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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Solar Hot Water (SHW) systems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zero-energy 

buildings. Various faults in these systems, however, can cause performance degradation, which 

has led some HVAC engineers or building facility managers to avoid applying such systems. In 

particular, detection of sensor faults is more difficult than detection of other types of faults.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ensor faults on the performance of 

SHW systems. Negative and positive biases are artificially injected into the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fault-free and faulty conditions are compared by TRNSYS 17. Th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negative bias causes a decrease in solar heat gain in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system is operated more intermittently in a negative bias condition 

and more continuously in a positive bias condition. This finding can be effectively used to 

propose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in SHW systems.

주요어 :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태양열 급탕 시스템, 고장 검출 진단, 온도 센서 고장

Keywords: Renewable energy system, Solar hot water system, Fault detection & diagnosis, 
Sensor fault

서 론

친환경 건축에 관한 관심 증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

으로 건물에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설

치가 필수적인 제로 에너지 건물에 관한 인증 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단열, 고기밀, 자연 채광, 자연 환기 등의 패시브 기법을 통하여 건물 

냉난방 및 전력 부하의 저감이 가능한 데 반해서, 급탕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패시브 기법은 

전무하므로 제로 에너지 건물을 구현하는 데 있어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건물과 같이 온수 사용이 많은 건물 유형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건물의 

구현을 위해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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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 사례는 오

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

만 대표적인 원인으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잦은 고장을 들 수 있다. 누수, 부동액의 부족, 순

환펌프 고장과 같은 다양한 고장으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별도의 급탕 시스

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잘못된 설치, 구성 요소의 물리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건물 관리자의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시스템 일부 요소가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자의 육안으로 검출이 어렵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자동 제어를 위해 활용되는 온도 센서의 

측정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기기가 작동은 되지만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경우

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고장의 검출이 어렵다. 이에 건물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

고 측정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장을 검출하고 진단하는 Fault Detection & Diagnosis (FDD)

의 적용이 요구된다. 

고장 검출·진단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HVAC 분야에서 시작되었

다.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장 검

출·진단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De Keizer et al. (2011)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는 규칙 기반의 고장 검출·진단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De Keizer et al. (2013)의 연

구에서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고장 검출·진단 방법이 개발되었다. 최

근에는 축적된 성능 데이터와 기계 학습 방법에 기반한 Historical data-driven 기반의 고장 검

출·진단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Jiang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 기반의 방법이 제안되었고, Correa-Jullia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기

반 모델이 회귀 분석 모델에 기반한 방법보다 고장 검출·진단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

증하였다. 하지만,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위한 고장 검출·진단에 관한 연구는 전체 HVAC 분

야에서의 고장 검출·진단 연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비하면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장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고장 검출·진단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기계 학습 모델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의 선택, 고장 검출 및 진단을 위한 기

준의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기존 사례, 연구 문헌 분석을 통해 태양

열 급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 고장을 분류하고 고장에 따른 성능 저하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적 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장에 따른 태양열 급

탕 시스템의 성능 저하 정도와 시스템 운전 패턴을 분석하였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고장 유형 분류

국내에서 건물 단위의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은 적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

년대에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보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급탕 부하의 감소로 하절기에 활용이 어렵다는 점, 옥상에 설치되어 건물의 미관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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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다는 점이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고장을 들 수 있다. 2006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태양열 설비 A/S 결과 분석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태양열 급탕 시스템 고장의 73%를 부동액 부족이 차지하였

고 집열기 또는 축열조에서 발생하는 고장도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남수정, 

2006). 2013 태양열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도 주요한 고장으로 부동

액 부족, 집열기 관련 고장, 누수를 꼽았고 이 외에 동파, 순환펌프 고장, 축열조 관련 고장, 제

어기 고장, 온도 센서 고장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은철, 2013). 

보도 자료외에 기존 연구에서도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고장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Faure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고장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고장

을 크게 열매체 관련 고장, 제어 관련 고장, 태양열 집열 관련 고장으로 구분하였다. Jiang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고장 정도에 따라서 Hard fault와 Soft fault로 구분하였으며 Hard fault에

는 밸브 고장, 펌프 고장이 포함되고 Soft fault에는 누수, 집열기 먼지 퇴적 등이 포함된다. 

보도 자료에서 보고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고장 유형과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고장 유형

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고장을 3단계의 레벨로 정의하였다. 기존 

사례 및 연구에서 고장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고장의 유형을 분류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고장 검출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아래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major faults occurred in the solar hot water system

Level Definition Fault type

Level 1 Faults visible to the naked eye Heat medium freezing

Dusty solar collector

Heat medium deficiency

Level 2 Faults invisible to the naked eye, but to be detected by 

measured data

Pump failure

Valve failure

Level 3 Fault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using only measured data Sensor fault

우선 레벨 1은 열매체 동파, 집열기 표면 먼지 퇴적, 열매체 부족과 같이 육안으로 검출 가

능한 고장으로 정의되며 데이터의 측정 없이도 관리자가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형이다. 레벨 

2는 관리자의 육안으로 검출은 어렵지만 측정 데이터를 통해 비교적 쉽게 검출 가능한 유형

으로 정의하였으며 순환펌프 고장, 밸브 고장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태양열 시스템에서 

유량 센서를 설치하지 않지만 집열기 및 축열조 측 순환 회로에 유량 센서를 설치한다면 측정 

데이터를 통하여 순홤펌프 및 밸브에서의 고장 여부를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 레벨 3는 가장 검출이 어려운 고장 유형으로, 육안 및 측정 데이터 만으로는 검출 및 진단

이 어려운 고장으로 정의된다. 레벨 3의 대표적인 고장 유형으로 자동 제어를 위한 온도 센서 

고장을 들 수 있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자동 제어는 집열기 상부와 축열조 하부의 온도차

를 이용한 차온 제어가 일반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열기 상부 또는 축열조 하부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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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작동은 하지만 bias, drift와 같은 센서 고장에 의해서 실제와 다른 값을 측정한다면 시

스템의 제어에 영향을 끼쳐 태양열 에너지 획득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센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측정한 열매체의 온도가 실제 값인지 또는 고장에 의해 잘못 측정된 값인

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자의 경험만으로는 검출이 어려운 고장으로 볼 수 있다. 

고장에 따른 태양열 급탕 시스템 성능 저하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태양열 급탕 시스템 모델링 조건

태양열 급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TRNSYS 17

을 이용하였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은 소규모 용량으로 가정하였고, 보조열원이 축열조에 내

장된 방식을 모델링하였다. 집열기에서 획득한 태양열은 판형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을 통하

여 축열조에 저장하는 간접 열교환 방식을 가정하였고, 집열기 측 배관 순환 회로와 축열조 

측 배관 순환 회로에는 각각 소형 순환 펌프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양열 급탕 시

스템 구성은 아래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ystem configuration of the solar domestic hot water system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에 관한 상세 입력값은 아래 Table 2와 같다. 평판형 

집열기 2매가 옥상면과 40°의 각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Duffie and Backman 

(2006)에 따르면 축열조 용량이 클수록 집열기에서의 집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축열조 용량은 일반적으로 집열기 면적 대비 50-200liters/㎡ 사

이에서 결정된다. 이를 고려하여 보조열원이 내장된 축열조의 용량은 0.4㎥로 가정하였다. 

보조 열원이 설치된 높이의 하부에 인입관이 설치되고 축열조 하부에 인출관이 설치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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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list for the simulation modeling 

System component Parameter Input value Unit 

Solar collector Type Flat plate collector -

Gross area per unit 2.01 ㎡

FRUL 4.1 W/㎡℃

FRτα 0.72 -

Number of unit 2 EA

Slope angle 40 degree

Azimuth angle 0 (facing south) degree

Heat exchanger Type Plate heat exchanger -

Effectiveness 0.8 -

Thermal storage Capacity 0.4 ㎥

Capacity of auxiliary hetaer 3.0 kW

Height 1.5 m

Inlet pipe height 0.95 m

Outlet pipe height 0.05 m

Controller ΔTon 10.0 ℃

ΔToff 2.0 ℃

Figure 2. Hourly hot water use profile

Figure 3. Control flowchart for the solar domestic hot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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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의 시간대 별 온수 사용 비율은 위 Figure 2와 같이 저녁 시간대에 온수 사용이 집

중되는 형태로 가정하였다. 하루 동안의 총 온수 사용량은 500liter이며 시수 온도는 서울 지

역의 기상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제어 방식은 일반적으로 집열기 상부측 온도와 축열조 하부측 온도의 온

도차(차온)를 기준으로 순환 펌프의 운전을 결정하는 차온 제어 방식이 적용 사례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 Figure 3과 같이 차온을 두 개의 Dead band 온도차 ΔTON, ΔTOFF와 비교하여 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ΔTON과 ΔTOFF가 시스템의 운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

능 또한 크게 달라지므로 적정 온도차에 관한 연구 또한 기존에 수행되었다. 다수의 연구(신우철과 

백남춘, 2005; 손진국, 2012; 손진국, 2018; 고명진 외, 2009)에서 ΔTON은 10℃, ΔTOFF는 2℃로 

태양열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 또한 동일한 값을 온도차로 가정하였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 고장 모델링 방법 및 시뮬레이션 케이스

앞서 가정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대상으로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서울 지

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였다. 고장에 따

른 성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태양열 급탕 시스템과 고장이 발생한 시

스템을 모두 TRNSYS 17에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태양열 급탕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장 유형 중 온도 센서의 고장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하였다. 온도 센서에서의 고장은 온도 센서가 완전히 망가져서(Completely failure)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온도와 측정치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고장의 대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편차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Bias 고장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온도 측정치가 실제 온도보다 더 큰 Positive bias와 측정치가 실제 온도보다 

더 작은 Negative bias 두 가지 유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TRNSYS에서 Bias 고장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집열기 계산 Type에서 계산된 값에 일정한 편차를 가감한 값이 제어기 

Type에 전달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고장은 태양열 집열기 상부 측 온도 센서에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고 유형은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Simulation cases

Case No. Case description Deviation (℃) Case No. Case description Deviation (℃)

1 Fault-free 0 7 Faulty – positive bias 1

2 Faulty – negative bias -5 8 Faulty – positive bias 2

3 Faulty – negative bias -4 9 Faulty – positive bias 3

4 Faulty – negative bias -3 10 Faulty – positive bias 4

5 Faulty – negative bias -2 11 Faulty – positive bias 5

6 Faulty – negative bias -1

고장에 따른 태양열 급탕 시스템 성능 저하 분석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서의 고장에 따른 성능 저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태양열 집열

량을 계산하였다. Table 4에서는 정상 운전 조건(Case 1)과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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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가 발생한 고장 운전 조건(Case 2-6)에 대한 월별 태양열 집열량을 정리하였고, Table 5

에서는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 Positive bias가 발생한 고장 운전 조건(Case 7-11)에 대한 

월별 태양열 집열량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고장이 시스템 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Table 6, 7에 순환 펌프의 에너지 소비량을 정리하였다. 

Table 4에 따르면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 Negative bias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운전 조

건 대비 태양열 집열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월에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하고 편차

가 클수록 성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실제 온도보다 편차만큼 더 낮은 측정치가 제어에 

이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온도차가 확보되어 태양열 집열이 가능한 시점에도 집열 운전이 되

지 않아 태양열 집열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 Positive bias가 발생한 경우에는 태양열 집열량이 정상 운

전 조건에 비하여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Positive bias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 집열 온

도보다 측정치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보다 센서 고장에 의한 차온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차온 제어의 기준 온도보다 낮은 시점도 센서 고장

에 의해 기준 온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의해서 Positive bias 발생 시 태양

열 집열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 펌프의 에너지 소비량은 Negative bias 발생 시 감소, Positive bias 발생 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고장 유형 모두 편차의 절대값이 증가할수록 고장 시 에너지 소

비량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 센서에 Negative bias가 발생하게 

되면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가동 시간의 감소로 순환 펌프의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며, 

Positive bias에 의해서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가동 시간이 증가하여 고장 발생 시 순환 펌

프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4. Simulation results – monthly solar heat gain and error of simulation cases for 

fault-free and negative bias condition

Solar heat gain (MJ) / Error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Jan. 589 (-) 576 (-2.1%) 579 (-1.7%) 581 (-1.2%) 584 (-0.8%) 586 (-0.4%)

Feb. 682 (-) 664 (-2.6%) 668 (-1.9%) 672 (-1.5%) 676 (-0.9%) 679 (-0.4%)

Mar. 846 (-) 822 (-2.8%) 828 (-2.1%) 833 (-1.6%) 837 (-1.1%) 842 (-0.5%)

Apr. 933 (-) 912 (-2.2%) 916 (-1.8%) 920 (-1.3%) 924 (-0.9%) 928 (-0.5%)

May 881 (-) 847 (-3.9%) 853 (-3.1%) 861 (-2.3%) 869 (-1.4%) 875 (-0.6%)

Jun. 810 (-) 777 (-4.1%) 782 (-3.4%) 790 (-2.5%) 797 (-1.6%) 803 (-0.8%)

Jul. 678 (-) 640 (-5.6%) 647 (-4.6%) 654 (-3.5%) 661 (-2.4%) 669 (-1.2%)

Aug. 708 (-) 670 (–5.4%) 676 (-4.6%) 683 (-3.5%) 692 (-2.2%) 701 (-1.0%)

Sep. 781 (-) 755 (-3.3%) 760 (-2.7%) 766 (-1.9%) 771 (-1.3%) 776 (-0.7%)

Oct. 735 (-) 717 (-2.5%) 721 (-1.9%) 726 (-1.3%) 728 (-0.9%) 731 (-0.5%)

Nov. 562 (-) 546 (-2.8%) 550 (-2.1%) 554 (-1.4%) 558 (-0.8%) 561 (-0.3%)

Dec. 450 (-) 429 (-4.7%) 433 (-3.8%) 439 (-2.4%) 444 (-1.4%) 448 (-0.4%)

Total 8,654 (-) 8,355 (-3.4%) 8,414 (-2.8%) 8,479 (-2.0%) 8,540 (-1.3%) 8,6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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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mulation results – monthly solar heat gain and error of simulation cases for positive 

bias condition

Solar heat gain (MJ) / Error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Case 11

Jan. 586 (0.6%) 592 (1.0%) 594 (1.4%) 597 (1.7%) 599 (2.1%)

Feb. 679 (0.5%) 685 (1.0%) 689 (1.4%) 691 (1.6%) 693 (1.9%)

Mar. 842 (0.4%) 849 (0.7%) 852 (1.0%) 855 (1.2%) 857 (1.5%)

Apr. 928 (0.4%) 936 (0.9%) 941 (1.3%) 944 (1.6%) 947 (1.8%)

May 875 (0.7%) 887 (1.2%) 892 (1.7%) 896 (2.0%) 899 (2.2%)

Jun. 803 (0.8%) 816 (1.5%) 822 (1.9%) 825 (2.3%) 828 (2.6%)

Jul. 669 (1.1%) 685 (2.2%) 692 (3.1%) 698 (3.9%) 704 (4.4%)

Aug. 701 (1.1%) 716 (1.9%) 721 (2.8%) 728 (3.6%) 734 (4.1%)

Sep. 776 (0.6%) 786 (1.0%) 788 (1.3%) 791 (1.7%) 794 (2.1%)

Oct. 731 (0.4%) 738 (0.9%) 741 (1.2%) 744 (1.5%) 746 (1.8%)

Nov. 561 (0.4%) 565 (0.8%) 567 (1.4%) 570 (1.7%) 572 (2.0%)

Dec. 448 (0.5%) 452 (1.3%) 456 (1.7%) 458 (2.0%) 459 (2.3%)

Total 8,600 (0.6%) 8,707 (1.2%) 8,756 (1.7%) 8,797 (2.1%) 8,831 (2.4%)

Table 6. Simulation results – monthly pumps energy consumption and error of simulation cases 

for fault-free and negative bias condition

Pumps energy consumption (MJ) / Error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Jan. 370 (-) 334 (-9.9%) 341 (-7.9%) 348 (-6.0%) 356 (-4.0%) 362 (-2.2%)

Feb. 434 (-) 395 (-8.9%) 403 (-7.1%) 411 (-5.4%) 419 (-3.5%) 427 (-1.7%)

Mar. 564 (-) 511 (-9.3%) 522 (-7.4%) 532 (-5.7%) 541 (-4.0%) 552 (-2.0%)

Apr. 604 (-) 546 (-9.6%) 554 (-8.2%) 564 (-6.6%) 574 (-5.0%) 589 (-2.6%)

May 657 (-) 582 (-11.4%) 593 (-9.7%) 607 (-7.5%) 624 (-5.0%) 641 (-2.4%)

Jun. 625 (-) 555 (-11.2%) 565 (-9.7%) 579 (-7.3%) 594 (-5.0%) 608 (-2.7%)

Jul. 618 (-) 534 (-13.5%) 547 (-11.4%) 560 (-9.3%) 577 (-6.6%) 595 (-3.6%)

Aug. 607 (-) 526 (-13.4%) 536 (-11.7%) 552 (-9.2%) 570 (-6.2%) 589 (-3.0%)

Sep. 555 (-) 497 (-10.5%) 506 (-8.8%) 519 (-6.4%) 529 (-4.6%) 541 (-2.4%)

Oct. 519 (-) 478 (-8.0%) 486 (-6.3%) 495 (-4.6%) 502 (-3.4%) 509 (-2.0%)

Nov. 409 (-) 371 (-9.2%) 379 (-7.2%) 388 (-5.0%) 396 (-3.2%) 403 (-1.3%)

Dec. 358 (-) 312 (-13.0%) 320 (-10.8%) 333 (-7.2%) 342 (-4.6%) 353 (-1.5%)

Total 6,320 (-) 5,641 (-10.7%) 5,753 (-9.0%) 5,889 (-6.8%) 6,022 (-4.7%) 6,170 (-2.4%)

Table 7. Simulation results – monthly pumps energy consumption and error of simulation 

cases for positive bias condition

Pumps energy consumption (MJ) / Error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Case 11

Jan. 381 (2.7%) 390 (5.3%) 400 (8.0%) 411 (10.9%) 423 (14.2%)

Feb. 444 (2.2%) 456 (5.0%) 465 (7.0%) 472 (8.7%) 481 (10.8%)

Mar. 573 (1.7%) 582 (3.3%) 593 (5.2%) 603 (6.9%) 617 (9.4%)

Apr. 621 (2.7%) 642 (6.2%) 664 (9.9%) 685 (13.4%) 708 (17.3%)

May 675 (2.8%) 697 (6.2%) 723 (10.1%) 753 (14.8%) 786 (19.7%)

Jun. 646 (3.3%) 671 (7.3%) 690 (10.4%) 716 (14.6%) 750 (19.9%)

Jul. 643 (4.1%) 672 (8.9%) 711 (15.2%) 762 (23.4%) 811 (31.3%)

Aug. 633 (4.2%) 659 (8.6%) 703 (15.8%) 751 (23.7%) 795 (30.9%)

Sep. 569 (2.5%) 578 (4.2%) 589 (6.1%) 605 (9.0%) 628 (13.1%)

Oct. 529 (1.8%) 540 (3.9%) 550 (5.8%) 559 (7.6%) 571 (10.0%)

Nov. 416 (1.8%) 424 (3.6%) 436 (6.6%) 445 (8.9%) 455 (11.4%)

Dec. 366 (2.1%) 377 (5.3%) 385 (7.4%) 392 (9.5%) 399 (11.2%)

Total 6,495 (2.8%) 6,688 (5.8%) 6,908 (9.3%) 7,154 (13.2%) 7,42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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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에 따른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운전 패턴 분석

앞서 온도 센서의 Bias에 따른 월별 태양열 집열량 변화를 살펴 보았다. 태양열 집열량의 

변화가 온도 센서의 고장에 따른 차온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

증을 위해 정상 운전 조건 대비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와 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주에 대하여 각각 집열기 상부, 축열조 하부 온도 변화와 순환 펌프 운전 여부를 분석하였다.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는 8월 19-25일 주간이며 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주는 1월 

15-21일 주간이다. 편차가 5℃인 경우를 기준으로 Negative bias에 대해서는 각각의 오차가 

-12.7%, -0.85%이며 Positive bias에 대해서는 각각의 오차가 8.17%, 1.18%이다. 

Figure 4~6는 오차가 가장 큰 주간에 대해서 차례대로 Fault-free, Negative bias, Positive 

bias가 발생했을 때의 결과이며, Figure 7~9은 오차가 가장 작은 주간에 대해서 Fault-free, 

Negative bias, Positive bias가 발생했을 때의 결과이다. Figure 4~9에 대하여 집열기 출수 온

도 값은 정상 상태의 온도를 의미한다. Negative bias 발생에 따른 운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Figure 4와 Figure 5를 비교하여 보면,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주간에 비교적 연속적으로 순환 

펌프가 운전되는 반해서 Negative bias에 따른 고장의 경우에는 운전이 더 잦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Negative bias 발생 시 시스템의 전체 운전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

과 태양열 집열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Figure 4)에 비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Figure 5)의 온도 변화가 더 급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집열기 상부의 온도가 시스템 가동할 정도로 크지만 Negative bias에 의해 제어

기에서 인지하는 집열기 상부의 온도가 실제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계속 운전되어 오히려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집열기 상부의 온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ositive bias 발생에 따른 성능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4와 Figure 6을 비교하

여 보면, Positive bias 발생 시 일출, 일몰 시점을 제외한 주간에는 거의 연속적으로 시스템의 

운전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ositive bias 발생 시에는 일사가 없는 야간에도 차온 

제어에 의해 시스템의 운전이 나타난다.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집열기 상부 온도와 축열조 하

부 온도 간의 온도차가 8℃이하로 유지되어 운전이 중단되는 데 반해서 Positive bias 발생 시

에는 축열조 상부의 온도를 실제보다 5℃ 더 높게 인지하므로 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

에도 운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9를 비교하여 보면, 오차가 가장 작은 주간의 경우에는 정상 운전 조건과 고장 운

전 조건 간에 유사한 운전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간 중 주간에 거의 연

속적으로 운전이 되는 1월 16일, 18일, 19일의 결과를 살펴보면 집열기 상부와 축열조 하부 

간의 온도차가 15℃ 이상 유지가 되어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 Negative bias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운전 조건과 유사한 운전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Positive bias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큰 주간과 달리 야간에도 운전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집열기 온도 센서에 고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개시될만큼 큰 온도차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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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s of solar collector outlet and thermal storage bottom temperatures and pump 

operation pattern (fault-free condition in Aug. 19-25)

Figure 5. Results of solar collector outlet and thermal storage bottom temperatures and pump 

operation pattern (negative bias faulty condition in Aug. 19-25)

Figure 6. Results of solar collector outlet and thermal storage bottom temperatures and pump 

operation pattern (positive bias faulty condition in Aug. 19-25)

Figure 7. Results of solar collector outlet and thermal storage bottom temperatures and pump 

operation pattern (fault-free condition in Jan.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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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의 결과를 살펴보면 축열조 상부의 온도가 55℃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

다. 축열조 내부에 보조 열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조 열원을 기준으로 상부 영역은 보조 

열원에 의해 온수가 생성되어 상부의 온도가 55℃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Figure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집열기 출수 온도의 변화가 극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스템의 잦은 거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Fiqgure 8. Results of solar collector outlet and thermal storage bottom temperatures and 

pump operation pattern (negative bias faulty condition in Jan. 15-21)

Figure 9. Results of solar collector outlet and thermal storage bottom temperatures and pump 

operation pattern (positive bias faulty condition in Jan. 15-2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집열기 온도 센서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따른 성능 변화

를 분석하였다. Positive/negative bias 고장에 따른 태양열 집열량을 TRNSYS 17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정상 운전 조건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집열기 상부 온도 센서에 

Negative bias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 운전 조건 대비 태양열 집열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Positive bias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 운전 조건 대비 태양열 집열량이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Negative bias에 대해서는 태양열 집열량이 감소하여 보조 열원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물에서의 급탕 시스템 운전비 및 온실 가스 배

출 증가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Positive bias가 발생하는 경우에 태양열 집열량이 증

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고장에 따른 이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본 연구

에서 대상으로 한 건물의 경우 축열조 하부의 온도가 비교적 시수 온도에 가까운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고장에 의해 잘못된 운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태양열 집열의 이점이 발

생하게 된다. 하지만 축열조의 용량이 작거나 또는 집열량에 비하여 온수 사용량이 작아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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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조 하부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Positive bias에 의한 잘못된 운전이 시스템의 성

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축열조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급탕 부하 및 축열조 용량에 따른 고장에 따른 성능 저하 분석 또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정상 운전 조건과 Bias에 따른 고장 운전 조건 간에 태양열 급탕 시

스템의 운전 패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Negative bias의 경우에는 정상 운전 조건 대비 주간

에 더 잦은 시스템의 운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ositive bias의 경우에는 정상 운전 

조건 대비 야간에 비정상적인 운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 패턴에 관한 데

이터는 온도 센서에서 발생하는 Bias 고장의 검출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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