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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air thermal collectors are one of the technologies u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resh 

air heating system in building spaces. Solar air collectors have the advantage of preventing 

freezing and overheating problems when compared with solar water collectors. However, thus 

far, there have been no harmonized thermal performance test facilities or round robin tests 

(RRT)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9806 in Korea. In this study, an ISO 9806 

thermal performance test facility was introduced and designed. In addition, an RRT was 

conducted based on ISO 9806 and compared to RRT sample Exova performance test results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the thermal performance. The thermal efficiency ranged 36.06% ~ 

72.02% depending on a change flow rate change of 36.6 ~ 182.9 m3/(hr·m2), respectively. The 

RRT was successfully conducted to compare the results of the Exova thermal performance test. 

A comparison between the Exova and KIER tests showed a relative error of 5.51% and 6.42% 

for ambient wind velocities of 1.0 and 1.8 m/s, respectively.

Keywords: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Solar Air Collector), 태양열 집열기 성능 평가 기준(ISO 
9806), 열성능(Thermal Performance Test), 라운드 로빈 테스트 (Round Robin Test, RRT), 
공기 조화(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HVAC)

기호설명

 : 집열기 입출구 온도차[℃]

 : 집열기 입구 온도[℃]

 : 집열기 출구 온도[℃]

 : 집열기 덕트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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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열기 단위면적당 공기유량[Kg/sㆍm2]

∆ : 집열기 입출구 압력차[Pa]

  : 집열기 입구 압력[KJ/kgW/(m2ㆍK)]

 : 집열기 출구 압력[Pa]

 : 공기 밀도[Kg/m3]

 : 공기 정압 비열[KJ/kgW/(m2ㆍK)]

 : 집열모듈 면적[m2]

 : 모듈 표면 일사량[W/m2]

 : 외기풍속[m/s]

 : 상대오차[%]

 : 집열기 열효율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37%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청정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건물 에

너지 정책으로 연면적 1,000 m2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을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면적 1,000 m2 이상의 민간 건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1). 건물 신·재생에너지기술 중 하나인 태양

열 집열기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에너지를 획득하고, 획득한 열에너지를 건물소비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수 급탕 및 난방에너지에 활용이 가능하며, 건물 에너지소비를 저감시켜 정부의 제로

에너지 의무화 정책에 대응 가능한 기술 중 하나이다. 최근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는 액체식 태양열 집열기의 겨

울철 동파문제 및 여름철 과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2,3). 

E.K. Akpinar et al.은 평판형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에 3가지 난류 촉진 구조물을 설치하여 성능 실험을 통해 

최적의 난류 촉진 구조물을 제한하였고4), G. Tandas는 립(Rib-roughened)이 부착된 공기식 집열기의 열전달 

계수와 작동유체의 마찰계수를 구하고 실험을 통해 집열기 성능을 평가하였다5). D. Bahrehmand et al.은 자연

대류 또는 강제대류로 작동하는 공기식 집열기의 핀과 집열기 유동패널 길이에 따른 열효율을 수치적으로 해석

하고 실험을 통해 수치해석을 확인 하였고6,7), M. B., Amara et al.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실내와 실외에서 

진행한 성능실험을 비교연구 하였다8). 

태양열 집열기의 연구는 국내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국제 표준인 ISO 9806 (2017)9)에 

근거한 성능 평가 장치와 성능 평가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ISO 9806 성능평가 장치를 소개 및 제작하고, Eoxva에서 성능평가에 사용된 ISO 9806 성능 평가 방식으로 성

능을 도출하여 국제적으로 성능 평가 및 인증 시험 분야에 신뢰도가 높은 Exova의 성능평가 결과10)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성능평가 장치의 신뢰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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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9806 국제 공기식 집열기 성능평가 기준 및 실험장치 소개

ISO 9806에서 개방형 공기식 집열기는 주위 외기를 흡입하여 집열기에 집열된 태양열과 열교환 하는 타입의 

집열기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방형 집열기의 성능평가 장치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집열기(5) 전단에 외기 온

도 및 압력을 측정 할 수 있게 온도계(1) 및 압력계(2)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때 일사에 집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열기 배면에 설치한다. 집열기 후단에는 감압계(3), 온도계(4), 유량계(7) 및 송풍기(8)를 설치하여 송풍기를 

통해 유량을 확보하고 유량계와 감압계를 활용하여 유량 및 감압을 측정한다. 이때 집열기 입출구 온도계는 집

열기로부터 200 mm 이내에 설치한다. 일사량은 집열기 표면 직달 일사를 측정하기 위해 일사량계(6)를 집열기

와 수평하게 설치하여 측정한다. 

Fig. 1 Open loop solar collector thermal performance test schematic

일반적인 집열기 성능평가의 외기 온도계의 허용 오차는 0.5℃이고 입출구 온도계 허용오차는 입구와 출구 

온도차의 0.2℃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방형의 경우 외기 온도계가 입구 온도계 이며, 출구 온도계와 같이 입출구 

온도차를 0.2℃ 이내의 오차를 나타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사계의 허용오차는 10 W/m2이고, 유량계의 허용

오차는 2%이다. 주위 외기에서 발생하는 풍속을 측정하는 외기 풍속계는 0.5 m/s부터 측정 가능한 풍속계 사용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허용 오차는 0.5 m/s이다. 이외 집열기 센서 및 오차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성능평

가는 실내외 모두 일사량이 700 W/m2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작동 시간은 

최소 20분을 제시하고 있다. 집열기 작동 유체의 유량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작동 구간에서 성능평가가 수행되

며, 이때 유량은 1.5% 이내의 변화폭을 ISO 9806에서 허용하고 있다. 외기 풍속 구간 1.0, 1.5 m/s와 3.0 m/s인 

안정적인 구간을 선별하여 열성능을 판별한다.

Exova11)는 국제적으로 성능평가 및 인증 시험 분야에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며, Fig 2와 같이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1에 앞서 설명한 ISO 9806에서 제시한 개방형 집열기 열성능 평가 장치구성

과 성능평가 기준을 따랐으며, 실내에서 태양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외기 풍속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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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집열기 왼쪽에 풍속 시뮬레이터가 있어 지속적인 외기 풍속 조건을 유지할 수 있고, 수행한 성능평가 결과는 

RRT 비교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1 Test sample solar collector schematic sensor and uncertainties

No. Sensor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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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mbient pressure 5%

3 Pressure gau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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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olar air collector -

6 Pyranometer 10 W/m2

7 Flowmeter 2%

8 Fan -

9 Ambient wind speed 0.5 m/s

Fig. 2 Exova solar air collector test

KIER은 Exova에서 사용한 동일한 제품 태양열 집열기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검은 색상의 평판형 집열

기에 기공이 있어 외부 공기가 기공을 통해 흡입되고, 배면으로 공기가 순환하는 구조이며, 이때 태양의 복사에

너지를 흡수한 집열기와 공기가 열교환을 하여 열에너지를 획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사용한 

집열기 면적은 가로 0.96 m, 세로 2.04 m 로 총 1.96 m2이며, Exova의 경우 가로 2.79 m 세로 2.36 m로 총 면적 

6.83 m2이다. 집열기는 외기를 바로 흡입하여 사용하는 개방형 집열기이며 아연도금 강판재질로 제작되었다. 

태양광 흡수율은 96%, 방사율은 52%이며, 자세한 사양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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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sample solar air collector

Absorber Type Flat & perforated

Size
KIER 0.95 m × 2.04 m (1.96 m2)

Exova 2.79 m × 2.36 m (6.83 m2)

Loop type Open loop

Material Galvanized steel

Color Black

Absorption factor 96%

Emission factor 52%

Shape Corrugated

Fig. 3은 ISO 기준에 맞춰 KIER에서 제작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성능평가 장치이다.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를 단열재 우레탄 판넬 50 mm을 사용하여 제작된 케이싱을 공기식 집열기와 결합하였다. 외부 공기는 집열기 

기공을 통해 흡입되고, 집열기와 케이싱 형태의 단열재 사이에 있는 공기채널을 통해 순환 및 열교환 되는 메커

니즘을 가지고 있다. 집열기는 전 방위각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으며, 설

치각은 수평면기준 0°에서 90° 조절이 가능하다. 

Fig. 3 KIER solar air collector test

집열기 유량은 위의 Fig. 4와 같이 집열기 후단 송풍기와 집열기 사이에 압력 트랜스미터와 피토관을 사용하

여 압력강하를 측정한 후, 그에 따른 유속을 덕트 관경 0.1 m을 통해 환산하여 계산하여 획득한다. 실제 측정된 

데이터와 오차 범위는 약 1% 이며 유속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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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IER solar air collector air flow fan and flowmeter

   




∆

 





   
(1)

집열기 왼쪽상단부에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와 수평하게 일사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일사량계는 4 mA

에서 20 mA까지의 범위로 출력신호를 갖으며 측정범위는 0 W/m2에서 2000 W/m2이고 10 W/m2 이내의 오차

를 나타낸다. 외기풍속에 많은 영향을 받은 태양열 집열기 특성을 고려하여 집열기 성능평가 장치 상부에 펄스 

신호를 가지는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였고 측정 범위는 0.5 m/s에서 5 m/s이다.

온도센서는 RTD 타입의 온도센서를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집열기는 개방형 타입으로 집열기 입구온도

는 외기온도와 동일하다. ISO 9806에 근거하여 외기온도계는 집열기 뒤에 태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설치하였으며, 출구온도계는 집열기와 200 mm 이내 거리가 있는 출구 덕트내에 설치하였다. 외기 온도와 출구

온도는 RTD 타입의 외기온도계와 덕트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두 온도계 모두 0.2℃ 이내의 오차범

위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센서의 오차범위는 ISO 9806에서 제시한 오차범위를 모두 충족시키고 정확한 성능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컨트롤 박스 내부에 있는 PLC를 통해 컴퓨터 PC로 전송

되고 저장 및 모니터링 가능하다.

3. ISO 9806 열 성능 평가 조건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능평가는 2017년 12월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지에서 수행하였으며, 집열기 방향

은 정남향으로 지면과 수직하게 설치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열효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10분 구간을 

선정하고 평균 외기풍속 및 열효율 등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성능평가 유량은 저유량 36.6 m3/(hr·m2)에서 고

유량 182.9 m3/(hr·m2)까지 총 4가지 유량을 사용하여 유량변화를 주었고, 평균 외기풍속 조건은 1.0 m/s와 1.8 

m/s이며 아래 있는 Table 3은 성능평가 조건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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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formance test condition

G [W/m2] QAirflow [m3/(hr·m2)] W [m/s]

700 [W/m2]

(minimum)

36.6 [m3/(hr·m2)]
1.0 [m/s]

1.8 [m/s]

73.2 [m3/(hr·m2)]
1.0 [m/s]

1.8 [m/s]

128.0 [m3/(hr·m2)]
1.0 [m/s]

1.8 [m/s]

182.9 [m3/(hr·m2)]
1.0 [m/s]

1.8 [m/s]

태양열 집열기의 열효율은 집열기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와 집열기에서 열매체 유동을 통해 얻은 유효 열에너

지 비로 계산 가능하며 열에너지 생산량은 집열기 입·출구 온도차를 통해 계산 가능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집열

기 효율 계산식은 아래 식(2)와 같다3,9). 열효율 계산에서 밀도와 비열는 온도에 따라 변하지만, 성능평가 온도 

범위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 1.24 Kg/m3, 1.00 J/(Kg·℃)로 일정한 상수 값을 주어 계산하였다.

 
∙

  
(2)

실험 결과 Fig. 5와 Table 4에 나타내었듯이 열효율은 36.09%에서 72.02%로 변화하였고, 유량이 저유량 

36.6 m3/(hr·m2)에서 가장 적은 열효율, 고유량 182.9 m3/(hr·m2)조건에서 최대 열효율 72.02%를 나타내었다. 

저유량 36.6 m3/(hr·m2) 조건에서 외기 풍속 조건 1.0과 1.8 m/s의 열효율이 가장 크게 차이를 나타내며 이때 

열효율 차는 5.73% 이다. 고유량으로 유량이 증가할수록 열효율 차는 줄어들며 고유량 182.9 m3/(hr·m2) 조건

에서 열효율 차는 0.65%로 나타났다. 

Fig. 5 ISO 9806 based thermal performance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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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ind speed 1.0 m/s thermal performance data 

　 KIER KIER KIER KIER KIER KIER KIER KIER

W [m/s] 0.94 1.83 1.11 1.81 1.2 1.81 1.02 1.89

QAirflow [m3/(hr·m2)] 33.52 32.86 72.35 71.22 127.91 127.45 181.84 183.72

G [W/m2] 845 797.5 819.5 778 826 841 827 793.5

Ti [°C] 0.5 2.51 -1.2 0.26 2.28 3.28 1.85 1.54

To [°C] 31.11 27.95 18.75 17.94 15.26 16.32 11.36 10.49

△T [°C] 30.61 25.44 19.95 17.68 12.98 13.04 9.51 8.95

η [%] 41.82 36.09 59.45 54.63 69.22 68.08 72.02 71.37

고유량으로 갈수록 두 외기 풍속 조건의 차이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저유량 조건일수록 외

기 풍속에 의한 대류 열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고유량 조건에서는 외기 풍속에 의한 열손실 조건이 적은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외에서 수행하였는데, 실외에서는 외기풍속이 지속적으로 같은 양의 풍속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전방위에서 발생하는 풍향에 의해 고유량에서 외기 풍속으로 인한 열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은 외기풍속 1.0 m/s에서 수행한 성능평가 결과와 Exova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고유량에서 

Exova 성능평가의 열효율과 약 0.6%의 상대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외기 풍속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유

량에서 약 5.5%의 가장 큰 상대오차가 나타내었다. 저유량에서 상대적으로 고유량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었

다. Exova는 실내에서 태양 및 풍속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일정한 풍속을 유지가능하

며 집열기에서 외기 풍속으로 인한 열손실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KIER는 실외에서 태양과 자연에서 발

생하는 외기 풍속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상대적으로 Exova에 비해 외기 풍속의 편차가 크며 그로인해 성

능평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일사조건, 외기온도, 입·출구 온도 등 데이터는 다음 Table 5에 정리하였다.

Fig. 6 Wind speed 1.0 m/s thermal performa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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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ind speed 1.0 m/s thermal performance data

　 KIER Exova KIER Exova KIER Exova KIER Exova

W [m/s] 0.94 1.00 1.11 1.00 1.20 1.00 1.02 1.00

QAirflow [m3/(hr·m2)] 33.52 36.70 72.35 72.85 127.91 125.75 181.84 176.60

G [W/m2] 845.00 754.25 819.50 755.50 826.00 752.75 827.00 756.75

Ti [°C] 0.50 24.95 -1.20 24.90 2.28 24.58 1.85 24.40

To [°C] 31.11 48.57 18.75 41.99 15.26 36.61 11.36 33.60

△T [°C] 30.61 23.62 19.95 17.09 12.98 12.04 9.51 9.20

η [%] 41.82 39.65 59.45 56.18 69.22 68.33 72.02 72.48

R [%] 5.19 5.51 1.29 0.63

Fig. 7은 외기풍속 1.8 m/s에서 수행한 성능평가 결과와 Exova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저유량에서 약 

6.4%의 가장 큰 상대오차가 나타났다. 고유량에서 Exova 성능평가의 열효율과 약 2.1%의 상대오차가 나타났

으며 상대적으로 저유량에서 일사조건, 외기온도, 입·출구 온도 등 데이터는 아래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 7 Wind speed 1.8 m/s thermal performance data

Table 6 Wind speed 1.8 m/s thermal performance data

　 KIER Exova KIER Exova KIER Exova KIER Exova

W [m/s] 1.83 1.80 1.81 1.80 1.81 1.80 1.89 1.80

QAirflow [m
3/(hr·m2)] 32.86 36.68 71.22 72.65 127.45 126.45 183.72 176.78

G [W/m2] 797.50 754.25 778.00 758.25 841.00 753.00 793.50 753.50

Ti [°C] 2.51 24.80 0.26 24.78 3.28 24.45 1.54 24.33

To [°C] 27.95 45.30 17.94 40.41 16.32 35.70 10.49 33.16

△T [°C] 25.44 20.50 17.68 15.64 13.04 11.25 8.95 8.83

η [%] 36.09 34.40 54.63 51.13 68.08 64.18 71.37 69.85

R [%] 4.68 6.42 5.7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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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T 성능평가 분석결과 Exova 성능평가 데이터와 0.6%에서 6.4%의 상대오차를 나타내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유량 조건에서 특히 오차가 심하기 나타났다. Exova는 실내에서 태양 및 풍속 시뮬레이터를 활

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일정한 풍속을 유지가능하며 집열기에서 외기 풍속으로 인한 열손실이 일정하

게 나타난다. 하지만 KIER는 실외에서 태양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외기 풍속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상대

적으로 Exova에 비해 외기 풍속의 편차가 크며 그로인해 성능평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자세한 RRT 성

능평가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정리하였다.

Table 7 Comparison Exova and KIER test method and results

　 Exova KIER

Site Indoor Outdoor

Solar air collector dimension 2.79 m × 2.36 m (6.83 m2) 0.95 m × 2.04 m (1.96 m2)

η1.0 m/s [%] 
High flow 72.48 72.02

Low flow 39.65 41.82

η1.8 m/s [%] 
High flow 69.85 71.31

Low flow 34.40 36.09

4. 결 론

국제 또는 국내에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국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성능평가 기준 ISO 9806에 맞는 성능평가 장치가 없어 본 연구에서 ISO 9806성능평가 장치를 소개 및 제

작하였고 성능평가 수행하여 국외 Exova 성능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성능평가 장치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1)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성능평가 장치를 국제 표준 ISO 9806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일사량 및 온도 센

서의 오차범위와 설치위치는 ISO 9806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족하였다.

(2) ISO 9806에서 제시한 일사량 및 외기풍속 조건을 충족하면서 열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고, 유량과 외기 풍

속 조건을 달리하여 열 성능을 분석하였다. 최소 열효율은 저유량 36.6 m3/(hr·m2)에서 36.06%, 최대 열

효율은 고유량 182.9 m3/(hr·m2)에서 72.02%를 나타내었다.

(3) 성능평가 수행결과를 국외 유명 인증기관인 Exova에서 수행한 성능평가 결과와 비교하였고, 외기풍속 

조건 1.0 m/s에서 최대오차 5.51%, 외기풍속 1.8 m/s에서 최대오차 6.42%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성능평가 장치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태양열 집열기는 개방형(Open loop) 타입의 집열기며, 추후 밀폐형(Closed loop) 타입

의 집열기 성능평가 장치개발 및 성능평가 수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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