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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백사장 그늘막 겸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영동

지역(경포대 해수욕장)에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고 전력 생산능력과 발전 성능 및 그늘막 이

용도를 조사하였다. 제안하는 발전 시스템은 상용전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최대 전력 수요기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으로서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해양공간개발의 필요성 및 국제적 환경 보

호 분위기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수

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청정에너지

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과제이

다. 국내 전력 사정을 살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으

로 점차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여름철 피크 전

력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표적인 신

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1-5}은 일조량이 풍부

한 해안에서 여름철 피크 전력 수요를 예비하여 전

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

가 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여름철 피크 전

력 때에 전기발전량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유

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백사

장 그늘막 겸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영

동지역(경포대 해수욕장)에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여

설치하고 전력 생산능력과 발전 성능 및 그늘막 이

용도를 조사하였다. 제안하는 발전 시스템은 상용전

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최대 전력 수요기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으로서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설계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제안하는 백사장 그늘막 태양광 발전시스

템의 기본 구성도이다.

그림 1.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기본 구성

그늘막 형태의 구조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모듈(solar cell)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모니터링 실에

서 인버터를 거쳐 상용전기와 연계되어 부하에 공급

된다. 또한 모뎀에 연결된 인터넷 망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된다. 설계 제작할 발전 시스템의 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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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다음과 같다.

(1) 태양전지 : 3KW

(2) 태양전지 출력 안정화장치(직류/직류 변환장치)
: 3KW

(3) 연계 계통형 인버터 : 3KW (부하 추종형, /무효
전력 제어가능)

(4) 구조물 1식

(5) 중앙감시장치 : 전체시스템 데이터, 이상상태

감시 및 기록 장치

2-2 시스템 설계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성된 DC전기를 AC 상

용전기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컨버터와 인버터는 그

림 2와 같이 구성한다.

(a)

(b)

그림 2. 컨버터와 인버터  회로 구성
(a)컨버터  (b)인버터

또한 전력 제어회로는 그림 3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태양전지에서 최

대 출력을 끌어내기 위해 MPPT 알고리듬 사용하

는 제어 회로인데 스위칭을 통한 인버터 전류 제

어를 통하여 태양전지의 출력전압을 제어한다.

그림 3. 전력 제어 회로

실제 컨버터의 입력단을 제어하기 위해 식 (1)과

식 (2)에 기초한 인덕터 전류 역비례하는 제어기법

을 사용 한다.

(1)

단, Vs:MPPT reference voltage,

I s:Solar cell output current

(2)

단, Vcon_Solar : Switching-voltage in converter

Vs:Converter input voltage

ILs:Reference inductor current

ILs:Inductor current

발전시스템의 주요 부분중 하나인 전력 제어 컨트

롤러는 최적 발전 알고리듬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ROM에 firmware로 내장, 구현하고 인터넷 망을 통

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추도

록 설계하였다.

3. 시스템 제작 및 시험

그림 4는 설계하여 제작한 전력 제어 콘트롤러와

내장된 인터넷 원격제어용 인터페이스 모듈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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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인터넷 원격제어용 인터페이스 모듈
(a) 인터페이스 모듈 칩 (b)인터넷 연결 port

또한 그림 5는 완성된 태양광 그늘막 발전 시스템의

실제 사진이다. 설치장소는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오른쪽에 위치한 수상 안전 본부 건물 앞쪽과 내부

이다.

(a) (b)

(c) (d)

그림 5. 설치된 백사장 그늘막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구성모듈 
및 모니터링 화면

        (a) solar modules  (b)배선 (c)컨트롤러 및 인터넷  
모니터링 모듈 (d)모니터링 화면 

발전 시스템을 제작하여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

설치하고 2007년 7월에서 8월까지 38일간 운용한 결

과를 그림 6에 타나내었다.

(a)

(b)

그림 6. 해수욕장 개장기간(7월 - 8월, 38일간) 동안의 전력 
생산량

        (a) 7월 생산량  (b) 8월 생산량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백사장

그늘막 겸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설

계, 제작한 발전 시스템을 영동지역(경포대 해수욕

장)에 설치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과 8월 38

일동안 운용하면서 전기 생산능력과 발전 성능 및

그늘막 이용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극성하기 때인 7

월말과 8월 중순에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가장 많

은 전력을 생산하므로써 냉방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

사용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상용전기

과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최

대 전력 수요기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으로서 매

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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