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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warming is affecting all industries, and has been applied very quickly in the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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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are solar flower of the biological mother was developed by using TRIZ

technique(6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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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환경문제, 즉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세계모

든 나라,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녹색도시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에너

지 분야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Hybrid Vehicle)를 기본으로 조력발전, 태양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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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이

용하는 기술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이다. 태양전

지 응용 환경 친화 꽃, 나무형태 조명시스템(Solar

Tree) 개발은 태양열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야이다. 기

존의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은 단순히 태양에너지를 축

전하여 야간에 가로등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태

양 전지가 고정 및 개방형이므로 집광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개방형으로 인하여 우박, 태풍 등 자연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가로등의 높은 위

치로 인하여 태양광 셀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심미적

기능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6SC TRIZ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

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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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모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하는 TRIZ 기법으로는 Fig. 1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6SC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였다.

6SC는 6단계 창의성(6 Step Creativity)을 말한다.

6SC는 TRIZ의 문제해결 방법론 3가지(시스템 기능 분

석, 이상해결책(IFR), 모순)와 문제의 도식화, 요소-상

호작용 모델(element-interaction model), 해결책 평가라

는 3가지를 합쳐 새로이 선보이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E-mail : leemsahwan@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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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이다.

6단계 창의성 (6SC : 6 Step Creativity)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1) 그림으로표현,

2) 시스템의 기능분석, 3) 이상해결책, 4) 모순과 분리

원리, 5) 요소-상호작용, 6) 해결책과 평가 단계를 거치

면서 창의성을 하나씩 적용하여, 각 원리에서 문제 해

결에 대한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좀 더 창의

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의 문제해결 기법들은 Fig. 2와 같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해결책을 도

출하고 있다. 

하지만 6SC기법은 Fig. 3과 같이 6단계를 거치면서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8].

3. 연구 결과

3.1. 그림으로 표현

사람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

이나 도표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림으로 표현하면

문제의 상황을 쉽게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Fig. 4와 같이 현재 태양광 가로등은 폭우, 우박, 강

풍 등의 자연재해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태양광

셀이 손상되게 된다면 태양광 가로등의 제 기능을 잃

어버리고 오히려 일반 가로등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3.2. 시스템 기능분석

시스템 기능분석은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가 복잡하

게 얽혀있거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스템 기능분석은 기술시스템 및 목표대상,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기술시스템은 사각형, 목표대상은 둥근형, 환경

요소는 육각형으로 표현한다. 목표대상에게 기능을 전

Fig. 1. TRIZ process.

Fig. 2. Problem solving method.

Fig. 3. 6SC tools.

Fig. 4. Existing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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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소와 구성요소들 간

의 상호메커니즘 중에서 기술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유

용한 기능은 실선, 유해한 기능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태양광 셀에 대하여 보이는 Fig. 5와 같이 기능분석

을 실시하였다. 태양광 셀은 우박이나 폭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의 힘에 의하여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태양광 셀은 가로등에 LED에 전력을 보내주는데

있어서 핵심 기능이다. 태양광 셀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태양광 셀

에 보호막을 설치하면 보호가 가능하지만 햇빛을 가리

게 되므로 전력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3.3. 이상해결책 가정하기

이상적 최종결과의 개념은 알트슐러가 처음으로 정

립한 다음과 같은 법칙에 근거한다. “모든 시스템의 발

전은 그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한다”[9].

본 연구의 이상 해결책은 전력생산과 태양광 셀 보호

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4. 모순과 분리원리

시스템의 어느 한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면 그 시스

템의 다른 특성이 악화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모순은

트리즈(TRIZ)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써,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의 두 가지가 있다. 또한, 물리적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은 시간분리, 공간분리, 전

체와 부분분리 그리고 조건분리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분리를 이용하여 모순을 해결하

고자 한다. 시간분리란 시스템의 파라미터나 요소가 시

간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모

순 상황을 의미한다.

3.4.1 모순

태양광 셀은 태양광으로 부터 셀을 보호하고, 보호

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태양광

셀을 보호하려면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생산

을 위해서는 태양광 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3.4.2 시간분리

시간에 따라 태양광 셀을 보호하고, 보호하지 말자.

태양광 셀이 24시간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즉, 주간에

는 태양광 셀이 작동하지만 야간에는 작동을 하지 않

는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야간 혹은 자연재해가 발생

했을 시에는 태양광 셀을 보호하게 하고 주간에는 태

양광을 보호하지 않고 전력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한다.

3.5. 요소-상호작용

요소-상호 작용은 문제를 일으키는 각 요소의 성질

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며, 잘

활용하면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신기술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Fig. 6과 같이 요소-상호분석 결과 태양광 셀은 보호

막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인자에 대하여 제어를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태양광 셀이 시간이라는 개념 하에 주간

에는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주간에는 전력공

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억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간에는 보호막이 셀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요소-상호분석만 보더라도 시간

을 잘 제어한다면 훌륭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Fig. 5. Analysis of system.

Fig. 6. Element reciproc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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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결책 평가

6SC의 5단계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

지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6SC의 각 단계를 종합하여 본 결과 Fig. 7에서 보듯

이 시간분리를 통하여 주간에는 셀을 이용하여 태양광

을 충전할 수 있게 하고 야간에는 셀을 닫아 셀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Fig. 8과 같이 쏠라 셀 안쪽에 LED를 설치하

여 ‘전력생산과 태양광 셀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상해결책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는 ‘태양

광을 보호하고,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순에 대하

여 시간분리 방법에 따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Fig. 9와 같이 주간에는 꽃잎이 열

리며, 야간에는 가로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

여 태양광 셀의 내·외부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적용하여 꽃의 형상으로 보았을 경우 꽃잎

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태양광에서의 전력 축전과 악천후에서의 태양광 셀

보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태양광 셀의 수명연장과 유지보호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1. 태양광 셀을 설치한 부분을 개폐하는 방식을 구현

하여 부식이나 침식, 오염 등 환경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태양광 셀의 보호 기능은 외부 환경의 부정적 요

소들에 대해 원천적인 보호가 가능하며, 기존의 태양광

셀의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3. 꽃잎의 개폐에 의한 시스템을 구현함과 동시에 심

미적인 관점에서도 발전하였다.

태양광 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문

제해결기법인 TRIZ의 기능분석과 6SC를 적용하여 해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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