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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에서는 최근 화석연료고갈 및 CO2 배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 분야는 대표적인 청
정,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태양열, 태양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태양에너지를 좀 더 높은 전력효율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태양 전지판(size : 680×1055×3.2, OK-100 W - 솔라센타㈜)과 받침판 ①, 받침판 ②, 고정판으로 쓰일 나
무판자(size : 800*1200*15) 3개를 준비한다. 그 다음 고정판과 받침판 ①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도를 잴 때
사용할 디지털 각도기(Angelo)를 준비한다. 그리고 전압(볼트 : V)과 전류(암페어 : A) 값을 멀티미터
(MASTECH - MS8229)로 측정하고, 조도(lux) 값은 LUX 측정기(Light Meter - Borce Trajkovski V 2.2)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나침반(SILVA - Field 1-2-3)은 방위를 정남향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나무판자를 3개
준비한다. 디지털 각도기를 이용하여 0°, 15°, 30°, 45° 각도에 맞추어 ㄱ자 꺽쇠를 고정시켜 고정판을 만들
고, 태양 전지판을 구부린 모양(Curve ①)으로 고정시킬 나무판자에 양쪽 15°를 측정한 뒤 나사로 고정시켜
받침판 ①을 만든다. 나침반을 이용하여 정남향으로 맞추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실험 위치로 선정하여 고
정판을 위치시키고 받침판 ①에 태양 전지판을 고정시켜 설치한다. 받침판 ②는 구부린 모양(Curve ②)를 측
정할 때에 고정판에 가로로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Curve ②는 하루 중 시간마다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가로로 태양 전지판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태양의 매 순간마다 태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 가지의 모양별을
선정하여 값을 측정한다. 계산된 와트 값을 각도와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태양 전지판의 각도와 모양에 따른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태양 전지판의 모양은 세 가지 모양 중 평평한 모양(flat)일 때 가장 효율이 높았고, 동시에 고도
가 가장 높은 오후 12시에서 큰 효율이 나타났다. 태양 전지판의 각도는 가장 높은 전력효율을 가지는 각도
가 계절마다 달랐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15°~30° 사이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 연
구결과에서 보이듯이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는 각도는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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