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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outh Korea has been encouraging the expansion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ies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which is the caus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study suggests a PVT system with optimized efficiency and analyzes the energy production 
characteristics using the TRNSYS17 program for the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n 
optimal photovoltaic thermal (PVT) system that simultaneously produces electrical and thermal 
energies while possessing a higher energy production rate per installed area compared to 
conventional photovoltaic and solar thermal energy systems. The proposed system was applied 
to a building to analyze the energy production in each season.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components of the PVT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energy production were examined through an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energy production from each component of L-PVTs was calculated and compared using 
TRNSYS. Based on the results, the optimal PVT system was proposed by combining the most 
efficient components. Third, the energy production of the proposed L-PVTs was calculat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ambient temperature, solar radiation and the inlet temperature. 
Fourth and last, the target building was selected and the suggested L-PVT was applied to it. 
Then the energy production in each season was calculated by performing energy analysis.

주요어 : 액체식 태양광열 시스템, 에너지해석, TRNSYS17, 신재생에너지생산량

Keywords: ALiquid type Photovoltaic Thermal system (L-PVTs), Energy analysis, 
TRNSYS17, Target Building,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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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목적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등을 통

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을 실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은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공급하도록 하

고 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 가운데 무한한 청정에너지이며, 소음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아 

특히 주목받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태양열시스템을 복합 적용하여 개발된 태양

광·열 시스템(PVT : Photovoltaic Thermal, 이하 PVT)은 기존 개별 시스템에 비하여 설치면

적 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고 전기,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장점이 있어, 설치면적이 제

한적이고 에너지사용 형태가 다양한 건물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PVT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기계적 성능향상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기존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보다 우수한 성능은 여러 차례 검증되었으나 건물적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물에 PVT시스템의 최적 적용과 상용화를 위하여, PVT시스템의 에너지

생산량을 분석하고 건물적용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국가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하여 시행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며, 설치면적이 작아 건물에 효율적인 PVT시

스템의 에너지생산량을 에너지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건물적용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

으며,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PVT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에너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조사하였다.

2) TRNSYS를 이용하여 액체식 PVT시스템 구성요소별 에너지생산량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가운데 가장 효율이 우수한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최적의 PVT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3) PVT시스템의 에너지생산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기온도와 일사량 및 유입수온도에 

따른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여 에너지생산량을 비교·분석하였다.

4) 대상건물을 선정하고 제안한 PVT시스템을 적용한 후 TRNSYS를 이용하여 PVT시스

템의 계절별 에너지생산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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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식 태양광·열 시스템(L-PVTs)

액체식 태양광·열 시스템의 개요 

액체식 태양광·열 시스템(Liquid type Photovoltaic Thermal System, 이하 L-PVTs)은 

Figure 1과 같이 PV모듈과 태양열 집열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열흡수판은 PV모듈을 

순환매체인 액체를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낮추어 전기성능을 개선하고, 열에너지를 

집열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며 기존 PV시스템에 태양

열 집열기가 결합되어 태양광시스템과 태양열 집열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설

치면적을 줄일 수 있어 기존 시스템의 설치면적대비 에너지생산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재

생에너지시스템이다. 

Figure 1. Conceptual diagram of L-PVTs

L-PVTs의 구성요소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하여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시제작하여 실험 및 연구를 실시한 

L-PVTs를 조사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위의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Components of L-PVTs

Component Transmittance (%)

Glass Cover
Low-iron 

tempered glass
91

Component Specific heat (kJ/kgK) Thermal conductivity (W/mK)

Absorber plate

Copper (Cu) 0.383 386

Aluminum (Al) 0.896 228

Duralumin (Dur) 0.883 164

Component Thickness (m) Thermal conductivity (W/mK)

Heat insulating 

material

Glass wool (Gw) 0.3 0.05

Rigid polyurethane foam (Rpf) 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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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VTs의 유리커버는 철의 함유량이 매우 적어 투과율이 높은 유리를 사용하며 커버의 유·

무에 따라 glazed형과 non-glazed형으로 구분된다. 흡열판의 재질은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두랄루민으로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가 많이 사용되나 해외의 제품 가운데 두랄루민을 사용하

는 경우도 있으며, 하부 단열재는 글라스울과 경질우레탄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생산 효율에 미치는 환경변수

L-PVTs는 높은 일사량과 주변온도 등의 영향을 받아 표면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후면에 

부착된 흡열판 및 열교환기에 의해 열이 흡수되고 PV모듈은 냉각되어 전기효율이 개선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준구 외 3인은 평판형 액체식 Glazed PVT 모듈을 설계, 제작하고 성

능실험을 실시하여 모듈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유입수온도와 외기온도가 집열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기성능은 일사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L-PVTs의 전기효율()은 집열면적( )의 일사량(G)에 대한 전기에너지생산량

( · )의 비율로 산출되며, 열효율( )은 집열매체의 비열()과 유량() 그리고 집열매

체의 유입수온도()와 유출수온도()의 차이에 비례하며 다음 식 (1)~(4)와 같이 산출된다.


  ×  (1)


 m




 (2)

  


 m



× (3)

   
  (4)

G : Irradiance (W/㎡)  : Collector outlet temperature (℃)

 : Thermal efficiency  : Collector flow rate (kg/h)

 : Electrical efficiency  : Collector specific heat (J/kg℃)

 : Collector area (㎡)  : Maximum current (A)

 : Collector inlet temperature (℃)  : Maximum voltage (V)

선행연구와 L-PVTs의 전기 및 열효율 산출식을 통하여 L-PVTs의 에너지생산 효율에 미

치는 환경변수는 다양하나 그 가운데 외기온도와 유입수온도 그리고 일사량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L-PVTs 구성요소에 따른 에너지생산량 분석

구성요소의 설정

L-PVTs의 기본모델은 Table 2와 같으며, 앞서 조사된 L-PVTs의 구성요소 중 유리커버는 

Low-iron (3.2 ㎜), 흡열판은 구리(Cu, 3 ㎜), 보온재는 글라스울(Gw, 0.3 m)을 기준으로 설

정하고 Table 3과 같이 Type.1은 유리커버의 유·무, Type.2는 흡열판의 재질, Type.3은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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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재질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에너지해석을 위하여 지역 기상 변수는 남부지역에 해당하

는 울산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였으며, 연간에너지생산량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Table 2. Basic types of L-PVTs

Component Description Value

Basic L-PVTs

Collector length (m) 1.0

Collector width (m) 1.0

Thickness of the glass cover (㎜) 3.2

Absorber plate thickness (㎜) 3

Thickness of the heat insulating material (m) 0.3

Number of tubes (line) 14

Tube diameter (㎜) 8

PV efficiency at reference condition (%) 15.33

Table 3. Setting the elements of L-PVTs by type

Component Glass Cover Absorber plate Heat insulating material

Type. 1

(Glass Cover)

Low-iron tempered glass
Copper (Cu) Glass wool (Gw)

Non-glazed

Type. 2

(Absorber plate)
Low-iron tempered glass

Copper (Cu)

Glass wool (Gw)Aluminum (Al)

Duralumin (Dur)

Type. 3

(Heat insulating 

material)

Low-iron tempered glass Copper (Cu)

Glass wool (Gw)

Rigid polyurethane foam 

(Rpf)

구성요소에 따른 에너지생산량 분석

L-PVTs의 구성요소에 따른 월 평균 에너지생산량은 TRNSYS17 에너지해석 프로그램에서 제

공하는 PVT모듈 ‘Type560’ 모델을 이용하여 Table 4와 같이 산출하였으며, 봄(3~5월), 여름(6~8

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구분하여 계절에 따른 에너지생산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Table 4.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components (Wh)

Component (Type)
Spring Summer Fall Winter

3 4 5 6 7 8 9 10 11 12 1 2

Type. 1

Glazed
Elec. 909 830 865 660 543 858 588 945 914 761 806 819

Thrmal 2,706 3,256 4,573 7,438 6,877 9,092 4,474 4,434 3,192 1,820 1,957 2,062

Non

Glazed

Elec. 911 831 866 661 543 859 589 947 916 763 808 821

Thrmal 2,535 3,112 4,422 4,628 6,860 9,049 4,378 4,273 3,032 1,683 1,821 1,917

Type. 2

Cu
Elec. 909 830 865 660 543 858 588 945 914 761 806 819

Thrmal 2,706 3,256 4,573 4,738 6,877 9,092 4,474 4,434 3,192 1,820 1,957 2,062

Al
Elec. 908 829 864 660 542 857 587 944 913 760 805 818

Thrmal 2,672 3,215 4,516 4,679 6,792 8,978 4,418 4,378 3,152 1,798 1,932 2,037

Dur
Elec. 907 828 863 659 541 856 587 942 912 760 804 817

Thrmal 2,641 3,178 4,463 4,624 6,712 8,873 4,366 4,327 3,116 1,777 1,910 2,013

Type. 3

Gw
Elec. 909 830 865 660 543 858 588 945 914 761 806 819

Thrmal 2,706 3,256 4,573 4,738 6,877 9,092 4,474 4,434 3,192 1,820 1,957 2,062

Rpf
Elec. 909 830 865 660 543 858 588 945 914 761 806 819

Thrmal 2,702 3,250 4,562 4,721 6,857 9,072 4,457 4,427 3,189 1,817 1,95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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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커버 유·무(Type.1)

유리커버 유·무에 따른 L-PVTs의 계절별 에너지생산량은 Figure 2와 같이 산출되었다. 

Low-iron 강화유리커버가 적용되었을 때 계절별 전기에너지생산량(Wh)은 봄 2,604, 여

름 2,061, 가을 2,447, 겨울 2,385이며, 열에너지생산량(Wh)은 봄 10,535, 여름 20,707, 가을 

12,100, 겨울 5,839이다. 

또한 유리커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전기에너지생산량은 봄 2,609, 여름 2,063, 가을 

2,452, 겨울 2,391이며, 열에너지생산량은 봄 10,070, 여름 20,537, 가을 11,684, 겨울 5,420

으로 유리커버의 유·무는 봄과 가을부터 겨울까지 외기온이 낮을수록 열에너지생산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전기에너지생산량은 Non-glazed가 약 0.2%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간열에너지생

산량은 Low-iron 강화유리가 적용되었을 때 약 3%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existence or absence of a glass cover (10²Wh)

흡열판 재질(Type.2)

흡열판 재질에 따른 L-PVTs의 계절별 에너지생산량은 Figure 3과 같이 산출되었다.

흡열판의 재질로 구리가 적용되었을 때 계절별 전기에너지생산량(Wh)은 봄 2,604, 여름 

2,061, 가을 2,447, 겨울 2,385이며, 열에너지생산량(Wh)은 봄 10,403, 여름 20,707, 가을 

12,100, 겨울 5,839이고, 흡열판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적용했을 때 전기에너지생산량은 봄 

2,601, 여름 2,058, 가을 2,444, 겨울 2,383이며, 열에너지생산량은 봄 10,403, 여름 20,448, 

가을 11,949, 겨울 5,767이다.

또한, 두랄루민 적용 시 전기에너지생산량은 봄 2,599, 여름 2,056, 가을 2,441, 겨울 2,381

이며, 열에너지생산량은 봄 10,282, 여름 20,210, 가을 11,809, 겨울 5,700으로 산출되어 흡

열판의 재질은 외기온이 높아 열전도가 활발한 여름철의 열에너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흡열판의 재질은 외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L-PVTs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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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전기에너지생산량은 구리 적용 시 두랄루민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약 0.2% 많고, 연간

열에너지생산량은 약 2.4%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구리 적용 시 L-PVTs의 에너지생산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material of the endothermic plate (10²Wh)

보온재 재질(Type.3)

보온재 재질에 따른 L-PVTs의 계절별 에너지생산량은 Figure 4와 같이 산출되었다.

보온재 재질에 따른 계절별 전기에너지생산량은 변화가 없었으며, 열에너지생산량(Wh)

은 글라스울 적용 시 봄 10,535, 여름 20,707, 가을 12,100, 겨울 5,839이며, 경질우레탄폼 적

용 시 봄 10,514, 여름 20,650, 가을 12,073, 겨울 5,831로 산출되어 보온재의 재질은 계절에 

따른 에너지생산량과 연간전기에너지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열

에너지생산량은 약 0.2% 차이로 글라스울의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heat insulating materials (10²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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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수에 따른 L-PVTs 최적안의 에너지생산량 분석

최적 L-PVTs 제안 및 환경변수 설정

환경변수에 따른 L-PVTs의 에너지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선 L-PVTs 구성요소 가

운데 최적의 L-PVTs를 다음 Table 5와 같이 제안하였다.

또한, 액체식 L-PVTs의 환경변수에 따른 에너지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해석변

수를 신재생에너지설비심사 세부기준인 ‘KS B ISO 9806 태양열집열기 열효율시험’을 참고

하여 Table 6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입수온도는 (C-1)과 같이 10~70℃범위에서 5℃간격으로 

설정하였고, 외기온도는 (C-2)와 같이 5~40℃범위에서 5℃간격으로, 일사량은 (C-3)과 같이 

300~1,000 W/㎡범위에서 50 W/㎡간격으로 설정하였다.

Table 5. Suggested optimal L-PVTs model

Component Description Value

Optimal L-PVTs

Collector length (m) 1.0

Collector width (m) 1.0

Transmittance of the glass cover (%) 91

Thickness of the glass cover (㎜) 3.2

Absorber plate thickness (㎜) 3

Thermal conductivity of the absorber (W/mK) 386

Number of tubes (line) 14

Tube diameter (㎜) 8

Thermal conductivity of the heat insulating material (W/mK) 0.05

Thickness of the heat insulating material (m) 0.3

PV efficiency at reference condition (%) 15.33

Table 6. Variable settings for energy analysis

Case Description Value Interval

C-1

Inlet Fluid Temperature (℃) 10 ~ 70 5

Ambient Temperature (℃) 10 5

Solar Radiation (W/㎡) 900 50

C-2

Inlet Fluid Temperature (℃) 20 5

Ambient Temperature (℃) 5 ~ 40 5

Solar Radiation (W/㎡) 900 50

C-3

Inlet Fluid Temperature (℃) 20 5

Ambient Temperature (℃) 10 5

Solar Radiation (W/㎡) 300 ~ 1,0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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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수에 따른 L-PVTs의 에너지생산량 분석

유입수온도 변화 시(C-1)

유입수온도 변화에 따른 L-PVTs의 전기, 열에너지생산량은 Figure 5와 같이 산출되었으

며, 전기에너지생산량은 유입수온도가 10℃일 때 383 W, 70℃일 때 305 W로 각각 최대, 최

소값으로 산출되어 유입수온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약 6.5 W 감소하였다.

열에너지생산량은 유입수온도가 10℃일 때 1,515 W, 60℃일 때 131 W로 각각 최대, 최소

값으로 산출되어 유입수온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약 138 W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유입수온도가 65℃이상 일 때는 유출수온도가 유입수온도보다 낮아 에너지

가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inlet temperature (W)

외기온도 변화 시(C-2)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생산량은 Figure 6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전기에너지생산량

은 외기온도가 5℃일 때 371 W, 40℃일 때 359 W로 각각 최대, 최소값으로 산출되어 외기온

Figure 6.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ambient temperatur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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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1.7 W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너지생산량은 외기온도가 5℃일 때 1,185 W, 40℃일 때 1,647 W로 각각 최소, 최대값

으로 산출되었으며, 외기온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66 W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사량 변화 시(C-3)

일사량 변화에 따른 에너지생산량은 Figure 7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전기에너지생산량은 

일사량이 300 W/㎡일 때 124 W, 1,000 W/㎡일 때 409 W로 각각 최소, 최대값으로 산출되어 

일사량이 50 W/㎡씩 증가함에 따라 20 W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너지생산량은 일사량이 300 W/㎡일 때 252 W, 1,000 W/㎡일 때 1,416 W로 각각 최

소, 최대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일사량이 50 W/㎡씩 증가함에 따라 83 W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ure 7.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the solar radiation (W) 

제안된 L-PVTs의 적용 및 평가

L-PVTs 건물적용 시 다양한 환경, 기상조건에 따른 에너지생산량을 알아보고자 대상 건

물을 선정 후, 대상건물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L-PVTs의 용량을 산정하고 국내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울산의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여 연간에너지생산을 산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대상건물 선정 및 변수

대상건물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준하여 공공업무시설로 선정

하였으며, 건축면적 약 5,000 ㎡인 중규모 업무시설 건물로, 기본모델의 구성과 운영조건은 

Figure 8 및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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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odelling of the target building

Table 7. Configuration overview and the operation conditions of the subject structure

Area

Gross area 19,955.53 ㎡

Parking area 2,259.27 ㎡

Number of stories
Basement floor : 1

Ground floor : 8

Structure
Wall 0.22 W/㎡K

Glass 1.70 W/㎡K

Internal Heat Human 0.15 persons/㎡

Operational

conditions

Preset temperature
Heating : 20℃

Cooling : 26℃

Schedule 08:00 ~ 17:00

대상건물의 에너지해석 및 L-PVTs 용량 산정

대상건물의 총예상에너지사용량은 8,560,854 kWh이며, 조명과 환기를 포함한 연간 전기

사용량은 총예상에너지사용량의 60%로 나타났고, 난방에너지의 비율은 16%, 냉방 20%, 급

탕 4%로 산출되었다.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특성은 Figure 9와 같이 전기사용량이 많고 비

교적 일정하며, 급탕에너지의 사용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 Expected total energy consumption rate per month of the subject structure



A Proposal for Optimal Liquid Solar and Thermal Systems (L-PVTs) and Analysis of Seasonal Energy Production

66 ∙ Journal of KIAEBS Vol. 13, No. 1, 2019

대상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량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준하여 2018년 기준 총예상에너지사용량의 24%인 2,054,605 kWh이며, 이를 L-PVTs로 충

당하기 위한 설치용량은 Figure 5의 제안한 최적 L-PVTs 모델에 우리나라 평균 유입수온도

(원수온도, 20℃)와 외기온도(10℃) 그리고 일사량(900 W/㎡)을 적용했을때 총에너지생산

량인 1,620 W(전기에너지:369 W, 열에너지:1,251 W)와 일평균 시스템운영시간(3.3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단위에너지생산량 1.951 kWh/㎡·yr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대상건물의 L-PVTs 설치용량은 건물의 설치가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

지 의무설치량에 대한 L-PVTs 단위에너지생산량의 비로 산출하여 1,075 ㎡으로 산정하였다.

L-PVTs의 적용 및 분석

대상건물에 1,075 ㎡의 L-PVTs를 적용 후,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여 월평균 에너지생산량이 

Figure 10과 같이 산출되었다.

Figure 10. Energy production per season with application of L-PVTs 1,075 ㎡

대상건물에 적용된 L-PVTs의 전기에너지생산량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중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608 ~ 830 kWh로 에너지생산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를 제외한 월평균생산량은 1,013 ~ 1,188 kWh로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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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생산량은 외기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 월평균 6,683 ~ 8,828 kWh로 

효율이 가장 좋고 겨울철은 월평균 1,695 ~ 2,537 kWh로 효율이 가장 낮았으며, 기상변화에 

따른 에너지생산 변화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건물의 에너지사용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과 L-PVTs의 전기, 열에너지 생

산량을 Figure 11과 같이 비교하였다. 여름철 L-PVTs의 전기에너지생산량이 85,419 kWh로 

가장 낮으나 열에너지생산량이 664,145 kWh로 타 계절에 비하여 약 2.3배 높아 L-PVTs의 

총에너지생산량은 대상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보다 33%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름철 높은 외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으로 L-PVTs의 집열효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겨울철은 열에너지생산량이 175,209 kWh로 타 계절 평균보다 62% 낮은 것으로 나타

나 L-PVTs 총에너지생산량이 의무공급량의 51%로 사계절 중 시스템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환경변수에 의한 L-PVTs의 전기에너지생산량은 비교적 일정하나 열에너지생

산량은 외기온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계절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Energy production per season of L-PVTs applied onto the subject structure

업무시설인 대상건물은 전기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60%로 높고 난방 및 급탕의 사용

량은 20%로 낮은 에너지사용 특성으로 외기온이 높아 열효율이 높은 여름철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난방 및 급탕에너지가 매우 낮으며, 겨울철은 외기온이 낮아 열에너지생산량이 낮

으나 난방 및 급탕에너지요구량은 높다. 따라서 다양한 건물의 에너지사용 특성에 따라 계획

적인 L-PVTs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건물 L-PVTs의 연간 전기에너지생산량은 390,563 kWh, 열에너지생산량은 

1,547,063 kWh으로 대상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인 2,054,605 kWh를 약 5.7%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건물 에너지해석 시 실제 기상데이터가 적용되

어, 외기온도와 일사량 외에 L-PVTs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복사열, 강수량 등 다양한 

기상요소가 작용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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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L-PVTs의 구성요소와 환경변수에 의한 에너지생산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L-PVTs를 제안한 후 대상건물을 선정하여 최적의 L-PVTs를 적용한 에너지생산량을 분석한 

연구로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 L-PVTs의 구성요소를 조사하여, 유리커버는 Low-iron

강화유리, 흡열판은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두랄루민, 단열재는 글라스울과 경질우레

탄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VTs의 에너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변수는 외기온도와 유입수온도 그리고 일사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L-PVTs의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에너지생산량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유리커버가 

적용되었을 때 겨울철 열에너지생산효율을 증가시키며, 흡열판은 여름철 전기와 열에너

지생산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온재는 에너지생산효율에 영향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리 흡열판, 글라스울 보온재, Low-iron 강화유

리가 적용된 최적 L-PVTs를 제안하였다.

(3) 최적 L-PVTs의 에너지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입수온도와 외기온도 그리고 일사

량을 대상으로 변수를 설정하여 TRNSYS를 이용한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였으며, 

L-PVTs의 전기에너지생산량은 유입수온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6.5 W 감소하고, 외

기온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1.7 W 감소하며 일사량이 50 W/㎡씩 증가함에 따라 20 

W 증가하였다. 열에너지생산량은 유입수온도가 5℃씩 증가함에 따라 138 W 감소하였

으며, 외기온도가 5℃, 일사량이 50 W/㎡씩 증가함에 따라 각각 66 W, 83 W 증가하는 것

으로 산출되었다. 

(4) 대상건물에 제안된 최적 L-PVTs를 적용 후, 에너지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전기에너

지생산량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패널의 온도가 상승하여 PV패널 효율이 낮은 7

월 중순에서 9월 중순을 제외하면 월평균 생산량은 1,013 ~ 1,188 kWh로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열에너지생산량은 여름철은 월평균 683 ~ 8,828 kWh이며, 겨울

철은 월평균 1,695 ~ 2,537 kWh로 기상변화에 따른 에너지생산 변화폭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5) 계절별 L-PVTs의 전기에너지생산량은 비교적 일정하였으나, 열에너지생산량은 연평균 

386,776 kWh에 비하여 여름철은 72% 높았으며, 겨울철은 45%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VTs의 총에너지생산량은 대상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보다 약 5.7%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건물 에너지해석 시 실제 기상데이터가 적용되어 

다양한 기상요소가 작용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추후, L-PVTs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축열조, ESS 및 Heat pump 

등을 추가 연계하여 건축물용도에 따라 최적 적용할 수 있는 설계지침 개발을 위하여 

L-PVTs의 건축물 최적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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