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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량 증가함에 따라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UNFCCC, 2015)

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1)이 채택됨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저감을 위

해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저감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건물 부문 감축률을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18.1%에서 32.7%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발표하였

다.2) 이러한 정책에 의해 국내에서는 주거건물과 비주거건물 부문으로 구분

하여 건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건축

물 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소비량 중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거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3) 그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외

벽, 지붕, 창호 등 외부와 맞닿아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다

양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건물에 첨단 기술

이 점차 적용되면서 주거의 안정성과 쾌적성, 경제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의 많은 에너지 소모 비중을 차지하는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 대한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바닥 난방시스

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배관을 매설한 온수 온돌 방식의 시작으로 바닥 난

방방식의 구조와 열원공급 방법이 꾸준히 개발되어왔으나, 생활양식이 기존

1) United Nations. (2015).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UNFCCC, FCCC/CP/2015/L.9/Rev.

2) 환경부. (2018).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환경부 보도자료 2018. 07. 24. http://www.me.go.kr/

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통계연보 2019, http://www.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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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식에서 입식 생활로 바뀌어 좌식생활에 맞춰진 바닥 난방시스템은 설

계, 시공, 관리의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에 만

족할 만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

현재 국내 공동주택은 대부분 콘크리트 슬래브, 단열재, 흡음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온수 배관, 모르타르로 되어있는 습식공법의 바닥복사난방 형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배관에 온수를 흘려보내 실내 온열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실자의 실내 온열 쾌적감 유지

에 적합하며, 투자비용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5)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2조 1항에 따라 ‘바탕층, 채움층, 배관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열식 난방

을 하여 난방 효과의 지속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가능성이 존재한다.6) 하

지만,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차단 구조기준’에 따라 바닥구조 두께

의 제약으로 축열량에 한계가 생기게 된다. 이는,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 비

난방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축열하고 있는 열량이 적어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난방 재가동 시 보일러의 예열부하와 바닥표면 및 벽체 등의 축열

부하 증대가 발생하여 실내온도와 바닥표면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7)8) 따라서, 국내의 공동주택의 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감 및 재실자의 실내 쾌적감 향상을 위해 축열 성능이 향상

된 새로운 바닥 난방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난방시스템에 공급되는 열에너지를

저장, 변환,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에너지를

축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및 연구

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상변화물질(PCM)은 높은 잠열과 뛰어난 축열 성능을

4) 송재엽. (2012). 공동주택 바닥난방시스템의 최적운전 및 신경망제어 적용에 관한 연
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5) 송재엽, 안병천. (2019).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의 공급온수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
연구.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15(4), 32-38.

6) 최윤정, 심현숙, 정연홍. (2007). 바닥난방 복사열에 의한 온열감 차이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7(5), 65-71.

7) 구재오. (1999). 온수온돌 난방방식의 바닥층 재료에 따른 열적 특성, 석재복합신소재제
품연구센터 석재연논문집, 8, 161-170.

8) 박동천, 송훈, 김정진. (200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전도율에 관한 실험적 연
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3(10), 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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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도 일정 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 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PCM과 건축재료의 혼합 및 벽체, 지

붕, 창호 등과 같은 외기와 맞닿는 곳에 주로 적용되고 있었다. 바닥 난방시

스템에 적용한 연구는 윤두한(2006), 김유진(2011), 백상훈(2018), 김태원

(2019) 등에서 진행되었지만, 바닥 구조체에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PCM

위치에 따른 축열 성능 향상에 관해 진행된 연구 및 사례가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PCM 위치에 따른 축열 성능을 비교하여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PCM 최적 적용 위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

을 위해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바닥 복사난방시스

템과 PCM의 축열 특성을 고찰한 후 국내·외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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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국내 공동주택의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PCM을 적용하여 축열 성능

최적 효율을 위해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온도변화를 비교하였다. 기존 난방

시스템과의 비교를 위해 습식공법의 온수난방을 이용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Mock-up 실험동을 구축하여 온도변화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 바닥 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난방시스템에

동일한 난방 스케줄을 도입한 후 PCM 삽입 위치에 따른 난방가동 전후의

실내온도 및 바닥표면 온도, PCM 상변화 온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범위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Fig. 1.1은 연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1) PCM 특성 및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분석

PCM의 물리적 특성 및 종류와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상 안정화 가공방법

과 국내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근

거한 구조적, 재료적 특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선행연구 사례분석

국내·외 PCM 관련 연구 및 건물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PCM이 건물에 적

용된 방식과 바닥 난방방식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PCM의 열적 특성 및 건물적용을 위한 상 안정화 방법을 파악하여 바닥 복

사난방시스템에 적용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PCM 적용 위치에 따른 온도변화 비교분석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온도변화

비교를 위해 Mock-up 실을 구축하였다. 먼저, 이론고찰을 통해 선정된 PCM

의 열적 특성을 활용하여 적정 용량을 산출한 후 바닥구조에 적용하기 적합

한 가공방법으로 상 안정화하였다. 기존의 표준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삽입 위치에 따른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표면 온도, 실내온도, PCM 축열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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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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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고찰

2.1 개 요

본 장에서는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최적 삽입 위치 선정을 위한

PCM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상 안정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 법규 조사를 통해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구성 및 특징을

분석하였고,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PCM을 건물에 적용한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2.2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 특성

PCM (Phase Change Material)은 상변화물질을 뜻하며 잠열 저장재료에

속한다. Fig. 2.1과 같이 온도변화에 따라 잠열을 흡수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게 되고, 열을 방출하게 되면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변화하며

열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주로 사용되는 PCM의 잠열량은 기존의

건축재료인 콘크리트, 벽돌 또는 사암과 같은 일반적인 재료 대비 약 20배

이상의 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다.9)10) 이를 통해 열에너지를 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CM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전에 PCM의 성질과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요구되는 열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적용 부위

및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온도 범위에서 상변화가 이루어져 충분한 축열 능력

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PCM의 상 안정화 방법에서 고체-액체, 액체-고체의

상변화 순환에 대한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비인화성, 비폭발성 및 비부

9) A. Sharma, VV Tyagi, CR Chen, D. Buddhi. (2007). Review on thermal energy
storage with phase change materials and application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3(2), 318-345

10) H. Akeiber, P. Nejat, MZA. Majid, M. A.Wahid, F. Jomehzadeh, I.Z Famileh, J.K
Calautit, B.R Hughes, S.A Zaki. (2016). A review on phase change material (PCM)
for sustainable passive cooling in building envelop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60, 1470-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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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 등의 성질을 만족해야 건물에 적용 시 구조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축

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11)

건축물에 PCM을 적용하는 방법은 패시브(Passive) PCM 방식과

액티브(Active) PCM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패시브 PCM 방식에는

설비시스템의 도움 없이 건물 구조체에 적용한 방식으로 천장, 벽체 등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기후조건인 곳에서 추가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쾌적한 실내온도를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액티브 PCM 방식은 패시브 PCM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냉·난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바닥난방 시스템, PCM 벽체, PCM

지붕 등에 적용하여 PCM에 열에너지를 축열시켜 냉·난방 시스템 정지

시에도 실내 온열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액티브

방식은 적은 에너지로 건물 실내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에 주로 사용된다.12)

Fig. 2.1 PCM의 상태변화 특성

11) 방선규. (2016).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12) 류성룡. (2014). 저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PCM 적용 동향. 건축환경설비, 8(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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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PCM의 종류

PCM은 물질별로 고유의 특성 및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유기물(Organic), 무기물(Inorganic), 혼합물(Eutectic)로 구분된다.13)(Fig. 2.2)

Fig. 2.2 PCM의 분류

유기물 계열의 PCM은 파라핀 왁스(Paraffin Wax)와 지방산(Fatty acids)을

사용하며, 파라핀은 파라핀계(Paraffin Compounds)와 비파라핀계

(Non-Paraffin Compounds)로 구분된다. 파라핀계는 탄소 결합수에 의해

구분되어 n-paraffin으로 표현되며 넓은 온도 범위와 저장용량이 다른 화합물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비용이 저렴하여 주거용 난방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핀계 PCM은 융해 온도

21.7~44.0℃이며, 종류 및 특성은 Table 2.1과 같다.

13) D Zhou, CY Zhao , Y Tian. (2012). Review on thermal energy storage with phase
change materials (PCMs) in building applications, Applied Energy, 92, 5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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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 계열의 PCM의 종류는 Table 2.2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염 수화물

(Hydrated salt)과 금속류(Metal Resin)로 구분된다. 또한, 18.5℃~58℃의 융해

온도를 가지며 혼합된 화합물에 따라 잠열량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

인 건축자재는 열전도율이 높으면 단열 성능이 낮아 건물에너지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지만 무기물 PCM은 효과적인 축열 성능 발현을 위해 높은 열전도

율을 가지고 있다. 잠열량이 크고 밀도가 높은 반면 유기물 PCM 대비 높은

부식성과 부피팽창이 커서 상 안정화 가공 시 주의가 필요하다.

파라핀 (n-paraffin) 녹는점 (℃) 잠열량 (kJ/kg)

Tetradecane 5.5 228

Pentadecane 10.0 205

Hexadecane 16.7 237

Heptadecane 21.7 213

Octadecane 28.0 244

Nonadecane 32.0 222

Eicosane 36.7 246

Heneicosane 40.2 200

Docosane 44.0 249

Tricosane 47.5 232

Tetracosane 50.6 255

Pentacosane 49.4 238

Hexacosane 56.3 256

Heptacosane 58.8 236

Octacosane 61.6 253

Nonacosane 63.4 240

Triacontane 65.4 251

Hentriacontane 68.0 242

Table 2.1 파라핀계 PCM의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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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녹는점 (℃) 잠열량 (kJ/kg)

CaCl2·6H2O 29.0 190.8

Zn(NO3)2·6H2O 36.0 146.9

KF·4H2O 18.5 231.0

Na2S2O3·5H2O 48.0 201.0

Na2SO4·10H2O 32.4 254.0

Mn(NO3)2․6H2O 25.8 125.9

LiNO3·3H2O 30.0 296.0

Na(CH3COO)·3H2O 58.0 226.0

Table 2.2 무기물 PCM의 종류 및 특성

혼합물 계열의 PCM은 두 가지 이상의 PCM을 특정한 비율로 유기물-유기

물, 유기물-무기물, 무기물-무기물의 혼합으로 구분된다.14) 하지만, 혼합물들

이 혼합하는 과정 중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

면 다른 온도에서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건물에 적용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Table 2.3은 주로 사용되는 혼합물 PCM의 종류

이다.

재료
비율
(%)

녹는점
(℃)

잠열량
(kJ/kg)

CaCl2 · 6H2 O + CaBr2 · 6H2O 45 + 55 14.7 140.0

C14H28O2 + C10H20O2 34 + 66 24.0 147.7

CaCl2 + MgCl2 · 6H2O 50 + 50 25.0 95.0

CH3 CONH2 + NH2CONH2 50 + 50 27.0 163.0

Ca(NO3) · 4H2O + Mg(NO3)3 · 6H2O 47 + 53 30.0 136.0

CH3COONa · 3H2O + NH2CONH2 40 + 60 30.0 200.5

NH2CONH2 + NH4NO3 53 + 47 46.0 95.0

Mg(NO3)3 · 6H2O + NH4NO3 61.5 + 38.5 52.0 125.5

CH3 CONH2 + C17 H35 COOH 50 + 50 65.0 218.0

Table 2.3 혼합물 PCM의 종류 및 특성

14) R.K.Sharma, P.Ganesan, V.V.Tyagi, H.S.C.Metselaar, S.C.Sandaran. (2015).
Developments in organic solid–liquid phase change materials and theirapplications
in thermal energy storage.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95,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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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CM 가공 방법

PCM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 시 누출되어 손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적절한 가공 절차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

지의 방법이 나눠진다. 첫째, 액상의 PCM과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상

안정 PCM (Shape 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 SSPCM) 둘째, 미세한

캡슐안에 PCM을 저장하는 방식의 캡슐 PCM (Micro-encapsulation Phase

Change Material; MPCM) 셋째, 액상 PCM을 알루미늄 또는 나일론 같은 소

재의 용기에 담에 밀봉시키는 패킹형 PCM (Packing type Phase Change

Material; Packing PCM)의 방법이 있다.

① 상 안정 PCM (SSPCM)

상 안정 PCM은 폴리머(Polymer)와 PCM을 혼합한 방법과 다공성 물질로의

함침을 통한 방법이다. 함침은 석고보드나 콘크리트, 다공성물질 등의 기공

속에 PCM이 안착하게 되면서 상변화 시 누출의 우려가 없어지고 자재의

열저장과 열공급 매체로의 효율이 향상되는 방법이다.15)

② 캡슐 PCM (MPCM)

PCM 캡슐화는 튜브, 직물 등에 코팅되어 밀봉되는 방식이다. 캡슐 PCM은

건축물의 열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건축재료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분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 분리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건물

내·외부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크기가 작아 부피를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CM이 다른 물질과 혼합하게 되어 잠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③ 패킹형 PCM (Packing PCM)

패킹형 PCM은 순수한 액상의 PCM을 패킹하여 형태를 안정화하여

구조체에 삽입하는 가공방법이다. 주입하는 PCM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15) 정수광, 전지수, 서정기, 김수민. (2011). 건축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Phase change
material(PCM)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5(1),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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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된 양에 따라 축열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 방식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 이후 상변화로 인한 누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구성이 확보된

패킹용기의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PCM의 성능이 발휘되기 위해 높은

열전도율과 고온에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높은 내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패킹형태에 따라 PCM의 모양이 변하여 원하는 부위에 설치와 적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내 온열 환경 향상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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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특성

국내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습식온돌 방

식이다. 온수 배관 매립식의 습식바닥구조는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 열에

의해 난방되는 방식의 복사난방시스템이다. 이러한 바닥의 형태와 구조 방식

들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16)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차단 구조기준’17)에서 다루고 있다. Table 2.4는 바닥복사난

방시스템의 표준바닥구조에 따른 유형이며, 축열층의 재료에 따라 경량기포

콘크리트방식, 단열재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고시된 표준바닥구조는 Fig.

2.3과 같다.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은 낮은 공사비, 간편한 시공성의 장점을 갖

고 있으나, 간헐난방 시 에너지소비량과 더딘 난방속도에 대한 불리한 측면

이 있다.18)

유형 바닥구조

1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 완충재 2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

모르타르 40mm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2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 단열재 2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
모르타르 40mm (바닥마감재 가중 바닥 충격음레벨 감쇠량 13dB이상)

3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단열재 20mm + 마감
모르타르 40mm (바닥마감재 가중 바닥 충격음레벨 감쇠량 13dB이상)

4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완충재 20mm + 마감

모르타르 40mm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5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완충재 40mm + 마감

모르타르 50mm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Table 2.4 유형별 바닥구조의 분류

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
리기준, 2020.

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차단 구
조기준, 2018.

18) 김선동. (2011).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
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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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표준바닥구조 - 1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2조 1항에 따라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마감층 및 배관층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각 층의 용도 및 역할은 Table 2.5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구분 구조

바탕층 시멘트 모르타르, 모래 또는 콘크리트 30mm

단열층
단열재 20mm

경량기포콘크리트 30 ~ 80mm

채움층 경량기포콘크리트 38 ~ 80mm

마감 및
배관층

1 : 3 비율의 모르타르 20 ~ 50mm
메탈라스, 와이어 메쉬, 섬유재 등

Table 2.5 바닥구조의 구성 층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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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층

바탕층은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멘

트 모르타르나 모래,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며, 두께 30mm 이상으로 시공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닥 구조체에 배관재를 설치하기 위해 수평도를 확

보해야 하며, 바닥 구조체인 슬라브가 바탕층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2) 단열층

단열층은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배관층의 온수 배관에서 방출에 의한 열이

바탕층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

가 설치되는 층을 의미한다. 또한, 바닥 상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소음

과 에너지를 저감 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열층의 열성능에 대한 규칙은 ‘건축

물의 열 손실 방지’ 규정 제1항에 의한 열관류율 이하와 단열재 두께 이상의

단열층을 구성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에서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하층을 제외한 거실바닥의 열관

류율을 1.163 W/㎡K 이하로 하거나 20mm 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30~80mm의 경

량기포 콘크리트와 20mm 이상의 폴리스틸렌 보온판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는 Table 2.6과 같다.

재료 열전도율 (W/m·K) 밀도 (kg/㎥)

유리 0.034 80

미네랄울(암면) 0.041 120

발포 폴리스틸렌폼 0.034~0.041 20~30

경질 우레탄폼 0.023 20~80

탄화코르크 0.040 150

암면판상 단열재 0.066 500이하

Table 2.6 단열재의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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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움층

채움층은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구조에서 구조의 높이, 보조적인 단열

기능, 차음성능 향상 등을 위해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이 설치되

는 층이다. 또한, 채움층은 축열 층이라고도 불리며, 열 공급이 중단되어도

난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을 보관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국내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일반적인 축열재로는 자갈층이 20~90mm(평균

40mm)의 두께로 설치되며, 최근에는 자갈 공급의 한계로 대체 재료인 시멘

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재생골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채

움층의 두께를 40~7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4) 마감층 및 배관층

마감층 및 배관층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열원을 방출하는 방열관이

설치되는 층을 말하며, 방열관은 열을 발산하여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해 설

치되는 온수 배관을 말한다. 배관층은 습식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바닥 구조체에 열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사

용되는 배관재는 동관, XL관(고밀도 폴리에틸렌), PP-C관(폴리프로필렌), PB

관(폴리부틸렌) 등이 사용되고 있다. 배관 재료별 수명, 열전도율, 인장강도,

굽힘직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able 2.7과 같다.

마감층은 온수 배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와 높이를 갖추어야 하며,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바닥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생과 건조를 통해 마감재의 변형이나 뒤틀림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균열방지를 위해 메탈라스, 와이어 메쉬, 섬유 등을

보강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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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재
수명
(년)

열전도율
(W/m·K)

인장강도
(kg/㎠)

굽힘 직경
(mm)

동관 140 386 2,400 -

XL관
(폴리에틸렌)

50 0.376 95 ~ 105 220

PB관
(폴리부틸렌)

반영구적 0.383 170 150

Table 2.7 난방 배관의 종류 및 특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타설하는 방식인 채움층의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층의 배관설치 및 시멘트모르타르 타설공법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채택된 바닥구조는 단열과 층간소음 방지가 주목적이며,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현열 구간만이 존재하여 축열 및 방열 성능이 낮아 온수공급이

중단되면 바닥표면의 온도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표면 온도를 높여 실내를 쾌적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난방가동과 추가적인 열원기기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은 채움층, 마감 및 배관층의 바닥구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주목적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구조적 변경이

불가하여 축열량의 한계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축열 성능이 향상된 축열재료를 일반

바닥구조와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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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조사

2.4.1 국내

국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조합이나, 난방 운영에 따른 실내 쾌적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대해, 온수 배관, 유량 밸브, 컨트롤러등 보일러 발전에 맞춰 보일러

제어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구조에 변화를 주어 열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바닥난방 시스템들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바닥난방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으며, PCM의 잠열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냉·난방 효율 향상 및 열 성능 향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PCM 열 성능 관련 연구 사례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르타르, 경량기포 콘크리트 등과 같은

바닥마감재 재료와 PCM을 혼합하여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보현 외(2011)19)는 PCM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모르타르와 혼입하여 물성 및 성능을 파악하고 PCM의 잠열과 효율적인

융융온도 조절에 따른 냉·난방 시 에너지 저감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림

x.와 같이 캡슐 PCM과 모르타르의 혼입을 통한 단열성능 시험으로 PCM과

모르타르를 10%, 20%, 30%를 혼입하여 비교하였는데, 혼입량이 클수록

냉축열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장성진 외220)은 PCM의 최적 적용방안을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Design

Builder를 통해 PCM의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건물의 잠열량이 높을수록

19) 김보현, 이한승. (2011). PCM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적성능에 관한 연구. 콘
크리트학회 논문집, 23(4), 521-528.

20) 장성진, 양성웅, 김수민. (2019). 건물에너지 저감 및 실내 온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상
변화물질의 최적 적용방안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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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물 적용 부위에 따라

열전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주거건물의 난방방

식에 PCM을 적용한 바닥난방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최대 40.46%의 에너지

저감율이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Odontuya Enkhbold(2015)21)는 마이크로캡슐 형태의 PCM이 경량기포콘크

리트와 PCM을 혼합하였을 시 콘크리트 내의 공극률을 감소시키고, 열전도율

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실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PCM의 함량 증가에 따라

열전도율이 증가하였으며 PCM을 시멘트 중량비 20% 추가가 가장 적합한 것

으로 설명하였다.

임재환 (2016)22)은 이중배관에 PCM을 주입한 구체축열시스템과 일반 온수

배관을 매설한 구체축열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중배관 형태로 PCM

을 주입하여 밀폐한 뒤 일반 슬래브와 2방향 중공 슬래브에 이중배관을 매설

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체축열시스템을 Mock-up 실험실

에 적용하여 난방 운전에 따른 온열환경 특성 조사 실험을 통해 PCM을 이

용한 2방향 중공 슬래브에서 구조 하중을 줄이고, 축열성능을 크게 개선하였

다. 하지만 온열 쾌적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

다.

장석준 외(2016)23)는 상변화물질(PCM)이 시멘트모르타르의 수화열 및 강

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CM을 1~5% 혼

입하여 간이단열 온도상승 실험, 작업성 평가, 압축 휨 강도를 평가하였다.

작업성 평가 결과 PCM 혼입률 5%까지는 유동성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작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건(2013)24)은 제조형태가 다양한 여러 PCM의 원재료를 1회부터 1,000

회까지 상변화 시키면서 열적 성능 및 내구성을 분석하였으며, 시멘트계 재

21) Odontuya Enkhbold. (2015). 상변위 물질을 활용한 선 기포 방식 경량콘크리트의 기
계적 및 열적 성능.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2) 임재한. (2016).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구체축열 복사난방 공간의 실내 온열 환경 특
성.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10(2), 159-164.

23) 장석준, 김병선, 김선웅, 박완신, 윤현도. (2016). 상전이물질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
의 수화발열 및 강도 특성 평가.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8(6), 665-672.

24) 정유건. (2013). 제조형태가 다른 상변화물질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성에 관
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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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혼입하였을 시 시멘트모르타르의 물성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상변화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흡열하는 온도가 높아지며 내구성

이 높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김세환 외4(2014)25)는 PCM과 다공질의 경량골재에 PCM을 함침 시켜 제

조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리적, 역학적 특성과 열전도율을 평가였다. PCM

이 함침 되지 않은 일반 경량골재 대비 40~43%의 높은 단열 성능을 갖고 있

으며, 열전도율이 12~14%,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재료의

종류 및 혼합비율에 따른 열전도율 및 축열성능의 특성을 평가한 연구가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성현 외5, 2014;26), 정수광 외4, 2011;27), 안상민 외3,

2011;28))

(2) PCM 적용 연구 사례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PCM을 구조체에 혼입하여 건물에 적용시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규영 외3(2014)29)은 공동주택 냉·난방 에너지 절감

을 위한 PCM 적용 축열벽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발코니가 있는 전용

면적 84㎡의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Table 2.8과 같이 기본형, 확장형, PCM 적

용 축열벽, PCM 축열벽과 환기구의 네 가지 타입으로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결과 기존 발코니 구조 대비 PCM을 적용한 축열벽 시스템을 설치하였

을 경우 25.2%, PCM 축열벽과 외측 환기구를 개방하는 경우 82.2% 열량을

적게 획득하여 냉방에너지 소비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한, PCM 축열벽과 외부 환기구를 개방한 구조의 실내 온도변화 폭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PCM 적용 축열벽, 기존 발코니구조, 확장형 구조 순으로

25) 김세환, 전현규, 황인동, 서치호, 김상현. (2013). 상변화물질 함침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성.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5(3), 331-338.

26) 이성현, 강승민, 송명신, 위준우, 장성훈, 김광기. (2014). PCM재를 적용한 온돌 난방
마감 모르타르의 축열 특성.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29-430.

27) 정수광, 전지수, 서정기, 신유정, 김수민. (2011). 목질바닥재 적용을 위한
Microencapsulated PCM의 성능평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3-136.

28) 안상민, 황석호, 김태연, 이승복. (2011). 상변화물질을 적용한 건축자재의 에너지절약
가능성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2-167.

29) 이규영 이규영, 류리, 서장후, 김용성. (2014).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PCM적용 축열
벽 시스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6(6), 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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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간 온도변화 폭이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Table 2.8 실험체 제작을 위한 상세도30)

Type 1 Type 2

일반 발코니구조 확장형 구조

Type 3 Type 4

PCM 축열벽 적용 축열벽 + 환기장치

송영학 외4(2014)31)는 PCM이 적용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기 위

해 Fig. 2.4와 같이 가로 2.7m, 세로 4.3m 높이 2.3m의 Mock-up 실을 구축

하여 창호 블라인드가 설치된 방에 상변화온도 27℃의 PCM을 노출 시켜 설

치하였다. 실험결과 블라인드 각도 제어와 PCM을 적용하였을 경우

6.3~19.8%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야간복사냉방은

PCM의 효과적인 운용에 적합하며 블라인드 각도 등에 따라 최대 43.6%의

에너지 절감율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30) 이규영 외 4, op.cit, pp. 252
31) 송영학, 김기태, 구보경, 이건호. (2014). 창호 블라인드와 상변화물질 적용에 의한 냉
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에 대한 검토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6(1),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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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실험실 구축(좌: 일반 실내, 우: PCM 적용)32)

김수경 (2013)33)은 PCM 적용 바닥난방이 겨울철 냉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 2.5와 같이 상단에는 상변화온도 20℃, 하단에는 30℃의

PCM을 적용한 바닥재를 사용한 바닥난방 실험동을 구축하여 측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PCM이 적용된 패널은 입사일사량의 25% 정도의 열이 축열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반 구조와 축열패널 설치 구조와의 열량이 10% 미

만의 차이가 나타나 냉방부하 증가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PCM 패널이 낮시간 동안 일사열을 흡수하고 일몰 후에 방출하는 것을 통해

여름철 전력 운용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2.5 실험동 구축34)

32) 송영학 외 3, op.cit, pp. 28
33) 김수경. (2013). 직달일사를 이용한 잠열축열식 바닥난방 시스템이 냉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3(3), 9-16.

34) 김수경, op.cit, p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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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규 외3(2019)35)은 쿨 루프(Cool Roof)를 활용한 옥상 마감 시스템에

PCM을 적용하여 PCM Cool Roof 시스템의 열 성능을 확인하였다. PCM을

옥상 마감재에 적용하기 위해 그림 x. 와 같이 상 누출 방지를 위한 패킹형

PCM과 WPC (Wood-Plastic Combination) Palte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PCM

쿨루프는 평지붕 형태의 옥상 슬래브에 적용하고 WPC Plate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Fig. 2.6) 그 결과, 표면 온도 최고점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열용량이 큰 구조체와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유입되는 열량이

많아지면서 상변화 구간이 단축되어 활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

내 열유입 지연에 효과적인 PCM의 적절한 상변화 온도를 선정하여 배치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Fig. 2.6 WPC Plate와 패킹 PCM을 적용한 모습36)

김유진(2011)37)은 캡슐 PCM과 모르타르를 혼입하여 습식 축열재로 바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PCM과 모르타르의 혼합량에 따른

열적 성능에 대한 비교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후, 그림 4.와 같이 바닥난방시

스템에 일반모르타르와 PCM 적용 모르타르의 비교실험을 하기 위해 Fig.

35) 방선규, 박진철, 정민희. (2019). 열섬 효과 저감 및 건물 에너지 요구량 절감을 위한
PCM (Phase Change Material) 적용 쿨루프 시스템 축소 모형 실험 연구. 한국생태환
경건축학회 논문집, 19(4), 45-52.

36) 방선규 외 2, op.cit. pp. 31
37) 김유진. (2011). PCM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적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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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ig. 2.8과 같이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냉·난방기 On-Off 제어

시 PCM의 축열성능으로 약 30% 이상의 에너지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PCM 혼입량에 따라 기존 모르타르 대비 약 20%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Fig. 2.7 바닥난방 적용성 평가 비교실험 구조도38)

Fig. 2.8 비교실험을 위한 실험체 제작 모습39)

38) 김유진, op.cit, pp. 29
39) 김유진, op.cit, p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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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한 외2(2006)40)는 열용량이 적은 현대의 온돌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온돌패널에 PCM을 적용하여 난방 실험을 통해 성능검증을 실시하였다 Fig.

2.9와 같이 온돌패널 내에 있는 폴리에틸렌 파이프에 PCM을 집어넣어 밀봉

하였다. 모르타르와 자갈로 이루어진 습식온돌의 패널과 비교하여 장시간 동

안 표면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간헐난방 적용 시 실내온도 변화

폭을 줄여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Fig. 2.9 제작된 온돌패널 및 구성도41)

위의 사례들과 같이 국내에서는 PCM을 바닥 난방시스템에 적용한 연구보다

는 벽, 지붕, 창문 등과 같은 구조체 요소 및 다른 건축재료들과 혼입하여

PCM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변화온

도 20~40℃의 온도 범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PCM 가공방법 중 하

나인 캡슐형 PCM을 이용하여 건물에 적용하였다.

40) 윤두한, 최봉수, 홍희기. (2006). PCM을 이용한 온돌패널의 실험 및 특성연구. 대한설
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2-125.

41) 윤두한 외 2, op.cit, pp. 123



- xxvi -

2.4.2 국외

국내 대비 국외에서는 PCM 건물적용 관련 연구와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건물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보급이 가능한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사무실 건물과 공동주택에서 PCM을 적용한 바닥난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약형 기술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외의 연구 및

적용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1) PCM 열 성능 관련 연구 사례

Androniki Lagou 외342)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외피에 적용되는 PCM

의 최적 위치 도출과 적절한 용융 거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럽 지역의 기

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유럽 지역에서는 용융/응결 온도가 16℃인

PCM 제품이 적당하며 중유럽에서는 11℃, 북유럽에서는 20℃인 PCM이 적

당하며 건물 외피의 내부 가장자리에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Xu Xu 외443)는 형태 안정화 PCM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20kJ/kg의 융해열과 0.5W/m·K의 열전도율보다 커야 하며, PCM

플레이트의 두께는 20mm 이하로 제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목재

재질의 바닥마감재보다 타일이나 금속의 마감재가 열효율이 더욱 뛰어나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Guobing Zhou 외444)는 패시브 태양열 건물에 PCM을

적용하여 열 성능 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해 Fig. 2.10과

42) Androniki Lagou, Angeliki Kylili, Jolanta Šadauskienėb, Paris A.Fokaides. (2019).
Numerical investigation of phase change materials (PCM) optimal melting
properties and position in building elements under diverse conditions,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25, 452-464.

43) Xu  Xu, Yinping  Zhang, Kunping  Lin, Hongfa  Di, Rui  Yang. (2005). Modeling
and simulation 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shape-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 floor used in passive solar buildings, Energy and Buildings, 34(10),
1084-1091ume 37, Issue 10, October 2005, Pages 1084-1091

44) Guobing Zhou, Yinping Zhang, Xin Wang, Kunping Lin, Wei Xiao. (2007). An
assessment of mixed type PCM-gypsum and shape-stabilized PCM plates in a
building for passive solar heating, Solar Energy, 81(11), 135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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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길이 3.9m × 너비 3.3m × 높이 2.7m의 실험동을 구축한 후 내부

벽체에 30mm의 혼합형 PCM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 PCM은

실내온도를 40~5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열이 높아 열적 성능이

뛰어나다고 설명하였다.

Fig. 2.10 시뮬레이션 모델과 PCM이 적용된 실A45)

A. Pasupathy 외346)은 지붕에 PCM을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

한 상변화물질의 열 성능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비교를 위해 PCM 패널이

있는 지붕과 일반 지붕을 모델링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1년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붕 표면의 온도가 일반 지붕 대비 PCM 패널이 적용된 지붕에서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PCM의 열전도율이 낮아 실내온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낮은 기온인 12~4월에는 온도유지가 수월하나 기온이 올

라가는 5~11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G.P.Panayiotou 외247)는 TRNSYS를 이용하여 지중해 기후에서 외피에

PCM이 적용된 주거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였다. 캡슐형 PCM을 벽체,

지붕, 콘크리트 슬래브 내부에 삽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PCM 레

45) Guobing Zhou 외 4, op.cit, 1353
46) A. Pasupathy, L. Athanasius, R. Velraj, R.V. Seeniraj. (2008). Experimental
investigation and numerical simulation analysis 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a
building roof incorporating phase change material (PCM) for thermal management,
Applied Thermal Engineering, 28(5), 556-565

47) G.P.Panayiotou, S.A.Kalogirou, S.A.Tassou. (2016).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Phase Change Materials (PCM) on the envelope of a typical dwelling in the
Mediterranean region, Renewable Energy, 97,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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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삽입 방법은 Fig. 2.11과 같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벽체의 안쪽, 중간,

바깥쪽에 삽입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물 외벽에 PCM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대비 21.7~28.6%의 에너지 감소율이 나타났으며, 겨울철 난방 수요감소

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Fig. 2.11 벽체에 삽입된 PCM 레이어 위치48)

Kyoung Ok Lee 외349)은 주거 건물 벽체에 적용된 PCM 혼합 단열재에

대한 열 성능에 대해 평가하였다. 파라핀 계열의 PCM을 캡슐화하여 단열 패

널에 적용하였으며, 1.83m × 1.83m × 1.52m의 테스트 하우스를 제작한 후

실외에 설치하였다.(Fig. 2.12) 사용된 PCM의 특성은 융점 28℃, 잠열 147

kJ/kg, 밀도 870/750(고체/액체) kg/㎥, 전도율 0.2W/m℃가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 최대 열유속의 시간이 1.5시간 지연되었으며 열유속의 감소는

25.4~26.6%로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48) G.P.Panayiotou 외 2, op.cit, pp. 27
49) Kyoung Ok Lee, Mario A.Medina, Xiaoqin Sun, Xing Jin. (2018). Thermal
performance of phase change materials (PCM)-enhanced cellulose insulation in
passive solar residential building walls, Solar Energy, 163(15),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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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테스트 하우스 및 벽 내부 구조50)

Erlin Meng 외251) 실 하나에 융해 온도가 다른 두 개의 PCM을 배치하는

복합 PCM 실로 적용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의 실내온도, 열 부하 평준화, 내

부 표면 온도, 벽에서의 흡열/방열을 평가하였다. TRNSYS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실 대비 복합 PCM 실에서 겨울철 17.7~25.4%, 여름철 28.8~67.8%의 실

내온도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PCM 복합실은 실내 열이 흡수되는 것을

증가시키고 여름에 실내로 방출되는 열을 감소시키게 되며 겨울에는 이와 반

대로 실내로 방출되는 열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과 겨울에 뛰어난

열적 성능이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Gohar Gholamibozanjani 외152)은 패시브 PCM(Passive PCM) 시스템과 액

티브 PCM(Active PCM) 시스템을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과 피크 부하 이동

을 분석하였다. 2.7m × 2.7m × 2.7m로 된 두 개의 실험동을 구축한 후 한쪽

에는 RT20의 PCM을 캡슐화 PCM 패널로 구성하고, 다른 한쪽에는 액티브

Air-PCM 열 저장장치가 설치되었다. 냉방은 실내 에어컨을 사용하였고, 난

방은 태양열과 전기히터가 사용되었다. 패시브 PCM 대비 액티브 PCM 사용

시 더 큰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피크 부하 이동이 나타났으며, 액티브 스

토리지 시스템 사용 시 전력소모비용이 32% 절감되었다고 설명하였다.

50) Kyoung Ok Lee 외 3, op.cit, pp. 115
51) Erlin Meng, Hang Yu, Bo Zhou. (2017). Study of the thermal behavior of the
composite phase change material (PCM) room in summer and winter, Applied
Thermal Engineering, 126(5), 212-225

52) Gohar Gholamibozanjani, Mohammed Farid. (2020). A comparison between passive
and active PCM systems applied to buildings, Renewable Energy, 162,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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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M 적용 연구 사례

Ayça Tokuç 외253)는 열대 기후 지역의 주거 건물에서 PCM을 평지붕에

적용하기 위해 열 성능을 분석하였다. 지붕 구조의 구성은 그림 x.와 같이 철

근 콘크리트 슬래브 10cm, XPS 단열재 6cm, PCM층 5cm, 방수층 1cm, 보호

콘크리트 슬래브 5cm, 접착제 모르타르 및 세라믹 1.5cm로 설정하였다. 사용

된 PCM은 융해온도 25~28℃, 축열용량 179kJ/kg의 RT27이 사용되었다. 이

러한 구조에서 최적의 PCM 두께를 분석하였으며, 모델의 열 성능 및 잠열

저장용량을 온도측정, 에너지 계산, 그래프 및 관찰 스냅샷을 통해 분석하였

다. 실험결과, 5cm 두께의 PCM은 6~8월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해 축열 능력

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온도가 높은 지역의 기후에서는 2cm의

PCM 두께가 적절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계절 조건에 따른 2개 이상의

PCM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Roberta Ansuini 외354)은 겨울철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방출을 위해 통

합 PCM 레이어가 적용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초기 개발 및 최적화를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라핀 계열의 PCM을 사용하였으며, Fig. 2.13은 실

험 설정을 위한 바닥 복사난방 모델의 제작 모습이다. 그 결과, 여름철에 바

닥 냉각을 위해 사용된 물을 약 25% 절약하였으며, 겨울철에는 태양의 직접

복사로 인한 열적 이득과 최적화된 PCM 층은 난방 거동에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3) Ayça Tokuç Tahsin Başaran, S. Cengiz Yesügey. (2015).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use of phase change materials in building elements:
The case of a flat roof in Istanbul, Energy and Buildings, 102, 91-104.

54) Roberta Ansuini, Roberto Larghetti, Alberto Giretti, Massimo Lemma. (2011).
Radiant floors integrated with PCM for indoor temperature control, Energy and
Building, 43(11), 30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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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온수 배관과 PCM으로 채워진 시편 제작55)

Reza  Barzin 외356)는 PCM이 적용된 바닥난방과 PCM 벽판을 결합하여,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소를 살펴보았다. 비교실험을 위해 일반적인 실험동과

PCM 적용 실험동 두 개를 구축하였다. 벽과 천장은 13mm의 석고보드로 마

감하였으며, 바닥은 10mm의 PCM 함침 석고보드로 제작되었다.(Fig. 2.14)

또한, 최고융점 28℃, 잠열량 120J/g의 PCM을 사용하였다. 5일간 측정한 결

과, PCM 적용 벽판과 PCM 바닥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실험동에서 18.8%의

총에너지사용량 감소와 28.7%의 전력소모비용이 절감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기후에 맞는 융해온도를 가진 PCM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55) Roberta Ansuini 외 3, op.cit, pp. 3020
56) Reza  Barzin, John JJ  Chen, Brent R. Young, Mohammed M. Farid. (2015).
Application of PCM underfloor heating in combination with PCM wallboards for
space heating using price based control system, Applied Energy, 148(15),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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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Mock-up 실험실과 PCM 적용 바닥난방 구조57)

또한, Wenlong Cheng 외458)는 열전도율이 강화된 HCE-SSPCM(Heat

Condiction Enhanced Shape Stabilized PCM)을 바닥난방에 적용하여 열 성

능 및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를 살펴보았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팽창 흑연을

혼합하여 HCE-SSPCM Plate를 제작하여 아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테스트

하우스에 적용하였다. HCE-SSPCM 시스템의 흑연은 열전도율이 높아 축열

재의 열용량 및 상변화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PCM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열 성능 향상에 대한 장점이 있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샘플은 Table

2.10과 같으며 HCE-SSPCM Plate의 두께는 약 80mm로 설정하였다. 실험결

과, PCM의 열전도율이 증가하게 되면 난방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단열 재료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반 공기조화 시스템이 적용된 건

물 대비 약 50%의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7) Reza  Barzin 외 3, op.cit, pp. 40-41
58) Wenlong Cheng, Biao Xie, Rongming Zhang, Zhiming Xu, Yuting Xia. (2015).
Effect of thermal conductivities of shape stabilized PCM on under-floor heating
system, Appled Energy, 14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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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제작된 PCM 특성59)

혼합비율
(고체:액체)

융해온도(℃) 상변화온도(℃) 잠열량(kJ/kg)

80 : 20 24.35 ~ 43.54 33.48 102.87

75 : 25 24.24 ~ 41.81 30.78 95.82

70 : 30 23.58 ~ 40.88 30.60 89.80

65 : 35 23.68 ~ 38.85 30.30 80.85

60 : 40 23.23 ~ 38.70 30.12 74.20

55 : 45 23.10 ~ 36.49 29.84 70.72

Guobing Zhou 외160)은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폴리에틸렌 전기코일과 모

세관 전기 매트로 열원을 공급 방식을 적용하고, 잔골재와 PCM으로 축열재

를 각각 적용하여 실내 난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적용된 바닥구조는 Fig.

2.15와 같이 열원공급원 주변으로 축열재를 매설하였다. 사용된 PCM은 융해

온도 27~31℃, 잠열량 220kJ/kg로 캡슐화하여 삽입하였다. 실험결과, 모세관

전기매트가 있는 바닥구조는 균일한 온도 분포가 나타났으며, 폴리에틸렌 전

기코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동일한 실내온도 도달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또한, 열원공급을 중지한 후 PCM을 사용하는 바닥구조는 모래를 사용

한 바닥구조 대비 약 2배 더 긴 열을 방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9) Wenlong Cheng 외 4, op.cit, pp. 14
60) Guobing Zhou, Jing He. (2015). Thermal performance of a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with different heat storage materials and heating pipes, Applied Energy,
138, 6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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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래 + PE 코일 (2) PCM + PE 코일

(3) 모래 + 모세관 매트 (4) PCM + 모세관 매트

Fig. 2.15 바닥 구성 조합 사진61)

Xing Jin 외162)은 PCM을 냉·난방에 사용하여 피크 기간의 열 성능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바닥 난방시스템과는 다른 이중 PCM 바닥난방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중 PCM 바닥구조는 Fig. 2.16과 같이 목재 바닥표면,

냉방 및 난방용 PCM층, 콘크리트층, 배관 및 단열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

한 구조는 냉·온수 겸용 배관을 콘크리트 내에 삽입하여 열원을 공급하는 방

식으로 국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냉수 및 온수의 온도

는 각각 7℃, 52℃로 나타났으며, PCM의 온도변화에 따른 바닥표면 온도변

화와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냉방 PCM과 난방 PCM의 최

61) Guobing Zhou 외 1, op.cit, pp. 652
62) Xing Jin, Xiaosong Zhang. (2011). Thermal analysis of a double layer phase
change material floor, Applied Thermal Engineering, 31(10), 1576-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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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융 온도는 각각 18℃와 38℃로 나타났으며, 냉방 시 표면 및 실내온도

는 각각 18.9~23.2℃와 26℃, 난방 시 23.3~28.9℃와 19℃가 유지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난방 시에는 41.1%, 냉방 시에는 37.9%의 에너지 소비

가 절감된다고 설명하였다.

Fig. 2.16 이중 PCM 바닥구조63)

위와 같이, 국외에서는 PCM의 건물적용방법 및 PCM 적용 바닥난방 시스

템, PCM과 설비시스템을 결합하여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열성능 향상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PCM을 적용한 연구 대

부분 건식공법을 이용하며 열원공급은 주로 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어 습식 바닥난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바닥구조가 단순하며 층

간소음에 대한 대처방안과 두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공급되는 열

원 온도와 40℃ 이하의 낮은 융해온도를 가진 PCM을 사용하고 있다. PCM

의 상안정화를 위한 가공방법도 대부분 캡슐PCM을 선택하였으며, 일부는 상

안정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PCM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공동주택의 실내 쾌적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

점이 발생하게 된다.

63) Xing Jin 외 1, op.ci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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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 결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온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습식공법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이 채택되어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난방시스템은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모르타르의 축열 성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닥구조 기준에 맞추기 위해 두께가 제한되어 축열 성능에 한계가

존재하며, 난방가동 시 표면 및 실내온도를 높이기 위해 대량의 온수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바닥난방 구조를 개선하여 구조 변형 및 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국내의 PCM 관련 연구 및 건물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물 구조체의

재료적 측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와 PCM과 재료를 혼합하여 열적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PCM을

활용하여 벽체, 창, 단열재, 온수 배관 등과 같은 구조물의 부재료에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PCM을 바닥구조와 융합하여 실내

쾌적도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행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캡슐 PCM을 콘크리트와 혼합하여 바닥구조의

축열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바닥구조 재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량의 캡슐형 PCM이 사용되게 된다.

캡슐 PCM은 융해 온도가 낮으며, PCM의 양이 적어 난방 시 온수 배관에서

방출되는 열을 구조체에 충분히 축열하지 못하게 되어 간헐적 난방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바닥구조 기준에 맞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PC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PCM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바닥구조

재료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공법과 많은

양의 PCM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PCM을 건물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바닥

난방시스템에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열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PCM과 설비를 결합하여 공동주택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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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외의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구조는 캡슐형

PCM을 석고보드, 콘크리트 등과 같은 재료에 혼합하여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와는 다르게 건식공법이거나 열원공급을 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바닥 구조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바닥난방에 PCM을 적용한 연구가 몇몇 진행되었으나

PCM의 두께나 용량, 패킹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시된 기준에 맞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축열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PCM의 특성 고찰과 국내·외의 건물적용 사례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바닥구조 내에 축열능력이 뛰어난

PCM을 사용하여 기존의 습식공법과 온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내 기준에도

만족하는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더 나아가 PCM의 최적 삽입 위치 도출을

통해 더욱 최적의 축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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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Mock-up 실험

3.1 개요

본 장에서는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성능 비교를 위해 표

준바닥구조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을 준용하여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PCM 적용 바닥구조에 삽입할 PCM의 선정 및 용

량을 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축열량, 융해온도, 열전도율 및

열저항 값을 수식에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액체 상태의 PCM을 바닥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서 Packing 후 고체화시켜 온수 배관 상부, 측면, 하부

에 삽입하였다. 또한,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 난방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보기 위해 간헐난방 스케줄을 도입한 후

PCM 삽입 위치에 따른 난방가동 전후의 실내온도 및 바닥표면 온도, PCM

상변화 온도를 측정하였다.

3.2 Mock-up 실험실 구축

3.2.1 PCM 선정 및 용량

Mock-up 실험을 위한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적용된 PCM은 선행연구의

최적 PCM 선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64)65)

먼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PCM 온도는 바닥에서 실내로 열이 전달

되어야 하므로 실내온도보다 높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냉·난방 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별표8에 의해 제시된 실내 쾌적온도

20~22℃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으며66), 표면 온도변화에 따른 재실자 쾌적도

64) 백상훈. (2018).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축열 및 에너지 성능 분석, 박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65) 김태원. (2019).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축열성능 Mock-up Test,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 xxxix -

실험에 의해 분석된 결과인 표면 온도 28~30℃67)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였다.

바닥 쾌적 온도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PCM 온도를 수학적 계산식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바닥표면 온도가 26.2℃ ~ 31.1℃일 때 실내온도

가 22℃인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닥 쾌적 온도 범위를 유지 시

킬 수 있는 PCM의 융해온도는 각각 42℃, 43℃, 4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온도 범위 중 온도별 축열 성능 검증을 위해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비

교실험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43~44℃일 때 PCM이 완전한 액체 상태로 변

화하는 패턴을 갖게되며, 44℃에 근접하게 될수록 축열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정된 PCM은 44℃에 융해점을 가지며, n-Paraffin 계

열 PCM의 n-docosane을 사용하였다. Table 3.1은 본 연구에 사용된 PCM의

특성이다.

녹는점 44 ℃

열용량 70 Wh/kg

비열 0.41 Wh/kg·℃

밀도 800 kg/㎥

열전도율 0.2 W/m·℃

체적 팽창율 12.5 %

Table 3.1 실험에 사용된 PCM 열적 특성

Mock-up 실험에 사용될 PCM의 용량산출을 위해 온수 배관과 모르타르의

열 저항을 수식을 통해 계산하여 도출된 값을 이용해 최적 용량을 산출하였

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PCM의 총 열량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

험성적서의 기준과 계산식 (1)을 통해 계산되었다. 는 열 저항, 
는 모르타르 두께(m), 는 모르타르의 열전도율, 은 열전달 면적

66) 국토교통부. (2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http://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67) 아키히로타무라, 윤정숙, 카즈오푸카이, 정유선. (1999). 바닥난방 온열환경조건에 따른
남녀의 열적반응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Thermal Responses of Male and
Female in The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Floor Heating System ).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 계획계, 15(5), 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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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타낸다. PCM 44℃는 1kg의 양이 1시간당 축열량이 70Wh/kg이며,

온수 배관으로부터 축열되는 PCM의 열량은 168.96W로 도출되었다.

 ·
(1)

또한, 계산식 (2)를 통해 온수 배관에서 PCM으로 공급되는 열량  와 열

원 가동시간()을 이용하여 PCM에 전달된 에너지 을 계산할 수 있

다. 따라서, 최대 8시간의 난방가동 시간 동안 온수 배관 75℃의 열을 축열

할 수 있는 PCM의 최적 용량은 약 20kg으로 도출되었다.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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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CM 패킹용기 선정 및 제작

PCM의 가공방법은 기존 바닥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시공이 간단한

패킹형 PCM을 선택하였다. 패킹형 PCM은 액체 상태의 PCM을 알루미늄,

나일롱 등 유연한 소재의 용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의 PCM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고 그 양에 따라 잠열량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패킹하기에 앞서 PCM은 열을 흡수 및 방출하면서 액체와 고체로의

상태로 반복하게 되어 부피가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PCM을 패킹하였을

시 누출, 파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패킹을 진행하였다. 패킹용기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고 열전도율과 내부식성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의 레토르트 포장재를

사용하였다.68) PCM을 포장재에 담기 위해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패킹용기에 담아 고체 상태로 되었을 때 이중 열선 접합기를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또한, 패킹용기 내부에 공기가 있는 상태로 포장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 공기가 팽창하여 부피가 커져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공포장을 통한 완전밀봉을 하였다. Fig. 3.1는 PCM을 패킹하는 과정의

모습이다.

Fig. 3.1 PCM Packing 과정

68) 장동현, 이근택. (2012). 차단성 다층 트레이에 포장된 레토르트 닭 가슴살제품의 냉장
중 품질 특성, 한국식품학회지 32(4), 48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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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앞서 이론고찰을 통한 일반 바닥복사난방시스템과 PCM의 특성을 통해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 구조는 고시된 일반 바닥구조 중 ‘표준바닥구조 유형1’의 바탕층–콘크

리트 슬래브 210mm, 단열층–단열재 20mm, 채움층–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마감층–모르타르 40mm로 형성된 바닥 구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러한 바닥구조에 10mm의 두께로 패킹된 PCM을 마감층에 설치되어있는 온

수 배관 주위 상부, 측면, 하부에 삽입하는 형태이다. 제안된 복사난방시스템

의 구조는 기존의 바닥구조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모르타르층 전체의 축열

성능을 향상시키며, 추가적인 공정 없이 현재의 공정을 유지하여 시공성이

매우 간편하다. Fig 3.2는 온수 배관 상부, Fig 3.3은 온수 배관 측면, Fig 3.4

는 온수 배관 하부에 PCM을 삽입한 모습과 바닥구조 단면도이다.

Fig. 3.2 PCM 상부삽입 구조와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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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CM 측면삽입 구조와 설치 모습

Fig 3.4 PCM 하부삽입 구조와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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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Mock-up 실험실 구성

PCM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위해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총 두 개의 실로 구성하였으며, 일반 바닥구조인 실 1과 PCM이

적용된 구조인 실 2로 구성되어있다. 각 실의 바닥면적은 각각 1평

(3.3㎥)보다 조금 더 넓은 3.5㎥로 하였고, 실의 벽체는 200mm의 단열층을

두어 실 1과 실 2의 열적 교류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 조건을 동일한

상태에서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실을 실내에 구축하였다. Table 3.2는 Mock-up 실험실의

개요이며, Fig 3.5는 Mock-up 실의 3D 도면이다.

실 크기

가로 1,750 mm

세로 2,000 mm

높이 2,400 mm

실 체적 8.4 m3

바닥면적 3.5 m2

실 구성
실 1 기존 바닥복사난방 시스템

실 2 PCM 적용 바닥복사난방 시스템

벽체 단열재 200 mm

Table 3.2 Mock-up 구축개요

Fig. 3.5 Mock-up 3D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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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축된 Mock-up 실의 실험조건 평준화를 위해 각 실의 안정성을

Fig. 3.6, Fig. 3.7, Fig. 3.8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3개의 실로 진행된 실험 데이터 중 본 실험에 사용될 실 1과 실 2의 안

정성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 각 실의 바닥구조는 PCM이 삽입되기 전인 표

준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이며, 안정성 평가를 위한 온도 센서는 온수 배관 상

부, 마감 모르타르 표면, 실내 중앙 바닥으로부터 1200mm의 위치에 설치되었

다. 실험결과, 각 실의 온도상승과 하락의 추이가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온도 차는 평균 0.5℃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69)

Fig. 3.6 Mock-up 안정성 평가를 위한 표면모르타르 온도70)

Fig. 3.7 Mock-up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실내온도71)

69) 김태원, op. cit., pp. 34~39
70) 김태원, op. cit., pp. 38
71) 김태원, op. cit., p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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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Mock-up 안정성 평가를 위한 온수 배관 온도72)

72) 김태원, op. cit., p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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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방법

일반 바닥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실내 및

표면의 온도변화 추이를 비교와 에너지 절감 가능성 확인을 위해 가동과

정지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보일러 가동 스케줄을 도입하였다. 보일러

가동시간은 1시간 가동 스케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난방가동시간인 30분의 가동시간으로는 PCM의 축열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가동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난방 1시간 이하의

정지시간에서는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표면, 실내온도 차이가 미미하여 PCM의 축열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2시간 이후의 정지시간으로 설정하였다.73)74) 이를 통해,

보일러 가동 스케줄은 1시간 가동 후 2시간, 3시간, 4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적용하였다. 총 난방 가동시간은 일반 직장인 가정의 스케줄을 기준으로

하여 퇴근 후의 시간인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 전 08시까지 총 14시간

난방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온수공급온도는 일반 가정용 보일러의

평균 급수온도인 75℃로 설정하였다. PCM의 삽입 위치는 온수 배관 하부,

온수 배관 측면, 온수 배관 상부에 삽입하여 Table 3.3과 같이 보일러 가동

스케줄을 적용하였다.

정지 시간
난방 스케줄 (Time)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2시간 On Off On Off On Off On Off On Off On Off

3시간 On Off On Off On Off On Off On

4시간 On Off On Off On Off On Off

Table 3.3 보일러 가동 스케줄

73) 최성호. (2020). PCM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난방스케줄에 따른 온도변화 실험, 대
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

74) 최성호, 김성은, 송용우, 박진철. (2020).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 위치에 따른
온도변화 Mock-up 실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0), 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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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온도측정방법

바닥복사 난방시스템의 온도측정을 하기 위해 Fig. 3.9와 같이

바닥구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인 온수 배관의 입구와 출구, PCM 상부,

실내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였다. 바닥표면 온도는 Fig 3.10과 같이 바닥 면을

9등분으로 나누어 다섯 개의 지점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내온도는 바닥표면 중앙에서부터 수직으로 1.2m 지점에 센서를 두어

실내공기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3.9 바닥구조 내·외 센서 부착 위치

Fig. 3.10 바닥표면의 센서 부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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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센서는 내습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한 T-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고, 열전대 센서에서 보내진 전기적신호를 데이터 수집장치 Portable

Data Logger GL820을 사용하여 1분 단위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Table 3.4는

실험에 사용된 측정 장비의 개요이다.

측정 센서 데이터 수집

제품명 T-type 열전대 midi LOGGER GL820

측정 범위 -250 ~ 350 ℃ -

오차 범위 ± 0.75% ± 3%

비 고

Table 3.4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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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 결

본 장에서는 축열 성능이 뛰어난 잠열 축열 재료를 사용한 PCM 적용 바

닥 복사난방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였

다. 먼저, PCM을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삽입될 PCM을 선

정하였다. 겨울철 실내 쾌적 온도 범위인 20~22℃를 만족하기 위한 바닥표면

온도는 28~30℃로 이에 맞는 PCM의 최적 융해 온도 범위는 42~44℃로 나타

났다. 도출된 융해 온도를 통해 사용된 PCM은 n-Paraffin 계열의 44℃

n-docosane PCM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PCM의 축열량 값을 활용하여 계산

한 결과, 최대 8시간의 난방 가동시간 동안 온수 배관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을 축열이 가능한 용량은 총 약 20kg으로 산출되었다. 산출된 PCM의 가공방

법은 n-Paraffin 계열을 사용하였으므로, 상 안정화를 위해 가공방법은 패킹

형 PCM으로 선택하였다. 패킹용기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내화성, 내부식성,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 알루미늄 재질의 레토르트 포장재를 사용하였다.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한 Mock-up 실험실은 각 실 간의 열적 교류가 일어나

지 않도록 200mm의 단열재를 설치하여 구축되었다. 선행 연구의 안정성 실

험을 통해 난방가동 시와 난방 정지 후에도 두 개 실의 실내온도 차는 평균

0.5℃ 이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축된 Mock-up

실험실은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두 개의

실로 구성되었으며,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단열재 20mm, 경량

기포콘크리트 40mm, 온수 배관, PCM 10mm, 마감모르타르 30mm로 이루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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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4.1 Mock-up 실험결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바닥구조에서 PCM을 온수 배관 주위

상부, 측면, 하부에 삽입한 후 측정하였으며,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실

1과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실 2에 같은 열원(공급 온도 75℃)을 1시간

동안 가동 후 2시간, 3시간, 4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적용하였다.

4.1.1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

(1) PCM 온도

Table 4.1과 Fig. 4.1은 실 1(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실 2(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을 도입 후 측정된

PCM 온도변화 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부삽입 시 PCM 온도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는 평균 2.6℃로 나타났으

며, 가동 횟수가 증가할수록 난방 정지 직후 온도가 감소 되는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열 되었던 열이 표면으로 바로 전달되어 온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삽입 시 PCM 최고점-최저점의 온도 차는 평균 1.8℃로 나타났으며,

가동 횟수가 증가할수록 온도차가 증가하였다. 난방 정지 직후 PCM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긴 하였지만, 배관에서 측면으로의 방열을 상·하부 대비 흡열하

는 면적이 적어 충분히 축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삽입 시 PCM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는 평균 0.7℃로 나타났으며, 가

동 횟수가 증가할수록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난방 정지 직후 온도가 감소하

는 시간이 상부와 측면 대비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는, 온수 배관 하부로 방

열되는 열을 축열 하여 PCM의 축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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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횟수

온도 (℃) 난방 정지
후

온도감소
(분)

최고점 최저점
온도차
(℃)

상부

1 27.3 24.9 2.4 40

2 30.4 27.7 2.7 10

3 32.3 29.5 2.8 0

4 33.5 30.8 2.7 0

측면

1 26.4 24.9 1.5 30

2 30.1 28.2 1.9 40

3 32.2 30.2 2.0 20

4 33.5 31.4 2.1 20

하부

1 24.5 24.3 0.2 80

2 26.9 26.2 0.7 60

3 28.3 27.3 1.0 40

4 27.3 28.2 1.1 30

Table 4.1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 시 PCM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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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 시 PCM 온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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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온도

Table 4.2와 Fig. 4.2, Fig. 4.3, Fig. 4.4는 실 1(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과 실 2(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

을 도입 후 측정된 실내온도 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부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8.2℃에서 22.8℃까지 4.6℃ 상승하였으며,

난방가동 정지 시 평균 1.8℃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실 2의 실내온도는 17.

5℃에서 22.4℃까지 4.9℃ 상승하였으며, 난방가동이 정지 후 평균 0.9℃의 온

도가 증가하였다.

측면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9.8℃에서 24.4℃까지 4.6℃ 상승하였으며,

평균 1.2℃의 온도가 증감하였다. 실 2는 19.1℃에서 23.6℃까지 4.5℃ 상승하

였으며, 난방 정지 후 0.9℃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하부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8.6℃에서 23.9℃까지 5.3℃ 상승하였으며,

평균 0.1℃의 미미한 온도가 감소하였다. 실 2는 18.5℃에서 24.0℃로 총 5.

5℃ 상승하였으며, 난방 정지 후 0.9℃의 온도가 증가하였다.

실내온도의 변화는 상부, 측면, 하부의 위치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온도가

상승하였으나, 실 1의 경우 난방가동이 정지하게 되면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온도 (℃)

평균온도
(℃)

난방 정지 후
평균온도 증감

(℃)시작 종료

상부
1 18.2 22.8 21.4 ± 0.5

2 17.5 22.4 20.6 + 0.9

측면
1 19.8 24.4 22.9 ± 1.2

2 19.1 23.6 22.2 + 0.9

하부
1 18.6 23.9 23.5 ± 0.1

2 18.5 24.0 21.2 + 0.9

Table 4.2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 시 실내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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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상부삽입 시 실내온도

Fig. 4.3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측면삽입 시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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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하부삽입 시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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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 온도

① 상부삽입 결과는 Table 4.3과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18.3℃~ 28.6℃까지 10.2℃, 18.2℃ ~ 28.9℃까지 10.7℃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최저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0.4℃, 1.0℃, 1.1℃, 1.3℃로 나

타났고, 실 2는 0.4℃, 0.4℃, 0.4℃, 0.6℃로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차 증가하였

다. 또한, 가동 정지 후 최저점의 온도차는 4회째에 역전되어 실 2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PCM에 열이

축열 되어 난방가동 정지 시에도 표면 온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4.0 23.6 60 0.4

2 23.1 22.7 60 0.4

온도차 (1-2) 0.9 0.9

2 회
1 26.5 25.6 100 1.0

2 25.5 25.1 70 0.4

온도차 (1-2) 1.0 0.5

3 회
1 27.8 26.7 100 1.1

2 27.1 26.7 90 0.4

온도차 (1-2) 0.7 0.0

4 회
1 28.5 27.2 110 1.3

2 28.3 27.7 80 0.6

온도차 (1-2) 0.2 -0.5

시작
온도

실 1 18.3 종료
온도

실 1 28.6

실 2 18.2 실 2 28.9

Table 4.3 상부삽입 후 2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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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는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82분 동안 0.95℃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65분 동안 0.45℃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86분/℃, 실 2는 144분/℃으로 실 2가 1.3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5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상부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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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면삽입 결과는 Table 4.4과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20.7℃~ 29.1℃까지 8.4℃, 20.2℃ ~ 27.8℃까지 7.6℃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

회차당 최고-최저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0.3℃, 0.8℃, 1.1℃, 0.9℃로 나타

났고, 실 2는 0.3℃, 0.6℃, 0.8℃, 0.7℃로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PCM을 측면에 삽입할 경우 온수 배관에서 측면으로 방출되는 열을 PCM이

축열하게 되어 표면으로 전달되는 열이 적어지게 되면서 실 2의 표면 온도가

실 1 대비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4.6 24.3 70 0.3

2 23.3 23.0 90 0.3

온도차 (1-2) 1.3 1.3

2 회
1 26.7 25.9 90 0.8

2 25.1 24.5 100 0.6

온도차 (1-2) 1.6 1.4

3 회
1 27.7 26.6 100 1.1

2 26.1 25.3 100 0.8

온도차 (1-2) 1.6 1.3

4 회
1 28.2 27.3 110 0.9

2 26.8 26.1 110 0.7

온도차 (1-2) 1.4 1.2

시작
온도

실 1 20.7 종료
온도

실 1 29.1

실 2 20.2 실 2 27.8

Table 4.4 측면삽입 후 2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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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은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90분 동안 0.7℃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102분 동안 0.6℃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20분/℃, 실 2는 170분/℃으로 실 2가 1.4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6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측면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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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부삽입 결과는 Table 4.5와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20.2℃~ 28.6℃까지 10.2℃, 18.9℃ ~ 29.9℃까지 11.0℃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최저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0.3℃, 0.7℃, 1.0℃, 1.1℃로 나

타났고, 실 2는 0.2℃, 0.5℃, 0.8℃, 1.7℃로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차 증가하였

다. PCM을 하부삽입 시부터 PCM이 적용된 실 2의 표면 온도가 실 1 대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수 배관의 열이 표면 모르타르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전달되고, 배관 하부로 버려지는 열을 PCM이 축열 및 방출하여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3.2 22.9 50 0.3

2 23.7 23.5 80 0.2

온도차 (1-2) -0.5 -0.6

2 회
1 26.0 25.3 80 0.7

2 26.7 26.1 90 0.5

온도차 (1-2) -0.7 -0.8

3 회
1 27.6 26.6 80 1.0

2 28.5 27.7 110 0.8

온도차 (1-2) -0.9 -1.1

4 회
1 28.4 27.3 110 1.1

2 29.6 28.6 90 1.7

온도차 (1-2) -1.2 -1.3

시작
온도

실 1 20.2 종료
온도

실 1 28.6

실 2 18.9 실 2 29.9

Table 4.5 하부삽입 후 2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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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은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75분 동안 0.7℃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97분 동안 0.62℃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97분/℃, 실 2는 156분/℃으로 실 2가 1.6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7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하부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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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난방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

(1) PCM 온도

Table 4.6과 Fig. 4.8은 실 1(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실 2(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을 도입 후 측정된

PCM 온도변화 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부 PCM 온도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는 평균 2.6℃로 나타났으며, 가동

횟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난방 정지 직후 온도가 감소하였

다. 표면 모르타르와 직접적으로 닿아있어 하부와 측면 대비 온도가 가장 높

게 상승하였으나, 축열 되었던 열이 빠르게 표면으로 전달되어 온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면 PCM 최고점-최저점의 온도 차는 평균 1.8℃로 나타났으며, 미미한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난방 2시간 정지와 마찬가지로 PCM의 축열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 PCM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는 평균 0.6℃로 나타났으며, 난방 정지

직후 온도가 감소하는 시간이 난방 2시간 정지보다는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상부와 측면 대비 감소되는 시간이 약 10분 더 길게 나타났다.

가동
횟수

온도 (℃) 난방 정지
후

온도감소
(분)

최고점 최저점
온도차
(℃)

상부

1 28.7 25.5 2.4 60

2 32.2 28.5 2.7 0

3 34.1 30.2 2.8 0

측면

1 27.4 24.8 1.5 50

2 30.7 27.4 1.9 40

3 32.5 28.9 2.0 30

하부

1 23.4 22.2 0.2 30

2 24.8 23.1 0.7 40

3 25.5 24.0 1.0 30

Table 4.6 3시간 정지 시 PCM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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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난방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 시 PCM 온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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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온도

Table 4.7과 Fig. 4.9, Fig. 4.10, Fig. 4.11은 실 1(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

템)과 실 2(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난방 스

케줄을 도입 후 측정된 실내온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부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8.3℃에서 23.6℃까지 5.3℃ 상승하였으며,

난방가동 정지 시 평균 0.4℃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실 2의 실내온도는

18.0℃에서 23.5℃까지 5.5℃ 상승하였으며, 난방가동이 정지 후 평균 0.9℃의

온도가 증가하였다.

측면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20.2℃에서 21.9℃까지 1.7℃ 상승하였으며,

평균 0.7℃의 온도가 증감하였다. 실 2는 20.0℃에서 20.7℃까지 0.7℃ 상승하

였으며, 난방 정지 후 0.2℃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하부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8.0℃에서 23.5℃까지 5.5℃ 상승하였으며,

평균 0.4℃의 미미한 온도가 감소하였다. 실 2는 18.2℃에서 23.8℃로 총 5.

6℃ 상승하였으며, 난방 정지 후 1.5℃의 온도가 증가하였다.

난방 3시간 정지 시 실내온도의 변화는 상·하부의 경우 가동 횟수가 반복

되면서 일반실과의 온도가 역전되었지만, 측면삽입의 경우 일반실과 PCM실

과 일반실의 온도차가 약 0.8℃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온도 (℃)

평균온도
(℃)

난방 정지 후
평균온도 증감

(℃)시작 종료

상부
1 18.3 23.6 21.9 ± 0.4

2 18.0 23.5 21.6 + 1.5

측면
1 20.2 21.9 21.1 ± 0.7

2 20.0 20.7 20.2 + 0.2

하부
1 18.0 23.5 22.0 ± 0.4

2 18.2 23.8 22.0 + 1.5

Table 4.7 난방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 시 실내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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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상부삽입 시 실내온도

Fig. 4.10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측면삽입 시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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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하부삽입 시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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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 온도

① 상부삽입 결과는 Table 4.8과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19.4℃~ 28.9℃까지 9.5℃, 19.4℃ ~ 29.5℃까지 10.1℃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최저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0.7℃, 1.5℃, 1.0℃로 나타났으

며, 실 2는 0.3℃, 0.8℃, 1.0℃로 On-Off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 2의 온도가 3회차에 역전되어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소요시간은 실 2가 평균 26분 더 늦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4.6 23.9 120 0.7

2 24.2 23.9 90 0.3

온도차 (1-2) 0.4 0.0

2 회
1 27.3 25.8 150 1.5

2 27.1 26.3 110 0.8

온도차 (1-2) 0.2 0.5

3 회
1 28.5 26.7 150 1.0

2 28.6 27.7 130 0.9

온도차 (1-2) -0.1 -1.0

시작
온도

실 1 19.4 종료
온도

실 1 28.9

실 2 19.4 실 2 29.5

Table 4.8 상부삽입 후 3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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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는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140분 동안 1.06℃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110분 동안 0.6℃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32분/℃, 실 2는 183분/℃으로 실 2가 1.3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12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상부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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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면삽입 결과는 Table 4.9와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20.8℃~ 26.1℃까지 5.3℃, 20.8℃ ~ 24.6℃까지 3.8℃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

회차당 최고-최저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1.3℃, 1.8℃, 1.4℃로 나타났으며,

실 2는 0.3℃, 1.5℃, 1.3℃로 나타났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소요시간은

실 1과 실 2의 시간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실 1의 온도가 실 2 대비 평균

1.5℃ 더 높게 나타났다.

난방 3시간 정지도 마찬가지로 측면삽입 시 PCM의 축열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3.5 22.2 150 1.3

2 22.8 21.5 150 0.3

온도차 (1-2) 0.7 0.7

2 회
1 24.9 23.1 150 1.8

2 23.7 22.2 150 1.5

온도차 (1-2) 1.2 0.9

3 회
1 25.5 24.1 120 1.4

2 24.1 22.8 140 1.3

온도차 (1-2) 1.4 1.3

시작
온도

실 1 20.8 종료
온도

실 1 26.1

실 2 20.8 실 2 24.6

Table 4.9 측면삽입 후 3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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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은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146분 동안 1.5℃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146분 동안 1.0℃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97분/℃, 실 2는 156분/℃으로 실 2가 1.6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13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측면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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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부삽입 결과는 Table 4.10과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17.8℃~ 27.9℃까지 10.1℃, 17.8℃ ~ 28.7℃까지 9.9℃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최저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0.7℃, 1.6℃, 1.9℃로 나타났으

며, 실 2는 0.7℃, 1.5℃, 1.8℃로 온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최고점 도달 후 최

저점까지의 소요시간이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

균온도가 실 1 대비 실 2가 약 1.0℃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3.8 23.1 120 0.7

2 23.8 23.1 120 0.7

온도차 (1-2) 0.0 0.0

2 회
1 26.4 24.8 150 1.6

2 26.7 25.2 150 1.5

온도차 (1-2) 0.3 0.4

3 회
1 27.5 25.6 160 1.9

2 28.2 26.4 160 1.8

온도차 (1-2) 0.7 0.8

시작
온도

실 1 17.8 종료
온도

실 1 27.9

실 2 17.8 실 2 28.7

Table 4.10 하부삽입 후 3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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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는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143분 동안 1.4℃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143분 동안 1.3℃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02분/℃, 실 2는 110분/℃으로 실 2가 1.07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14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하부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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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난방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

(1) PCM 온도

Table 4.11과 Fig. 4.8은 실 1(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실 2(PCM 바

닥 복사난방시스템)에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을 도입 후 측정

된 PCM 온도변화 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부 PCM 온도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는 평균 4.1℃로 나타났으며, 난방

정지 직후 온도가 감소하였으나 일정한 온도로 60분간 지속 후 감소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측면 PCM 최고점-최저점의 온도 차는 평균 1.1℃로 나타났으며, 상부와

하부 대비 가장 낮은 축열 성능이 나타났다.

하부 PCM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는 평균 4.6℃로 나타났으며, 난방 정지

직후 온도가 감소 되는 시간이 상부·측면 대비 평균 30분으로 가장 길게 나

타났다.

가동
횟수

온도 (℃) 난방 정지
후

온도감소
(min)

최고점 최저점
온도차
(℃)

상부
1 29.4 25.6 3.8 40

2 32.1 27.7 4.4 0

측면
1 22.9 22.2 0.7 10

2 24.9 23.4 1.5 0

하부
1 27.5 23.3 4.2 30

2 30.4 25.3 5.1 30

Table 4.11 난방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 시 PCM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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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난방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 시 PCM 온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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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온도

Table 4.12와 Fig. 4.16, Fig. 4.17, Fig. 4.18은 실 1(기존 바닥 복사난방시

스템)과 실 2(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난방

스케줄을 도입 후 측정된 실내온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부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9.5℃에서 23.5℃까지 4.0℃ 상승하였으며,

난방가동 정지 시 평균 1.2℃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실 2의 실내온도는

19.3℃에서 23.5℃까지 4.2℃ 상승하였으며, 난방가동이 정지 후 평균 0.2℃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측면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8.8℃에서 21.0℃까지 2.2℃ 상승하였으며,

평균 0.3℃의 온도가 증감하였다. 실 2는 18.9℃에서 21.1℃까지 2.2℃ 상승하

였으며, 난방 정지 후 0.1℃의 미미한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하부삽입 시 실 1의 실내온도는 17.1℃에서 19.3℃까지 2.2℃ 상승하였으며,

평균 0.9℃의 온도가 증감하였다. 실 2는 17.5℃에서 20.1℃로 총 2.6℃ 상승

하였으며, 난방 정지 후 0.2℃의 미미한 온도가 증감이 나타났다.

난방 4시간 정지 시 실 1과 실 2의 실내온도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난방 정지 후 온도 증감은 실 1이 높게 나타났다. 4시간 이후부터는 비 난방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의 축열량의 한계로 실내온도가

감소하였으며, PCM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은 PCM의 축열효과로 인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
온도 (℃)

평균온도
(℃)

난방 정지 후
평균온도 증감

(℃)시작 종료

상부
1 19.5 23.5 21.5 ± 0.4

2 19.3 23.5 21.4 ± 0.2

측면
1 18.8 21.0 21.2 ± 0.3

2 18.9 21.1 20.3 ± 0.1

하부
1 17.1 19.3 19.4 ± 0.9

2 17.5 20.1 19.7 ± 0.2

Table 4.12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 시 실내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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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상부삽입 시 실내온도

Fig. 4.17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측면삽입 시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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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하부삽입 시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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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 온도

① 상부삽입 결과는 Table 4.13과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20.2℃~ 28.1℃까지 7.9℃, 21.0℃ ~ 28.6℃까지 7.6℃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

회차당 최고-최저점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0.5℃, 2.1℃로 나타났으며, 실

2는 0.8℃, 1.4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점과 최저점 온도차는 평균 0.2℃로 미

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요시간은 실 1 평균 190분 실 2는 평균 155분 소요

되었으며, 35분 더 짧게 나타났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5.4 24.2 180 0.5

2 24.7 24.0 150 0.8

온도차 (1-2) 0.7 0.2

2 회
1 27.8 25.7 200 2.1

2 27.3 25.9 160 1.4

온도차 (1-2) 0.5 -0.2

시작
온도

실 1 20.2 종료
온도

실 1 28.1

실 2 21.0 실 2 28.6

Table 4.13 상부삽입 후 4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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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는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190분 동안 1.3℃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155분 동안 1.1℃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46분/℃, 실 2는 140분/℃으로 실 1이 1.04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19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상부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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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면삽입 결과는 Table 4.14와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18.8℃~ 23.5℃까지 4.7℃, 18.7℃ ~ 23.0℃까지 4.3℃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

회차당 최고점-최저점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1.1℃, 1.8℃로 나타났으며,

실 2는 1.0℃, 1.6℃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점과 최저점 온도차는 평균 0.1℃

로 미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요시간은 실 1 평균 180분 실 2는 평균 210

분 소요되었으며, 30분 더 짧게 나타났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2.6 21.5 180 1.1

2 22.0 21.0 200 1.0

온도차 (1-2) 0.6 0.5

2 회
1 24.2 22.4 180 1.8

2 23.5 21.9 220 1.6

온도차 (1-2) 0.7 0.5

시작
온도

실 1 18.8 종료
온도

실 1 23.5

실 2 18.7 실 2 23.0

Table 4.14 측면삽입 후 4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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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은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180분 동안 1.4℃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210분 동안 1.3℃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28분/℃, 실 2는 161분/℃으로 실 1이 1.2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20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측면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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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부삽입 결과는 Table 4.15와 같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변화는 각각

17.3℃~ 22.9℃까지 5.6℃, 17.3℃ ~ 23.7℃까지 6.4℃ 상승하였다. 가동 횟수 1

회차당 최고-최저점의 온도차 비교 시 실 1은 1.8℃, 2.9℃로 나타났으며, 실

2는 1.8℃, 2.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고점 도달 후 최저점까지의 소요시

간이 실 1 대비 실 2가 10분 더 길게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

균온도가 실 1 대비 실 2가 약 1.0℃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횟수 실
표면 온도 (℃) 최고-

최저
소요시간
(분)

최고-
최저
온도차
(℃)

최고점 최저점

1 회
1 22.9 21.1 180 1.8

2 22.9 21.1 190 1.8

온도차 (1-2) 0.0 0.0

2 회
1 24.8 21.9 200 2.9

2 25.3 22.4 210 2.9

온도차 (1-2) 0.5 0.5

시작
온도

실 1 17.3 종료
온도

실 1 22.9

실 2 17.3 실 2 23.7

Table 4.15 하부삽입 후 4시간 정지 시 표면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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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은 실 1과 실 2의 Time-lag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 1은 가동

횟수 1회차당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190분 동안 2.3℃ 감소하였으며,

실 2는 최고점-최저점 평균 200분 동안 2.3℃으로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82분/℃, 실 2는 86분/℃으로 실 2가 1.04배

더 길게 나타났다.

Fig. 4.21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하부삽입 시 표면 온도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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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 결

본 장에서는 Mock-up 구축을 통해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의

삽입 위치에 따른 온도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온수 배관에서 방

출되는 열을 PCM이 최적의 효율로 활용할 수 있는 PCM 위치를 제안하였

다. 또한, 실내 및 표면 온도 유지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스케줄을 도입한 간

헐난방을 통해 축열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 상부와 하부삽입

시 PCM 온도가 측면에 삽입하였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실내온도는 PCM을 상부, 측면, 하부에 삽입한 실 2의 온도상승률이 0.

9℃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인 실 1은 난방가동과

정지 시 평균 0.6℃의 온도 증감이 나타났다. 표면 온도는 상부삽입 시 실 1

의 온도가 평균 0.5℃ 높게 나타났으나, Time-lag 비교결과 실 1은 86분

/℃, 실 2는 144분/℃으로 실 2가 1.3배 더 길게 나타났다. 측면삽입의 경우

실 1의 온도가 실 2 대비 평균 1.3℃ 더 높게 나타났으나, Time-lag을 비교

하면 실 1은 120분/℃, 실 2는 170분/℃으로 실 2가 1.4배 더 길게 나타났

다. 하부삽입 시부터 실 2의 온도가 평균 1.3℃ 더 높게 나타났으며,

Time-lag 또한 실 1은 97분/℃, 실 2는 156분/℃으로 실 2가 1.6배 더 길게

나타났다.

(2)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

난방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한 온도변화 그래프 분석결과

PCM 온도는 측면 대비 상부와 하부에 삽입하였을 경우 높게 축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부삽입 시 온도가 상승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나

타났으며, 난방 정지 시 열을 방출하는 시간도 빠르게 나타났다. 실 1의 실내온

도는 평균 0.4℃의 온도증감이 나타났으며, 실 2는 상부와 하부삽입에서 평균

1.5℃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lag 비교결과 각각 132분

/℃, 183분/℃으로 실 2가 1.3배 더 길게 나타났다. 측면삽입 시 실 1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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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평균 1.5℃ 더 높게 유지되었으나, Time-lag 비교결과 각각 97분/℃,

156분/℃으로 실 2가 1.6배 더 길게 나타났다. 하부삽입 시 실 2의 온도가

실 1 대비 0.8℃ 더 높게 나타났으며, Time-lag 비교결과 각각 102분/℃,

110분/℃으로 실 2가 1.07배 더 길게 나타났다. 하부삽입의 경우 실 1과 실

2의 Time-lag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표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 PCM

의 축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

난방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한 온도변화 그래프 분석결과

PCM 온도는 하부와 측면 대비 상부삽입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난방 정지 후 온도가 감소하는 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하부

삽입의 경우 온도가 유지되는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측면삽입의 경

우는 PCM이 축열하지 못하여 온도상승이 낮고 온도가 감소하는 시간도

빠르게 나타났다. 실내온도는 상부와 측면삽입 시 일반 바닥복사난방시스

템인 실 1의 온도가 더 높게 유지되었으며, 하부삽입의 경우만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인 실 2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면 온도는 상부삽입

시 실 1과 실 2의 온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46분/℃, 실 2는 140분/℃으로 실 1이 1.04배 더 길게 나타나 PCM의 축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면삽입 또한 실 1과 실 2의 온

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Time-lag 비교결과 실 1은 128분/℃, 실 2는

161분/℃으로 실 1이 1.2배 더 길게 나타났다. 하부삽입 시부터 실 2의 온도

가 0.8℃ 더 높게 유지되었으며, Time-lag 비교결과 실 1은 82분/℃, 실 2

는 86분/℃으로 실 2가 1.04배 더 길게 나타나 PCM을 적용한 바닥 복사난

방시스템의 축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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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바닥복사난방시스템에 축열 성능이 뛰어난 상변화물질

(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적용한 바닥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 위

치에 따른 축열 성능을 비교하여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최적 삽입 위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공동주택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은 경량기

포 콘크리트와 단열재, 모르타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

시한 바닥구조의 기준으로 구조적 한계로 축열량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습식공법과 온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따르면서 바닥난방의 축열량을 향상시켜 난방효율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

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축열 성능이 뛰어난 고

성능 잠열 축열재를 활용 PCM 최적 삽입 위치의 바닥복사난방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첫째, PCM 특성 및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이론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바닥 난방시스템에 PCM을 적용하기 위해 이론고찰을 통한 열적 특성

분석하였다. PCM은 크게 유기물, 무기물, 혼합물로 구분되며 유기물 계열의

파라핀계는 다른 화합물 대비 넓은 온도 범위와 저장용량이 높아 주로 사용

되고 있다. 패킹형 PCM은 주입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가공

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PCM이 패킹용기에 주입되어있어 상변화가 일어나

도 구조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바닥난방에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

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바닥구조 기준은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실내 온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

구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바닥난방에 PCM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된 PCM

의 용량, 패킹방법, PCM 삽입 위치, 축열성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따

라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면서 실내 온열 환경조건을 만족하는 바닥 복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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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Mock-up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성능 검증 실험을 위해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비교하기 위해 200mm의 단열재를

두어 열적 교류를 최소화한 두 개의 실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CM은

국내 권고 기준을 통해 실내 난방 쾌적 온도 22℃, 바닥표면 온도 28~30℃에

적합한 PCM 융해 온도를 수학적 수식을 통해 35~45℃로 산정되었다.

PCM 열성능 분석을 통해 융해 온도 44℃인 PCM을 선정하였고, 1시간당

70 Wh/kg의 축열량 값을 최대 난방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온수

배관 75℃의 공급 온도를 최대로 축열 할 수 있는 용량인 20kg으로 산출하였

다. 선정된 PCM을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패킹형 PCM으로

상 안정화하기 위해 내구성과 내화성,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의 레

토르트 포장재를 사용하여, 10mm의 두께로 완전밀봉하여 패킹하였다.

2) Mock-up 실험 방법은 온수 배관에서 방출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 경

량기포 콘크리트층 내에 있는 온수 배관 주위(상부, 측면, 하부)에 PCM을 삽

입하였다. 비 난방 시 실내 및 표면 온도유지 확인과 에너지 절감 가능성 확

인을 위해 1시간 가동 2시간, 3시간, 4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하여 표면,

실내, PCM의 온도변화를 비교하였다.

3)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 PCM 온도는 측

면 대비 상부와 하부에 삽입하였을 경우 높게 축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상부삽입은 온도가 상승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난방 정

지 시 열을 방출하는 시간도 빠르게 나타났다. 실내온도는 상부, 측면, 하부

삽입 모두 유사하게 상승하였으며, 실 1과 실 2의 온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면 온도는 상부삽입 시 실 1의 온도가 평균 0.5℃ 높게 나타났으나,

Time-lag 비교결과 각각 86분/℃, 144분/℃으로 실 2가 1.3배 더 길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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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면삽입의 경우 실 1의 온도가 실 2 대비 1.3℃ 더 높게 나타났으나,

Time-lag을 비교하면 각각 120분/℃, 170분/℃으로 실 2가 1.4배 더 길게 나

타났다. 하부삽입 시부터 실 2의 온도가 1.3℃ 더 높게 나타났으며, Time-lag

또한 실 1은 97분/℃, 실 2는 156분/℃으로 실 2가 1.6배 더 길게 나타났다. 1

시간 가동 2시간 정지 시에는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을 하부에

삽입하였을 때 PCM의 축열 성능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난방 1시간 가동 3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 상부와 하부삽입

시 PCM 온도가 측면 대비 상부와 하부에 삽입하였을 경우 높게 축열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온도 비교결과 실 1은 난방 정지 후 평균 0.5℃의 온

도 증감이 나타났으며, 실 2는 상부와 하부는 평균 1.5℃의 온도가 증가한 반면

측면삽입의 경우 0.2℃의 온도가 유지되었다.

표면 온도는 상부삽입 시 On-Off 2회차부터 온도가 역전되었으며, Time-lag

을 비교결과 실 1은 132분/℃, 실 2는 183분/℃으로 실 2가 1.3배 더 길게 나

타났다. 측면삽입 시 실 1의 온도가 평균 1.5℃ 더 높게 유지되었으나,

Time-lag 비교결과 실 1은 97분/℃, 실 2는 156분/℃으로 실 2가 1.6배 더 길

게 나타났다. 하부삽입 시 실 2의 온도가 실 1 대비 0.8℃ 더 높게 나타났으

며,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02분/℃, 실 2는 110분/℃으로 실 2가 1.07

배 더 길게 나타났다. 하부삽입의 경우 실 1과 실 2의 Time-lag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표면 온도가 더 높게 유지되어 상부 및 측면 대비 바닥 쾌적온

도 만족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 난방 1시간 가동 4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한 결과, PCM 온도는 상

부삽입에서 하부와 측면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난방 정지 후 온도가

감소하는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실내온도는 상부와 측면삽입 시 실 1의 온

도가 더욱 높게 유지되었으나, 난방 정지 후 평균 0.5℃의 온도 증감이 나타

났다. 실 2는 PCM의 축열효과로 인해 평균 0.2℃의 미미한 온도 증감이 나

타났다.

표면 온도는 상부삽입 시 실 1과 실 2의 온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Time-lag을 비교하면 실 1은 146분/℃, 실 2는 140분/℃으로 실 1이 1.0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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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게 나타나 PCM의 축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면

삽입 또한 실 1과 실 2의 온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Time-lag 비교결과

실 1은 128분/℃, 실 2는 161분/℃으로 실 1이 1.2배 더 길게 나타났다. 하부

삽입 시부터 실 2의 온도가 0.8℃ 더 높게 유지되었으며, Time-lag 비교결과

실 1은 82분/℃, 실 2는 86분/℃으로 실 2가 1.04배 더 길게 나타났다. 난방 4

시간 정지 스케줄에도 하부삽입 시 표면 온도와 실내온도가 일반 바닥 복사

난방시스템대비 더 높게 나타나 PCM의 축열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4시간 이상의 난방 정지시간은 비 난방시간이 길어 바닥난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PCM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온수

배관 하부에 삽입하였을 시 가장 양호한 성능이 나타났다. 또한, 간헐난방 시

1시간의 가동시간에는 3시간 이하의 정지시간을 스케줄로 하는 것이 실내 온

열 쾌적감 만족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실험에서 44℃의 PCM을 사용하였으며, PCM을 바닥난방에 활용할 경우 실

내 온열 쾌적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축된 실험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일 열원을 사용하여 각 실별 온수 사용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분석이 어렵다.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용량

의 PCM을 사용할 경우 바닥구조의 변형과 과다한 잠열 방출로 인해 바닥표

면 온도 및 실내온도가 쾌적 온도 조건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PCM 재선정을 통해 일반 공동주택에 적합한 융해 온도 도출 및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실험실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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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서 PCM 위치에

따른 축열성능에 관한 연구

최 성 호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 건축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소비량 중 약 20%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주거부문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부문 공동주택에서의 많은 에너지 소모 비중을 차지하는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에 대한 난방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공동

주택은 대부분 습식공법의 바닥 복사난방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바

닥구조의 두께적인 제약으로 인해 축열량에 한계가 생겨 비 난방시간이 길어

지게 되면 실내 온열 쾌적감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열 성능이 뛰어난 상변화물질 (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바

닥 구조체 및 바닥표면에 적용하여 축열 성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PCM의 열적 특성과 기존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고찰 및 사례분석

을 통해 PCM 위치에 따른 축열 성능을 비교하여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에 최

적 삽입 위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과 PCM 적용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의

비교실험을 위해 Mock-up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PCM은 재료의 열적 특성과 열 저항식을 통해 융해온도 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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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으며, 바닥구조 적용을 위해 PCM 패킹을 통한 상 안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 난방 시 실내 및 표면 온도의 유지시간 확인과

에너지 절감 가능성 확인을 위해 간헐적 난방인 1시간 가동 2시간,

3시간, 4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하였다.

(2) Mock-up 비교실험 결과, 난방 1시간 가동 2시간, 3시간, 4시간 정지의

스케줄을 도입하였을 시 PCM 온도는 측면에 삽입이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상부와 하부삽입 시 온도가 높게 상승하였다. 실내온도는

상부, 측면, 하부삽입 모두 일반 바닥 복사난방시스템인 실 1과 PCM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실 2의 온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면

온도변화는 상부와 측면삽입 시 실 1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부삽입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삽입 시 표면 온도와 Time-lag이 더 길게 나타나 가장

양호한 축열 성능이 확인되었다.

(3) 본 연구를 통해 PCM의 삽입 위치에 따른 축열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PCM을 온수 배관 하부에 삽입하는 것이 온수 배관 상부와 측면 대비

축열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실내 온열 쾌적감을 만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바닥 복사난방시스템, 시간지연, 상변화물질, 축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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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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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Energy consumed in the domestic building sector accounts for about

20% of the total consumption, of which the residential sector accounts for

about 60% or more.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measures to reduce

heating energy for the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which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in apartment houses in the

residential sector. Most of the domestic apartment houses use the wet

method of floor radiant heating. However, if the amount of heat storage is

limited due to the thickness limitation of the floor structure and the

non-heating time is prolonged,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indoor heat

comfort is deteriora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hat apply a phase change material (PCM) with excellent heat

storage performance. However, most of the advanced studies were applied

to the floor structure and the floor surface to confirm the heat storage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optimal

insertion position for the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by comparing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PCM and the heat stora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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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CM location through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of

the existing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1) A Mock-up laboratory was established for a comparative experiment

between a general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and a PCM applied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The PCM used in this experiment was

selected as a melting temperature of 44℃ through the thermal

properties and thermal resistance of the material, and phase

stabilization was performed through PCM packing for the application

of the floor structure. In addition, in order to check the maintenance

time of indoor and surface temperatures and the possibility of

energy saving during non-heating, a schedule of intermittent heating

of 1 hour operation 2 hours, 3 hours, and 4 hours suspension was

introduced.

(2) As a result of the Mock-up comparison experiment, when the

schedule of heating 1 hour operation 2 hours, 3 hours, and 4 hours

suspension was introduced, the PCM temperature was the lowest at

the side, and the temperature rose higher when the upper and lower

parts were inserted. The room temperature was similar to that of

room 1, which is a general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and room

2, which is a PCM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for both the top,

side and bottom inserts. As for the surface temperature change, the

temperature of Seal 1 was higher when the upper and the side are

inser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emperature was reversed

over time in the case of the upper insertion. The surface

temperature and time-lag were longer during the lower insertion,

confirming the best heat stora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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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rough this study, the heat storag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nsertion position of the PCM was confirm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ertion of the PCM into the lower part of the hot water

pipe has good heat storag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op and

side of the hot water pip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urface temperature was high, so that the indoor heating comfort

could be satisfied.

Keywords : Radiant floor heating, Time-lag, Phase Change Meterial,

Storage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