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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체 식 흡수기를 한 SiC허니컴 모듈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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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eguSolarPowerTowerPlantofa200kW thermalcapacityusesanopenairreceiver.Anairreceiveris

generallybasedonthevolumetricreceiverconceptwithporousceramicabsorbers.Becauseabsorbermaterialis

importantin the volumetric receiver,ceramic materials with excellentthermalconductivity,high solar

absorptivityandgoodthermalstabilityhavebeenresearched.KIER alsodevelopedSiChoneycombabsorber

modulesandevaluatedperformanceofthemodulesattheKIERsolarfurnace.Forperformanceevaluation,we

madeanopenvolumetricreceivercontainingthemodulesandmeasuredtheoutlettemperatureandtheefficiency.

ItisdemonstratedthatperformanceoftheKIERabsorberiscomparabletothatofareferenceabsorberdeveloped

byDLR.

Keywords:타워형 태양열발 (Solarpowertowerplant),공기식 흡수기(Airreceiver),체 식 흡수기(Volumetric

receiver),태양로(Solarfurnace),다공성 육각모듈(Poroushoneycombmodule),탄화규소(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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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0kW 구 SolarTower

1.서 론

태양열발 에서 사용되는 작동 유체로는

물/증기,공기 용융염 등이 있는데 (그림

1참조)에서 보이는 200kW 열용량의 구

타워형 태양열 발 소는 개방형 공기식 흡수

기를 사용한다.1)

타워형 태양열 발 (SolarPowerTower

Plant)은 Heliostat라고 불리는 다수의 반사

경을 사용하여 타워 상단의 흡수부로 집

한다.이 타워형 발 은 고온의 획득이 가

능하고,열손실의 여지가 으며,높은 도

의 열에 지 장이 가능하다는 이 을 가

지는 가장 진보 인 규모 태양열 발 방

식이다.

타워형을 포함한 앙흡수기형은 구유형보

다 집 비가 높아 작동유체를 고온으로 가열

이 가능하다.그래서 복사 열손실을 최소화

하기 해 튜 들을 공동(cavity)의 형상이

되도록 제작하여 흡수기가 흑체와 유사하게

한다.
2)
한편 공기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공기를 사용하게 되

면,어디서나 작동 유체를 얻을 수 있고 상변

화가 없어 시스템이 간단해진다.

보다 큰 장 은 고온의 가압공기로 터빈을

구동하게 되면,터빈에서 배출된 공기의 열

로 증기 사이클을 돌리는,효율 높은 복합발

이 가능해진다.고온 공기를 얻기 해서

는 높은 집 비가 필요한데,기존의 튜 식

흡수기는 높은 집 비에 합하지 않다.그

래서 그림 1의 오른쪽과 같은 체 식 흡수기

가 개발되고 있다.

공기식 흡수기는 주로 다공성 SiC흡열재

를 사용하는 체 식 흡수기 형태이다.체 식

흡수기에서는 흡열재가 가장 요하기 때문

에 열 도도가 우수하고,열충격에 강한 다공

성 세라믹 소재에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

다.
3)
그래서 KIER(KoreaInstituteofEnergy

Research)는 타워형 태양열 발 에 필요한

SiC허니컴 모듈을 개발했고,이 모듈에

한 성능 평가를 해서 개방형 체 식 흡수

기를 KIER태양로에 맞게 제작해서 실험했

으며,도출된 결과를 기존의 흡열재와 비교

하여 분석하 다.

2.실험장치 실험방법

2.1흡열재 개발

흡수 소재는 높은 태양열 흡수율,높은 열

도도,열 기계 안정성,내산화성,내

구성 등을 만족해야 한다.
4)

한 공기가 잘

통과하면서 면 이 넓은 다채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5)6)다채 형태로 제작하면 기

존의 디젤 매연 감 장치(dieselparticulate

filter)에 용되는 압출성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KIER에서 개발한 200CPSI 치 질 SiC

흡수재의 성능을 보면 채 높이가 1.4mm,

폭 1.6mm,채 벽두께 0.6mm,기공률이

1% 이하,상온에서의 열 도도는 117.6∼

129.4W/mK1000℃에서는 34.6∼44.7W/mK

이었고,흡수율은 0.80으로 나타났다.태양열

흡수기 소재로 사용되기 해서는 상온보다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열 도도가 더 요

하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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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흡수기 설계 제작

그림 2.상압조건 흡수기 실험 장치 구성도

설계에 앞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KIER태

양로의 열유속 분포 특성과 크기에 따른 입

력 열량 등 집 특성을 아는 것이 흡수기

설계에 필요하므로, 럭스 맵핑 이라는 잘

알려진 열유속 측정 기술을 용하여 집

특성을 분석하 다.
7)

개발된 탄화규소 흡열재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해 상압조건에서 흡수기를 설계하 다.

그림 2는 상압조건에서의 흡수기 모듈 열

달 성능 평가 실험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다.시스템은 간략하게 흡입기(Blower)로 흡

수기 입구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형태이다.

태양로의 포물반사경으로 부터 부에 집

된 열유속은 고온의 공기 유체가 되어 다

채 흡열재를 통해 흡수기 내부로 유입되

고,흡수기 내부의 주요 치에 부착된 온도

센서로 트별 온도를 읽어 들인다.이러한

고온의 공기는 출구부의 열교환기를 통해 온

도가 낮춰지고,다시 공기 필터를 통해 압력계

와 유량계를 통과하여 공기 흡입기(Blower)를

지나 외부로 배출된다.

흡수기는 테이블 고정부를 기 으로 단

부와 후단부로 나뉘어 있으며,3차원으로 움

직이면서 을 맞출 수 있도록 고안된 테

이블 에 고정했다.흡수기의 단 입구부

는 150⨯ 150⨯ 100mm3으로 설계했고,깊

이별 온도를 측정하기 해 좌우측에 각각 8

개의 온도 센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20mm

간격으로 온도 센서 구멍을 만들었다.온도

센서는 K-타입을 사용했고, 면부에는

앙에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의 크기

에 맞는 세라믹 보드를 제작해서 끼워 넣었

다.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흡열재를 바꿔

가며 실험해야 하므로 단부의 탈부착이 용

이하지만 유량의 손실이 없도록 착시켰으

며, 앙의 흡열재 주 에는 열손실을 최

한 이기 해 단열재를 빈틈없이 채워 넣

었다.이 단부는 테이블 고정부와 흡수기

의 후단부에도 정확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흡수기 후단부에는 쪽과 오른쪽 그리고

출구 쪽에 거리별 온도를 측정하기 해 온

도 센서를 부착했다.연결되는 부 는 출구

쪽의 34mm 배 직경과 맞도록 일정

하게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했고,후단부의

총 길이는 524.6mm이다.가장 요한 출구

의 온도 센서는 배 의 가운데에 치하도록

조 했다.그림 3은 제작된 상압 조건 흡수

기의 모습이다.

그림 3.제작된 상압 조건 흡수기

2.3실험 방법

흡열재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 순서는 다

음과 같다.먼 실험할 흡열재를 흡수기의

단부 앙에 장착하고,열유속 분포 측정

으로 확인된 거리에 흡수기를 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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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보 수집장치(Netdaq)의 설정에서 데이

터가 정상 으로 장되는지 확인한다.열교

환기의 냉각수 밸 를 조 하여 수 를 맞추

고 냉각수의 유입과 유출을 확인한다.송풍

기의 진동수(Hz)를 조 하여 흡수기에서 흡

입되는 공기의 유량을 실험 조건에 맞게 설

정한다.평면반사경을 자동 추 시켜서 정

확하게 흡수기의 에 집 되는지 모니터

링 화면으로 확인한다.

3.측정 결과 고찰

개발된 탄화규소 흡열재의 성능을 개방형

체 식 흡수기를 사용하여 상압조건에서 성

능을 평가하 다.흡열재는 칸세라 DPF용

제품,KIER육각셀,Pitz-Paaletal
8)
의 3가

지에 해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실험 시,흡수기 표면은 면과 일치하도

록 설치하 고 차 막과 유량을 조 하여

POM (powertoreceiveroverairmass

flow rate)이 변하도록 하 다.각 흡열재의

성능 비교 조건은 표 1에 정리하 다.

칸세라 DPF KIER육각

면부 크기

(mm2)
75×75 76×76

직달일사량 DNI

(W/m2)
457∼ 763 734∼ 817

유량

(10-3kg/s)
6.56∼ 7.36 5.57∼ 7.15

입력 열량

(kW)
5.47∼ 9.11 6.80∼ 9.40

평균 집 열유속

(kW/m
2
)

971∼ 1619 1178∼ 1627

POM

(kJ/kg)
786∼ 1265 1009∼ 1431

표 1.흡열재의 성능 비교 조건

DNI는 직달일사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했고,

유량은 13∼ 130m
3
/h유량 범 의 체 식

유량계를 사용했다.입력 열량은 럭스 맵

핑
7)
을 통해 구해졌으며,POM은 입력 열량

을 체 유량과 도의 곱인 질량 유량으로

나 어 구했다.흡수기의 열 달 효율(η)은

입력 열량 비 얻어진 열량으로 구해지는

데,얻어진 열량은 질량 유량과 출구와 입구

의 온도와 압력을 이용한 엔탈피 차이(Δh)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정상상태를 아래와 같이 가

정하 다.모든 실험 데이터는 10 간격으

로 장되는데,이 에서 DNI,massflow

rate,power/mass의 세 가지 변수를 먼 검

토한다.1분간 6개 데이터의 이동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변동계수 (표 편차/평

균)를 구한다.그리고, 세가지 변수에

한 변동 계수(variationcoefficient)가 5%이

하가 될 때,정상 상태로 간주하 다.정상

상태 구간에 한 데이터만을 흡수기 성능

평가 값으로 사용하 고,4∼ 15분 간격 동

안 측정된 값들을 평균하여 일사 조건이나

실험 조건에 의한 외부 변동의 향을 최소

화하도록 하 다.따라서,앞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결과는 어도 20개 이상의 측정 값

의 평균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흡열재를 바꾸면서 측정

한 흡수기 출구에서 측정한 공기의 온도와

흡수기의 효율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질량유

량 비 입력열량에 해 결과를 표 하면,

공기 출구 온도는 비례해서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복사 손실이 커져서 효율은 감소

하므로 흡열재 성능을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기공률 DPF용 SiC는 출구 온도와 효율 측

면에서 성능이 열등하여 태양열 흡열재용으

로 사용하기에는 부 합한 것으로 밝 졌다.

흡수기의 효율을 각각의 흡열재에 해

POM의 값으로 그림 5에 나타내었다.본 실

험을 통해 개발된 흡수기는 POM이 1531

kJ/kg일 때 공기 출구온도가 최 로 864℃

으며,POM이 1009kJ/kg일 때 최 효율

은 76%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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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흡열재에 따른 공기의 출구 온도

그림 5.흡열재에 따른 열 달 효율

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Pitz-Paaletal,

1997)8)다채 형태의 흡열재의 성능과 KIER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서도 유사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itz-Paaletal8)의 연구에 따르면 SiC흡열

재의 실험 결과가 질량유량 비 입력열량

값이 3100kJ/kg정도까지 보고되었다.하지

만,KIER흡열재는 최 집 비는 약 2900

sun정도에서 질량유량 비 입력열량 값이

1550kJ/kg 를 넘었을 때 Si가 석출되어

SiO2로 SiC가 산화되었다.그림 6은 최 입

력열량 값을 넘어서 산화된 구슬모양의 SiO2

를 볼 수 있다.

그림 6.고열유속에서 산화된 탄화규소

4.결 론

흡수기는 모듈화 에서 개발되었기 때

문에 한 개의 모듈을 KIER태양로를 이용하

여 성능평가 실험을 진행하 다.형태에 상

없이 흡수기는 확장이 쉬운 사각 모듈 형

태를 기본 형상으로 설계를 진행하 다.다

공성 탄화규소를 이용하여 상압 조건에서 실

험이 가능하도록 체 식 흡수기를 제작하

고,개발된 흡수기에 해서 상압조건의 공

기 출구 온도와 열 달 효율 측면에서 성능

을 평가하 고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KIER에서 개발된 SiC허니컴 모듈이 세

계 최고 수 의 Pitz-Paaletal
8)
이 발

표한 다채 형태의 흡열재의 성능과 유

사한 수 이고 칸세라 DPF용 제품보다

는 우월함을 증명하 다.

(2)공기 질량유량 비 흡수기 입력열량

(POM)이 1000~1500kJ/kg범 에서,

공기 출구온도가 최 로 864℃ 으며

최 효율은 76%를 나타냈다.

(3)KIER흡열재는 최 집 비는 약 2900

sun정도에서 POM이 1550kJ/kg를 넘

지 않는 범 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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