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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로 인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이나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 중 

태양에너지는 그 사용의 편리함과 안전함이라는 

장점 때문에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설치 비용대비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

추적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고정밀 제어를 요구하

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렌즈를 통해 태양광을 한곳으로 모아서 

집중된 태양광을 이용하여 기존의 PV방식보다 훨

씬 높은 효율을 얻는 방식인 CPV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양전지 모듈과 태양이 항상 직각을 

유지해야 태양광을 직선으로 받아들여 렌즈를 통

해 빛을 모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태양 추적 

장치의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다.

 센서퓨전기반 추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천문

학적 추적 방식과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추적방식

을 모두 사용할 때, 날씨정보에 따른 그 추적 방법

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기술의 개발 시 고정밀 태양추적이 가능해 

짐으로 태양전지 모듈의 국내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개발과 동시에 장비의 최적

화도 함께 진행하여 고효율의 태양광 발전 시장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태양전지 모듈뿐만 아니라 

태양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하는 모든 장치에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시스템 설명
   

 본 연구에서는 2축형 방식으로 GPS를 통한 천문학

적 추적 방식과, 이미지센서를 통한 광학적 추적 

방식을 이용하는데, 그 중 천문학적 추적 방식은 

현재의 위도, 경도 그리고 시간을 알아내어 천체식

에 넣어 태양의 현재 방위각과 고도각을 이용해 

태양광 모듈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이고, 광학

적 추적 방식은 이미지센서의 화소별 색깔 인식을 

통해 태양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은 센서퓨전기반 태양 추적 시스템

의 개념도와 실제 구현된 센서퓨전 기반 능동형 

태양 추적 시스템이다.

➀ -Receiving Data  with  GPS  from a man-made setellite➁ -1st Correction angle of panel➂ -Getting coordinates of Sun by image-sensor➃ -2nd Correction  angle of panel
Fig. 1  Conceptual diagram and Actuar System of  Sensor 

fusion Solar -Tracking System

2.2 GPS를 이용한 천문학적 위치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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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각은  천문학에서 정의된 

지구의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진다.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

다.

sin  sin · sin  cos ·cos·cos sin  cos · sin cos 위도  적위  시각  태양고도  방위각  

(1)

2.3 이미지센서를 통한 태양 위치 추적 방법

기존 광센서를 통한 방법은 태양의 형태를 매칭하

여 위치를 찾아 낼 수는 있으나, 구름이나 기타 

장애물 등에 가려진 태양빛의 산란을 태양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화소별 색깔을 구분하여 태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색의 가장 넓은 범위의 위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미지센서로 얻은 태양의 좌표를 이미지센서 

의 중앙으로 옮기는 것이 2차 보정이다.

Fig.2   Position of sun acquired by Image-sensor before 
and after 2nd correction

 2.4  날씨 정보를 이용한 혼용 방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앞서 소개한 천문학적 방법과 이미지센서

를 이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늘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바로 날씨 때문인데, 날씨가 좋아 하늘이 맑을 

경우에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지만, 하늘이 흐릴 경우에는 고정식 

방법을 쓰거나 천문학적 방법만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사용할지 한 방법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날씨 정보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적으로 날씨를 판단하는 방법

을 말하고자 한다. 날씨가 좋은날과 흐린날의 데이

터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Fig.3  Change of position over time on Sunny day and 
cloudy day

 Fig. 3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늘이 맑은 날(좌

측)에는 이미지 센서로 획득한 태양의 위치는 연속

적이며 그 기울기의 변화가 완만하다. 하지만 하늘

에 구름이 많은 경우를(우측) 보면, 태양의 위치는 

불연속적이고 그 기울기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정도

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천체식을 이용한 천문학적 방법과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방법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날씨 

정보에 따른 두 방법의 적절한 사용 선택이 더욱 

효율적일 것 이라고 알았으며, 날씨정보를 판단하

는 지표를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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