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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energy depends on the altitude and azimuth of the sun, and the amount of energy collected on

the slope depends on the latitude of the area being installed. However, since most solar heating systems

are fixed to the grou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ptimal installation angle from the early design

stage. However, problems arise when energy consumption is not considered together because heating

systems are not used in the summer In this study, the optimum installation angles of the solar collectors

according to the latitude of the installation area are not simply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nergy

collected, but because the system is overheated due to climate change or energy usage patterns, And

the amount of additional energy input.

Key words: 태양열(Solar energy), 급탕시스템(Hot water system), 시뮬레이션(Simulation), 유효에너

지(usable heat energ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한계로 인한 비용 상승 및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화석연료 사

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량에 있어서도 국내 전

체 에너지 사용량 중 건축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크며, 에너지사용량 및 친환

경성을 고려한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

용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에너지 밀도가 비교적 높

은 태양열 에너지는 이용효율이 높은 편에 속하므

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

해 관련기술개발 및 실제적용시스템과 관련된 다수

의 응용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건축물의 특성

및 사용패턴 등 사용상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열/방열, 설치각도 등과 같은 성능개선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태양열을 열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열기 등

의 열을 수집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태양의 일사고

도 및 방위각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이로 인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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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효율 역시 그에 따라 변화한다. 태양열 에너지

를 최대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태양빛의 방향과 집

열기의 각도가 수직이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

로 집열기의 집열면이 태양의 방향을 추적하는 방

식이 개발되었으나, 추적식 설치방법은 태풍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연중 최대로 열에너지를 집열가능한 각도로 집열기

의 설치각도를 고정하고 설치하는 고정식 설치방법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고정식 설치방법의 경우 추

적식에 비해 효율이 낮은 단점 뿐만 아니라 Fig. 1

과 같이 태양열원 밀도가 가장 높은 하절기의 경우

에는 급탕, 난방부하가 최저로 떨어지게 되므로 집

열한 에너지를 외부로 방열하지 않을 경우 장비의

과열로 인한 안전, 내구성의 문제 역시 발생하게 되

므로 관련 문제점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탕사용량이 다른 건축물

용도(사무실, 초등학교, 대학교, 병원)를 설정하고

지역별(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

주)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수행 및 분

석을 통해 과열방열 에너지를 제외한 유효에너지의

관점에서 태양열 집열기의 최적 설치각도를 제안하

였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 시스템의 태양적위 추적을

통한 집열량 계산 및 시스템 에너지 방정식을 제안

하고 시간별 온도를 계산하였다. 매시간 계산된 온

도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및 과열방

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집열량 및 방열량, 유효

사용에너지를 도출하였다.

이때 위도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로 인한 지역적

차별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상데

이터에 기반한 일사량 도출 시뮬레이션 상관식이

필요한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의

견으로 결정되는 운량에 따른 기존의 일사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측 결과의

정량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적 정확한 기상데이터(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건

구온도)만을 이용하여 지역적 일사량 자원을 시뮬

레이션 가능한 상관식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에서 기인하는 하절기 시스

템의 과열 방열에 따른 효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급탕사용 패턴 및 방학시즌을 갖는 사무

실, 초등학교 및 대학교, 호텔을 대상건축물로 선정

하였다.

2. 시뮬레이션 조건

2.1 시뮬레이션 지배방정식

태양열 집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통과

하여 지표면에 입사되는 에너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에 입사하는 일사량을 수평면 전일사량

이라고 하며 Kim, H. Y. et al.의 상관식으로 계산가

능하다.

 (1)

I는 수평면 전일사량 W/㎡, I0는 태양 상수 1355

W/㎡, h는 태양적위, Tdb,n은 n시간의 건구온도, RH

는 상대습도(%), Vw는 풍속(m/s), β0~β6는 상관식의

계수들이며 아래와 같다.

β0=0.44645, β1=−0.0147, β2=−0.327, β3=0.00362

β4=0.391

Fig. 2과 같이 태양이 위치할 때 태양과 집열판은

φ1−90도의 방위각을 이루며 시간에 따라 태양열 집

열기의 설치각(α1)과 태양의 고도각(α2)이루는 고도

각과 방위각이 동시에 변화한다. 따라서 집열기의

경사면 태양열 일사량은 식 (2)와 같이 기하학적 해

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I = I
0
sin h( )[β

0
+β

3
Tdb ,n Tdb ,n 3–

–( )+β
4
RH

+β
5
Vw+β

6
tds]

Fig. 1. 부산지역의 월 평균일사량 대비 평균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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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 I sin(φ1−90)cos(90−(α1+α2))  (2)

경사면으로 입사되는 일사량은 태양열 집열기의

효율에 따라 집열기에서 흡수되고 태양열 시스템의

열원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태양열 시스템의 입력

에너지로 경사면 집열량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집열

기의 효율계산이 필요한데 효율산출식은 태양열 집

열기의 KS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때 매 시간별 집열

기 입출구의 평균온도(Tm)와 기온(Ta)이 계산되어

대입하였다.

 (3)

※

(T0=집열판 출구온도, Ti=집열판 입구온도)

α0~α2는 낮은 온도 영역에서 효율이 높은 평판형

집열판의 상수 계수들이며 아래와 같다. 

a0=0.771±0.058,

a1=5.091±0.611, (4)

a2=0.0048±0.0071

경사면일사량(Rn)에 효율(η)을 적용하면 실제 시

스템에서 받아들이는 집열량(RPV)이 되고 식 (5)와

같다.

 (5)

태양열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은 Fig. 3과 같으며

집열기 집열된 에너지를 축열조로 이동하는 경우

배관과 축열조에서 생기는 열손실과 축열조 과열로

인한 방열하는 에너지, 축열조 열에너지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보조에너지 등을 고려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6)

 (7)

 (8)

=방열기용량 (9)

 if, Tm < TH (10)

h = 3.95+5.8v(W/m2K)  (11)

2.2 시뮬레이션 조건

2.2.1 태양열 시스템 개요

Table 1과 같이 대상 건물의 태양열 집열판 형식

은 낮은 온도에서 효율이 높은 평판형을 적용하였

으며 매수는 40장으로 장당 면적은 2.0 m2의 면적으

로 총 80.0 m2으로 구성되어 있다. 

η=a0 a1–
Tm Ta–

Rn

------------------
⎝ ⎠
⎛ ⎞  − a2

Tm Ta–( )
2

Rn

--------------------------
⎝ ⎠
⎜ ⎟
⎛ ⎞

Tm = 
T
0

Ti+

2
-----------------

RPV =Rn η⋅

0=m1Ch T m ,n 1–( ) T o2,n( )–( )×xday

+VCw T m ,n( ) T m ,n 1–( )–( )

+m2Cw Tm TC–( )×xday

+Qloss Qcool– Qbackup+

Qad n, =m
1

Ch× T o ,n( ) Ti n,–( )×

Qloss1 2, =
πd

2
4 πdH+( )

1/h
1

g
1
/k

2
+( ) Tm n, Ta–( )

----------------------------------------------------------------

Qcool if Tm T
max

>( )

Qbackup=m2 C2× TH Tm–( )×

v 5 m/s≤( )

Fig. 2. 방위각에 따른 일사량(Radiation by solar azimuth)

Fig. 3.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에너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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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운전조건

학교 건물 등 방학기간을 갖는 건물의 태양열 급

탕 사용량 및 과열방열량을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시스템 사용기간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건물의 용도를 대표적인 에너

지 다사용 시설인 병원, 사무실과 학교 용도로 나누

었으며 사용기간은 사무실과 병원일 경우 1~12월,

초등학교일 경우 9~1월, 3~7월, 대학교일 경우 3~6

월, 9~12월로 설정하였다.

2.2.3 시간별 급탕사용율

급탕 사용량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시간별 사용량

이 다르며 이에 따라 태양열 급탕 시스템 전체 효율

은 달라지게 된다. 시간별 급탕최대 사용량을 400 l/

h으로 하였으며 시간별 사용율에 따라 비례하도록

급탕사용량을 설정하였다. 시간별 사용율은 디자인

빌더 프로그램의 재실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사

무실, 초등학교, 대학교, 병원 용도로 급탕 사용패턴

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경사각별 효율, 경사면 일

사량, 집열량, 방열량을 산출하였고 이때 집열량에

서 방열량을 제거한 값을 유효 집열량이라 정의하

였으며 지역별 일사량대비 집열량 및 유효집열량에

따른 지역별 최적각도를 분석하였다.

2.1 시스템 에너지 분포

시뮬레이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월별 집열되

는 집열에너지와 시스템 과열로 인한 방열에너지,

그리고 방열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실제 시스템에

서 사용가능한 에너지인 유효에너지를 고찰한 결과

는 Fig. 4와 같다. 대표적 에너지 다사용 시설인 병

원건축물에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는 태양열 집열기를 30도로 설치하였을 때의 월

별 집열량과 방열에너지를 검토하였다.

집열량은 여름철이 아니라 봄철인 3~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절기 장마로 인

한 일조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

며 동절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1. 태양열 시스템 개요

Specifications

Solar collector Flat type

Collecting area 80.0 ㎡

Heat storage 4000 ℓ

Heat releasing capacity 35,000 kcal/h

Temperature(hot water/Safe release) 45℃ / 70℃

Table 2. 태양열 시스템 운전 기간

Office
Elementary 

school
University Hospital

01~12월
09~01월 

03~07월

03~06월 

09~12월
01~12월

Table 3. 용도에 따른 시간별 사용율

Hour Office
Elementary 

school
University Hospital

1 0 0 0 0.5

2 0 0 0 0.5

3 0 0 0 0.5

4 0 0 0 0.5

5 0 0 0 0.5

6 0 0 0 0.5

7 0.5 0.5 0.5 0.5

8 0.5 0.5 0.5 0.5

9 1 0.5 1 1

10 1 0.5 1 1

11 1 1 1 1

12 1 1 1 1

13 1 1 1 1

14 1 1 1 1

15 1 1 1 1

16 1 1 1 1

17 0.5 0.5 0.5 1

18 0.5 0.5 0.5 1

19 0 0 0 1

20 0 0 0 1

21 0 0 0 1

22 0 0 0 1

23 0 0 0 0.5

24 0 0 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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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량의 경우, 동절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하절기

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

절기의 경우 시수온도 및 외기온도의 상승에서 기

인한다고 판단된다. 단순 집열량과 외부로 방열되는

방열량의 차를 유효에너지로 정의하고 검토한 결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오히려 동절기

에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태양열 집열기

의 설치각도를 선정할 때 하절기의 설치각도를 기

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의 관점에서 검토하

여야 연중 최대로 집열할 수 있는 집열기의 설치각

도를 도출할 수 있다.

2.2 집열량 최적각도

단순 집열량 기준으로 태양열 집열기의 최적각도

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지역

별·용도별 최적각도는 30~40도 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최적 설

치각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학기간을 갖는 초등학교

와 대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

으로 설치각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급탕

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할 경우, 경사면 일사

량은 그대로인 반면 축열조의 온도는 항상 높은 상

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태양열 집열기의 효율이 낮

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탕 사용량

이 꾸준히 많은 병원 시설의 경우 꾸준한 급탕 사용

량은 축열조의 온도와 태양열 집열기의 온도차이를

항상 일정 유지하기 때문에 집열기 설치각도를 최

대한 위도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집열

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유효집열량 최적각도

집열량에서 방열량을 제거한 값을 유효 집열량이

라 정의하고 건물용도에 따른 유효집열량의 관점에

맞춘 최적각도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지역별·용도별 최적각도는 40~65도

범위로 도출되었다. 일사량기준과 집열량기준을 비

교했을 때 최대 35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절기의 태양에너지 밀도와 급탕사용량의

역전현상에 기인한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도 하절

기 높은 방열량 대비 낮은 급탕사용량과 같은 특성

을 나타내는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용도별로 최적

각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급탕사용량에 따른 방열량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2.4 지역별 용도별 최적각도

Table 6은 집열량 기준으로 도출된 용도별 최적

설치각도와 유효집열량 기준으로 도출된 최적 설치

각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Fig. 4. 병원 건물의 월별 시스템 에너지 분포

Table 4. 집열량에 따른 최적설치각도

Office
Elementary 

school
University Hospital

Seoul 40 40 40 35

Incheon 35 40 35 35

Daejeon 40 40 35 35

Daegu 35 35 35 35

Gwangju 35 40 35 35

Busan 40 40 40 35

Jeju 35 30 35 30

Table 5. 유효집열량의 관점에서 최적설치각도

Office
Elementary 

school
University Hospital

Seoul 55 60 55 65

Incheon 50 50 45 60

Daejeon 50 50 50 60

Daegu 55 60 55 65

Gwangju 50 50 45 65

Busan 55 60 55 65

Jeju 45 5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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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유효집열량 기준 각도는 집열량 기준

각도보다 10~3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병원

건축물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걸쳐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유효집열량 기준에서 병원용도의 최적각도

차이가 전체적으로 큰 것은 병원건축물은 연중 꾸

준한 급탕의 사용과 시간별 사용량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건물용도에 따른 지역별·용도별을 고려한 태양열

집열기 최적각도 검토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사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최근7년

(2010~2016)의 기상자료(일사, 일조, 기온, 습도, 풍

속요소)를 지역별(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

산, 제주)로 적용하였다.

2) 본 연구는 기존의 태양열원을 이용하는 시스템

의 효율 분석에 대한 관점에서 지역 뿐 만아니라 용

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

별 급탕사용량을 파악하여 하절기 발생하는 방열량

고려한 유효집열량을 기준으로 태양열 집열기의 최

적각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용도별로

같은 규모의 건축물에 용도별 사용시간·가동시기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가능한 에너지 방정식 및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3) 시뮬레이션은 사무실, 초등학교, 대학교, 병원

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나누었고 최적각도를 산출하

는 기준은 집열량기준, 하절기 방열량을 고려한 유

효집열량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집열량

기준 최적각도는 30~40도로 이는 지역별 일사량 차

이와 건축물 용도별로 사용하는 계절, 사용시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건축물별 용도별 급탕

부하에 따른 방열량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집열량

에서 방열량을 제거한 유효 집열량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을 때 최적 집열기 설치각도는 40~65도 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용도별로 최

적각도가 차이는 발생하였는데 이는 급탕사용량에

따른 방열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주간시간에 급탕 사용량이 집중되어 있는 사무

실, 초등학교, 대학교와는 달리 야간과 주간에 급탕

사용량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병원 건물의 경우 단

순 집열량과 유효 집열량의 관점에서의 최적 설치

각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급탕사용량이 고루 분포될 경우 동절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시간별 급탕 사용율이 동일한 사무실과 대학교

건물의 경우 대학교 건물에서의 유효 집열량 기준

최적설치각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

절기 방학으로 인한 급탕사용량의 감소가 더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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