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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다양한 소재의 잠열재는 냉난방을 위한 축열 물질로 광범위하

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잠열재는  축열조 내에서 에너지를 저

장하기 위한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Shama et 

al.(2009)에서는 건자재에서의 다양한 축열 방법과 각종 태양열 

및 히트펌프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축열재로서의 연구 결과를 소

개하고 있다(Banu et al. 1998; Zhang et al. 2007; Peippo et al. 

1991). 재료의 특성상 용기에 담아 활용되기도 하고, 미세 크기

로 미립화하여 슬러리 형태로 수송하는 방법으로 직접 냉난방에 

적용되고 있다(이효진 등,2001; 이효진 등, 1999; Inaba et al., 

1995).

또는 건자재에 활용되고 있는 축열재의 각종 최신 기능 및 활

용법과 관련하여 Tyagi and Buddhi(2007)에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드라이월(Shapiro et al., 2007;Bourzac, 2010; Rodriguez 

et al, 2013)과 석고보드(Shukla et al, 2012; Ahou et al. 2007)

에 직접 흡착시켜 열 충격을 완화시켜 실내의 온도변화를 완만하

게 변화하도록 응용하기도 한다(Shukla et al. 2012). 상기의 건

축용 자재에 상변환 물질을 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상의 상변

환 물질을 석고보드에 직접 흡착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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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변환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30 wt%정도로만 흡착시킨다. 또한 직접흡

착 방법은 건축자재의 물리적 강도에서도 약해질 수 있는 문제점

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물질인 

실리카겔과 발포 카본블랙 입자에 잠열재를 직접 흡착시켜 건자

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차적

으로 흡착제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직접 상변환 물질에 담가

서 흡착시키는 문제점으로 상변환 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건자재 내부에 함유된 상변환 물질

로 인하여 강도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두 가지 크기의 실리

카겔과 발포 카본블랙 입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실리카겔과 

발포 카본블랙 입자는 대표적인 다공성 입자로 표면적이 매우 넓

고 물질을 흡착하는 특성이 강하며, 또한 한번 흡착하면 외부로 

유출되기가 매우 어려운 물질로 알려져 있는 특징적 담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변환 물질로는 융점이 43℃이고, 잠열량

이 176 J/g인 것으로 알려진 라우릭(Lauric) 지방산을 잠열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상변환 물질이 덜 정제된 공업용 제

품으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실제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결과 융점이 약 40℃~50℃이고, 잠

열량이 약 160 J/g으로 정제된 라우릭산 보다는 잠열량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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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oth silica gel and activated carbon black particles were adopted for use as PCM absorbed porous 
media applicable as construction materials. To investigate usable methods for absorbing PCM into the media, 
they were soaked into PCM and also tested for enhancement of PCM absorption into them. Method: To test PCM 
absorption into some porous media such as both φ1 ∼ 2mm and 10 μm silica gels, and 50 μm activated carbon 
black, 43℃ PCM was used as a laten heat material. The method, soaking into PCM was applied to this study, and 
the media were moderately rotated by centrifuge to have the extra PCM flow out. DSC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lting and solidifying of the PCM absorbed into the porous media.   Result: It was found that 
PCM was absorbed into the porous media by over 85 wt% of all particles.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ultrasonic vibrator was accelerating the PCM absorption into the particles to three times higher speed than 
simple soaking. Centrifuge was adopted to remove extra PCM sticking on the particle surfaces and extra PCM 
was moderately removed from the surfaces of the particles. DSC analysis indicated that the  latent heat of the 
absorbed PCM particles was 160 J/g, and the melting temperature was approximately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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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b)

(c)

Fig. 1. Photographs of PCM absorbed particles: (a) 1 mm 
      sized Silica gel, (b) 10μm Silica gel, and (c) 50μm 
      activated carbon black

일반적으로 다공성 입자에 흡착시키기 위해서는 진공상태에

서 흡착 시켜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자재 

제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흡착 방식을 시도하였

다. 이와 더불어 다공성 입자에 잠열재  흡착에 대한 가속화를 위

하여 초음파 진동을 가하여 흡착 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조된 미립자를 DSC 열분석을 통하여 함유된 축열량을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및 결과

2.1. 다공성 입자 상변환물질 흡착실험

본 실험을 위하여 φ1~ 2mm 크기의 실리카겔과 10 μm 실리

카겔, 그리고 평균입도가 50 μm인 발포 카본블랙 입자를 선정

하였고, 라우릭 지방산을 잠열재로 사용하였다. 실험은 1단계로 

다공성 입자를 용융된 잠열재가 담긴 용기에 충분히 잠기도록 넣

었다가,  표면잔류 상변환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50℃를 유지한 

항온공간에서  φ1~ 2mm의 실리카겔은  자연 유출되도록 하고,  

10 μm의 실리카겔은 부착된 입자 분리작업을 위해 고속 회전판 

위에 충돌시켜 원심력을 이용하여 입자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Fig. 1은 흡착 후 실리카겔과 발포 카본블랙의 각 각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각 입자는 외부의 누출되는 상변환 물질이 충분

히 제거된 상태를 보여 주는 실험 결과이다. 입자가 큰 1 mm크

기의 실리카겔 외부에 상변환 입자의 누출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세입자인 10 μm  실리카겔과 50 μm인 발포 카본블

랙 입자에서는 상변환 물질이 일부 잔류되어 있는 현상이 확인되

었다. 상변환 물질의 잔류 물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촬영을 실시하였다.  Fig. 2 ~ 

Fig. 4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큰  

Fig. 2에서 외부 표면에 잔류 상변환 물질이 없으나, Fig. 3와 Fig. 

4에는 외부 입자에  약간의 상변환 물질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미립자 자체를 석고보드나 몰탈 또는 콘

크리트 등에 혼합 적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 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융된 상변환물질에 실리카나 발포 카본블랙 미세입자를 충

분히 흡착시키기 위하여 액상의 상변환 물질에 담가놓게 된다. 

이때 입자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분

리 방식인 고속 회전판 충돌방식으로 입자와 상변환 물질을 분리

시키게 된다. 

2.2. 흡착 미립자 분리장치

원심분리 방식은 Fig. 5에 의한 장치에서 스프레이 분사에 의

해 상변환 물질을 서로 융착된 미립자를 회전판(Spinning Disk) 

위에 충돌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분무압이나 

디스크의 회전속도에 따라 분사량과 흡착된 상변환 물질의 잔류

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회전

체의 속도는 대략 5000-7000 rpm의 속도를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Fig. 5의 개략도에 나타난 시스템은 가열과 냉방

Fig. 2. Avg. 1mm size silica gel absorbing PCM by SEM

Fig. 3 Average size of 10 μm Micro-silica Gel particles absorbing 
PCM by SEM

Fig. 4, Average size of 50 μm Micro-carbon black absorbing PCM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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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making detaching the sticked PCM 
       particles

이 가능하며, 최대 80,000 rpm을 얻을 수 있는 공기 구동방식인 

초고속 회전판을 이용한 제조법을 사용하였다.  Fig. 5는 잠열재 

미립화장치의 개략도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제일 상부에는 

PCM 공급용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탱크의 총 크기는 직경이 

200 mm이고 총 길이가 600 mm인 탄소강 재질로 제작하였다.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컨트롤하기 위하여 히터와 연계된 컨트

롤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다. 또한 가운데는 내부의 PCM과 혼합

될 입자가 침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 조절이 가능한 

혼합장치(Agitator)가 설치되어 입자가 내부에서 골고루 분포되

도록 하였다. 

PCM용 공급탱크 하부에는 노즐이 장착되도록 하였으며, 제

작된 노즐의 크기는 0.5 ~ 4 mm 까지 총 5종류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디스크에 공급되는 유량이 조절되도록 하였다. 

PCM 공급탱크에는 T-type의 열전대가 히터와 연계되어 내부

온도 제어가 되도록 하였다.

하부 챔버에는 공기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고 rpm은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약 80,000 rpm이 가

능한 것으로 제작사에서 제시하고 있다. 챔버의 구조는 사각구

조로 1.2 x 1.5 x 1.5 m3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으며, 양 옆 하단에

는 7 kW 용량의 히터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열된 공기는 히

터에 의하여 내부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의 

온도는 상부에 고속 회전 디스크와 같은 높이에 설치된 한 개의 

T-Type 열전대에 의하여 내부 온도를 ±2℃까지 조절되도록 하

였다. 

회전용 디스크는 직경이 20mm와 30mm인 두 개를 제작하여 

입도가 PCM의 유량 및 점도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

속 회전시 공급된 PCM이 분사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현상

(Surfing)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거친 마사포

(No. 8)를 부착하여 입도의 조절이 미세하도록 하였다. 이는 초

기 와이어 메쉬(Wire Mesh)를 제작하려던 계획의 대안으로, 고

속 회전 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입도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는 회전판의 크기, 

노즐의 크기(유량 결정), 디스크의 회전속도(rpm)에 의하여 결

정되어지며, 초기에 디스크의 크기와 노즐의 크기를 시행착오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rpm에 의하여 입도를 실리카겔 크기에 맞

춰 미세하게 조절되어지도록 하였다. 

Fig. 1(b)(c)에서 보여주고 있는 43℃ 융점을 갖는 라우릭산 

PCM을 흡착한 미립자는 디스크의 직경이 φ20 mm를 이용하

였고, 공기압이 2kgf/cm2로 설정하여 제조한 결과이다.  Fig. 6에

서의 공기압과 디스크 회전속도의 상관관계 실험결과, 약 15000 

rpm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생성된 입도는 500~200 μm 크기

로 90%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양한 용융온

도대의 상변환 물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열과 냉방을 할 수 있

고, 회전속도가 빠른 공기 구동방식은 회전축간의 저항이 매우 적

기 때문에 기계적 구동방식의 속도에 약 10배에 달하는 80,000 

rpm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

우 매우 미세한 입자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의 생산속

도를 엄청난 양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결과 및 토의 

Fig. 7과 Fig. 8는 고속 분리작업 후 얻어진 평균 입도가 약 50 

μm인 발포 카본블랙입자와 약 10 μm의 실리카겔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발포 카본블랙 입자와 실리카겔

이 완전 구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발포 카본블랙 입자의 기공

은 외부 표면적이 약 1000 m2로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구

에 활용된 실리카의 표면적은 상기 발포 카본블랙과 거의 유사한 

약 1000~1500 m2로 흡착된 잠열재양은 전체 무게비로 대략 85 

wt%의 흡착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7과 Fig. 8에 보는바와 같

이 입자의 주위에는 융착 되어있는 잠열재에 의하여 도포된 형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 흡착된 잠열재는 전체 무게의 

약 83 wt% 이상에 이를 정도로 흡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명

되었다.

Fig. 6, Relationship between rpm and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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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PCM absorbed carbon black porous particle

 Fig. 8. Particles after high speed disk detachcing work for
micro sized silica gel

Fig. 9는 마이크로 실리카의 흡착시간을 초음파를 발생할 때

와 자연 흡착시킬 때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다

공성 입자가 흡착력이 강하지만, 인위적으로 물질을 포화상태로 

흡착시키기 위해서는 진공상태의 용기에서 흡착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흡착방식인 용액에 직접 담

그는 딥핑(Dipping or Soaking)과 초음파에 의한 강제 흡착 시

키는 방식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자를 용융된 잠열재에 

넣는 순간부터 완전히 입자가 잠열재에 잠겨 무게의 변화가 없는 

상태까지 시간을 측정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흡착시키는 방식이 자연흡착식보다 약 3배의 빠른 흡착이 완료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간적으로는 60 sec와 180 sec 가량의 

시간차로 잠열재 흡착양이 증가할 경우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9. Effect of ultrasonic vibrator on the absorbing PCM or 
      Silica gel powder

Fig. 10는 입도가 약 1mm인 비교적 큰 입자에 대한 흡착시간

에 따른 흡착량을 측정한 실험결과이다. 상기와 같이 초음파의 

진동이 작동되고 단시간에 PCM을 흡착시켜 포화상태로 가져감

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무게의 변화가 발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초기에 가용 용량의 잠

열재가 완전히 흡착이 완료되며, 그 후에는 더 이상 흡착이 진행

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 10. Effect of ultrasonic vibrator on the absorbing PCM 
       for 1mm Silica gel

입자에 흡착된 다공성 입자의 흡착된 상변환 물질의 에너지양

을 측정하기 위하여 DSC 분석한 결과를 Fig. 11~ Fig. 13에 보여

주고 있다. Fig. 11에 흡열(용융,-)과 발열(응고,+)시 온도를 살

펴보면, 흡열시에는 약 150 J/g의 잠열이 흡수되고, 약 38℃에서 

용융를 시작하여 48℃까지 지속적으로 상변환이 발생되고 있다. 

발열 시에는 160 J/g의 열을 방출하며, 45℃ 부근에서 응고가 

시작되어 30℃까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2는 미세 실

리카겔 89 wt% 잠열양에 대한 실험결과로 흡열시 138 J/g, 발열 

시 154 J/g 으로 측정되었으며, 용융과 응고 시의 온도 범위는

Fig. 11의 큰 실리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13의 83 wt% 카본 블랙의 경우에는 흡열과 발열 시 각각 137J/g

Fig. 11. DSC analysis of heat dissipation and absorption of PCM 
       absorbed in 1 mm sized silica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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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SC analysis of heat dissipation and absorption of PCM 
absorbed in microsized silica gel

Fig. 13. DSC analysis of heat dissipation and absorption of PCM 
absorbed in carbon black

Fig. 14. DSC analysis of heat dissipation and absorption of pure 
PCM

Table 1. Summary of DSC test result

Media
Heat Capacity
(Absorbed)
(J/g)

Heat Capacity
(Dissipated)
(J/g)

Melt/Solidify
Temp. (℃)

Macro Silica

Micro Silica

Carbon Black

Pure PCM

150

138

137

150

160

154

139

160

38~48/37~43

38~48/37~43

38~48/37~42

38~48/37~43

과 139 J/g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온도는 다른 입

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와 비교하

기 위하여 100%의 PCM에 대한 측정한 결과를 Fig. 14에 보여

주고 있다. 온도 대는 다른 흡착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잠

열양은 흡열시 150 J/g, 발열시 160 J/g 을 나타내고 있다. DSC 

분석결과를 Table 1. 에 요약하였다. Table 1.에서 보면 큰 실리

카 입자는 충분한 양의 상변환 물질이 흡착되었고, DSC 측정 시 

약 3~4분의 측정시간동안 내부의 PCM 물질에 전달이 된 반면, 

카본블랙은 열전도도가 낮아 같은 시간동안 열 공급이 약간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융과 응고 시간대의 온도는 재질

에 관계없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미립자인 실리카겔과 활성카본입자를 

활용하여 건축 재료로 잠열재 흡착 소재로서 활용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흡착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실리카겔의 평균입도는 1 mm와 10 μm인 두 가지와 활성

카본은 50 μm 크기와  표면적이 1000~1500 m2인 입자를 

활용하였다.

2) 흡착 가속화를 위하여 초음파 진동자를 활용하여 실험하였

다. 초음파를 활용할 경우 흡착시간이 약 1/3로 단축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3) 실리카겔 및 카본블랙에 흡착된 상변환 물질양은 총 무게

의 85 wt%이상 흡착되었다.

4) 1 mm 크기의 실리카겔은 항온조에 장시간 놓는 것만으로

도 잉여 상변환 물질을 제거할 수 있었다.

5) 미세크기인 실리카겔 10 μm와 50 μm 활성카본 입자에

서는 잉여 PCM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심분리 방식을 

작동시켜야 하고, 이때에도 외부에는 과잉의 상변환 물질

이 잔류함에도 불구하고 입자가 서로 쉽게 분리되는 것으

로 확인 되었다.

6) DSC 측정결과 약 130 J/g ~ 160 J/g의 잠열 양과 평균     4

0℃ 부근의 융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너지절감 및 실내 온열 쾌적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 친

화적 건축물에서 실내의 외기온도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단열성능을 증대시키고, 축열 특성을 갖는 건자재를 이

용하여 실내의 적정온도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많은 실증 실험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축

열 성능을 갖는 건자재에 적용할 목적으로 다공성 담체 물질에 

상변환 물질을 흡착한 후 분리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한 연구결과

이다. 1단계의 흡착 및 제조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구가 

수행되었고, 추가적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로 건자재 제조를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때 건자재의 기본 소재와 

PCM 흡착 미립자의 혼합 최적화를 찾는 작업이 수행되어야한

다. 적용 대상 건자재로는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같은  소재와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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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건자재에 대한 적용 연구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최적 조합을 찾아야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소재의 용도에 따른 혼합비율과 목적

에 맞는 축열량 및 강도 등이 소재의 특성에 맞춰 확인되어야할 

항목들이다. 그리고 소재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변환 물질을 

찾는 추가적인 실험도 아울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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