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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air collector is a technology that uses the solar radiation heat energy as a heat source for 

the ventilation and heating of building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ISO 9806 

solar ai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an indoor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uses a solar radiation simulator in indoor chambers, and an outdoor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uses natural solar radiation in outdoors. The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ha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collector using the outdoor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that is affected by the changes in the seasonal outside air temperatu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glazed solar air collector 

depending on ambient temperature variations in February, March, and April. The average 

outside air temperature was –0.5°C in February, 13.4°C in March, and 21.1°C in April. The 

experiment indicated that the solar ai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was 68.1% in February, 

68.5% in March, and 63.8% in April and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inlet and outlet 

with 1000 W/m2 condition was 29.2°C in February, 27.5°C in March, and 29.0°C in Apri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easonal ambient temperature variations had a small effect on the 

solar ai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the outdoor solar ai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was reliable irrespective of the seasonal ambient 

temperature changes.

Keywords: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Solar air collector), 열성능 평가(Thermal performance 
test), 열효율(Thermal efficiency), 외기온도 변화(Ambient temperature variation), 온도상승
도(Temperatur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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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집열기 입출구 온도차[℃]

 : 외기온도, 집열기 입구 온도[℃]

 : 집열기 출구 온도[℃]

 : 집열기 덕트 유속[m/s]

 : 집열기 단위면적당 공기 질량 유량[kg/s․m2]

∆ : 집열기 입출구 압력차[Pa]

  : 집열기 입구 압력[Pa]

 : 집열기 출구 압력[Pa]

 : 공기 밀도[kg/m3]

 : 공기 정압 비열[kJ/(kg․℃)]

 : 집열모듈 면적[m2]

 : 모듈 표면 일사량[W/m2]

 : 외기풍속[m/s]

 : 상대오차[%]

 : 집열기 열효율[%]

1. 서 론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정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건물 에너지 정책으로 연면적 1,000 m2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을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면적 1,000 m2 이상의 민간 건물에도 적용될 예정

이다1). 태양열 집열기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건물에 적용하여 온수 급탕 

및 난방에너지에 열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2,3). 태양열 집열기는 작동유체에 따라 공기식과 액체식이 있으며, 

공기식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액체식 보다 낮지만 여름철 과열문제, 겨울철 동파문제에 자유로운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열 집열기의 객관적 열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공조냉동공학회, 유럽 표준화 기구와 국제표준

화 기구 등에서는 공기식 및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 열성능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4-6), 세계 유명 실험 및 

인증기반 회사가 위 기준들로 태양열 집열기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AHWIA는 유럽 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한 방식인 EN 12975에 근거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7), ICC-SRCC와 

Exova의 경우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한 방식인 ISO 9806에 근거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인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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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8,9).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ISO 9806에 근거한 성능평가 장치를 구축하였으며, Kim 

et al.은 이 실외 성능평가 장치에 대하여 라운드 로빈 실험을 통해 장치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10,11).

한편, 최근에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증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들

로부터 태양열 집열기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 성적서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의뢰 기관에서는 성능 시험과정에

서 외기온도가 낮으면 집열기 성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발급되는 시험 성적서에는 외

기온도 변화에 따른 집열 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열 성능은 외기온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의 자료나 논문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외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열성능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창형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에 대하여 외기온도가 각각 다를 수 있는 2월, 3월, 4월의 맑은 날을 선정하여 열성능 평가를 수행하였고, 

일사량 변화에 대한 집열기의 입출구 온도차를 비교분석하여 외기온도가 변화하였을 때의 공기식 태양열 집열

기의 열성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2.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열성능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창형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사용하여 열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태양열 집열기는 Fig. 1

과 같이 가로 0.98 m × 세로 1.80 m × 두께 0.1 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에 3 mm 두께의 유리로 덮여

있는 형상이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열기의 흡수기 재질은 검은색상의 아연도금 강판이 사용되었으

며, 흡수기 배면으로 60 mm의 공기유로와 10 mm의 단열재가 있다. 외기의 공기가 덕트를 통해 유입되며 집열

기의 유로를 통해 순환 및 열교환 후 다른 덕트를 통해 배출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ISO 9806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성능평가 방식에 근거하여 객관적 열성능을 도출 및 분석 하려 한다. 

Fig. 1 Glazing Solar Air Collecto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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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Sample Solar Collector

Collector Size 0.98 × 1.8 × 0.1 m

Glass Thickness 3 mm

Absorber material Galvanized steel 

Absorber color Black

Collector type Open loop solar air

ISO 98066)은 국제 태양열 집열기 성능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해 표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의 열성능

평가 방식은 ISO 9806에 준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평가 장치는 Fig. 2와 같이 개방형 공기식 집열기 

성능평가 장치에 준하여 제작하였다6,10,11). 외기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1)가 일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집열기 뒤에 위치해 있으며, 집열기 출구 덕트에 출구 온도계(4)를 설치하여 열교환을 통해 얻

어진 공기 온도와 출구 압력을 측정하며, 이때 집열기와 출구단 덕트 온도계의 거리는 200 mm이내 설치한다. 

또한 유량계(7)와 송풍기(8)를 출구 덕트에 설치하여 작동유체의 유량을 확보 및 조절이 가능하다. 태양의 일사

를 측정하는 일사량계(6)는 집열기와 수평하게 설치하여 집열기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측정한다. 

Fig. 2 KIER Open Loop Solar Ai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Test Schematic 

ISO 9806은 집열기 성능평가 방법과 장치 및 센서 오차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KIER의 집열기 성능

평가 장치 센서는 ISO 9806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고 ISO 9806과 KIER의 집열기 성능평가장치의 센서 

및 오차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6,11). 본 연구의 성능평가 장치의 온도계는 RTD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출구 온

도계는 출구 덕트에 집열기와 200 mm이내 거리에 설치하였다. 외기 풍향풍속 측정을 위해 펄스 신호를 가지는 

풍향 풍속계를 집열기 상부에 설치하였고 일사량 측정을 위해 일사량계는 집열기 왼쪽 상단에 집열기와 평행하

게 설치하였다. 집열기 작동 유량 측정을 위해 송풍기와 집열기 사이에 압력 트랜스미터와 피토관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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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강하를 측정한 후, 그에 따른 유속을 덕트 관경 0.1 m을 고려하여 획득한다. 실제 측정된 데이터와 오차 범

위는 약 1% 이며 유속 계산식은 식(1)과 같다2).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열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각 45°로 집열기를 설치하여 일사량이 700 W/m2이

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집열기 작동 유량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약 0.02 m3/s·m2의 작동 

구간에서 성능평가가 수행되며, 이때 유량은 1.5%이내의 변화폭과 외기 풍속은 1.0 ~ 3.0 m/s인 구간을 ISO 

9806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그에 준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집열기 열성능은 식(2)와 같이 집열기 

입출구 작동유체의 온도와 집열기에 도달하는 일사량에 의해 산출된다. 

Table 2 Sola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Test Sensor and Uncertainties

No. Sensor Uncertainties

1 Ambient air temperature 0.2°C (ΔT=To-Ti)

2 Outlet air temperature 0.2°C (ΔT=To-Ti)

3 Solar air collector -

4 Pyranometer 10 W/m2

5 Flowmeter 2%

6 Fan -

7 Ambient wind speed 0.5 m/s

    




∆

 





   
(1)

 
∙

  
(2)

3.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집열기 열성능 변화 비교 분석

열성능 평가 시험은 2월부터 4월까지 수행하였으며, 각 월별 가장 날씨가 맑은 하루 데이터를 선별하여 Fig. 

3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일별 평균 일사량은 2월 760 W/m2, 3월은 933 W/m2 그리고 4월은 937 W/m2를 

나타내고 있으며 4월의 일사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별 평균 외기온도는 2월 –0.5℃, 3월 13.4℃그리고 4

월은 21.1℃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 목표인 외기온도별 집열기 열성능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충분한 외기

온도차를 나타내었다. 일사량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상적인 일별 일사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기온도

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열성능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700 W/m2 

이상 일사량 구간에서 열성능 결과를 도출하고, 일사량 상승에 따른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입출구 온도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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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ily Radiation and Ambient Temperature

Table 3 Daily Average Radiation and Ambient Temperature

February March April

 760 W/m2 933 W/m2 937 W/m2

 -0.5°C 13.4°C 21.1°C

Fig. 4와 Table 4는 일사량 700 W/m2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구간을 선별하여 열성능을 분석하였다. 열

성능 결과는 2월의 경우 68.1%, 3월의 경우 68.5% 그리고 4월의 경우 63.8%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4월의 열

성능 결과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4월에 작동유량이 0.018 m3/s·m2로 가장 작기 때문이며, 이는 3월의 

작동유량 대비 약 10% 정도 낮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외기온도 및 일사량 등 열성능 평가의 자세한 평균 데이

터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4 Solar Air Collector Therm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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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lar Air Collector Test Average Data 

February March April

 -0.5°C 13.4°C 21.1°C

 21.6°C 39.1°C 48.3°C

 22.2°C 25.7°C 27.2°C

 760 W/m2 933 W/m2 937 W/m2

 0.019 m3/s·m2 0.020 m3/s·m2 0.018 m3/s·m2

 2.3 m/s 1.4 m/s 1.4 m/s

 68.1% 68.5% 63.8%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열성능 변화를 좀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Fig. 5와 Table 5

에서와 같이 일사량에 따른 집열기 입출구 온도차를 분석하였으며, 집열기 입출구 온도는 2월의 경우 29.2℃, 3

월의 경우 27.5℃ 그리고 4월의 경우 29.0℃로 나타났다. 3월 데이터에서 입출구 온도차가 가장 낮은 이유는 작

동유량이 2월과 3월의 집열기 작동유량에 비해 다소 컸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대체적으로 일사량 대비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입출구 온도차는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5 Solar Air Collector Inlet-Outlet Temperature Rise by Radiation

Table 5 Solar Air Collector Temperature Rise Test Average Data 

February March April

 760 W/m2 933 W/m2 937 W/m2

 -0.5°C 13.4°C 21.1°C

 0.019 m3/s·m2 0.020 m3/s·m2 0.018 m3/s·m2

  (Ref.   = 1000 W/m2) 29.2°C 27.5°C 2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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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열성능 변화를 보기 위해 동일한 집열기로 성능평가를 2월부터 4월까지 

수행하였다. 열성능 평가 조건으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작동유량은 약 0.020 m3/s·m2이며, 일사량은 700 

W/m2 이상 지속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을 선별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2월의 일사량은 760 W/m2, 외기온도 –0.5℃, 3월의 일사량 933 W/m2, 외기온도 13.4℃이며 4월의 일

사량 937 W/m2, 외기온도 21.1℃로 본 연구목표에 알맞은 기상조건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 열성능 평가 결과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열성능은 2월에 68.1%, 3월에 68.5% 그리고 4월에 63.8%로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열성능 변화는 작동유량의 차이를 감안하면 다소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3) 일사량이 상승할 때 집열기 입출구 온도 상승도를 분석 하였고, 일사량 1000 W/m2 기준 대비 집열기 입

출구 온도차는 2월 29.2℃, 3월 27.5℃ 그리고 4월 29.0℃로 나타났다. 

(4) 3월 집열기 작동유량이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아 열효율은 타 경우보다 최대 4.7%까지 다소 높았고 

일사량 1000 W/m2 기준 대비 집열기 입출구 온도차는 타 경우보다 약 1.7℃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성능 평가에서 계절별 외기온도 변화는 집열기 열 성능에 끼치는 영향

이 미미하며, 따라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실외 열 성능 평가 결과는 계절 및 외기온도상승에 상관없이 신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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