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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otovoltaic thermal (PVT) collector uses solar energy efficiently to produce heat and
electricity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an air-type PVT collector has advantages over a water
type collector because the latter is prone to fluid leakage and condensation problems. However,
the performance of an air-type PVT collector is affected by design criteria such as the inner
structure (baffle or fins) and fluid path. For this research, PV cell lines arranged alternately with
empty lines and curved absorbers were installed in the collecting space of a PVT collector. The
absorber was utilized as a baffle to improve its thermal performance. In this study, an outdoor
experiment of the PVT collector was conducted. Furthermore,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In addition, the annual thermal and electrical performance of the PVT
were evaluated based on TRNSYS modeling.
Keywords: 태양광·열복합(Photovoltaic thermal), 트랜시스(TRNSYS), 곡선형 베플(Curved
baffle), 연간성능(Yearly performance), 열효율(Therm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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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비열(J/kg·K)
Apvt : PVT 컬렉터 면적(m2)
Epv : PV 모듈 방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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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pv: 집열판 집열율(-)
Cpv : PV 모듈 온도계수(-)
Effpv : 정상상태에서의 PV 모듈 전기효율(%)
Ti

: PVT 유체 입구온도(℃)

Fpvt : PVT 유체 유량(kg/h)
Ta : 외기 건구온도(℃)
Gpvt : PVT 컬렉터에 도달하는 일사량(W/m2)
Apv : PV 모듈 면적(m2)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태양광·열 복합발전(PVT; Photovoltaic Thermal) 컬렉터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전면 PV 모듈 후
면에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이용, 과열에 따른 PV 모듈의 전기효율 저감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VT 컬렉터는 집열을 위한 작동 유체에 따라 크게 공기식과 액체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기식 PVT 컬렉터는 누수나 동결처럼 작동 유체의 상태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없어, 액체식 PVT 컬
렉터 대비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팬(Fan) 이외의 기타 추가설비 없이, 공기식 컬렉터 후면에서 집열되
는 열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작동유체의 특성에 따라 액체식 대비 집열효율이 낮으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공기식 PVT 컬렉터의 성능은 전면 PV모듈의 종류, 형태뿐만 아니라, 컬
렉터 층별(Layer) 구성, 내부디자인에 따른 유로설계 등 다양한 설계요소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열 성능 개선을 위한 공기식 PVT 컬렉터를 설계하고, 옥외성능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
계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전기생산, 집열성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공기식 PVT
컬렉터를 설계 및 시제작하고, 옥외성능실험을 통해 공기식 PVT 컬렉터의 집열 및 전기성능을 분석하였다. 또
한, 옥외성능실험을 통해 수집된 실험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개발된 공기식 PVT 컬렉
터의 연간 전력발생량 및 집열량을 검토하였다.

1.2 문헌고찰
Lammle et al.1)은 공기식 PVT 컬렉터의 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OHP; Overheating Protection)로서,
Cooling fins이 적용된 PVT컬렉터와 switchable film이 적용된 PVT 컬렉터의 성능을 분석했다. Cooling fins가
적용된 PVT의 경우, 적용 여부에 따라, 흡열판의 온도가 약 36℃ 감소하였으며 switchable film이 적용된 PVT
의 경우, 기존 대비 약 61℃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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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dholi et al.2)은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형태의 흡열판을 적용하여 공기식 PVT 컬렉터를 제작, 실내성
능실험 통해 12.89% (이론적 13.36%)의 엑서지효율을 확인하였으며, Bambrook et al.3)은 호주 기후조건에서,
110 Wp의 PV모듈을 이용하여 제작된 공기식 PVT 컬렉터를 설비조건(덕트의 직경, 팬 동력 등)에 따른 실험성
능을 분석하였으며, 컬렉터의 성능은 집열효율 28 ~ 55%, 발전효율 10.6 ~ 12.2%로 확인되었으며, 에너지소
비 측면에서의 적정 유량은 0.03 ~ 0.05 kg/s·m2으로 분석되었다.
Golzari et al.4)은 이온풍(Corona wind)을 이용하여 PVT컬렉터의 열전달계수가 기존 대비 약 65% 가까이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약 28.9%의 집열 효율을 나타냈다. Kim et al.5)의 연구에서는 사각형
베플이 설치된 공기식 PVT와 폐열회수장치(HRV: Heat Recovery Ventilator)연계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공기
식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효율은 각각 23%, 15%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HRV 시스템 대비 10%의 효율향상
을 확인했다.
Shahsavar et al.6)의 연구에서는 이란(Kermanshah)기후에서 건물통합형(Building Integrated) PVT 컬렉터
의 연간에너지성능을 시뮬레이션 통해 분석했으며, 발전량은 7월에 가장높고(125.4 kWh), 12월에 가장 낮게
(53.1 kWh) 나타났다. 컬렉터의 연간 발전량은 1096.1 kWh, 집열량은 32774.2 kWh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론적 계산식을 통해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성능을 분석하고 옥외성능실험을 통해 이론적 계산치와 상호검증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7,8), 다른 논문9)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나노유체를 이용한 PVT 컬렉터의 성능을 예
측하고 문헌리뷰를 통한 실험결과 값과 비교검토 및 연간 에너지성능을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한 한 연구10)는
PVT 컬렉터의 성능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옥외성능실험을 통해 이론적 결과치와 비교, 검증하였다. 다
른 논문11)에서는 반투명한(semi-transparent) PV모듈이 적용된 집광형 PVT 컬렉터의 성능이 옥외실험을 통
해 분석되었으며,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ling)을 통한 예측값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PVT 컬렉
터의 연간 집열량 및 발전량을 예측하였다.

2. 공기식 PVT 컬렉터 디자인
2.1 곡선형 집열베플이 적용된 공기식 PVT 컬렉터 설계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공기식 PVT 컬렉터의 크기는 약 1.6 m2이며, 컬렉터 후면 집열 공간은 0.08 m으로 구
성되었다. 공기식 PVT 컬렉터의 집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컬렉터 전면이 PV cells로 뒤덮여 있는 기존 공기
식 PVT 컬렉터와 달리, PV모듈의 cells 라인이 빈 공간과 교차 형태로 적용된 PV모듈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Fig. 1).
또한, 전면 PV모듈의 cells 라인과 다음 cells 라인 사이의 투명한 공간을 통하여 유입되는 일사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공기식 PVT 컬렉터의 후면 집열공간 내 곡선형태의 집열판을 구성하였다. 설치된 곡선형 집열
판은 공기식 PVT 컬렉터의 내부의 효과적인 공기유동을 위한 베플(Baffle) 역할도 한다. 특히 유체(공기)의 열
획득을 위한 유로를 늘리고, 전면 PV 모듈의 후면을 훑고(swipe) 감으로써, 적용된 PV 모듈의 효과적인 냉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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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컬렉터에서의 효율적인 집열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Fig. 1).
설계된 공기식 PVT 컬렉터는 특히 집열성능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컬렉터 시 제작에 사용된 PV
모듈은 Glass to Glass 타입으로, 123.3 W의 용량, 17.29%의 전기효율을 가지며, 자세한 사양은 아래에 나타나
있다(Table 1).

Fig. 1 New design of Air-type PVT collector for efficient thermal performance

Table 1 PV specification applied to air-type PVT collector
Cell type

Mono-crystalline silicon

Cell (Module) efficiency

17.29 (7.43)%

Maximum power

123.3 W

Maximum voltage

15.08 V

Maximum current

8.18 A

Open voltage

19.05 V

Short current

8.61 A

Size

1,584 × 1,031

3. 공기식 PVT 컬렉터 옥외성능평가
3.1 공기식 PVT 컬렉터 옥외성능시험
시제작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옥외 발전성능과 집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충남 천안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6공학관 옥상에서 옥외실험을 수행하였다. 시 제작된 컬렉터는 (x, y)축 각도 조절이 가능한 트랙커(Tracker)
위에 설치되었으며, 컬렉터의 상, 하단부에 순환 유체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한 헤더(Header)가 적용되었다(Fig.
2). 해당 옥외시험설비는 오픈루프(Open loop) 형태로서, 집열을 위한 유체(공기)는 팬과 덕트를 통해 컬렉터
입구(하단부)로 공급되며, 컬렉터 내부 집열공간에서 열을 획득한 후, 컬렉터 출구(상단부) 헤더 및 덕트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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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ir-type PVT collector and outdoor experiment

실험데이터 측정을 위해, 공기식 PVT 컬렉터의 입,출구의 덕트 내에 온습도센서(Th1, Th2) 및 유량계(Fm1,
Fm2)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 일사량계(Rad)는 공기식 PVT 컬렉터와 동일한 경사도로 컬렉터의 좌측 1 m 지점
에 설치되었다(Fig. 3). 또한 공기식 PVT 컬렉터 상,하단부 헤더에 가까운 덕트에 8포인트 센서(8 points
thermocouple)가 각각 설치되어 유체 온도의 불균일성을 확인하였다.

Fig. 3 Location of measurement sensors for the experiment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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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식PVT 컬렉터의 옥외성능실험은 일사량 700 W/m2 이상, 유체의 유량 약 80 kg/h, 입, 출구의 유체온도
및 외기온도의 변화폭(Fluctuation)이 ±0.5℃의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공기식 PVT 컬렉터
의 전기성능을 확인하였다. 공기식 PVT 컬렉터의 내부순환을 위해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는 20 ~ 40℃로 설정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2 공기식 PVT 컬렉터 옥외성능시험 결과분석
(1) 공기식 PVT 컬렉터 온도특성
Fig. 4는 정상상태에서의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온도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때 일사량은 870 (±30)
W/m2이며, 외기온도는 29 (±0.5)℃, 유체유량은 약 80 kg/h 로 측정되었다. 동일 조건에서, 공기식 PVT 컬렉
터로 유입되는 공기유체의 온도가 35 (±0.5)℃일 때, 출구온도는 약 53 (±0.5)℃로 나타났으며, 공기식 PVT
컬렉터의 집열을 통한 유체의 온도차(Δ T)는 약 18℃ (±0.5)로 확인되었다. 이 때 공기식 PVT 컬렉터에 적용
된 PV모듈의 후면 상단부의 온도는 약 63.5 (±1)℃ 로 나타났다.

Fig. 4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he PVT module

(2) 공기식 PVT 컬렉터 열 및 전기효율
Fig. 5는 정상상태에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외기온도와 공기식
PVT 컬렉터로 공급되는 유체온도, 일사량의 관계식에 따른 계수값으로 설정하였으며 y축은 이에 따른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효율을 나타냈다. 공기식 PVT 컬렉터로 공급되는 유체온도와 외기온도가 동일하고
외부 열손실이 없을 때,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효율은 컬렉터 면적기준, 각각 37.1%, 6.5%로 분석되
었으며, 일사량 및 외기온도의 변화에도 유체순환에 따른 PV모듈의 냉각효과로 인해 공기식 PVT 컬렉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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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율 저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Fig. 5 Thermal and electrical efficiency of Air-type PVT collector with experiment results

           ∙  

(1)

     ∙        ∙  

(2)

ηth : Thermal efficiency [-]

ηel : Electrical efficiency [-]

m : Air flow rate [kg/h]

Im

Cp : Specific heat of air at constant pressure [J/kg oC]

Vm : Maximum voltage [V]

To : Outlet air temperature [oC]

Ta : Ambient temperature [oC]

Ti

: Inlet air temperature [oC]

G

: Maximum current [A]

: Radiation [W/m2]

Apvt : Surface area of the collector [m2]

4. 공기식 PVT 컬렉터 시뮬레이션 성능분석
4.1 공기식 PVT 컬렉터 컴포넌트(Type 203)
개발된 공기식 PVT 컬렉터는 기존 PVT 컬렉터와 다른 디자인 및 성능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뮬레이
션에 반영하기 위해 Type 203 TRNSYS 컴포넌트가 개발되었다12). Type 203 TRNSYS 컴포넌트는 캐나다 천
연자원부 산하 연구소인 CanmetENERGY와 공주대학교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실내 성능실
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 및 검증되었다. 해당 컴포넌트는 개발된 컬렉터의 전면 PV 디자인, 곡선형태의 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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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내부유로 등의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파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이에 따라,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옥외성능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교차검토 및 오차범위를 확인하기 위
해 옥외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으며 풍향, 풍속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었다.

Table 2 Type 203 component parameters for simulation (based on indoor experiment)
Parameter

Description

Value

Unit

Apvt

Air-type PVT collector area

1.63

m²

Epv

PV glazing emissivity

0.9

-

Abab

Absorber absorptance

0.95

-

Abpv

PV cells absorptance

0.36

-

Cpv

Module temperature coefficient for efficiency (%/°C)

-0.5

-

Effpv

Cell (Module) electrical efficiency at reference conditions

15.77
(6.78)

%

Ti

Fluid inlet temperature

35

Fpvt

Fluid flowrate

80

Ta

Outdoor ambient air temperature

29

°C

Incident beam radiation on the PVT collector

870

W/m²

Gpvt

kg/h

4.2 공기식 PVT 컬렉터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오차검토
옥외실험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성능을 분석하였다(Fig. 6).
옥외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열 및 전기효율은 컬렉터 면적 기준으로 각각 32.3%, 6.0%
로 분석되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열 효율은 옥외성능 대비, 약 87%, 전기효율은 약

Fig. 6 Thermal and electrical efficiency of Air-type PVT collector with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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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로 확인되었으며, 열 효율의 편차가 약 5%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직달, 산란일사의 비율 및 풍향풍속 등, 공
기식 PVT 컬렉터의 집열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s. 7, 8은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옥외실험데이터와 Type 203에 기반한 TRNSYS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비
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옥외성능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열효율은 일사량에 따라, 각각 24 ~ 34%, 21 ~
29%에 분포하였으며, 동일 조건에서 전기효율은 각각 6.1 ~ 6.5%, 5.9 ~ 6.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옥외실험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차(bias error)범위는 열효율의 경우 약 -5%, 전기효율
은 -0.4%로 확인되며,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옥외성능실험조건에 따른 다양한 변수 및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 효율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실험성능 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
기효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7 Thermal efficiency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Fig. 8 Electrical efficiency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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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기식 PVT 컬렉터 연간시뮬레이션 분석
Fig. 9는 단일 공기식 PVT 컬렉터의 월별 집열량, 발전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상조건은 대전지역
(latitude 36° 210 north; longitude 127° 230 east, 1 year data, Text format)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시뮬
레이션 결과, 개발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월 별 최소, 최대 집열량은 각각 29.24 kWh (12월), 81.67 kWh
(5월), 최소, 최대 발전량은 6.36 kWh (12월), 11.85 kWh (5월)로 확인되었다. 일사량이 가장 많은 5월의 경우,
높은 일사량에 따라 공기식 PVT모듈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컬렉터 후면에서의 집열 및 환기에 따른 전면
PV의 냉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온도에 의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전기효율저감이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따라 다른 월(month)보다 컬렉터의 발전량 및 집열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7월에는 장마의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5월, 6월 그리고 8월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Fig. 9 Monthly heat gain and power generation of the PVT module

열 성능이 개선된 공기식 PVT 컬렉터의 디자인 특성에 따라, 계절별 공기식 PVT 컬렉터의 집열량은 하절기
(6 ~ 8월), 동절기(12월 ~ 2월), 간절기 1 (3 ~ 5월), 간절기 2 (9 ~ 11월), 각각 (198.97 kWhth), (99.12 kWhth),
(211.19 kWhth), (134.80 kWhth), 발전량은(33.63 kWhel), (21.27 kWhel), (38.54 kWhel), (25.24 kWhel)로 분석
되었다. 하절기 높은 외기 온도조건에도 PVT컬렉터의 발전량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곡선형 베플을 이용한 공기식 PVT 컬렉터를 설계 및 시제작하고, 옥외 성능시험을 통해 컬렉터의
집열 및 발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 PVT 컬렉터의 특성을 반영한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검
토 및 연간 에너지 성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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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성능시험결과, 개발된 공기식 PVT 컬렉터의 집열효율은 약 37.1%, 전기효율은 6.5%로 확인(컬렉터 면
적 기준)되었으며, 열 성능이 개선된 디자인 특성에 따라 발전량 대비, 높은 집열효율을 보였다. 컬렉터 컴포넌
트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집열 및 전기효율은 각각 32.3%, 6.0%로 분석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기식
PVT 컬렉터의 옥외 성능시험을 교차 검토했을 때, 일사량 변화에 따른 컬렉터의 열 및 전기효율은 유사한 패턴
을 보였다. 옥외 성능시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열효율 및 전기효율의 오차(Bias error) 범위는 각각 -4%,
-0.24%로 확인되었다.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연간 집열량 및 발전량은 모두 하절기(6, 7, 8월)가 동절기(12, 1, 2월)보다 각각 99.85
kWhth, 12.36 kWhel,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기식 PVT 컬렉터의 효율적인 집열과 동시에, 하절기 PV 과열에
따른 전기효율 저감 문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기식 PVT 컬렉터의 연간 집열량
및 발전량은 각각 644 kWh/yr, 118 kWh/yr로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온수, 급탕 등, 전기에너지보다 열에너지
수요가 많은 기후의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VT컬렉터와 냉방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히트펌프 등 하절기 높은 집열량을 이용한 냉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이에 따른 추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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