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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suppressing the generation of carbon dioxide 
to prevent global warming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mong the various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olar energy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interest for the reduction 
of building energy, as it is easy to implement in buildings and excellent for maintenance and 
repair. Therefore, in this study, an air-based photovoltaic thermal (PVT) system, which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of solar energy, was compared with the existing PV system through 
measurements. The PVT system can increases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by reducing the 
temperature of the panel via the air passing through the lower part of the panel. Furthermore, 
useing the air whose temperature has been increased by the heat obtained from the panel for 
indoor heating or hot water supply in the building is possibl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PV 
and PVT panels was measured under the same weather conditions, and result indicated that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of PVT panels, through which the air passes was higher than that of 
PV panels. Furthermore, the air whose temperature was increased to ≥40°C by the PVT system 
may be utilized for heating and hot water supply. Overall, by utilizing solar power, air-based 
PVT systems can utilize 3.4 ~ 3.9 times more solar power than can conventional PVs.

Keywords: 태양에너지(Solar energy), PVT 시스템(Photovoltaic thermal system), 에너지 활
용 효과(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등으

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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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이후 지구의 평균 상승온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

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장기 저온실 가스 감축 전략(LED)

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에 합의했다. 에너지 공급과 산업, 교통, 건물 등 분야별로 적합한 전략

을 제시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이유에는 무한한 에너지원, 시스템 설치의 용이성, 정비 우

수성 등이 있다. 

PV (Photovoltaics,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다양한 적용성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대에만 발전

할 수 있고 남은 전력을 저장하려면 비싼 배터리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건설 현장 등 산업현장에 대한 보급이 지

연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을 사용해 전기를 생성하는 동시에 태양열을 수집할 수 있는 PVT (Photovoltaics/ 

Thermal, 태양광/태양열 복합 발전) 시스템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PVT시스템은 태양광 패널 

후면에 상대온도가 낮은 액체나 공기를 통과시켜 패널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발전 효율 감소를 통제하고 온도가 

높아진 용매를 활용하여 건물 내 온수 공급이나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VT에 관해 진행한 연구와 연관된 국내외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Nazri et al.1)는 최대 태양에너지 이용 효과

는 공기 기반 PVT 시스템에 의해 최대 80.3%까지 가능하며 PVT 시스템은 기존 PV 시스템보다 더 나은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기 기반 PVT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Ozakin and Kaya2)는 시뮬레

이션 검토를 통해 패널 아래 공기를 통과시켜 패널 표면 온도가 약 10 ~ 15℃ 감소했으며, 풍속의 증가로 인해 

효율이 약 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Abdulla et al.3)의 연구에서는 액체 PVT 시스템을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PV에 비해 패널 표면 온도가 약 5 ~ 9℃ 감소하여 발전 효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Vittorini 

et al.4)는 분당 2L의 냉각수를 공급함으로써, PV패널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였고, 그 결과 기존 PV에 비해 발전 

효율을 약 33% 높인 결과를 얻었다. Lee et al.5)의 연구에서는 공기식 PVT 집열기의 유동 해석을 진행하여 가로

형 배치구조에서 가장 큰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누적 발전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5).

또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PVT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ang et al.6)의 연구에서는 PVT의 적용 유형별 성능 비교를 통하여 외벽 적용보다 지붕 등 일사 획득에 유

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약 23.4%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Hengel et al.7)는 PVT 

시스템과 열펌프를 연계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발생으로 인

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amos et al.8)의 연구에서는 액체 PVT 시

스템과 열펌프를 결합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는 결과를 얻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PVT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이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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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PV와 PVT의 동시 측정을 통한 계절별 성능 비교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기상 조건에서의 PV와 PVT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고 계절별로 PVT의 집열성능을 확인하여 공기 기반 

PVT 시스템의 태양에너지 활용 효과를 검토한다.

2. 측정 조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학교 옥상(위도 37.30°, 경도 127.04°)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실험에서

는 기존 PV 패널 하부에 공기를 통과시켜 태양광 패널 온도감소에 따른 전력발생량 증가와 통과하는 공기의 온

도 상승에 따른 집열효율을 조사하고 기존 PV 패널과 본 연구의 대상인 PVT 패널을 나란히 설치하여 동일한 조

건에서 온도 및 발전 변화를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패널은 남쪽을 향하며 30도 각도로 설

치하였고 모든 대상 패널의 면적은 1.52 m2 (1,600 mm × 950 mm)이다. 이 실험에 사용된 패널의 개념도는 Fig. 

1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설치된 모습은 Fig. 2와 같다. PV 패널은 일반적인 패널 하부에 단열재를 부착하였

고 PVT 패널은 일반적 패널 하부에 공기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팬을 이용해 공기의 이동을 제어하

였다. PV 패널과 PVT의 패널 출력은 300 W로 서로 같으며 PV 패널 하부에 공기를 통과시켜 패널 상 ·하부의 

온도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패널 입구 온도센서, 상 ·하부 표면 온도센서, 패널 출구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일사

량(경사면 30°), 전류, 전압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이 실험의 측정 기기 및 측정 항목은 Table 1 및 Table 2와 같

으며 측정은 1초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외부 여건에 따른 변동을 고려하여 10분간의 평균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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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PV, right PVT based on the picture (b) Left PVT, right PV based on the picture

Fig. 2 PV and PVT panels installed on the roof of a building

Table 1 Equipment specification

Items Instrument Specification

Temperature Thermal couple T-Type
Range: -200 ~ 250°C, 

Accuracy: ±0.5°C, Resolution: 0.1°C

Solar radiation
EKO MS-40 Pyranometer

ISO 9060:2018 Class C (Second class)
Range: 0 ~ 2,000 W/m2, Accuracy: ±0.2%

Electric energy Solar Volt / Current Unit 10 A / 50 mV shunt

Wind speed Testo 405i hot-wire anemometer Range: 0 ~ 30 m/s, Accuracy: ±0.1 ~ 0.3 m/s

Data logger Hioki Memory Hilogger LR8400
Temperature resolution: 0.01°C, 

Voltage resolution: 500 nV

Table 2 Measurement items

Number Items Number Items

1 Outside temperature 15 PVT lower air temperature

2 PVT air inlet temperature 1 16 PV upper air temperature

3 PVT air inlet temperature 2 17 PV upper surface temperature 1

4 PVT air inlet temperature 3 18 PV upper surface temperature 2

5 PVT upper air temperature 19 PV upper surface temperature 3

6 PVT upper surface temperature 1 20 PV lower surface temperature 1

7 PVT upper surface temperature 2 21 PV lower surface temperature 2

8 PVT upper surface temperature 3 22 PV lower surface temperature 3

9 PVT lower surface temperature 1 23 PV lower air temperature

10 PVT lower surface temperature 2 24 Pyranometer

11 PVT lower surface temperature 3 25 PVT current

12 PVT air outlet temperature 1 26 PVT voltage

13 PVT air outlet temperature 2 27 PV current

14 PVT air outlet temperature 3 28 PV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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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결과

3.1 온도 결과의 비교

이 실험은 2021년 8월 1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중 맑은 날이 2일 이상이며 각 계절의 특

징이 잘 나타나는 하절기 3일(’21.08.18. ~ 20.) 및 동절기 3일(’22.03.21. ~ 23.)간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

터를 해석하였다. Fig. 3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대상 패널(경사각 30°)에서의 일사량과 외기 온도를 나타낸다. 하절

기 패널 면에서의 일사량은 3일간 각각 3,351 Wh, 5,618 Wh, 4,019 Wh로 평균 약 4,329 Wh를 나타냈으며, 외기 

온도는 최저 24.8℃, 최고 37.1℃로 측정되었다. 동절기 패널 면에서의 일사량은 3일간 각각 5,638 Wh, 4,823 

Wh, 4,019 Wh로 평균 약 4,827 Wh를 나타냈으며, 외기 온도는 최저 영하 7.6℃, 최고 15.0℃로 측정되었다.

(a) Summer (b) Winter

Fig. 3 Solar radiation and outside temperature

공기가 패널 하부를 통과할 수 있는 PVT 패널의 경우 하절기 패널 상단의 온도가 기존 PV에 비해 최대 7.6℃ 

감소했으며 평균 온도는 해당 기간 약 2.7℃ 감소하였고 동절기는 최대 11.3℃, 평균 2.1℃ 감소하였다(Fig. 4). 

반면 패널 하부온도의 경우 하절기 최고 1.8℃, 평균 0.5℃, 동절기 최고 0.6℃, 평균 0.1℃로 온도변화가 상대적

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a) Summer (b) Winter

Fig. 4 Upper surface temperature of the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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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er (b) Winter

Fig. 5 Lower surface temperature of the panels

PVT 패널을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는 패널과 열 교환을 통해 증가한다. 태양 복사열로 가열된 패널의 통과 공

기 온도는 하절기 최대 4.8℃, 평균 3.3℃의 온도 상승 및 동절기 최대 4.9℃, 평균 1.8℃의 온도 상승을 보였다

(Fig. 6). 이 같은 대기 온도의 상승은 일사량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출

구 온도 또한 상승하므로 패널에 들어오는 태양광의 각도를 조절하여 최대의 일사량을 얻을 때 최적의 효율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Fig. 7). 

(a) Summer (b) Winter

Fig. 6 Outlet temperature of PVT panel

(a) Summer (b) Winter

Fig. 7 Relationship between insolation and outlet temperatur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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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에는 PVT 패널을 통과하는 공기 온도 증가로 인한 집열 효과가 표시된다. 이 실험에서 적용된 팬에 의

해 발생한 공기의 부피는 4.82 m3/min (원형 덕트, 지름 9 cm, 풍속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덕트 내 평균 풍속 

12.63 m/s)이다. 패널 입구와 출구의 온도 차이, 공기량 및 공기 비열로 계산된 최대 집열량은 하절기 684.4 W

이고 평균 326.0 W였으며 동절기 최대 집열량은 .695.5 W이고 평균 359.6 W였다. PVT 패널 하부를 통과하는 

공기를 통해 표면 온도가 감소하고 발전량이 증가하며 추가로 열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ummer (b) Winter

Fig. 8 Heat collection by PVT panel

3.2 발전량 변화 비교

공기 기반 PVT 시스템에 의한 표면 온도 저감을 통하여 PVT 패널의 발전 증가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 

PV 패널과 PVT 패널의 계절별 발전량을 비교했다. Fig. 9와 같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PVT 패널의 최대 발전

량은 하절기에 11.0 W, 동절기에 19.5 W 증가했다. 다만 일사량 변화에 따른 전력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PV와 PVT의 각 패널에 대한 일사와 발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10과 

같이 태양광과 발전의 상관관계에서 PVT의 수치는 해당 기간의 PV에 비해 하절기 약 5.1%, 동절기 약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Summer (b) Winter

Fig. 9 Change in power generation of PV and PVT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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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T

PV

PVT

PV

(a) Summer (b) Winter

Fig. 10 Relationship between insolation and power generation

PV와 PVT 패널의 발전 효율은 측정된 일사와 발전량에 기초하여 계산되었다. Fig. 11과 같이 PVT 패널의 발

전 효율은 하절기 19.0%, 동절기 20.3%이며 PV의 발전 효율은 하절기 18.0%, 동절기 18.7%였다. 이를 통해 

패널 아래 공기 흐름으로 인한 발전 효율의 상승 폭은 약 8.6%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12와 같이 PVT의 

경우 연평균 약 47.7%의 집열 효과를 얻음으로써 PVT에 의한 태양에너지 이용 효율은 67.2%로 PV의 18.3%

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단, PVT의 적용을 위해서는 발전량 증가뿐만 아니라 대상 건물의 열부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및 요구온도 제어 조치(최적 덕트 구경 및 덕트 내 풍속 제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 Summer (b) Winter

Fig. 11 Power generation efficiency of PVT and PV

(a) Summer (b) Winter

Fig. 12 Solar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of PVT and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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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중 건물 내 사용성이 가장 높고 유지관리가 유리한 태양광 중 기존 PV 시스

템과 PVT 시스템의 발전 및 집열 성능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시스템은 공기 기반 PVT 시스템으로, 기존 PV 패널의 낮은 부분을 통해 외부 공기를 유입시

켜 패널의 표면 온도를 낮추고 태양광 발전 효율을 연평균 약 8.6% 증가시킨다. 또한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 상

승으로 인하여 열에너지를 연평균 약 47.5% 획득하였으며 이는 건물의 난방 및 온수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절기에 측정한 데이터와 동절기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외기온이 

높은 여름철의 경우, 강제 공기 유동에 따른 패널 온도 하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향후 실외온도 

변화에 따른 패널의 냉각 효과와 발전 효율 변화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물 내 높

아진 공기 온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기 흡입 팬의 회전속도 조절을 통하여 요구온도를 충족하는 

방법과 건물 내 이용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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