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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banners green growth promises as a paradigm of national development which are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exhaust gases from automobiles. Existing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by using fossil fuels to minimize environmental changes are developing a new alternative energy sources. Among

the emerging alternative energy, using solar energy technology is applied across the industry, but the maintenance and

repair to integrate solar cells and has been a problem occurs. To prolong the life of cells integrated on a solar cell is

exposed when the non-eye, etc., when not integrated by the solar cells should not be exposed.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tradictions, a intellectual solar green street lighting was developed by using Q(Quick)-TR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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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친환경 분야의 에너지 종류는 다양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Vehicle)를 기본으로 조력발전, 태양광

에너지(Solar Energy), 풍력에너지(Wind Energy) 등을

응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

지를 이용하는 기술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이다.

즉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세계모든 나라, 특히 선

진국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녹색도시 만들기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은 단순히 태양에너지

를 축전하여 야간에 가로등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다. 태양 전지가 고정 및 개방형이므로 집광하는데 있

어서 비효율적이며, 개방형으로 인하여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가로등의 높은

위치로 인하여 태양광 셀의 유지보수가 어렵다. 

태양광을 응용한 환경 친화 꽃, 나무형태 지능형 가

로등 개발은 녹색에너지를 실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야이지만 심

미적 기능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Q-TRIZ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안을 제시하

였다[1-3].

2. 이 론

TRIZ는 오늘날 기술과 비 기술분야에서 혁신적 해

결책의 성공 일화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TRIZ는 전통

적 방법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

롭게 진화하고 있다[4-6].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모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하는 TRIZ 기법으로는 Fig. 1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7,8].

본 논문에서는 Q-TRIZ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에서 공학적인 문제뿐만 아니

라 비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었던 TRIZ로

Business TRIZ를 활용하였으며, Q-TRIZ는 비즈니스

TRIZ의 변형된 형태로서 공학적인 문제를 쉽게 Tools†E-mail : leemsahwan@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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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고안되었다[3]. 따라서 Q-

TRIZ는 공학적인 문제와 비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초보자도 주어진 모델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Q-TRIZ는 1)문제정의, 2)문제의 원인분석, 3)방법,

4)모순맵에 적용, 5)모순해결을 거치면서 창의성을 하

나씩 적용하여, 각 원리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 해

결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좀 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

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셀 및 조명의 보

호에 대한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았다.

기존의 문제해결 기법들은 Fig. 2와 같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해결책을 도

출하고 있다.

하지만 Q-TRIZ기법은 Fig. 3과 같이 5단계를 거치

면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3.1. 문제 정의

가로등에 대하여 문제를 정의하면, Fig. 4와 같이 외

부영향에 의해 태양광 가로등에 설치된 태양광 셀과

조명은 그 손상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외부 환경에 의한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 셀과 조

명의 역할을 하는 LED의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을 얻기 위해서는 태양광 셀은 외부에

노출되어야 하며 또한, 셀 보호를 위해서는 외부에 노

출되지 말아야 한다.

Fig. 4와 같이 현재 태양광 가로등은 폭우, 우박, 강

풍 등의 자연재해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태양광

Fig. 1. TRIZ process.

Fig. 3. Q-TRIZ process.

Fig. 2. Problem solving method.

Fig. 4. Existing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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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이 손상되어 태양광 가로등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

고 오히려 일반 가로등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

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Q-TRIZ의 첫 번째 단계로서 문제정의를 실

시하면 Fig. 5와 같이 외부환경에 의하여 태양광 셀이

오염 및 손상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 태양광 셀을 내부에 설치하면 축전이 불가

능함을 알 수 있다.

3.2. 원인 분석

문제정의에 이어 Q-TRIZ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

는 원인분석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태양광 셀을 사용하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셀은 가로등의 위부분에 설치하

여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

어야 한다. 하지만 셀이 외부에 노출되면 외부 환경에

의하여 셀이 손상되며, 셀이 가로등 내부에 있으면 전

기를 생산할 수 없다.

3.3. 수단(방법)도출

Q-TRIZ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해결의 방법

은 Table 2와 같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에 의하여 전기에

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셀이 필요하며, 외부 환경에 의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셀은 가로등 내부에 설치되

어야 하며, 태양광에 의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셀은 외부에 노출되어야 한다.

3.4. 모순도출

문제해결을 위한 모순 맵은 Q-TRIZ의 네 번째 단계

에 해당하며 Fig. 6과 같다.

Fig. 6을 살펴보면, 외부에 노출되어야 축전이 가능

하고, 내부에 설치되어야 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축전 가능한 셀을 공동의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다.

모순도출은 트리즈(TRIZ)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

로써, 시스템의 어느 한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면 그 시

스템의 다른 특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모순에 의한 공간 분리와 시

Fig. 5. Problem definition for applying the Q-TRIZ to the

contamination of solar cells.

Table 1. Cause finding.

No. Cause

1 Using solar cell to Electrical energy production.

2
The solar cell at the top of the street lights to

produce electricity

3
Cell's damage caus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4
Power production can not be if Solar cell located

in the streetlights.

Table 2. Problem solving method.

No. Cause Method

1
Electrical energy

production.
Using solar cell

2
The street lights to

produce electricity
Using solar cell

3 Cell's damage
Solar cell located in the

streetlights.

4
Can’t be power

production

Solar cell located external

environment

Fig. 6. Contradiction map for the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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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리를 활용하고자 한다. 공간 분리란 시스템의 파

라미터나 요소가 공간이나 방향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

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고, 시간 분리란 시스템

의 파라미터나 요소가 시간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3.4.1. 모순

Fig. 6에서 도출된 모순 상황을 살펴 보면, 태양광 셀

을 보호하려면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태양광 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

생한다.

3.4.2. 시간분리

태양광 셀이 시간이라는 개념 하에 주간에는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주간에는 전력공급이라는 긍

정적인 효과를 억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간에는 보

호막이 셀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태양광 셀을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는

다. 즉, 주간에는 태양광 셀이 작동하지만 야간에는 작

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야간 혹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태양광 셀을 보호하게 하고

주간에는 태양광을 보호하지 않고 전력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한다.

3.5. 모순해결안

Q-TRIZ의 다섯 번째 해당하는 모순 해결안을 살펴

보면 시간, 공간,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모순도출은 시간, 공간,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은 어느 시간, 공간은 어느 공간에 해당되

면 이에 해당하는 40가지 발명원리는 태양광 셀과

LED를 외부에 설치하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통

합하여 설치(발명원리 5 통합, 발명원리 7 포개기)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셀과 LED의 보호는 이

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여 개폐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발명원리 15 자유도 증가, 발명원리 25 셀프서비스)으

로 해결할 수 있다. 

3.6.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태양광 셀 노출형 가로등의 문제해

결에 대하여 발명원리를 적용하면 Fig. 9와 같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악천후로 인한 가로등의 문제해결에 대하여

발명원리를 적용하면 Fig. 10과 같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태양광 셀의 내·외부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적용하여 꽃의 형상으로 보

았을 경우 꽃잎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Fig. 7. Space separation for the solar cells

Fig. 8. Condition separation for the solar cells.

Fig. 9. Final solution for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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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에서의 전력 축전과

악천후에서의 태양광 셀 보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Q-TRIZ 기법을 적용하여 태양광 셀의 수명

연장과 유지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태양광 셀을 설치한 부분을 개폐하는 방식을 구현

하여 부식이나 침식, 오염 등 환경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태양광 셀의 보호 기능은 외부

환경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 원천적인 보호가 가능하

며, 기존의 태양광 셀의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꽃잎의 개폐에 의한 시스템을 구현함과 동시

에 심미적인 관점에서의 발전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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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inal solution for cel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