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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type photovoltaic/thermal (PV/T) collectors attached to ducts beneath the solar panels are 

devices that can recover heat while the panel cools. By contrast, water-type PV/T is easily used 

because the air of an air-type PV/T has a lower heat capacity than water.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nstallation of ribs as a way to increase the heat recovery capacity of 

air through ducts. In this study, a protrusion with a non-uniform cross-section was selected to 

increase the contact area of the air side as well as to promote turbulence.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drop according to different shape conditions. As a result,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was improved by 1.3- to 1.9-fol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protrusion installation. However, the pressure drops also increased from 2.534- to 4.685-fol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identify those factors of the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that 

consider both the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As a result, the maximum heat-recoverable 

shape condition achieved the largest performance coefficient value of 1.24 when e/H = 0.16, 

P/e = 20, and Wp/e = 5.

Keywords: 공기식 태양광/열 집열기(Air-type photovoltaic thermal collector), 돌출부
(Protrusion), 전산 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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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p : Specific heat (J/kgK)

Dh : Hydraulic diameter (m)

f : Friction factor (-)

h :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H : Height (m)

kf : Thermal conductivity (W/mK)

L : Length (m)

Nu : Nusselt Number (-)

P : Pitch (m)

ΔP : Pressure drop (Pa)

Pr : Prandtl number (-)

Re : Reynolds number (-)

T : Temperature (℃)

THPP :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parameter (-)

V : Air velocity (m/s)

W : Width (m)

그리스 문자

α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Γ : Molecular thermal diffusivity (m2/s)

ρ : Density (kg/m3)

μ : Viscosity (Ns/m2)

τ : Deviatoric stress tensor (Pa)

φ : Viscous dissipation (W/m3)

하첨자

air : Air

avg : Average

in : Inlet

out :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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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rotrusion

s : Smooth duct

t : Turbulent

1. 서 론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은 이유로는 패널의 방향 및 설치 각도, 그리고 패널 자체 성능도 영향을 미

치지만, 태양광 패널의 고온화 현상에 의해 발전효율이 많이 감소한다. 이때 태양광 패널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적

으로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패널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역으로 태양광 발전효율이 저하된다. 이러한 패널 

고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이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직접 살수를 통한 냉각 

등의 방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 모두 패널을 냉각시켜 발전효율 저하 방지에 효과를 보였으나, 냉각

과정에서 제거된 열은 모두 대기 중으로 버려진다. 따라서 이를 회수하여 냉난방 시스템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PV/T (PV/T, Photovoltaic thermal)는 태양광 패널 후면부에 덕트나 배관을 설치해서 유체를 흘려보내 패널에

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킴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회수된 열로 온수나 가열 공기를 변환하여 주로 난방 및 급탕

으로 사용한다. 그중에서 후면에 관(Pipe)을 설치하여 유체를 직접 흘려보내 패널의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액체식 PV/T과 덕트를 설치해서 공기를 흘려보내 열을 제거하는 기체식 PV/T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제거된 

열을 그냥 버리기 보다는 냉난방열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 기체식 PV/T의 경우가 더 높

은 온도 레벨의 열원을 얻을 수가 있어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기 열원이 수열원보다 열용량이 

낮아 PV 패널 냉각성능에 다소 불리한 문제점을 갖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덕트 내에서 전열을 촉진하는 구

조체를 설치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체의 형상과 설치 조건에 따라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에서 연구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eo et al.1)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덕트에 홈(groove), 배플(baffle), 물결(wave) 모양의 립(Rib) 설치 각도

에 따른 열전달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고, groove 60°인 형상에서 가장 높은 성능계수 값을 도출하였다. Abhay 

et al.2)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흡수판 후면부에 수평형 사각형 립의 설치 간격에 따른 수치해석 수행 및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열전달 성능이 최소 37.84%에서 최대 112.85%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Singh et al.3)은 Square 

wave shaped rib과 Multiple broken transverse rib 형상에 따른 CFD 해석 및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비교하

였고, 열 효율은 각각 44.26%, 71.64% ~ 72.25%의 결과를 보였다.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실험 연구의 경우 Kim et al.4) 흡열판에 삼각 개구부가 설치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의 실험 연구를 통해 실제 기상조건에서 개구부 설치로 14℃ ~ 18℃ 온도 상승을 확인하였고, 집열 성능 증진 

효과를 입증하였다. Son et al.5)은 공기 열원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chambered-rib 형상의 덕트를 제작하고 기

존 덕트와 비교하여 열전달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Abdul-Malik et al.6)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덕트 

내 V-shaped rib 설치 각도에 따른 연구를, Jaurker et al.7)은 사각 덕트 내 rib-groove 설치에 따른 실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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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집열기의 열전달 성능과 마찰계수 상관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Yu et al.8)은 공기식 PV/T 하부 공기 덕트 채널 내에 타공 배플(baffle)이 설치된 집열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다양한 형상 조건에 따른 집열기 내 공기 흐름 균일성 및 열성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기존 공기식 

PV/T 대비 출구온도는 1.45배, 열효율은 39.6% (469 Wth) ~ 42.7% (506.7 Wth)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Kim 

et al.9)은 기존 PV 패널 사이 흡열 동판을 설치하여 내부로 더 많은 태양열이 유입할 수 있는 공기식 PV/T를 설

계 및 제작하였으며, 실제 기상조건에서 개발된 공기식 PV/T에 관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구 유량에 따

른 열효율은 26% ~ 45%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저항체, 립(rib), 배플(baffle), 핀(fin)과 같이 공기 덕트 형상 변화를 통해 공기

식 PV/T 성능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강제로 난류를 형성하기 위한 저항체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

루었다. 공기식 PV/T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난류 촉진뿐만 아니라 

전열 면적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a) Electrical efficiency for PV/T air collector (b) Variation of overall efficiency for PV/T air collector

Fig. 1 Experimental results of prior research about air-type PV/T with non-uniform cross-section protrusion

Fig. 1은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가 설치된 공기식 PV/T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덕트 내부에서 공기가 유

동할 때 수직단면이 삼각형이며, 전열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돌출부 사이를 공기가 유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

이 확보된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에 대한 전열 성능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입구 유량에 따라 공기 

온도는 5.21℃ ~ 33.96℃까지 상승하였고, 열효율은 30.97% ~ 59.91%, 전기효율은 11.05% ~ 16.27%, 시스템 총 

효율은 최소 46.24%에서 75.3%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0). 위 결과를 통해 비균일 단면이 설치를 통해 공기식 

PV/T의 성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출부 높이와 설치 간격, 그리고 돌출부 너비와 

같이 설치 조건에 따라 열전달 성능 및 압력강하가 모두 변하므로,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모델링 및 CFD를 통해 

열전달 성능 및 압력강하, 성능계수를 산출하여 최대 열 획득이 가능한 최적 구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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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모델 및 방법

2.1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가 설치된 공기식 PV/T에서 해당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열전달 및 압력강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수치해석 모델은 흡열판 후면부에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

출부가 공기 유동의 수평 방향(∇-∇)으로 대칭인 공기식 PV/T 모델링 작업 수행 및 시뮬레이션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해당 집열기 모델의 치수는 총 길이(L, Length) 1,542 mm, 너비(W, Width) 800 mm, 높이 

(H, Height) 50 mm이였다. 그리고 ‘ASHRAE Standard 93-2002’11)에서 제시한 안정적 시험을 위한 최소 이격 

거리는 시험부 길이 480 mm를 기준으로 입구 길이  , 출구 길이   에 맞추어 각각 708 mm, 

354 mm 이상을 확보하여 기류의 영향을 최소화한 덕트로 구성하였다. 입구 측 덕트는 입구 측 유입 공기의 완전 

(a) Schematic view (Test section)

(b) Front view

(c) Side view

Fig. 2 Schematic of the air type PV/T with non-uniform cross-section protr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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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유동을 형성하고 출구 측 덕트의 경우 시험부를 지난 공기의 유동 교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사를 

받는 시험부에서는 변화량이 많은 일사량 대신에 1000 W/m2의 일정한 열 유속 조건으로 고정하였다.

2.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기식 태양광/열 집열기 하부 덕트 내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전열 성

능을 분석하기 위해 ANSYS Fluent 17.2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수치 모델의 상세 치수 

및 설치 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 1 Parameter of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s on air type photovoltaic thermal

Parameter Value

Duct size

Length, L [mm]

Entrance 708

Test section 480

Exit 354

Width, W [mm] 800

Height, H [mm] 50

Heat flux [W/m2] 1000

Prandtl No. [-] 0.71432

Reynolds No. [-] 8000

Inlet velocity [m/s] 1.4169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가 설치된 공기식 PV/T의 모델링 작업은 ANSYS FLUENT 17.2에 내장된 

‘Design Modeler’를 사용하였다. 선 공기 유동 영역 및 돌출부는 모두 덕트 주재료인 알루미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입·출구 및 전열부를 제외한 나머지 벽면은 완전 단열로 가정하였다.

Table 2는 무차원 설치 조건을 나타낸 표이며, 돌출부 설치 조건의 경우 시험부 치수에 맞춰 돌출부가 균일하

게 설치되도록 상대 돌출부 높이(e/H) 조건 3가지, 상대 돌출부 설치 간격(P/e) 4가지, 상대 돌출부 너비(Wp/e) 

조건 3가지로 총 36가지의 설치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공기식 PV/T에 설치되는 돌출부 개수 

및 Line 수는 덕트 높이(H)를 기준으로 돌출부 높이(e)에 따라 설치 간격(P) 및 돌출부 넓이(Wp)가 각각 정해지

며 Line 개수는 2 ~ 40개, Line 당 돌출부 설치 개수는 최소 20개에서 최대 400개까지 설치된다.

Table 2 Dimensionless variables of protrusion

Parameter Value

e/H [-] 0.04, 0.08, 0.16

P/e [-] 6, 10, 15, 20 

Wp/e [-]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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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생성을 위해 ‘Size Function’ 설정 중 ‘Proximity and Curvature’ 지정하여 Mesh를 생성하였으며, Fig. 3

은 수치해석 영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a)는 돌출부 개수가 가장 많은 설치 조건인 e/H = 0.04, P/e = 6, 

Wp/e = 1에 대한 Mesh 생성 후 해석 영역이며, Fig. 3(b)는 돌출부 개수가 가장 적은 설치 조건인 e/H = 0.16, 

P/e = 20, Wp/e = 5의 해석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Mesh는 돌출부 개수에 따라 정해지며 최소 31,870개에서 최

대 2,155,755개까지 생성되었다. 또한 돌출부 설치 영역에 Mesh가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a) e/H = 0.04, P/e = 6, Wp/e = 1

(b) e/H = 0.16, P/e = 20, Wp/e = 5

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mesh generation

Table 3은 공기 온도 300 K (=26.85℃)에 대한 물성치를 나타냈다. 시뮬레이션 유동 조건에 있어서 Reynolds 

수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Reynolds 수의 범위를 2000 ~ 14000의 중간값인 8000으로 고정하였으며12-14), 

수력직경(Dh)은 입구 측 전면부 덕트의 폭 및 높이를 사용하면 식(1)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덕트로 유

동하는 공기 유속은 식(2)를 속도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면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한 결과 

수력직경은 0.09 m, 공기 유속은 1.41 m/s이다.

Table 3 Properties of working fluid (air)

Properties Working fluid (air)

Specific heat [J/kg�K] 1006.3

Thermal conductivity [W/m�K] 0.026107

Density [kg/m3] 1.1771

Dynamic viscosity [kg/m�s] 1.8531 e-0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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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돌출부가 설치된 덕트를 지나는 공기 흐름은 압축성 유체에 대한 시간 독립적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근거하였으

며, 운동방정식(Momentum equation)은 정상 상태의 비압축성 유동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Navier-Stokes 방

정식을 사용하였다. 에너지 방정식(Energy equation)은 유입 공기가 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기의 온도 변

화에 따른 열전달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아래의 식(4)는 연속방정식, 식(5)는 운동방정식, 그리고 식(6)은 

에너지 방정식을 나타낸다.15)



 
  (4)




 







 








 

 








  (5)








 






 


  (6)

2.3 난류 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유동 조건이 난류 영역에 속하므로 전산해석 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돌출부가 설치

되지 않은 smooth duct에 다양한 난류해석 모델을 선정한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열전달 성능을 확인하

였다. 난류 모델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검증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으며16,17), 난류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서는 smooth duct에서의 열전달 성능을 나타내는 Dittus-Boelter 식의 결과 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가장 적은 

k-ε RNG & Enhanced wall treatment 난류 모델을 선정하였다. Fig. 4에 이들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Fig. 4 Prediction of Nusselt number by various turbul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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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열전달 성능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열 집열기 하부 공기 덕트 내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열전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무차원수인 Nusselt 수와 열전달률로 비교하였다. Nusselt 수는 CFD 해석 결과와 식(7)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기층 열전달 계수(hair)를 계산할 때는 해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전열부의 평균 열전달 계수 값을 사용

하였고, 공기 측 열전도도(kf)는 공기가 300 K (=26.85℃)일 때의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열전달 성능 향상 정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끄러운 덕트(smooth duct)의 열전달 성능과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열전달 성능을 다

음 식(8)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18,19).

 



 (7)

  Pr (8)

Fig. 5(a)는 설치 간격에 따른 열전달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돌출부 설치 조건에 대체로 유사한 열전달 

성능을 보였으며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 성능이 점차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Nusselt 수는 37.93에서 

48.5의 범위 값을 보였다. 상대 높이(e/H) 및 상대 너비(Wp/e)가 증가할수록 열전달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 높이 증가(e/H) 공기 유동 시 난류가 형성되어 더 많은 열전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반면에 설치 간격(P/e)의 경우 상대 높이(e/H)가 낮은 0.04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상대 높이(e/H) 

0.08 ~ 0.16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설치 간격은 덕트 내 설치되는 돌출부 설치 개수에 반비

례하므로 전열부 접촉 면적이 감소하여 열전달 성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 Heat transfer (b) Heat transfer enhancement

Fig. 5 Comparison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air duct with various protrus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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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b)는 smooth duct 대비 돌출부 설치에 따른 열전달 성능 향상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 1.4배에

서 최대 1.8배까지 열전달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치 간격에 따른 열전달 향상 정도는 Nu 수 변화

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상대 높이(e/H) 및 상대 너비(Wp/e)가 증가할수록, 설치 간격(P/e)이 

감소할수록 열전달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3.2 압력강하

태양광/열 집열기에 부착된 공기 덕트에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를 설치하면 열전달 성능은 향상되지만, 

유동 저항이 발생함에 따라 압력강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CFD 해석 결과로부터 덕트 입�출구 압력차에 관한 값들을 정리하면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에서 상대 높이(e/H)가 낮을 때 압력강하 증감 정도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상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차

는 점차 큰 폭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압력차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변화량을 비교하면 상대 높이(e/H) 

0.04일 경우 10%, 0.08일 때 25%, 0.16일 때 58% 값을 보이며, 상대 높이(e/H) 증가에 따라 보다 큰 압력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치 간격(P/e)이나 돌출부 너비(Wp/e)에 의한 변화량은 미미하다.

Table 4 Effect of pressure drop with shape conditions of protrusion 

e/H P/e Wp/e ΔP e/H P/e Wp/e ΔP e/H P/e Wp/e ΔP

0.04

6 1 0.584

0.08

6 1 0.718

0.16

6 1 0.977

6 2 0.576 6 2 0.714 6 2 0.949

6 5 0.573 6 5 0.711 6 5 0.92

10 1 0.58 10 1 0.683 10 1 0.842

10 2 0.575 10 2 0.66 10 2 0.805

10 5 0.563 10 5 0.652 10 5 0.777

15 1 0.563 15 1 0.63 15 1 0.714

15 2 0.55 15 2 0.607 15 2 0.691

15 5 0.546 15 5 0.604 15 5 0.68

20 1 0.549 20 1 0.595 20 1 0.648

20 2 0.534 20 2 0.577 20 2 0.625

20 5 0.53 20 5 0.574 20 5 0.617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식(9)의 Darcy-Weisbach 식에 대입하면 마찰손실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열

전달 성능과 마찬가지로 압력강하 증가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식(10)의 Blasius 식을 이

용하여 smooth duct와 입구 및 출구의 압력강하 정도를 비교하였다.



공기식 태양광/열 집열기 내 공기층에서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전열 성능에 관한 분석 _ 문광암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1, 2021 89

  










 (9)

    (10)

Fig. 6(a)는 설치 간격(P/e)에 따른 마찰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설치 조

건에 따라 열전달 성능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마찰계수는 최소 0.0208에서 최대 0.0383의 값을 보였다. 

상대 높이(e/H)의 증가로 마찰계수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 유동 시 저항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게다가 설치 간격(P/e)의 증가로 돌출부 개수가 감소하여 유동 저항 횟수가 그만큼 적어지므로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상대 너비(Wp/e)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돌출부의 횡렬의 총 단면적은 같지만 각 돌출부 사이를 빠져나가는 유동 가능 면적이 감소하여 국부적인 유동 

저항이 더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6(b)는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마찰계수의 증가 정도를 보여주는데, 최소 2.5배에서 최대 4.6배 증가하였

다. 마찰계수의 증가 정도 또한 열전달 성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마찰계수의 경

우 상대 높이(e/H) 및 상대 너비(Wp/e)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설치 간격이 줄어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 Friction factor (b) Friction factor increase

Fig. 6 Comparison of friction factor of air duct with various of the protrusion conditions

3.3 성능계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공기 덕트 내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열전달 성능과 압력강하를 확인하

였는데, 열전달 성능이 향상됨에 그만큼 따라 압력강하 증가도 수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전달 성능과 압력

강하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Gee and Webb18)가 제시한 성능계수 식(11)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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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설치 간격(P/e)에 따른 성능계수(THPP) 그래프로, 최소 1.0배에서 최대 1.2배 값의 범위를 보였다.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성능계수의 경우 상대 높이(e/H)가 높아짐에 따라 성능계수가 증가하였으나 점차 상

승 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정 높이까지는 열전달 성능 향상 정도가 더 높으나, 높이가 더 높을 때

는 그 이후 더 큰 압력강하가 수반되어 성능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설치 간격(P/e)이 증가할수록 

성능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열전달 성능 및 마찰계수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설치 간격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능계수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설치 간격(P/e)에 따

른 열전달 성능 향상이 마찰계수 증가보다 더 컸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상대 너비(Wp/e)가 증가할수록 

열전달 성능 향상보다 더 큰 압력강하가 이루어져 성능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parameter of various protrusion conditions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성능계수가 가장 높은 설치 조건은 상대 높이 e/H = 0.16 (e = 8 mm), P/e = 20 (P = 

160 mm), Wp/e = 5 (Wp = 40mm)일 때 가장 높은 성능계수 값을 가졌다. 이는 공기 덕트 내에 돌출부를 설치

함으로써 열전달 성능 향상보다 더 큰 압력강하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기에, 향후 돌출부 설치 선정

을 위한 추가적인 열전달 성능 및 압력강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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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 발생한 열의 회수가 가능한 공기식 PV/T 덕트 내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

가 설치되었을 때,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열전달 성능 및 압력강하, 그리고 성능계수를 통해 최대 열 회수가 

가능한 최적 설치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공기 덕트 내 설치되는 비균일 단면을 갖는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라 smooth duct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1.8배까지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설치 조건에 따라 상대 높이(e/H)가 높을수록, 설치 간격

(P/e)이 넓을수록, 상대 너비(Wp/e)가 클수록 열전달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2) 돌출부 설치 조건에 따른 압력강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마찰계수를 이용했을 때, 마찰계수가 최소 2.5

배에서 최대 4.6배까지 증가하였고 설치 조건에 따른 압력강하 증감은 열전달 성능 향상과 유사한 경향

성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3) 돌출부 설치에 따른 열전달 성능 향상 및 압력강하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성능계수(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parameter)를 확인하였는데 설치 조건에 따라 최소 1.0배에서 1.2배의 값을 보

였으며 높이가 높을수록, 설치 간격이 조밀할수록, 돌출부 너비가 클수록 성능계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최대 열 회수가 가능한 최적 설치 조건은 상대 높이(e/H)가 0.16, 설치 간격(P/e)이 20, 상대 너

비(Wp/e)가 5일 때 가장 큰 성능계수 값을 가졌다. 

(4) 공기식 PV/T 덕트 내 돌출부 부착으로 기존 smooth duct보다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열전달 성능 향상에 따라 더 큰 압력강하를 수반하므로 설치 조건에 따른 열효율 및 상관관계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기상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 분

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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