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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floor heating system using PCM 
with the general system when the heating operation schedule is applied,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and comfort of the PCM. To achieve this, the boiler was operated on and off (run-30 minutes, stop -four 
hours, five hours) and the indoor air and floor surface temperature changes during the non-operation time were checked. 
Room 1 has a general floor heating system and Room 2 has an additional PCM installe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loor surface temperature was 1.05℃ higher in Room 2 (PCM) than Room 1 (normal), and the room 
air temperature was 0.25℃ higher in Room 2 (PCM). Additionally, the time-lag that indicates the heat storage 
performance was calculated as the time recorded for the floor surface temperature to drop 1℃ from the highest 
temperature. In the room where the PCM was installed (Room 2), the temperature delay (average 22.5 minutes) occurred.

Key words Phase change material(상변화물질), Radiant floor heating system(바닥 복사난방시스템), Thermal 
storage effect(축열효과), Time-lag(타임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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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목표 에너지 절감율은 2009년 15%, 2012년 30%, 2017년 60%로 지속적으로 강화

되어 왔다.(1)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고단열, 고기밀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이 활성화되었고, 
특히 열손실이 높은 외부에 면한 벽체 및 지붕, 창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바닥복사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온돌방식을 고집하여 시멘트모르타르를 이용한 온수난방 

방식으로서 새로운 구조 및 기술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이후 PCM)은 상변화 시에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축적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등의 새로운 항목으로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바닥재, 벽재, 천장재 등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2) 즉, PCM을 바닥난방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온수난방시스템에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시멘트모르타르 재료보다 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어 실내 온열환경의 쾌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3)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제어한다면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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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는 PCM 바닥난방시스템에서 난방스케줄에 따른 축열성능, 특히 타임랙(Time-lag)을 

기존방식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추후 주거 분야의 실내환경 쾌적 향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시스템 구성 및 Mock-up 개요  

2.1 바닥난방시스템 구조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난방시스템은 1970년대 이후 바닥구조체 내에 온수배관을 매설하고 온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온수식이 정착 및 보급되어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5) 이와 

같은 온수식 온돌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 마감층 등으로 구성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열성능을 

만족하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갖는 표준 바닥구조가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Table 1과 같은 표준바닥구조
(6)
를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기존 바닥난방시스템은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축열재로 이용한다. 축열성능은 지역난방에 의한 연속난방운전

방식과 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에 따른 실내 온열환경 개선 등에 따라 축열재료 열용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바닥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PCM을 적용한 바닥난방시스템 구조를 
제안하며, 이를 Mock-up으로 구축하여 기존 바닥난방시스템과 축열성능을 비교하였다. 

PCM 바닥난방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표준바닥구조 1-Ⅰ의 시스템(Fig. 1)을 기반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층에 PCM을 삽입하는 방식(Fig. 2)이다. 이 시스템은 온수파이프 하부에 PCM 용기를 설치해 
기존 시스템보다 축열성능을 향상시킨 시스템이다. 

Type Structure
Structure 1(①-②-③-④) Structure 2(①-③-②-④) Structure 3(①-②-④)
① ② ③ ④ ① ③ ② ④ ① ② ④

Ⅰ

Wall-type and mixed 210
20 40 40

210
40 20 40

210
40 50Ramen 150 150 150

Flat plate 180 180 180

Ⅱ

Wall-type and mixed 210
20 - 40

210
- 20 40 -Ramen 150 150

Flat plate 180 180

Table 1  Standard floor structure(Minimum thickness, mm)

① Concrete slab ② Cushioning material ③ Lightweight foamed concrete ④ Finishing mortar.

Fig. 1  Standard floor structure 1-I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g. 2  PCM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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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8.3 ㎥(2.1 m × 1.8 m × 2.3 m)
Floor area 3.6 ㎡

Floor 
structure

Room
1

Traditional floor radiant heating structure 
(Standard floor structure 1-I)

Room
2

Insertion of PCM at the bottom of the 
heating pipe

Table 2  Summary of mock-up room

2.2 Mock-up Room 구성

Mock-up Room은 Table 2와 같이 약 1평(3.3 ㎡)보다 조금 큰 3.6 ㎡으로 구성된 2개의 실을 구성하였다. 
Room 1에는 기존 바닥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고, Room 2는 PCM을 적용한 바닥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다. 

Room 2의 PCM 바닥난방시스템은 배관을 따라 PCM을 200 g씩 삽입한 용기를 100개, 총 20 kg을 설치하였다. 
적용된 PCM은 n-Paraffin 계열로 이와 같은 유기물 PCM은 무기물 PCM에 비해 대체로 부식성이 작고 부피팽창이 

작기 때문에 건축재료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징이 있어 선정되었다. PCM의 융해온도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온도로, 바닥난방에 적합한 범위가 선행연구
(7)
를 통해 35~45℃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중 44℃, 

축열량이 70 Wh/kg인 제품을 이용하였다. PCM 용기는 100~120℃까지 견디며,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의 

기성 레토르트용 포장용기를 이용해 진공 포장하였다.

3. 실험 방법

가동(On)-정지(Off) 사이클 반복으로 짜여진 보일러 난방운전스케줄에 따라 바닥표면온도, 실내공기온도를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바닥난방시스템과 PCM 바닥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비교하였다. 온수 공급온도는 

70℃로 설정하였으며, 난방스케줄은 Table 3과 같다. 30분 동안 보일러 가동 후 4시간, 5시간 정지된 시간 동안의 

온도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PCM 바닥 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을 위해 난방배관, 바닥표면, 
PCM 표면에 T-type 열전대 센서를 Fig. 3과 같이 설치하였다. 

Time
Mode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4 hour On Off On Off On Off
5 hour On Off On Off On Off

Table 3  Boiler on-off schedule

Fig. 3  Sensor location and measure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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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온도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PCM 용기 표면 위에 센서(①)를 설치하였으며, 온수배관의 열이 복사되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마감 모르타르 상부 바닥표면에 센서(②)는 설치하였다. 또한 실내공기온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 중앙 바닥으로부터 1.2 m의 높이에 센서(③)를, 온수의 공급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수 유․출입구에 센서(④)를 설치하였다. 바닥표면온도는 각각 바닥 면적을 등분한 지점에 5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1분 단위로 측정하였고 결과는 10분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4~Fig. 5은 각 운전모드에 따른 온도변화 그래프이며, Table 4는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Fig. 4는 4시간 운전모드(30분 가동 후 4시간 정지)일 때 온도변화 그래프이다. 실내공기온도는 첫 번째 가동- 

정지 사이클에서 기존 바닥난방시스템이 적용된 Room 1이 전체 시간동안 평균 23.1℃, PCM 바닥난방시스템이 

적용된 Room 2이 평균 22.8℃로 Room 1이 Room 2보다 평균 0.3℃ 높았다. 시각별 온도 그래프를 각각 비교했을 

때는 최대 0.9℃ 높았지만 이후 사이클부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바닥표면온도는 Room 1보다 Room 
2가 0.4~1.4℃로 항상 높게 나타났고, 평균 바닥표면온도는 Room 1이 26.7℃, Room 2가 27.5℃로 Room 2에서 

평균 0.8℃ 높게 나타났다. 
Fig. 5는 5시간 운전모드(30분 가동 후 5시간 정지)일 때 온도변화 그래프이다. 평균 실내공기온도는 Room 

1이 23.8℃, Room 2가 24.4℃로 Room 2가 0.6℃ 높게 나타났고, 평균 바닥표면온도는 각각 26.4℃, 27.4℃로 

Room 2가 1.0℃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높이에서의 실내공기온도는 Room 1보다 Room 2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Mode
Mean temperature of indoor air(℃) Mean temperature of floor surface(℃) Temperature drop time(minute)*
ⓐ Room 1
(normal)

ⓑ Room 2
(PCM)

Difference
(ⓑ-ⓐ)

ⓐ Room 1
(normal)

ⓑ Room 2
(PCM)

Difference
(ⓑ-ⓐ)

ⓐ Room 1
(normal)

ⓑ Room 2
(PCM)

Difference
(ⓑ-ⓐ)

4 hour 23.1 22.8 -0.3 26.7 27.5 0.8 125 145 20
5 hour 23.8 24.4 0.6 26.4 27.4 1.0 115 140 25

Table 4  Results for each mode

* Average value of time taken to -1℃ from the peak floor surface temperature of each heating cycle

Fig. 4  Temperature change in 4 hou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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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change in 5 hour mode.

또한 보일러를 처음 가동 후 다음 가동되기 전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이때의 타임랙을 검토 즉, 각각의 

사이클에서 바닥표면온도가 최고온도에서 1℃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즉, 4시간 운전모드에서 

Room 1은 125분, Room 2는 145분으로 PCM을 적용한 경우 20분의 타임랙이 더 길게 발생하였다. 5시간 

운전모드에서는 Room 1은 115분, Room 2는 140분으로 25분의 타임랙이 발생하였다. 
바닥표면온도와 실내공기온도의 변화를 비교하면 바닥표면온도는 Room 1보다 Room 2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실내공기온도는 Room 1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 이는 난방 온도 상승 시 모르타르의 경우 열을 실내로 

방출하지만, PCM은 열을 내부에 축열하였다가 난방 중지 시 열을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운전모드별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Room 1보다 Room 2가 평균 실내공기온도는 평균 0.25℃, 바닥표면

온도는 평균 1.0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타임랙의 경우 4시간 모드일 때 20분, 5시간 모드일 때 25분으로 

나타나 PCM을 적용했을 경우 PCM의 축열성능 효과로 인해 평균 22.5분의 온도지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난방 운전 스케줄을 적용할 경우 PCM을 적용한 바닥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을 일반 바닥난방

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PCM의 적용 가능성 및 추후 쾌적성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일러를 30분 가동 후 일정시간(4시간, 5시간) 정지하고, 운전 정지 시간 동안의 온도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운전모드별(30분 가동 후 4시간 및 5시간 정지) 바닥표면온도는 기존 바닥난방시스템을 적용한 Room 

1보다 PCM 바닥난방시스템을 적용한 Room 2가 평균 1.05℃ 항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실내공기온도도 Room 
1보다 Room 2에서 평균 0.25℃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일러를 처음 가동 후 다음 가동되기 전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바닥표면온도가 최고온도에서 1℃

하락하는데 걸리는 타임랙은 PCM을 설치한 Room 2인 경우 Room 1보다 평균 22.5분의 온도지연효과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바닥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을 설치한 실이 일반실보다 바닥표면온도와 실내

공기온도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축열성능을 표시하는 타임랙에서 바닥표면온도가 최고온도

에서 1℃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CM을 설치한 실이 일반실보다 온도지연효과(평균 22.5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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