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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lar air–water heater is a combined system of air-type and water-type collectors and a 

composite collector that can produce hot water and heated air in one system. Although it can 

maximize heat acquisition by transferring some of the heat lost from the absorbent plate and 

pipe toward the air duct, the heat acquisition is low due to the low heat capacity. To address this 

problem,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using turbulent promoters in ducts.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air-side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the solar air–water heater, perforated fins 

on the bottom side of the absorption plate were arranged in various arrangements. Thereafte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flow conditions, and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improved by at least 1.24 times to a maximum of 2.21 times, 

and that the pressure drop was in the range of 4.10 ~ 7.38 times, confirming the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parameter (THPP). In the case of the performance coefficient, when perforated 

fins were attached side by side to the pipe, the highest performance coefficient was 1.18.

Keywords: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Solar air-water heater), 타공 핀(Perforated fins), 전산 유
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배치(arrangement), 열전달(Hea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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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설명

Cp : Specific heat [J/kgK]

Dh : Hydraulic diameter [m]

f : Friction factor [-]

hf :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I : Turbulent intensity [%]

k : Thermal conductivity [W/mK]

Nu : Nusselt number [-]

Re : Reynold’s number [-]

P : Pressure [Pa]

Pr : Prandtl number [-]

T : Fluid temperature [°C]

THPP : Thermal hydraulic parameter performance [-]

u, v, w : velocity vector [m/s]

V : air velocity [m/s]

x, y, z : axis direction

그리스 기호 설명

ρ : Density [kg/m3]

하첨자 설명

emp: Empirical formula

s : smooth duct

sim : Simulation

1. 서 론

정부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

맵’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의무기준과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중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 중 태양열을 이용한 비집광형 집열기의 경우 크게 액체식과 공기식 집열기로 분류된

다. 액체식 집열기의 경우 공기식 집열기보다 열용량 및 열전도율이 높아 더 많은 열을 획득할 수 있지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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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초과하는 열 에너지는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공기 열원을 이용하는 경우 공간 난방 

및 곡류 건조 등 이용되고 있지만, 액체식보다 낮은 열용량 특성을 가지므로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열전달 성

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저항체나 핀과 같

이 공기 유동부에 난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는 단일 열원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는 종래 태양열 집열기와 달리 가열 공기와 온수 모두 획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냉·난방 설비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태양열 온수 제조기와 다르게 손실 열의 일부가 공기로 전달되므로 집열효율 향상과 

여름철 과열 방지를 통한 수명 장기화 등의 장점이 있다.

유동 공기의 전열 성능향상을 위해 공기 채널 내 저항체의 형상 및 배치에 따른 수치해석 연구가 진행된 바 있

으며, Choi et al.1) 공기식 PV/T 모듈 내의 공기 채널 내 저항체의 다양한 형상 조건 및 배치에 따른 전열 성능을 

수치해석으로 평가하였고, 최대 1.86의 값을 보였다. Yu et al.2)은 집열기 내 베플을 적용하여 해당 베플의 각도, 

길이, 높이, 간격, 타공 개구율에 따른 열성능을 분석하는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대 출구 온도는 1.45 

배, 열 획득량은 19.4 Wth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hn et al.3)은 Y (100°)자 형태의 립에 대한 수치해석

을 통해 면적에 비례한 열전달 계수와 마찰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Ahn et al.4)은 평판형 집열기 덕트부에 열

전달 향상장치를 삽입하여 실험하였으며, 유체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이 향상과 동반되는 압력강하의 증

가를 확인하였다. Adhay et al.5)은 공기식 태양열 흡수판 후면에 Square rib의 설치 간격에 따라 평균 누셀 수 

(Nu)가 37.84 ~ 112.85%로 시스템의 열전달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Jaurker et al.6)은 실험을 통해 

사각 덕트에 Rib-groove 설치에 따른 마찰계수와 열전달 성능의 관계식을 제시하였으며, Rib-groove 배열에 

따라 최적의 압력강하 대비 열전달 증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Arun et al.7)은 Modified DPSC (Dual 

purpose solar collector)의 열 효율 향상을 위하여 덕트부에 삼각 핀을 설치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조건에서 공기 및 물의 유동에 대해 높은 열 획득과 열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기 측 열전달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Shandal et al.8)은 DPSC의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고, 60°의 각도로 Triangular 

fin을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핀에 의해 공기 유속 감소에 따른 열 획득량 증가를 확인했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

여 2.23 %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Mohite9)는 사각 fin이 설치된 DPSC 전산해석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Baissi et al.10)은 타공 삼각핀이 설치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전산해석 및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핀 형상 

조건에 따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기 유동부에 저항체 설치로 인한 열전달의 향상 및 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

지만 타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복합적으로 열 획득이 가능한 DPSC의 열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종래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에서 흡수판 상부로 열이 손실되며, 해당 열원을 공기측으로 회수하기 위해 

흡수판 하부에 공기 유동이 가능한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서는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흡수판 상부로 손실되는 열을 공기로 회수하고 공기 채널 내 난류 촉진을 위한 타공 삼

각핀 배치에 따른 전열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 유체해석에 근거하여 최적 배치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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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모델 및 방법

2.1 수치해석 모델

(a) Isometric view of solar air-water heater

(b) Front view

(c) Side view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olar air-water heater

Fig. 1(a)은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의 개념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① 유리 덮개, ② 흡수판, ③ 타공 삼각핀, 

④ 단열재, ⑤ 덕트로 구성되어 있다. ②는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의 흡수판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배관부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부에 공기가 유동할 수 있도록 ⑤ 덕트를 부착하여 공기 채널을 형성하고, ②흡

수판 후면에 ③ 타공 삼각핀이 부착되어 공기 유로에서 난류 촉진제의 역할을 도모한다. 또한 본 해석에 사용되

는 모델은 대칭 구조를 가지므로 해석의 간편화를 위해 집열기 중앙부를 기준으로 Symmetric model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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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b)에서는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의 전면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공기가 유

동할 수 있는 덕트와 물이 유동하는 배관부가 각각 분리된 구조를 가지며, Fig. 1(c)은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의 

측면도 그림으로 작동 유체인 공기와 물이 병행류로 유동하며 작동 유체 간의 열전달만 이루어지도록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흡수판 후면부에 설치되는 타공 삼각핀 배치에 따른 전열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본 해석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상용 전산 유체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 2021 R211)를 사용

하였으며, 본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에 대한 치수는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Dimensions of the solar air-water collector on symmetric model

Parameter Value

Air channel

Length [mm] 1,800

Width [mm] 1,000

Height [mm] 50

Pipe section
Diameter [mm] 10

Pitch [mm] 100

Table 2는 시뮬레이션의 경계조건을 나타낸 표로 유동 조건은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핀 배치에 따른 공기층 

전열 성능분석을 위해 공기측은 레이놀즈수 4,000 ~ 20,000의 범위로 5가지, 물 측은 국내 액체식 태양열 집열

기의 실험인정 규격인 KS B 8295를 참고하여 총 유량이 2.16 L/min의 조건으로 각 분기 관으로 유동되며, 실제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의 분기 관 개수 9개를 고려하여 분기관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0.24 L/min이다. 덕트 및 

배관으로 유동하는 작동 유체의 입구 온도는 공기와 물 모두 300 K이며, 전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흡수판 상

부로 동일한 1,000 W/m2의 열 유속 조건을 부여하였다. 난류 모델 해석 시 필요한 난류 강도의 경우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1)

Table 2 Parameter of working fluid and boundary conditions

Parameter Value

Air

Prantdl number [-] 0.71432

Reynold’s number [-] 4,000 ~ 20,000

Velocity [m/s] 0.66 ~ 3.30

Turbulent intensity [%] 4.639 ~ 5.673

Water
Prantl number [-] 5.5141

Flow-rate for each pipe [L/min] 0.24

Heat flux [W/m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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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방법

(1) 지배방정식

타공 핀이 설치되는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하부 덕트를 지나는 공기 유동의 경우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Continuity equation











   (2)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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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nserva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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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류 모델 선정

본 시뮬레이션 해석에서 선정한 Re 수의 범위는 4,000 ~ 20,000의 범위로 난류에 속하게 된다. ANSYS Fluent

에 여러 가지 난류 모델이 프로그래밍 되어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는12,13) 실제 조건과 가장 유사한 모델을 선

정하기 위해 실험식과 비교하여 오차가 낮은 모델을 선정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식(7)인 Dittus-Bolter 식과 비

교해 나온 결과와 각 저항체 후보군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후 결과를 비교하여 평균 퍼센트 오차가 가장 낮은 

난류 모델을 선정하였다. 난류 모델 선정을 위해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P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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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g. 2 Comparison of error factors according to turbulent models

Fig. 2는 난류 모델을 나타낸 그래프로 선행 연구 중 저항체 유동 해석 시 주로 사용되었던 난류 모델들의 평

균 Nu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k-e 난류 모델의 경우 k-w 난류 모델보다 비교적 적은 오차를 보였으며, 그 중 

‘k-e Standard Enhanced wall에서 평균 퍼센트 오차 10.80%로 가장 낮았으며, 본 해석에서 사용될 난류 모델

로 선정하였다.

(3) 배치방식 구분

(a) A type (b) B type (c) C type (d) D type

Fig. 3 Various of the perforated triangle fins arrangement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배치방식을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

였으며, A type의 경우 배관과 배관 사이 흡수판 중앙에 부착되어 공기 유동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 흡수판 부

착형이다. B type의 경우 A type과 달리 배관부에 핀이 배치되는 배관부착형 타입이다. C type은 하나의 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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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 핀들이 흡수판과 배관과 관계없이 공기 유동의 수직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 타입이다. 마지막으로 D 

type의 경우 A type과 B type의 복합형으로 흡수판과 배관에 핀이 Zigzag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Table 3 Installation interval and number according to the arrangements on symmetric model

Type Horizontal pitch [mm] Vertical pitch [mm] Number of fins Number of elements

A 100 100 85 5,432,961

B 100 100 68 5,877,168

C 50 100 153 5,903,499

D 100 200 77 5,677,389

Fig. 4 Computational domain and mesh generation

Table 3은 타공 삼각핀의 설치 간격 및 설치 개수를 정리한 표를 나타내었다. A type과 B type의 타공 삼각핀 

설치 간격은 횡 간격 100 mm, 종 간격 100 mm 으로 선정하였으며, C type은 공기 유동의 수직 방향으로 나란

히 설치되어 핀 중심 간의 거리는 50 mm, D type의 경우 Zigzag 형태로 종 간격 200 mm로 배치하였다. 설치 개

수의 경우 Symmetric section에 설치되는 핀을 포함하여 A, B, C, D type 각각 85개, 68개, 153개, 77개의 타공 

삼각핀이 배치되어 있다. Fig. 4는 본 해석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격자를 나타낸 그림으로 배관부와 타공 삼각핀

이 설치되는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mesh를 생성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열전달 성능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타공 삼각핀 배치에 따른 전열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열전달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Nusselt 수를 사용하였고 성능 증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핀이 설치되지 않는 모델에서의 누

셀 수(Nus)를 토대로 비교하였다. 



전산해석을 이용한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공기 채널 내 타공 핀 배치에 따른 전열 성능분석 _ 문광암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2, No. 4, 2022 41

(a) Nusselt number (b) Nusselt number enhancement

Fig. 5 Nusselt number and enhancement of the various perforated triangle fins arrangements

Fig. 5는 핀의 배치에 따른 덕트 내 공기 채널에서 공기의 열전달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 구간에서의 

평균 Nu 값은 A type, D type, B type, C type의 순서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Nu 

값은 40.8 ~ 75.1의 범위 값을 가졌으며, Re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핀의 배치에 따

라 그 편차가 3.8 ~ 5.0으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Fig. 5(b)는 열전달 성능향상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타공 삼각

핀 배치에 따라 최소 24.4%에서 최대 122%까지 증가하였으며, 열전달 성능이 가장 우수한 A type의 경우 Re 

4,000 ~ 8,000구간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으나, Re 12,000 이후 구간부터 가장 높은 열전달 성능을 보였으

며, B type의 경우 Re 4,000 ~ 8,000구간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C type은 Re 8,000구간 이후로 가장 낮은 열전

달 성능을 보였으며, D type의 경우 Re 12,000구간에서 C type, Re 16,000구간에서는 B type보다 열전달 성능

이 높은 것으로 보아 Re 증가에 따른 Nu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Fig. 6은 타공 중심점을 기준으로 타입별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A type은 타공 삼각핀이 설치된 흡수

판 부근에서 주로 열전달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측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B type에서 핀이 부착

된 배관부에서 주로 열전달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type 측면 온도 분포를 보았을 때, 공기가 유동하

는 동안 온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난류가 원활히 형성되지 않아 전열부로부터 열전달량이 가장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C type의 경우 공기 입구 측에서부터 높은 온도 분포를 보였다. 다만 측면도를 보았을 때, 덕

트 중간 이후 구간까지 유입 공기의 일부가 덕트 하부로 유동하는 것으로 보아 A type에 비해 난류 형성 정도가 

낮고 설치 개수 증가로 인해 전열부로 도달하는 공기 유동을 방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D type은 핀이 교차 설치

되어 난류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출구 측에 도달할수록 타공 핀 배면 온도가 높은 것

으로 보아 핀 배면으로의 공기 유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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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a) A type (b) B type (c) C type (d) D type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various arrangements of the fins (Re=12,000)

3.2 압력강하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에 부착된 타공 삼각 핀은 열전달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핀 설치에 따라 공기 유동 

시 저항이 발생하므로 압력강하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배치 및 유동 조건에 따른 압력강

하는 다음 식(9)에 대입하여 마찰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열전달 성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핀이 설치되지 않

았을 때 마찰계수(fs)과 비교하여 압력강하 증감 정도를 확인하였다. 

(a) Friction factor (b) Friction factor enhancement

Fig. 7 Friction factor comparison of air side with respect to obstacl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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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ig. 7은 핀의 배치에 따른 압력강하를 나타낸 그래프로, Fig. 7(a)에서 타공 삼각 핀의 배치 및 유동 조건에 따

라 마찰계수(f)의 값은 0.0514 ~ 0.1365 범위를 가지며, 평균 마찰계수의 경우 C type > A type > D type > B 

type의 순서로 큰 값을 보였다. Fig. 7(b)에서는 핀 배치에 따라 최소 4.10배에서 최대 7.38배까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C type의 경우 유속이 가장 낮은 조건에서 마찰계수 0.137로 가장 큰 압력강하가 발생하였으며, 이

는 핀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흡수판으로 유동되는 공기의 유동 저항면적 증가로 인해 높은 압력강하가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되며, B type과 D type의 경우 핀의 위치가 배관부와 가까워 전열부로 유동하는 공기 저항이 적

어 타 배치에 비해 낮은 압력강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 A type

(b) B type

(c) C type

(d) D type

Fig. 8 Velocity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perforated triangle fins (Re=12,000)

Fig. 8은 배치에 따른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타공 핀 구멍을 지나는 공기가 전열부로 유동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A type 및 C type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열부에 부착된 타공 핀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기 유동 저항면

적이 증가하여 공기 유속이 낮았으며, 배관부에 타공 핀이 배치된 B type의 경우 타 배치와 달리 핀의 영향을 받

지 않아 전열부에서의 공기 유속이 일정하였다. 

3.3 성능계수

앞서 확인한 열전달 성능과 압력강하와 같이 열전달 성능향상에 압력강하의 증가가 수반되며 같은 타공 삼각 

핀을 이용하더라도 배치에 따른 영향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열전달 성능향상과 압력강하 모두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Webb and Gee14)가 제시한 성능계수를 적용하여 핀 배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

음 식(10)에 대입하여 성능계수를 산출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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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parameter according to perforated triangle fins arrangement

Fig. 9는 타공 핀 배치에 따른 성능계수 값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그래프를 통해 타공 핀 배치 조건 및 유

동 조건에 따라 최소 0.69에서 최대 1.18 값의 범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성능계수를 가진 배치 조건은 B type으

로 전 구간에서 다른 배치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앞서 열전달 성능만을 고려하였을 때, A type

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핀 배치로 인해 더 큰 압력강하가 수반되어 결과적으로 성능계수가 B type보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 type의 경우 다량의 핀이 설치되어 전열부 및 배관부로의 공기 유동을 방해하여 

낮은 열전달 성능 및 높은 압력강하를 보여 타 배치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성능계수를 보였다. D type의 

경우 Re 8,000구간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성능계수 값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열 공기 및 온수 모두 생산이 가능한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공기측 전열 성능향상을 위해 

삼각형 타공 핀을 흡수판 후면부에 부착되었을 때, 핀 배치에 따른 열전달 성능 및 압력강하를 비교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성능계수를 통해 최적 배치 조건에 대한 전산 유체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공기층 전열 성능향상을 위해 타공 삼각핀을 흡수판 후면부에 부착되었을 때 배

치 조건 및 유동 조건에 따라 열전달 성능은 최소 24.3%에서 최대 120%까지 증가하였으며, 전 구간 평균 

Nu 수를 비교하였을 때, A type이 가장 큰 열전달 성능을 보였다.

(2) 타공 삼각핀 배치에 따른 압력강하의 경우 열전달 성능이 향상함에 따라 더 큰 압력강하를 수반하였으며, 

전열부로의 공기 유동이 원활한 B type에서 가장 작은 압력강하를 보였다. 타공 핀이 가장 많이 설치된 C 

type의 경우 가장 높은 압력강하와 전열부로의 공기 유동을 방해하여 공기 채널 하부로 공기 유동이 집중

됨을 확인하였다.

(3) 타공 삼각핀 배치에 따른 성능의 경우 B type이 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성능계수를 보였으며, 열전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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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았던 A type의 경우 송풍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인 압력강하가 높아 성능계수 측면

에서는 B type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4)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핀의 위치 관계가 성능계수에 변화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핀 설치에 따른 태양열 공기-물 가열기 공기측 전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핀 설치는 공기측 전열 성능에 있어 전열부로의 공기 유동을 방해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20R1F1A107279411).

REFERENCES

1. Choi, H. W., Fatkhur, R., Kim, Y. B., Son, C. H., Yoon, J. I., and Choi, K. H., CFD Analysis of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with Various Obstacles in Air Channel of Air-Type PV/Thermal Module,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8, No. 2, pp. 33-43, 2018, https://doi.org/10.7836/kses.2018.38.2.033.

2. Yu, J. S., Kim, J. H., and Kim, J. T., A Study for Improving Thermal Performance According to Variables of 

Perforated Baffle in Air-type PVT Collector,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9, No. 6, pp. 

83-91, 2019, https://doi.org/10.7836/kses.2019.39.6.083.

3. Ahn, S. Y. and Kim, K. Y., Effects of Y-shaped Ribs on Heat Transfer Performance and Pressure Drop of a 

Solar Air Heater,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B, Vol. 45, No. 4, pp. 225-235, 

2021, https://doi.org/10.3795/KSME-B.2021.45.4.225.

4. Ahn, S. H., Shin, J. Y., and Son, Y. S.,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a Flat-plate Solar 

Collector with Heat Transfer Enhancement Device,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 37, No. 5, pp. 453-460, 2013, http://dx.doi.org/10.5916/jkosme.2013.37.5.453.

5. Abhay, L., Chandramohan, V. P., and Raju, V. R. K., Numerical Analysis on Solar Air Collector Provided with 

Artificial Square Shaped Roughness for Indirect Type Solar Dryer,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190, 

pp. 353-367, 2018, https://doi.org/10.1016/j.jclepro.2018.04.130.

6. Jaurker, A. R., Saini, J. S., and Gandhi, B.K., Heat Transfer and Friction Characteristics of Rectangular Solar 

Air Heater Duct using Rib-grooved Artificial Roughness, Solar Energy, Vol. 80, No. 8, pp. 895-907, 2006, 

https://doi.org/10.1016/j.solener.2005.08.006.

7. Arun Venu, A. K. and Arun, P., Simulation Studies on Porous Medium Integrated Dual Purpose Solar Coll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Renewable Energy Research, Vol. 3, No. 1, pp. 114-120, 2013.

8. Shandal, J., Abed, Q. A., and Dhafer M. A.-S., Simulation Analysis of Thermal Performance of the Solar 

Air/Water Collector b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3S Web of Conference, Vol. 180, 2020, 

Constanta, Romania, https://doi.org/10.1051/e3sconf/202018002015.

9. Mohite, A., Dual-Function Solar Collector, Master degree, Czech Technical University Environmental Engineering, 

2016.

10. Baissi, M. T., Brima, A., Aoues, K., Khanniche, R., and Moummi, N., Thermal Behavior in a Solar Air Heater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2, No. 4, 202246

Channel Roughened with Delta-shaped Vortex Generator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 165, 113563, 

2020, https://doi.org/10.1016/j.applthermaleng.2019.03.134.

11. ANSYS, ANSYS Fluent 2021 R2, ANSYS Fluent Theory Guide 15, November 2013. https://www.ansys.com. 

last accessed on the 17th February 2022.

12. Yadav, A. S. and Bhagoria, J. L., A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based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Analysis of a Solar Air Heater Provided with Circular Transverse wire Rib Roughness on the Absorber Plate, 

Energy, Vol. 55, pp. 1127-1142, 2013.

13. Singh, S., Singh, B., Hans, V. S., and Gill, R. S.,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vestigation on 

Nusselt Number and Friction Factor of Solar Air Heater Duct Roughened with Non-uniform Cross-section 

Transverse Rib, Energy, Vol. 84, pp. 509-517, 2015.

14. Webb, R. L. and Gee, D. L.,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in Helically Rib-roughened Tub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Vol. 23, pp. 1127-1136,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