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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 위치에 따른 

온도변화 Mock-up 실험

Mock-up Experiment on Temperature Variation according to PCM Position in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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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 which a phase change material (PCM) was applied to a general floor heating system, and the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the insertion location was confirmed. Most apartment houses in Korea use a floor heating system using hot water. Since such a floor 
structure has difficulty in securing sufficient heat capacity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floor heating system 
with improved heat storage performance. Accordingly, the PCM insertion location and heating schedule were introduced and tested in the 
PCM-applied floor heating system with improved heat storage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when the heating was stopped for 
30 minutes and 3 hours by inserting the PCM into the side, the indoor and surface temperature of Room 2, a floor heating system to which 
PCM was applied, was 1.6℃ and 1.5℃ lower than that of Room 1, a general floor heating system. At the time of 1 hour operation and 3 
hour shutdown, the indoor and surface temperature of Room 2 was 1.0℃ and 0.9℃ lower than that of Room 1. When the PCM was 
inserted in the lower part and operated for 30 minutes, the surface and room temperature of Room 2 was 2.4℃ and 1.0℃ higher than that 
of Room 1, and 2.4℃ and 1.0℃ higher when operated for 1 hour.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floor 
heating system to which the PCM was applied, the surface and room temperatures were higher when the PCM was inserted in the lower part 
than in the side of the hot water pipe.

………………………………………………………………………………………………………………………
키워드 : 상변화물질,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온도변화, PCM 위치, Mock-up 실험

Keywords : Phase Change Material,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Temperature Change, PCM Position, Mock-up Test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국내 공동주택은 시멘트모르타르 하부에 설

치되어있는 온수 배관을 통한 온수 바닥복사난방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난방시스템은 배관을 통해 온

수를 흘려보내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다.[1] 이러한 공동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중앙난방, 개별난방으로 열

원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1980년대 이후부터 도시가

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스보일러의 사용이 보편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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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별난방이 증가하게 되었다.[2] 바닥복사난방시스템

의 바닥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바탕층 - 콘크리트슬라브, 채움층 – 
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배관층 – 마감모르타르, 온수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따라 

바닥구조 두께가 정해져 있어 이에 따른 축열량에 한계

가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 난방가동이 멈추

게 되면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쾌적감

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3][4] 이러한 문제로 비 

난방시간이 길어지면 보일러의 예열부하와 바닥표면 및 

벽체 등의 축열 부하 증대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4]

따라서,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 복사난방시스

템의 축열성능을 향상시켜 난방 정지 시에도 실내온도 

및 표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복사난방시스

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ock-up 실험실을 

구성하여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의 설치 위치(온수 배관의 측면과 

하부)에 따른 온도분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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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쾌적 환경 제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실내 및 표면 온도를 측

정하고 축열능력 활용을 위해 PCM 최적 삽입 위치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은 일반 바닥복사난방시스템

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적용한 Mock-up 실

험동을 구축하고, 간헐 난방 스케줄을 도입하여 PCM 삽

입 위치(측면 및 하부)에 따른 난방가동 전후의 실내온도 

및 바닥표면 온도, PCM 상변화 온도를 측정하였다. PCM 

삽입 위치선정은 온수공급 시 온수 배관 측면과 하부로 

소실되는 폐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측면과 하부

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방식과 비교하여 

추후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기술에서 에너지사

용량 절감과 실내환경 쾌적성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Mock-up 실험개요 및 실험방법

2.1 실험개요

1) Mock-up Room 구축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위해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총 두 개의 방으로 구성

하였으며, Fig. 1과 같이 일반 바닥구조인 Room 1과 PCM

이 적용된 바닥구조인 Room 2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실의 

바닥면적은 각각 3.6㎥이며, 실 체적은 성인 1인의 최소

공간인 8.6㎥로 하였다. 또한, 실의 벽체는 200mm의 단열

층을 두어 외부와의 열적 교류가 없도록 하였다. Table 1

은 Mock-up 실험실의 개요이며, Fig. 1은 Mock-up 실의 

3D 도면이다.

2) PCM 선정 및 패킹

본 연구에서 사용된 PCM은 선행연구의 실험을 통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적절한 융해온도가 35~45℃인 점

을 고려하여 1시간당 축열량이 70Wh/kg이며, 44℃에 용

해점을 가진 n-Paraffin 계열 n-docosane을 사용하였

다.(Baek, 2018)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PCM의 특성

이다.

Mock-up 실험에 사용될 PCM의 용량산출을 위해 온수 

배관과 모르타르의 열 저항을 계산하여 도출된 값을 이

용해 최적 용량을 산출하여 200g씩 총 20kg으로 설정하

였다.(Kim, 2019)

PCM 패킹을 하기에 앞서 누출, 파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패킹을 진행해야 

한다. 먼저, PCM은 열을 흡수 및 방출하면서 액체와 고

체로의 상태로 반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패킹용기는 높

은 온도를 견딜 수 있고 내부식성이 높으며 열전도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재질의 레토르트 포장재를 사

용하였다. 

Room Size

Width 2000 mm

Depth 1.800 mm

Height 2.400 mm

Room Volume 8.6 m3

Floor Area 3.6 m2

Room 
Composition

Room 1 Standard floor heating

Room 2 Floor heating with PCM

Structure wall Insulation 200mm

External Condition Identical (Indoor Mock-up)

Table 1. Mock-up Summary

Figure 1. 3D Mock-up Plan

Melting temperature (℃) 44

Thermal capacity (Wh/kg) 70

Specific heat (Wh/kg·℃) 0.41

Density (kg/㎥) 800

Heat conductivity (W/m·℃) 0.2

Volume Expansion rate (%) 12.5

Table 2. PCM Property 

Figure 2. PCM Packing Image

패킹은 PCM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패킹

용기에 담아 식히고, 고체 상태로 되었을 때 이중 열선 

접합기를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또한, 기체가 있는 상태

로 포장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 팽창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공포장을 통한 완전밀봉을 하였다. Fig. 2는 

PCM 패킹 과정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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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온도 비교를 위해 가동과 정지의 반복으로 이

루어진 보일러 가동 스케줄을 도입하였다. 온수공급온도

는 70℃로 설정하였으며, 보일러 가동 스케줄은 30분, 1

시간 가동 후 3시간 정지의 온도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반 직장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퇴근 후인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 전 08시까지 총 14시간 난방을 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PCM의 삽입 위치는 온수 배관에

서 방출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부와 측

면에 삽입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의 비교를 

위해 두 개의 설치 위치 변수를 적용하였으며, Fig 3, Fig 

4와 같이 온수 배관 하부와 측면에 PCM을 삽입하였다.

Figure 3. Lower part of hot water pipe

Figure 4. Side part of Hot water pipe

Figure 5. Indoor & Floor Sensor Point

또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5. 와 같이 바닥구조의 각층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위

치인 온수 배관의 입출입구와 PCM 상부, 실내에 온도 센

서를 설치하였다. 바닥표면 온도는 바닥 면을 4면으로 나

누어 각각의 중앙점 다섯 개의 지점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센서는 T-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취득은 Midi Logger GL820을 사용하여 1분 단위

로 데이터 취득을 하여 10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3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대비 우수한 축열 성

능을 가지고 있는 PCM을 삽입하여 잠열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바

닥 난방시스템과 비교하여 PCM의 삽입과정을 제외하고 

기존 공정과 거의 유사하여 시공성 또한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

한 규칙 제12조 1항’에 따른 표준 바닥구조를 준용하여 

일반 바닥구조와 PCM을 적용한 바닥구조의 온도변화 비

교를 위해 Mock-up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온수 배

관에서 방출되는 열을 표면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부와 측

면으로 소실되는 폐열을 PCM에 축열하여 경량기포콘크리

트와 모르타르층의 전체 축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3. 실험 결과

3.1 온수 배관 측면에 PCM 설치 결과

PCM을 바닥구조 배관층의 온수 배관 측면에 삽입 후 

난방 스케줄을 적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6. After side insert 30min-On 3h-Off running

Room
Temp(℃) Average

Temp
(℃)

Temp
rise rate

(℃)Start End

Surface
1 20.5 26.5 25.7 6.0

2 19.5 25.2 24.1 4.4

Indoor
1 18.7 23.1 22.1 5.7

2 17.4 22.2 20.7 4.8

Table 3. Results of surface and indoor temperature changes 

during 30min-On, 3h-Off of heating after side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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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30분 가동 후 3시간 정지의 측정 결과로 

Table. 3과 같다. 표면 온도의 경우 일반바닥난방 시스템

인 Room 1은 시작지점 20.5℃에서 종료 시점 26.5℃까지 

6.0℃ 상승하였으며, 평균 25.7℃로 나타났다. 실내온도는 

18.7℃에서 23.1℃까지 약 4.4℃ 상승하였으며, 평균 22.

1℃로 나타났다.

PCM을 적용한 바닥난방 시스템의 Room 2는 시작지점 

19.5℃에서 종료 시점 25.2℃까지 5.7℃ 상승하였으며, 평

균 온도는 24.1℃로 나타났다. 실내온도는 17.4℃에서 

22.2℃까지 약 4.8℃ 상승하였으며, 평균 20.7℃로 나타났

다. 가동정지 후 표면 온도는 평균 0.6℃ 감소하였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0.4℃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1회 순환과정당 Mock-up 실험실의 표면 온도는 Room 

1의 온도가 Room 2 대비 평균 1.6℃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실내온도 또한 평균 1.4℃ 높게 나타났다. 

Figure 7. After side insert 1h-On, 3h-Off running 

Room
Temp(℃) Average

Temp
(℃)

Temp
rise 

rate(℃)Start End

Surface
1 21.8 25.9 25.1 4.1

2 21.7 24.6 24.1 2.9

Indoor
1 20.1 21.4 21.2 1.3

2 19.6 20.7 20.3 1.1

Table 4. Results of surface and indoor temperature changes 

during 1h-On, 3h-Off of heating after side insertion

PCM을 측면에 삽입 후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스케

줄을 도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7, Table. 4) Room 

1의 표면 온도는 시작지점 21.8℃에서 종료지점 25.9℃까

지 총 4.1℃ 상승하였으며, 실내온도는 20.1℃에서 21.4℃

까지 1.3℃ 상승하였다. 보일러 가동정지 후 표면 온도는 

평균 1.4℃ 실내온도는 평균 0.7℃ 감소하였다. 

Room 2의 표면 온도는 시작지점 21.7℃에서 종료 시점

인 24.6℃까지 총 2.9℃ 상승하였으며, 실내온도는 19.6℃

에서 20.7℃까지 1.1℃ 상승하였다. 가동정지 후 표면 온

도는 평균 1.3℃ 감소하였으며, 실내온도는 약 0.2℃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Room 1과 Room 2의 바닥표면 및 실내온도는 각각 평

균 25.1℃, 24.1℃ / 21.2℃, 20.3℃로 나타났다. 1시간 가

동 결과 또한 30분 가동 시와 동일한 결과로 Room 1의 

바닥표면 온도와 실내온도가 Room 2 대비 1.0℃, 0.9℃ 

높게 나타났다.

이는 PCM의 온도 그래프를 보면 30분 가동과 1시간 

가동 모두 온도가 Room 1의 표면 온도와 거의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CM이 배관측면에 위치할 때 

배관과 닿는 면적이 크지 않아 온수 배관에서 방출된 열

이 PCM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변화물질의 장점

인 축열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3.2 온수 배관 하부에 PCM 설치 결과

PCM을 온수 배관 하부에 삽입 후 난방 On-Off 스케줄 

30분 가동과 1시간 가동(가동 후 3시간 정지)을 도입 후 

측정된 결과이다.

Figure 8. After Lower insert 30min-On, 3h-Off running  

Room
Temp(℃) Average

Temp
(℃)

Temp
rise 

rate(℃)Start End

Surface
1 19.4 28.2 26.3 8.8

2 20.0 28.4 26.8 8.4

Indoor
1 18.8 24.9 23.3 6.1

2 18.7 24.6 22.9 5.9

Table 5. Results of surface and indoor temperature changes 

during 30min-On, 3h-Off of heating after lower insertion

먼저, 30분 가동 스케줄을 적용한 결과는 Fig 8과 

Table. 5와 같다. 일반바닥난방 시스템인 Room 1의 표면 

온도는 시작 시점 19.4℃에서 종료 시점까지 28.2℃로 8.

8℃ 상승하였고, 실내온도는 18.8℃에서 24.9℃까지 6.1℃ 

상승하였다. 또한, 보일러 가동정지 후 표면 온도는 평균 

0.6℃ 감소하였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1.0℃의 증감이 나

타났다.

PCM 적용 바닥난방 시스템인 Room 2의 표면 온도는 

시작 시점 20.0℃에서 종료 시점까지 28.4℃로 8.4℃ 상승

하였으며, 실내온도는 18.7℃에서 24.6℃까지 5.9℃ 상승

하였다. 가동정지 후 표면 온도는 평균 0.9℃ 감소하였으

며, 실내온도는 평균 0.6℃의 증감이 나타났다.

1시간 가동 시 Room 1과 Room 2의 바닥표면 및 실내

온도는 각각 평균 26.3℃, 26.8℃ / 23.3℃, 22.9℃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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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바닥표면 온도는 Room 2의 온도가 Room 1 대비 

0.5℃ 높게, 실내온도는 0.4℃ 낮게 나타났다.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Fig 9, Table. 6) Room 1의 표면 온도 및 실내온

도는 각각 시작지점 17.3℃에서 종료 시점 25.1℃까지 7.

8℃ 상승과 17.6℃에서 20.3℃까지 2.7℃ 상승하였다. 또

한, 가동정지 후 표면 온도의 감소는 평균 2.3℃로 나타

났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1.1℃의 증감이 나타났다.

Room 2의 표면 온도 및 실내온도는 각각 시작지점 

19.5℃에서 종료 시점 27.6℃까지 8.1℃, 19.0℃에서 24.

9℃까지 5.9℃ 상승하였다. 가동정지 후 표면 온도의 감

소 폭은 평균 2.4℃로 나타났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0.5℃ 

온도가 증감하였다.

Figure 9. After Lower insert 1h-On, 3h-Off running

Room
Temp(℃) Average

Temp
(℃)

Temp
rise 

rate(℃)Start End

Surface
1 17.3 25.1 22.8 7.8

2 19.5 27.6 18.4 8.1

Indoor
1 17.6 20.3 25.2 2.7

2 19.0 24.9 19.4 5.9

Table 6. Results of surface and indoor temperature changes 

during 1h-On, 3h-Off of heating after lower insertion

Room 1과 Room 2의 바닥표면 및 실내온도는 각각 평

균 22.8℃, 25.2℃ / 18.4℃, 19.4℃로 나타났으며, Room 2

의 표면 온도는 Room 1 대비 1회 순환과정당(30분 가동 

3시간 정지) 평균 0.5℃ 높게, 실내온도는 평균 0.4℃ 낮

게 나타났다. Room 2와 Room 1의 표면 온도가 1회 순환

과정당 0.1℃로 유사한 감소 폭이 나타났으며, 실내온도

는 Room 2가 약 0.5℃ 더 낮은 증감을 보였다.

위와 같이 PCM이 온수 배관 하부에 위치하였을 경우 

배관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배관 하부로 버려지

는 폐열이 PCM에 온전히 전달된다. 따라서 그 열을 축열

하였다가 난방 정지 시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PCM을 온수 배관 측면삽입 후 30분 가동 3시간 정

지의 난방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 Room 1의 표면 온도가 

Room 2 대비 평균 1.6℃ 높게 유지되었으며, 실내온도 

또한 평균 1.5℃ 높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회 순환과정당 표면 온도는 각각 평균 0.9℃, 0.6℃의 온

도가 저하되었으며, 실내온도는 0.3℃, 0.4℃로 미비한 온

도 증감이 나타났다. 

2) 측면삽입 후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

을 도입한 결과 Room 1의 표면 온도가 Room 2보다 평균 

1.0℃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0.9℃ 높게 나타

났다. 1회 순환과정당 표면 온도의 변화는 Room 1은 1.

4℃ Room 2는 1.3℃ 감소하였으며, 실내온도는 각각 0.

7℃, 0.2℃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3) PCM을 온수 배관 하부삽입 후 30분 가동 3시간 정

지의 난방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 Room 1 대비 0.5℃ 높

게, 실내온도는 0.4℃ 낮게 나타났다. 난방가동과 정지의 

1회 순환과정당 표면 온도의 변화는 각각 평균 Room 1

은 0.6℃, Room 2는 0.9℃ 감소하였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1.0℃와 0.6℃의 온도변화로 Room 2의 온도 증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

4) 하부삽입 후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

을 도입한 결과 Room 2의 표면 온도는 Room 2의 표면 

온도가 Room 1 대비 평균 2.4℃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온도는 평균 1.0℃ 높게 나타났다. 난방가동과 정지의 1

회 순환과정당 표면 온도변화는 각각 평균 0.9℃, 1.3℃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으며 실내온도는 평균 0.6℃, 0.1℃의 

온도가 증감하였다. 

본 연구는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적절한 

PCM 삽입 위치선정을 위해 실험을 통해 삽입 위치에 따

른 표면 및 실내온도변화를 살펴보았다.

PCM을 온수 배관 측면에 삽입하였을 경우, 난방 가동

시간이 증가하여도 온수 배관에 PCM이 닿는 면적이 적

어 방출되는 열을 충분히 축열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모르타르에 축열된 열을 빼앗게 된다. 그로 인해, 표면 

온도가 저하되어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인 Room 1의 

실내 및 표면 온도가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인 

Room 2의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PCM을 온수 배관 하부에 삽입하였을 경우, 난방가동과 

정지 스케줄 도입 시 Room 2의 실내 및 표면 온도가 

Room 1 대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수 배관 하부로 버려지는 폐열을 PCM이 효과적

으로 축열 하게 되어 난방가동 정지 시에도 표면 온도의 

저하가 적게 일어나고 실내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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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PCM을 온수 배관 측면에 삽입하는 

것보다 하부에 삽입한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이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대비 표면 및 실내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CM을 하부에 

적용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은 난방을 간헐적으로 운영

하는 경우 연속 난방에 비해 난방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내온도 및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어 재실자의 실내 쾌적감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

다. 추후 PCM을 적용한 바닥 난방시스템의 기술 향상과 

이를 활용한 주거 건물의 에너지 절감 기술 발전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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