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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패널 각도 제어에 따른 발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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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Generation Change According to Angle Control of Solar Power Pla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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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태양광발전소의 최적 발전효율에 기여하는 패널 각도조절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설비구성이 동
일한 2개의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는 정해진 각도로 분기별 각도변화를 주었고 1개소는 그대로 유지하여
8개월 간의 총발전량을 비교하여 고정형 태양광발전소 발전량과 고정가변형 태양광발전소의 발전효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고정형 태양광발전소와 고정가변형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차이를 분석하여 발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gle control of the panel contributing to the optimum power generation
efficiency of the solar power plant is investigated. For a total of eight months, one of the two plants with the same
equipment configuration changed their angles every three months and the other plants did not change their angl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that can maximize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of power generation between stationary solar power station and stationary solar power station throug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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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양광산업에서 그리드 패리티가 임박하였고, 태양
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이후에 주요 태양광기업들은 수익성
이 전반적으로 크게 호전되고 있다. 주요 부품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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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2009년 기준 3.0$/W에서 2013년에는 0.8$/W
로 급락하였고, 이로인하여 전세계의 태양광기업 수익
성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2014년 이후 가격하락 추세
가 완화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미래의 안
전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소의 설치 용량은 중국이 규모적 성장과 함께 독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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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다[1-2].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의 하드웨어적 성능향

하락폭이 설치 증가율을 넘어서 설치량이 증가하는데
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금액은 전년 대비 하락했고, 대

상이 한계에 임박하고 있고, 보급적인 구성으로 이른
바 투자대비 최대의 발전효율 달성이 관건으로 부상

량생산과 함께 기술 개발로 인한 효율의 증가는 투자
금액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3년

하고 있다[3-4].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소 구성방식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의 차이를 일정기간 모니터링 비교하고, 이를

하반기 이후 설치수요의 증가와 공급량의 안정에 따
른 제품과 설비 가격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반적인 투자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활용한 동일 사양 기반의 모듈, 전력변환 장치 등 주
요한 설비를 사용하더라도 발생하는 발전량의 차이를
참고하여 최적의 태양광발전소 구축과 운영의 기술적
구성과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 각도 제어 기간, 각도 조정방법 및 데
이터 수집 기간동안의 각도조절에 대한 발전량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투자 금액은 규모는 전년 상반기 대비 20% 이상 증
가되었으나, 풍력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 하였다[7]. 그럼에도 그림 1과 같이 전반적
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태양광의 비중은 2015년 4%에
서 2040년 13%로 전망되고 있다.

Ⅱ. 산업 현황 및 발전방식 구분
2.1 산업적 현황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일본, 중국 등 주요 해
외국가들의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
증가로
50.1~57.41GW의 분포에서 52.5~58.3GW 분포로 예상
보다 상향 조정되었고,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의
태양광 발전 수요는 연평균 8%씩 증가하며 2030년까
지 약 1,750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
서 아시아 지역 중심의 수요는 세계 3대 태양광 산업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인도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80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초기의 태양광 시장을 선도했던 유럽지역이 293GW
로 그 뒤를 잇고, 가정 중심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시
장에서 200GW이상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5].
이와 함께 우수한 일사량을 기반으로 한 중동을 포
함하여 북아프리카 지역 및 중남미 지역을 기반으로

각각 120GW 및 100GW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은 태양광 분산전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량 변화
Fig. 1 Change in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투자액 중 태양광 설비
투자액이 60% 가량 차지하여 태양광발전 산업이 중

원의 대량 보급과 함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으로
평가 및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 누적 태양
광 설비 설치된 량은 2013년을 기준으로 143GW이며,
2020년경에는 600GW에 도달하여 2013년 대비 최대

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은 성장세를 지속하
고 있다. 전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단가는 국가와 지역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09년 기준 291$/MWh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6].
반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

서 2013년 기준 123$/MWh으로 4년 만에 거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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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격 추세대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지속적
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경 태양광 발전단가

Ⅲ. 연구 방법 및 환경

는 약 50~80$/MWh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설
비이용률 20%를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는 중국

연구를 위하여 설비구성이 동일한 2개의 발전단지
를 대상으로 1개소는 정해진 각도로 분기별 각도변화

52$/MWh와 미국 74$/MWh 수준으로 동반 하락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방식에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육상 설치형 풍력은 2009년 96$/MWh에

를 주었고 1개소는 그대로 유지하여 8개월 간의 발전
량을 비교하여 고정형 태양광발전소 발전량과 고정가

서 2013년에는 81$/MWh 수준으로 하락했다. 역시
풍력 발전단가도 기술과 생산량 향상에 대한 설비 효
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꾸준한 추세로 떨어질 것으
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약 54$/MWh까지 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8].
2.2 발전방식 구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
하여 대기오염 발생, 소음 발생, 발열 및 진동 등의
공해가 전혀 없는 청정한 에너지로써, 연료의 수송 및
발전설비 유지관리가 매우 수월하며 장치의 수명이
우수하고 설비의 구성과 규모의 선택 및 설치공사가
쉽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판의 배열을 어떻
게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정용
과 건물일체 타입(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
그리고 상업 발전 시설로 나뉜다. 또 발전의 용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태양의 자
오선 이동 방향을 수직으로 태양 위치를 따라가며 방
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도에 따라 태양추적, 반 추
적, 고정형 발전설비로 나뉜다[9-10].

변형 태양광발전소의 발전효율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정형 태양광발전
소와 고정가변형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차이를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여 발전 효율성을 최대
화 할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세하게는
태양광발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대상 태양광
발전소의 각도 조정기간, 조정방법 및 시뮬레이션 기
간동안의 연구의 수행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도조절
결과에 대한 발전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상 태양광 발전소는 그림 3의 위치로 주소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1,400kw급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강원도 정선지역은 동쪽으로 삼척시, 서쪽
은 평창군, 남쪽은 영월군, 북쪽은 강릉·평창과 각각
인접하고 있다. 태백산맥이 종관하는 영서의 산악지대
로서 군 전역에 걸친 산악 지형이 중첩하고, 남한강
(南漢江)의 유역 계곡에만 좁고 긴 평지가 있다[11].

그림 3. 시험운영 대상 지역의 지리적 위치
Fig. 3 Geographical location

그림 2. 태양 추적형 태양광 전지 설치 및 발전소
Fig. 2 Solar tracking solar cell installation and power
station

지리적으로 내륙 산간에 위치하므로 대륙성 기후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연간 평균적인 기온으로
10.3。C, 1월의 평균기온 –5.7。C, 8월의 평균기온
24.6。C이며, 연간 강수량은 1,029.1㎜이다. 해발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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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산간 지역이 많고 고랭지의 분포가 넓은편이
다. 정선군 지역의 최근 10년 기상데이터를 분석했을

각 단지별 100kW 용량으로 6단지, 50kW 용량으로
현장의 배치 및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때 그림 4처럼 연평균 기온은 최저 –20℃에서 연중
최고기온은 29~30℃의 안정적인 기온을 유지하고 있
다.

그림 4. 강원도 정선 지역의 10년간 기온분포
Fig. 4 10 years temperature distribution

정선지역의 최근 10년 연평균 강수일은 114.2일이
며 이는 전국 10년간의 평균 강수일수 110.6일과 대
비하여 3.6일의 강수일이 더 많았다.
대상 태양광발전소는 연구자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2개의 발전단지를 대상
으로 실증하였다. 발전소는 100kw급과 50kw급을 일
정 입지에 분산 건설하였으며 1년여의 공사를 통하여
2018년 1월 준공 및 최적화를 마치고 2월부터 상용발
전에 돌입하였다. 총합 700kw급의 발전단지를 2개 구
축하여 인접지역 및 동일 스펙의 장비들로 구성하였
다[12].

그림 6. 현장 전경
Fig. 6 Field view

Ⅳ. 연구 내용
2018년 2월부터 상용발전을 시작한 700kw급을 대
상으로 계절별 1회의 패널 최적각도 조절을 실시하여
8개월간의 가변형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동일한 스펙의 태양광발전소는 별도의 패
널의 각도조절 없이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여 동일기
간 발전량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본 논문의 작성 시기
는 아직 10월의 발전량 리포트가 생성되지 않은 시점
으로 실증 및 분석 대상 발전량은 약3개의 계절로 봄,
여름, 가을로 한정하였다. 패널의 각도는 하절기에 15
도 내외로, 봄․가을은 30도 내외로 조절하였다. 이러
한 연구적 한정조건은 차후 후속 데이터의 다년간 누
적을 통하여 중장기 분석 사례를 만들어가는 기반으
로 활용한다.
각도의 변형을 주지 않은 고정형 발전소는 2018년
2월부터 상용발전을 시작한 700kw급을 대상으로 별
다른 각도의 조절 없이 최초의 세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상용화발전 8개월의
기간 동안 누적된 발전량 데이터를 각 발전소별로 취
합하였고 그 추이를 표 1로 정리하였다. 데이터의 추
이를 분석해보면 동절기인 2월에 발전량이 가장 높았

그림 5. 지리적 위치 및 배치도
Fig. 5 Geographic location and layout

고 초봄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일정한 발전
량을 보이고 있다. 가을로 접어드는 8월과 9월은 발전
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태양 빛이
양호하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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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정형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추이
Table 1. Fixed solar power generation power
generation trend

그림 8. 각도조절 가변부 구조
Fig. 8 Angle adjustment structure

가을로 접어드는 8월과 9월의 적은 발전량은 고정
식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태풍 등의 영향으로 태양 빛
이 양호하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특이점으로는 가변형 발전소는 동일한 용량의 발
전소간에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7과 같이 각 발전소의 발전량 추이는 2월이
가장 높은 발전량을 나타냈고 가을을 기점으로 발전
의 효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2. 가변형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추이
Table 1. Angular variation solar power plant power
generation trend

그림 7. 고정형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실증
Fig. 7 Demonstration of fixed solar power plant

가변형 태양광발전소는 2018년 2월부터 상용발전을
시작한 700kw급을 대상으로 각 계절별 태양의 방향
에 따른 패널의 각도를 그림 8과 같이 변화를 주었으
며 비용과 인력의 효율을 감안하여 3개월의 주기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발전소의 전반적인 장비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간 중 별도의 장애로 인한

그림 9와 같이 각 발전소의 발전량 추이는 2월이
가장 높은 발전량을 나타냈고 8월과 9월을 제외하고
발전량 기복이 크지 않았으나 가을을 기점으로 발전
의 효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보였다.

발전중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상용화발전 8개월
의 기간 동안 가변작업을 3회 실시하였으며 누적된
발전량 데이터를 각 발전소별로 취합하였고 그 추이
를 표 2에 정리하였다. 데이터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동절기인 2월에 발전량이 가장 높은 수치로 양호하였
고 초봄의 시기인 3월과 4월은 거의 일정한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가변형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실증
Fig. 9 Demonstration of variable solar power plan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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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각도조절을 통한 발전량 데이터는 가변형 태양광발
전소의 누적 총 발전량은 804,336 이며 고정형 태양광
발전소는 792.077이었다. 계절별 최적의 각도조절을
실시한 태양광발전소는 고정형 발전소 대비 발전효율
이 1.5%가량 높았는데 이는 연간 누적으로 환산할 경
우 상용 발전소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
이다.
그동안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거나 산술적 계산으로
단순히 분석하였던 연구의 한계를 지녔던 태양광발전
소의 발전량 변화를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을 실시하
였다. 실제로 구축하여 운영중인 동일한 스펙의 2개
단지를 대상으로 8개월의 발전량 데이터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누적과 기상상태 및 기후의 변화에
대하여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태양광발전 각도
조절 효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바
란다.

References
[1]

[2]

[3]

[4]

[5]

[6]

D. Kim, “Efficiency of High Intensity
Photovoltaic Module Considering Incline
Angle,”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3.
J.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y Water
Cooling Metho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4.
H. Song, “A comparative study of power
generation and operation time of fixed and
short typ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2014.
S. Heo, “Improvement of power generation
efficiency by variable angle of inclination of
single axis tracking PV system,”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Y. Kim, “Solar Module Tracking Method for
Optimal Power Generation Performanc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2.
J. Kim, W. Hong, and J. Lee, “A Study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Photovoltaic System
Applied to Buildings,” J.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2, no. 5, 2006. pp.

690

295-302.
[7] M. Kim, J. Joo, and G. Seo, “Estimation of the
payback period of photovoltaic system in
residential buildings,” J.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27, no. 2, 2007. pp.87-93.
[8] H. Jeong, “Domestic and overseas sol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rket trend,”
J.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vol. 2, no. 3,
2016, pp. 29-32.
[9] S. Jung, C. Sim, S. K. Park, and J. H. Kim, “A
Novel of Solar Heat Collection Device Prototype
using Parabolic based on Solar Light Tracking,”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1, no. 4, 2016. pp.
411-420.
[10] Y. Kim and B. Song, “A Study on
Module-based Power Compensation Technology
for Minimizing Solar Power Loss due to
Shaded Are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3, no. 3,
2018. pp. 539-546.
[11] D. Hwang, H. Yoon, and W. Seo, “Study on
Sea Level Changes in Korean Peninsula by
Using Satellite Altimetry Dat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1, no. 3, 2016. pp. 325-330.
[12] E. Jung, C. Kim, and J. Park, “Desig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Database System for Heat wave and Drough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3, no. 4, 2018.
pp. 813-818.

저자 소개
한명희(Myung-Hee Han)
2014년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졸
업(학사)
2015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기술
경영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8년 ∼현재 ㈜성보에너지 대표이사
※ 관심분야 : 신재생에너지, 원격관제시스템

태양광 발전 패널 각도 제어에 따른 발전량 변화

우제택(Je-Teak Woo)
1993년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사)
2001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보
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7년 서강학교 대학원 잔자공학과 박사 수료
2014년 한세대학교 대학원 IT융합학과 졸업(공학
박사)
2013년 ~ 현재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분산처리시스템, 빅데이터

이재환(Jae-Hwan Lee)
2001년 건양대학교 정보전산공학
과 졸업(공학사)
2004년 한세대학교 대학원 정보
보호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4년 한세대학교 대학원 IT융합학과 졸업(공학
박사)
2018년 ~ 현재 송호대학교 문화콘텐츠융합ICT과
조교수
※ 관심분야 : ICT융합, 사물통신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