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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V power generation efficiency degrades according to an increase in cell temperatures, 

overall energy saving effects can be anticipated by using air type PVT and connecting the heated 

air from the PVT into an energy recovery ventilator (ERV). For such application, a ERV bypass 

mode can be applied to maximize energy saving effects during the heating period. The proposed 

system and corresponding control methods were compared to a reference case using TRNSYS 

simulation. A classroom equipped with typical electric heat pumps, ERVs, and ten PVT modules 

was simulated.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system reduced EHP energy consumption by 

more than 9% and improved PVT power production by more than 5%. Particularly, higher saving 

effects were found for the proposed bypass mode control than for the case of common ERV control.

주요어 : PVT-Air, 전열 교환, Bypass, 난방 에너지, 환기장치 계통도, 시스템 제어조건

Keywords: PVT-Air, Total heat exchange, Bypass, Heating load, Ventilation system diagram, 
System control condition

서 론

다양한 산업 군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전례 없는 기후 이변을 야

기하고 있다. 각국의 정상들은 기후 정상회의를 거쳐 각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모든 산업 군

을 대상으로 넷제로를 달성할 것을 공표하였고, 신기술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Lee and Le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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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Ministries, 2020)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50년도까

지 넷제로를 실천해야 하고,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감축을 위해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활발하게 도입되는 추세인데 일반적인 PV 모듈은 온도가 상승하면 발전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Photovoltaic/Thermal (PVT) 형태로 모듈 후면

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수집된 열을 활용하려는 연구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Bandaru et al., 2021).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제안한 연구 중에는 미활용 배열

을 건물 에너지의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존재하는데, 공기식 PVT와 공조시스템

과의 연계 방안 제안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분석 사례가 있다(Yu et al., 2018). 이러한 연구는 

기존 PVT 성능 개선에 대한 초점 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초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의 관점에서 PVT의 모듈 후면부 배열의 미활

용 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식 PVT와 전열교환 환기장치를 결합하여 미활용 공기 열원을 실내 급

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액체식 PVT와는 다르게 겨울철 동파

의 우려가 없이 관리가 용이한 공기식 시스템을 택하였으며, 수집 공기 열의 활용방안으로 환

기 유입 공기의 예열 효과와 난방효과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필요 환기량

이 많은 시설에서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적으로 학교는 면적당 재실 인원수가 

많아 타시설에 비해 필요 환기량이 많은 시설이다. 특히, 재실자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재실 

스케줄이 일정하고, 냉난방 및 환기장치의 가동시간이 주간에 집중되기에 PVT 수집 공기열

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실험을 수행하기 앞서 정량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뮬

레이션을 활용하였다. 모듈 후면부 배열이라는 미활용 열원의 활용성이 높은 난방기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과 비교를 

수행하고, 난방 에너지의 절감 척도를 Electric Heat Pump (EHP)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

출하고자 한다. 특히, 겨울철 집열 온도가 높을 때는 Energy Recovery Ventilator (ERV) 

Bypass 모드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 제어를 통한 추가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PVT-Air 연결 환기장치

시스템 소개

본 연구는 PVT를 통과한 가열 공기가 ERV의 유입 공기구에 연결되어 난방 기간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PVT 발전량을 상승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PVT-Air 연결 ERV는 기존 ERV에 PVT-Air를 결합한 시스템이다. 

여기서 기존 ERV란 실외 공기만을 급기로 활용하고, Bypass 모드 활용 없이 ERV의 전열교

환 소자를 통해 실내에 열량을 공급하는 장치로 정의하였다.

PVT-Air 연결식 ERV는 기존 실외 공기를 비롯하여 PVT 후면 공기까지 실내 급기로 활용

한다. 열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만큼 제어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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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RV는 필요 환기량을 충족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

였고, 완전 개폐식 덕트를 활용하여 ERV 가동시 일정한 기류를 공급하도록 설계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비 사양, 환기장치 계통도, 제어조건은 이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설비 사양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EHP, ERV, PVT 사양 정보는 실증 실험을 위해 구축한 

실제 사양을 정리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아래 제시한 각 설비에 대하여 조합비가 

적용된 EHP, ERV 1대, PVT-Air 10대가 활용되었다. ERV는 서울시 소재 실제 교실에 설치

된 사양을 사용하였으며 800 CMH 의 용량이다. EHP의 경우 실내기 1.5기에 해당하는 9.0 

kW 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실내기 대수 별 조합비에 따른 부

분 부하 특성을 함께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또한, 재실 인원에 따른 실내 발열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각 PVT-Air는 80 CMH 의 유량을 통해 후면 열원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information of EHP,ERV, and PVT-Air

Description Value Unit

EHP - IDU

Heating performance 5.9 kW

Power consumption 0.13 kW

Air blower
Air flow 840 CMH

Power consumption 0.06 kW

EHP - ODU (Coupled to 4 IDUs)

Heating performance 25.9 kW

Power consumption 7.8 kW

Air blower
Air flow 12,600 CMH

Power consumption 0.75 kW

ERV

Ventilation rate
Supply 800 CMH

Exhaust 800 CMH

Energy Recovery rate
Sensible 0.8 -

Latent 0.7 -

Power consumption 0.36 kW

PVT-Air

Collector Size
Width 1.1 m

Length 1.9 m

Cover

Thickness 0.0055 m

Conductivity 50 kJ/hr.m.K

Emissivity 0.803 -

Channel
Height 0.056 m

Emissivity 0.9 -

Slope 45 °

Substrate resistance 0.01 h.m2.K/kJ

Back resistance 17.02 h.m2.K/kJ

Control channel flowrate 80 CMH

Reference PV efficiency 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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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계통도

제안하는 시스템의 ERV 계통도는 Figure 1과 같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 

ERV에 추가된 부분으로 난방기간 제어 조건에 따라 PVT 후면의 배열을 활용할 수 있게 설

계하였다. 후술에서는 실내 공기온도를 TIN으로, 실외 공기온도를 TOUT으로, PVT 후면 공기

온도를 TPVT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시스템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TOUT 공기만을 급기로 활용하던 기존 환기 방식과는 다르게 

제안하는 시스템은 TOUT 공기와 TPVT 공기를 모두 급기로 활용한다. 본 계통도는 난방기 환기 

시스템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공기를 급기하여 ERV의 전열교환 소자를 통해 열교

환을 하거나 집열된 공기의 온도가 실내보다 높을 경우 난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열소자 

Bypass를 통해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온도 상승으로 PVT 

발전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PVT 공기가 급기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 Fan 

3이 가동되어 지속적으로 TPVT 를 낮춘다.

계통도 내 댐퍼는 Figure 1와 같이 D1부터 D3까지 존재한다. 각 댐퍼의 개폐는 기류의 여

부에 따라 완전히 개방되거나 폐쇄되도록 설계되었다.

Figure 1. Ventilator duct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시스템 제어조건과 구동 방식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제안하는 시스템에서의 개선 효과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존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동 방식을 모두 정의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대한 시스템 구동 방식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기존 시스템(Reference)은 일반적인 ERV의 제어모드를 말하는 것으로 TOUT 공기만을 급

기로 활용하기에 별도의 추가적 제어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실자의 스케줄에 따라 Fan 1

은 급기를, Fan 2은 배기를, ERV는 전열 교환을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의 PVT-Air는 Fan 없

이 자연대류를 통하여 PVT 후면의 열을 배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ERV 가동 시 상대적으로 높은 열원의 공기를 급기로 활용하기 위한 제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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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존재하고, PVT-Air의 고온 공기를 활용하기 위해 댐퍼 D2를 개방하여 TPVT 공기를 실내 급

기로 활용하거나 Fan 3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TPVT 을 낮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크게 ERV의 구동에 따라 전열 교환만을 활용하는 방식과 전열 교환과 Bypass

를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을 ‘Proposed Ⅰ’, ‘Proposed Ⅱ’로 정의하였다.

Proposed Ⅰ은 선택적으로 높은 열원을 급기하기 위해 Case 1, Case 3, Case 4의 경우가 존

재하고, Proposed Ⅱ는 제어 대상인 TIN 에 보다 높은 온도의 공기가 존재할 경우, Bypass를 

가동하는 방식이므로 Case 2로 구분되며, 이외의 Case 3-4는 Proposed Ⅰ과 동일하다.

이 장을 기준으로 기존 시스템을 ‘Reference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을 ‘Proposed Ⅰ 시

스템’, ‘Proposed Ⅱ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Table 2. Control conditions and operating methods of the proposed system

System Type Control Condition

System Control

ERV Mode Fan 1 Fan 2 Fan 3
Supply Air 

Temperature

Reference Not specified
Total Heat 

Exchange
On On None TOUT

ProposedⅠ Case 1 TPVT ≥ TIN

Total Heat 

Exchange
On On Off TPVT

ProposedⅡ Case 2 TPVT ≥ TIN Bypass On On Off TPVT

BothⅠandⅡ Case 3
TPVT ＜ TIN ,

TPVT ≥ TOUT

Total Heat 

Exchange
On On Off TPVT

BothⅠandⅡ Case 4 TPVT ＜ TOUT

Total Heat 

Exchange
On On On TOUT

TRNSYS 시뮬레이션 구성

시뮬레이션 조건

서울 소재에 위치한 3개층 규모의 한 콘크리트조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최하층 및 최상층

에서의 시뮬레이션 제약사항을 최소화하고자 2층에 위치한 8.1 m (폭) × 8.2 m (길이) × 2.4 

m (천정고)인 1개의 교실을 대상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대상 공간에는 교사를 포함한 총 31

명의 재실자 정보가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으로써 필요 환기량과 내부 발열량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필요 환기량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Ⅱ]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MOLEG, 2022)을 통해 21.6 m3/(h·Person) 이상이 되도록 

산정하였고, 실제 교실은 요구 환기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800 CMH 급 ERV가 설치되었

다. 내부 발열량은 ASHRAE Standard 자료(ASHRAE, 1973)에 따라 책상에 앉아있는 상태

에서의 발열량 60 W/Person 으로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정 실내온도는 국제표준 ISO 

29341-6-16 (2017)에 따라 20℃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ERV가 공급한 열량에서 부족한 에

너지량 만큼 EHP가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시뮬레이션에 필요로 하는 시뮬레이션 조건을 Table 3과 같이, 대상 공간의 경계조

건을 Table 4와 같이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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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imulation conditions

Condition Description

Location Seoul, Korea

Building type Middle school (Education facilities)

Target space size 8.1 m × 8.2 m × 2.4 m

Occupants 30 Students, 1 Teacher

Period of stay From 9 to 16 o’clock (Weekdays)

Heating period From Nov. to Mar. (Except for JAN.)

Heating Set point temperature 20℃

Required ventilation rate 21.6 m3/(h·Person)

Internal Heat Factor 60 W/Person (Activity Level: Seated)

Table 4. Boundary conditions of 2F target space

Element Area (m2) U-Value (W/m2.K)

External wall 39.12 0.210

Corridor wall 19.44 0.348

Internal wall 19.68 0.432

Window 19.44 1.270

Ceiling & Floor 66.42 3.040

시뮬레이션 모델

TRNSYS 18을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Figure 2와 같다. 대상 공간의 재료 물성치, 기상데

이터, 설비사양, 환기장치 계통도, 그리고 시스템 제어조건을 반영하였다. 실제 결과를 묘사

하기 위하여 모델에 반영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Table 5에 명시하였다.

Figure 2. TRNSYS project screen shot of PVT-air coupled 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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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nent models and description of the TRNSYS project

No. Component Description

1 Type 9 Weather data for target space area

2 Type 56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space

3 Type 567 Components that implements PVT-Air performance

4 Type 667 Components that implements ERV performance

5 Type 108 Cooling system that meets the setpoint temperature

6 Type 112 Fan supplying airflow

7 Type 516 Operation schedule of ERV and EHP

8 Type 518 Heating schedule of target space

9 Signal (Equation card) Signals according to system control conditions

10 Heating TC (Equation card) Conversion total capacity of EHP to kW

11 Heating PI (Equation card) Conversion power input of EHP to kW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시뮬레이션은 방학기간인 1월을 제외한 난방 기간인 1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1월을 제외한 11월부터 4개월간의 시뮬레이션 결

과이다.

PVT-Air 공기온도의 데이터 검증

본 연구는 PVT 후면의 배열 활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서울 기상데이터를 토대로 도출되

는 TPVT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Figure 3은 TOUT와 Collector 입사 일사량

의 변화 따른 TPVT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왼쪽부터 TOUT – TPVT, Collector 입사 일사

량 – TPVT의 관계 그래프이다. 표준기상데이터를 Reindl의 직산분리 모델(Reindl et al., 

1990)을 활용하여 경사면 일사량을 계산하였고, 각 그래프는 ERV Sig의 On/Off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ERV Sig Off인 경우는 하루 중 일사량이 없는 시간대와 주말의 주간 시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왼쪽 그래프에서 일사량이 없는 시간대는 TPVT가 TOUT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되다가 

주말 낮 시간과 같이 일사량이 존재할 때는 환기로 인한 팬 가동이 없기 때문에 TPVT 온도가 

크게 상승한다. 유사하게, 오른쪽 그래프에서 Collector 입사 일사량에 따라 두 제어모드에서 

TPVT가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였으나, 후면부 배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PVT의 열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ERV Sig On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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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VT outlet air temperatures according to variations of outdoor temperatures and 

incidence solar radiation 

시스템 제어조건의 구동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앞서 Proposed Ⅰ,Ⅱ 시스템에서 부여했던 제어조건의 구동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므로 Figure 4에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제어조건은 환기장치가 가동이 되는 

주중으로 한정해야 하므로,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주말에 집계된 데이터는 회색 음영으

로 표현하였고, Proposed Ⅰ,Ⅱ 시스템에서의 TIN, TOUT, TPVT 변화 양상과 온도조건에 따라 

On/Off로 출력되는 Signal을 제시하였다. ERV Signal은 환기장치 가동 스케줄에 따라 적절하

게 On으로 출력되었고, ERV Signal이 Off인 경우 3가지의 Case Signal은 모두 Off임을, ERV 

Signal이 On인 경우 특정 Case Signal은 On이되, 각 Case Signal은 동시에 켜지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각 온도대에 따라 주어진 제어 신호대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 Signals according to contro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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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급 공기온도 비교

아래 Figure 5은 Reference 시스템과 ProposedⅠ,Ⅱ 시스템에 대하여 실내에 공급되는 공

기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간의 명확한 비교를 위해 12월 데이터를 대표로 제시

하였고,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온도가 ProposedⅡ 시스템, ProposedⅠ 시스템, Reference 시

스템 순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VT-Air 후면 가열 공기를 급기로써 활용하

는 방식이 난방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절한 Bypass 운전 

방식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 Supply air temperatures from ERV for cases of Reference, ProposedⅠ, and ProposedⅡ

PVT-Air 발전량 차이 비교

시간별 일사량 데이터와 함께 Reference 시스템과 Proposed Ⅰ,Ⅱ 시스템에서의 PVT-Air 

발전량 데이터를 Figure 6에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Reference 시스템과 다르게 

Proposed Ⅰ,Ⅱ 시스템은 모듈 당 80 CMH 의 유량으로 후면의 열을 배출한다. 후면 배기를 

Figure 6. Power generation comparison for the cases of Reference, ProposedⅠ, and Proposed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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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발전량은 1개의 모듈 당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였고, Proposed Ⅰ,Ⅱ 

시스템 간의 발전량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EHP 전력사용량 및 PVT-Air 전력발전량 종합비교

EHP는 20℃의 설정 온도를 목표로 사용된 난방 에너지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였고, 

PVT-Air는 10개 모듈을 기준으로 전력발전량을 산정하였다. 단, Proposed Ⅰ,Ⅱ 시스템에서

는 Fan 3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EHP 전력사용량에 Fan 3의 전력사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Fan 3의 전력사용량은 2.08 kWh의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함께 활용한 Fan 1,2의 전력사

용량은 267.71 kWh로 집계되었다. 이는 ERV Signal이 On인 경우 가동되는 Fan 1,2와 Case 

4 Signal이 On인 경우 가동되는 Fan 3의 운전시간 차이에서 나타났다.

Figure 7에는 전력사용량의 누계값과 전력발전량의 누계값을 각각 파란색 막대그래프와 

빨간색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EHP의 전력사용량은 Reference 시

스템 대비 ProposedⅠ 시스템에서 약 6.3%의 절감을, ProposedⅡ 시스템에서는 약 9.4%의 

절감을 보였고, PVT-Air 발전량은 Reference 시스템 대비 ProposedⅠ 시스템과 ProposedⅡ 

시스템에서 모두 약 5.2%의 개선을 보였다.

Figure 7. Comparison of EHP consumption and PVT-Air power generation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PVT-Air와 ERV를 결합하여 PVT 후면부 미활용 배열을 활용하는 것을 주

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미활용 배열로 얻어진 공기는 제어조건에 따라 실내의 급기

로 활용됨으로써 EHP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절감효과는 전열 교환만을 활용한 방식보다는 전열 교환과 Bypass를 함께 활용한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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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개선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면부 배열을 활용함으로써 Reference 시스템과 비교하여 

PVT 후면 온도를 낮출 수 있어 발전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 환기량이 많은 교육 시설을 대상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안하는 시

스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사한 교육 시설을 표준으로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간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선 효과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에는 교육 시설 대상 Mock-Up 실험을 수행하여 측정을 통한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

을 통한 개선 효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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