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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경 2 m급 반사면을 가지는 태양열 집광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방법: 태양열 집광 장치 반사면 제작을

위해서는 제작에 사용될 반사판 섹터의 형상이 필요한데 먼저 이 형상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을 유도하였다. 반사

경 외형 직경, 근축영역에서의 반사경 곡률반경, 반사경 섹터의 개수, 반사경 중심 홀의 크기, 출력 데이터의 간격

을 입력 변수로 하여 반사면 섹터의 형상과 수치 데이터를 상기 공식으로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델파이 6.0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결과: 반사면 섹터의 형상과 수치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반사면 섹터의

형상을 모니터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상에 대한 수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사용자는 반사면 섹터의 수치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결론: 태양열 집광 장치 반사면 제작

에 사용되는 반사면 섹터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직경 2 m급 태양열 집광장치 개발에 적용하여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였다.

주제어: 태양열 집광장치, 파라볼로이드, 선적분, 레이저 커팅 머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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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태양열 에너지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에너지생산을 대체함과 동시에 환경

문제도 해결하여 인류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에 필요한 청정에너지이다. 앞으로 태양열 에너지는 이산

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환경오염 없는 그

린 에너지로 각종 환경규제에 가장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며，에너지 소비 및 수급 특성상 우리

나라 여건에 필수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

198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이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측정한 자

료에 따르면 수평면의 전일사량은 전국이 하루 약 3,086

kcal/m2의 태양열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태양에너지자원 부존량은 연간 111억 TOE

의 석유에너지에 해당되며 태양에너지자원의 연간 가용량

은 국토면적 중 임야와 하천면적 등을 제외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면적(30,870 km2)으로 계산하면 약 35억

TOE(31.5%)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2. 

2007년 이후 원유 값의 상승으로 상기에 기술된 막대한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활용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연구

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에너지를 집속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바로 가열 등에 이용하거

나 저장하여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법과 복사광선을 고밀

도로 집광해서 스터링 엔진과 같은 열 발전장치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 미국, 인도 등에서는 접시모양의 간단한 간이 태

양열 집광장치가 이미 상용화되어 제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3, 대 소용량의 접시형 태양열 집광 장치의 효율성과

상용화 연구에 많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4-9. 

소 용량의 접시모양의 태양열 반사경의 제작 방법에 대

해서는 일부 소개되고 있지만3,10,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방법에 관련된 가공에 필요한

수치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소개하여 국내 태양열 집

광장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저자

들의 본 논문에서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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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집광장치 반사면 이론

태양열 집광장치 반사면의 형상은 지금까지 잘연구된

포물면경 타원면경 쌍곡면경 또는 카세그레안과 같은 이

중 반사면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11. 그러나 이의 상업적 이

용에서는 원하는 성능을 유지하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

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윗면이 아랫면보다 넓은 사다리꼴 모양

의 평면 반사판으로 태양열 집광장치 반사면으로 하고 단

지 다수개의 평면 반사판의 대칭 축이 포물면경의 포물선

방향으로 휘어 포물면경에 접하도록 하고 상기 다수개의

평면 반사판의 측방을 서로 접착하여 태양열 집광장치의

반사면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을 위해서는 태양열 집광장치 반사면의 형

상을 오려내기 위한 전개도가 필요한데 이는 포물면체

(parboloid)를 평면에 펼쳐 하기 식 (3)에 의한 계수를 반

사면의 길이 방향(y'축)의 직각 방향으로 곱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포물면체를 평면에 펼치기 위해서는 반

사판의 길이를 계산하여야하는데 이는 Fig. 1과 같은 포물

면체의 단면의 선적분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포물면 식을 

 

단 r =  근축영역에서의 곡률반경

라 하고 태양열 반사체의 직경을 2a mm, 이 때 반사판의

길이(이 방향의 축을 y', 펼쳐진 평면 반사판의 y'축과 직

각 방향을 x'으로 하자)를 l이라 하면

여기서 로 치환하면

dx = rsec2θ × dθ 이므로

 (1)

단, 

실제 포물면체의 중심 대칭축에 수직인 단면은 원의 형태

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원의 반지름이 Fig. 1과 같은 형

상에서 포물면체의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올라올

수록 커지기 때문에 태양열 집광장치 반사면을 긴(y'축

방향) 사다리꼴로 하여 폭이 좁은 사다리꼴 형상의 밑부

분부터 폭이 넓은 윗부분까지 반지름이 점점 증가하는 원

주(x-z평면 방향) 형상을 넣기에는 판형 반사판에서는 작

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y'축 방향으로 긴 반사판의 대칭

중심선은 Fig. 1과 같은 포물선 형상을 하도록 휘어주고

x-z평면 방향은 평면을 유지하도록 하여 판형 반사판의 제

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

형 반사판의 y'축 방향의 높이에 대한 x-z평면 방향의 폭

에 대한 식을 유도하여야 한다.

태양열 집광장치의 판형 반사판을 n개 사용하여 구성

한다면 Fig. 1과 같은 포물면체라면 y축 높이 y에서의 원

주형 반사판의 폭은 

 단, (2)

으로 되고 판형 반사판은 Fig. 2에서와 같은 원주 길이 대

비 반사판의 x-z평면 방향의 폭의 비 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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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bolic profile of the deigned reflector with r = 840

mm ( f '=420 mm). 

Fig. 2. Drawing showed the relation between the horizontal

cross-section circle of paraboloid and the reflector-

sectors in case of the reflector composed of 6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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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곱해져야 한다.

판형 반사판은 반사율이 높은 판형 소자를 레이저 커팅

으로 가공하여야 하는데 커팅에 필요한 형상 데이터를 식

(1)과 식 (3)를 사용하여 판형 반사판이 펼쳐져 평면이 되

었을 때의 윤곽선 데이타를 출력하여 레이저 커팅 머쉰에

공급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레이저 커팅용 도면의 장축(y'축) 값에 대한

x'축 값의 출력이 y'축의 일정한 간격(interval) 대비 x'축

의 값이 출력되도록 하면 레이저 커팅 머쉰 데이터로 활

용될 수 있다.

반사면 형상 도출 프로그램 개발12
 

프로그래밍 작업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컴포넌트를 제공

하여 코딩에 편리한 볼랜드사의 델파이6.0 언어를 사용하

였는데 제공되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폼에 배치하여 원도

우를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것에서 출발하

였다13,14.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위해서 Fig. 3과 같이

Label, Edit, Button, BitBtn, PaintBox, ListBox, SaveDialog

와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였다.

Edit는 화면에서의 반사경 외형 직경, 근축영역에서의

반사경 곡률반경, 반사경 섹터의 개수, 반사경 중심 홀의

크기, 출력 데이터의 간격 등 데이터 입력창을 제공하고,

Label은 데이터 입력창 왼쪽에서 입력창의 종류와 계산될

반사판 섹터의 형상에 대한 보충정보를 표시하는 라벨을

나타내는 컴포넌트이다. Button은 화면에서의 ‘click-

calculation’을 제공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식 (1)~(3)에

의해 입력된 변수로 태양열 집광장치의 판형 반사판 섹터

형상의 수치 데이터를 계산하고 ListBox 컴포넌트에 의한

오른쪽 화면 데이터 출력 창에 계산된 수치 데이터를 출

력 하면서 PaintBox에 형상을 보여 주도록 하였다. BitBtn

는 ‘그래픽’과 ‘Data파일저장’ 버튼을 제공하는데 이는 각

각 반사판 섹터의 형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PaintBox와 수

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게 하는 SaveDialog 컴포넌트

와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커팅 머쉰 가공 데이터는 형상의 긴

축(여기에서는 Fig. 2의 y'축)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야

가공된 면의 향상 정밀도가 고르게 된다. 즉 반사면의 형

상 데이터 출력을 Fig. 2의 s축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에

따른 x-z 평면 방향의 폭의 값을 출력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s축의 값을 1씩 증가시켜 1000 mm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y'축의 값은 간격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반사

판의 폭이 커질수록 형상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지게 된

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 커팅 머쉰 가공 데이터

는 y'축의 값이 일정하게 증가할 경우의 반사판의 폭의 데

이터 출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아래의 알고

리즘으로 구현하였다.

즉 식 (1)에서 보면 적분 결과가 반사경의 s축 반경 a의

변수로 주어져 있다. a가 출력 데이터 간격 1로 해서 반

사판 섹터의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 y'축 방향의 데이터는

a값이 커질수록 간격이 1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

정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y'축 방향의 데이터를 일

정하게 하는 s축 값 a를 찾아서 식 (1), (3)에 의한 x-z평

면 방향의 폭의 값이 출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 Fig. 4와 같이 s축 임의의 값 Size[i]가 초기에는 Size[i]

보다 큰 y'축 방향의 데이터 값 length[i]와 일치하지 않는

(1)length2의 값이 얻어진다. 따라서 length[i]에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 Size[i]를 interval×pp 만큼 증가(초기조건

에서는 pp=1로 시작한다.)시켜 다시 식 (1)에 의해 계산하

여 (2)length2를 구한다. 이것과 length[i]를 비교해서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다시 Size[i]를 interval×pp 만큼 증가시킨

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계산된 length2 값이 length[i]

보다 커질 경우(Fig. 4의 (3)length2와 같이)는 interval 값

을 0.1배한 값 만큼(이 값은 interval×pp인데 pp:=pp/10으

로 해서 사용한다.) Size[i] 값을 내려 (a)length2를 계산한

다. 이러한 과정을 | length2−length[i] | ≤ 0.0001이 성립될

때까지 반복하여 y'축 방향의 데이터 값이 일정하게 간격

Fig. 3. Configuration of various components positioned on the

window screen.

Fig. 4. Algorithm diagram for achieving the equi-interval

placement of y'-ax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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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관련된 프로그램은 델파이 6.0의

오브젝트 파스칼로 while~do 문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적용된 프로그램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for  i:=3 to ik do

begin

length[i]:= length[i-1]+interval;

end;

for  i:=2 to ik do

begin

pp:=1;

Size[i]:= Size[i-1];

theta2:= arctan((Size[i])/rc);

length2:=rc*( 0.5* sin(theta2)/

 (sqr(cos(theta2))) +

 0.5* ln(abs((sin(pi/4+theta2/2))/

 (cos(pi/4+theta2/2)))));

 while abs(length2-length[i])>0.0001 do

  begin

  nn:=0;

  mm:=0;

  while (length2<length[i]) do

  begin

  n:=nn+1;

  Size[i]:=

  Size[i]+nn*interval*pp;

  theta2:= arctan((Size[i]) /rc);

  length2:=rc*(0.5*sin(theta2)/

  (sqr(cos(theta2))) +0.5*

  ln(abs((sin(pi/4+theta2/2))/

  (cos(pi/4+theta2/2)))));

  end;

 pp:=pp/10;

 while length2 > length[i] do

  begin

  mm:=mm+1;

  Size[i]:=

  Size[i]-mm*interval*pp;

  theta2:= arctan((Size[i]) /rc);

  length2:=rc*( 0.5* sin(theta2) / 

  (sqr(cos(theta2)))+0.5*

  ln(abs((sin(pi/4+theta2/2))/

  (cos(pi/4+theta2/2)))));

  end;

  end;

length[i]:=length2;

xz[i]:=2*pi*Size[i]/2/NNN*kk;

end;

여기서 NNN은 식 (3)의 n에 해당된다.

프로그램 적용 예

Table 1은 설계 의뢰된 2 m 반사경의 설계 요구 사항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반사면의 반사율은 선택된 소재

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생략한다. Fig.

5는 Table 1에 의해 산출된 반사경 외형 직경 2000 mm,

근축영역에서의 반사경 곡률반경 840 mm, 반사경 섹터의

개수 24개, 반사경 중심 홀의 크기 200 mm, 출력 데이터

의 간격 1 mm를 입력하여 계산을 진행시키는 모드를 보

여준다. 여기서 반사경 섹터의 개수(Nums of Parts)의 변

수가 24로 입력된 것은 Table 1에서 포커싱 스폿의 최대

크기가 약 260 mm이기 때문에 반사경의 최대 원주 길이

를 260으로 나눈 즉 2π×1000/260 ≈ 24에서 결정된 값이

된다. n=24이면 식 (3)에 k=1.00575가 된다. 260 mm는

사용하고자 하는 열 흡수기의 크기와 관련된 수치로 판단

된다.

‘click-calculation’ 버턴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창에 데

이터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다음 ‘그래

Fig. 5. Status of the calculation mode after inputting the

design data. 

Table 1. Design demands of a solar concentrator

Diameter of Solar Reflector 2000 mm

Max Size of Focusing Spot about 260 mm

Center Hole Diameter 200 mm

Reflectivity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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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버튼을 누르면 Fig. 6과 같이 반사면 섹터의 형상을 디

스플레이 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사판

섹터의 계산에 사용된 y'축의 데이타 수와 반사판의 섹터

가 좌표값의 원점에서 형성된 삼각형과의 비교에서 나타

나는 x-z 방향의 반치 폭의 편차 중에서 최대의 값과 반사

판의 섹터의 아래 윗 변으로 형성하여 구성된 사다리꼴과

의 x-z 방향의 반치 폭의 편차 중에서 최대의 값을 차례로

Fig. 6과 같이 ‘click-calculation’ 버턴 아래에 보이도록 하

였다.

오른쪽 창에 출력되어진 형상에 대한 수치 데이터는 s

축의 값, y' 축의 등간격의 값, x-z 방향의 형상의 반치 폭

(x'축의 값), 반사판의 섹터의 아래와 윗변으로 형성하여

구성된 사다리꼴과의 x-z 방향의 반치 폭(x'축의 값)의 편

차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Data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Fig. 7과 같이 저

장할 파일의 디렉토리를 설정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저장되어진 수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레이저 커팅 머쉰의 가공을 위한 데이터 자료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ig. 8은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를 레이저 커팅 머쉰 가

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캐드파일 도면

을 보여주고 있다. Fig. 9는 만들어진 도면을 활용하여 직

접 반사판 섹터를 레이저 커팅 머쉰으로 가공하여 얻은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보이

나 실제적으로는 사다리꼴 형상에서 약간 벗어나 상하 방

향의 선 성분이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레이

저 커팅 머쉰용 도면인 Fig. 8에서 이 구간이 직선이 아니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이 편차는 섹터 길이 약

1100 mm에 상하 편차 각각 최대 6.927 mm임을 Fig. 6의

출력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된 반사판은 특수

세라믹나노 코딩 알미늄판으로 두께 0.3 mm이다.

Fig. 6. Status after clicking the graphic mode.

Fig. 7. Status of storing the calculated data to directory file.

Fig. 8. Drawing of the reflecting sector for the laser cutting

machine.

Fig. 9. The profile of a solar reflecting sector. 

Fig. 10. The wooden model for assembling reflecting sectors

into solar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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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Fig. 8과 같이 커팅된 반사판 섹터의 뒷면을

접착하기 위한 보조 목형으로 각각의 날개의 모양은 Fig.

1의 포물면 형상을 가지고 있다. 

Fig. 11은 이 논문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만들어진 시제

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집광비는 최대 60배, 초점온도는 최

대 700oC, 반사효율은 95% 이상, 기 조사된 우리나라 수

평면의 전일사량2 기준 집광에너지는 10:30~14:30의 시간

대에서 평균 0.56 Kw 즉 134.44 cal/sec 정도의 성능을 갖

는 제품으로 평가된다.

결 론

대구경의 반사면을 가지는 태양열 집광장치의 개발을

위해 태양열 집광 장치 반사면 섹터 제작을 위한 형상 도

출 수식을 유도하였고 이 식을 이용하여 반사경 외형 직

경, 근축영역에서의 반사경 곡률반경, 반사경 섹터의 개수,

반사경 중심 홀의 크기, 출력 데이터의 간격을 변수로 하

는 반사면 섹터의 그림과 수치 데이터를 도출하는 프로그

램을 델파이 6.0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반사판 제작에 필요한 가공 데

이터를 산출하여 레이저 커팅 머쉰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실제 직경 2 m급의 반사면을 가지는 태양열 집광 장치의

개발에 적용하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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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Solar Concentrator having the Reflecting Surface 
with the 2m Class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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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velop a solar concentrator having the reflecting surface with the 2m class diameter. Methods: In

order to make the reflecting surface for the solar concentrator, the shape of the reflecting surface sector is

required. So, first, we induced the formula that can produce this shape. After that, using Delphi 6.0 language, we

developed a program which uses this formula and produces the shape and the numerical data of the reflecting

surface sector with the input variables such as the external diameter of the reflecting mirror, the reflecting mirror's

radius of curvature at the paraxial range, the number of reflecting mirror sector, the size of the center hole of the

reflecting mirror, and the interval of the output data. Results: This program, which was developed to produce the

shape and the numerical data of the reflecting surface sector, enables us to see the shape of sector on the monitor

and to save the numerical data files for the shape of sector. As a result, the user of this program can easily access

the numerical data of the reflecting surface sector. Conclusions: Developing the program which produce the

reflecting surface sector used to make the reflecting surface of the solar concentrator, we could succeed in making

the prototype products by applying it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solar concentrator with the diameter of the

2m class.

Key words: solar concentrator, paraboloid, line integral, laser cutting mach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