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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mporal and spa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heat storage mortar made of porous feldspar was

measured and the thermal properties and electricity consumption were analyzed. For the experiment, two real size

chambers (control model and test model) with hot water pipes were constructed. Two large scale models with hot

water pipes were constructed. The surface temperature change of the heat storage layer was remotely monitored

during the heating and cooling process using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and temperature sensor. The

temperature increased from 20oC to 30oC under the heating condition. The temperature of the heat storage layer of

the test model was 2.0-3.5oC higher than the control model and the time to reach the target temperature was

shortened. As the distance from the hot water pipe increased, the temperature gap increased from 4.0oC to 4.8oC.

The power consumed until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heat storage layer reached 30oC was 2.2 times that of the

control model. From the heating experiment, the stepwise temperature and electricity consumption were calculated,

and the electricity consumption of the heat storage layer of the test model was reduced by 66%. In the cooling

experiment,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heat storage layer of the test model was maintained 2oC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model. The heat storage effect of the porous feldspar mortar was confirmed by the temperature

experiment. With considering that the time to reheat the heat storage layer is extended, the energy efficiency will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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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구조의 장석과 주택 시방기준으로 제작된 바닥 축열층 모르타르의 열적 특성과 소비전력을 비교하였다. 실

험을 위해 온수관이 설치된 2개의 실대형 모형을 제작하였다. 자외선 열화상 온도와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가열과 냉

각과정에서 축열층의 온도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시험동의 축열층은 20oC-30oC 구간의 온도 범위의 가열조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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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oC 높은 온도를 보였고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온수관에서 멀어질수록 4-4.8oC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장석 기반의 모르타르 축열층이 열적 평형에 빨리 도달하는 것을 지시한다. 가열 온도 30oC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비전력은 2.2배 차이를 보였고 단계별 온도 상승에서 소비전력은 66% 절감되었다. 냉각에서 시험동의 표면

온도는 지속해서 2oC 이상 높았고 축열로 인해 보일러의 재가동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 효율은 더

증가할 것이다.

주요어 : 다공질 장석, 모르타르, 축열, 소비전력

1. 서 언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에너지는 전체 사

용량의 20% 이상이며, 향후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함께

한국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

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로 설정하고

‘기후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정책에서 2025년까지 건축물

에너지 분야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012년까지 현 수준 대비 30% 감소, 2017년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의 60%까지 감축을 거쳐 2025

년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012년을 기준으로 13,000개

이상의 패시브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별 난방

소비량은 평균 9.2 kWh/m2·yr로 독일 일반주택의 평균

난방에너지 소비량인 170 kWh/m2·yr와 비교할 때 5%

수준에 불과하다(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2). 제로에너지 빌딩이나 패

시브하우스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비를 90% 이상 감축한 건물로서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를 활

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

건축을 지칭한다. 더 나아가 독일은 패시브하우스를 ‘실

내공기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선한 공기의 사

후가열과 냉각만으로 열적 쾌적감을 줄 수 있는 건물’

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히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경제

성과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동시에 만족하는 표준적 건

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요소는 외형과 배치, 창호, 벽

체, 바닥, 환기, 출입문, 난방 시설, 태양열 이용, 최상

층 단열, 열분배 시스템과 제어 등으로 다양하며, 무엇

보다 열적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의 이용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Jung, 2016). 건축물

은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장기간 누적되므로 시공단계의 설비

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주거환경의 관점에서는 도심

지의 인구 밀집으로 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세대 간 갈

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층간소음은 단순

한 마찰이 아닌 공동체의 갈등과 사회 범죄로 확대되

고 있어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공동주

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4. 6.

3.) 제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e)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주목받으

면서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건축재료에 관한 관심

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곰팡이

서식 등의 주거환경개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천연의 산업광물을 기반

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음, 진동, 항균, 탈취,

축열 및 단열 등의 복합기능 재료의 가공과 시공을 위

한 기술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도되었다. 그동안

의 친환경 재료는 단일 기능에 치중되어 상용화에 걸

림돌이 되었고 비싼 재료의 사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하

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에서 다공질 장석을 축열층 시공에 적합한 모래

와 바인더 입자 크기로 분체한 후 소성 가공하였다.

장석의 다공체 구조로 인해 비표면적이 증가하며, 체

적특성은 감소하고 표면특성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전

기/자기적, 광학적 성질이 발현된다(Park & Lee,

2000). 특히, 장석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흔

한 자연계 물질이며 산업광물로서 유리, 도료 등의 제

조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 특성과 용도에 관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다공질 장석의 기

능성과 활용분야에 대한 재평가는 자원의 가치를 재고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석의 광물구조는 일차적으로 Al과 Si의 배열-비배

열, 쌍정, 연정 및 이들의 복합적 구조와 연관되고

(Parsons, 1994; Smith & Brown, 1988; Deer et

al., 2001), 이차적으로 풍화와 변질에 의한 미세구조로

구분된다. 연구에서는 장석반정을 포함하는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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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의 a)을 사용하였는데 풍화과정에서 장석의 표면

에 미세한 공극이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Fig. 1의 b).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무기질 결합제의 제조는 고온 소

성법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Fig. 1의 (c)와 같

이 600oC 이상의 온도에서 장석 표면은 용융으로 다

공질의 구조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여 연구에 사용한

장석 분말을 480oC에서 20분간 소성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을 위해 두 개의 실대형 모형 건물을 지은 후

하나의 모형은 주택시공기준의 배합비에 따라 축열층

을 시공하였고(기준동), 다른 하나는 다공성 장석을 이

용한 축열층을 제작하였다(시험동). 축열층이 완전히 건

조된 후 온수관을 통한 가열과 냉각실험을 실시하였고

시간적, 공간적 온도변화를 토대로 축열, 열전도율, 단

열효과를 검증하였다.

2. 실험모형 제작

2.1.기준동(control model)과 시험동(test model)

설치

에너지 사용량과 열전도를 관찰을 위한 모형으로는

외부 온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 높이 3.5 m 면적 80 m2

넓이의 경량 단열패널 컨테이너를 시공하였고(Fig. 2-a)

내부에 가로×세로×높이를 3 m×4 m×3 m으로 하여 무

량판구조의 철근콘크리트 모형 2개 동(기준동과 시험

동)을 제작하였다. 모형의 바닥과 기둥, 천장은 국토교

통부 기준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 200 mm으로

제작하였고 벽체는 150 mm 두께의 단열패널로 제작하

여 내부의 온도가 보존되도록 시공하였다. 또한, 기초

지반의 온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형은 지상에서

50 cm 높이로 이격하였다(Fig. 2-b).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이용한 모르타르 축열층(기준

동)과 다공성 장석을 이용한 축열층(시험동)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2개의 실대형 모형의 바닥면에 “소음방

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19호)”의 바닥 상세단면도(Fig. 3-a)를 기초로

30 mm 완충단열재를 시설하고 상부에 경량기포콘크리

트 50 mm를 시공하였다(Fig. 3-b). 재령 2주가 지난

후 축열과 열전도 실험을 위해 250 mm 간격으로 온

수관을 설치하고 축열을 위한 모르타르를 시공하였다

(Fig. 3-c). 온수 공급을 위한 보일러는 2 kW 용량의

전기보일러를 기준동과 시험동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였

고 소비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상 2선식 적산전력계

Fig. 1. (a) porphyritic texture of feldspar, (b) Porous structure observed in weathered feldspar, (c) melting structure of the

heated feldspar (> 600oC). 

Fig. 2. Photographs of buildings constructed for heat storag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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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일러와 직접 연결하였다.

2.2. 축열층 모르타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단열재와 경량기포 콘크리

트를 시공하고 14일 후 온수 배관을 설치하였다. 1, 2

차 모두 기준동은 모래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3:1 비

율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제작하고 두께 50 mm로 시공

하였다. 시험동은 평균 입경 1.0 mm 크기로 제작한

다공성 장석 모래와 40 µm 입경의 규산염 분말과 시

멘트를 2:1로 혼합하여 분말 바인더를 만들고 이를 장

석 모래와 3:1 비율로 배합하고 0.1%의 수용성 고화

제를 첨가한 모르타르를 제작한 후 온수관이 설치된

부분에 50 mm 두께로 시공하였다. 동일 실험 조건을

위해 기준동과 시험동은 동시에 시공하였고 재령 28일

이 지난 후 소음, 진동 및 열전도 특성에 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축열층은 재료의 배합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제

작하였고 회차별로 열전도실험을 수행하였다. 다공성

장석의 최적 배합비 산정을 위해 1차 실험에 사용한

축열층(단열재+경량기포+바닥 모르타르)을 제거한 후

다른 배합비의 모르타르를 제작하고 1차와 같은 방법

으로 축열층을 재시공하였다. Fig. 4는 1차, 2차 모형

실험에서 사용한 축열층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나타낸

것으로 기준동의 배합비는 같고, 시험동은 골재로 사

용한 모래 크기의 다공성 장석 비율을 10% 줄이는 한

편 분말 바인더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3. 실험 방법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다공성 장석 모르타르의 축열

과 소비전력을 비교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축열층의 가열과 냉각과정 동안의 온도변화

를 바닥에 고정한 온도계로 모니터링하고 보일러의 전

기사용량을 측정하였다.

3.1. 기온 변화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2017년

2월 10일(1차)과 2017년 3월 21일부터 2017년 3월

23일(2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Fig. 5는 축열층의 가열

과 냉각 동안 실험동 외부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Fig. 3. Construction details of the bottom storage layer.

Fig. 4. Mixing ratio of mortar materials for heat storag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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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동과 실험동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열 건축물을

제작하였다. 온수공급과정은 경량패널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7-8oC로 유지하고 2중으로 단열하였으나 냉각

과정에는 창호를 개방하여 열 손실 차이가 발생할 여

지가 있다. 기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몰 후 열전

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1차 실험에서 외부 온도 차이

는 최대 6oC 정도의 차였는데 기준동에 비해 시험동이

낮은 기온 조건이었다. 2차 실험은 기준동의 기온이 최

대 3oC가 높았다.

3.2. 축열층의 표면 온도 관찰

적외선 열화상 관찰을 위해 일반 모르타르로 시공한

기준동과 다공성 장석을 이용한 시험동 모두에 슬라이

드캠을 설치하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한 후

축열층의 가열과 냉각과정의 온도변화를 모니터링하였

다. 외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메라와 바닥까지

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초점거리와 시야각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차 모형실험에서 열화상 측정은

IR 분해능 320×240픽셀을 가지는 FLIR(미)의 T335

모델을 사용하였고 2차 실험은 IR 분해능 640×480픽

셀의 FLIR A615 모델을 사용하였다(Fig. 6). 측정 온

도의 범위와 오차는 각각 20-150oC와 0.1oC 이하로

열전달 실험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보일러의 운전에 따른 온도변화와 전력사용량을 파

Fig. 5. Changes in temperature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Fig. 6. Photo of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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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축열층에 80 cm 간격으로 천공한 후 온

도계를 설치하고 2주에 걸쳐 가열과 냉각의 반복 과정

온도변화와 소비전력을 실시간 원격으로 측정하였다.

원격계측을 위해서는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의 확

장 GPIO(General Purpose IO) 포트를 이용하여 온

도, 진동, 소음 센서를 부착하였고, 측정된 자료는 무

선공유기를 사용하여 인터넷망에 전송하여 클라우드 서

비스에 데이터를 저장하였다(Ferdoush and Li, 2014;

Choi et al., 2016). 라즈베리파이의 무선 인터넷 환경

접속은 USB 타입의 무선랜 카드를 이용하였다. 적외

선 열화상 분석을 위한 가열과 냉각 동안 사용된 전력

사용량은 적산전력계를 통해 확인하였고, 유지관리 동

안 사용된 총 전력량은 CCTV를 통해 전력계 영상을

송신 받아 계산하였다(Fig. 7). 이 논문은 축열층의 가

열과 냉각과정에서 열화상 정보와 고정 센스로부터 획

득한 온도변화와 전력사용량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4. 열전도 실험결과

4.1. 가열 및 냉각과정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축열층의 온도변화

측정은 3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1차 실험은 재령 28일

후에도 축열층에 남아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3일

간 40oC의 온수를 공급하여 건조한 후 24시간 동안

냉각하였다.

1차 실험은 기준동과 시험동에 55oC의 온수를 3시

간 공급하였고 축열층의 표면 최고온도가 되었을 때

온수 공급을 차단하고 창호를 개방하여 냉각과정의 온

도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열 실험은 축열층 표면이

15oC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단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3

시간 동안 온수를 공급하며 실시간 온도변화를 관찰하

였다. 2차 실험은 2회에 걸쳐 45oC의 온수와 보일러의

최고 공급온도에 해당하는 65oC의 온수를 공급하며 온

도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8과 Fig. 9는 가열과 냉각

과정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색도를 동일하게 구

성하기 위해 각 픽셀의 온도 자료를 시간대별로 추출

하고 크리깅(kriging) 공간보간법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Fig. 8의 (a)는 55oC 온수를 공급한 1차 가열 실험

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열 후 2분 이내에 관

로 주변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축열층 내부에 시

설된 배관의 실제 규격과 같은 크기의 열화상을 볼 수

있다. 가열 10분 후 다공성 장석을 적용한 모형에서

관로에 인접한 부분의 온도가 2oC 정도 온도가 높아지

며, 30분과 60분 후는 관로 사이의 축열제 부분의 온

도가 기준동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열 2시간 영상에서 기준동과 시험동의 최대온도는

3oC 차이가 나며 기준동의 경우 관로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곡선 부분의 온도는 17.5oC 인 것에 반해 시험동

은 22.3oC로 4.8oC의 차이가 난다. 3시간의 가열에서

관로 인접부의 최대온도는 거의 동일하나 관로에서 가

장 떨어져 있는 12.5 cm 지점의 온도는 4oC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지속해서 온수를 공급하면 축열제의

온도는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으나 상당한 시간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가열 실험에서 축열층의 최대온도는 37oC에 도달하

였고, 온수 공급을 중단한 채 창호(단열)를 개방하고

냉각과정의 온도를 관찰하였다. Fig. 8의 (b)는 냉각

중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기준동은 온수관에서 거

리가 먼 곳부터 냉각되며 60분 후에는 관로 인접부와

관로의 온도가 거의 같아져 관로가 배열된 모양이 불

분명해졌다. 냉각 2시간과 3시간 후 축열제의 온도는

Fig. 7. A schematic diagram of real-time measurement using raspberry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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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1oC와 18oC로 가열 실험 이전 상태에 근접하였

다. 한편 다공성 장석을 적용한 시험동은 축열에 의해

관로 주변의 온도가 기준동에 비해 2oC 이상 높았고,

3시간의 냉각 후에도 23oC 이상의 온도를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살펴보면 가열 180분의 기준

동 축열층의 온도는 시험동 130분과 유사하며 50분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180분 냉각 시 시험동의 온도

는 기준동 100분과 유사하며 80분 정도 냉각이 지연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2차 실험은 평균 입경이 40 µm 크기의 다공성 장석

분말을 증가시킨 배합비의 축열층과 기준동에 대한 온

도변화를 관찰하였고, 2회에 걸쳐 45oC와 65oC 온수

를 공급하였다. Fig. 9는 45oC 온수의 공급과정과 냉

각과정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차 실험과 같이

같은 조건의 가열과정에서 온도의 상승 속도가 빠르고

온수 배관을 중심으로 열전달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기준동의 냉각은 축열층의 냉각으로 배관의 모습이 뚜

렷해지며 100분 이후로는 축열층의 냉각으로 배관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반면 시험동은 축열로 인해 배관

주변의 온도가 기준동에 비해 3.5oC 이상 높고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에서 배관의 흔적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65oC의 온수를 공급한 3회 실험의 가열과정은

45oC와 유사하였고 냉각과정 중 실대형 모형 외부의

경량패널 건축물의 단열이 개방되어 냉각과정의 온도

변화는 제외하였다. 동일한 시간대의 1차 시험동 축열

층의 온도와 비교하면 가열과정은 장석모래 함량이 높은

1차의 시험동 축열층에서 온도가 빨리 상승하여 축열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냉각과정은 유사하였다.

4.2. 소비전력

실대형 모형의 온수 공급은 전기보일러를 이용하였

으며 내부 코일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보일러의

Fig. 8. Temperature changes during heating and cooling cycles of the heat storage layer under supplying 55oC ho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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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 정지되고 설정된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재가동

된다.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

가 에너지 절감이며 보일러의 전기사용량을 이용하여

다공성 장석을 활용한 축열층의 효율을 파악하였다. 소

비전력은 보일러 자체의 사용량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연구에서는 보일러의 전기사용량을 포함한 소비전력을

산정하였다. 사용량은 보일러에 공급되는 전력선에 개

별적으로 한국전력 인증의 아날로그 적산전력계를 설

치하고 서버와 동기화된 CCTV를 통하여 실시간 사용

량을 확인하였다. Fig. 10-Fig. 12는 적외선 열화상 관

찰 동안에 기준동과 시험동의 온수 배관에서 같은 거

리에 위치한 온도계의 평균온도와 소비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실험 온도와 소비전력은 Fig. 10에 제시하였다.

기준동은 가열 후 100분까지 시험동과 비교하면 온도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며, 30oC 이상의 온도에서는 온

도 증가율이 감소한다. 반면 기준동은 20oC까지 시험

동과 유사한 온도상승률을 보이나 이후는 시험동에 비

해 낮은 상승률을 보여준다. 3시간의 가열 시간 동안

보일러의 소비전력은 두 개의 모형에서 같았으나 목표

온도를 30oC로 설정하면 Fig. 10의 A와 같이 시험동

의 보일러는 70분만에 중지되는 것에 반해 기준동의

보일러는 170분까지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이 때 가열

시작부터 70분과 160분까지 소비된 전력은 각각

3.22 kWh와 7.36 kWh로 2.3배 차이가 난다. 3시간 가

열에서 최고온도는 기준동이 31.6oC였고 시험동은

34.4oC였다. 냉각과정에서 기준동의 온도감소율이 크게

관찰되었고 보일러의 재가동 온도를 25oC로 가정하면

기준동은 240분에 재가동 되는 것에 반해 시험동은

290분에 재가동된다.

Fig. 11은 2차 모형실험에서 45oC의 온수를 공급한

후 온도와 소비전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축열층의

Fig. 9. Temperature changes during heating and cooling cycles of the heat storage layer under supplying 45oC hot water.

Fig. 10. Temperature changes and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heating and cooling stages of the heat storag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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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는 배관에서 10 cm 떨어진 지점에서 매 30초 단

위로 계측하였다. 배관을 통해 60분간 온수를 공급하

였는데 가열 종료시 시험동 축열층의 온도는 22.5oC에

도달하였고 기준동은 19.8oC이었다. 시험동 보일러의

운전을 중단하고 기준동 축열층의 온도가 22.5oC가 될

때까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였고 75분에 22.3oC에 도

달하였다. 60분까지 사용한 소비전력은 2.83 kWh로 같

았고 60분부터 75분까지 추가로 가열된 전력은

0.52 kWh 이었다(Fig. 11의 1, 3). 75분부터 200분까

지 창호를 개방하고 축열층을 냉각하였고 200분에 시

험동의 온도는 14.2oC까지 떨어졌고 기준동은 12.5oC

까지 내려갔다. 이후 기준동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14.2oC까지 가열하였고 1.07kWh의 전력이 소모되었다

(Fig. 11의 2, 4).

Fig. 12는 2차 모형실험에서 65oC의 온수를 공급한

축열실험의 결과로 가열과정 온도와 소비전력을 나타

낸 것이다. 4시간 동안 연속해서 온수를 공급하였고 기

준동과 시험동의 축열층 온도는 35.4oC와 39.2oC가 되

었고 소비된 전력은 11.2 kWh였다. 시험동의 온수공급

을 중단하고 기준동의 온도가 시험동과 같아질 때까지

추가로 가열하였고 이때 소비된 전력은 2.9 kWh 였다.

5. 토 의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은 비례하며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

의 경우 전체 에너지의 사용량 중 20% 이상을 건축물

이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2). 최근 들어 생활환경의 변화와 개선된 주거환경

에 대한 요구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의존도는 증가

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재

연구는 필수적이다.

산업에 이용되는 광물자원 일부는 방습, 탈취 등 환

경개선 분야에 이용되고 있고 고에너지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품으로 상용화되었으나 개별적인 기능

에 특화된 제품군이 대부분이며 별도의 시공법과 경제

Fig. 11. Temperature changes and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heating and cooling stages of the heat storage layer.

Fig. 12. Temperature changes and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heating stages of the heat storage layer.



168 김성욱 ·고대홍 ·최은경 ·김성환 ·김태형 ·이규환 ·조진우

성 부족으로 확대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석을 이용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복합기능성 재료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시도되었고 그 중 바닥 축열층에 사

용되는 모르타르의 열적 특성에 관한 실험 결과를 기

술하였다.

5.1. 다공성 장석 모르타르의 축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난방은 바닥에

온수를 순환시켜 발생한 복사열로 실내벽체의 표면 온

도를 높이는 온돌 난방을 사용하며 복사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수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방열을 일정하게 공

급하여 바닥과 실내온도의 차이를 줄여야 하며 바닥

축열층의 열전도 불량하면 보일러의 과다사용으로 인

한 과다한 에너지가 소비된다.

현재 사용되는 바닥 난방기는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자동으로 가동/중지되며 가열 시 열전달과 냉각 시 축

열 정도에 따라 운전시간이 달라진다. Fig. 11에서 냉

각 동안 기준동과 시험동 축열층의 온도는 약 2oC 정

도의 차이가 있다. 실험에서 2개 모형의 축열층을 같

은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기준동 보일러는 1.04 kWh

의 전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60분 동안 시험동 축열층

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한 소비전력(2.85 kWh)의 36%

에 해당한다. Fig. 13은 65oC의 온수를 공급한 가열실

험(Fig. 12)의 결과로부터 누적 전력사용량과 매 1oC마

다 사용량을 계산한 것으로 기준동과 시험동의 전기사

용량은 축열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예시

적으로 시험동은 14oC에서 15oC까지 온도를 상승시키

는데 0.16 kWh를 소비하였고 기준동은 0.28 kWh를 소

비되어 표면 온도를 1oC 올리기 위해 57%의 전기가

추가되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사용량은 증가하여

29oC에서 30oC까지 1oC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시험

동과 기준동은 각각 0.48 kWh와 0.73 kWh의 전력을

소비하여 66%의 차이를 보였다.

축열층의 가열과 냉각 실험과정에서 시험동는 기준

동보다 2-4oC 범위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다. 보일

러의 자동운전/정지 온도 범위를 25oC-30oC로 가정하

면 시험동은 70분 가열 후 290분까지 운전이 중지되

며 기준동은 170분까지 가열된 후 240분에 재가동되

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Fig. 10). 실험에서 제시된

온도변화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온수 조건에서

시험동 축열층은 열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

난방열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실험에서 보

일러의 단속 없이 연속해서 3시간을 가열하였고 거의

모든 주택에서 실내온도에 따른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

용하여 가열/냉각 범위를 선택적으로 운용되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축열에 의한 열의 보존 시간이 기

존의 시멘트 모르타르로 제작된 축열층에 비해 상당

시간 연장되는 것으로 볼 때 운용 중 보일러의 가동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료원의 경제성은 축열층의 시공과 사용 기간과 운

용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비용 평가를 위해 자

동온도조절장치와 연계하여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열

전도와 온도구배 그리고 소비전력에 대한 평가가 병행

되어야 한다. 한편, 난방의 성능은 냉방과 연계되어 있

는데 난방은 축열층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실내온도

를 높이는 과정이고 냉방은 역으로 실내로 공급된 에

너지가 바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축열층

의 열전달 기능은 난방과 냉방에 모두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Kim, 2012). 다공성 장석으로 제작된

모르타르의 냉방 시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절

기 동안 이에 대한 실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제로에너지 빌딩과 패시브하우스에 필요한 단

열은 국내 건축기준의 3배 이상이 요구되며 건축물 에

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변화 물질(PCM;

phase change material)을 이용한 축열층 연구 등과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Fig. 13. Temperature change and cumulative (1oC step)

electricity consumption of heat storage layer due to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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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합비율

바닥 축열층으로 이용되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는 탄

산염계 광물을 기반으로 제조되며 경제성과 시공편의

성에서 활용빈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

을 고려한 수요자들의 요구와 이에 부합하기 위한 순

화자원의 활용과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기술이 개발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규산염계 광물과 점토

광물을 이용하여 시멘트의 사용량을 대체하기 위한 결

합제와 고화제를 이용하여 탄산염계 시멘트에 비해 낮

은 압축강도와 표면경도를 보완하기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카올린을 주성분으로 한 고령토를

포함한 콘크리트 모르타르 연구(Choi et al., 2000;

Hwang et al., 2006; Lee et al., 2009) 등에서 규산

염광물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콘크리트 포졸란

반응에 관계되는 반응재료로 메타카올린의 효과(Brooks

& Megat Johari, 2001)와 크리프 및 소성 수축 연구

(Gleize et al., 2007)를 통해 표면경도가 개선된 결과

를 보였으나 경화 과정에서의 수축현상과 시공 단계의

증가로 실무적용이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택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미장, 조적, 바닥용 등 용

도에 따라 일정 범위의 압축강도가 요구되므로 재령기

간 중 다공성 장석 모르타르의 강도 특성을 파악하였

다. 기준동과 시험동의 축열층 모르타르 시공 시 직경

5 cm, 높이 10 cm 규격의 시편을 제작하였고 재령 21

일과 28일에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기준동 축열

층 시편의 압축강도는 재령 21일 기준으로 10 MPa 이

하였고 재령 28일이 지난 후 10.4-14.1 MPa 범위를

보였다. 시험동 축열층은 재령 21일 기준으로 최소 압

축강도가 12.7 MPa이었고 28일에는 16.8-22.9 MPa 범

위의 압축강도가 측정되어 기준동에 비해 최대 70%

이상 증가된 결과를 보여준다(Table 1). 압축강도는 시

멘트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축열

층의 전체 체적 중 기준동의 시멘트 함량은 시험동에

비해 5% 많고, 골재를 제외한 축열층의 바인더(시멘트

+장석 파우더) 제작에서 시멘트 비율을 70% 줄이고

0.1%의 규산염 고화제를 첨가하였다(Fig. 4). 결합에

기여하는 고화제는 함수비, 화학조성 등과 같이 재료

의 종류에 따라 압축과 표면강도의 기여도가 상이하며

20-30% 정도의 압축강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Kim et al., 2015) 실험에 사용한 축열층의 배합

비에서 30-70%의 강도 증가를 확인하였다. 1, 2차 시

험동 축열층의 제작에서 다공성 장석 모래와 분말의

배합비율을 다르게 하였고 가열-냉각실험에서 장석 모

래의 함량이 높은 1차 모형은 2차 모형에 비해 가열

과정의 소비전력이 감소하였다. 비교동 축열층의 압축

강도는 일반적인 주택의 시공기준으로 제작한 기준동

에 비해 30%의 여유가 있고, 향후의 실험에서 장석

모래의 구성비를 증가시킨 축열층의 열전도 실험을 계

획 중이다.

6. 결 론

다공성 구조의 장석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실대형 모

형 제작과 축열층을 시공하고 주택 시공기준의 기준동

과 대비하여 열전달 및 소비전력에 관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동의 축열층은 온수관으로부터 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지속적인 가열에서 도달한 최고온도 0.5oC

미만이었으나 보일러 가동 조건의 온도에서는 평균 2-

3.5oC의 온도 차이를 보였고 온수관에서 멀어질수록 4-

4.8oC 차이는 증가하였다. 이는 시험동 축열층이 열적

평형에 빨리 도달하는 것을 지시한다. 가열 온도 30oC

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비전력은 2.2배 차이를 보였고

단계별 온도 상승에서 소비전력은 66% 절감되었다.

냉각실험에서 시험동의 축열층 표면온도는 기준동에

비해 지속해서 2oC 이상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고 이러

한 축열 효과로 인해 보일러의 재가동 시간이 연장되

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 효율은 더 증가할 것이다.

온실가스의 총량은 에너지 사용량과 비례하므로 연구

성과의 실용화는 CO2 배출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Table 1.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specimens

Test order
Curing age

(day)
Number

Compressive strength (MPa) 

Control model Test model

1st
21 2 8.7 13.2

28 2 14.1 19.4

2nd
21 2 8.3 15.9

28 2 13.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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