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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태양열 시스템

1.1 개요

태양열 시스템은 태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

접 변환시켜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는 설비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는 가정용 온수급

탕 및 난방인데, 이것은 연중 비교적 저온의 열에

너지를 이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태양열 시

스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와 같

이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는 못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최종 에너지원의 약 50%

는 결국 열에너지로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

면, 태양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고 활

용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과거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생

에너지설비 주택 및 일반건물 지원사업 등 건물

의 온수급탕 설비에 태양열 이용을 장려하는 제

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재생 열 의무

화)제도는, 신축 대형건물의 예상되는 에너지소

비량의 일정 부분을 태양열, 지열, 바이오보일러 

등 재생열원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

는 제도로서, 태양열 시스템의 보급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에는 열원기기의 고효율화, 제로에너지 건

물의 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열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탕 

및 냉방에 대한 요구증대 및 각종 산업 공정열 등

의 증가로 2050년에도 최종 에너지의 약 50%

는 열에너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서

는 2050년에 요구되는 전체 냉난방 에너지를 어

떻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 최종 에너

지의 21%, 그리고 2050년에는 45%를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 잠

재력이 큰 태양열은 급탕 및 냉난방 공급열원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태양열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태양열 

시스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기

술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

1.2 구성 요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태양열 시스템은, 일반

적으로 100℃(문헌에 따라서는 95℃) 이하의 열

원을 생산하여 온수급탕 및 난방에 이용하는 저

온형 태양열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외에 중온형

(300℃ 또는 250℃ 이하) 및 고온형 태양열 시

스템이 있지만, 이러한 설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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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기고에서는 다루지 않

기로 한다. 이러한 저온형 태양열 시스템은 그

림 1과 같이 태양열을 모으는 집열기, 모아진 

열을 저장하는 축열조, 그리고 저장된 열을 이

용하는 이용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 집열

기와 축열조 사이에서 집열매체(부동액)와 축열

매체(물) 사이에 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 각 매

체를 순환시키는 펌프들,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

소들이 최적조건에서 원활하게 동작될 수 있도

록 하는 제어기가 포함된다.

가장 일반적인 태양열 집열기는 그림 2

와 같은 평판형(flat plate type)과 진공관형

(evacuated tube type) 집열기이다. 이것들은 

집광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온 열

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는 온수급탕 및 난방이

나 저온 열원이 필요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 평판형 집열

기를 이용했으나, 중국에서 생산된 진공관형 집

열기가 저가로 수입되면서 현재는 진공관형 집

열기가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 수영장의 온수 

가열 등 아주 낮은 온도의 열에너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투과체가 없는 플라스틱 집열기로

도 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집열기에서의 열에너지 전환은 집열

기의 흡열판에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어 흡열판

이 더워지면 흡열판 내부 또는 상부를 흐르는 

집열매체로 이 열이 전달되고, 집열매체의 열

이 열교환기를 거쳐 축열조로 전달는 과정을 거

친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집열기

를 순환하는 집열매체로는 부동액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열교환기가 필수적이

다. 소형 태양열 시스템에서는 축열조 내 열교

환용 배관을 설치하여 그  배관 내로 집열매체

가 순환하도록 하거나, 2중 탱크형 축열조 내 

환상공간에 집열매체를 순환시켜 축열조 내 축

열매체로 열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열에너지

는 기상조건에 따라 변하고, 열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시간적, 양적, 질적 차이가 불가

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열에너지의 부하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축열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기

기라고 할 수 있다. 태양열 시스템의 축열조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단위부피 또

는 단위질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열에너지가 커야 

하며, 열을 저장하는 축열매체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일

반적으로 저온형 태양열 시스템에서는 물을 축

열매체로 이용하는데, 축열조 내 온도 성층화가 

전체적인 태양열 시스템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 크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태양열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을 위해서는 열

에너지의 획득이 가능한 조건에서 집열매체가 

집열기를 순환하여 열을 얻을 수 있도록 제어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가장 높은 지

점으로 예상되는 집열기 상단부와 가장 낮은 지

점인 축열조 하단부 사이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차온제어 방식을 사용한

다. 즉, 이 온도 차가 설정된 값을 넘으면 집열

기로부터 열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열매체 순환펌프가 작동하며, 온도 차가 작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순환펌프가 정

지하는 방식이다. 축열조 외부에 별도의 열교환

그림 1. 태양열 시스템 개념도.

그 림 2. 평판형 및 진공관형 집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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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설치하는 중대형 시스템인 경우, 축열조와 

열교환기 사이의 축열매체 펌프는 집열매체 순

환펌프와 연동하여 동작된다.

1.3 효율 (집열 효율, 시스템 효율, 이용 효율)

태양열 집열기의 효율은 집열기에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 중에서 집열기를 순환하는 집열매

체로 전달된 열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된다. 집열

매체로 전달된 열에너지, 즉 태양열 집열기가 

취득한 열에너지는, 투과체를 통과하여 흡열판

에서 흡수된 열에너지에서 주위로 손실된 열에

너지를 빼주면 된다. 따라서 집열기를 통해 얻

는 열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투과체의 투과율(τ)
과 흡열판의 흡수율(α)을 높이고, 외부로의 열

손실을 적게 해야 한다. 집열기의 효율은 집열

기가 얻은 열량(Qu)을 입사된 단위 면적당 일사

량과 집열기 면적의 곱(IA)으로 나눈 값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차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여기서 우변 첫 번째 항은 흡열판에서 흡수

한 에너지를,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외부로의 열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ti는 집열기 입구에서의 

집열매체 온도, ta는 외기온, I는 일사량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집열기가 정해지면 FR(τα)와 

FRUL의 값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열기

의 효율곡선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 - 

ta)/I를 x 좌표로 하고 효율 η를 y좌표로 하는 

좌표상에서 절편 FR(τα), 기울기 - FRUL의 일

차식으로 표현된다. 위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

이 태양열 집열기의 효율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운전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값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진공관형 집열기는 대류 열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흡열판과 투과체 사이를 진공상태로 만들

어 FRUL 값이 평판형 집열기보다 매우 작은 특

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온의 열

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 평판형 집열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통형 구조

의 진공관이 태양 일사를 일부 반사시키기 때

문에 최대 효율(집열기 입구 집열매체의 온도와 

외기온이 같은 경우의 효율)은 평판형 집열기보

다 낮은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각각의 

진공관을 지지하는 지지대 때문에 각 진공관 사

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집열기에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도 있다. 따라서 진공관형 집열기는 고온의 열

을 얻는 경우 평판형 집열기에 비해 유리하다는 

R L
( )( )u i a

R
Q t tF F U
IA I

η τα −
= = −

그림 3.  평판형(a) 및 진공관형(b) 집열기의 집
열효율 곡선(예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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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갖지만, 최대 효율은 낮다는 특징을 갖

게 된다. 

집열 효율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집열

기 입구 집열매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외부로

의 열손실이 증가하여 집열 효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입구온도가 높다는 것은 축열조 내 축

열매체의 온도 역시 높다는 뜻이므로, 위와 같

은 특징을 바꾸어 말하면 높은 온도의 열에너지

를 얻고자 할수록 집열 효율은 저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열기의 집열 효율이 아닌 태양열 시스템의 

시스템 효율은 하루 중 입사된 총 태양 에너지

(누적 일사량) 대비 태양열 시스템이 얻은 열량, 

즉 축열조에 저장된 열량으로 산정된 효율이다. 

집열 효율이 동일한 집열기로 구성된 태양열 시

스템이라 하더라도, 배관 방식이나 제어 방법, 

그리고 열교환 방식 등에 따라 축열조에 저장되

는 열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집열 효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 효율 분석 방

법은 교반시험이다. 일출 전 축열조 내 물을 교

반하여 초기 온도를 측정하고 일몰 후 다시 교

반하여 최종 온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 차와 축

열조 내 물의 양을 이용하여 태양열 시스템이 

얻은 열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태양열 시스템의 이용 효율은 입사된 태

양 에너지 대비 실제 부하측에서 이용된 열량

을 기준으로 산정된 효율이다. 축열조에 저장된 

열에너지가 많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용 효율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용 효율이 저

하되는 주원인은, 필요 이상으로 태양열 시스템

의 규모를 크게 설치하였을 경우이다. 즉, 겨울

철 급탕 또는 난방부하를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 

시스템의 규모를 크게 하면 여름철 많은 열량

이 남게 되고, 이것은 태양열 시스템의 이용 효

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용 효

율이 낮다는 것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늦추는 요

인으로 경제성 면에서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태양열 시스템의 시스템 

효율은 40~50%로 측정되고 있지만, 이용 효

율은 현장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4 이용 분야

가장 일반적인 태양열 시스템의 이용분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온수급탕 및 난방 부분이다. 

이중에서도 온수급탕은 저온형 태양열 시스템

을 이용하는 가장 적절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15℃ 정도의 시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40℃ 정도의 온수로 변환시키는 것만으로 충

분하기 때문에, 높은 집엽효율을 유지하는 상태

에서 태양열 시스템을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난방에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

우 최소 50℃ 이상의 온도를 갖는 열원이 필요

하므로, 온수급탕의 경우보다 낮은 집열 효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즉, 태양열 시스템을 난방

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수급탕 보

다 고온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열 효율과 함

께 시스템 효율이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열 시스템의 특성과 경제적 이유로 태양열 

난방은 별로 시도되지 않는데, 온실과 같이 비

교적 저온의 열원으로 난방이 가능한 곳은 태양

열 시스템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 외에 좀 더 높

은 온도의 열원을 이용하는 흡수식 또는 흡착식 

냉방기기의 열원으로도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중저

온의 열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

다. 최근에는 중대규모 태양열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단위 급탕 및 난방도 시도되고 있다. 

1.5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시스템 중 가정용 온수급탕을 위하

여 소규모로 설치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태양열 

온수기(domestic solar hot water system)라

고 한다.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는 그림 4와 같

이 크게 자연형(passive type)과 설비형(active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형은 집열기에

서 집열된 태양열을 집열매체의 자연순환에 의

해 축열조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집열매

체의 순환을 위한 펌프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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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펌프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도 필요 없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집열매체의 자연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축열조는 반드시 집

열기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집

열기는 설치여건 상 지붕 위나 옥상 등에 설치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위에 설치되어야 하

는 축열조는 당연히 야외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

며, 이에 따라 외관이 미려하지 못하고 축열된 

열의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무거운 축열조를 집열기 위에 설치해야 하기 때

문에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여, 설치공사도 쉽

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설비형은 집열기에서 집열된 태양열이 

펌프에 의한 집열매체의 강제순환에 의해 축열

조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펌프에 의한 집열매체

의 순환이 이루어지므로 축열조를 집열기의 위

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외부로는 집열기만 노출시킬 수 있어 외관

을 미려하게 꾸밀 수 있고 축열된 열이 외기로 

손실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열기 내를 

흐르는 집열매체의 유속이 자연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므로, 내부 열전달 계수의 증가로 인

한 열적성능의 향상도 기대된다. 그러나 설비

형은 집열매체 순환을 위한 별도의 펌프가 필

요하며 이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다

는 단점을 갖는다. 이 외에 펌프가 동작하기 위

한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펌프를 동작시키

는 제어장치와, 제어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센서

가 필요하다는 점도 자연형에 비해 불리한 점이

다 [6]. 소형의 태양열 온수기가 아닌 중대형 태

양열 시스템은 설비형이 일반적이며, 그림 5에

는 온수급탕 전용 및 난방 겸용 태양열 시스템

의 대표적인 설계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5].

2. 태양열 시스템의 문제점

2.1 집열매체의 관리

일반 가정에 보급된 태양열 온수기 또는 태양

그림 4.  태양열 온수기(a : 자연형, b : 설비형) 
개념도.

그림 5.  온수급탕(a) 및 난방겸용(b) 태양열 시
스템 설치도(예).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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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구성기기들의 파

손에 따른 잦은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기의 

파손은 주로 겨울철 동파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것은 집열매체인 부동액의 관리 소홀에 의

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액은 그 특성상 주기

적으로 농도를 점검하여 원액을 보충하거나 교

체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로 이용되

는 부동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것과 동

일하다. 그러나 태양열 시스템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동액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파에 따른 기기의 파손

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판매자 또한 영세한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소비자와 판

매자 사이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으로만 간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태양열 시스템

의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적극적

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설비구축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를 주기적 점검비용으로 전

환하여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2.2 적정규모 선정

태양열 시스템 구성기기의 파손 원인 중 또 

하나는 여름철 과열에 따른 것이다. 여름철에는 

온수급탕 및 난방 수요가 현격히 줄어들기 때

문에 태양열 시스템 내에 잉여 열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과열에 의해 배관 연결 부위 

등에서의 누수가 발생하여 결국 시스템 전체가 

손상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여름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열조 내 저장된 열원을 주

기적으로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별 소

비자에게 이러한 관리를 맡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러한 과열은 설치된 집열기의 규모가 

큰 경우에 더욱 쉽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 부하는 겨울철에 많고 여름철에 적기 때

문에 태양열 시스템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겨울철 부하를 대비하여 규모

를 크게 하는 경우 여름철 과열을 우려해야 하

며, 여름철 부하에 맞추어 작은 규모로 설치하

는 경우 필요 열에너지 중 태양열 시스템이 공

급하는 비율인 태양열 의존율이 심하게 낮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태양열 의존율

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40~70%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한 난방의 일부를 태

양열로 공급하려는 경우 이러한 의존율은 제고

되어야 하는데, 이는 겨울철과 여름철 열에너지 

부하 격차가 더욱 두드러져 여름철 과열을 피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2.3 해결 방안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는 방법은 집열매체인 

부동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유일하

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액 관리의 필요성

을 주지시켜야 하며,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주

기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기관과 함

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양열 시스템

의 규모를 늘려 난방에도 일부 활용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여름철 과잉 열에너지를, 흡수식 또는 

흡착식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방에 활용하려

는 시도 및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태양열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지

만, 성능이 상대적 낮고 고가이면서 역시 기술

적 관리가 필요한 해당 히트펌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태양열 시스템의 경제성을 더욱 악화시

키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태양열 시스템의 제반 문제점은 결국 주기적

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결 방안의 하나는 관리자가 

있는 곳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온

수급탕 수요가 많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목욕탕

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중대규모의 태양열 시

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 전술한 문제

점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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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에 설치된 개별적인 태양열 시스템

의 경우는 복수의 설비를 모아 중앙에서 관리하

도록 하는 구역난방(block heating) 개념을 적

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

거 단지나 주상 복합단지 내에 태양열 집열기

를 대규모로 집중 설치하거나 각각의 건물에 분

산 설치하고, 집열된 태양열을 중앙에서 축열

해서 개별 건물에 공급하는 일종의 중앙 열공

급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축열조의 용량

을 크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름철 잉여 열

원을 저장하였다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계간축

열(seasonal storage)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3]. 또한 이 경우는 그림 6의 개념도에서 

와 같이 태양열 외에 기타 신재생에너지 열원이

나 기존의 화석에너지 이용 열원기기에서 생산

된 열원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장점

이 있다.

3. 기술개발 동향 및 기대

3.1 보급 현황

참고문헌 [2]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설

치된 태양열 시스템의 총용량은 245.1 GWth

이고 총생산 열에너지량은 204.3 GWhth로서, 

규모와 양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풍력발전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한편, 2010년까지 보급된 집열기 중 진공

관형 집열기가 56.6%, 평판형집열기는 31.7%

이었으며, 2010년 신규 보급된 진공관형 집열

기는 77.8%, 평판형 집열기는 17.9%로서 진공

관형 집열기 보급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국내에서 2010년까지 설치된 누적 태양열 

집열기 용량은 1,096 MWth인 것으로 추정되

며, 전 세계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은 16

번째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설치용

량으로는 25위 밖의 순위로 매우 낮다.

3.2 기술개발 수요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수요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각 분야에 따라서 

참고 문헌 [7]에 정리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주택의 온수급탕 및 난방용 태양

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수명의 유지보수가 간

편한 콤팩트한 태양열 온수급탕 및 난방 시스템 

구성기술, 태양열 이용률이 50%(추후 100%) 

이상인 설비형 태양열 주택 설계기술, 다기능 

요소기기 설계 및 제작기술, 건물 내 타열원기

기와의 연계기술, 과열 등 정상적인 운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방지기술, 신 개념

의 집열기 및 코팅기술, 고밀도 축열조 기술 등

이 제시되었다. 한편, 비주거용 태양열 시스템

에 있어서는, 산업공정 및 지역난방에 적용할 

중고 온용 집열기 기술, 대형 집열 시스템의 최

적 배열기술, 적절한 공정분야 분석기술, poly-

generation(발전, 냉난방, 담수화) 개념 시스템 

구성기술, 계간축열을 포함한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의 최적 운전기술,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

템의 회수온도를 낮추기 위한 개념 설계기술, 

지역난방 시스템에서 태양열 비중 증대를 위한 

시스템 설계기술 등과 새로운 중고온 태양열 적

용 분야 발굴이 요구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여름철 과열방지와 태양열 시스템의 이용분

그림 6.  태양열 시스템 등 재생 열원이 적
용된 지역난방 시스템 개념도 (Ref. 
Brcedstrup District Hea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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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확대요구에 따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태양열 냉방 시스템 분야에서는, 적절한 흡수제 

개발기술, 성능 향상을 위한 2중 또는 3중 효용 

사이클 개발기술, 패키지형 태양열 냉방 시스템 

설계기술,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 제어기술, 전

체 시스템의 저가화 관련 기술, 온수급탕 및 냉

난방 겸용 시스템 최적화 기술, 태양열 냉방에 

적합한 고효율 집열기 개발기술 등을 앞으로 해

결해야 할 기술로서 제안하고 있다.

한편, 태양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

소인 태양열 집열기 관련 기술로는, 효율 향상

과 저가화를 위한 새로운 형상설계/표면코팅/

제조기술, 고온 대응 단열재 개발기술, 과열에 

따른 재료변형 방지기술, 설치비용 저감을 위한 

요소기기 표준화기술, 최적 집광기술, 건물 일

체형 집열기 기술, 고성능 집열매체 개발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축열조 관련 기술로는, 

고단열 및 단순구조의 축열조 설계기술, 저가 

고성능 단열재 기술, 축열밀도 향상을 위한 축

열매체(잠열축열재 또는 열화학적 물질) 기술, 

계간축열용 대형 축열조 저비용 제작기술, 복수 

축열조 연계기술, poly-generation 대응 축열

조 기술 등이 제시되었다. 

3.3 해외 기술개발의 예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태양열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중에서, 최근 발표된 기술 중 대

표적인 사례를 참고 문헌 [4]을 인용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양열 온수급탕 및 

냉반방 관련 기술로서, 스웨덴의 ClimateWell

사는 태양열 집열기에 통합설치가 가능하고 냉

수 및 온수생산이 가능한 CoolStore라는 진공

관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상세한 개발기술

은 밝히지 않고 집열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논

의 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본원리는 3단계의 

흡수식 냉각 사이클(triple-stage absorption 

cooling cycle)을 유리로만 구성된 진공관에 적

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olStore 진공

관은 단일진공관 형식으로서 리튬클로라이드

(LiCl)와 물로 채워져 있고 고온부와 저온부로 

구분된다. 고온부는 반응기 부분으로 흡수제인 

LiCl이 충전되어 있고 뒷부분에 물로 채운 관을 

갖는 금속재 흡수판이 덥혀져 있으며, 이 흡수

판은 진공관 위에 바로 설치되는 구조이다. 한

편, 저온부는 증발기 부분으로, 둘러싼 열교환

기를 통해 낮에는 온수를 생산하고 밤에는 5℃ 

냉수를 생산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냉방/가열/재냉각 등 3개의 회

로로 구성되는데, 낮에는 저온부의 응축기가 약 

40℃ 정도로 되어 급탕이나 난방용 온수를 생

산하고, 잉여 온수는 재냉각기로 보내진다. 밤

에는 고온부가 40℃ 정도로 낮아져 급탕용 온

수생산이 가능하고, 역시 온수사용이 없으면 재

냉각기로 보내진다. 이 때, 저온부는 5℃로 낮

아진다. 결국 건조 상태의 LiCl은 열저장 매체

로 작용하여 밤 시간대에 냉방이 가능하며, 온

수 생산은 낮과 밤에 모두 가능하다. 주로 지붕

에 설치되는 태양열 집열기에 연결하여 통합적

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설치 및 

배관작업이 간단하고, 열손실 감소로 더 낮은 

냉방온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단점으로는 낮 시간대의 냉각 능력이 작아 대부

분의 경우 냉열을 저장하는 축열조가 필요하다

는 점이다.

설치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한 태양

열 시스템에 있어서 태양열 집열기에 통합설치

가 가능한 공간 효율적이고 온수 및 냉수 생산

이 가능한 다기능 유닛으로 보이며, 냉방 능력

이 부족하지만 기존 에어컨과 하이브리드 방식

으로 이용하면 건물이나 주택의 냉방에 따른 피

크전력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  하 나 의  사 례 는 ,  독 일  FA S A 사 에

서  프 라 이 버 그  기 술 대 학 교 ( Te c h n i c a l 

University of Freiberg)와 공동으로 개발한 

ENERGTIKhaus100 주택모델의 실증 성능을 

발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주택의 급탕 및 난방

부하의 50% 이상을 태양열로 담당하는 주택을 

일컫는 태양주택(Solar house, Sonnen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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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열부하의 95% 이상 공급 가능한 그

림 7과 같은 주택을 개발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98% 이상의 성능을 발표한 사례이다.

실증은 Berthelsdof/Saxony에 설치된 

ENERGETIKhaus100의 'bauhaus'모델로 모니

터링은 5년 이상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주택이 

2006년 최초의 모델개발 후 50여 개 이상 건

설되었다. 이 주택은 4인이 거주하는 2층 주택

으로 140 ㎡의 주거면적을 갖는데, 집열기 70 

㎡과 28 ㎥의 성층화형 축열조로 구성되어 있

다. 저온 바닥난방을 위한 온수 온도는 30℃에

서 35℃ 이상으로 제어되었고, 축열조는 연중 

50℃에서 60℃ 범위를 유지하였다. 이 주택에 

적용된 주요 기술은 남향의 주택과 패시브하우

스 수준의 외벽 두께, 겨울철 태양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사각 60°에서 80°로 설치된 

지붕 일체형 태양열 집열기, 수주일 이상 지속

가능한 고단열 축열조, 보조열원기기로 열교환

기를 장착한 패키지형 목재스토브 적용 등이다.

IEA SHC(Solar Heating and Cooling) 프

로그램에서 2012년 제시한 기술개발 로드맵

에 따르면, 2030년까지 경제성을 갖춘 저에너

지 태양주택(low-energy solar house)을 개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개

발 사례와 함께, 다기능화(multi-functional), 

건물일체화(building- integrated), 표준화

(standardized)된 플러그-플레이형(plug-

and-play) 태양열 요소기기와 소형 태양열 냉

방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앞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기대

197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태양열 시스

템은 오랜 보급기간만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

어 왔다. 특히 혹독한 기상조건에 집열기 및 배

관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동파와 과열에 의한 시스템 파손 위

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집열기 및 태양열 온

수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두어 소비자가 보다 신

뢰성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태양

열 시스템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대다수 태양

열 관련업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태양열 

시스템의 사후관리는 그 보급을 관리하는 동 기

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다

양한 보급사업의 예산 중 극히 일부를 사후관리 

관련 예산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태양열 시

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있는 

태양열 전문기업 중에서 옥석을 가려 중견기업

을 선정하고 지원하면서, 사후관리 등 문제해결

에 적극적인 관련 기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중에서 설치비용 대

비 에너지 생산량이 높은 태양열 시스템의 보

급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태양열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되어, 화석연료 사용 억제와 에너지 

자립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태양열 시스템의 

개발/생산/설치/관리 등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태양열 에너지는 아

직 화석연료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러나 태양열 시스템의 운전비용이 거의 없다

그림 7.  실증시험이 이루어진 독일의 
ENERGETIKhaus100.



12 테마

테 마 기 획     _ 박막·태양전지

는 점을 고려하여, 운용기간 중 예상되는 화석

연료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지구 온난화 및 환

경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태양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사이 불균형

이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의 열에너지 불균형

은 매우 큰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태양열 냉

방이나 계간축열 등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초기 투자비를 

크게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칫 태

양열원의 단가를 높임으로써 태양열 시스템의 

경제적 단점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태양열 냉방의 주요 구성기기인 흡수식 히트펌

프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리가 필요하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축열조는 대용량

일수록 단위 용적당 설치 비용이 적기 때문에 

계간축열은 대규모 플랜트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태양열 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보급 

대상처의 발굴과 집중적인 지원, 초기투자비 절

감과 태양열 비중의 증가를 위한 기술개발, 그

리고 지역난방이나 각종 산업공정열 적용을 위

한 타 열원기기와의 조합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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