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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important to find the maximum efficient conditions 
for the output of the photovoltaic(PV) system to determine the 
optimal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PV system. The output of PV 
system depends on the irradiance.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pilot experiment set to track the output of PV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nce of irradiance and analyzes the result of experiment using 
this set. The pilot experiment set consists of the PV modules and the 
inverter to convert DC power to AC power. For this experiment, the 
fixed and tracked  modules are used.  

1. 서    론

  환경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산가스 과다 발생으로 지
구 온난화를 진하여 교토 의정서에 따라  세계 으로 CO2 발생 억
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
로 발 용으로 사용하는 석유, 석탄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
보화 사회의 진 으로 건물이 복합화, 고층화, 고기능화, 정보화, 력 
다소비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해 유럽이나 미국은 
에 지 효율 향상이나 신재생 에 지 이용 확 를 고려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신재생 에 지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정성, 무한성으로 
인하여 태양  발 의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양  발  사업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태양  발 의 설치 시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설치 치 선정이 요하다. 태양  발 의 효율에 향을 미치는 요소 
 가장 요한 요소는 일사량  온도이다. 특히, 태양  모듈이 받는 

일사량은 고정형 혹은 추 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의 일사량 변화에 따른 태양  발 량을 
추 하기 한 Pilot 장치 실험 세트를 소개하고, 이 실험 세트를 이용한 
실제 실험 결과에 하여 분석하 다. Pilot 장치는 추 형  고정형 
모듈이 하나의 traker에 설치된 장비이다. 따라서, 일사량 변화에 따른 
추 형  고정형 모듈의 발 량을 비교분석 하 다. 

2. Pilot 장치 실험세트

  2.1 Pilot 장치 실험세트의 구성
  Pilot 장치 실험세트는 태양  발  모듈을 통하여 생성된 력을 인
버터를 통하여 부하에 공 하는 간단한 개념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이러
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Pilot 장치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모
듈의 용량은 80W이다. 태양  발 의 통하여 생성된 력은 인버터를 
거쳐서 부하로 공 되며, 스 치 조작을 통하여 부하가 태양  발 이 
아닌 배터리에서 력을 공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모듈에
서 생성된 압  류와 인버터를 통하여 교류로 변환된 압  
류를 측정하도록 하 다. 

<그림 1> Pilot 장치의 흐름도

  이러한 흐름도를 기반으로 한 Pilot 장치의 구성은 다음 그림 2와 같
다. 태양  모듈의 Tracker Actuator, Tracker 보드  통신 컨버터를 
포함한 Control box, 태양  모듈과 Tracker 보드 사이의 통신을 제어

하는 컴퓨터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태양  모듈은 하나의 Tracker 
Actuator를 사용하여 상부는 추 형, 하부는 고정형 모듈로 구성된다. 
Control box는 tracker 계보드  태양 의 출력을 교류로 변환하기 
한 인버터, 태양  발 의 입출력량을 측정하기 한 Meter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태양  모듈 실험 장비는 SolarManager라는 로그
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되어 태양  actuator의 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2> Pilot 장치의 구성

  2.2 Pilot 장치 실험세트
  다음 그림 3은 실제 Pilot 장치 실험세트의 모듈 부분이다. 그림 2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는 추 형  하부는 고정형 모듈로 구성된다. 
이들 모두 80W 모듈이다. 

<그림 3> Pilot 장치 실험세트의 모듈부분

  모듈의 tracker 부분은 다음 그림 4의 control box에 연결된다. Traker
에 한 계보드는 control box 내부에 구성되어 있다. 그림 4를 통하
여 control box는 두 가지 모듈에 하여 각각 램 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력 압  류와 출력 압  류를 고정형과 추 형 별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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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간단한 스 치 조작으로 부하에 공 되는 력을 태양  발  
혹은 배터리 둘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한, 후면에 원 
러그를 설치하여 태양  발 의 출력을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3> Pilot 장치 실험세트의 control box

3. 실험결과

  3.1 실험 방법
  태양 의 일사량은 휴 용 일사량 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컴퓨
터와 연결하여 1 단 로 그 값을 장하도록 하 다. Pilot 장치 실험
세트는 실시간으로 태양  발 의 출력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태양  발 의 
출력 압의 변화를 장하 다. 장은 하루  오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이 게 3번 하 으며, 30분 동안 연속으로 장하 다.

  3.2 실험결과
  다음 그림 4는 5월 8일 오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의 일사량 변화
이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동일
한 시간에 추 형 모듈과 태양  발 의 출력 변화이다. 고정형이 추
형에 비하여 14% 정도 효율이 더 좋게 나타났다. 한, 일사량이 증가
함에 따라 태양 의 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5월 8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의 일사량 변화

<그림 4> 5월 8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의 출력 변화

  다음 그림 6은 5월 8일 오후 2시에서 2시 30분까지의 일사량 변화이
다. 이 시간은 태양이 남 고도를 지나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
므로 체 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사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 그림 7은 동일한 시간에 추 형 모듈과 태양  발 의 출력 변
화이다. 추 형 모듈이 고정형 모듈 비 13.6% 정도 효율이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일사량 변화 경향과 유사하게 태양  발 의 출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5월 8일 오후 2시에서 2시 30분까지의 일사량 변화

<그림 7> 5월 8일 오후 2시에서 2시 30분까지의 출력변화

  다음 그림 8은 5월 8일 오후 5시에서 5시 30분까지의 일사량 변화이
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사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9는 동일한 시간에 추 형 모듈과 태양  발 의 출력 변화이다. 일사량
이 약 75W/m

2
 이하로 감소하면 태양  발 은 출력을 내지 못하고 0으

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5월 8일 오후 5시에서 5시 30분까지의 일사량 변화

<그림 9> 5월 8일 오후 5시에서 5시 30분까지의 출력 변화

  본 실험장치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오
차가 발생가능 한 요인으로 첫째, 일사량 측정지 과 태양  발  모듈
의 설치 지 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태양  발 의 출력 변
화를 실시간으로 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일사량 비 출력을 구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4. 결 론

  태양  발 의 효율은 일사량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사량 변화에 따라 태양  발 의 발 량을 추 할 수 있
는 간단한 실험 장치인 Pilot 장치 실험세트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간
단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 다. 
  향후 계속 인 실험을 통하여 일사량 변화에 따른 태양  출력 변화
에 하여 정확히 고찰한다면, 본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태양
 발 의 설치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