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최근들어국내외적으로에너지절약방안및대

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

으며, 특히 태양열, 지하열, 폐열 등을 활용하기 위

한 설비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연구와는 별도로 발생된 에

너지 및 열을 저장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

다. 잠열 축열재는 고체에서 액체로 혹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 변화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물질

(phase change material, PCM)을 말하며, 대규모

열저장 및 장거리 열수송이 이루어지는 집단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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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급 시스템에서는, 열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기존 물을 매체로 이용하는 기술 이외의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술적 가능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열저장 및 수송 방법으로는 물질

의 잠열을 이용하는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 또는 화학열 변환을 이용한 방법들

이있다. 

잠열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일반적으로 상변화 물질은 고유의 일정한 상변

화 온도를 가지고 있다. 가열 및 냉각과정에서 상

변화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의 변화 없이 일정한 양

의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잠열의

기본성질로 나타내기도 하 다. 잠열재는 일반적

으로 비싼 편이어서 경제적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

가 많아 소량 또는 특수한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

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잠열재가 실제 축냉 시

스템에 적용되어 실용화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은다음과같다.

○열적특성 - 적합한 상변화 온도, 높은 잠열

도와열전달율

○물리적 특성 - 순조로운 상평형, 낮은 기체압

력, 작은부피팽창율

○분자 특성 - 과냉각 현상이 없고 높은 결정성

장율

○화학적 특성 - 장기간의 주기적인 동결·해

빙과정에서 변형이 없는 물질(화학적 안정

성), 독성이적고저장용기물질과의안정성

○부식특성 -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적은

부식성

○경제성 - 물질구입이용이하고, 저렴한가격

잠열재는 물, 수용액, 화학 잠열재로 구분한다.

화학 잠열재는 유기물계와 무기물계로 구분되며,

유기물계는 파라핀을 중심으로 도가 낮고 부피

Fig. 1. 액체의 salol, 고체 thymol의 기본 상변
화 상태도

Solid Phase in mixture a state Phase change process

Completely miscible system Miscibility Gap in 
Solid Field

Partially miscible system Peritectic system
Intermediaters phase
Eutectic system

Immiscible system Eutectic system
Peritectic system

Table 1. 이성분계의 고체·액체 상평형 관계



팽창 및 부식성이 작고, 무기물계는 수화물계가 중

심이며 도가 높고 유기물계에 비해 잠열량이 크

다. 열역학에서 이성분계의 고체·액체 상평형 관

계는 Table 1과 같이 구별하 다. 이러한 구분은

물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성분의 농

도비에 따라 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되었다. Fig. 1은 액체의

salol, 고체 thymol의 기본상변화상태도를나타낸

것이다. 

잠열재의 상변화 특성

상변화 물질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구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냉각 및 융해가 반복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열 및 물리적 특성이 변화하여 잠

열재로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

성 중에서 잠열온도 조절에 대한 이론을 송 등이

연구하 다. 

순수 잠열재 A에 용질 B가 융해되지 않고, 소수

몰(mole fraction) aB가 A에혼합되어있는경우, 혼

합물의 융해점에서 두 가지상(two phase)의 화학

적인 평형식(chemical potential)은 식 (2-1)과 같이

나타낼수있다. 

( 2-1 )

( 2-2 )

식 (2-3)을 RT로나누면, 

( 2-3 )

( 2-4 )

aB = 0일때 T = T* (순수잠열재상변화온도)

( 2-5 )

( 2-6 )

aB가 작은값을갖는경우 이므로

식 (2-5)와식 (2-6)을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 2-7 )

에너지균형이평형상태(energy balance equation)

일 때다음과같이나타낸다. 

( 2-8 )

식 (2-8)을 RT로 나누고, 식 (2-7)에 대입하면 다음

식 (2-9)을 얻는다.

( 2-9 )

식 (2-5)-(2-6)을 하면, 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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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9)을 식 (2-10)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수있다.

이어야하므로,

여기서 A : 순수한상변화물질

B : 불순물

aA : A의 mole fraction

aB : B의 mole fraction

: Solution A의 chemical potential

: Pure liquid A의 chemical

potential

: Pure solid A의 chemical potential

T* : Pure A의 melting point

T : A와 B가혼합상태에서melting

point

R : Gas constant

: A(액체)와 B(고체)가 혼합 상태에

서 chemical potential 차

: A의 액체와 고체간의 chemical

potential 차

: A(액체)와 B(고체)가 혼합 상태에

서엔탈피차

: 순수 상변화 물질의 고체-액체간

의엔탈피차

: 상변화 물질의 고체-액체간의 엔

탈피차

이와같은결과로순수한상변화물질에작은양

의 불순물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되는 경우,

순수한 경우의 융해점 T*는 혼합되는 경우의 융해

점 T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순수 잠열재보다 상변

화 온도가 높은 제 2의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상변

화온도를조절할수있다고제안하 다. 

상변화 특성 중 온도, 과냉각, 비열 등이 열물성

에 미치는 EG(ethylen glycol)의 향에 대해 TMA

30% wt-물계 포접화합물과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EG을 첨가한 저온 축열 잠열재가 과냉각 억제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냉각도는 냉각과정 동안 과냉

각 상태를 유지한 최저온도 Tf와 빙점을 시작하는

온도인 상변화 온도 Tp와의 온도차로 계산하여 식

(2-11)과 같이제시하 다. 

( 2-11 )

여기서 ΔT : 과냉도(℃)

Tf : 과냉온도(℃)

Tp : 상변화온도(℃)

상변화온도시과냉정도와점도값에대해테트

라데칸을 46.6% wt 슬러리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

용하 다. 이 등도 융점인 5.8℃인 잠열재를 5∼

30% wt로 제조하여 실험한 결과로 저온에서 고온

으로 온도증가에 따라 점성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으며, 저온상태에서 증가폭은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보고하 다. 잠열 미립자의 상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적특성 분석을 시차주

사열량분석기, 입도 분석기를 사용하 으며, 표면

특성은 전자현미경, 액적분포는 공학현미경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용기 내에서 잠열

농식품 유통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잠열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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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특성 실험은 Masuda 등이 상변화 물질이 담긴

용기의 열전달현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

며, Kansawa 등은 서로 다른 상변화 온도를 가지

는 상변화 물질을 사용한 축냉 모듈의 열 성능에

관하여 보고하 다. 문 등과 서 등은 용기 내에 상

변화 물질의 융해 특성과 열전달 특성을 살펴본 바

있으며, 축열재 용기 내, 외의 전열 특성은 Chen

등이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잠열재 개발을 위

해서는 제조방법에 따른 상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축냉열시 층 분리나 과냉각 현상이 작으면서 상변

화 사이클에 의한 잠열량 감소가 작은 값을 가지

고, 농산물 유통시 설정온도에 따른 상변화 온도

시간을유지하는잠열재를개발해야한다. 

잠열재의 종류 및 국내 응용분야

잠열재의 종류

잠열재의 분류방법은 구성 물질에 따라 유기물

과 무기물 또는 이들 물질의 혼합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잠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축열 물질은 물(얼음)이며, 현재 축

열 시스템의 대부분은 물을 잠열재로 사용하고 있

다. 물은 단위 체적에 비해 많은 열(334.72 kJ/kg)

을 저장할 수 있고, 환경에 무해하며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잠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0℃에서 상변화가 이뤄지므로 그 이하의

온도가 필요한 저온 축열 시스템 적용에는 추가적

인 냉동기가 필요하다. 또한 냉열을 수송하려 할

경우, 얼음은 배관 내에서 서로 엉겨 붙어서 덩어

리로변하기때문에유동이불가능한단점이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송등은유기잠

열재 (C28H58), 무기물 잠열재 (H3COONaㆍ

3H2SO4·10H2O, H2O-NaOH)에 수돗물과 일반유

기물(borax, acrylic polymer) 등을 혼합한 잠열재

를 제시하 다. 망초(sodium sulfate decahydrate,

Na2SO4·10H2O)를 잠열 축냉재로 사용하여 과냉

각과 상 분리 현상을 반복 실험하여 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융점이 5.8℃인 테트라데칸[CH3(CH2)

12CH3]을 사용하 다. 이 등은 C14H30, C15H32,

C16H34 등과 같은 파라핀 계열의 축열재에 대해 빙

점, 잠열, 비용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 으며, 또한

식ㆍ의약품 저온 저장을 위해 H2O - NaOH 혼합형

잠열재의 냉축열 특성을 구명한 바 있다. 김 등은

잠열 축열재로서 트리메틸아민(TMA, tri-methyl-

amine) 30% - 물계 포접화합물에 대하여 질량 농

도별로 첨가제를 첨가하 을 때 상변화 특성에 대

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 TMA(CH3/3N)에 관한

잠열재 연구는 Patterson 등 과 Felising 등이 잠열

특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 고, 테트라데칸

잠열재를 20% wt, 30% wt, 40% wt로 제조하여 상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슬러리로 제조할 수 있

는 한계농도와 펌프에 의한 수송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40% wt가 가장 적합한 농도로 여겨진다고

보고하 다. 

냉·난방분야

PCM을 이용한 건물 냉방에는 국내의 경우 이미

소형 및 중대형 빙축열시스템이 활발히 공급되고

있다. 건물 난방분야에 PCM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는 Fig. 2의 (a)와 같이 사무실 또는 주거용 건물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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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Paraffin계

Table 3. 일반유기물



에판넬형식의 PCM 층을도입하여낮에는외부로

부터의 온열을 흡수하면서 내부 공간으로의 열 이

동을 차단시키고, 밤에는 외부로부터의 냉열을 차

단시키고내부공간의보온을유지하는시스템으로

벽체의 두께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단열성능을 얻

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바닥 난방에 익숙한 국내사정에 적합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Fig. 2의 (b)와 같이 건물 바닥에

PCM 층을설치하고태양열또는히트펌프등의열

원으로 축열시켜 난방에 이용하는 방법이며, 최근

에 국외에서도 바닥 난방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

로 태양열과 연계한 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Fig. 2

의 (c)는 PCM을 이용한 축열식 보일러로 심야전

기, 폐열에 의해 축열하고 온수순환에 의한 난방방

식을 취하고 있다. Fig. 2의 (d)는 자동차에 응용되

고 있는 방법으로 운전시에는 엔진냉각수 열원에

의해 축열하고 장시간 정지 후(48시간 이내) 승차

시에 축열된 열원을 이용하여 차 내부의 난방을 신

속하게이루게하는아이디어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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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 구조에의 PCM 이용 (b) 바닥 구조에의 PCM 이용

(c) PCM 이용 축열식 보일러 (d) PCM 이용 순간 난방기

Fig. 2. 냉·난방 분야에서의 이용



Heat Sink

최근 개인용 PC를 비롯하여 W/S급 컴퓨터에 이

르기까지 CPU의 고성능화 및 각종 그래픽 또는 동

상 지원기능이 강화되면서 processor와 graphic

card에 대한 냉각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heat sink는 압축성형 또는 브레징

방법에 의해 fin을 부착하고 fan에 의해 강제대류

로 냉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Fig. 3의

(a)에서처럼 PCM을 이용하여 냉각성능의 안정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Fig. 3의 (b)는 실제 제작된 CPU 냉각용 heat

sink 모듈을보여주고있다.

생활산업분야

Fig. 4의 (a)는 기능성 의복에 PCM을 응용한 예

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의 fiber에 미세 캡슐 형태

의 PCM을 투입하여 활동시(운동)에 발생되는 열

을 저장하 다가 휴식시에 열을 방출하여 보온효

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스키복, 특수군복에 적용되

고 있다. 이 밖에도 고열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자를

위한 보냉 의복, 한냉기후에 알맞은 보온 의복 등

에도 적용되고 있다. Fig. 4의 (b)는 음식 serving에

적용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음식물의 보냉, 보온유

지를위하여사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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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M Heat Sink 개요 (b) Heat Sink 모듈

Fig. 3. PCM이용 Heat Sink 

(a) PCM을 이용한 기능성 의복 (b) PCM을 이용한 음식의 보냉·보온

Fig. 4. 생활산업분야에서의 이용



식품산업분야(냉동·냉장, 유통)

현재 국내의 유통산업은 규모면이나 질적인 면

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

히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

하여 인스턴트식품(fast food)류, 육류, 냉동생선류

및 채소류 등의 저온유통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 장·단거리 운반수단으로 사용

되는 냉동차량 및 저온저장창고, 쇼케이스, 소포장

용 냉동 BOX 등에 관련된 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

장을거듭하고있다. 

결 론

최근 들어 자연 친화적인 소비에너지 개발과 폐

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기술 등

이 선진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절감 및 폐기물 바다 투기 금지

등이 국제 규약으로 제정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열저장 및 수송과 폐열 재활용 연구가 산

업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식품의

저장 ㆍ유통분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본

고찰이 향후 식품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단순하게 냉장 및 냉동에서의

열에너지 저장 및 수송으로 사용하 으나 향후 저

온 및 고온용 잠열재로 응용한 결과로 각각 농식품

품목대상의 유통 및 저장 조건별 표준화 및 규격화

된 잠열재 제조기술개발, 신속한 이동형 축냉 및

축열 시스템 구축, 유통 및 저장 설비 개선 등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

구결과를 농식품 유통 및 저장에 적용하여 새로운

유통 및 저장체계를 산업화함으로써 농식품 선도

유지는 물론 에너지 절감형 유통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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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식품 냉장 및 냉동 수송 유통에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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