(5-16)

과 같다.

        식(5-15)

<그림 5-4> EnergyPlus의 내표면에 대한 일사 및 열전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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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5-16)

여기서,  ,  ,  ,  는 대류열전달 계수(W/m2·℃),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W/m2·℃), 거칠기 계수, 그리고 매끄러운 면에서의 대류열전달

계수(W/m2·℃)를 나타내며, ,  및 는 실험상수 및 공기의 유속(m/s)를

의미한다.

아울러, 복사 및 대류열전달과 더불어 외부표면으로부터 외피를 타고 들어

오는 열량 또한 외피의 실내 표면온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 계산방

법은 식(5-17) 및 식(5-18)과 같다.

 

   식(5-17)

 ⋅


⋅


 ⋅

 식(5-18)

따라서 시뮬레이션 구동 시, 위의 알고리즘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유기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로서 최하층 바닥, 층간바닥, 외벽, 그리고 최

상층 지붕의 실내외 표면온도가 결정되며, EnergyPlus에 입력된 EPW 기상데

이터는 부하를 일으키기 위한 벽체의 표면온도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만 이용

되면, 이 후, 부하를 상쇄시키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계산은 기계설비 모델에

입력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또한 일사와 대류열전달에 의한 외피의 표면온도가 결정되면, 외피에 의해

실내의 열이 손실되는지, 혹은 획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외피의

위치별 온도 변화를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을 위해 EnegyPlus에서는

몇몇 수치해석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표 5-6]과 같이,

시간과 공간 변화에 따른 벽체의 온도변화를 고차 편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나

가는 Conduction Finite Difference(유한차분법)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수치해석은 복사와 대류열전달에 의해 결정된 초기 표면온도를 경계

조건으로 가정하고 시간, 벽체 거리, 그리고 온도를 변수로 한, 3변수 편미분

구분 입력 값
Heat Balance Algorithm Conduction Finite Difference

[표 5-6] 실내외 열평형 수지 및 온도 해석을 위해 적용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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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의 무한급수로 해(온도)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특히, 무한급수는

Fourier 급수, Maclaurin 급수, Taylor 급수가 널리 이용되지만, Conduction

Finite Difference에서는 Taylor 급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EnergyPlus에서도 Taylor 급수의 일반식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시간과 벽체

거리에 따른 온도변화를 급수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초 알고리즘은

<그림 5-5> 및 식(5-19)과 같다.

 ∆∆





 

 




∆





∆
 




∆

 



∆
 
 

 




식(5-19)

여기서, 는 초기 조건에서의 온도(℃)이며,  ,    ,   은 각각 초기조

건의 위치, 실내측 인접 구간의 위치, 그리고 실외측 인접 구간의 위치를 나

타낸다. 또한  및   은 온도계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시간 및 새로운

계산 시간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경과 시간 및 벽체의 차분 거리를

의미한다. 특히,  와 는 재료의 비열(W/kg·℃)과 밀도(kg/m3)을

<그림 5-5> Conduction Finite Difference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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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및 는 각각 초기지점과 미래 인접 지점 사이에서의 열전도율

(W/m·℃) 및 초기지점과 이전 인접지점 사이에서의 열전도율(W/m·℃)이다.

그 외, 계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알고리즘과 설명은 Engineering Reference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해석을 이용한다면, 시뮬레이션의 출력 값에서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외피의 각 노점별 온도를 시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중 온도

모델링된 공동주택의 최하층 바닥은 지표면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최하층
바닥의 외표면 온도는 지중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지표면과 최하층 바닥
사이에는 유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전도에 의한 열전달만이 존재
하며, 이러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온도와 지표면 온도를 입력해야한다.
실내 공기온도는 추후, Thermostat Setpoint 단계에서 입력될 난방 설정온도
이지만, 지표면 온도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월평균
온도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본 시뮬레이션의 공동주택은 서울지방
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지방의 월평균 지표면 온도를
입력하였으며, 특히, 지하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표면 Level에서
의 온도 값을 입력해야하며, 입력된 지표면 온도 값은 국내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 중, 2016년에 측정된, 지표면으로부터 10 cm 깊이의 온도를 인용
하였으며, 연중 각 월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표 5-7]과 같다(기상청, 2017).

구분 월 입력 값 (℃)

Site Ground Temperature

January 0.8
February 0.7
March 6.9
April 13.9
May 19.4
June 24.5
July 26.5
August 28.3
September 23.1
October 16.9
November 8.5
December 2.9

[표 5-7] 서울지방의 10 cm 깊이에서 측정된 월평균 지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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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 데이터

본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기상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MY2를 기반

으로 한 서울지방의 연간 데이터를 EmergyPlus의 EPW파일로 변환한 텍스트

기반의 기상 파일이다. 이러한 기상데이터에는 건물의 난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5-6> 연중 실외 건구온도 <그림 5-7> 연중 실외 노점온도

<그림 5-8> 연중 실외 절대습도 <그림 5-9> 연중 실외 풍속

<그림 5-10> 연중 직달 일사 <그림 5-11> 연중 확산 일사

<그림 5-12> 연중 반사 일사 <그림 5-13> 연중 수평벽면 전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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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 본 시뮬레이션에서 이용된 기상데이터는

<그림 5-6>에서 <그림 5-13>과 같이, 건구온도, 절대습도, 대기 노점온도, 풍속,

그리고 총일사량 등 이다. 특히, 본 연구는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중심으로 수행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중 기상데이터 중, 난방기간에 해당하는 기상데이터만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지방의 연간 난방 기간을 사전에 계산하여 Sizing

Period Weather File Days와 Heating schedule에 입력해야 한다.

연중 난방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일법(Degree day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그

계산 방법은 다음의 식(5-20)과 같다(이경미 외, 2014).

     
 식(5-20)

여기서 는 난방도일(day)을 나타내며,   및  은 각각

실내 난방 설정온도(℃)와 일일 평균 외기온도(℃)이고, ‘+’는 계산된 도일 값

중, ‘+’ 값만을 취해 합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EPW 기상데이터 중, 시간

별 실외 건구온도를 이용하여 일일 평균 외기온도를 계산한 후, 실내 난방 설정

온도를 입력하는 단계인 Thermostat Setpoint에서 설정한 22 ℃와의 온도 차이

를 산출하여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입력란: Sizing Period Weather File Days
월 일 난방도일

January 1～31 31

February 1～28 28

March 1～31 31

April 1～23 / 27～30 27

May 1～9 / 12 10

June - 0

July - 0

August - 0

September - 0

October 2～7 / 13～31 25

November 1～30 30

December 1～31 31

Total 231

[표 5-8] 도일법을 이용한 서울지방 연중 난방 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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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케줄

건물의 난방부하에 미치는 열획득 및 열손실 요소와 더불어 난방 수행 기간과

난방설비 (HVAC)의 운영 시간 등은 모두 텍스트 기반으로 EnergyPlus의

Schedule 입력란에 연중 월별 및 일일 시간별 데이터로 구분하여 직접 입력을

<그림 5-14> 재실자 스케쥴 <그림 5-15> 조명 스케쥴

<그림 5-16> 외기도입 스케쥴 <그림 5-17> 침기 스케쥴

<그림 5-18> 난방기간 스케쥴 <그림 5-19> 실내 및 바닥 온도 스케쥴

<그림 5-20> HVAC 운영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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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열획득 및 열손실 요소는 재실자, 조명,

침기, 그리고 환기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연중 동일한 스케줄로 발

생한다는 가정 하에 <그림 5-14>부터 <그림 5-17>과 같이 입력하였으며, 난방

기간은 앞서 설명한 도일법을 바탕으로 연중 231일 동안의 난방 시간에 실내온

도를 22 ℃, 바닥의 표면온도를 30 ℃로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그림 5-18>과

같이 설정하였다. 아울러 연중 일일 난방수행 시간대와 실내 및 바닥 표면온도

변화는 재실자의 스케줄에 맞춰 <그림 5-19> 및 <그림 5-20>과 같이 입력

하였다. 이에 대한 각 스케쥴의 자세한 설명은 열획득 및 열손실, 난방 운영

조건, 그리고 HVAC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6) 건물 재료 및 외피 구조

① 건물 재료

공동주택의 외피는 외벽, 최하층 바닥, 층간바닥, 최상층 지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OpenStudio에서 불러들인 IDF 파일에는 외피의 구조와

두께, 그리고 각 재료들의 물성 값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EnergyPlus에서

각 외피에 대한 데이터들을 입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의 공동주

택은 콘크리트 구조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바닥의 구조는 국토교통부 고시

에서 제시한 재료와 두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재료 명
두께 열전도율 밀도 비열
(mm) (W/m·℃) (kg/m3) (J/kg·℃)

중량 콘크리트 210 1.400 2300 880
50 ALC 50 0.150 710 1130
단열재 90 0.025 29 1213
단열재 80 0.025 29 1213
단열재 50 0.025 29 1213
단열재 20 0.025 29 1213

시멘트 모르타르 80 0.720 1860 780
시멘트 모르타르 40 0.720 1860 780
시멘트 모르타르 20 0.720 1860 780
석고보드 10 0.170 800 100
Air cavity 70 0.020 1.2 100
Air cavity 30 0.020 1.2 100
목질계 마감재 5 0.160 780 1255

PCM 컨테이너(44 ℃) 10 0.200 860 2000

[표 5-9] 공동주택 외피를 구성하기 위한 재료의 선정 및 열적 물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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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주택에 이용된 재료들은 [표 5-9]와 같이, 중량콘크리트, 경량기

포 콘크리트(ALC), 단열재,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공기층, 그리고 마감

재와 PCM이며, 이 중, 단열재와 시멘트 모르타르는 벽체 및 층별 바닥 구조

에서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께별로 각각 형성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각층별 남측 벽에 창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창호를 구성

하는 유리와 충진 Gas, 그리고 프레임을 모델링하고 각 재료별 물성 값을 입력

해야 한다. 하나의 판유리 및 총 Glazing의 물성 값, 충진 Gas의 물성 값, 그리고

프레임과 관련한 물성 값들은 [표 5-10], [표 5-11], 그리고 [표 5-12]과 같다.

제조 국가 중국

제조사 Shanghai Yaohua Pilkinton Glass Ltd.

유리 두께 (mm) 6.000

전도율 (W/m·℃) 1.000

유리
외표
면

전체 파장
투과율 0.246

반사율 0.232

가시광선
투과율 0.313

반사율 0.302

표면 방사율 0.840

유리
내표
면

전체 파장
투과율 0.246

반사율 0.218

가시광선
투과율 0.313

반사율 0.106

표면 방사율 0.540

[표 5-10] 창호 구성을 위한 판유리의 종류 및 물성 값

Argon

Gas

가스 타입 순도 100 % 비열 521.9290 (J/kg·℃)

열전도율 0.016348 (W/m·℃) 밀도 1.782282 (kg/m3)

점성 0.000021 (kg/m·s) Pr 수 0.6705

[표 5-11] 창호 구성을 위한 충진 가스의 종류 및 물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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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프레임

재질 Aluminum

폭 300 (mm)

외부 돌출길이 129 (mm)

내부 돌출길이 129 (mm)

단열재 충진 Urethane

디바이더 없음

열관류율

Head
side

2.161 (W/m2·℃)

Sill
side

2.123 (W/m2·℃)

Left jamb
side

2.046 (W/m2·℃)

Right jamb
side

2.127 (W/m2·℃)

Meeting
rail

1.990 (W/m2·℃)

[표 5-12] 창호 구성을 위한 프레임의 종류 및 물성 값

② 외피 구조

앞서 구성된 건물 재료들은 공동주택의 각 외피를 형성하는데 이용되며,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모델링 된 외피들은 [표 5-13] 및 [표 5-14]와 같다. [표 5-13]는

[표 5-9]을 활용하여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외벽과 최상층 지붕, 층간 바닥, 및 최하층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5-14]는

공통 구조
① 외벽 구조 ② 최상층 지붕 구조

[표 5-13] 기존 및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각 외피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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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표 5-11], 그리고 [표 5-12]을 이용하여 남측 벽에 설치될 창호를

모델링한 것이다. 특히, 창호의 물성 값과 열관류율은 EnergyPlus의 창호 엔진부

문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Therm &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창호의

단열성능 측적방법’에서 제시하는 실내・외 경계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 값이며, 이는 EnergyPlus와 연동하여 시뮬레이션의 입력 값으로

이용되었다(LBNL, 2006a, 2006b;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2017). 특히,

PCM 바닥 난방 시스템 구조의 경우, 1층의 최하층 바닥과 표준층인 2층 및 3

층의 층간바닥에 각각 10 mm 두께로 적용되었으며, 44 ℃의 PCM 컨테이너 1개

의 면적과 중량이 각각 0.0875 m2 및 1 kg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약 94 m2

이므로 각 층에 적용된 PCM의 총 중량은 약 1,074 kg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바닥 복사 난방의 공동주택
③ 최하층 바닥 구조 ④ 층간 바닥 구조

PCM 바닥 복사 난방의 공동주택 (PCM 44 ℃ 컨테이너 삽입)

⑤ 최하층 바닥 구조 ⑥ 층간 바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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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를 Zoning하지 않고 공조구역을 일괄적으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PCM의

적용 중량이 조금 높게 계산되었지만, 실제 공동주택에서는실내공간중, 비 난방구간

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실제 건물에 적용될 중량은 본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결

과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7) 존(Zone) 설정

① 방위별 외피 정의

모델링된 각각의 외피들은 외벽, 바닥, 지붕, 그리고 창호로 구분하여

IDFEditor에서 공동주택 외피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외

피별 좌표와 명칭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좌표의 경우, OpenStudio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외피의 명칭은 좌표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입

력해야 하며, 특히, 향후 층별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해야함으로 Zone을 1층,

표준층인 2층, 3층 3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Zone 명칭을 정의하고, 각 층별로

Zone을 형성하는 외피의 명칭 또한 각각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시뮬레

이션의 Zone 외피의 정의는 <그림 5-21>과 같다.

우선, 외벽은 남측, 동측, 북측, 그리고 서측 방향으로 정의되었으며, 남측을 제

외한 나머지 외벽들은 평면이 아닌 기하학적 형태로서 좌표들이 모두 다르기

⑦ Fenestration Surface Detailed
설정 조건 입력 값 Therm & Window 시뮬레이션 결과

판유리

크기

시뮬레이션 2.00×2.00 (m2)

남쪽창-1 2.12×2.20 (m2)

남쪽창-2 3.00×2.20 (m2)

남쪽창-3 1.52×2.20 (m2)

남쪽창-4 1.00×2.20 (m2)

판유리 두께 6 (mm)

유리 총 두께(삼중) 18 (mm)

가스층 두께 12 (mm)

가스층 총 두께(이중) 24 (mm)

Glazing 총 두께 42 (mm)

실내 설정 온도 20 (℃)

실외 설정 온도 0 (℃)

실내 표면열전달계수 9.1 (W/m2·℃)
실외 표면열전달계수 23.3 (W/m2·℃)
Spacer(간봉) Aluminum / 흡습제

열 관류율(U-Value) 1.208 (W/m2·℃)

[표 5-14] 기존 및 PCM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창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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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같은 향의 외벽이라도 표면의 명칭을 분리하여 입력해야 한다. 특히,

모든 Zone은 바닥과 천정을 가지고 있지만, 1층의 바닥은 최하층 바닥으로

정의하여 지표면 경계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3층의 천정은 최

상층 지붕으로서 외부의 일사와 대류열전달의 경계조건을 가지도록 정의하였

으며, 나머지 층간 바닥은 모두 동일한 구조로서 인접실의 경계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창호의 경우, 같은 남측 벽에 위치할지라도

좌표에 따라 위치와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4개의 창을 개별 요소로 구

분하고 유리표면의 명칭 또한 각각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Zone과 외피 표면의 명칭 입력이 완료되면, 앞서 모델링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각각의 외피 시스템을 Zone 및 외피 표면에 융합시켜야 하

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방위별 외피구조 적용

모든 Zone은 창호를 제외하고 10개의 외피를 갖으며 벽체와 바닥 및 천정,

그리고 지붕으로 구분하고 앞서 모델링한 구조들을 각 외피에 맞게 적용

시켜 Zone을 완성시킨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과

PCM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기

위함임으로 기존 및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 2가지로 모델링이 수행되어야

하며, 완성된 공동주택 모델은 [표 5-15] 및 [표 5-16]과 같다.

<그림 5-21> Zone별 외피 및 창호의 위치와 표면 명칭



- 91 -

구분 Zone 외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2)

Building Surface Detailed
1
Floor

South wall ①
East wall-1 ①
East wall-2 ①
North wall-1 ①
North wall-2 ①
North wall-3 ①
West wall-1 ①
West wall-2 ①
The lowest floor ③
Interior ceiling ④

Zone
외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2)

Zone
외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2)

2
Floor

South wall ①

3
Floor

South wall ①
East wall-1 ① East wall-1 ①
East wall-2 ① East wall-2 ①
North wall-1 ① North wall-1 ①
North wall-2 ① North wall-2 ①
North wall-3 ① North wall-3 ①
West wall-1 ① West wall-1 ①
West wall-2 ① West wall-2 ①
Interior floor ④ Interior floor ④
Interior ceiling ④ The highest roof ②

[표 5-15]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된 Zone별 외피 구조

구분 Zone 외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2)

Building Surface Detailed
1
Floor

South wall ①
East wall-1 ①
East wall-2 ①
North wall-1 ①
North wall-2 ①
North wall-3 ①
West wall-1 ①
West wall-2 ①
The lowest floor ⑤
Interior ceiling ⑥

Zone
외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2)

Zone
외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2)

2
Floor

South wall ①

3
Floor

South wall ①
East wall-1 ① East wall-1 ①
East wall-2 ① East wall-2 ①
North wall-1 ① North wall-1 ①
North wall-2 ① North wall-2 ①
North wall-3 ① North wall-3 ①
West wall-1 ① West wall-1 ①
West wall-2 ① West wall-2 ①
Interior floor ⑥ Interior floor ⑥
Interior ceiling ⑥ The highest roof ②

[표 5-16] PCM 공동주택에 적용된 Zone별 외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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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위별 창호 적용

남측벽에 설치된 창호의 경우, 3중 유리의 알루미늄 프레임 창호로서 [표 5-17]과
같이 모든 표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특히, 서울지방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외피 중,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이 1.2 (W/m2·℃) 이하이
므로, 적용된 모든 창호는 [표 5-14]과 같이, 열관류율이 거의 약 1.2
(W/m2·℃)를 갖도록 설정하였다(법제처, 2017).

구분 Zone 명칭 창호 표면
(그림 4-21)

적용구조
(표 4-13)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적용 공동주택

Fenestration Surface Detailed

1 Floor

South window-1 ⑦

South window-2 ⑦

South window-3 ⑦

South window-4 ⑦

2 Floor

South window-1 ⑦

South window-2 ⑦

South window-3 ⑦

South window-4 ⑦

3 Floor

South window-1 ⑦

South window-2 ⑦

South window-3 ⑦

South window-4 ⑦

[표 5-17] 기존 및 PCM 적용 공동주택의 Zone별 창호 구조

(8) 실내 열취득 및 열손실

본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실내 열취득 및 열손실 요소는 인체발열, 조명,
침기, 그리고 외기도입(환기) 이상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적용되었다. 특히, 기
기발열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기로부터의
현열과 표면에서 발산되는 장파장 복사가 실내 온도와 외피의 실내표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함으로 본 시뮬레이션에서 기기발열은 제외하였으며,
그 외 각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체 발열

시뮬레이션의 수행 시, 공동주택의 재실자 인원을 명시하는 국내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청의 자료 중, 인구조사 부문에서 가구원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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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현황을 바탕으로 재실자의 인원수를 입력하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원수는 3인과 4인이므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림 5-22>와

같이, 최대치인 공동주택 1 가구당, 4인의 재실자가 있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통계청, 2015b). 또한 재실자 스케줄의 경우, 연중 휴일 및 공휴일을 구분하

지 않고 적용하였으며, 일일 스케쥴 또한 국내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 값으로서 입력해야하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8:00～18:00까지

는 재실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외 시간은 재실자가 최대치인 4인으로

설정하였다.

② 조명

조명 스케줄은 앞서 설명한 재실자 스케줄에 맞춰 운영 스케줄을 설정하고,

바닥의 단위면적당, 발열량(W/m2)으로 입력하여 이를 시간대별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림 5-23>과 같이, 조명 사용이 최대일 경우는 ‘1’,

그리고 최소일 경우는 ‘0’으로 간주하여, 8:00～18:00까지는 재실자가 부재중임

으로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0’으로 입력하였으며, 5:00～8:00 및

18:00～23:00까지는 최대 조명사용 비율인 ‘1’로 적용하였으며, 취침시간을 23:00～

05:00까지로 가정하여 이 시간대에는 조명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0.1’을 입력하였다. 특히, 조명 기구는 국가표준에서 제시한 조도기준 중, 거실

및 침실의 기준인 60～150 LUX와 바닥 면적 94m2를 충족시키는 조명기구로서

가로 1,130 mm × 세로 63 mm인 30 W의 LED를 적용하였다(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2013).

<그림 5-22> 공동주택 재실자의 연중 일일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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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침기량

건물에서 침기는 겨울철에 실내 난방부하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식(5-21) 및 식(5-22)와 같이, 보통 공기의 정압비열(J/kg·℃) 및

공기의 밀도(kg/m3),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와 더불어 단위 시간당, 실외

로 손실되는 공기량(m3/hr)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현열과, 공기 중의 습도(물)

의 비잠열(J/kg)과 실내외 절대습도차(kg/kg DA)를 이용하는 잠열로 구분하

여 계산한 후, 이를‘kW’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공기의 정압비열 및 밀도는 상수로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실내

외 온도차 및 절대습도차이는 EPW의 기상데이터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실내 설정온도 및 상대습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침기량 기준은 국내

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권고된 침기량 기준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다. 특

히, 침기량의 국내 권고기준은 일반 건물과 에너지 절약 건물,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물로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 5-24>와

같이, 에너지 절약 건물이라는 가정 하에 3.0 회/hr를 입력하였으며, 연중 매

시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3;

전봉구 외, 2008; 이언구 외, 1997; 서승직, 2003).

<그림 5-23> 공동주택의 연중 일일 조명 시스템 사용 스케줄



- 95 -

    ⋅⋅∆⋅
18) 식(5-21)

   ⋅⋅∆⋅
19) 식(5-22)

④ 환기량

외기도입에 관한 국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에서 환기횟수를 시간당 0.5회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국내 환기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연중

휴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그림 5-25>와 같이 일일 환기 스케줄에 따라

환기횟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제실자의 스케줄에 따라

환기 스케줄 또한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환기량에 대한 계산은 식(5-23) 및

18)    ⋅℃×
×∆℃×

 ⋅℃××∆℃×


 
sec

 ∆⋅sec
≒∆⋅

19)     ×
×∆×

 ××∆×


 
sec

 ∆⋅sec
≒∆⋅

<그림 5-24> 공동주택의 연중 일일 침기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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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24)과 같이, 환기량인  (m
3/hr)을 제외하고 침기량의 계산과 같다.

    ⋅⋅∆⋅o 식(5-23)

   ⋅⋅∆⋅ 식(5-24)

(9) 난방 운영 조건 및 설정 온도

외피를 통한 Zone의 설정과 실내 열취득 및 열손실 조건이 완료되면, 모델링된

각 Zone의 난방운영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우선, 난방기간은 <그림 5-26>과

같이, 앞서 설명한 도일법의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일일 난방 스케줄은

<그림 5-27>과 같이, 휴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그림 5-25> 공동주택의 연중 일일 외기도입(환기) 스케줄

구분 시간 컨트롤 타입 입력 값

Thermostat Setpoint

0:00～08:00
실내 온도 22 ℃
바닥 온도 30 ℃

08:00～18:00
실내 온도 10 ℃
바닥 온도 15 ℃

18:00～24:00
실내 온도 22 ℃
바닥 온도 30 ℃

[표 5-18] 공동주택의 일일 실내 및 바닥 표면 설정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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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특히 [표 5-18]과 같이, 난방이 수행되

는 시간대에서는 실내온도를 22 ℃, 바닥 표면온도는 30 ℃로 유지하도록 설

정하였으며, 재실자가 없는 8:00～18:00은 난방시스템을 간헐적으로 운영하여

실내온도가 10 ℃, 바닥 표면온도가 15 ℃를 유지하도록 입력하였다.

아울러, [표 5-19]과 같이, 공동주택의 1층, 표준층인 2층, 3층 모두 위의

스케줄이 적용되도록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림 5-26> 공동주택의 연중 난방기간 스케줄

구분 입력 란 입력 값

Zone Control

1 Floor Zone Control
Heating schedule &
Thermostat Setpoint

2 Floor Zone Control
Heating schedule &
Thermostat Setpoint

3 Floor Zone Control
Heating schedule &
Thermostat Setpoint

[표 5-19] 공동주택의 각 Zone 별 난방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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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공동주택의 연중 일일 실내 및 바닥 표면 온도 스케줄

(10)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구성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 공급되는 온수는 개별보일러나 지역

난방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난방의 중온수를 이용하여 공동

주택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개요

EnergyPlus에서 HVAC의 온수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열원의 생산과 공급, 수요와 환수, 그리고 열교환이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회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열원이

지역난방의 중온수20)이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공급측(Supply Side)으로 간주

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을 수요측(Demand Side)으로 설정하여 공급측과

수요측에 필요한 각 장비들을 리스트화하고 장비별 온수의 입・출구 노드를

생성하여 이를 순환 회로에 맞게 연결시켜야한다.

20) 온수 난방의 경우, 보통 공급온도가 80～90 ℃인 중온수 방식과, 100～150 ℃인 고온수
방식으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국내 지역난방의 공급방식은 중온식 방식인
80～90 ℃임(한국지역난방공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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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은 위의 개념을 이용하여 공급측인 지역난방과 수요측인 공

동주택에서 각 유닛에 의해 중온수가 열교환되는 지점과 순환되는 과정을 나

타낸다. 특히, EnergyPlus에서 HVAC을 여러 유닛으로 통합하여 모델링할 시,

완성된 모델을 하나의 Plant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측의 지역난방측은 프로그램

상에서 Supply Plant, 좌측의 공동주택은 Demand Plant로 인식되고 Plant와

Plant를 열교환기에 연결함으로서 HVAC 시스템이 완성된다. 특히, 각 Plant를

형성하는 장비들의 용량, 유량, 압력, 컨트롤 등 열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및

제어에 필요한 조건들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기본

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계산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초기 조건은 수요측인 공동

주택의 최대 난방부하이기 때문에, 공급측의 온수 공급온도와 수요측의 온수

공급온도 및 환수온도와 더불어 펌프의 압력과 효율 등의 기본 값들만 입력을

하면, 앞서 설명된 열전달 과정을 통해 계산된 시간별 난방부하의 결과 값

들이 초기조건으로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장비 구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입력

값들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ant 단계에서 지역난방으로부터 공급되는 중온수의 온도를

90 ℃로 설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를 60 ℃로 적용하고 환수온도를 최소 45 ℃로 입력하여 실내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가 사용자 설정조건에 맞도록 위의 범위 내에서 온수의 입・출구
온도차(∆)를 자동 계산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Plant 작업이 완료되면,

Plant를 형성하는 각 장비들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8> EnergyPlus의 지역난방 및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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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난방 및 바닥 복사 난방 순환 회로

공급측인 지역난방 Plant와 수요측인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Plant를 구

성하는 장비들과 이를 연결한 회로도는 <그림 5-29>과 같다. 우선, 공급측인

지역난방 Plant에서는 지역난방에서 이용되는 Pipe와 함께 District Heating,

District Bypass, Supply Side Hydronic Pump 이상의 4개지 Plant 장비를 구성

한 후에, 각 장비별로 입구(Inlet) 및 출구(Outlet)의 노점을 구성하고 이를 회로에

맞게 순차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수요측인 공동주택에서는 지역난방으로

부터 공급되는 중온수를 각 층의 바닥에 공급하기 위한 장비로서 Pipe와 더불

어 Splitter, Water supply (Connect Mixer), Reheat Bypass, 그리고 Demand

Side Hydronic Pump 이상의 5가지 장비를 구성하고 각각의 노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후, 이를 공동주택 각층의 입구와 출구 노드에 결합시켜야 한다. 특히,

각 Plant를 구성하는 장비들의 필수 입력 조건 리스트 및 입력 값들은 [표 5-20]과

같고, 수요측의 경우, 온수 순환용 Pipe 및 Bypass Pipe, 순환펌프, 온수분배기,

그리고 급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중, 파이프의 크기는 식(5-25)을

<그림 5-29> EnergyPlus의 지역난방 및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Plan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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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유량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펌프의 압력은 식(5-26)을 이용하여 공동

주택에 대한 전양정을 계산한 후, 이에 맞는 펌프의 종류 및 해당 압력을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펌프의 동력은 식(5-27)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

능하고, Pipe의 크기는 앞서 계산된 유량(  )과 파이프 재질에 따른 유량선

도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권승홍 외, 2010; 최종민 외, 2004). 그러나 유량

의 경우, [표 5-20]에서 수요측의 입・출구 온도가 입력되고 물의 비열이 상수이
기 때문에 시간별로 계산된 건물의 난방부하( )가 자동으로 입력됨으로,

펌프의 유량은 Autosize로서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펌프의 압력은 Default값인 최고

약 200,000 Pa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유량과 파이프의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압력이 컨트롤 된다. 펌프의 동력 또한 계산된 유량과 전양전을 자동

입력 값으로 적용하여 펌프의 순간 동력을 계산한 후, 이를 난방 운영 스케줄에

따라 에너지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펌프 동력 또한 Autosize로 입력

하였다. 아울러, 펌프의 효율은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값인 0.9를 입

력함으로서 펌프에 대한 장비 구성을 완성하였다.

        ⋅ 

  식(5-25)

  



           

 


⋅ 식(5-26)

  ⋅ ⋅ 식(5-27)

여기서,  는 온수의 질량유량(: kg)을 나타내며,  는 난

방부하(W)를 의미한다. 또한   및   는 바닥 온수 파이프의

입구 및 출구온도(℃)이며,  는 물의 정압비열(W/kg·℃)를 나타낸다.

그리고  ,   ,   ,   는 전양정(m) 및 공동주택 각층의 전양전

(m)을 의미하고,  는 마찰손실수두(m),  및 는 온수의 유속(m/s) 및 중

력가속도(m/s2)이고, 는 여유율을 나타낸다. 아울러, 은 순환펌프의

동력(W)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물의 밀도(kg/m3), 펌프의 사용률

및 여유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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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요측의 온수 순환용 Pipe 및 Bypass용 Pipe의 크기는 앞서 계산된 유

량에 따른 유량선도에 의해 결정된 Pipe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파이

프의 표면은 열손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열조건인 Adiabatic로 설정하

였다. 아울러, 온수분배기인 Splitter는 급수 시설인 Connect Mixer와 연결되며

컨트롤러에 의해 유량공급과 환수가 이루어지지만, 바닥 온수 시스템의 입・
출구 온도를 설정하면 이 또한 실내 설정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공급측과 수요측의 Plant 장비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Heat Exchange 장비를 통해 공급측의 입・출구 노드와 수요측의 입・출구 노드를
연결함으로서 HVAC의 지역난방 및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모델링이 완료된

다. 이러한 회로에 따라 지역난방의 온수 공급과 공동주택의 온수 사용이 난방

스케줄 및 난방조건에 맞게 On/Off 방식으로 제어되며, 향후 지역난방에서 소

비된 에너지 사용량과 순환펌프 사용량 및 공동주택에서 온수 이용에 따른 에

너지 소비량, 그리고 순환펌프 사용량이 합산되어 연간 난방 운영 시간에 대한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으로서 연간, 월별, 일별, 그리고 시간별 kWh의 단위로

출력이 된다.

구분 장비 입력 란 입력 값

Supply
Side

District Heating Supply Temperature 90 (℃)

Hot Water Pipe Pipe Adiabatic Adiabatic

Bypass Pipe Pipe Adiabatic Adiabatic

Demand
Side

Hot Water Pipe Pipe Adiabatic Adiabatic

Bypass Pipe Pipe Adiabatic Adiabatic

Hydronic Pump
(권순홍 외, 2010)

Flow Rate Autosize (m3/s)

Pump Head (Pressure) 200000 (Pa)

Power Consumption Autosize (W)

Efficiency 0.9

Control Type Intermittent

Splitter
(최병권, 2013)

Control Type Intermittent

Connect Mixer Control Type Intermittent

1, 2, 3 Floor
Underfloor

Hot Water Inlet Temperature 60 (℃)

1, 2, 3 Floor
Underfloor

Hot Water Outlet
Temperature(Minimum)

45 (℃)

[표 5-20] 공급측 및 수요측 Plant를 구성하는 각 장비들의 필수 입력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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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CM 재료 구성 및 바닥 적용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축열 성능 실험에서 이용된 PCM 44 ℃와 동일한

물리적 성질을, [표 5-21]과 같이 “EnergyPlus의 Material Property Phase

Change”를 통해 하나의 재료로서 입력하였으며, 앞선 <그림 4-2>에서 설

명한 35 ℃에서 50 ℃사이에서 온도대별 열에너지(엔탈피) 저장 성능을 입

력한 수치를 Joule의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Field Units Object 1
Name 10 mm PCM container

Temperature 1 ℃ 35
Enthalpy 1 J/kg 1722
Temperature 2 ℃ 36
Enthalpy 2 J/kg 1722
Temperature 3 ℃ 37
Enthalpy 3 J/kg 2562
Temperature 4 ℃ 38
Enthalpy 4 J/kg 1722
Temperature 5 ℃ 39
Enthalpy 5 J/kg 2562
Temperature 6 ℃ 40
Enthalpy 6 J/kg 5166
Temperature 7 ℃ 41
Enthalpy 7 J/kg 36960
Temperature 8 ℃ 42
Enthalpy 8 J/kg 45570
Temperature 9 ℃ 43
Enthalpy 9 J/kg 92022

Temperature 10 ℃ 44
Enthalpy 10 J/kg 21504
Temperature 11 ℃ 45
Enthalpy 11 J/kg 1722
Temperature 12 ℃ 46
Enthalpy 12 J/kg 1722
Temperature 13 ℃ 47
Enthalpy 13 J/kg 1722
Temperature 14 ℃ 48
Enthalpy 14 J/kg 1722
Temperature 15 ℃ 49
Enthalpy 15 J/kg 1722
Temperature 16 ℃ 50
Enthalpy 16 J/kg 1722

[표 5-21] EnergyPlus에서 PCM의 온도별 열용량 입력 값



- 104 -

이렇게 생성된 PCM은 [표 5-22]과 같이, 프로그램의 Object 1, 2에 생성

된 바닥 구조에 삽입되어 지며, Outside Layer에 콘크리트 슬래브의 물성치

를 입력한 후, Layer 2 완충재(단열재), Layer 3 모르타르, Layer 4 PCM

44 ℃ 컨테이너 10 mm, 그리고 Layer 5, 6에 모르타르를 삽입하여 PCM이

포함된 최하층 바닥과 층간 바닥 구조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Object 3, 4는 기존 공동주택의 최하층 바닥 및 층간

바닥을 생성하여 각 Layer별 재료를 삽입한 기존 바닥 시스템이 모델링 된

것이다.

Field Object 1 Object 2 Object 3

Name Lowest Floor
Middle Floor

Existing Apartment PCM Apartment

Source Present After Layer 3 3 5

Temperature Calculation
After Layer Number 4 4 6

Tube Spacing
(Hot Water Pipe Size) 0.015 m 0.015 m 0.015 m

Layer 1
(Outside Layer) 210 mm Concrete Slab

Layer 2
Insulating Material

100 mm 20 mm 20 mm

Layer 3 50 mm ALC 50 mm ALC 25 mm Mortar

Layer 4 40 mm Mortar 40 mm Mortar 10 mm PCM

Layer 5 15 mm Mortar

Layer 6 40 mm Mortar

[표 5-22] EnergyPlus에서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모델링

Field Object 1 Object 1 Object 1

Name 1F lowest
Floor

2F Middle
Floor

3F Middle
Floor

Surface Type Floor Floor Floor

Zone Name 1F Zone 2F Zone 3F Zone

Outside
Boundary Condition Ground 1F Zone 2F Zone

Construction
Name Lowest Floor Existing Apartment

Middle Floor
Existing Apartment
Middle Floor

[표 5-23] EnergyPlus에서 공동주택의 외피 및 바닥 시스템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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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들과 PCM이 융합하여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모델링 된 후, [표 5-23]와 같이, 각 존별 및 외피구조를 선택하

는 “Zone Name”와 “Construction Name”에서 앞서 모델링한 외피구조와 최

하층 바닥 및 층간 바닥을 선택하여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을 완성할 수 있다.

(12) 출력 값 설정

앞선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모델링 과정이 완료되면, 이를 결

과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 변수의 선택과 출력 형태를 입력해야 하며, 결과

값을 확인하기 위한 출력 값의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Output Variable Dictionary

EnergyPlus에서 외부환경, 건물의 외피, 실내환경, 그리고 부하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결과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출력

가능한 변수들과 결과의 종류들을 모두 리스트화 하여 이를 RDD 파일로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뮬레이션에 의해 출력될 수 있는 결과

<그림 5-30> EnergyPlus RDD 파일 형식의 출력 값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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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 값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 5-30>과 같이, RDD 파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하여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파일에 입력된 변수 및 결과들은 IDF 파일이

기반이 되었으므로, Output Variable Dictionary에서의 입력 값은 [표 5-24]와

같이, IDF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입력 란 입력 값

Output Output Variable Dictionary IDF

[표 5-24] EnergyPlus의 출력 가능한 변수 및 결과의 리스트 방식

② Output Table Summary Report

앞서 RDD 파일에서 확인된 다양한 출력 값들은 각 Category별로 통합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모든 결과들을 출력하거나 일부 결과만을 출

력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월별 혹은 일별로 구분하여 출력하

거나 Zone별, 외피별, Plant별, 그리고 장비별 등 일부 Category만을 출력하

여 확인이 가능하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표 5-25]과 같이, 모든 Category

들을 출력하는 All Summary로 입력하였다.

구분 입력 란 입력 값

Output Output Table Summary Reports All Summary

[표 5-25] EnergyPlus에 의한 해석 결과 데이터 선택

③ Output Control Table Style

위의 모델링 과정을 통해 완성된 공동주택에서 입력 값들을 바탕으로 출력

가능한 결과들을 생성할 시, [표 5-26]와 같이, 결과 값의 표현방법과 단위를

설정해 주는 단계이다. 이 중, Column Separator는 Table 출력 형태를 설정

할 수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Web 기반의 HTML로 설정하여 Web

페이지로 출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EnergyPlus에서 열에너지의 단위는

사용자의 설정이 없을 시, 모두 Joule(J)로 표현되지만,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단위 체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설정에서는 kWh로 출력하도록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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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력 란 입력 값

Output Table Summary Reports
Column Separator HTML

Unit Conversion kWh

[표 5-26] EnergyPlus의 출력형태 및 단위 선택

④ Output Variable

본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 값들을 CVS 파일로 출력하여 각 항목

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며, CVS 파일로 출력 가능한 변수와 결

과들은 앞서 설명한 RDD 파일 내에 존재하는 항목들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및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최종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므로, 출력 항목은 [표 5-27]과 같이,

각 Zone별 난방에너지 사용량이며, 추가적으로 이들 시스템에 의한 실내 및

바닥 표면온도가 설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오차 범

위를 갖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내 온도 및 바닥의 표면온도 또한 출력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모델링 및 출력조건 하에 실내 및 바닥 표면온도와 각 Zone별 에너지

사용량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력형식 출력항목 수집 간격

CVS Zone Air Temperature Timeset(1 hour)

CVS
Surface Internal User Specified Location
Temperature (floor surface Temperature)

Timeset(1 hour)

CVS Zone Radiant HVAC heating Energy Timeset(1 hour)

[표 5-27] EnergyPlus의 CVS 파일 항목 및 데이터 수집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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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뮬레이션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모델링된 공동주택을 바탕으로, 기존 및 PCM 적용 공동

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내에서 기존 및 PCM 적용 공동주택의 모든 조건은 동

일하며, 단지 공동주택 표준층인 의 층간바닥에서 PCM 10 mm의 적용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공동주택 중, 표준층으로만 제한하였다.

또한 4장의 축열 실험 결과에서처럼, 실제 공동주택에 PCM을 적용하였을

시, PCM의 축열 성능으로 인한 바닥 표면의 온도 감소 지연효과(Time-lag)와

난방에너지 절감량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데

이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월 1일 하루 동안의 데이터를 10분 간격으로

축출하여 정밀 분석한 후, 이러한 일일 데이터를 합산하여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였다. 특히, 기존 및 PC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인 2층의

난방에너지 분석의 경우, 시뮬레이션 조건의 바닥 복사 난방 회로도에서와

같이, 90 ℃의 중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과 60 ℃ 저온수를 사용하는 공동

주택의 온수 사용량을 난방에너지 사용량으로 정의하여 계산하였으며, 펌프와

열교환기 등의 에너지 사용 유닛은 기존 및 PCM 적용 공동주택에서 모두 동

일한 용량과 가동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함으로

난방에너지 사용량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PCM의 적용 용량을 10 mm로 결정하여 이를 공동

주택에 적용하였지만, PCM 용량이 증가할수록 바닥의 표면온도와 에너지 사

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또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1 일일 난방에너지 분석

본 절에서는 기존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에서 표준층의 1월 1

일 0:00～24:00까지 10분당 바닥표면온도 및 실내 공기온도의 변화를 분석한

후, 하루 동안의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정밀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5-31>는 실내 설정온도가 22 ℃ 및 바닥표면 설정온도가

30 ℃일 때, 기존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에서 각각의 온

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기상데이터 중, 외기온도의 분포가 실내 설정온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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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다 현저하게 낮음으로 표준층 존의 열손실로 인해 난방부하가 발생되

어 난방 운행 스케줄에 따라 바닥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었으며, 0:00～08:00는

실내 온도와 바닥 표면온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설정온도에 맞게 난방을 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08:00～18:00는 비난방 시간대로서 온수 공급

이 중단되어 실내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가 점차 감소되었으며, 18:00시 이후

의 난방 시간대에서는 저하된 실내 공기온도를 다시 설정온도인 22 ℃로 높

이기 위해 바닥에 온수가 공급되면서 바닥 표면온도가 설정온도인 30 ℃까지

도달한 후, 24:00까지 난방이 지속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온도 분포에서 PCM의 잠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난방

시간대에서의 바닥 표면온도 분포를 확인해야 한다. 난방이 중단되는 08:00～

18:00까지 기존 바닥 시스템의 표면온도는 17.6 ℃까지 감소된 반면, PCM 10

mm가 적용된 바닥 시스템의 표면온도는 4장의 축열 실험 결과에서처럼, 기존

대비,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되어 최저 온도가 19.1 ℃로서 난방이 시작되는

18:00 직전의 동일 시간대에서 기존보다 약 1.5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PCM을 삽입한 바닥 구조가 기존 바닥 구조보다 PCM의

잠열로 인한 온도 감소 지연효과를 가짐과 더불어 현열 방출 구간에서 바닥

표면온도의 감소 속도를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바닥 표면의 최저 온도차로 인해 난방을 위한 지역난방 및 온수 사용량에서도

<그림 5-31> 1월 1일 기존 및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시간당 공기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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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바닥 표면온도 차의 영향으로, 비난방 시간대에서 실내

최적 온도 역시 기존 공동주택이 약 15.6 ℃인 반면, PCM이 적용된 공동

주택은 이보다 약 1℃ 높은 약 16.6 ℃인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바닥 보다

PCM이 적용된 바닥 구조가 더 높은 바닥 표면온도를 유지함으로서 실내 공

기온도의 감소 또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난방 운영 시간 동안에 PCM의 적용에 따른 난방에너지 절감량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온수 공급 패턴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난방을 위해 소비되는 온수는 앞서 설명한 지역난방 시스템

계통도인 <그림 5-28>과 같이, 지역난방에서 공급되는 중온수의 열을 공동

주택에서 순환되는 온수가 열교환을 통해 저온수로 변환되어 이를 바닥에 공

급하게 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난방의 중온수와 공동주택에서의 저온수

이 두 가지 열에너지를 난방에너지로 간주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외, 온수 순환에 이용되는 기계 설비 유닛들은 기존 및 PCM 적용 공동

주택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되었고 난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열을 공

급하는 시스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에서 이들 기계 설비

유닛들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은 제외하였다.

<그림 5-32> 및 <그림 5-33>은 1월 1일 난방 운영 시간대에서 지역난방과

<그림 5-32> 1월 1일 기존 및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시간당 지역난방

공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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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층의 온수 사용 분포를 10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그림 5-32>의 지역난방 분포 중, 난방 시간대의 0:00～08:00에서

기존 공동주택에 공급된 지역난방은 약 4.494～4.864 kWh인 반면,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에 공급된 지역난방은 약 4.382～4.786 kWh로 계산되었으며,

이 시간대에서 기존 공동주택보다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공급이

약 1.6～2.5 %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후, 08:00～18:00까지 비난방 시간대로서 지역난방 공급이 중단된 후,

18:00에 다시 공급이 시작되면서 난방이 수행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18:00～

24:00까지 기존 공동주택은 시간대 별로 약 4.887～15.017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된 반면,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는 기존보다 낮은 약 4.812～

14.357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되었으며 이 시간대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대비,

PCM 적용 공동주택에서 약 1.5～4.4 %의 지역난방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1월 1일 하루 동안, 기존 공동주택 표준층 대비, PCM이 적용된 공

동주택 표준층의 지역난방 절감율은 약 1.5～4.4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바닥 표면온도가 최저인 18:00에 난방이 시작되면서 이 후, 몇몇 시간대

에서 지역난방 공급이 다른 시간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림

5-31>에서와 같이, 비난방 시간대에서 설정온도보다 급격하게 낮아진 실내

<그림 5-33> 1월 1일 기존 및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시간당 온수 사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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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난방이

투입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각각의 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면서 지역난

방 공급도 안정화 상태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5-33>은 기존 공동주택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에서 바닥 난방을 위해 사용된 온수량을 10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난방 시간대의 0:00～08:00까지 기존 공동주택은 약 1.475～1.638 kWh의
온수를 사용한 반면, PCM 적용 공동주택은 약 1.373～1.549 kWh의 온수를
사용하여 기존보다 온수 사용량이 약 5.4～6.9 %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후, 08:00～18:00의 비난방 시간대에서 온수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난방이
다시 시작되는 18:00～24:00까지의 온수 사용량은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가
약 1.647～5.111 kWh인 반면, PCM 적용 공동주택은 약 1.566～4.517 kWh로서
기존보다 약 4.9～11.6 %의 온수가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동주택의 온수 사용에서도 지역난방의 경우와 동일하게 18:00시 직
후에 온수 사용이 최대로 이루어진 이 후, 실내 공기 및 바닥의 표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서서히 안정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월 1일 하루 동안에 기존 공동주택 대비, PCM 적용 공동주택 표
준층에서의 온수 절감율은 약 5.4～11.6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월 1일 공급측인 지역난방과 수요측인 공동
주택 표준층에서 사용된 온수를 합산한 일일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것이 <그림 5-34>이다.

<그림 5-34> 1월 1일 기존 및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난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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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바닥 구조가 적용된 공동주택의 일일 총 지역난방 및 공동주택 표준
층에서의 온수 사용은 각각 약 475.5 kWh 및 약 158.7 kWh이며, 이들을 합산
한 일일 총 난방에너지는 약 634.2 kWh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대조
적으로,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의 일일 총 지역난방 및 온
수 사용은 각각 약 466.3 kWh 및 약 148.4 kWh이며 일일 총 난방에너지는
약 614.7 kWh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그림 5-35>은 1월 1일 기존 대비,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
에서 지역난방, 온수, 그리고 총 난방에너지 절감율을 나타낸 것이며, 기존 대
비, PCM 10 mm 적용에 의한 지역난방 및 온수 절감율은 각각 약 1.9 % 및
약 6.5 %로 나타났으며, 일일 총 난방에너지 절감율은 약 3.4 %로 분석되었다.

5.3.2 연간 난방에너지 분석

일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것이 <그림 5-36>이다.
우선, 연간 지역난방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표준층은 약 123,858.3 kWh가
공급된 반면, PC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은 약 121,844.7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지역난방과의 열교환을 통해 공동주택 표준층
바닥으로 공급된 온수의 연간 사용량은 기존의 경우가 약 41,704.8 kWh인 반면,

<그림 5-35> 1월 1일 기존 대비,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난방에너지 절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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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적용 공동주택은 약 39,705.0 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난방 및 공동주택 표준층에서 사용된 온수 사용량을 합
산한 연간 총 난방에너지는 기존 바닥 구조가 적용되었을 시, 약 165,563.1 kWh
가 사용된 반면, PCM 10 mm를 바닥 구조에 삽입할 경우, 약 161,549.7 kWh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36> 기존 및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그림 5-37> 기존 대비, PCM 1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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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5-37>에서와 같이,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율의 경우에서도 기존

바닥 구조 대신, PCM 10 mm가 적용된 바닥 구조를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

표준층에서 지역난방이 약 1.6 %, 온수 사용량이 약 4.8 %가 줄어들어 연간

총 난방에너지가 약 2.4 %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주택에서 실내 및 바닥 표면온도를 설정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온수 공급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PCM을

바닥 구조에 삽입할 경우, 난방 운영기간 동안에 PCM의 축열된 잠열을 일정

시간대에 방출함으로서 지역난방과 온수의 일정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난방 시간대에서도 기존의 바닥 구조와 대조적으로, PCM이

바닥 구조에 적용될 시, 기존 바닥 구조의 최저 온도보다 PCM 적용 바닥 구

조의 최저 온도가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온도 차이만큼 지

역난방과 온수 사용량이 줄어들어 난방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표준층에 적용된 PCM이 10 mm 두께와 중량이 약 1,000

kg으로서 비교적 많은 양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

율이 2.4 %인 것으로 분석되어 예측했던 수치 보다 절감율이 매우 작게 도출

되었다. 이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PCM 1 kg 당, 잠열 에너지가 0.05～0.07 kWh

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표준층에서 열손실에 의해 감소된 실내 온도를

다시 쾌적 조건으로 높이기에는 적용된 PCM 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방 시간대에 지역난방 및 온수 의존율을 더욱 감소시키면서 비난방

시간대에서 바닥표면의 최저온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PCM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PCM의 두께를 제시

된 설계안의 10 mm 보다 증가시켰을 때, 바닥의 표면온도와 난방에너지 절

감양이 어떤 패턴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5.3.3 PCM 적용 용량에 따른 난방에너지 분석

(1) 일일 난방에너지 분석

다음의 <그림 5-38>은 기존 공동주택 및 PCM 10 mm, 20 mm, 30 mm,

40 mm, 5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의 1월 1일 바닥의 표면온도를

10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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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결과와 같이 기존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

층의 비난방 시간대에서 바닥표면의 최저 온도는 각각 약 17.6 ℃ 및 약 19.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CM의 두께를 20～50 mm까지 늘려 용량을

증가시켰을 때, 바닥표면의 최저 온도가 각각 약 21.4 ℃, 약 23.5 ℃, 약 25.2 ℃,

약 26.4 ℃까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PCM이 10 mm 적용되었을 때, 바

닥표면의 최저온도 19.1 ℃와 비교하여, PCM을 20～50 mm로 증가시켰을

때, 최저 온도가 약 2.3～7.3 ℃ 정도 상승하여 바닥 설정온도에 점차 가까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5-39> 및 <그림 5-40>은 PCM의 두께가 20～50 mm로 증

가되었을 때, 지역난방 및 공동주택 표준층에서의 온수 사용량을 10분 간격

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그림 5-39>와 같이, 난방 시간대 0:00～08:00에서 지역난방 공급

량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처럼, 각각 약 4.494～4.864 kWh 및 약 4.382～4.786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된 반면, PCM의 두께가 20～50 mm까지 증가되었을

때의 지역난방 공급량은 각각 약 4.125～4.602 kWh, 약 4.008～4.486 kWh,

약 3.925～4.408 kWh, 3.864～4.349 kWh인 것으로 분석되다.

또한 난방 시간대 18:00～24:00까지 지역난방 공급량은 기존 및 PCM

<그림 5-38> 1월 1일 기존 및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시간당

바닥 표면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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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의 경우가 각각 약 4.887～15.017 kWh 및 약 4.812～14.357 kWh인

반면, PCM 2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4.628～14.078 kWh, 30 mm일 경우

는 약 4.513～13.825 kWh, 40 mm일 경우는 약 4.435～13.615 kWh, 50 mm일

경우는 약 4.376～13.443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존 대비, PCM 10 mm를 공동주택 표준층 바닥 구조에 적용했을

때, 1월 1일 하루 동안 지역난방이 약 1.5～4.4 %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 반

면, 20 mm가 적용된 경우는 약 5.3～8.2 %, 30 mm일 경우는 7.7～10.8 %,

40 mm일 경우는 9.2～12.7 %, 50 mm일 경우는 10.5～14.0 %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그림 5-40>과 같이, 공동주택 표준층 온수 사용의 경우, 난방

시간대 0:00～08:00에서 기존 및 PCM 10 mm가 바닥에 적용될 경우, 앞서 분석

된 결과와 같이, 각각 약 1.475～1.638 kWh 및 약 1.373～1.549 kWh의 온수를

사용한 반면, PCM 2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1.203～1.373 kWh, 30 mm일

경우는 약 1.086～1.257 kWh, 40 mm일 경우는 약 1.003～1.179 kWh, 50 mm일

경우는 약 0.942～1.120 kWh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난방 시간대 중, 18:00～24:00에서 기존 및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

주택 표준층의 온수 사용량은 각각 약 1.647～5.111 kWh 및 약 1.566～4.517 kWh

인 반면, PCM 2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1.383～4.226 kWh, 30 mm일 경우는

<그림 5-39> 1월 1일 기존 및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시간당

지역난방 공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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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68～3.958 kWh, 40 mm일 경우는 약 1.190～3.733 kWh, 50 mm일 경우는

약 1.131～3.549 kWh의 온수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월 1일 기존 대비, PCM 적용 두께에 따른 온수 절감율은 PCM 10

mm가 적용된 경우, 약 4.9～11.6 %, PCM 20 mm의 경우는 약 16.0～18.4 %,

PCM 30 mm의 경우는 약 23.0～26.4 %, PCM 40 mm의 경우는 약 27.0～32.0 %,

PCM 50 mm의 경우는 약 30.6～36.1 %의 온수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월 1일 기존 및 PCM 두께별 적용에 따른 공동주택

표준층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그림 5-41>와 같이 분석하였으며, 일일 총 지

역난방 공급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이 약 475.5 kWh가 공급된 반면, PCM 10

mm가 적용된 경우는 약 466.3 kWh, 20 mm의 경우는 약 451.5 kWh, 30 mm일

경우는 약 441.0 kWh, 40 mm의 경우는 433.2 kWh, 5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427.1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1일 하루 동안 사용된 온수의 경우, 기존이 약 158.7 kWh인 반면,

PCM 10 mm가 적용될 경우, 약 148.4 kWh, 20 mm일 경우는 약 133.6 kWh,

30 mm일 경우는 약 123.2 kWh, 40 mm일 경우는 약 115.4 kWh, 50 mm일 경

우는 약 109.2 kWh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월 1일 기존 공동주택 표준층의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634.2 kWh로

계산된 반면, PCM 10 mm, 20 mm, 30 mm, 40 mm, 50 mm가 작용되었을

<그림 5-40> 1월 1일 기존 및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시간당

온수 사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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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각 614.7 kWh, 585.1 kWh, 564.2 kWh, 548.6 kWh, 536.3 kWh의 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림 5-42>에서처럼, 기존 공동주택 표준층 대비, PCM 두께별

적용에 따른 공동주택 표준층의 일일 총 난방에너지 절감율의 경우, PCM 10 mm

<그림 5-41> 1월 1일 기존 및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

난방에너지 사용량

<그림 5-42> 1월 1일 기존 대비,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 난

방에너지 절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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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 약 3.1 %가 절감되었으며, 20 mm 적용 시, 약 7.7 %, 30 mm 적용

시, 약 11.0 %, 40 mm 적용 시, 약 13.5 %, 50 mm 적용 시, 약 15.4 %의 난방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간 난방에너지 분석

일일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 5-43>과 같이, 기존 바닥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과 PCM 10 mm, 20mm, 30 mm, 40 mm, 5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난방 공급은 기존 공동주택이

약 123,858.3 kWh를 사용한 반면,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은 약

121,844.7 kWh가 공급되었으며 PCM 20 mm는 약 117,799.9 kWh, PCM 30

mm는 약 114,959.7 kWh, PCM 40 mm는 약 112,839.4 kWh, PCM 5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은 약 111,180.9 kWh의 지역난방이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간 공동주택 표준층의 온수 사용은 기존 공동주택이 약 41,704.8 kWh

의 온수를 사용한 반면,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은 약 39,705.0 kWh

를 사용했으며, PCM 20 mm는 약 35,690.8 kWh, PCM 30 mm는 32,862.0

kWh, PCM 40 mm는 약 30,743.1 kWh, PCM 50 mm는 약 29,086.8 kWh의

온수를 연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3> 기존 및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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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난방과 공동주택의 온수사용량을 합산한 연간 총 난방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표준층이 약 165,563.1 kWh인 반면, PCM 10

mm는 약 161,549.7 kWh, PCM 20 mm는 약 153,490.7 kWh, PCM 30 mm

는 약 147,821.7 kWh, PCM 40 mm는 약 143,582.5 kWh, PCM 50 mm는 약

140,267.8 kWh의 난방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그림 5-44>과 같이, 기존 공동주택 대비, PCM 두께에 따른 난

방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한 결과, PCM 10 mm가 적용된 경우는 기존 대비,

약 2.4 %가 절감된 반면, PCM 2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7.3 %가 절감되

었으며, PCM 30 mm는 약 10.7 %, PCM 40 mm는 약 13.3 %, PCM 50 mm가

적용될 경우는 연간 약 15.3 %의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44> 기존 대비, PCM 10, 20, 30, 40, 50 mm 적용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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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본 장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동주택 표준층의 층간 바닥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적용했을 시, 어느 정도의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바닥 구조를 가진 공동주택 표준층의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

량은 약 123,858.3 kWh인 반면, PCM 10 mm가 적용된 공동주택은 약

121,844.7 kWh의 난방에너지를 소비하여 기존 대비, 약 2.4 %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M의 두께를 20, 30, 40, 50 mm로 증가시켰을 때, PCM 적용 공동

주택의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약 117,799.9 kWh, 114,959.7 kWh,

112,839.4 kW, 그리고 111,180.9 kWh으로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절감율 또한 각각 약 7.3 %, 10.7 %, 13.3 %, 그리고 15.3 %로 더욱 향상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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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소비되는 난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습식공법과 온수 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공정 없이 구조적 변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 및 시공방법, 축열 성능

검토, 그리고 난방에너지 절감 성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모르타

르의 낮은 축열 성능으로 인해, 실내 및 바닥 표면의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수 공급과 난방에너지를 소비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바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바닥 구조에 고성능 잠열 축열재인 PCM (Phase Change Material)

을 삽입하여 축열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난방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조는 210 mm 콘

크리트 슬라브 위에 20 mm 이상의 완충재(단열재), 15 mm 이상의 모르

타르, 10 mm PCM 컨테이너, 15 mm 이상의 모르타르, 40 mm 이상의 마

감 모르타르(온수파이프 포함) 순으로 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PCM의 잠열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바닥의 표면온도를 유지하면

서 급격한 표면온도 저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인 온수 공급과

더불어 난방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

으로 한 열전달 해석을 통해, 바닥의 표면온도를 예측하여 PCM의 최적

융해온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정식들을 도출했으며, 이러한 수치적 방법론

을 이용한다면 바닥 구조 및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적절한

PCM의 융해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3) 국내 공동주택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적용

했을 때, 앞서 제시된 방정식과 더불어 선행연구 및 국내 권고 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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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내 난방온도 22 ℃ 및 바닥 표면온도 28～30 ℃의 쾌적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PCM의 융해온도는 35～45 ℃(오차범위: ± 1 ℃ 포함)인 것

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온도 범위의 PCM 중, 대표 표본을 44 ℃로 선

정하여 실제와 동일한 축소형 모듈을 제작하고 온수 공급이 중단될 시의

기존 및 PCM 적용 모듈의 표면온도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모

듈의 표면온도는 급속하게 저하되는 반면, PCM 모듈은 PCM의 융해온도

지점에서 약 20～30분간 동일한 온도를 유지한 이후에 표면온도가 완만

하게 저하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PCM의 잠열이 방출되어 표면온도

감소 시점을 지연시키는 효과(Time-lag)와 더불어 PCM이 삽입된 모듈의

현열 방출 성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4) 축소형 바닥 모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공동주택에 본 시스템이

적용될 시,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공동주택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약 123,844.7 kWh인 반면,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은 연간 약

121,844.7 kWh의 난방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계산되어 기존 대비, 약

2.4 %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난방 시간대에서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온수 공급을 간헐적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비난

방 시간대에서 PCM이 적용된 바닥표면의 최저 온도가 기존 바닥표면의

최저 온도보다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대

비,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PCM의 두께를 20～50 mm까지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PCM이 20

mm가 적용될 경우, 연간 난방에너지가 기존 대비, 약 7.3 % 감소되었으

며, 30 mm의 경우는 약 10.7 %, 40 mm의 경우는 약 13.3 %, 그리고 5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15.3 %의 연간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난방에너지 절감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용량의 PCM이 바닥에 적용될

경우, PCM의 적용 용량이 증가할수록 온수 공급이 점차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는 절감시킬 수 있지만, 난방부하에 의한 최대 에너지 요구량보다 더

많은 PCM이 적용될 경우, 불필요한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난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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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방 시간대에서 실내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가 쾌적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M의 적정 용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거

나 온수 유량이나 온도 등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PCM

용량에 따른 층간 슬래브의 하중 문제 등의 구조적 검토 또한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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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축열

및 에너지 성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 축 공 학 과

백 상 훈

국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기반의 습식공법과 온수를 이용한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바닥 구조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 중, 바닥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난방을 수행하는 재

료들은 바닥 상부에 설치되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은 오직 잠열 축열 및 방출 구간만을 가지기 때문에, 설정된 실내 난방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온수와 에

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축열 및 방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고성능 잠열 축열 및 방출 재료인 PCM

으로 대체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열

뿐만 아니라 잠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열적 및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닥 두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에서 난방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차세대 시스템으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서, 우선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PCM 적용에 따른 바닥 시스

템의 열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PCM의 융해 온도 범위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PCM 바닥 복사 난방 시

스템의 축열 및 방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위한 소형 모듈을 제

작하고 항온 챔버를 이용하여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컴퓨터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적용에 따른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또한 분석하였다.



- 134 -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모르타

르의 낮은 축열 성능으로 인해, 실내 및 바닥 표면의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수 공급과 난방에너지를 소비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바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바닥 구조에 고성능 잠열 축열재인 PCM(Phase Change Material)을

삽입하여 축열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난방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의 구조는 210 mm 콘

크리트 슬라브 위에 20 mm 이상의 완충재(단열재), 15 mm 이상의 모르

타르, 10 mm PCM 컨테이너, 15 mm 이상의 모르타르, 40 mm 이상의 마

감 모르타르(온수파이프 포함) 순으로 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PCM의 잠열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바닥의 표면온도를 유지하면

서 급격한 표면온도 저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인 온수 공급과

더불어 난방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

으로 한 열전달 해석을 통해, 바닥의 표면온도를 예측하여 PCM의 최적

융해온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정식들을 도출했으며, 이러한 수치적 방법론

을 이용한다면 바닥 구조 및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적절한

PCM의 융해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3) 국내 공동주택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적용

했을 때, 앞서 제시된 방정식과 더불어 선행연구 및 국내 권고 기준에 의

한 실내 난방온도 22 ℃ 및 바닥 표면온도 28～30 ℃의 쾌적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PCM의 융해온도는 35～45 ℃(오차범위: ± 1 ℃ 포함)인 것

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온도 범위의 PCM 중, 대표 표본을 44 ℃로 선

정하여 실제와 동일한 축소형 모듈을 제작하고 온수 공급이 중단될 시의

기존 및 PCM 적용 모듈의 표면온도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모

듈의 표면온도는 급속하게 저하되는 반면, PCM 모듈은 PCM의 융해온도

지점에서 약 20～30분간 동일한 온도를 유지한 이후에 표면온도가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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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저하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PCM의 잠열이 방출되어 표면온도

감소 시점을 지연시키는 효과(Time-lag)와 더불어 PCM이 삽입된 모듈의

현열 방출 성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4) 축소형 바닥 모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공동주택에 본 시스템이

적용될 시,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공동주택의 연간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약 123,844.7 kWh인 반면,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은 연간 약

121,844.7 kWh의 난방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계산되어 기존 대비, 약

2.4 %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난방 시간대에서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온수 공급을 간헐적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비난

방 시간대에서 PCM이 적용된 바닥표면의 최저 온도가 기존 바닥표면의

최저 온도보다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대

비, PCM이 적용된 공동주택의 연간 난방에너지 절감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PCM의 두께를 20～50 mm까지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PCM이 20

mm가 적용될 경우, 연간 난방에너지가 기존 대비, 약 7.3 % 감소되었으

며, 30 mm의 경우는 약 10.7 %, 40 mm의 경우는 약 13.3 %, 그리고 50

mm가 적용될 경우는 약 15.3 %의 연간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난방에너지 절감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용량의 PCM이 바닥에 적용될

경우, PCM의 적용 용량이 증가할수록 온수 공급이 점차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는 절감시킬 수 있지만, 난방부하에 의한 최대 에너지 요구량보다 더

많은 PCM이 적용될 경우, 불필요한 PCM의 잠열 방출로 인해 난방 및

비난방 시간대에서 실내 온도 및 바닥 표면온도가 쾌적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M의 적정 용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거

나 온수 유량이나 온도 등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PCM

용량에 따른 층간 슬래브의 하중 문제 등의 구조적 검토 또한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1)

핵심어: PCM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 축열, 에너지 성능



- 136 -

Abstract

Analysis of Thermal Storage and Energy Performance 
for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BAEK, SANG HOON
School of Architecture & Build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ost apartment housing in Korea have adopted the underfloor heating system 
using concrete-based wet construction method and hot water, applying the 
standard floor structure criterion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e materials conducting heat in such floor structures are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and mortar that are installed on the upper part of 
the floor. However, since these materials only have sensible heating storage and 
discharge sections, a large amount of hot water and energy are consumed to keep 
the set indoor heating temperature and the floor surface temperature constant.

To improve the thermal storage and discharge of the existing system, this study 
proposed a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in which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is replaced with PCM, a high-performance latent heat storage and 
discharge material. The proposed system has advantages that can maximize thermal 
and energy performance by utilizing not only sensible heat but also latent heat in 
operating underfloor heating systems. Furthermore, as the proposed system meets 
the floor thickness standard presented by MOLIT, it is possible to apply to both 
newly-constructed and existing apartment housing as an advanced heating system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s a fundamental study to develop the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this 
research explained the structural features and construction method for the system, 
and also analyzed the thermal behavior within the floor structure by applying PCM 
numerically. In addition, the melting point range of PCM which could be applied 
to domestic apartment housing was calculated with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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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results, small modules for experimental test 
were produced to verify and analyze the thermal storage and discharge 
performance of the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in comparison with an existing 
system by using a constant-temperature chamber. Finally, the effects of the 
proposed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on heating energy reduction were 
analyzed with a computer simulation program.

The results deducted from the abov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underfloor heating systems in domestic apartment housing consume hot water 
and energy constantly for heating times to keep set-points of indoor and floor 
surface due to the low thermal storage performance of autoclared lightweight 
concrete and finishing morta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a PCM (Phase Change Material) underfloor heating system which 
can improve thermal storage and heating energy performance by inserting 
PCM as a latent heat material into floor structures of existing underfloor 
heating systems.

(2) The structure of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is as follows: ① 210 mm 
concrete slab, ② 20 mm cushioning material, ③ 15 mm mortar, ④ 10 mm 
PCM container, ⑤ 15 mm mortar, ⑥ 40 mm mortar ⑦ finishing material. 
The system can reduce hot water supply and heating energy consumption as 
surface temperatures can be kept at the set-point for certain times, and can 
prevent fast reduction of floor surface temperatures by latent heat discharged 
from PCM. In addition, the equations which can calculate optimal PCM 
melting point, meeting various indoor temperatures and floor surface 
temperatures in apartment housing were proposed.

(3) It was calculated that the temperature range that meets an indoor temperature, 
22 ℃ and a floor surface temperature, 30 ℃, which are the comfort 
conditions in domestic apartment housing, is 35-45 ℃(Including error range, 
±1 ℃). Furthermore, the thermal storage test using the curtailed underfloor 
heating modules the representative PCM, 44 ℃ of calculated PCM melting 
point range were performed by a constant–temperature chamber, focus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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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module. As the results,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PCM underfloor heating module was kept as the identical temperature 
for about 20-30 minutes more than the existing module regardless of heat 
energy supply. 

(4) the computer simulation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annual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the apartment housing applied to the existing and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As the results, while annual heating energy 
consumed in apartment housing with the existing system is about 
165,563.1kWh, the apartment housing applied to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used heating energy of about 161,549.7 kWh annually. Also, when 
PCM thickness was increased from 20 mm to 50 mm instead of 10 mm 
PCM, heating energy consumptions were 153,490.7 kWh, 147,821.7 kWh, 
143,582.5 kWh, and 140,267.8 kWh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apartment housing. In the case of energy reduction ratio, the apartment 
housing applying 10 mm PCM reduced by about 2.4 %, and the reduction 
ratios in apartment housing applied to 20, 30, 40, 50 mm PCM were 7.3 %, 
10.7 %, 13.3 %, 15.3 %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apartment 
housing.

(5) Although this study suggested the design of a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analyzed the reduction performance of heating energy consumptions, to 
popularize this system, an additional study for hot water systems, controllers 
for temperature and flow rate, and economic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as well in future research.22)

Keywords: PCM Underfloor Heating System, Thermal Storage, Energ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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