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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sign for contamination preventation system of solar battery. The system of

contamination preventation has an wind amplifier. Wind amplifier is conceptually designed by using TRIZ. The surface

of solar battery is covered with dust during accumulate the energy. The dust cause reduce power of photovoltaic module

and efficiency drop of photovoltaic system. Reflect and absorb of incident ray are caused by the dust on surface of solar

battery.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has been derived using 6SC(6 steps creativity)TRIZ. The wind amplifier which has

structure such as funnel shape. The incident wind in the wide hole is amplified by the gate become narrow. The system

of contamination preventation with wind amplifier which mounted on the side of the solar battery surface reduces the

reflect and absorb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photovolta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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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소

자이며 높은 변환 효율과 저가의 제작 공정히 중요하

다.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빛을 흡수 및 투과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원활한 흡

수 및 투과를 저해하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태양전

지모듈의 표면 오염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태양전지모듈의 표면을 살펴

보면 투과율을 떨어뜨리는 유리 표면의 미세 먼지와

여러 가지 오염 요인에 의하여 표면이 얼룩져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모듈출력 저하와 국부적 출력

불균일도를 야기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 저하를 일으

키는 원인이 된다. 모듈 표면의 오염으로 인한 입사광

량의 감소는 출력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태양전지모듈마다의 출력 특성의 변화가 달라지면 전

체 태양광발전은 전력량이 낮아진다. 모듈에 입사되는

태양빛의 투과율은 환경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시

스템 유지 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1].

태양전지모듈은 대게 실외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

에 먼지, 습기, 우박 등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고 실내

보다 큰 온도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영향들이 지속

되면 결국 전극의 부식 등과 같은 노화현상이 야기되

고, 태양전지모듈의 전기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듈자체의 수명도 감소시킨다[2]. 

본 논문에서는 TRIZ 기법인 6SC를 활용함으로써,
†E-mail : wangcho@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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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의 쌓임으로 인해 유발되는 태양 전지의 전기적

손실과 모듈의 수명 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 증폭

장치를 가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이 론

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으로서 러시아어로는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이며 영어

로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란 의미이다.

TRIZ는 구 소련 해군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던 겐

리히 알츠슐러가 194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체계적

인 발명 이론이다. TRIZ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개념

과 방법, 도구들을 제시하며 Fig. 1에 명시된 모든 방

법과 도구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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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연구 결과

3.1. 그림으로 표현

본 과정은 그림으로 문제의 상황을 정의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이다[5].

태양광 발전구조는 입사된 태양광을 반도체로 구성

된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효율은 글라스를 거쳐 실리콘 솔라셀까

지 투과되는 태양광의 양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하지만 여러 외부 환경요소들에 의하여 태양광의 원활

한 입사가 불가해지고 이로 인한 빛 손실이 발생하고 있

다. 특히, 태양광 발전모듈의 글라스 표면에 붙어 유해한

작용을 하는 먼지 등은 입사되는 태양광을 흡수 및 반사

함으로써 발전효율의 저하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2는 태양전지모듈로 입사하는 빛이 먼지 등에

의해 흡수 및 반사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지 등

으로 인한 흡수 및 반사는 실리콘 솔라셀로 전달되는

태양광의 양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불충분한 광전효

과가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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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요소와 주변 환경 요소들을

Fig. 3과 같이 나타냈다.

Fig. 1. TRIZ Hierarchy by Darrell Mann.

Fig. 2. The surface of solar cells module with dust.

Fig. 3. Analysis of photovolta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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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글라스는 시스템의 가장 외부

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익한 요소인 태양광, 유해한 요

소인 수분, 산소 및 먼지 등의 외부환경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다.

글라스, 에바 쉬트, 실리콘 솔라셀 등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입사된 태양광의 투과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배터리에 전력을 보내는 기능을 하는데, 입사되는 태양

광이 부족하면 투과되는 태양광은 감소된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배터리에 보내지는 전력량을 줄어든다.

글라스를 투과하는 태양광의 양을 줄이는 외부 환경

요소들 중 수분 및 산소, 구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거되지만 먼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기 때문에 유

해함이 증가한다.

유해한 작용인 먼지에 의한 빛 손실을 유익한 작용

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입사광 차단을 개선하거나 제

거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스템 기능분석 과정을 통해

태양전지모듈의 외부환경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고, 시스템의 유익한 작용의 증진

과 유해한 작용의 제거를 위해 태양전지모듈 글라스

표면의 먼지를 가장 유해한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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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기능 분석에서 도출된 본 연구의 유해한 요

소는 글라스 표면의 먼지로 인한 입사광 차단이다. 상

기 사항을 이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해결

에 따르는 비용의 추가 없이 유해한 요소인 먼지를 제

거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상해결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 비용을 계속적으로 발생

시키는 시스템의 추가 없이 먼지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3.4. 기술적 모순과 40가지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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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Z에서는 기술적 모

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모순 매트릭스, 40가지 발명

원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6].

태양전지모듈 표면에 쌓이는 먼지를 제거하려면 동

력을 발생시키는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기계적인 장치의 추가는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대

체적으로 복잡하며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의 추가는 필

수적이다.

본 연구의 기술적 모순은 물체에 작용하는 유해한 요

소를 개선하면 에너지가 손실되는 악화로 정의할 수 있

으며, 모순 매트릭스에 근거하여 제안된 발명원리는 추출

(no. 2), 고속처리 (no. 21), 해로운 것을 유용한 것으로 바

꾸기 (no. 22), 물질의 속성 변화시키기 (no. 35)이다.

상기 발명원리가 적용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태양전지모듈 외부 환경요소 중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바람을 추출하였다. 

또한, 고속의 바람을 제공하는 장치를 시스템에 추

가하면 글라스 표면 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데 효

율적이다.

태양광 모듈의 양쪽 끝단은 패널부의 지지 기

능만을 수행한다. 발명원리 중 물질의 속성을 변화

시키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양쪽 끝단 표면은 상기 제시된 기능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고속의 바람을 제공하는 장치를 위

치시킬 수 있다.

3.5. 물리적 모순과 분리에 의한 원리

물리적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은 어떤 하나의

기술적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

이다[6]. 

기술적 모순으로부터 도출된 해결책은 고속의 바람

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인해 유해한 요소인 먼지를 제

거하는 이점을 갖지만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게 되므

로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의 문제점을 가진다.

상기 문제를 물리적 모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바람 증폭 장치 운용에 있어

서 동력은 있어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글라스 표면에

쌓이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강한 바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을 만족

하기 위해서는 동력은 없어야 한다.

3.5.1. 공간에 의한 분리

물리적 모순에 대한 해결방법은 시간에 의한 분리,

공간에 의한 분리, 조건에 의한 분리 그리고 전체와 부

분에 의한 분리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에 의한 분리를 이용하여 모순을

해결하였다. 공간에 의한 분리란 시스템 내부의 공간을

분리하여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6].

고속의 바람을 태양전지모듈의 표면에 제공하여 쌓

인 먼지를 제거하려면 특정한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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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게이트를 반으로 나누어 Fig. 4와 같은 형상으로

구성하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서 초기 입풍의 풍속

보다 좁은 게이트에서 나오는 풍속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태양전지모듈은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기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다. 외부환경에 속하는 상기 바람은 게이트에 많

은 풍량을 제공할 것이고 물리적 모순의 핵심 요소인

추가 동력은 필요하지 않다.

3.6. 해결책 평가

6SC의 각 단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도출한 여러 가

지 해결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단

계이다[6].

글라스 표면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요소로서 추가

된 바람 증폭 장치는 구동을 위한 별도의 액추에이터

(actuator)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기에서 부는 바람을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바람 증폭 장치의 입구로 들어온 바람은 입구

보다 더 좁은 출구를 통해 초기 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가지고 글라스 표면에 쌓인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베르누이의 연속방정식을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베르누이의 연속방정식은 정상류 상태인 기체 흐

름에 대하여 질량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식

이다. 즉, ‘관 속에 흐르는 기체의 질량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일정하다.’는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람 증폭 장치의 개략도는 Fig. 5와

같다.

Fig. 5는 태양광 모듈의 양쪽 끝단에 위치한 바람 증

폭 장치의 입구와 출구의 길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바

람의 출구는 입구보다 더 작은 치수로 설정하였다.

Fig. 5에 적용할 베르누이의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ρ : 물의 밀도

A : 단면적

v : 유속

Q : 유량

w : 증폭장치 폭

h : 증폭장치 넓이

기상에 대한 변수는 기상청의 30년 평년값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풍속 2.2 m/s로 설정하였다.

Fig. 5에 표시된 변수들의 길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변수를 적용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8 m2 × 2.2 m/s = 4 m2 × v2

∴ v2 = 4.4 m/s

결과적으로 초기 입사풍속에 비해 증폭 장치를 거쳐

서 나오는 풍속은 2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바람 증폭 장치를 가진 태양전지 오

염방지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글라스

의 옆면에 바람 증폭 장치를 설치하여 입사 광을 막는

먼지를 소제시킴으로써 태양광 발전 효율의 증가를 기

ρA1v1 ρA2v2 Q= = A w h×=

Fig. 4. The photovoltaic system with wind amplifier.

Fig. 5. The size of a wind amplifier.

Table 1. The length of each variable.

변수 길이

h1 40

h2 20

w 200

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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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다.

2. 바람 증폭 장치의 에너지원으로서 대기의 바람 자

원을 사용하여 별도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에 따

르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먼지 제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태양전지 글라스 표면의 먼지가 입사광을 반사하거

나 흡수함으로 인해 유발되는 발전 효율 저하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법인 TRIZ

의 6SC 를 적용하여 해결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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