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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을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적성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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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nvironmental concerns and issues have become great concerns for the public.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energy depletion and CO2 emission. PCM (Phase Change Materials) having latent heat

characteristic is mixed in mortar to find a proper mix proportion. Also, the mortar properties and performances as well as a melting

point of PCM when applied to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conditions in at building environments were obtained by performing

experiments. Also, latent heat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s by test of thermal performance to

formulate temperature gradient about amount of heat transfer of PCM content using the Fourier's thermal equation.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in the application of PCM in buildings and expected effect of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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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전 세계는 인류활동으로 인하여 방출되는 이산

화탄소(CO2), 메탄(CH4) 등의 온실가스(greenhouse grass,

GHG)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서

1992년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고 각 나라별 자

체 대응전략, 정책을 수립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으로 발의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발표 이

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중

CO2에 의한 영향은 55% 이상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CO2저감에 따른 온

실가스 감축 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2)

국내 전체 산업별 CO2 배출량 중 건설 분야에서 차지

하는 부분은 약 35%로 상대적 큰 규모이다.
3) 
또한 건축

물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물

의 전 생애주기기간(LCC) 동안 CO2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그 중 건물의 운영 유지관리 단계에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에서 발생되는 CO2의 대부분

은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다. 건물의 에너지 부하는 그

건물의 냉·난방시 실내 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공조기, 냉동기, 보일러

등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4)
 따라서 이

러한 설비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에 의한 에너지 저감

은 자동적으로 CO2저감에 매우 효과적인 부분으로 작용

될 수가 있다. 이에 건설 재료 부분에서도 효율적 설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저감 및 CO2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건축 자재, 재료 및 공법 개발에 다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한 다수의 신기

술들이 현재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5,6)

 이러한 기

술 중 열저장에 따른 재료 및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며 획

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재료 분야에서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열저장 및 온도 조절 기능을 하는 혁신적

인 온도 조절 물질인 phase change materials (이하, PCM)

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연구적 노력을 점차 이루어 왔지

만
7-9)

 국내에서는 그 수준이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현행

의 PCM에 의한 에너지 저감 기술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

면 건축물 외장재와 같은 구조체 외적 요소에 의한 기술

들이 대부분이다.
10)

 이러한 기술들의 대부분은 시공 및 유

지관리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성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일반적으로 냉·난방에서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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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단열과 잠열에 의한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를 근거로 단열에 의한 방식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

행 되어 왔고 실용화되어 왔다. 하지만 잠열에 의한 방식

과 비교해 열저장 성능을 이유로 그 효과에 대한 효율이

다소 적은 기술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창의적 요소 또한

적다. 따라서 잠열에 의한 냉·난방에서의 에너지 저감

방안이 중요시 되는 연구 주제로 고려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부터 열저장 및 열 조절 기능을 하는 혁신적인 온도

조절 물질인 PCM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1)

 

최근, 이를 이용한 재료적 에너지 저감 방안이 연구자

들 사이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

료적 방안을 살펴보면 보드나 패널 등의 건식 재료로써

건물 외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

술들의 대부분은 효율적 재료 사용,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성 또한 많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

문에서는 잠열 방식에 따른 에너지 저감 형태를 지향하

면서 건물 외적 부분이 아닌 구조체 자체로서의 에너지

저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PCM을 모르타르에 혼입

하여 건축물 적용을 위한 모르타르 물성 및 성능을 파

악하고 PCM의 잠열과 효율적 용융 온도 조절에 따른 건

축물에서의 냉·난방 동시적 에너지 저감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따라서 상 변화에 따라 적정 용융 온도대

내에서 열저장 효과를 발휘하는 PCM을 통하여 건축물

적용시 여름, 겨울철의 냉·난방 설비 시스템 작동 정지

후 peak부하의 일부를 off-peak 부하로 이동시키는 형태
12,13)
로 기존 일반 모르타르 보다 오랜 시간 열을 유지함

으로서 냉·난방비 및 에너지 저감에 대한 효과를 나타

내고자 하며 냉·난방기 작동시간 단축에 의한 CO2저감

효과 또한 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도출한

결과 값을 근거로 건축물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난방

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서의

근거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우수한 잠열 성능을 가진 PCM을 모르

타르에 혼입하고 PCM의 적정 혼입량 및 모르타르 물성,

성능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챔버를 이용한 열적 성능

실험을 통해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식 적용에 대한 PCM

의 효율적인 용융점과 열 전달 및 잠열 성능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Fourier의 열 법칙을 토대로 이 논문에서

도출해 낸 결과 값을 이용하여 PCM의 혼입량별 열전달

량과 온도 구배 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PCM의 이론적 고찰

2.1 PCM의 개요 

PCM이란 어느 일정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

서 기체 혹은 그 반대로의 상이 변하면서 열을 흡수, 방

출하는 잠열 또는 열조절 기능을 하는 혁신적인 온도 조

절 물질을 말하며 상전이 물질 혹은 잠열재 라고도 한다.

PCM의 용해열은 물질 고유의 특성이며, 물질에 따라

서 상전이 온도와 용해열이 다르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잠열재를 활용한다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유

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사용 분야 및 목적에 적

합하게 용융점의 변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4)

 

PCM은 크게 유기계와 무기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

기계의 경우 대체적으로 밀도가 낮고, 잠열량이 작은 반

면 무기계에 비해 부피 팽창이 작은 장점이 있다. 또한,

무기계의 경우 유기계에 비해 밀도가 높고, 값이 저렴하

며 잠열량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 분야에

흔히 사용되는 PCM은 보통 파라핀계열의 물질로서 그

특성상 수화물과 혼입시 상분리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동성이 매우 불리한 형태이다.
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기계로 구성된 Fig. 1의 구형 마이크로 캡

슐화한 형태의 PCM을 사용함으로서 모르타르와의 거동

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으로의 접근을 유도하고 부피

팽창을 최소화함으로써 PCM모르타르 경화 후 균열 등

에 의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다. 

3. PCM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의 열적 성능 실험

3.1 실험 개요 및 실험 방법

이 실험은 PCM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물성과 열적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을 통해 PCM 모르

타르의 건축 구조체로의 적용시 에너지 저감 효과와 적

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르타르 실험은 KS L ISO 679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Table 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모래는 KS L ISO 679에 규정된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Table 2는 이 실험에 사용된 PCM의 성능을 나타낸 것으

로 효율적인 PCM의 접목 사용을 위해 실내 쾌적 온도를

고려한 용융점 선택을 위하여 PCM melting point 23°C,

31°C의 두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또, 파라핀

계 PCM의 상변화시 부피팽창 특성에 따라 물과 PCM의

혼합 후 투입하는 형태의 배합 순서를 적용하여 PCM의

입자 분포를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입자의 집중 현상을

줄임으로서 체적 팽창을 최소화 하였다. Table 3은 PCM

Fig. 1 Micro encapsulated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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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의 배합 조건을, Table 4는 시멘트의 중량비로

PCM을 치환한 배합표를 나타낸 것이며, 배합후 자체 제

작한 100 × 115 × 20 mm 시험체와 40 × 40 × 160 mm 표준

몰드에 각각 타설하고 28일 기건 양생을 실시하였다.

28일 양생이 끝난 PCM 혼입량별 모르타르 시험체와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단열재는 동등한 조건의 비교 실

험을 위하여 Fig. 2에서와 같은 격자모양 실험체에 고정

시켰다. 또한 실험체 간의 열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실험체 사이에 단열 섬유를 삽입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유도하였다. 

Fig. 3은 이 실험에 사용된 열적 성능 실험 방식이다.

Fig. 2의 실험체를 챔버 입구에 고정시키고 실험체 내·

외부 표면에 온도 센서를 부착함으로서 여러가지 가열

온도에 대한 각 실험체 내·외부 변화를 비교 측정하였

다. 각 온도별 실험 시간은 PCM 모르타르와 비교해 열

전도성이 큰 일반 OPC 시험체의 온도 변화가 정지된 때

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4는 Fig. 3의 챔버를 이용한 열적 실험 방식의 단

면 형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챔버 내부에서 가열하여 실

험체로 열을 전달시키는 형태로서 전체적인 열을 Fig. 2

의 실험체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5는 PCM 혼입량에 따른 모르타르에서의 PCM 분

Table 1 Material properties-cement

One kind of ordinary portland cement

Chemical composition Physical performance

MgO SO3 Iginition loss Fineness (m
2
/g) stability (%) Density (g/cm

3
)

More than 5.0 Less than 3.5 3.0 2800 0.8 3.15

Table 2 Material properties-PCM

PCM (phase change materials) 

Components Physical performance

SiO2, Paraffin

Bulk density

Melting point (PCM) 

Average particle size 

Heat storage capacity 

Volume expansion 

Specific heat capacity 

Flash point (PCM) 

Operating temperature 

0.694 kg/l

23°C, 31°C

250 µm

117 kJ/kg

none 

1.6 kJ/(kg*K)

222°C

max. 90°C

Table 3 Mix conditions of PCM mortar

C

(kg)

W

(kg)

S

(kg)

PCM (kg) melting point 23, 27, 31
o
C

0% 5% 10% 20% 30%

2 1 1 - 0.1 0.2 0.4 0.6

Table 4 Material specifications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The amount 
of OPC (kg)

The amount 
of PCM (kg)

Note

1 OPC100% 2 0 -

2 PCM3% 1.94 0.06

Melting point 
23

o
C

3 PCM5% 1.9 0.1

4 PCM10% 1.8 0.2

5 PCM20% 1.6 0.4

6 PCM30% 1.4 0.6

7 Styrofoam - - -

8 Aiso Pink - - -

9 Gypsum board - - -

10 OPC 100% 2 0

Melting point 
31

o
C

11 PCM 10% 1.8 0.2

12 PCM 20% 1.6 0.4

13 PCM 30% 1.4 0.6

14 Styrofoam - - -

15 Aiso Pink - - -

16 Gypsum board - - -

Fig. 3 Thermal performance test chamber

Fig. 4 Sections of specimens for thermal performance

Fig. 2 The picture of making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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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이다. 캡슐화된 구

형의 PCM 입자의 고른 분포도를 확인하였다. 

Table 5의 결과는 PCM의 혼입량에 따른 모르타르의

유동성 및 압축강도를 실험한 값이다. 두 실험 모두 PCM

첨가량이 높을수록 그 값이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플로우의 경우 첨가량에 따라 비교적 균일한 폭을 가

지며 저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토대로 건축

구조체 로서의 사용을 위한 유동성 및 강도에 대한 보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은 이 실험에서 실시한 PCM 모르타르의 열 성

능 실험에서 챔버를 이용한 가열 온도이력을 나타낸 것

이다. PCM 모르타르의 냉·난방 설비 시스템 적용 사

용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고려한 용융점

선택을 위해 23°C, 31°C 두가지 용융점을 가지는 PCM

이 모르타르에 혼입 적용 되었다. 

Fig. 6은 23°C 용융점을 가지는 PCM을 혼입한 모르타

르의 열전달 성능을 실험한 값이다. 실험은 Table 6의

(A')와 같은 0°C → 30°C의 가열 온도 이력으로 총 360분

에 걸쳐 가열한 조건으로서 각 시험체의 외부 표면 온

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a)는 PCM의 혼입량에 따라 OPC,

기타 단열재와의 비교를 한 것으로서 PCM 30%가 가장

우수한 단열 성능을 보였다. 이것은 PCM의 기본적인 축

열 성능을 확인한 결과로서 우수한 냉축열 성능을 나타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b)는 (a)의 2차적 그래프로서 성

능이 가장 우수한 PCM 30%와 OPC, 기타 단열재와의

비교를 한 것이다. (b)에서 또한 (a)에서와 같이 PCM 30%

가 다른 재료에 비해 우수한 축열 성능을 나타냄을 확

인 하였다.

Fig. 7의 실험은 Fig. 6과 같은 23°C 용융점을 가지는

PCM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잠열 성능을 실험한 결과 값

이다. Table 6에 (B')의 가열 온도 이력을 조건으로 시행

되었다. 실험은 Fig. 6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열적

성능이 적은 3%, 5%의 혼입은 제외 되었다. (a)의 그래

프에서는 PCM 30%를 혼입한 모르타르가 기타 단열재,

OPC와 비교 하여 월등한 잠열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b)의 2차 그래프에서는 PCM 30%의 우수

한 잠열성능과 함께 실험에 사용된 PCM 용융점 23°C

부근에서부터 20°C까지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변화 이후 그 기능이 빠르게 상실

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상변화 구간이 용융점을 기준

으로 약 ±5°C 임을 개략적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Fig. 8은 Table 6의 (C')와 같은 가열 온도 이력으로 31°C

Table 5 Test results of PCM mortar (28 days cure)

OPC
PCM

5%

PCM

10%

PCM

20%

PCM

30%

Slump flow

(mm)
180 164 150 140 130

Compressive 

strength (MPa)
37 33 28 22 18

Table 6 History of heating temperature

Class Melting point (°C) Heating temperature (°C)

(A') 23 0 → 55

(B') 23 30 → 0

(C') 31 0 → 40

(D') 31 40 → 0

Fig. 5 The distribution of the mortar with micro encapsulated

PCM ( PCM)

Fig. 6 Experiment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PCM with

the melting point at 23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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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점을 가지는 PCM의 열전달 실험을 시행한 결과이

다. Fig. 7에서와 같이 PCM 혼입량에 대한 OPC와 기타

단열재와의 열전달 성능을 비교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실험 결과 Fig. 6의 23°C PCM 열전달 실험과 같이

PCM 30%가 냉축열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OPC와 비교해 약 5°C 이상의 상대

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

의 2차 그래프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열 기능을

상실하고 기타 재료와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냉축열 성능을 이용하여 냉방기 On-Off 조

절을 이용한다면 효율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Fig. 9는 Table 6의 (D')와 같은 가열 온도 이력으로

31°C 용융점을 가지는 PCM의 잠열 실험을 시행한 결과

이다. 실험은 Fig. 8과 동일한 재료의 조건으로 시행되었

으며 Fig. 7에서 도출하였던 상변화 구간이 용융점 ±5°C

의 범위인 것과 같이 (a)에서 용융점 약 31°C ± 5°C의 범

위에서 상변화 현상을 나타내며 잠열 성능을 발휘하는 것

을 확인 하였다. 또, (b)의 2차 그래프에서도 PCM 30%가

31°C ± 5°C의 범위에서 상변화 양상을 띄며 잠열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두가

지 용융점에 대한 실험 결과 31°C 용융점의 PCM을 혼입

한 모르타르가 냉·온축열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며 냉·

난방기 On-Off 형태를 이용한 냉·난방 실내 쾌적 온도

(24~28°C)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실험에서 나타낸 결과를 토대로 OPC와 비

교시 쾌적 온도 내에서 평균 약 5°C 이상, 90분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냉·난방기‚ 작동 정지에 따른

에너지 저감과 그에 따른 CO2저감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실험값을 이용한 열적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값으로 Fourier 법칙을 이용

해 열 성능을 산출하고 각 시험체의 열 특성을 확인하

여 이를 비교 하였다. 현재 열전도현상을 해석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4.1)의 푸리에 법칙은 실험 결과

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경험 법칙으로서 대부분의 공

학적인 응용에 있어 정확한 예측을 제공해준다.

Fig. 7 Experiment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PCM with

the melting point at 23
o

C
Fig. 8 Experiment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PCM with

the melting point at 31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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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ier의 열전도 기본식
16)

 (4.1)

3절의 실험을 바탕으로 (4.1)의 Fourier 열전도 기본식

을 이용하여 실험에서 사용된 시험체의 첨가량별 단위

면적당 열전달량(q''cond)과 온도 구배를 식으로 나타내었

다. 또한 시험체 두께별 열저항(R)을 산출하고 이를 통

한 온도 구배를 분석하였다.

Table 7은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의 밀도와 실험에서 도

출해낸 온도차를 이용한 열전도율의 값이다. 

Fourier의 법칙을 이용한 단위 면적당 열량

q'cond = (4.2)

Fourier의 법칙을 이용한 벽체의 온도 구배

 

(4.3)

PCM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단위 면적당 열전달량

(4.4)

PCM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온도 구배

(4.5)

Fourier의 법칙을 이용한 (4.2), (4.3) 식을 이용하여 PCM

의 혼입량별 열전달량과 온도 구배를 (4.4)와 (4.5)의 식

으로 나타내었다. (4.4)와 (4.5) 의 두 식은 PCM의 단위

용적당 질량에 따른 부피산정에 의해 계산된 두께를 혼

입량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복합 구성체의

조건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열전도율이 두께에 반비례한

다는 가정 하에 제안된 식이며 PCM과 OPC의 단위 용

적당 질량이 1 : 2로 비례함에 따른 두께와 열전도율에

의해 계산되었다. 

Qcond kA
dT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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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k

L
--- t

1
t
2

–(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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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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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

–

R
-----------------=

E Rc R
1

R
2

+× R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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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RP
L/p

kp
-------- Rm,

L L/p( )–

km
---------------------- …,= =

Rh Rp R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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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

T
2

–

Rh

-----------------=

Rop Rc Rp Rom,⋅ Rc R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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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eriment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PCM with

the melting point at 31
o

C

 
기호설명

 q 'cond 벽체를 통한 열전달량 (kcal/h)

 A 열이 통과하는 면적 (m
2
)

 k 벽체의 열 전도율 (kcal/hm°C)

 t1-t2 벽체 내·외부 온도차 (°C)

 T1-T2 실 내·외 온도차 (°C)

 L 벽체두께 (m) 

 R 열저항 (m
2
k/W)

 Rc 온도 변화량 (W/m
2
)

 E 온도 변화 (°C)

 km 모르타르 열전도율 (kcal/hm°C)

 kp PCM 열전도율 (kcal/hm°C)

 P PCM 함유량 백분율 (%)

 Rp PCM의 열저항

 Rm 모르타르의 열저항

 Rh 열저항 합

 Rop PCM의 온도 변화

 Rom 모르타르의 온도 변화

Table 7 Density of matrials and thermal conductivity of materials

by experiment 

Specimens size (mm) 100×115×20

OPC

(mortar)

Density (kg/l) 1.4

Thermal conductivity (kcal/hm°C) 43

PCM
Density (kg/l) 0.694

Thermal conductivity (kcal/hm°C)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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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3절의 실험에서 도출한 실·내외 온도차에

따라 (4.4)의 식에 의해 계산된 열전달량을 나타낸 것이

다. 실험에 사용된 PCM 10%, 20%, 30% 혼입한 모르타

르를 혼입량에 따라 비교하였다. Fig. 10을 통해 PCM 혼

입량이 클수록 열전달량이 적어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열과 냉축열 성능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Fig. 11은 (4.5)식에 의해 OPC와 PCM의 혼입량에 따른

온도 구배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PCM의 두께 산정은

PCM과 OPC의 단위용적당 질량에 의한 부피 산정을 통해

계산된 것으로서 3절의 실험에 사용되었던 시험체와 동일

한 조건의 것으로 계산되었다. (A)0°C → 40°C, (B)40°C

→ 0°C의 조건으로 계산된 것이며 PCM의 혼입량이 클

수록 온도 구배 기울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온

도구배 곡선은 기울기가 클수록 열전달 성능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PCM 30% 혼입 모르타르의 온도

구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조건의

온도 구배에 의해 PCM 혼입 모르타르의 냉축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으며 3절의 실험에서 도

출할 수 있었던 PCM 용융 온도 범위가 용융점±5°C 인

것에 따라 (B)조건에 의해 잠열 범위를 판단할 수 있고

온축열 성능 또한 우수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1) Sem 고찰을 통해 micro encapsulated PCM의 모르

타르 혼입에 따른 고른 입자 분포를 확인하였다.

2) 열적 성능 실험을 통해 PCM 모르타르가 OPC에 비

해 실내 쾌적 온도대(24~28°C) 내에서 평균 약 5°C

이상, 90분 이상의 온도 유지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3) 실험을 통해 PCM 용융점 23°C, 31°C 적용에 따른

냉·온 축열 구간 온도 범위를 판단한 결과 실내

쾌적 온도(24~28°C) 효과적 유지를 위한 PCM 용융

점이 31°C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4) 따라서, OPC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PCM 모

르타르의 냉·온 축열 성능을 이용하여 건축물 냉·

난방기 On-Off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 하였다.

5) 실험에서 도출해낸 결과값을 Fourier의 열법칙을 이

용해 PCM 혼입량별 열전달량과 온도 구배 식을 제

안하였다.

6 제안한 식에 따른 결과를 통해 PCM 모르타르의 혼

입량별 열적 성능을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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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최근 가속진행 되고 있는 에너지 고갈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 방지대책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우수한 잠열 성능을 가진 PCM(phase change materials)을 모르타르에 혼입하고 실험을 통해 PCM의 적정 혼입량

및 모르타르 물성, 성능, 바닥 방식에서의 냉·난방식 적용에 대한 PCM의 효율적인 용융점 등 을 파악하였으며 자체

열적 성능 실험을 통해 열 전달 및 잠열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도출해 낸 결과에 의해 Fourier의 열법칙을

이용하여 PCM 혼입량별 열전달량과 온도 구배 식을 제안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를 근거로 PCM

의 건축물에서의 적용성을 파악하고 냉·난방 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서의 근거를 도출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이 실험 결과 PCM 모르타르의 우수한 냉·온 축열 성능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냉·

난방기 On-Off 작동 조절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그에 따른 CO2 저감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상변화 물질, 잠열, 축열, CO2저감, 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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