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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내 용 

 태양열 산업의 특징 

 국내외 시장 및 보급 동향 

 태양열 선진국의 기술개발 및 시장 전개 로드맵 

 향후 시장 전망 

– 대규모 시스템  태양열 블록히팅/지역난방 : 신재생 히팅 

– 소규모 시스템  태양열 온수기 

– 태양에너지  건물 

 맺음말 



지구상의 에너지 



2010년 현재 세계 주요 재생에너지원 별 현황 

• 에너지 생산량은 풍력 다음으로 많음 

태양열    풍력 



2008년말 현재 작동 중인 집열기 종류별 총면적 

<<설치된 집열기 종류별>> 

<<선두 10개 국가별 현황>> 

- 중국 : 이중진공관 위주 보급 

- 기타국가 : 평판형 집열기 위주로 보급 

<<평판형 집열기>> 

<<진공관형 집열기>> 



지역별 태양열 적용분야별 분포 

단독주택 급탕 

호텔, 기숙사 등 숙박시설 

솔라 콤비시스템 (단독주택의 급탕과 난방) 

 

지역난방용 

태양열 냉방 

 

다세대 주택 급탕 

병원, 학교, 양로원 등 공공시설의 온수급탕 

 

솔라 콤비시스템 (다세대 주택의 급탕과 난방) 

 

산업공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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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온수급탕용 



세계 TOP-10 국가의 적용 분야별 분포 

단독주택 급탕 

호텔, 기숙사 등 숙박시설 

솔라 콤비시스템 (단독주택의 급탕과 난방) 

 

지역난방용 

태양열 냉방 

 

다세대 주택 급탕 

병원, 학교, 양로원 등 공공시설의 온수급탕 

 

솔라 콤비시스템 (다세대 주택의 급탕과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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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열부하와 태양열 관계 



국내 태양열 보급 역사 
1980년 1997년 2010년 

태양열 온수기 

ZeSH - II 

태양열 그린홈 

2005년 

태양열 주택 

ZeSH - I 

중규모 온수급탕시설 



여러가지 태양열 기술의 완숙도 



최근의 태양열 보급동향 

 온수급탕 위주의 보급 

 주택용은 패키지화 : factory made 제품  solar combi-system 

– 설치용이, 적은 기계실 면적 

– 보조열원과의 효율적인 연계 

– 사후관리 

 단지 규모의 난방/급탕 겸용  계간축열조가 있는 대규모 용량 

– 하절기 과열방지 

– 태양열의 연중 이용 

– 계간축열조의 저가화 

향후 : 정부 지원 의존율 저하  RHO 등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 태양열 건물(냉난방), 산업공정열, 단지차원의 적용 

– 직달일사량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태양열 발전시스템 보급 

 

블록히팅/지역난방 



태양열 온수기 및 온수급탕 시장 

•  전세계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태양열 온수기/ 온수급탕 시스템 

집열기 

축열조 보조보일러 
열교환기 

제어장치 

펌프 

펌프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 Factory made형의 컴팩트화 된 제품으로 

- 현장에서 간단한 배관작업으로 설치가능 

- 집열기를 제외하고 공장에서 최대한 컴팩트화 된 제품으로 

- 현장에서 간단한 배관작업으로 설치가능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 온수급탕 시스템 시장 

축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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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산업공정열 시장 

 사용 온도분포 : 저온에서 고온까지 다양 

 적용여건 : 사무실이나 주택보다 양호 

 에너지 절감효과 큼 
 낮은 에너지 비용 

 기업간, 국가간 경쟁력에 영향 

 적용 Potential은 큼 



산업 분야별 공정열의 온도별 분포 

저온의 온수를 사용하는  

산업공정열도 많음 



대규모 태양열 시장 

태양열 블록히팅 / 지역난방 



태양열 불록히팅 시스템  신재생 불륵히팅 

태양열 배관망 

 

 

 

지역난방 배관망 

 

 
태양열 계간 축열조 

 

 

 

 

기계실 

 

            

            

            

            

백업설비 :  

바이오 에너지 



   계간축열시스템 설치단가   



시스템 종류별 태양열 생산단가 



아파트 단지 대규모 태양열불록히팅 시스템 : 독일 



Solar City –Linz (오스트리아) 



“태양열 + 바이오 연료”지역난방 (독일) 



Drake Landing  
Solar Community 



Mastal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 (덴마크) 

• 집열면적 : 18,600㎡  

• 계간 축열조 사용 

현재 이 지역을 100% 신재생으로 지역난방을 

하는 프로젝트 수행 중 

• 프로젝트 명 : SUNSTORE 4 

• 추가로 설치되는 시스템 

    - 태양열 15,000 ㎡  

   -  wood chip 보일러  열병합발전(ORC) 

    -  CO2 Heat Pump (지열활용) 

본 과제를 통해 EU 10개국에서 20개 시스템 보급예정 



덴마크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 

• combination with district heating and 

CHP 

• end of 2011 is likely connected to at 

least 140,000 m² 

• Marstal is planning an extension of 

approx. 36,000 m²  and Bræ dstrup 

aims to build a total of approx. 50,000 

m² solar heat. 



오스트리아 Graz시의 지역난방 태양열시스템 



추진중인 신재생 하이브리드 지역난방 시스템 개념도 



EU의 태양열 Vision 및 달성 방안 

 설비형 태양열 건물을 신축건물 표준으로 

– Active Solar 건물 :  태양열로 냉난방 및 급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건물 

 건물 개축 표준화 모델 확립 :“태양열 개축 표준화 모델” 

–  “설비형 태양열 개축 표준화 모델  냉난방 및 급탕 부하의 50% 감당 

 250℃까지의 산업공정열, 담수화 등의 일정부분을 태양열로 공급 

 기존 및 신규 지역난방에 태양열의 광범위한 사용 

 

태양열 비젼 



EU의 태양열 비젼 종합 

중고온용 집열기 

PCM, 화학축열 

계간축열 

태양열 냉방 

건물일체화 기술 

Active solar building 

산업공정열 

지역난방/블록히팅 

건물 자재화 



태양열 집열기 건물 자자화 



태양열 발전 기술 

타워형 집광장치 접시형 집광장치 

- 대규모 상업발전용 

- 현재 보급단계 

- 기술 상용화 단계 

- 현재 보급단계 

- 소형 발전용 

- 상용화 단계 

PTC 집광장치 태양열 발전 시장 전망 



태양열 산업의 발전 전략 

1) 정부의 보급 / 지원 정책  

 보급 적정분야의 선정 및 지원 

2) 태양열 업계 

 제품 전문 생산기업 필요  시설 투자, 설비 활용율 증대,  

 중견기업의 참여 

 제품의 신뢰성 향상 및 A/S 

3) 기술개발  

 기술개발 로드맵에 근거한 기술개발 필요 

4) Demo 사업을 통한 확대보급 

 효과 및 기술확보 입증 확인 후 선별적 보급확대 



EU의 태양열 시장 확대 로드맵 

단기 중기 장기 

• 오스트리아/사이프로스 수준 이상 

    (  > 250kWth/1000명) 

• 보급 장애요소 제거 

• 기술개발 가속화 및 시장 침투 

•  2020년 까지 1㎡ (700kWth/1000명) 

• 열부하의 50% 

    -기존건물 50% 

    - 신축건물 100% 

    - 지역냉난방 

• 태양열 적용분야의 제한 없앤다 

• 온수급탕 

• 단독 및 다세대 주택, 호텔의 난방 

• 지역난방 

• 냉난방 및 산업공정열 실증 확대 

• 대규모 단지의 난방/급탕 시스템 

• 태양에너지로 운영되는 태양열 건물 

• Renovation 건물을 태양열 건물로 

• 태양열 냉방시스템 보급확대 

• 담수화, 산업공정열 등에 태양열 보급확대 

• 대규모 단지의 난방/급탕 시스템 



태양열 집열기 생산설비 현대화 

 (년 생산량 : 100만m^2/yr) 

오스트리아 Green one Tech 사의 집열기 자동화 생산공정 

중국 Himin의 태양열 온수기 생산라인 



맺음말 

   태양열시장의 전망 및 발전전략은 

- 정부의 보급지원 정책 

- 업계의 선진화 유도  

- 보급분야의 확대 

-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시범보급 

      * 국내 보급확대 및 해외 진출의 초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