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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급탕 난방 복합 축열조 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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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Performance of Solar Hot Water and Space Heating 
in a Combi -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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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hot water(태양열 급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mal performance of solar hot water and space heating

thermal storage tank. The combi storage tank was designed Tank in Tank type. The tank volume for 

space heating was 700ℓand tank volume for hot water was 150ℓ. Tank in Tank type storage tank 

was to replace heat exchange to hot water tank. 

The result showed that the Heating value was 67.25MJ and domestic hot water value was 51.93MJ. 

Supply to the hot water volume was 521ℓ more than about 3 times as that of the hot water tank 

volum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266~269

1. 서 론

무한한 에너지원이며, 청정한 에너지원인 태

양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써 각광받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과 발전 사업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은 한정된 양을 점차 고갈시키고 있으며, 유가상

승을 야기 시켜 전 세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절감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연구과제로 인식되고 있으

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대채에너지원에 하나

로 태양에너지를 고려 할 수 있다.★

태양열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다른 대체에너지 

원에 비해 경제적이고 약간의 기술 보완으로 쉽

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CO2 저감, 환경보호 

및 유가상승에 따른 화석에너지 절약 등의 측면

에서 용이하게 보급 확대가 될 수 있다. 
태양열시스템의 성능은 집열기, 축열조, 제어

장치 등 시스템 부품의 성능은 물론이고 일사량 

강도, 용도, 사용온도, 열부하 분포, 축열조 크기, 
열매체 순환량 등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 변화가 

매우 크며 또한 보조열원과의 연계 및 제어방법 

등 시스템 설계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열 이용분야에서 보급이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를 

이용한 가정용 온수급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급문제를 고려해 볼 

때, 대체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수요는 온수급탕

보다는  건물의 냉․난방 및 산업공정열 분야가 훨

씬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가

정용 태양열 난방 및 온수급탕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복합 축열조를 설계 및 제작하여 복합 축

열조의 난방 및 급탕 열성능 결과를 분석하였다.

2. 급탕 난방 복합 축열조

태양열 복합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

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난방 부하 

산정 및 급탕 부하량에 따른 축열조 설계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축열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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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orage tank  detail design

행되어 왔으나 거의 대부분이 가정용 온수급탕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며, 태양열 

복합 시스템의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에 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가정용 태양열 복합 시스템에 적합한 축열조

를 설계 및 제작하여 난방 공급 및 급탕 공급시에 

축열조 내의 성층화 측정 및 난방 및 급탕 부하량

을 임의로 산정하여 태양열 복합 시스템의 열적 

성능을 측정 하였다. 

2.1 급탕 난방 복합 축열조 설계

가정용 태양열 급탕 및 난방 시스템에 적합한 

축열조 방식을 선정하여 Fig. 1과 같은 축열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축열조 

방식은 Tank in Tank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Tank 
in Tank 방식은 제작비용이 비교적 적으며 축열조 

안에 2개의 열저장 탱크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방식으로 난방 탱크 안에 급탕 탱크가 

포함되어 급탕 탱크 자체가 열교환기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Fig. 1 Tank in Tank type storage tank 

난방라인은 시수 공급라인에서 디퓨져를 통해 

외부 난방탱크로 연결되고, 급탕라인은 별도의 시

수 공급라인에서 열교환기를 거쳐 내부 급탕탱크

로 연결되었다. 태양에너지로 부터 공급되는 열원

은 외부 난방탱크에 위치한 외부열교환기를 통해 

외부 난방탱크에 열을 공급하고 내부 급탕탱크로 

공급되는 시수는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외부 난방

탱크의 열원에서 열을 획득하게 된다. 온도 성층

형 복합 축열조의 총 용량은 850ℓ이다.
Fig. 2는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의 각각의 

상세도이며, 외부 열교환기, 내부 급탕탱크, 내부 

열교환기, 디퓨져의 형태이다. 내부 급탕탱크의 

용량은 150ℓ이다.

2.2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의 성능실험을 위하

여 태양열로 직접 구동하는 방법은 실험상의 여

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모사할 수 있는 히

터부로 대체하였고, 난방부하를 공급하기 위한 열

원장치에는 실 부하조건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풍

량조절이 가능한 방열기를 설치하였다. Fig. 3은 

급탕 난방 복합 축열조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나

타낸 것이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rmal 

storage tank

태양열 급탕 난방 복합 축열조에 공급되는 가

열수의 열량 평가를 위해 유량 및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며, 난방 및 급탕에 공급되는 가열수의 열

량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량 및 입출구 온도를 측

정한다. 또한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의 열성층

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난방탱크와 내부 급

탕탱크의 높이별 온도를 측정 하였다. 유량의 측

정은 전자식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탱
크 내부의 온도측정은 써머커플(난방 탱크 12개, 
급탕 탱크 7개)을 사용하였으며, 배관의 입 출구 

온도 측정은 4wire RT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열수의 입구온도 조건은 태양열 히터의 온

도 조절기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 부합될 때까지 

운전을 계속하고, 난방 또는 급탕 조건을 설정한

다. 이렇게 온도 조건이 실험조건에 일치하게 되

면, 난방펌프 또는 급탕펌프를 구동하여 방열기 

또는 급탕을 공급한다. 난방의 경우 공급된 유량

에 의해 방열기가 작동하며, 급탕의 경우 공급된 

유랑은 방류된다. 난방조건 및 급탕조건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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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ng outer tank for space 

heating supply space heating

Fig. 5 Distributing inner tank for space 
heating supply space heating

온도가 낮아질 경우 난방펌프 또는 급탕펌프가 

구동을 멈추게 된다. 실험측정과 동시에 난방 및 

급탕 운전시의 각각의 온도 및 유량 결과의 데이

터는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급탕 난방 복합 축열조는 

난방 및 급탕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 

할 수 있도록 각각 난방탱크 및 급탕탱크를 독립

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에너

지는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의 외부탱크에 저

장되며, 온수급탕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내부탱크

에 저장된다.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의 특징은 

내부 탱크 자체가 열교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탕 사용량은 많은 반면 난방 사용량이 적을 경

우 난방에 사용되지 않는 잉여열원을 급탕 탱크

로 물리적으로 열원을 보내주지 않아도 대류 및 

전도에 의해 난방 탱크에서 급탕 탱크로 열원이 

전달된다. 또한 반대의 경우 난방 사용량이 많고 

급탕 사용량이 적을 경우도 사용되지 않는 급탕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난방 탱크에 전달한다. 

3.1 난방 성능 실험 

Fig. 4는 난방탱크 상단 온도 60℃부터 40℃까

지 방열기에 난방수를 공급할 때 난방탱크의 온

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방열기에 공급되는 난방

수의 유량은 10LPM으로 일정하게 공급하며 난방

부하를 대신하는 방열기의 난방 용량은 최대 

18000kcal/hour(20kW,72MJ)이다. 난방탱크의 초기 

온도는 최상단의 경우 60℃, 최하단의 경우 30℃
로 성층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난방탱크

의 초기 평균온도는 56℃이다. 방열기에 난방수를 

공급한 후 약 2530초(약42분)까지 난방탱크 최상

단의 온도가 60℃를 유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난방 탱크의 온도는 열성층화 현상에 의해서 하

단부 부터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난방 탱크 상단 온도가 60℃에서 난방수 실

험 결과 난방 부하를 대신 하는 방열기에 총 공급

된 열량은 67.25MJ(18.68kWh)이며 공급 열량 측

정은 방열기의 입․출구 온도 및 난방수 유량에 의

해 계산하였다. 
난방수 공급이 끝나는 시점인 난방탱크 최상

단 온도 40℃에서 난방 탱크의 평균온도는 35℃
이며, 난방수공급이 진행 될수록 난방탱크의 최하

단부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방수 공급에 따른 유체의 모멘텀 및 리턴 

온도에 의해 미세하지만 성층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난방 탱크에 다시 공급

되는 리턴수 분배기의 높이는 난방 탱크 최하단

부로부터 52cm 이상 높게 위치하고 있어 리턴되

는 난방수의 온도와 그 높이의 탱크내의 온도가 

거의 일치하며, 또한 분배기의 출구 면적을 난방

수 리턴 배관의 8배 면적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난방수 리턴 온도 및 유체의 모멘텀에 의한 난방 

탱크내 성층화 깨짐 현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는 난방 탱크 상단 온도 60℃부터 40℃
까지 방열기에 난방수 유량을 10LPM으로 공급할 

때 내부 탱크인 급탕탱크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급탕 탱크의 온도가 일정한 것은 급

탕 탱크의 위치가 난방 탱크의 상단부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난방탱크의 상단부 온도와 같은 

6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탱크

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급탕 탱크의 온도분포도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급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온도 성층형 복합 축

열조의 경우 난방탱크 안에 급탕 탱크가 위치하

고 있어 급탕 탱크 자체가 난방 탱크와 열교환기 

역할을 함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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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ng inner tank for space 

heating supply hot water

열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탕탱크의 온도도 자

연적으로 낮아지며, 또한 난방 탱크의 온도가 급

탕 탱크의 온도 보다 낮을 경우 급탕탱크에 저장

되어 있는 열이 난방 탱크에 전달된다. 

3.2 급탕 성능 실험

Fig. 6은 급탕탱크 상단 온도 60℃부터 37℃까

지 배수 실험 동안의 급탕탱크 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배수 유량은 10LPM(KS B 8202)이
며 급탕탱크 최상단부의 온도가 37℃까지 연속적

으로 시수를 공급하였다. 
 배수 실험 결과 사용된 배수 열량은 

51.93MJ(14.42kWh)이며 총 공급된 배수량은 521
ℓ로 급탕탱크 전체 용량 150ℓ의 약 3배 이상 공

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온도 성층형 복합 축열조의 특성상 급

탕 탱크가 난방 탱크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급탕 탱크 자체가 난방탱크와의 열교환기 역할을 

함으로 탱크 자체의 용량 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

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Distributing inner tank for hot water 

supply hot water 

Fig. 7은 급탕탱크 상단 온도 60℃부터 37℃까

지 배수 실험 동안의 난방 탱크 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급탕 탱크 자체

가 열교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난방 탱크의 온

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급탕 

탱크의 온도가 37ℓ이하로 내려간 후 급탕 사용

량이 없을 경우 다시 난방탱크로부터 열원을 흡

수하여 급탕탱크의 온도는 난방 탱크와 같은 온

도로 유지 될 것이다. 따라서 난방 부하가 없는 

경우 급탕 사용량은 난방 탱크에 저장된 만큼 급

탕으로 전화 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가정용 태양열 급탕 난방 시스템에 

적합한 축열조를 설계 및 제작하여 난방 공급 및 

급탕 공급시에 축열조 내의 성층화 측정 및 난방 

및 급탕 부하량을 임의로 산정하여 태양열 복합 

시스템의 열적 성능을 측정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태양열 난방 및 급탕 시스템에 적

합한 축열조 개발을 위하여 난방 탱크 700ℓ, 급
탕 탱크 150ℓ의 Tank in Tank 방식의 축열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2) Tank in Tank 방식의 축열조는 내부 탱크 

자체가 열교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탕 사용

량은 많은 반면 난방 사용량이 적을 경우 난방에 

사용되지 않는 잉여열원을 급탕 탱크로 물리적으

로 열원을 보내주지 않아도 대류 및 전도에 의해 

난방 탱크에서 급탕 탱크로 열원이 전달된다. 또
한 반대의 경우 난방 사용량이 많고 급탕 사용량

이 적을 경우도 사용되지 않는 급탕에너지를 자

연적으로 난방 탱크에 전달한다.
(3) 난방 탱크 상단 온도가 60℃에서 난방수 

실험 결과 난방에 공급된 열량은 67.25MJ, 배수 

실험 결과 사용된 배수 열량은 51.93MJ이며 총 공

급된 배수량은 521ℓ로 급탕탱크 전체 용량 150
ℓ의 약 3배 이상 공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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