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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태양열을 발전이나 화학반응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중 디쉬 형은 중소규모 단위의 독립. (dish) ․
적인 태양열이용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쉬형 시스템에서도 집광된 에너.
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흡수기의 열

흡수 또는 이송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기

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로는 태양열을 고밀도로,
집광하는 집광기술과 흡수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며 급 접시형 태양열 발, 10 KW
전시설이 개발되고 실증되었다.(1) 흡수기 해석에

관한 연구는 흡수기의 형상과 반사경 배치에 따

른 태양열의 흡수성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1) 또한 집광된 태양열을 흡수기에서 스털링,
엔진과 같은 발전시스템에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

하거나 태양열 화학반응로와 효과적인 화학생성,
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열환경 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1,2)

문헌상으로 태양열 흡수기 내부에 저장된 열을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대표적인 열전달 수단은

용융염 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에 의한(molten-salt)
열이송 방식(4,5)과 히트파이프에 의한 열이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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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7)을 들을 수 있다 등. Jung (2)과 등Park (3)에서

는 흡수기로부터 이용부의 열전달 방법으로 강,
제대류식과 히트파이프식을 적용하여 용융염의

질량유량 히트파이프의 유효열전도도 및 집광비,
를 변수로 하여 각각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수기의 후벽 각.
도 변화가 흡수기의 흡수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사양.
을 갖는 흡수기 후벽의 각도를 범위에서0 ~ 45˚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흡수기의 온도분포 및,
열전달 성능을 파악하고자 수치해석과 결과의 분

석을 수행하였다.

태양열 흡수기2.

통상적인 태양열 집열기에서 집광된 태양에너

지는 흡수기 입구를 통하여 흡수기 공동으로 입

사되어 내벽에 흡수된 후 열이송매체를 통해 이,
용부로 이송된다 열이송 매체로 사용되는 용융.
염은 질산나트륨(NaNO3 와 질산칼륨) (KNO3 의 혼)
합물로써 이며 사용 가능한 온도범위50-50 mol% ,
는 이다200-600 .℃

본 연구의 해석모델인 실린더 형 태양열 흡수

기의 형상을 에 나타내었다 흡수기의 직경Fig. 1 .
은 길이 의 스테인리스스틸240 mm, 398 mm (STS

이며 벽두께는 로 설정하였다 편의316L) , 4 mm .
상 개구의 석영유리는 모델링 도구에서 내벽과,
외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개의 면을 생성

한 후 경계조건에서 두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흡수기에 저장된 열을 활용할 수 있는 히트.
싱크 를 흡수기와 동일한 크기로 모델링(heat sink)
하였으며 흡수기에서 히트싱크로 열을 이송하기,
위하여 높이 의 채널을 원주방향으로 개12 mm 48
를 균일하게 모델링 하여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

록 하였다 히트파이프식의 경우에 과 에. Fig. 1 2
서 냉각수 영역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실제 히트

파이프의 유효열전도도(9)를 가지며 재료는 흡수,
기 재료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열이.
송 거리와 열전달 면적 등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는 흡수기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
고 있으며 균일한 태양조사열유속에 의하여 열,
을 흡수 한다고 가정 하였다 열원의 역할을 는.
흡수기 내벽에서 반경 방향으로 전달되어 여기에

부착된 채널 또는 히트파이프라고 가정한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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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통해 히트싱크의 내벽으로 전달되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흡수기와 히트싱크 사이.
의 공간은 단열로 취급하였다 수치적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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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화하여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과 계산시간을 절약하도록 하

였다 수치해석의 모델은 에 보인 바와 같. Fig. 2
이 실제 모델의 영역에 해당된다 수치해석1/48 .
의 경계조건은 문헌(2,3)과 동일하다 후벽 각도 변.
화는 와 로 설정하였으며0, 5, 10, 15, 30 45 ,˚

각도 변화가 흡수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

다.

태양열 흡수기의 후벽 각도 변화에3.
따른 열성능 비교

태양광의 조사량은 반사경에 의하여 집광된 량

으로 가정하여 통상적인 태양광의 직달조사량이

800 W/m2으로 알려진 바(1) 집광시 발생할 수 있

는 손실을 고려하여 720 W/m2를 적용하였다 흡.
수기 개구에서 흡수기 내부로 태양광의 방향은

축방향 의 방향 으로 평행하게 입사된다(Fig. 2 x )
고 가정하였으며 천정각과 방위각이 모두 로, 45ﾟ
일정하게 흡수기 개구를 투과하여 흡수기 내부로

입사하도록 설정하였다 두 가지 방향이 모두. 45
일 경우에 실제와의 오차가 미만으로 알려8%ﾟ
져 있기 때문이다.(8) 석영유리의 흡수율은 로0.1
설정하여 가능한 작게 하였다. 석영유리를 제외

한 흡수기 재료의 흡수율은 균일하게 로 설0.97
정하였으며 흡수기 내벽과 후벽은 선택적 코팅,
을 고려하여 흡수기 벽에서 흡수기 공동 으(cavity)
로의 방사율을 균일하게 로 설정하였다 선택0.1 .
적 코팅효과는 흡수기 내벽에서 흡수기 공동으로

의 방사효과를 작게 하여 흡수기 재료로 흡수되

는 열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흡수기 내부의.
매질은 공기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구의 재질과,
공기와의 굴절율을 같고 산란과 흡수가 없다고

설정함으로써 진공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강제대류식 흡수기의 성능 모사를 위해서는 용

융염의 질량유량을 이하 최소질량유량0.001( ),
그리고 이하 최대질량유량0.002, 0.005 0.01 kg/s( )

까지 변화시켰으며 이는 개의 채널을 고려한, 48
다면 최대 에서 까지의 범위에0.048 kg/s 0.48 kg/s
해당된다 용융염의 입구온도를 로 일정하. 500 K
게 설정하였다.
히트파이프식 흡수기의 성능모사를 위해서는

문헌(9)의 나트륨 히트파이프에 대한 실험적 자료

를 바탕으로 액체금속 히트파이프의 유효열전도

율 이하 최소유효열전도률 그리3000( ), 5000, 7500
고 최대 이하 최대유효열전도률 까10000 W/m K( )․
지 증가시켜 계산을 수행하였다 한편 히트싱크. ,
에서는 흡수기 내벽에서 흡수한 열전달량과 동일

한 열량이 배출되도록 경계조건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를 사용하였으며 이 프로그FLUENT(Version 6.2) ,
램 내부에서 복사열전달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기법은 Discrete ordinate radiation model(10)을 적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융융염의 질량유량 와 집광Fig. 3 0.001 kg/s

비 을 입력한 상태에서 태양열 흡수기 후벽1000 ,
각도 변화에 따라 계산된 온도 컨투어 를(contour)
나타내었다 최고온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
후벽의 각도 의 에서0 (Fig. 4 (a)) 940 K, 10˚ ˚

의 에서 그리고 의(Fig. 4 (b)) , 936 K 45 (Fig. 4˚

에서 를 나타내었다 후벽 각도가 증가(c)) 1083 K .
할수록 흡수기 공동의 등온성능이 향상되었다, .
흡수기 공동부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로

등온성을 비교하였을 때 에서 에, 0 370 K, 10˚ ˚

서 그리고 에서 로 각각 나타났60 K 45 35 K˚

다.
는 용융염 질량유량 와 집광비Fig. 4 0.001 kg/s

을 입력한 조건에서 흡수기 후벽 각도변화에1000
따른 흡수기 내벽과 히트싱크 내벽의 온도를 나

타내었다 흡수기 내벽의 온도를 축방향에 따라.
평균으로 나타내었을 경우에 후벽 각도의 증가,
는 흡수기 내벽의 평균온도를 증가시켰다 후벽.
각도가 에서 평균온도는 에서0 774 K, 45 844˚ ˚

이다 한편 후벽의 각도 의 평균온도는K . , 30˚
로서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858 K 45 . ,˚

히트싱크 내벽온도를 비교하였을 때 후벽각도,
범위 범위에서 평균온도가 감소하였으나0~10 ,˚

범위에서 증가하였다 후벽 각도 에15~45 . 10˚ ˚

서 히트싱크 내벽 평균온도는 이며 후벽553 K ,
각도 에서 를 나타내었다 흡수기 내벽45 600 K .˚

의 국부적인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는 후벽

각도 에서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15 306 K˚

어 가장 우수한 등온성능을 나타내었다.
은 용융염 질량유량 와 집광비Fig. 5 0.001 kg/s

을 입력한 조건에서 흡수기 후벽 각도 변화1000
에 따라 흡수기 공동에서 흡수기 개구 의(Fig. 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로 투과 되어 손실 되는 열)
유속을 나타낸다 후벽 각도가 와 에서는.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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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β ˚

(b) = 10β ˚

(c) = 45β ˚

Fig. 3 Temperature contour calculated by FLUENT
in the solution domain depending on angle variation
of receiver end-wall(coolant mass flow rate of
0.001 kg/s, concentration ratio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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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xial distribution of inner side wall
temperature for receiver depending on the end-wall
angle variation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후벽,
각도 는 후벽 각도 와 비슷한 경향이15 5 10˚ ˚ ˚

었으나 수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후벽 각도 는 다른 각도에 비하여 경향이, 0˚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투과손실열유속의 정량적. ,
인 차이로 비교하였을 때 후벽 각도 와, 30 45˚

는 다른 각도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개구의 반경방향에 대해서 범위는 반경, 0 ~ 15˚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손실열유속이 증가한

후 그 이후에 감소하였다 투과손실열유속을 반.
경지점에서 최고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후벽 각,
도 의 지점에서 최고값인 약0 0.01 m 165000˚

W/m2로 나타났으며 후벽 각도 의 지, 45 0.12 m˚

점에서 25000 W/m2로 최저값을 보였다.
은 용융염 질량유량 와 집광비Fig. 6 0.001 kg/s

에서 에 표시된 개의 모듈에 대한 진1000 Fig. 2 1
정복사열전달율과 흡수기 내벽의 국부적인 최고

온도를 나타내었다 진정복사열전달률은 태양광.
이 흡수기 내벽에 흡수되어 히트싱크로 전달된

에너지를 나타낸다 후벽 각도가 로부터. 0 5˚ ˚

로 증가할 때는 진정복사열전달률이 감소하였으

며 로 증가시켰을 때 와 동일하게 나타, 10 5˚ ˚

났다 후벽 각도를 에서 로 증가시킴에. 15 45˚ ˚

따라 진정복사열전달률이 증가하였다 후벽 각도.
에서 진정복사열전달률은 최저값 으10 , 577 W˚

로 가장 낮았으며 후벽 각도 에서 진정복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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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률은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648 W .
는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벽 각도 변화Fig. 5 ,
가 흡수기의 복사열손실에 영향을 주어 각도 변

화에 따라 진정복사열전달률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후벽 각도가 증가 할수록 흡수기 내.
벽의 국부적인 최고온도가 증가하였으나 일, 10˚
경우에 내벽 온도가 가장 낮은 를 나타내936 K
었다 최고값은 후벽 각도 에서 내벽온도가. 45˚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1083 K .

은 집광비 과 후벽 각도 에서 강Fig. 7 1000 0˚
제대류식과 히트파이프식의 입력 변수에 따라 흡

기와 히트싱크 내벽의 측면 내벽온도를 나타내었

다 강제대류식 의 은 용융염이 흡수기. (Fig. 7 (a))
입구에서부터 열을 순차적으로 얻음으로써 입구

에서 흡수기 끝단까지 온도가 증가한 후 히트싱

크에서 감소하여 흡수부와 방열부가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량유량에서 흡수기 측면 내벽. ,
의 축방향 위치의 최저온도와 최고온도의 차이는

에서 로 계산되어358 K(0.001 kg/s) 35 K(0.01 kg/s)
질량유량 증가에 따라 온도 차이는 감소하였다.
히트파이프식 의 은 입구에서 히트싱크(Fig. 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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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순차적으로 온도가 감소하였다 유효열전도.
율이 높을수록 작은 온도차에서 동일한 열이송이

가능하므로 우수한 등온성능을 보였다 흡수기.
영역의 온도차는 유효열전도률 에서3000 W/m K․

유효열전도률 에서 를328 K, 10000 W/m K 101 K․
나타내었다 히트파이프식과 강제대류식의 등온.
성능을 비교하면 유효열전도율 를 갖, 3000 W/m K․
는 히트파이프식은 질량유량 이하의0.001 kg/s
강제대류식 보다 작은 온도차이를 보여 우수한

등온성능을 나타내었다.
유효열전도율 를 갖는 히트파이프10000 W/m K․

식은 질량유량 범위의 용융염0.002 ~ 0.005 kg/s
으로 열이송하는 강제대류식과 유사한 등온성능

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를 채널 숫자.
를 고려한 전체질량유량으로 나타내면, 0.096 ~

의 범위에 해당한다0.24 kg/s .

결론4.

본 연구에서 실린더형 태양열 흡수기를 기본으

로 하여 후벽 각도 변화 용융염 질량유량에 의, ,
한 강제대류식 및 유효열전도율을 이용한 히트파

이프식을 대상으로 하여 흡수기의 흡수성능을 비

교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후벽 각도를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에15 0˚

에 비하여 투과손실열유속이 감소하며 흡수성,˚

능이 향상되었다 후벽 각도가 일 때는 다른. 15˚
각도에 비하여 작은 온도차이를 보여 우수한 등

온성능을 보였다 후벽 각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용융염으로 순환하는 강제대류식과 유,
효열전도율을 이용한 히트파이프식의 등온성능을

비교 하였을 때 유효열전도률이 인3000 W/m K․
히트파이프식은 용융염의 질량유량이 0.001 kg/s
강제대류식에 비하여 등온성능이 우수하였다 유.
효열전도률이 인 히트파이프식의 온10000 W/m K․
도 차이는 용융염의 질량유량이 0.002 ~ 0.005

범위에 있었다k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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