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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increased due to exhaustion of fossil fuel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the solar power generation using solar energy is many researched. The solar 

power generation is required solar tracking control and high concentration solar thermal collector because generation 

performance is depended on concentrator efficiency. This paper proposes high efficiency solar power generation with 

two-axis tracking control using dish-type solar thermal collector that has excellent thermal collector performance and 

tracking algorithm that can be accurately tracked solar position. This paper proves validity through analysis with 

accuracy of tracking algorithm and generat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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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에 지의 한정된 매장량의 고갈 문제와 화석에 지의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기오염 등의 지구 환경보호 문

제는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요한 과제이다. 이

러한 문제들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하여 체에 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체에 지로서는 자연에 무한정 존재하며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청정에 지가 있으며 그 

에서도 태양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태양열을 이용한 발 시스템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종래의 발

시스템을 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 지 분야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2]. 한 국내의 경우 일사량이 기상상태가 양호할 경

우 연평균 약 4,400[kcal/㎡]로 태양열 발 을 용하기에 가능한 

일사량 조건을 가지고 있다[3]. 태양열 발 은 이용온도에 따라서 

온, 온  고온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고온 이용

분야에서 집 형 집열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진공 형, 

PTC(Parabolic Trough Concentrator), CPC(Compound Parabolic 

Concentrator)형, Dish형  Solar Tower 형으로 나 어진다[4]. 

태양열을 이용한 발 을 해서는 고집 을 통해 고온을 얻을 수 

있는 Dish형 고온 태양열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5].

Dish형 고온 태양열 시스템은 Dish형 집열기에 부착된 반

사 을 이용하여 태양 복사 에 지를 흡수기에 집열시켜 작동 

유체를 가열시키는 열매체 방식이다. 이러한 Dish형 고온 태

양열 시스템 에서 요한 부분인 흡수기는 크게 수증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된다. ․고

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은 도 에 지원인 태양열을 고 도

화하기 하여 집 식 집열기를 사용하며, 집 효율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하서는 태양의 치를 추 하는 태양 치추 시

스템이 필요하다. 태양을 추 하는 방식에는 센서 방식  

로그램 방식으로 분류된다. 센서를 이용하여 태양을 추 하는 

센서 방식의 경우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에 의해 태양이 가려

졌을 경우와 센서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정확한 태양의 치

를 추 하지 못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천문학  계산에 의해 태양의 치를 추 하

는 로그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6-8]. 로그램 방식은 추

신호의 생성방식에 따라서 설치장소의 도, 경도와 시간정보에 

의해 태양 치를 계산한다. 로그램 방식은 날짜와 시간에 따

른 태양의 방 각  고도각을 미리 기억시켜 놓거나 컴퓨터로 

계산된 값에 의해 방 각  고도각을 조 하는 개루  방식이

다. 이는 구름이나 기상조건의 격한 변화에도 오동작 없이 비

교 으로 높은 추  정확도를 나타낸다[9-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태양의 치추 을 해 

PSA(Position Solar Algorithm)를 양축 추 제어에 용하고 

집열성능이 우수한 Dish형 집열기로 태양열 발 시스템을 개발

한다. 한 제시한 알고리즘에 의해 태양열 발 시스템의 발

효율과 제어된 고도각  방 각을 한국천문연구원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추 오차를 분석하여 본 논문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2. 태양열 발 시스템 구성

태양열 발 에 활용되는 열기 으로는 일반 으로 스털링, 

이턴  랭킨사이클 등의 엔진이 있다. 그 에서 최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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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온도에 한 각 사이클 엔진의 열효율을 비교하면 스털링엔

진이 가장 유리하며, 1[kW] 발  당 시스템 비용도 이턴 

사이클 엔진이나 랭킨 사이클 엔진에 비하여 렴하다. 스털링 

엔진은 이론상 열효율이 카르노 사이클의 열효율과 같아 열역

학 으로는 최고 효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열원의 온도도 범 하며, 외연기 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물론 이론상으로는 어떠한 연료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산

업 폐기물의 소각으로서 배출되는 열, 태양열, 지열  온천열 

등과 같은 열의 이용도 가능하다. 스털링엔진은 배기가 배출되

지 않고 작동가스의 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소할 때 폭발

행정이 없으므로 엔진의 진동, 소음이 어 운 이 정숙하다. 

스털링엔진은 이러한 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무제한 인 소비증 에 의한 지구환경 오염문제로부터 벗어나

기 한 체용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근래에 와서는 

련기술,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재료, 기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움직임은 가속화 될 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 을 갖는 스털링 엔진을 

신재생 에 지 분야인 태양열 발 에 용한 시스템을 제시하

며, 그림 1은 제시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림 1 제안한 태양열 발 시스템

Fig. 1 Proposed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제시한 시스템은 태양 을 수집하여 열에 지로 변환시키는 

집 ․수열 시스템과 이 열을 이용하여 엔진․발 기를 회

시키고 발 하는 엔진․발 기 시스템, 태양추 (양축)과 태양

으로부터 일사량에 한 엔진 작동가스의 평균압력을 변화시

키는 제어 시스템의 3부분으로 구성한다. 집 ․수열 시스템은 

시형 거울면을 이용한 집 시스템과 이 빛을 받아 열에 지

를 모아 공 하는 수열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엔진․발 기 시

스템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고온과 온의 공기를 공 하여 온

도의 차에 의해 엔진을 회 시키며 이 엔진에 따라 작동되는 

발 기가 구동되도록 하여 발 을 일으키도록 구성한다. 제어

시스템은 PC 기반 제어를 통해 태양을 따라 집 하도록 하는 

양축 추 장치와 수열기를 수열량에 따라 개폐하는 장치, 엔진

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주 제어부에서 조

정하도록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태양열 발 은 태양의 치 추 을 양축으로 하고 새로운 알

고리즘을 통해 고정 도로 제어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스털링 엔진을 사용함으로서 무진동, 무소음의 친환경 체에

지원 시스템을 실 할 수 있다.

3. 양축 추 제어

3.1 태양의 치 계산

태양의 치를 계산하는 로그램 방식은 천문학에서 정의

된 지구의 운동 계식을 이용하여 태양의 치를 실시간으로 

연산 는 미리 정의된 테이블에 의하여 추 장치를 구동하여 

PV 어 이의 치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로그램 방식에서 

사용되는 기본 구성장치는 추  장치의 치를 확인 할 수 있

는 센서류  마이크로 로세스가 내장된 제어기, 모터  감

속기 등으로 구성한다. 로그램 방식은 기상변화에 상 없이 

제어하며 일몰 후에는 원하는 치로 제어할 수 있다. 

태양열 발 의 집열기 온도는 입사 량에 비례하므로 같은 

외부환경에서도 태양열 집열기가 태양  법선 방향으로 치

할 때 집열기의 온도는 최 가 된다. 이처럼 집열기가 태양

에 법선 방향으로 치하기 해서는 재 시간에 따른 태양

의 치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구가 매일 1°씩 반시계 방

향으로 태양을 공 하면서, 자 축은 23.45° 기울어져 서에서 

동으로 자 한다. 이러한 상으로 인해 태양의 방 각  고

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계산 상 장소의 도와 경도, 날짜,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 균시차, 진 태양시, 태양의 시

간각 등을 계산하여야한다. 

는 지구의 심축과 태양의 심축으로부터 일직선으로 

생기는 선과 지구의 도면 사이에 형성된 각으로 δ 로 표

한다.

)sin(.)sin(.)sin(.
)cos(.)cos(..

ttt
tt

30592800201933409463803
31439809711223220030

+++
−−=

       
δ

  (1)

  여기서, t은 일 각을 나타낸다.

는 지구의 자 축이 23.45° 기울어져 있어서 매일 변하며, 

양극단 사이에서 ±23.45°로 바 고 북쪽일 때가 양의 값을 가진다.

그림 2는 북  35°, 동경 126.7°에서 1년간  변화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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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양의 년  변화

Fig. 2 Declination variation of solar during 1 year.

태양의 시간각은 측자 즉, 태양 지 이 설치되어 있는 

지 자오선을 지난 후 시간권 사이의 각으로써 남 에서 서

쪽방향으로 돌며 잰 크기를 시간각(ω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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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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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 진태양시, STDT  : 지방표 시, STL  : 표 자오선의 경도, 

LOCL  : 지의 경도, EOT  : 균시차

균시차( EOT )는 지구가 태양주 를 정원이 아닌 타원의 궤

도로 고정함으로서 발생되는 진태양시와 평균태양시사이의 시

간차를 나타낸다.

sin(2t)*9.228-cos(2t)*3.648-                        
sin(t)*7.416-cos(t)*0.258=EOT

            (3)

 

 식 (1)-(3)에 의해 구해진 와 시간각을 이용하여, 고

도각  방 각은 식 (4)과 식 (5)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ωδδα coscoscossinsinsin LLS += −1
                   (4)

⎟⎟
⎠

⎞
⎜⎜
⎝

⎛
= −

S
S α

ωδγ
cos

sincossin 1

                              (5)

L  : 지의 도

그림 3은 태양의 고도각과 방 각의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서 태양의 고도각( Sα )은 태양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

고, 방 각( sγ )은 태양이 수평면에 투 된 치가 정 남쪽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그림 4는 연  태양의 방 각  고도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태양의 방 각  고도

Fig. 3 Azimuth and altitude of solar

그림 4 태양의 방 각  고도각 변화

Fig. 4 Azimuth and altitude change of solar

3.2 PSA에 의한 태양 치 계산

PSA 알고리즘의 입력은 시간 치이고, 고려할 항목  짧

은 시간은 날짜(년, 달, 날짜)와 일반 인 시간(시간, 분, )으

로 주어진다. 치는 측하는 도와 경도의 각도 값으로 주

어진다. 도는 북반구에 해 +로 고려하고, 경도는 동쪽에서 

시작한다. 

율리안 날짜는 jd로 식 (6)에서 입력 데이터로 계산한다.

0245032075
4100121449003

121214122367
4121448001461

./.
/))/)/)((((

/)))/)(((
/))/)(((

hourd
my
mm
myjd

+−−+
−++×−

−×−−×+
−++×=

     
     

(     

    (6)

m은 월, y는 년도, d는 월의 날짜, hour는 십진수의 일
반 인 시간에서 날짜의 시간을 나타낸다. 즉 시간의 함수는 

분과 를 갖으며, 정수 이하의 자리는 무시한다.

이러한 표 은 Fliegel과 Van Flandern(1968)이 제시한 것

과는 마지막 2 항 동안은 차이가 난다. 이 항의 덧셈은 주어진 

순간의 시간에 하여 십진수의 율리안 날짜의 계산을 가능하

게 한다. Fliegel과 Van Flandern의 원래의 표 에 따라, 

Gregorian 이나 proleptic Gregorian에서 B.C 4800년 3월 1일 

이후의 날짜에서 해서는 유효하다. 태양의 황도좌표 율리안 

날짜로부터 식 (7)～식 (12)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02451545.−= jdn                             (7)

n×−=Ω 0010394594014292 ..                 (8)

n
L

×+= 16980.017202794.8950630   
longitude)mean (

           (9)

n   
anomalymean 

×+= 0172019699024006006 ..
)(g

            (10)

)sin(                                  
0.00002030.0001134                                   
sin(2g)0.00034894                                  

sin(g)0.03341607Llongitude) (ecliptic

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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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

)cos(0.0000396       
106.21400.4090928     

ecliptic)  theofobliquity 
9

Ω×+
××−= − n

ep(

            (12)

황도에서 하늘 좌표까지의 변환은 표  삼각법으로 가능하

며 식 (13), 식 (14)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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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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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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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in()[sin(( lep ×= −1sinn)declinatioδ          (14)

주의해야 할 것은 천체가 지평선에 오름을 하게 계산하여

야 한다. 식 (13)에서 0 과 π2  사이 값을 갖는다. 천체에서 수평

좌표까지의 변환은 식 (15) ～ 식 (21)을 통해 얻을 수 있다.

hourn
gmst

+×+
=

06570982830
69742432426
.

.
                        (15)

)/()( 18015 π×+×= Longgmstlmst            (16)

ralmst −=)( anglehour 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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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sin()cos()cos()cos(cos Φ+Φ= − δδωθ 1
z  (18)

⎥
⎦

⎤
⎢
⎣

⎡
Φ−Φ

−
= −

)cos()sin()cos()tan(
)sin(tan

ωδ
ωγ 1

      (19)

)sin( zalUnitAstronomic
adiusEarthMeanRParallax θ×=

        (20)

Parallaxzz +=θθ                             (21)

지구의 일반 인 반지름과 태양과의 거리는 다음 식 (22)과 

식 (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km 016371.=adiusEarthMeanR               (22)

km 149597890=alUnitAstronomic            (23)

4. 실험결과  분석

4.1 방 각과 고도각의 정확도 분석

  그림 5는 추 장치 구동을 한 제어기를 나타낸다. 

그림 5 추  제어기의 블록도.

Fig. 5 The Block diagram of tracking controller

표 1 방 각의 비교 데이터

Table 1 Comparison data of azimuth

시간

(시)

방 각(도)

(한국천문연구원)

방 각(도)

(제어값)

방 각(도)

(오차값)

방 각(도)

정확도(%)

0 346.03 345.999 0.031 99.99%

1 10.17 10.135 0.035 99.69%

2 32.22 32.172 0.048 99.83%

3 49.57 49.614 -0.044 99.87%

4 62.8 62.823 -0.023 99.87%

5 73.38 73.415 -0.035 99.87%

6 82.53 82.492 0.038 99.88%

7 91.15 91.108 0.042 99.88%

8 100.05 100.008 0.042 99.87%

9 110.18 110.139 0.041 99.87%

10 122.88 122.837 0.043 99.87%

11 140.17 140.145 0.025 99.90%

12 163.92 163.883 0.037 99.97%

13 191.87 191.832 0.038 99.94%

14 216.63 216.605 0.025 99.89%

15 234.87 234.841 0.029 99.89%

16 248.17 248.121 0.049 99.89%

17 258.6 258.556 0.044 99.90%

18 267.65 267.691 -0.041 99.90%

19 276.28 276.245 0.035 99.90%

20 285.32 285.287 0.033 99.89%

21 295.63 295.599 0.031 99.89%

22 308.4 308.375 0.025 99.88%

23 325 324.979 0.021 99.90%

평균 0.035 99.88%

태양 자동 추  제어기의 방 각  고도각 추  정확도에 

한 신뢰성 분석 실험은 천문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천문연구원에서 제공된 태양의 방 각  고도각과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제어보드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 된 태양의 

방 각과 고도각을 비교 분석하 다. 표 1과 2는 2010년 4월 5

일의 방 각  고도각의 천문연구원 데이터와 제어보드의 추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6과 7은 방 각  고도각 측정에 한 비교 데이터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8과 9는 천문연구원 데이터

와 측정된 방 각  고도각 데이터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방 각의 평균오차  정확도는 0.035°, 99.88%이고 고도각

의 평균오차  정확도는 0.036°, 99.3%로 매우 우수한 추종성

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고도각의 비교 데이터

Table 2 Comparison data of altitude

시간

(시)

고도각(도)

(한국천문연구원)

고도각(도)

(제어값)

고도각(도)

(오차값)

고도각(도)

정확도(%)

0 -51.22 -51.253 0.033 99.95%

1 -51.62 -51.578 -0.042 99.94%

2 -47.12 -47.095 -0.025 99.92%

3 -39.02 -39.051 0.031 99.86%

4 -28.78 -28.735 -0.045 99.77%

5 -17.37 -17.418 0.048 99.59%

6 -5.35 -5.309 -0.041 98.53%

7 6.9 6.95 -0.05 99.01%

8 19.13 19.173 -0.043 99.55%

9 31 30.979 0.021 99.64%

10 42.02 42.005 0.015 99.66%

11 51.25 51.211 0.039 99.68%

12 57.1 57.072 0.028 99.63%

13 57.57 57.553 0.017 99.63%

14 52.47 52.509 -0.039 99.64%

15 43.63 43.662 -0.032 99.65%

16 32.83 32.861 -0.031 99.60%

17 21.08 21.042 0.038 99.37%

18 8.9 8.946 -0.046 98.49%

19 -3.35 -3.392 0.042 95.58%

20 -15.4 -15.435 0.035 98.87%

21 -26.9 -26.866 -0.034 99.24%

22 -37.32 -37.368 0.048 99.33%

23 -45.75 -45.794 0.044 99.28%

평균 0.036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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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 각 제어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azimu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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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도각 제어의 비교

Fig. 7 Comparison of altitud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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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rror of azimu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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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도각 제어의 오차

Fig. 9 Error of altitude control

4.2 태양열 발 시스템의 결과 분석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태양열 발 시스템의 실험장

치를 나타낸다. Dish형 집열기와 양축 태양  시스템을 이용

하여 발 기를 구동시켜 출력을 얻는 시스템이다.

그림 11은 일사량이 높은 경우의 태양열 발 시스템의 일사

량에 따른 집열기의 온도를 나타낸다. 일사량이 높을 경우에 

집열기의 온도가 900[℃] 정도로 매우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는 11과 같은 조건에서의 추 식과 고정식 발

시스템의 발 량 비교를 나타낸다. 추 식 발 시스템이 고정

식에 비하여 발 량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13은 일사량이 경우의 일사량에 따른 집열기의 온도

를 나타내고 있다. 낮은 일사량으로 인하여 집열기의 온도가 

충분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4는  일사량일 경우

의 추 식과 고정식의 발 량 비교를 나타낸다. 추 식 태양열 

발 시스템은 고정식에 비하여 발 량이 향상됨을 나타낸다. 

그림 10 양축 추 식 태양열 발 시스템

Fig. 10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of two-axis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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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사량에 따른 집열기 온도(고일사량)

Fig. 11 Thermal Collector temperature by radiation(High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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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accumulated generation volume(High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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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사량에 따른 집열기 온도( 일사량)

Fig. 13 Thermal Collector temperature by radiation(Low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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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accumulated generation volume(Low 

radiation)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축 추 제어에 의한 고효율 태양열 발  

시스템을 제시하 다. 양축 추 제어는 PSA에 의하여 제어하

고 천문연구원의 데이터와 고도각 방 각을 비교하 다. 방

각의 평균 오차는 0.035°, 정확도는 99.8%로 나타났으며 고

도각의 평균 오차는 0.036°, 정확도는 99.3%로 나타났다. 따라

서 PSA에 의한 방 각  고도각의 양호한 추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양축 추 제어를 용한 태양열 발 과 고

정된 태양열 발 시스템의 집열기 온도   발 량을 일

사량에 따라 비교하 으며 양축추  제어를 용한 태양열 발

시스템이 고정식 태양열 발 시스템에 비하여 고일사량에서 

약 21%, 일사량에서는 26%의 발 효율이 향상되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양축 추 제어에 의한 고효율 태양열 

발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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