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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behavior of a building in response to heat input from an active solar space heating 
system is analys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variable storage tank temperature on the cycling rate, 
on and off temperature of a heating cycle and on the comfort characteristics of room air temperature. 
A computer simulation of the system behavior has been performed and verified by comparisons with 
various parameters.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system's performance when 
subjected to dynamic cooling loads. The heat input to the absorption system is provided by an array 
of solar collectors that coupled to a thermal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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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집열 면적[㎡]

 : 태양열 의존율

 : 열전달비 [heat removal factor]

 : 열손실 계수 [W/㎡℃]

 : 건물총열전달계수 [W/K]

아직 해석데이타 수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용을 논문의 내용을 제대로 게재하지 못한 점

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추후 수정기간에 

Full-paper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서 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고 사람들의 생활 수

준이 향상되면서 자원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한정성으로 인한 에너

지 고갈 위기 및 화석연료의 환경오염에 따른 영

향으로, 대체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수입의존도 

96.7%(2004), CO2 배출 세계 9위(2004)라는 에너

지 소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무한정의 미래 에

너지 확보 및 산업구조의 전환은 필수적인 요소

가 되고 있다.(1)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청정무한 에너지인 태

양에너지는 미래에너지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왔

다. 태양에너지는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에너지에 비해 지역적 편중이 적은 분산형 

에너지라는 장점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낮고 에

너지 생산 또한 간헐적이라 안정적 공급이 어려

3446



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을 

통해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에 이

르고 있다.
그 중 태양열 이용기술 개발의 저온 분야의 경

우, 첨단소재 개발을 통해 고효율, 저가화에 집중

하여 미국, 일본, 유럽, 호주에 걸쳐 태양열집열

기를 활용한 온수급탕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생산, 
보급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이미 보급

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난방에너지 소비

량이 온수급탕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난방으로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추가

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2)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태양

열시스템 설계 및 분석용 프로그램의 하나인 

TRNSYS(Transient System Simulation)를 이용하였

다. 태양열 시스템의 여러 가지 설계변수 중 난

방설정온도, 급탕설정온도 및 축열조 용량이 시

스템의 태양열 의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시스템 개요 및 모델링

2.1 시스템의 개요

본 연구에서 해석대상으로 기존의 설비형 태양

열시스템 중 하나인 보조열원과 축열조가 직렬로 

연결된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Fig. 1에는 시스템

의 개략도를, Table 1에서는 시스템 구성요소별 

주요 제원을 나타내었다. 본 태양열시스템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50 liter를 일일급탕량으로 

설정하였다.
기상데이타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진주지역(북

위 35.2°, 동경 127°)의 2005년도 시간별 수평면전

일사량과 외기온도를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

다.
태양열시스템에서 무엇보다 먼저 선정되어야 

할 부분은 열부하량일 것이다. 이를 위해 4인 가

족이 사용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건물평수를 30
평으로 선정하여 난방부하면적을 24평(79.2m2), 
건물 총열전달계수()를 1200 kJ/hr ․K으로 계산

하였다. 
Yoon(3)은 에너지자립 주거건물의 설계에 관해 

연구하였고, 여기서는 에너지자립 주거건물에서

Fig. 1 Shematic Diagram of Solar System

제시한 전형적인 국내 주택의 연간에너지소비

율를 참조로 난방 연간소비율을 128 kWh/m2․yr로, 
급탕부하량을 29 kWh/m2․yr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태양열시스템에 난방설정온도 22℃ 및 

급탕부하온도 60℃에 맞추어 적정공급유량를 

0.02 kg/s·m2로 선정하였고, 축열탱크 용량은  

2000 kg로, 높이는 2.5m로 가정하였다.







Table 1 System design parameters 

본 연구에서 태양열 집열기와 펌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차온제어기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축열조와 집열기의 온도차에 따라 펌프의 작용 

유무를 결정하여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차온제어기는 설정온도 1℃에 따라 펌프의 작동

시간 및 집열량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시스템 전반적인 컴포넌

트간의 상관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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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umption Profile (HOT 1)

(b) Consumption Profile (HOT 2)

(c) Consumption Profile (HOT 3)
Fig. 3 Hot Water draw profiles

에서는 시스템의 효율 측면으로 고려하여  

= 10℃,  = 2℃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분석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난방 및 급탕부하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난방의 경우는 일일동안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하도록 설정하였고, 급탕의 경우는 

그 사용형태가 다양한 것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

은 부하패턴에 따라 해석를 수행하였다.
적절한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부하패턴을 고

려해야 하며 여기서는 N. Cardinale가 제시한 모

델(HOT 3)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모델들(HOT 
1, HOT 2)은 다른 형태의 부하패턴 및 시스템의 

특성파악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태양열 시스템의 열성능은 연평균 태양열 의존

율(Solar Fraction)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시스

템에 공급되어진 유용한 태양에너지의 비율로서 

시스템에 사용되어진 총부하량 중 태양에너지로 

절약할 수 있는 정도이다. 태양열시스템의 장기

성능예측 및 경제성 분석 등에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여기서,  는 총부하량을,  는 보조열

원을 통해 공급된 열량을,  는 태양으로부

터 시스템에 전달되어진 열량을 의미한다.

3.1 부하패턴에 따른 변화 

Fig. 4에서는 2005년도 진주지역의 전일사량과 

외기 온도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추이를 살

펴보면, 월별 평균기온은 최소 0℃에서 최고 2
6℃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전일사량은 

9.765 ~ 21.807 MJ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연
평균일사량이 3449 kcal/m2․day로 전국 연평균일사

량 3079 kcal/m2․day보다 높다. 특히 여름철인 6~8
월보다 3~5월에 획득량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여름철의 기후특성상 장마 및 태풍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Fig. 3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부하패

턴에 따른 월별 태양열 의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 태양열 의존율의 형태가 월별 평균온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각 부하패턴별로 살펴보면 HOT 1은 45.6% 

~ 94.8%, HOT 2는 43.1% ~ 91.6%, HOT 3은 

45.1% ~ 89.3%로, 세 패턴 모두 45% ~ 91% 사이

에서 1 ~ 4% 내외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급탕부하량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난방부하량이 동일한 온도로 동일하

Fig. 4 Monthly average ambient conditions in 
Jinju(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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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monthly solar fraction 
according to solar energy and auxiliary energy 
with consumption profiles(Ac=5.28 m2, 
Flowrate=360 kg/hr)

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하

여 보면 연평균 태양열 의존율은 각각 69.5%, 
66.4%, 67.6%로 HOT 1이 다른 부하패턴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급탕부하사용시간대가 

일사량으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는 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HOT 2와 HOT 3는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HOT 3이 HOT 2에 비해 6 ~ 9월 사이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나머지 달에서는 오히려 낮

게 나타난다. Table 3에서 두 부하패턴의 태양열 

의존율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는 5, 6,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일사량은 654.22, 557.42, 
378.24 MJ로 값의 편차가 크지만 외기온도는 

18.08, 23.22, 23.37℃로서 21.56℃라는 평균값을 

얻는다.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6 ~ 9월의 월평균

기온의 분포가 높고, 나머지 달에서는 낮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21.56℃ 주위로 그 편차가 커질수

록 부하패턴의 영향에 따른 변화가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하사용량이 특정시

간대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HOT 2의 경우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급탕으로 쓰여지는 보조열원부

하량이 HOT 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계절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Qsolar는 태양으로부터 획득한 에너지량, 
Qaux는 보조열원에서 공급되어진 에너지량을 나

타낸다. 겨울철은 월별에너지 소비량이 35000 ~ 
40000 MJ을,  여름철은 15000 ~ 20000 MJ으로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Fig. 5 Variations of monthly solar fraction with 
consumption profiles (Ac=5.28 m2, Flowrate=360
kg/hr)

다. 이 중 태양으로부터 획득하는 양은 일사량

의 형태와 거의 흡사하다. 
Fig. 7은 난방과 급탕에서 사용되어지는 보조열

원의 에너지 소비량을 도시하고 있다. 연간 난방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기온도가 낮은 겨

울철에 사용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태양

열 시스템은 겨울철에 사용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급탕보조열원으로부터 에너지는 매달 거의 유

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탕 설정온도 및 

급탕사용시간대로 인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Fig. 7 Variations of monthly solar fraction 
according to Auxiliary Energy between house 
and hot water with consumption profiles(Ac=5.28 
m2, Flowrate=360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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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난방설정온도의 변화 

Fig. 8 Variations of monthly solar fraction with 
set temperature of house(Ac=5.28 m2, 
Flowrate=360 kg/hr)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인자는 바로 부하량의 설

정일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시스템에서 부

하량의 84.8%는 난방부하량이다. 난방설정온도에 

따른 영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Fig. 8에서는 난방설정온도에 따른 

월별 태양열의존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난
방설정온도가 18~20℃인 구간은 비교적 태양열의

존도의 차이가 3% 내외로 적고, 22~26℃인 구간

은 5% 내외로 그 형태가 유사하다.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20~22℃사이의 구간이다. 겨울

철 태양열의존도의 차이가 무려 30% 정도의 차

이를 보이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피

고자 Table 4에서 난방설정온도에 따른 연평균 

태양열 의존율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20~21℃구간에서 14.7% 정도의 급격한 편차를 보

이고 있다. 

Table 4 Variation of Annual solar Fraction 
and Setting Temperature of House and Hot 
Water

3.5 축열조 크기의 변화 

Fig. 9 Variations of annual solar fraction and 
set temperature for space heating(Ac=5.28 m2, 
Flowrate=288 kg/hr)

Fig. 9에서는 축열조의 크기에 따른 변화를 도

시화하고 있다. 축열조의 용량을 2, 4, 8 ton로, 
난방설정온도를 18 ~ 24℃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4에서는 축열조용량이 2 ton
인 경우를 나타내었는데 용량이 커질수록 그 편

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에서는 축열조 크기에 따른 태양열 의존

율을 도시하였다. 이는 Fig. 8에서 난방설정온도

와 태양열 의존율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형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에는 편차가 없으나 

겨울철에는 ton당 3~4%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결국 축열조 용량 즉, 태양으로부터 축열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량이 클수록 태양에너지분담

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축열조 

Fig. 10 Variations of annual solar fraction and 
capacity of storage tank(Ac=5.28 m2, 
Flowrate=288 kg/hr)

3450



용량이 태양열 의존율의 편차를 결정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난방 및 급탕부하를 고려한 태양열온수급탕시

스템의 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하패턴, 난방 

및 급탕의 설정온도, 축열조용량 등의 변수를 변

화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다. 
(1) 부하패턴에 있어서, 태양에너지를 획득하는 

낮 시간대에서 멀어질수록, 부하량이 특정시간대

에 편중되어 있을수록 보조열원의 부하량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
(2)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인자는 총

부량이며, 부하량과 직접 관계된 난방설정온도와 

급탕설정온도에 따라 태양열 의존율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 난방부하량:급탕부하량의 비가 

4.41:1로서 난방부하량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며, 특히 난방설정온도가 20~21℃ 영역에서 

1℃변화에 14.7%의 태양열 의존율 편차를 보였

다.
(3) 축열탱크의 용량이 커질수록 20~21℃영역

에서의 태양열 의존율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 결국 축열탱크의 용량은 태양열 의존

율의 편차와 반비례하며, 이는 보다 시스템을 안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6. 후 기

본 연구의 일부는 2단계 BK21 대학원육성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

으며,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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