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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sign of photovoltaic system with reversal tracking reflector. The reversal tracking

reflector is conceptually designed by using TRIZ. The 20 to 30% of incident rays cannot produce the current and reflected

back to the glass surface because of high refractive index of solar cell which are produced from Si, GaAs.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has been derived using 6SC(6 steps creativity)TRIZ. The reflector which has the actuator can be trackback

the sun. Reversal tracking reflector which mounted on the top of the system prevents the shadowing los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rack back function. The anti-glare reflector prevents the heat due to the concentrated reflected light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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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꿔주

는 소자이다. 따라서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최대한 많은 빛을 흡수 및 투과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태양전지는 굴절률이 큰 Si, GaAs등을 사용하는

데 주간에 입사된 빛의 20~30%는 전하를 생성시키지

못하고 다시 반사된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태양전지 표

면에서의 광학적 손실과 캐리어(carrier)의 재결합에 따

른 전기적인 손실이 있다. 이 중에서도 태양전지 표면

에서의 입사광 반사에 의한 광학적 손실이 태양전지의

효율감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빛의 반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텍스쳐링(texturing)

과 안티 리플렉팅 코팅(anti reflecting coating) 이 있다

. 텍스쳐링 기술로는 전체 입사된 빛의 약10% 정도로

반사를 줄일 수 있으며, 안티  리플렉팅 코팅으로 표면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표면에 투명하고, 굴절

률이 반도체와 공기의 사이 값을 갖는 박막 층을 적당

한 두께로 만들어 주며, 이 때 박막 층은 반사방지막이

라고 한다.

텍스쳐링 기술은 표면의 효과적인 특성을 얻기가 쉽

지 않고, 반사방지막은 빛의 대기로부터 전지 표면의

굴절률이 입사되는 중간 매질, 공기 혹은 캡슐레이션

(capsulation) 물질 등의 굴절률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

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1,2].

본 논문에서는 TRIZ 기법인 6SC를 활용함으로써,

광학적 손실이 유발하는 태양 전지의 효율 감소를 개

선하기 위한 역추적식 반사체 시스템을 가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이 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인 TRIZ란 다음과 같

다. TRIZ는 러시아어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약자로 영어로는 Theory of Inventive Pro-†E-mail : yjhuh@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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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m Solving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론)

이란 의미이다.

TRIZ는 기술 시스템과 시스템 발전을 기술하는 법

칙, 시스템의 이상성, 기술적 모순, 물리적 모순, 자원,

사고 등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TRIZ의 다양

한 도구들을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활용함으로

써 최종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TRIZ의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인

6SC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6SC 기법은 1) 그림으로 표현, 2) 시스템의 기능분석,

3) 이상해결책, 4) 모순과 분리원리, 5) 요소-상호작용,

6) 해결책과 평가의 6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여 정형화된 최종 해결책을 찾는 기법이다[3].

3. 연구 결과

3.1. 그림으로 표현

본 과정은 그림으로 문제의 상황을 정의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이다[4].

태양광 모듈의 발전구조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 모듈은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아 전자

를 충전 컨트롤러로 보내고 충전 컨트롤러는 배터리로

전기에너지를 보낸다. 

태양광 모듈의 플랫 글라스(flat glass)는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12% 정도의 빛 손실을 가진다.

최근에는 저 철분 패턴유리(low iron pattern glass)로

변경하여 빛 손실을 8% 정도로 낮추었지만 그래도 여

전히 빛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Fig. 1은 태양광 모듈로 입사하는 빛의 일부가  표면

글라스로부터 반사되고 이로 인해 초기 입사된 빛의

양보다 적은 양의 빛이 모듈을 투과하는 상황을 나타

낸 것이다. 즉, 빛의 반사로 인하여 플랫 글라스(flat

glass) 내부로 흡수되는 빛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3.2. 시스템 기능 분석

시스템 기능분석은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가 복잡하

게 얽혀있거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요하게 작

용하며 기술시스템 및 목표대상, 환경요소로 구성된다. 

문제 상황의 시스템 구성요소들과 주변 환경들의 상

호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시스템 내에 작용하는 유익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을 정의한다[4].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환경요소들을 Fig. 2와 같이

나열하였다. 상호 주고 받는 기능을 유익한 기능과 유

해한 기능으로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글라스는 필연적으로 태양광 및

수분, 산소 등의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때, 글라스의 외부구조로 인해 입사된 태양광은

반사되고 실리콘 솔라셀(silicon solar cell)의 광전효과

를 위해 필요한 빛은 손실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해한 작용인 반사에 의한

빛 손실을 유익한 작용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반사를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시스템 기능분석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태양광 모듈

의 시스템 및 환경 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태양광 모듈의 유익한 기능인 빛 투과에 의한 전기 에

너지 생산과 문제를 유발하는 유해한 요소인 빛 반사

를 도출하였다. 

3.3. 이상해결책 가정하기

이상해결책은 유용한 기능을 다른 기능의 저하 없이

달성하거나, 하나의 유해한 기능 제거가 또 다른 유해

한 기능의 출현 없이 달성되는 것이다[4].

태양광 역추적식 반사체 시스템의 유해작용은 반사

Fig. 1. Existing solar cells module.

Fig. 2. Analysis of photovolta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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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사는 글라스의 표면구조와 입사광에 의해 발생하

며 해당 작용은 유용한 작용인 빛의 투과와는 반대되

는 기능이다. 즉, 반사를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기능을

잃지 않거나 유해한 기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구조

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이상해결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입사광이 반사되어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효

율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다.

3.4. 모순과 분리 원리

모순은 TRIZ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써,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의 두 가지가 있다. 기술적 모순

(technical contradiction)이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적

특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TRIZ에서 제공하

는 모순 매트릭스, 40가지 발명원리 등을 활용하여 해

결할 수 있다[5].

본 연구의 태양광 모듈은 모순 정의 과정에서 제한

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글라스와 에바 시트(EVA

sheet) 및 실리콘 솔라셀의 표면 모두 빛의 반사를 유

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에 대

한 모순 정의를 할 경우, 각 과정을 적용하면서 도출되

는 해결책의 난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로부터 발생되는 반사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 시스템을 본 문제의 요소로서 추가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적 모순 및 물리적 모순

을 정의하였다.

태양광 모듈의 반사로 인한 빛 손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능 분석의 결과에 따라 모듈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제거해야만 한다. 반사되

는 빛의 방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각 방향의 빛을 제

거하려면 반사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 시스템의 개수

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기술적 모순은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면

모듈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악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모순 매트릭스에 근거하여 제안된 발명원리는 국부적

품질 (no.3), 자유도 증가 (no.15), 피드백 (no.23), 대상

의 물리-화학적 매개변수 변화 (no.35)이다.

상기 발명원리가 적용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모듈의 표면이 가진 특징 중, 반사라는 국부

적 품질을 추출하여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재 반

사할 수 있는 반사체를 구성한다. 이 때, 단일 방향으

로 반사체를 구성하면 여러 개의 반사체로 인한 복잡

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반사체에 자유도를 부여하여 제한된 각에서만

개선되는 효율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고, 태양의 위치

를 역추적하면 재사용 가능한 빛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3.4.1 물리적 모순

물리적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은 어떤 하나의

기술적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

이다[5]. 

기술적 모순으로부터 도출된 해결책은 반사체로 인

해 재 반사된 빛이 모듈 표면의 제한된 범위에 집중되

어 모듈 자체의 과열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진다.

상기 문제를 물리적 모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반사체는 있어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반사되는 빛 손실을 줄여 전력생산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반사체가 있어야 하지만, 글라스 표면으

로부터 반사된 빛이 반사체로 인해 재 반사되어 표면

으로 집중됨에 따라 모듈이 과열되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는 물리적 모순이 작용한다.

3.4.2 공간에 의한 분리

물리적 모순에 대한 해결방법은 시간에 의한 분리,

공간에 의한 분리, 상전환 그리고 시스템 전환의 사용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에 의한 분리를 이용하여 모순을

해결하였다. 공간에 의한 분리란 시스템 내부의 공간을

분리하여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5].

반사체 시스템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글라스 표면으

로부터 반사되는 빛과 맞닿는 반사체의 표면을 요철구

조로 구성하여 재 반사된 빛을 글라스의 전 영역에 고

루 분산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3.5. 요소-상호작용

요소-상호 작용은 문제를 일으키는 각 요소의 성질

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며, 기존

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신기술을 찾을 가능성이 높

은 분석이다[4].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글라스 표면과 실리콘 솔라

셀 사이는 반사로 인한 빛 손실이 작용한다.

Fig. 3은 태양광 모듈의 글라스 표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표현한 것이다. 모듈로 입사되는 빛의

일부분은 표면에 의해 반사되고 초기 입사된 빛의 양

보다 부족한 양의 빛이 실리콘 솔라셀로 투과되어 불

충분한 광전효과가 발생한다.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추

적식 단일 반사체를 기존의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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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개선된 요소-상호작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Fig. 3에서 유해한 작용으로 정의된 반사는 제 3의

요소인 태양광 역추적식 반사체를 포함함으로써 실리

콘 솔라셀에 유해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의 글라스 표면과 실리콘 솔라

셀 사이에 태양광 역추적식 반사체가 위치하고 해당

요소는 태양광을 역추적하며 글라스로부터 반사된 빛

을 표면으로 재 반사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인 반사로

인한 빛 손실을 제거할 수 있다.

3.6. 해결책 평가

6SC의 각 단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도출한 여러 가

지 해결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단

계이다[5].

6SC 분석을 통하여 제 3의 요소로서 추가된 태양광

역추적식 반사체는 액추에이터(actuator)를 가진 단일

반사체이며 태양을 역추적한다.

반사체는 상기 기능을 수행하며 글라스 표면으로부

터 반사된 빛을 재 반사하여 효율적인 재사용이 가능

한 유익한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태양광 역추적식 반사체 시스템

은 Fig. 5와 같다. 태양광 모듈의 반사체는 글라스 표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림자 손실(shadowing loss)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태양광 역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 시스템의 최상부에 위치한다.

또한, 재 반사된 빛의 집중으로 인한 모듈의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사체의 표면을 요철구조로 구성한다.

상기 구조는 재 반사된 빛이 글라스 표면의 전 영역

을 투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태양광 역추적식 반사체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글라스

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역추적식 반사체가 재 반사하여

재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빛 손실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2. 모듈의 글라스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재 사용

시 태양광 패널의 전 영역에 고루 분산시키는 기능과

과열 방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사체 표면의 요철

구조를 제안하였다.

표면의 반사로 인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빛 손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법인

TRIZ의 6SC를 적용하여 해결함을 보였다.

Fig. 3. Element reciprocal action.

Fig. 4. Advanced design of element reciprocal action.

Fig. 5. Reversal tracking system with reflector.



역추적식 반사체를 가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TRIZ(6SC) 응용 설계 31

Journal of KSDT Vol. 11, No. 3, 2012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연

구 프로젝트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권재흥, 이수흥, “태양전지의 반사 방지막”, 한국태양

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66-73, 2003.

2. 김병국, 이용구, 저호, 오병진, 박재훈, 이진석, 장보윤,

안영수, 임동건, “저가 다결정 EFG 리본 웨이퍼의 표면

반사도 특성 최적화”, J. KIEEME, Vol. 24, No.2,

pp. 121-125, 2011.

3. 임사환, 허용정, “6SC와 Q-TRIZ를 응용한 RPS-

TRIZ”,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 논문집

2부, pp. 635-637, 2011.

4. 홍성도, 임사환, 허용정, “TRIZ(6SC)를 활용한 솔라

플라워의 창의적 설계”,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지, 제10권, 제2호, pp. 19-23, 2011.

5. 김효준, 생각의 창의성 TRIZ, 지혜, pp. 57, pp233, 2004.

접수일: 2012년 8월 23일, 심사일: 2012년 9월 4일,

2차심사일: 2012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