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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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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태양광/태양열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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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photovoltaic (PV) cells respond only to wavelengths above the bandgap energy, only 

part of the solar spectrum incident on the surface of a PV is utilized. In this study, the spectrum 

splitting technique is used to exploit the entire solar spectrum. A wavelength-selective filter 

(WSF) is coated on the surface of PV cells, so the PV cell can absorb only the useful solar 

spectrum transmitted by the WSF. On the other hand, the solar spectrum reflected by the WSF is 

concentrated on thermal receivers for steam power generation in the concentrated solar power 

(CSP) system. We analyze the power performance of the PV/CSP hybrid using the WSF in 

various regions of South Korea.

Keywords: 태양광 발전(Solar photovoltaic power), 태양열 발전(Concentrated solar power), 
스펙트럼 분리(Spectrum splitting), 파장 선택적 필터(Wavelength-selective filter), 하이브
리드(Hybrid)

기호설명

CSP : 태양열 발전

DNI: 법선면 직달일사량 (W/m2)

GHI: 수평면 전천일사량 (W/m2)

PV : 태양광 발전

WSF : 파장 선택적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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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전지(PV)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지 재료의 파장 응답성에 의해 제한된다. 결과적으

로 태양광 발전은 태양 스펙트럼의 특정 파장 범위만 흡수하여 전기를 생성한다. 한편, 이용하지 못한 태양 스펙

트럼은 태양전지에서 폐열로 소멸되고, 폐열로 인한 온도 상승은 PV 효율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유용한 태양 스

펙트럼만 태양전지에 도달하도록 스펙트럼 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Fig. 1은 파장 선택적 필터(WSF)를 사용

하여 태양 스펙트럼을 분리하는 개념과 이를 활용한 태양광/태양열 하이브리드 발전소를 설명하고 있다. 파장 선

택적 필터는 태양전지에 흡수 가능한 스펙트럼은 투과하고, 흡수되지 않는 스펙트럼은 태양열 집열기로 보낼 수 

있도록 반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태양전지의 과열을 방지하고, 태양 스펙트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가 스펙트럼 분리를 이용한 PV/CSP 하이브리드 개념은 제안하였지만1-3), WSF의 실제 광학 물

성을 고려하면서 태양열 발전의 열역학적 사이클 해석을 통한 연간 성능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광학 물성을 고려하기 위한 몬테카를로 광학 모델과 미국 solar electric generating station (SEGS) VI 발

전소4)의 증기 동력 사이클 해석 모델을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주요지역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여 제시된 하이브리드 기술의 발전량과 효율을 계산하였고, 동일한 규모의 태양

광 발전 플랜트와 비교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Fig. 1 Spectral splitting concept using the WSF and its application for the PV/CSP hybrid

2. 연구 방법 

Fig. 1의 하이브리드 발전과 기존 태양열 발전의 차이는 반사판에 있다. 태양열 발전에서 은 코팅을 이용한 구

유형 반사판은 하이브리드 발전에서는 WSF로 코팅된 태양전지로 바뀐다. 태양전지는 WSF를 투과한 태양 복

사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고, WSF에서 반사한 스펙트럼은 집광 후 열로 흡수되고 보조 보일러의 도움

으로 증기 동력 사이클에 사용된다. 증기 동력 사이클은 미국 solar electric generating station (SEGS) VI을 바

탕으로 설계하였다4,5). WSF는 700-1100 nm 투과 밴드를 갖도록 설계한 폴리머 필름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였

다6,7). Fig. 2는 제작한 WSF의 광학 물성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와 달리 필름 자체의 흡수도 약 10% 정도 있고, 

투과밴드도 입사각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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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의 태양광과 태양열 성능을 각각 평가하기 위해서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WSF

의 광학 물성에 따라 투과와 반사에 의해 분리되는 과정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태양열 발전의 광학적 모델링으

로 몬테카를로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몬테카를로 광선추적법은 복잡한 광학이나 복사 열전달 현상을 난

수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8). 몬테카를로 광선추적법에서는 다수의 광선을 생성하여 반사나 

투과와 같은 물리적 현상을 고려하면서 각각을 추적하고, 전체 광선의 추적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 결과를 도

출한다. 기존의 몬테카를로 방법과 달리, 본 연구에서 스펙트럼 분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태양 복사 스펙트럼 

분포를 만족하도록 다수의 광선을 샘플링해야 하고 각각의 광선은 파장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Fig. 2의 광학 물

성에 따라 확률적으로 투과와 반사로 분리된다.  개발한 광학 모델을 이용하여  WSF에 의한 투과와 반사로 분리

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중치 함수(WPV 및 WTH)로 표현하였다9).

광학 해석 결과인 가중치 함수를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 각각의 효율을 예측하는 해석식에 적용하였고, 

효율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ηref, β, Tcell, TSTC 는  각각 표준조건 효율(19%), 온도계수(-0.4%/℃), 

셀 온도, 표준조건 셀 온도 (25℃)이다. 또한, FR , ηcycle, αr, τg, Ar, UL,Tmi, Ta 는  각각 열제거율, 열역학 사이클 

효율, 집열기 반사율, 집열기 유리 투과율, 집열기 표면적, 집열기 총괄 열전달 계수, 집열기 매체 입구 온도, 대

기 온도이다.

η
 η

β 



τ

(1)

η




ηατ 
(2)

Fig. 2 Spectral optical properties of the studied WSF6): (a) transmissivity and (b) reflectivity

국내 주요지역에 제안된 하이브리드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가정하고, 위 방법을 바탕으로 표준기상년도 

(TMY, typical meteorological year)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간 성능을 계산하였다10). Fig. 3은 서울, 대전, 대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0, No. 6, 202064

광주, 제주 지역의 월간 일사량 데이터를 나타낸다. 수평면 전천일사량(GHI, global horizontal irradiance)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 법선면 직달일사량(DNI, direct normal irradiance)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기후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천일사량이 직달일사량보다 많고, 태양광 발전

이 태양열 발전보다 유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Fig. 3 Solar irradiance in major Korean cities: (a)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and (b) direct normal irradiance

3. 결과 및 토의

개발한 평가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에 WSF를 코팅하고 라미네이션을 진행하여 샘플

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태양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대기온도 5~8℃의 야외조건에서 발전량을 측정하였

다. Fig. 4는 일사량 변화에 따른 측정한 태양전지 발전량과 개발한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발전량의 비교

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3% 정도 오차 범위에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고, 이는 광학 모델과 태양광 성

능 모델이 적합함을 증명하고 있다. 태양열 성능 모델은 실질적인 발전 플랜트 구현이 어려우므로, WSF가 없는 

조건에서 태양열 발전소 운전 데이터5)와 비교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였다.

Fig. 4 PV power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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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제안된 하이브리드 발전소에서 두 개의 하부 시스템 - PV와 CSP의 월별 발전량을 각각 보여준다. 월

별 발전량의 변화는 Fig. 3에서 제시된 월별 일사량의 변화와 유사하다. 봄과 가을에 직달일사량이 높아 태양열 

발전량이 많고, 태양광 발전량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여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높은 대기 온도로 인해 일사량

과 비교하면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효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낮다.

Fig. 5 Monthly power generation of the proposed hybrid plant: (a) concentrated solar power and (b) solar photovoltaic 

power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간 발전량과 효율은 Fig. 6에 제시하였다. 평균적으로 일사량이 낮으므로 서울에 있

는 시스템의 발전량이 가장 낮다. 태양광과 태양열 두 시스템의 합산 연간 발전량은 대전에서 가장 높았고, 광

주, 제주가 그 뒤를 이었다. 효율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태양열 발전의 연간 효율은 제주(6.94 %)에서 가장 높았

고, 대전(6.83 %), 광주(6.73 %), 대구(5.87 %), 서울(5.53 %) 순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의 연간 효율은 모

든 지역에서 거의 동일하며, 가장 높은 곳은 제주(7.68 %), 가장 낮은 곳은 서울(7.27 %)이다. 

Fig. 6 Annua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hybrid plant: (a) power generation and (b) efficiency

Fig. 7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량을 모두 고려한 효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규모의 단독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도 같이 도시하였다. 단독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 발전의 효율은 도시별로 다소 차이가 있고, 모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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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독 태양광 발전보다 낮은 효율을 보인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기술이 국내에서는 기존 태양광 발전 대비 

효율 측면에서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직달일사량이 풍부하지 않아 태양열 발전

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Fig. 2에서 광학 물성이 보여주듯이, 본 연구의 WSF는 700-1100 nm 투과 밴

드를 갖도록 제작되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태양열 발전을 통한 열저장을 염두에 두고, 700 

nm 태양 스펙트럼도 반사하여 태양열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낮은 태양열 발전

량으로 인해 과도하게 반사되도록 설계되었다. Fig. 7에는 미국 피닉스의 성능 비교도 같이 제시되었다. 피닉스

처럼 직달일사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시된 하이브리드가 단독 태양광 발전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또

한, Fig. 2의 광학 물성은 WSF가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된 WSF의 내부 흡수율은 10% 정도의 일

사량 손실을 초래하였고, 입사각에 따른 투과 밴드의 이동도 태양광과 태양열 사이의 스펙트럼 분리를 설계대

로 이루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annual efficiency with existing PV system

4. 결 론

파장 선택적 필터를 이용하여 태양 스펙트럼을 분리하고, 분리된 스펙트럼을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에서 

각각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국내 주요 도시 기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간 최대 발전량은 대전에서 가능하며, 이는 서울지역보다 태양광과 태양

열 각각 27%, 53% 높은 발전량이다. 

(2) 국내에서, 해외에서 높은 직달일사량을 갖는 지역과 달리, 제안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간 성능은 단독 

태양광 발전보다 낮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장 선택적 필터의 투과 밴드를 변경하거나 내

부 흡수율을 줄이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국내에서는 제안된 하이브리드 기술은 발전 효율을 증대시키는 관점보다는 태양열 발전의 장점인 열저장

과 연계한 안정적인 태양 에너지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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