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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with load condition in hybrid solar heating system during spring season. The room 

temperatures, the hot water conditions and the lower part temperatures of heat storage tank 

were changed to analyze the system performances. As a results, the hot water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mbient temperature. The indoor setting temperature affected the 

solar fraction. When the low part temperature of the storage tank increased, the temperature 

of the hot water rose and the temperature of the hot water in morning was affected by the 

ambi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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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GT : 평균일사량 (W/m
2
)

 Qu : 사용열량 (kWh)

 Qhw : 탕 사용열량 (kWh)

 Qs : 태양열 난방사용열량 (kWh)

 Qh : 히트펌  난방사용열량 (kWh)

 SCF :  태양열 의존율 (%)

 TA :  외기온도 (
o
C)

 TR :  실내설정온도 (
o
C)

 Tlow :   축열조 하부온도 (
o
C)

 △T :  실내온도와 외기온도의 차 (oC)

1. 서 론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 지 기론과 생

활수 의 향상에 따른 에 지 소비가 증 되어 

친환경기술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

서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기술개발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에 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과 앞으로 CO2 배출량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

리나라 실정에 가장 맞고 이용이 편리하며 사용

이 무한정 에 지에 한 심을 더욱 더 가져야 

한다.

신재생에 지로써 청정하고 에 지원이 무한

인 태양에 지는 미래에 지원으로 각 을 받고 

있다. 태양에 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일 수 

있으며, 지역  향이 고 손쉽게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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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지라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에

지 도가 낮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향을 많이 

받으며 에 지 생산이 안정 으로 공 을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에 지 기 극복

과 지속 인 개발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미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태양열 하이 리드 시스템은 일사량이 충

분할 때에는 집열기에서 태양열을 흡수하고, 일

사량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태양열과 히트펌 를 

이용하여 획득한 열을 탕과 난방을 하여 동

시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태양열원과 열펌 가 결합된 하이 리드형 난

방에 하여 Xu et. al.
(1)
는 국 난징(Nanjing)시 

지역의 기후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양열원과 공기 

열원을 이용하여 150  용량의 축열조 온도를 
55
o
C까지 상승시키기 한 연구를 하 다. 한 

N.C Baeck
(2)
등은 이  열원식 히트펌  시스템

의 성능 해석을 해 TRNSYS 로그램을 이용

하여 해석하 으며 태양열 시스템에서 히트펌

로 보조열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욱 경제 일 것

이라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는 히트펌

를 이용한 철 태양열 하이 리드 시스템의 운

특성에 한 실험  연구는 극히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조열원으로 철 경제

이고 효율 인 태양열 하이 리드 시스템을 채

택하여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운 조건에 따

른 철 태양열 하이 리드시스템의 성능특성 

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하여 탕

조건에 따른 최 화와 실내설정온도에 따른 성능

특성을 분석하여 태양열 의존율 분석하 고 축열

조 하부온도에 따른 운 특성에 한 연구도 수

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 효율 태양열 하

이 리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운 특성

과 련된 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 된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해석 상으로 선정한 히트펌  이

용 태양열 시스템의 하이 리드 시스템의 개략도

를 Fig. 1에 나타내고 있다. 일사량을 측정하기 

해 Vaisala QMS 101를 사용하여 일사량을 측

Fig. 1 Schematic diagram of Hybrid Solar 

Heating System.

정하 으며 진공 형 집열기와 축열조는 정남향

으로 설치하 다. 축열조의 열매체펌 를 통하여 

축열조 내부에서 열교환하도록 설계하 으며, 축

열조의 열매체로는 Propylene Glycol 혼합액을 

사용하 다. 한 온도측정을 해 T-type의 열

, 물의 유량 측정을 해 체 유량계, 히트펌

의 력측정을 해 력량측정기(power 

mater)을 사용하 다. 실험에 용시킬 공간으로 

4인 기  24평(79.34 ㎡)으로 설정하 으며 이 공

간의 효율 인 난방을 해 FCU (8,720 kcal/h) 

3개를 설치하여 실내설정온도에 따라 작동하도록 

구성하 다. Table 1은 주요부분의 물성치를 측

정하기 한 실험장치에 한 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2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한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Parameter Type EA

Flowmeter

Primo20A 1

Primo25A 1

FM-100M 1

E-MAG-I 1

Thermometer T-Type 9

Data acquisition DAQ-100 1

Pyranometer
Vaisala    

  QMS 101 1

Powermeter WT230 1

Table 1 Specific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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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pecification

Collector

Area 3.25㎡

EA 8

Slope 45°

FR(τ ) 0.773

FRUL 2.284

Storage   
Tank Volume Capacity 1.5 ton

Heat  medium 
tank

Capacity 120

Control
Module

Type
Digital difference 
Temperature 
control

△Ton 5oC

△Toff 2oC

Heat pump Capacity 5RT(63.5 MJ/h)

FCU Capacity 8720 kcal/h

Table 2 Specification of hybrid solar heating 

system

2.2 실험 조건  방법

 

태양열 집열기와 펌 의 원활한 구동을 해 

차온 제어기를 사용하 다. 시스템의 효율 측면

을 고려하여 열매체 펌 의 작동은 집열기 출구 

열매체와 축열조의 온도차가 5oC이상일 때 작동

하도록 설정하 으며, 온도차가 2oC이하 일 때 

펌 를 지하도록 제어하 다.  

집열 으로부터 얻어진 열량을 계산하기 해

서 열매체 탱크에서 축열조로 가는 유량을 측정

하 으며, 히트펌 에서의 열량을 계산하기 해 

FCU로 가는 유량과 력량측정기(power mater)

를 이용하여 히트펌 의 력량을 측정하 으며, 

난방 부하 측정을 해 FCU 입·출구에 유량과 

온도를 측정하여 부하를 계산하 다. Table 3과

Parameter Condition

Indoor 
temperature 
(oC)

23, 24, 25, 26, 27

Daily hot water 
patten (ℓ)

Patten1 100, 80, 100

Patten2 80, 60, 80

Patten3 60, 40, 60

 Lower part 
temperature of 
heat storage 
tank (

o
C)

46, 48, 50

Table 3 Test conditions

 

      Hour
Patten

8～9
( )

12～13
( )

18～19
( )

Patten 1 100 80 100

Patten 2 80 60 80

Patten 3 60 40 60

Table 4 Daily hot water usage patten

같이 실내설정온도를 23oC∼27oC까지 1oC씩 변화

시키고 축열조하부온도를 46oC, 48oC, 50oC으로 

선정하여 실험하 으며 탕부하에 따른 연구를 

해서 ASHRAE(3)에서 제안된 설계조건을 반

하여 시스템을 운 시키고 탕부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운 특성을 분석 하 다. 4인가족 220

를 기  탕량으로 설정하 으며 부하패턴의 변

경을 하여 Table 4와 같이 3가지 시간 때에 

탕량이 다른 3가지 부하패턴를 선정하여 실험 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철 하이 리드태양열시

스템의 운 결과를 분석하 다. 운 시간은 익일 

오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로 정하 으며 

이때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사용하 다. Fig. 2

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측정한 평균외기

온도와 일사량을 보여주고 있다. 외기온도의 경

우 9.8
o
C에서 22.5

o
C까지 분포하 으며 일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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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of average ambient      

temperature and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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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최소 60.9W/㎡에서 최  548W/㎡까지 

분포 하었으며 평균 400W/㎡정도 획득하는 것으

로 분석 되었다.  

 

3.1 실내설정온도에 따른 운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에서 가장 큰 향

을 주는 인자는 바로 부하량 조건이며 그  주

요한 인자는 난방설정온도이라 할 수 있다. Fig. 

3는 난방 설정온도에 따른 태양열 의존율의 변화

와 히트펌  사용량, 그리고 태양열난방  탕

사용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내설정온도가 

23
o
C인 경우 실외온도가 높아 난방부하가 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하여 100% 운 이 가능하

다. 난방설정온도가 24～26
o
C인 구간에서의 태양

열 의존율은 약 30%정도 감소하며 26～27
o
C사이

에서 태양열 의존율의 감소정도가 어지는 경향

을 나타낸다. 한 설정온도가 24～26
o
C구간에서 

태양열 의존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

유는 실내설정온도와 실외설정온도의 차이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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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ariations of heat pump heating,    

 hot water and solar fraction with       

 indoor setting temperature.

 Tr (
oC)  Ta (

oC)  △T (oC)

23 20 3

24 19.3 4.7

25 13.9 11.1

26 16.5 9.5

27 17.6 9.4

Table 5 Ambient temperature with indoor 

setting Temperature 

서 실외부하의 증가에 따른 히트펌  운 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 으로 실내설정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히트펌

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Table 

5은 외기온도, 실내설정온도 그리고 온도차를 보

여주고 있다. 실내설정온도와 외기온도의 차가 

클수록 시스템 체의 부하가 증가하며, 26
o
C와 

27
o
C에서 실내온도와 외기온도의 차는 거의 동일 

하지만 난방에 필요한 사용열량이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실내 설정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부하가 필요하고 이를 해 히

트펌 의 가동률이 증가하게 된다.

3.2 탕부하 패턴에 따른 운 특성

 Fig. 4는 부하패턴에 따른 탕, 히트펌 , 태

양열 난방 사용량에 한 비율  외기온도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내설정온도와 실외온도의 

차이가 큰 Patten2의 탕부하량은 체시스템의 

8.7%를 차지하지만 외기온도가 높은 Patten3에서

의 탕부하량은 체시스템의 21.9%로 다른 부

하패턴보다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기온도가 낮은 날의 경우에는 탕부하

량의 향보다 난방부하량에 한 향이 시스템 

성능에 더 큰 향을 미치지만 외기온도가 높은 

경우에 탕부하량이 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을 크기 때문에 철 외기온도의 변화와 

탕부하량을 측하여 태양열 하이 리드 시스템

의 용량을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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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hot water, solar heat and  

 heat pump with water usage pa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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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열조 하부온도에 따른 운 특성

외기온도가 18
o
C 이상인 날에 축열조 하부온도

를 각각 46
o
C, 48

o
C, 50

o
C 변화시켜 운 특성을 

고찰하 다. 철 특성상 외기온도가 높아지고 

이에 히트펌  가동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향분석을 하여 히트펌  가동이 없는 상태에

서 특성분석을 수행하 다. Fig. 5는 축열조 하부

온도 변화에 따른 탕  태양열 난방 사용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6～48
o
C구간에서는 탕

부하에 한 향이 으나 50
o
C에서는 탕사용

량이 2.7 kWh로 48
o
C구간의 사용량 보다 0.8 

kWh정도 증가는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축열조 하부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열조 내

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사용하는 온수의 온도가 

상승하고 탕사용 열량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은 탕사용 시간에 따

른 온수의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온수의 온

도는 실외온도보다 축열조 하부의 온도에 한 

향이 크며, 특히 8시～9시 사이에는 일사량이 

어 축열조에 충분한 태양열이 축 되지 않으므

로 일사량이 은 새벽이나 아침의 온수온도는 

실외온도와 비례하며 이에 히트펌 의 가동률과 

효율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안 성을 높이기 한 

운 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 하이 리드 태양열 시스템

의 운 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특성에 한 실험

 연구를 하여 실내설정온도와 탕부하패턴 

 축열조 하부온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성능을 

고찰하 다. 이를 하여 실내설정온도를 23oC에

서 27oC까지 변화시켜 태양열의존율  사용량을 

분석하 고 탕부하패턴을 3가지로 나 어 성능

을 비교·분석하 으며, 하부온도를 46oC, 48oC, 

50oC로 변화시키면서 성능특성을 고찰하 다. 이

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내 설정온도에 따른 운 특성의 연구에 

있어서 실내 설정온도와 실외온도의 차가 클수록 

부하가 증가되며, 실내설정온도가 높을수록 히트

펌  사용량이 증가하여 태양열 의존율이 낮아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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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solar heating usage and 

hot water usage with lower part 

temperatures in the heat storage tank.

      Hour

Tlow

8～9
(oC)

12～13
(oC)

18～19
(oC)

TA
(oC)

46 56.8 52.3 48.8 18.7

48 47.2 60.7 65.9 17.8

50 81.2 85.8 88.5 21.9

Table 6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lower 

part temperatures of heat storage 

tank

  

  (2) 시스템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인자는 

난방부하의 설정이며, 4인 가족 기 으로 3가지 

탕부하량을 비교한 결과 체 시스템에서 최  

21.9%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향과 탕부하량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요한 것으로 나타냈다. 

(3) 축열조 하부온도를 높게 설정할수록 탕 

사용열량증가와 온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하 으며 새벽이나 아침인 경우 온수의 온도는 

축열조 하부온도보다 외기온도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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