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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광발전은 발전 셀의 특성상 태양광의 일사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며, 태양과 셀 단면이 이루는 각도에 의하여 발전

량에 차이를 가져온다. 일사량은 경도와 위도로 분류되는 지구표면의 위치와 계절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태양과 발전 셀의

단면이 이루는 각도는 고정된 위치에서 태양광발전 장치의 각도를 가변함으로서 변경가능하다. 실용적인 발전효율 향상 방안

으로 태양광 발전 장치의 각도 조절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이를 위한 태양추적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

양광발전 효율향상을 위한 태양추적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태양추적시스템은 광도전효과(Photo

conductive effect)를 이용한 반도체 포토센서를 이용하여 태양의 위치확인을 위한 센서부를 구성하였으며, 센서의 출력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태양을 추적하기위한 구동부 제어신호를 발생시켰다. 태양추적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위

한 태양발전장치(10W)를 제작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연구에서 설계및제작된 태양추적장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mount of power generated from solar photovoltaic can vary according to solar flux of sunlight due to nature of solar

cell panel, and an angle that the sun and the surface of cell makes brings difference in amount of power generation. Solar

flux is decided by location of surface of the Earth that is classified into longitude and latitude, but on the other hand, an

angle that the sung and the surface of cell makes can be changed by changing the angle of a solar power generation

device at the fixed location. A method of changing the angle of a solar power generation device as a measure for

improving practical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nd studies about a solar tracking device for this are in active.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a solar track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solar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 solar tracking

system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a sensor part to confirm a location of the sun with a semiconductor photosensor

using the photo conductive effect, and it analyzed output signal of a sensor by using microprocessor and it produced a

control signal of driving part for tracking the sun. A solar power generator (25W) was produced to analyze performance

of a solar tracking system and usefulness of a solar tracking device that was designed and produced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Keywords : CDS Cell, solar system, sun tracking, renewable energy

Ⅰ. 서  론

지구 환경오염은 에너지 사용의 증대로 21세기의 최

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화석 에너지사용에서

오는 탄산가스 발생은 온실가스 증가와 오존층 파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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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인이 되어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세계는 온실가스 규제

협약을 규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사용가능한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2]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발전으로 태양광 발전이 있다.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환

경오염이나 소음발생이 적고, 에너지원이 무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규모에 비해 발전량은

변하지만 발전 효율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태양

(346)



2010년 1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7 권 SC 편 제 6 호 7

광이 닿는 곳이면 전기를 필요로 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연료의 공급없이 20년 이상 사용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의 절감으

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태양광발전은 일사량과 발전을 위한 셀 단면이 태

양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있다
[1]

. 이러

한 특성으로 태양광발전분야에서는 셀의 발전특성 향상

을 위한 연구와 함께 태양에너지의 효과적인 집광을 위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사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로 발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발전 장치의 설치장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제

약이 있는 반면, 발전 셀 단면이 태양과 이루는 각도는

발전장치의 기구부를 회전시킴으로서 태양과 이루는 각

도를 가변할 수 있다[4～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전시스템의 태양추

적에 기초가 되는 태양 추적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실

험을 통하여 발전 효율 향상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태양추적시스템은 대형 발전 시스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소형화가 가능하여 군에

서 야전훈련/작전수행간 운용되는 무전기 및 야시경등

의 비상 전원장치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Ⅱ. 본  론 

1. 추적시스템의 설계

가. 시스템의 센서부

(1). 센서부의 디자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광도전효과(Photo conductive

effect)를 이용한 반도체 포토센서(CDS cell)는 그림 1

과 같으며, 표 1은 포토센서의 전기적 특성으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센서는 최대정격파워 100mW, 최대정격

전압 150Vdc의 센서로서 입사 광량에 따라 저항 값이

변화한다.

그림 1. 반도체 포토센서(CDS)
Fig. 1. Cds Photo CELL.

최대정격

Power dissipation 100mW

Max Volrage 150Vdc or AC

Temp. Range -30～+70℃

광 - 전 기

특성

Light Resistance

at 10 Lux
min20, max 50Kohm

Gamma Value

at 10～100 Lux
0.7typ

Dark Resistance

at 0 Lux
min 2Mohm

Peak Spectrol Response min 550, max 650nm

표 1. CDS cell 특성표

Table 1. Specification of CDS.

그림 2. CDS센서의 디자인
Fig. 2. Design of CDS Sensor.

그림 3. 입력된 센서값의 비교
Fig. 3. Compare Circuit.

그림 2는 CDS Cell배열을 보여주며 4개의 센서를 이

용하여 광량에 따른 전기특성 신호를 검출하고, 검출된

신호를 그림 3과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ADC 입력

단으로 전달한다.

그림 2와 같이 4개의 CDS Cell로부터 센서의 입력

값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입력포트에 전달된다. 프로세

서로 전달된 센서신호는 A/D converter를 이용하여 디

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분석하고, 센서의 신호 분석 결

과에 의하여 구동부를 동작시켜 태양을 추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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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서부의 구성

센서부는 그림 4와 같다. 중앙에 위치한 기둥은 그림

자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설계되었다. 태양과 이루

는 각도에 따라 형성되는 기둥의 그림자는 상하좌우에

위치한 포토센서에 전달되는 광량에 변화를 가져오고,

광량의 변화는 센서의 출력신호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각 센서의 출력이 다르며,

기둥의 길이 방향과 태양광의 입사 방향이 일치할 때

기둥의 상하좌우 센서에서 대동소이한 출력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4. 상하좌우 센서의 배치

Fig. 4. Localization of Sensor.

나. 시스템의 구동부

본 연구에서 태양추적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형 태양발전시스템를 구성하였다. 태양발전시스

템은 발전부와 구동부, 그리고 제어부로 구성되며, 그림

5는 모터 구동부의 H-Bridge회로이다.

그림 5에서 모터는 DC모터를 사용하였고 모터 드라

이버는 모터의 정/역 제어에 원활한 H-Bridge 회로를

사용하였다. P형 MOSFET와 N형 MOSFET의 조합에

의해 모터의 회전이 정/역으로 바뀐다. 모터 드라이버

프로세서에 의해 ON1에 신호가 입력되면 Q1과 Q4를

스위칭하여 모터를 정회전 시키고 ON2를 통하여 역회

전을 시킨다. ON1과 ON2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게

그림 5. 모터 구동부 H-Bridge 회로

Fig. 5. Motor Driver Circuit.

(a) 상하제어 모터 (b) 좌우제어 모터

그림 6. 상하 좌우 모터

Fig. 6. Up/Down and Left/Right Motor.

되면 모터의 전압이 상승하고 소자에 열이 발생하여 회

로가 손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 프로세서에 의해 ON1

신호에서 ON2신호로 순간적인 변화 시 딜레이를 주어

회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6은 태양발전시

스템의 고도각 및 방위각 조정을 위하여 실제 시스템에

설치된 구동부를 보여준다.

다. 시스템의 제어부

센서에 의해 출력되는 값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

해 제어된다. 본 연구에서는 ADC와 PWM이 내장되어

있는 ATMEGA128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ATMEGA

128은 8채널 10비트 분해능의 축자비교형 A/D컨버터를

가지고 있다. 센서에 의해 입력된 값은 A/D변환에 의

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전압레벨을

측정하고 일정 전압이 되면 PWM신호를 출력하여 고

도각 또는 방위각 모터를 회전시키게 된다.

라. 시스템의 기구부

기구부는 그림 7과 같이 제작되었다. 바닥의 좌우제

그림 7. 추적 시스템의 프레임

Fig. 7. Frame of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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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터를 지지할 수 있는 삼각지지대와 상하제어모터를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그리고 태양전지를 설치하기위

한 전지판으로 나뉜다. 기구부는 가로/세로/높이 각각

60센티미터, 무게 8Kg으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하다.

마. 제어시스템의 블럭도와 제어 알고리즘

(1). 구성 블록도

그림 8은 태양추적 제어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추적시스템의 구성은 CDS로 구현된 센서, 센서의 출력

을 비교하는 비교부, 센서신호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마

이크로프로세서, 모터구동을 위한 구동부로 구성되었다.

그림 8. 추적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Fig. 8. Block Diagram of Tracking System.

(2). 알고리즘 

그림 9는 추적제어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시스템은

S1, S2, S3, S4 4개의 센서신호를 입력받아 고도각제어

를 위한 S1과 S2의 센서신호를 비교하여 태양의 위치

가 추적시스템과 이루는 고도각의 차이를 판단하게되

고, 방위각제어를 위하여 S3과 S4의 센서신호를 비교하

그림 9. 추적시스템의 구동 알고리즘

Fig. 9. Tracking Algorithm.

여 태양의 위치가 추적시스템과 이루는 방위각의 차이

를 판단하게 된다.

제어부를 이루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판단된 센서

신호의 특성에 따라 태양추적을 위한 모터구동 신호를

발생하여 모터드라이버로 전달하게 된다.

Ⅲ. 실  험

실험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였다. 맑은 날씨 상황에

서 시스템을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고정시스템의 형

태와 본 연구에서 설계 및 제작된 태양을 추적하는 추

적시스템으로 나눠 진행을 하였다. 고정 시스템의 경우

정남방향을 방위각의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태양광의 연

평균 입사각인 33도로 설치하여 진행하였다.[3]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태양전지판의 규격을 나타낸

다. 태양 전지를 구성 후 기구부의 상판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07AM-07PM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고정시

스템과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한 추적시스템의 광발전

실험 결과를 표 3과 표 4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10은 두

정격전압 Vmax 15V

정격전류 Imax 562mA

사이즈 Dimensions 155*115*2.5mm

표 2. 실험에 사용한 태양전지 모델

Table 2. Sun-Cell for Experiment.

Hour Voltage(V) Current(A) Power(W)

07AM 10.22 0.5 5.11

08AM 10.84 0.7 7.58

09AM 11.75 1.1 12.92

10AM 13.21 1.33 17.56

11AM 14.25 1.64 23.37

12AM 13.96 1.82 25.40

01PM 14.41 1.85 26.65

02PM 13.67 1.84 25.15

03PM 13.67 1.68 22.96

04PM 13.54 1.51 20.44

05PM 13.34 1.29 17.20

06PM 13.1 0.75 9.82

07PM 12.4 0.33 4.09

Average Power per Hour(W/hr.) 16.79

표 3. 고정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량

Table 3. Generating quality of Fix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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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 Voltage(V) Current(A) Power(W)

07AM 13.21 1.2 15.85

08AM 13.85 1.5 20.77

09AM 13.99 1.7 23.78

10AM 14.21 1.74 24.72

11AM 14.35 1.89 27.12

12AM 13.94 1.99 27.74

01PM 14.86 1.85 27.49

02PM 13.67 1.85 25.28

03PM 13.67 1.76 24.05

04PM 13.54 1.76 23.83

05PM 13.54 1.62 21.93

06PM 13.4 1.68 22.51

07PM 13.1 0.97 12.70

Average Power per Hour(W/hr.) 22.9

표 4. 추적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량

Table 4. Generating quality of Tracking System.

그림 10. 두 시스템의 출력 전력 비교

Fig. 10. Output Power Specification.

시스템의 생산 전력량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10

에서 태양과 고정시스템의 위치가 직각을 이루는 시간

(12AM에서03PM)에는 발전량의 차이가 작은 결과를

보이지만, 태양이 정남향 방향을 벗어난 시간에는 고정

식 태양발전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설계된 추적식 태양

발전시스템의 발전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DS Cell을 이용하여 태양추적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연구의 추적시스템은 회로를 단순화하

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센서의 신호를 해석

및 추적제어를 실시함으로서 태양추적시스템 설계의 단

순화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설계 및 제작한 태양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태

양발전실험을 진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된 태양추

적발전시스템이 고정식보다 높은 효율의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형 제작이 용이하여 군의 비상시나 야전작전 등에

도 충분이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태양 추

적 시 발생되는 오차 수정 방안연구와, 외란에 의한 노

이즈 대응방안연구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

킨다면 태양광발전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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