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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thermal performance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evacuated tubular solar collector(ETSC) with different working fluid. The 

evacuated tubular solar collectors with different working fluid of heat pipe were investigated 

in the same operating condition for a indoor experiment equipment. First, the result of 

working fluid with Water showed that    was 0.6636 and   was -1.8457. Second,  

Ethanol showed that    was 0.6147 and   was -0.6365. Third, Flutec-pp9 showed 

that    was 0.515 and   was -3.2313. Finally MA's showed that     was 

0.6572 and   was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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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Mass flow rate [kg/s]

  :  Specific heat [J/kg․℃]

  :   Aperture area of collector [㎡]

  :  Irradiation on a collector surface      

          [w/㎡]

 Tin  :   Inlet temperature [℃]

 Tout :   Outlet temperature [℃]

 Ta ㅊ :   Ambient temperature [℃]

 Tc1 ㄹ :  Heat Pipe condenser temperature [℃]

 FR   :  Heat removal factor

 UL   :  Overall heat loss coefficient [w/㎡℃]

 그 리 스  문 자

 τα   :  Transmittance-absorptance product

 η    :  Efficiency [%]

   

1. 서 론

태양열 집열 기술 에서 단일 진공 형 집열

기는 진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흡수면에서의 

류 열손실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한 비

교  은 온도차에서도 열 수송능력과 열응답성

이 빠른 고효율 열소자인 히트 이 를 사용함

으로 온범 에서 안정 으로 작동하며 높은 집

열 효율을 나타낸다. 진공 형 집열기에 용되

는 히트 이 는 용기의 재료와 작동유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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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모세  구조물의 종류, 액체의 귀환방법, 내

부의 기하학  형태, 작동온도, 그리고 충진량 등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히트 이 에 미치는 성능 변화에 한 선행연구
(1,2,3)
가 있었다. 

재 상용화 되어있는 단일 진공 형 집열기의 

히트 이  작동유체는 일반 으로 물과 에탄올

을 사용한다. 히트 이 의 작동유체로서 가장 

많이 용되는 물은 Fig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작동유체 에서 높은 Merit number를 

갖는 작동유체이며, 사용온도 범 가 20℃ - 20

0℃까지 사용 가능한 표 인 히트 이  작동

유체이지만 동 기 결빙에 한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 한, 에탄올은 사용 온도범 가 -30℃ - 

140℃로 비교  결빙 상으로 인한 문제는 은 

반면 히트 이 가 200℃ 이상으로 과열이 될 경

우 구리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불응축 가스가 

발생하여 히트 이 의 성능을 감소시킨다.

히트 이 를 태양열 집열기에 용할 목 으

로 설계할 때는 태양열 집열기의 정체온도

(stagnation temperature)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

으로 평 형 집열기는 약 180℃, 진공 형 집

열기는 약 260℃로 알려져 있다.

Fig 1. Various heat pipe working fluid for   

         Merit numbe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 

히트 이 에 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작동유체

를 선정하 으며, 그에 따른 집열기의 동특성  

집열기의 열성능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에 사

용된 작동유체는 물, 에탄올, Flutec-PP9 

MA(MA라고 가칭한 작동유체는 MSDS  KDB

에 따르면 사용 온도 범 가 -98℃ - 233℃로 동

기 결빙 상에 의한 히트 이  손우려가 

없고, 구리와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불

응축 가스가 발생되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한 작

동매체이다.) 이며 각각의 집열기를 동일한 실험 

조건 하에 열성능을 분석하기 해 외부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 실내 실험 장치를 설계  제

작하여 실험 으로 집열기의 동특성  열성능을 

측정하 고, 이를 통해 히트 이 의 작동유체가 

집열기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

하고자 하 으며, 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 히트

이  작동매체에 따른 집열기 설계에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Fig 2는 태양열 집열기 실내 실험 장치를 나타

낸 것이다. 실험 장치는 다음과 같은 설계조건에 

만족 하도록 설계 하 다.

 항상 일정한 실험조건

 외기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 실내 실험 장치 

 태양에 지에 하는 인공 원

 진공 형 집열기의 특성에 합한 실험 장치 

 Ashrae-Standard에 하는 실험 장치 

Fig 2. Indoor experimental apparatus 

Fig 3은 실험장치의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인공

원, 항온 수조(Bath circulator), 단일 진공 형 

집열기, 매니폴더, 유량계, 조 기, Wattmet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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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or No. Length Diameter
Absorber plate

Area

Heat pipe  

working fluid

charging

Heat pipe       

working fluid

C-1 1200㎜ 100㎜ 0.102㎡ 14㏄ Water

C-2 1200㎜ 100㎜ 0.102㎡ 14㏄ Ethanol

C-3 1200㎜ 100㎜ 0.102㎡ 14㏄ Flutec pp9

C-4 1200㎜ 100㎜ 0.102㎡ 14㏄ MA

Table 1 Collector property 

구성되었다. 태양에 지를 신하는 인공 원으

로는 Philips사의 300W 할로겐램  7개를 사용하

으며, 3 kW 조 기를 사용하여 원의 세기를 

제어하 다. 일사량은 Eppley사의 PSP 

Radiometer를 사용 하여 ±0.5 W/m2 범 에서 

일사량을 측정하 다. 한 단일 진공 형 집열

기의 특성상 집열기 각도에 따라 열성능이 변하

므로 집열기의 각도를 조  할 수 있도록 수동 

각도 조 장치를 장착하 다.

Fig 3. Schematic and monitering

본 실험에 사용된 단일 진공 형 집열기의 사

양은 Table 1과 같다. 집열기의 외부 형상  집

열 의 면 , 응축부의 길이, 유리 의 직경, 히

트 이  작동유체 충진량은 네 가지 집열기 모

두 동일한 치수로 제작 되었으며, 히트 이 의 

작동 유체의 종류만 다르게 제작되었다. Fig 4, 5

는 단일 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의 구조  집열

기의 응축부와 Metal-to-Metal 열교환 장치인 매

니폴더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 진공 형 태양열 

집열기는 유리 , 집열 , 히트 이 로 이루어져 

있다.

Fig 4. Evacuated tubular solar collector

Fig 5. Manifold

2.2 실험방법

히 이 의 작동매체 종류에 따른 단일 진공

형 집열기의 열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 네 가지 집열기에 

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집열기의 성능 실험 조건으로는 일사량 850W/

㎡(±20W/㎡), 유량 0.3LPM, 입구온도(25℃, 40℃, 

60℃, 80℃)가 일정한 상태에서 매니폴더의 입․

출구 온도차의 변화를 바탕으로 집열기의 성능을 

알아보았으며, 한 단일 진공 형 집열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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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집열기 설치 각도에 따라 성능의 변화가 나

타나므로 집열기 설치각도를 20°, 40°, 60°로 변

화 시켜가며 실험하 다. 인공 원의 일사량 측

정은 인공 원과 집열기의 수직거리인 400㎜에서 

PSP radiometer를 고정 시킨 후 30분 동안 측정

된 일사량을 사용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집열기 동(시동)특성 

단일 진공 형 집열기 히트 이  작동유체 종

류에 따라 인공 원으로부터 집열기에 일사( 

870W/㎡)가 가해진 순간부터 매니폴더의 입, 출

구 온도차가 0.05℃이하 상태로 유지되는 정상상

태 도달 시간을 나타내었다.

Fig 6은 히트 이 의 작동유체로 물을 사용했

을 경우의 시동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을 사용했을 경우 히트 이

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180 로 나타났

으며, 정상상태에서의 매니폴더의 입․출구 온도

차는 3.3℃로 분석되었다.

Fig 6.  Starting characteristics of water

Fig 7. Starting characteristics of ethanol

Fig 8. Starting characteristics of Flutec-pp9 

Fig 9. Starting characteristics of MA 

Fig 7은 같은 실험 조건에서 에탄올을 작동유

체로 사용했을 경우 집열기의 시동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에탄올은 정상상태 도달 시간이 490  

로 나타났으며 이때 매니폴더의 입․출구 온도차

는  3.03℃로 나타났다. 

Fig 8은 Flutec-pp9을 작동매체로 사용한 경우

의 집열기 시동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lutec-pp9은 정상상태 도달 시간이 370 로 나

타났으며 이때 매니폴더의 입․출구 온도차는 

2.48℃로 나타났다. Flutec-pp9의 경우 도가 물

의 2배, 끓는 이 155℃로 매우 높아 히트 이

의 성능이 낮은 역에서 낮게 나오는 것으로 사

료된다.  

Fig 9는 MA를 작동매체로 사용한 경우의 집

열기 시동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MA의 경우 집

열기가 정상상태에 도달 시간이  300 가 소요되

었으며, 정상상태에서의 Manifold 입․출구 온도

차는  3.19℃로 나타났다. 

3.2 집열기 효율특성 

집열기의 효율은 흡수표면 체에 걸친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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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 열 달률의 비이며 태양열 집열기의 효

율은 KS
(6)
 기 에 의해 식(1) 과 같이 집열기 입

구에서의 유체 온도, 주  온도, 그리고 일사량으

로 이루어진 종속변수로서 표시되어 진다. 

       


  

      

     

      

       

      
              (1)

집열기 성능 시험은 투과면 (Aperture area)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유량 (집열기 단  투

과면 당 0.02 kg/s)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수행되

어 지므로, 집열기 입구에서의 유체 온도에 따라 

얻어진 열량과 그 순간의 태양열 일사량에 의한 

최  가능 열 달량의 비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

게 얻어진 입구온도에 따른 효율 결과를 그래

 상에 표시하고, 표시된 결과를 이용하여 수식

화하여 식(1)의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 식(1)에서 

보듯이 과 총열 류율 의 곱의 항은 집열

기의 손실에 련된 항이라 할 수 있으며, 

 는 집열기의 열 획득에 련된 항이라 할 

수 있다. 집열기 열성능은 일사량과 기온도, 작

동유체 유입온도와 연계된 순간 효율 값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측정값들은  정상상태에서 측

정되며, 얻어진 Data로 식(1)를 이용하여 집열기 

효율을 얻는다.

Fig 10부터 Fig 13까지는 집열기 설치 경사각

이 20°, 40°, 60°에서 각각의 집열기 효율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히트 이  작동유체 

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 종류의 작동매체  Merit number가 가

장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에탄올의 경우

낮은 역에서는 비교  효율이 낮게 나타난 반

면 높은 온도에서는 효율의 감소가 어 세 가지 

작동매체 에서 값이 -0.6365(집열기 경사

각 40°)로 가장 게 나타났다. 

 MA의 경우 낮은 역에서는 효율이 에탄올 보

다 높은 반면 높은 역에서는 비교  은  효

Fig 10. Collector angle 20°

Fig 11. Collector angle 40°

Fig 12. Collector angle 60° 

  

율 값으로 물이나 에탄올에 비해 상 으로 효

율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게 나타났다. 

Flutec-pp9의 경우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도와 끓는   성이 높아 히트 이  내에서 

증발된 기체가 응축되어 다시 증발부로 되돌아가

는 상변화 과정이 경사각이 작을수록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각에 따른 집열기 효율 변화

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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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히트 이 의 작동유체 종류에 

따른 단일 진공 형 집열기의 열성능 실험을 수

행하기 해 네 가지(물, 에탄올, Flutec-pp9, 

MA) 각각의 다른 작동유체를 사용한 집열기를 

제작하 으며, 각각의 집열기를 동일한 실험 조

건 하에 열성능을 분석하기 해 외부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 실내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

하여 실험 으로 집열기의 성능을 측정하 다. 

(1) 집열기 경사각이 40°일 때 MA를 히트 이

의 작동유체로 사용한 단일 진공 형 집열기의 

 는 0.6572, 는 -2.0086로 나타났으며, 

물을 사용한 집열기의  는 0.6636, 는 

-1.8457, 에탄올을 사용한 집열기의  는 

0.6147, 는 -0.6365, Flutec-pp9을 사용한 집

열기의  는 0.525, 는-3.2313으로 나

타났다. 

(2) 단일 진공 형 집열기 히트 이 의 작동

유체로 구리와 화학  반응이 없어 불응축 가스

가 생기지 않으며, 사용온도범 가 넓은 MA를 

사용할 경우 안정 으로 작동 될 것으로 사료된

다.

(3) 단일 진공 형 집열기 히트 이 의 작동

매체로 Flutec-pp9를 사용한 경우 도와 끓는  

 성이 높아 집열기 효율이 집열기 설치 경사

각에 따라 매우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진공 형 집열기의 새로운 작동유체를 선정하

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이며, 후속 연구내용 

 결과는 차후에 공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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