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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 PCM의 Time-Lag 

 Time-Lag of PCM in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 최 성 호*        김 민 영*         박 진 철**

  Choi, Sung-Ho    Kim, Min-Young    Jin Chul Park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eriment of Time-lag in the Mock-up room with PCM applied to the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The experimental 
conditions compared and analyzed the time when the floor surface temperature reached 30°C to maintain the indoor comfort temperature 
(22°C) in wi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time-lag was one hour longer when the room (5 
hours) with PCM than the floor heating system (4 hours) reached the indoor comfort temperature (22°C, floor surface temperature 30°C). In 
addition, the time-lag, which reaches the initial conditions (floor surface temperature of 22°C), was 13 hours longer (31 hours) with PCM 
than the reference room (18 hours).

키워드 : 상변화물질, 바닥복사 난방시스템, 열전달지연 시간

Keywords : Phase Change Material,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Time-Lag  

1. 서론 

국내 주거용 건물에서는 복사열을 이용한 바닥난방시스

템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건식공

법을 사용하는 국외와는 달리 콘크리트 기반에 온수를 열

원으로 이용하는 습식이 일반적이다[1]. 특히, 바닥난방시

스템은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의 낮은 축열성능으

로 만약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 바닥의 표면온도가 급격하

게 저하되어 실내를 불쾌적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서 축열성능을 상

승시키기 위하여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 
PCM)을 적용하여 Time-lag을 측정하였다. 연구방법은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여 바닥구조체 부위별 온도를 측

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

의 축열성능 향상과 나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Mock-up 실험*

2.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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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은 Room1(기준실-표준바닥구조), Room2(PCM 
바닥구조)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 면적은 표1 과 

같이 각각 가로 2m, 세로 1.8m의 3.6m3로 하였고, 실 체적

은 8.6m3로 성인 1인 최소공간으로 하였다. 또한, 각 

Room의 벽면은 200mm의 단열층을 두어 외부와의 열적 

교류가 없도록 하였다(표1, 참조)

Room Volume 8.6㎥

Room Size 2m x 1.8m x 2.4m (W x L x H )

Floor Area 7.2㎡ (3.6㎡ per each space)

Room Composition
Room1 : floor heating

Room2 : floor heating with PCM (RT42)

Boiler operation 18 hours by 70℃

External Condition Identical(Indoor Mock-up)

표1. Mock-up 실험 개요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의 부위별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온수배관, PCM 상부, 바닥 마감재 표면, 모르타르 표면, 

실내(1200mm 호흡기높이) 등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사용 된 센서는 T-type 열전대(T0.32-Y-W-15)를 사용하였

고, Graphtec의 Midi Logger GL820을 사용하여 1분단위로 

데이터 취득을 하였다[3]. 

실의 바닥면을 4 면으로 구획하였고, 온도 측정 위치는 

각 표면 기준 실내 1200mm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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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M 미삽입

   

그림 2 PCM 하부삽입

   

그림 3 PCM난방 바닥 단면도 

및 센서 위치

그림 4 일반난방 바닥 단면도 

및 센서 위치

2.2 실험 결과

Time-lag을 통해 기존 바닥난방시스템이 적용된 Room1 
과 PCM 이 적용된 Room2 의 바닥표면온도를 측정하여, 

겨울철 실내 쾌적온도 22℃를 유지하기 위한 바닥표면온

도 30℃(선행연구결과)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분석하였

다[4].

분석 결과 기존 바닥난방시스템이 적용된 Room1 의  

바닥표면온도는 그림 5와 같이 난방시작 전 20℃(시간: 

17:30)에서 30℃(시간: 21:30)에 도달 시간은 4시간이 걸렸

다. 그러나, PCM 이 적용된 Room2에서는 난방시작 전  

20℃(시간: 17:30)에서 30℃(시간: 23:00)에 도달 시간은 5

시간이 소요되어 Time-lag은 1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방 정지 후 Room1과 Room2의 바닥표면온도 

22℃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Room1은 18시간

(12:00-04:00) 소요되었다. 그러나, PCM이 적용된 Room 2
에서는 31시간(12:00-익일 17:00)이 소요되고 있었다. 

그림 5  모르타르 표면 온도

구분　 Room 1 Room 2

Time to reach 30°C 
surface temperature ①

4 hours 
②

5 hours 

21.6°C 22.2°C

Time to reach 22°C 
surface temperature  ③

18 hours
④

31 hours 

19.6°C 20.6°C

표 2 모르타르 표면 온도 측정 결과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에 PCM을 적

용한 Mock-up 실에서 PCM의 Time-lag을 실험한 것이다. 실

험조건은 겨울철 실내 쾌적온도(22℃)를 유지하기 위한 바

닥표면온도 30℃(선행연구결과)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난방가동시에는 

기존 바닥난방시스템(4시간)보다 PCM이 적용된 실(5시간)

이 실내 쾌적온도(22℃, 바닥표면온도 30℃)에 도달하는 

Time-lag이 1시간정도 길게 나타났다.   

또한, 난방 정지 후에도 초기조건(바닥표면온도 22℃)에 

도달하는 Time-lag이 기준실(18시간)보다 PCM이 적용된 
실(31시간) 이 13시간 더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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