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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급 연안어선용 태양광 발전장치의 전원공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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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upply performance photovoltaic (PV) system for 3-ton class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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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scribes the result on PV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small fishing boats. Photovoltaic system with 
200 watts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n the 3-ton fishing boat was carried. Load test was performed on the condition that 
the work lamps lit during night operation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can be used for more than two hours at 60 watt 
work lamps. The load test was performed on the condition that fishing vessels are on the cruising condition at sea. The solar 
power systems have been investigated as a power generation efficiency of about 36.55%. Additional tests show that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s difficult to expect a maximum of 50% or more.
Fuel consumption of fishing boats by installing a solar power system is reduced. Also the PV system is useful for the 
verification of their availability for fishing vessels as well as the satisfaction of the fishermen. The results for the durability 
of the photovoltaic device is acceptable, including a solar panel, controller and the performance exhibited no breakage in 
the harsh marine environment or failure so far. The installed PV system was confirmed that the durability with at least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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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업경비에서 차지하는 유류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

고 자원량의 많은 감소로 어업경 에서의 채산성이 악

화되고 있어 어업분야의 에너지 절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적으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유

류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어등을 LED로 전환하여 

최  50%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 다 (An et al., 2012; 

Bae et al., 2011). 또한 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에도 불

구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이기 위하여 태양광, 풍력 및 파력 등의 다양한 재생에

너지를 활용하여 선박분야에 산업적으로 접목하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and Chea, 2011).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최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노후

된 어선의 선형 및 추진기의 개조를 통한 유류절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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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활용하여 기존 비 최  10%의 유류절감을 달성

하고 있다 (Hong et al., 2011; Hong et al., 2010). 
해상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해양수산 시설물은 육지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

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독립적인 전원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류 사육용 해상가두리 운

용에 필수적인 자동 먹이공급장치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원공급이 필요하지만 해상에서는 육상과는 달리 원

활하게 전원공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원공급을 위

해서는 자급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및 파력 등 해

상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에 상용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

전시스템과 저장을 위한 적정 용량의 배터리를 제주도 

선적의 외줄낚시 조업을 주로 하는 어선의 환경에 알맞

게 제작 후 설치하여, 해상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을 파악하고 전원공급 성능에 한 해상시험을 수

행하 다.
이를 통해 어선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조사하고, 전등을 설치 후 전력소모량을 조사하

는 부하시험 및 어선의 이동경로에 따라 발전량을 조사

하는 무부하시험에서 얻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원

공급 성능에 한 실험결과를 소개하 다. 이를 통해 

소형어선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활용시스템의 유류비 

절감효과를 파악하여 어업경 의 개선에 한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어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본 

연구의 활용에 한 의견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추후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성 분석을 통해 향후 

다양한 어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규모 및 사양의 산정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축적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어선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항을 

모항으로 조업하는 3톤급 외줄낚시 조업어선인 연성호 

(3.07톤)와 진주호 (3.75톤)이다. 선주의 동의를 얻어 조

타실의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진주호는 컨트

롤러와 배터리를 조타실 내부에 설치하 고 연성호의 

컨트롤러는 조타실, 배터리는 기관실에 설치하 다. 태
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된 연성호와 태양광 패널 설치

상태를 Fig. 1에 보 다.

Fig. 1. Solar panel equipped fishing vessel(left) solar panel(right).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독립된 전원장치를 설계할 경

우에는 우선 요구되는 부하의 사용시간 및 소비전력뿐

만 아니라 전압(V)과 부하가 직류인지 교류인지를 명

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모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구의 전부하 (full 
load)를 측정하고 적정한 태양광 모듈 (PV: photovoltaic 
modules)을 산정한 후 배터리의 용량을 정할 수 있다. 
신뢰성있는 충전과 전력공급에 알맞은 태양광 충전컨

트롤러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상어선이 주낙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낚시어선

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동릴 (SHIMANO, 9000 Beast 
master ZB)의 부하를 감안하여 태양광 패널은 240W 
(SCM-120W)의 태양광 모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다. 
전동릴의 사양에는 인가전압 (12V), 릴을 감는 최  속

도 (150m/min) 및 최  어획중량 (90kg)만 표기되어 있

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디지털파워메터 (YOKOGAWA, 
WT230)를 이용하여 무게 추 90kg을 낚시 줄에 연결한 

부하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과 소비되는 전류를 검출

하여 소비전력을 측정하 다. Fig.2에 전동릴을 전부하 

상태에서 측정한 소비전력을 나타내었고, 평균 소비전

력이 약 240W임을 알 수 있다. 태양광 모듈의 설치는 

풍압의 향이 적고 선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타실 상부의 지붕에 최적 설치각을 고려하지 않고 해

수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 다.
태양광 모듈의 수량산정을 위하여 전동릴 전부하의 

소비전력 (W)에 1일 조업 시 실제 조업 상 어종이 잡

혀 전동릴이 전류를 소비하는 총 사용시간을 2시간으

로 가정하여 480 (Wh)로 하 다. 따라서 1일 필요 발전

량은 1일 소비전력을 우리나라의 평균일조시간인 3.5시
간으로 나누어 137.14 W로 계산되었다 (So, 2007). 따
라서 필요한 태양전지 모듈은 1일 조업에 필요한 발전

량에 출력손실 보존계수 1.2를 곱하여 164.57W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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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d power consumption of electric fishing reel by full 
load state.

태양광 모듈은 200 W로 계산된다. 설치의 편의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100 W 태양전지 모듈 2개를 연결하

여 설치하 다.
배터리의 설치규격은 1일 전력소비량에 필요한 충분

한 용량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한다. 즉 필요한 배터리

의 용량 (Ah)은 1일 전력소비량 (Wh) ÷ 배터리전압×부

조일수×1.25 (배터리방전손실 보정계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조일수 (number of sunless 
day)를 감안하여 200 (Ah)로 선정하여 설치하 다. 태
양광발전에서는 태양빛이 거의 없는 아주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태양전지 모듈에서 전기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에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를 부조일수라 

한다. 배터리의 규격을 산정 시에 부조일수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스템에서는 부조일수를 

1개월 동안 4일로 계산하 다 (Naver, 2014). 독립형 태

양광 발전시스템의 결선도를 Fig. 3에 나타내었고, 실 

해상에서 태양전지의 발전량, 배터리 충전량, 부하소비

전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장치 (DAS: 
Graphtec, Model-GL220)가 장착되어 있다. 

 

Fig. 3. Wiring diagram schematic of Solar power generation (SR :
Shunt resister, DAS : Data aquisition system). 

Fig. 4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결선도를 토 로 각각의 

낚시어선에 적합토록 실물로  제작한 것을 보 으며, 각
낚시어선의 조타실 내부의 측면과 바닥에 설치하 다. 

현장시험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 까지 제

주도 남동쪽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항 및 인근 해상에

서 수행하 다 (Fig. 5). 태양광 발전시스템 성능을 조

사하기 위하여 수행한 현장시험은 비 충전 시의 부하실

험 및 무부하 발전량 성능시험의 2종을 실시하여 기본

성능을 평가하 다. 

Fig. 4. Controller, DAS and charge module for Solar Photovoltatic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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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area on Jeju island.

야간작업에서 소모되는 정확한 전력소모량을 확인하고

자 항내에 정박된 두 어선 (연성호, 진주호)에서 2012년 

11월 1일 18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하 으며, 
이때 10 W의 백열등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장치가 가

동되지 않는 야간에 비 충전시의 부하시험을 수행하 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태양과 태양광 모듈이 수직

으로 위치할 때 발전량은 최 치가 된다. 따라서 태양

과 태양광 모듈이 이루는 각도는 발전량 효율에 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육지의 경우 태양의 

위치에 따라 최  효율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태양광 모

듈을 설치한다. 하지만, 해상의 경우 선박 및 해상구조

물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파랑과 조

류 및 바람 등과 같은 외부의 향인자로 인한 구조물 

자체의 Pitching, Rolling등이 발생하여 최  효율로 발

전량을 유지할 수 없다. 더불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

기 때문에 소비전력에 따른 발전시스템 규모 설계에 

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어선에 태

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항해 시 어선의 이동방향 

및 어선의 Pitching, Rolling에 따른 발전량을 테스트하

여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무부하 발전량 

성능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방법은 초기 시작위치에서 동 (90 deg.), 서 

(270 deg.), 남 (180 deg.), 북 (0 deg.) 방향으로 15분간 

일정한 선속으로 이동하며 선박의 상부에 설치된 태양

광 모듈에서 발전량 데이터를 취득하 다. 또한 선박의 

무게 중심위치에 기울기센서(Inclinometer: DAS MSENS- 
IN)를 장착하여 항해 시 선박의 종동요와 횡동요를 알 

수 있는 Pitching, Rolling 데이터를 취득하 다. 이때, 
기울기 센서는 동(+), 서(-)방향의 선박 동요를 Rolling, 
남(+), 북(-)방향의 선박 동요를 Pitching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 다.

결과 및 고찰

비 충전시 부하시험

제주도 어선은 일반적으로 한치오징어 (Uroteuthis 

chinensis)조업 및 새벽조업에 있어서 주기관을 기동시

키기 위하여 설비된 전용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

아 조명을 사용한다. 이 때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장치

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야간에 비 충전시 부하시험

을 실시하 다.

비 충전 부하시험-연성호 

10 W 백열등을 설치한 연성호에서는 배터리의 초기 

전압이 13.13 V 으며 2시간의 시험이 종료되었을 때

의 전압은 12.87 V로 약 0.26 V가 낮아졌다. 실험 중  

부하의 평균 소비전력은 9.71 W로 측정되었다. 또한 

배터리의 평균소비전력은 9.97 W로 평균 손실전력량은 

0.26 W로 측정되었다 (Fig. 6).

Fig. 6. Load test by non-charge state in the night (Yeonsung-Ho).

비 충전 부하시험-진주호 

진주호에서는 배터리의 초기 전압이 13.14 V 으며 2
시간 동안의 시험 종료 시의 전압이 12.96 V로 전압은 약 

0.18 V 낮아졌다. 실험 중 부하의 평균 소비전력이 9.49 
W로 측정되었다. 또한 배터리의 평균 소비 전력은 10.03 
W로 평균 손실전력량은 0.54 W로 측정되었다 (Fig. 7). 

Fig. 7. Load test by non-charge state in the night (Jinju-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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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하 발전량 성능시험

항해방향 - 동쪽 (90 deg)
무부하 시의 발전량 실험은 연성호를 이용하여 2012

년 11월 3일 10시 13분부터 15분간 총 2.1 mile을 항해

하 으며 평균 선속 7.0 knot로 이동하 다 (Fig. 8). 날
씨는 쾌청하여 구름이 없는 상태 으나 해상상태는 약 

1~2 m의 파고를 보이고 있었다. 이동시 태양의 위치는 

선수를 기준으로 북동방향에 위치하 다. 최  발전량

은 98.07 W이며 이때의 Pitching값은 -13.7°, Rolling은 

16.5°을 보 다. 최소 발전량은 13.58 W로 Pitching 
-3.8° Rolling -3.6°으로 계측되었다. 아울러 평균 발전

량은 67.56 W로 관측되었다 (Fig. 9).  

항해방향 - 서쪽 (270 deg)  
실험은 2012년 11월 3일 10시 32분부터 15분간 총 

2.3 mile을 항해하 으며 평균 선속 7.6 knot로 이동하

다 (Fig. 10). 이동시 태양의 위치는 선수를 기준으로 

남서방향에 위치하 다. 최  발전량은 105.11 W이며, 
이때의 Pitching은 -3.5° Rolling은 -12.5°로 나타났다. 
최소 발전량은 53.15 W를 보 으며 Pitching -3.7° 
Rolling 20.2°일때 최소로 나타났다. 평균 발전량은 

75.39 W로 관측되었다 (Fig. 11).  

항해방향 - 남쪽 (180 deg)   
실험은 2012년 11월 3일 9시 55분부터 15분간 총 

2.4 mile을 항해하 으며 평균 선속 8.1 knot로 이동하

다 (Fig. 12). 이동 시 태양의 위치는 선수를 기준으

로 북서방향에 위치하 다. 최  발전량은 90.03 W이

고 이때의 Pitching은 -20.9°이며, Rolling은 11.4°로 나

타났다. 최소 발전량은 16.2 W로 이때의 Pitching은 

-1.7° Rolling은 -6.8°로 나타났다. 평균 발전량은 59.59 
W로 관측되었다 (Fig. 13).  

Fig. 8. Navigation track (direction: 90 deg).

  

Fig. 9. Generated Power by navigation with rolling and pitching (direction: 90 deg).

Fig. 10. Navigation track (direction: 270 deg).

 

Fig. 11. Generated Power by navigation with rolling and pitching (direction: 27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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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Navigation track (direction: 180 deg).

 

Fig. 13. Generated Power by navigation with rolling and pitching (direction: 180 deg).

  

Fig. 14. Navigation track (direction: 0 deg).

 

Fig. 15. Generated Power by navigation with rolling and pitching (direction: 0 deg).

 

 항해방향 - 북쪽(0 deg)  
실험은 2012년 11월 3일 11시 21분부터 15분간 총 

2.0 mile을 이동하 으며 평균 선속 6.5 knot로 이동하

다 (Fig. 14). 이동 시 태양의 위치는 선수를 기준으

로 남동방향에 위치하 다. 최  발전량은 111.83W이

고 이때의 Pitching은 4.3° Rolling은 17.5°로 나타났다. 
최소 발전량은 73.29 W로 나타났으며 Pitching은 

-13.3° Rolling은 -15.8°에서 최소로 나타났다. 또한 평

균 발전량은 59.59 W로 관측되었다 (Fig. 15). 

고  찰

해상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한 연구는 등부표 전

력시스템 설계를 위해 접목하는 연구 (Jo and Oh, 
2011)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집어등에 한 연구

가 표적이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어선의 조업기기

에 접목한 연구결과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어선에 접목하

고 어선용 작업등 또는 조명사용을 위하여 야간에 부하

시험을 실시하 다. 어선의 전체조명을 점등하지 않은 

채 최소한 필요한 조명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10 
W 백열등을 설치하여 확인된 평균 소비전력은 부분

이 백열등이 소모하는 전력량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손

실전력량은 최  0.54 W를 보 다. 따라서 작업등 6개
를 일시에 점등하는 효과를 가진 60 W급 작업등을 2시
간이상 사용하더라도 최  1.56 V의 전압저하가 예상

되며 이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충전으로 인하여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항해 중에 실시된 무부하 시험에서는 태양광 패

널로 발전하여 배터리로 충전되는 최  전력량은 북쪽

으로 항해하는 실험에서 나타났으며 최  89.86 W의 

전력량을 보 고 최소 전력량은 남쪽으로 항해 하는 실

험에서 나타났다 (59.59W). 이는 항해 중의 자연스러운 

선미트림과 더불어 북동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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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선

미트림이 한층 심화되어 태양광 발전패널이 태양과 수

직을 이루는 최적상태로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확인되

었다. 평균 전력량은 73.1 W로 나타나 200 W를 기준

으로 계산한 평균적인 효율은 36.55%를 보 다. 이는 

정박 중에 태양광 패널이 충전하는 전력량을 관찰하여 

확인한 효율 48%보다 약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항

해 중의 어선의 동요로 인하여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에 각 항해방향에 따

른 최  전력량 및 최소 전력량과 rolling 및 pitching의 

값을 정리하여 표시하 다.

Table 1. Summary of power generation by ship motion

Power and ship 
motion Eas t(90°) West (270°) South (180°) North (0°)

Max. 
power 

generation 
(W)

Pitching 
(°)

98.07
-13.7

105.11
-3.5

90.03
-20.9

111.83
4.3

Rolling 
(°) 16.5 -12.5 11.4 17.5

Min. 
power 

generation 
(W)

Pitching 
(°)

13.58
-3.8

53.15
-3.7

16.2
-1.7

73.29
-13.3

Rolling 
(°) -3.6 20.2 -6.8 -15.8

Avg. power 
generation (W) 67.56 75.39 59.59 89.86

본 연구의 상인 태양광 발전장치는 2012년 8월 29
일 설치되었고, 설치 후 2개월의 내구성 시험을 거친 

후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지금까지 기술한 결과를 얻

었다. 이 후 2013년 12월 까지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

한 두 어선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전동릴을 사용한 주낙

과 한치조업에 활용되면서 태양광 패널 및 컨트롤러를 

비롯한 주요 시스템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도 고장이

나 파손이 없이 초기상태의 성능을 발휘하 고 최소한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기적인 주요부품의 내구성 시험과 조업을 통한 사

용기간 동안 어선의 유류절감 효과와 편의성에 하여 

설문을 통한 효과조사를 수행하 다. 외줄낚시어업에 

사용되는 3톤급 어선인 진주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 20일 가량을 조업하며, 이를 감안한다면 절감

되는 유류는 50리터로 연간 600리터의 절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순수하게 주기관을 구동시

키지 않고 작업등을 점등하여 절감할 수 있는 유류량이

다. 또한 전동릴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간에 집에서 충

전한 소형배터리 4개를 지참하여 조업하러 나가게 된

다. 이러한 휴 용 소형배터리 충전을 위한 인력 및 시

간 절감도 편의성 향상을 통하여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배터리 4개를 교 로 충전을 위

해서는 야간에 지속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전에 필요한 가정용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아
울러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성능저하가 

빨라 연간 배터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었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장치를 활용한 시스템을 사용

한 이후 엔진을 구동할 필요가 없이 언제라도 작업용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시스템 중 최고의 만족도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 다. 
한치오징어 낚시어업을 주로 하는 연성호의 경우에

는 어획 후 살아있는 한치오징어의 어창 보관 시에 생

존율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어창용 등화의 점등을 위

하여 기존에는 엔진을 켠 상태로 조명을 사용했으나 태

양광 발전장치 설치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유류절감을 

최고의 효과로 꼽았다. 조업 시작으로부터 종료 때까지 

18~24시까지 략 6시간을 어창에 점등하고 야간에 어

획물 공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4~06시까지 추가적인 

점등에 소요되는 주기관의 구동을 위한 유류소모가 없

으므로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소형 어선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과 해상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로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유류절감 효과에 

하여 해상시험 및 장기적인 조사결과를 보 다. 3톤
급 어선에 구축된 200 W 발전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시

스템이 야간조업시의 작업등을 점등하는 조건으로 수

행한 부하시험에서는 60 W급 작업등을 2시간이상 사

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하는 조건으로 수행한 부하시험

에서는 최적의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

스템은 약 36.55%의 발전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태양광의 조사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발전효율을 

감안하더라도 상 적으로 낮은 효율이다. 본 연구 이후 

2013년 3, 6, 9월에 실시한 추가적인 해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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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어선에서는 최  50%이

상의 발전효율을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선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용성은 주간의 전동

릴 조업활용과 야간조업 시 주기관을 구동시키지 않으

면서 작업등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과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가충전 및 직접휴  방법을 탈피함으로 얻

어지는 신체적인 피로저감과 전기요금 절감 등의 부수

적인 효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어선 선주들의 만

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진용 배터

리의 완전방전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

스템과 연계된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해난사고를 방

지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장치의 내구성에 한 조사결과 태양광 

패널 및 컨트롤러를 비롯한 주요 부품은 열악한 해상환

경에서도 지금까지 고장이나 파손이 없이 성능을 발휘

하고 있으며 최소 2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확

인되었다. 
향후 최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하절기 한치오징

어 조업에 필요한 500 W 급의 집어등을 태양광 전원공

급장치로 개발하여 설치할 경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치조업용 자동조획기의 전

원으로 활용가능한 용량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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