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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자동추적 3D KIT 만들기-v1 PDF 다운로드~ 

♣.사용자 기본 지식 

1. 소스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소스는 설치되어 제공되며, 별도의 프로그램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소스를 수정하여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IDE 를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2. 드라이버: 아두이노 우노 드라이버 및 센서의 라이브러리는 다운로드 링크 설명 되어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아두이노 IDE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아두이노 IDE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IDE 설치 및 사용방법 링크 

-. 아두이노 IDE 다운로드. Download the Arduino Software (IDE) 

Install the Arduino Software (IDE) on Windows PCs 

 

-. USB 연결이 안되면 추가로 아두이노IDE(상단) 설치 하거나 아래 다운로드후 사용 하세요. 

아두이노 우노 R3 호환보드용 CH340 USB드라이버. 위의 IDE에서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R3 호환보드용 CH340 USB드라이버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설명 :CH340 / 시리얼 WINDOWS 드라이버 설치 패키지에 CH341의 USB는 32/64 비트를 지원하는 윈도우 10 / 8.1 / 8/7 / VISTA / XP, 

서버 2016/2012/2008 / 2003,2000 / ME / 98 

  

http://eduiot.kr/wp-content/uploads/2017/10/태양광-추적기-만들기-V1.0.pdf
https://www.arduino.cc/download_handler.php?f=/arduino-1.8.4-windows.exe
https://www.arduino.cc/en/Guide/Windows
http://www.wch.cn/downfil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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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의 정상 연결시 COM4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 COM4 port는 개인 컴퓨터 마다 

포트번호가(COM...COM6)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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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충전기 만들기 V1.0 – 자동 2축 추적 – 에듀아이오티 – www.eduiot.kr 

 

 

♣.아두이노 태양광 추적기, 태양광 충전기 만들기 키트 이미지 입니다 

 

 

♣.아두이노 와 3D 키트 구성품 이미지 입니다. 

 

http://www.eduiot.k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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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준비물 : 장갑, 납땜공구, 니퍼, 열풍기(가스라이터), 십자드라이버(중형,소형), 아두이노 전원공급 모듈 

-.  USB전원 사용가능합니다, PC USB포트, USB 충전기, 휴대용 배터리. 

※. 청소년은 납땜(화기사용)할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납땜은 위험합니다. 

※. 주의 사항 : 조립시에 장갑 착용 납땜, 수축튜브 작업시 화상에 주의, 기어 볼트 조립시에 손주의 하세요. 

-. 작업시간: 60~90분 

   태양광 충전기 만들기 키트 에 사용된 소스코드 다운로드 링크 Url 

1.아두이노 와 브레드보드를 k.1 메인 판넬 에 장착 합니다. 

 

 

http://eduiot.kr/download/%ec%a0%9c%ed%92%88-%ec%86%8c%ec%8a%a4%ec%bd%94%eb%93%9c-%eb%8b%a4%ec%9a%b4%eb%a1%9c%eb%93%9c-%ec%95%84%eb%91%90%ec%9d%b4%eb%85%b8-%ed%83%9c%ec%96%91%ea%b4%91-%ec%9e%90%eb%8f%99%ec%b6%94%ec%a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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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축(k.2 가로축 기어) 서보모터 조립. 

♣. 가로축 서보 조립 완성된 사진- 미리 보기 입니다. 

 

 

2-1.  가로축 서보모터 조립입니다. 

-.SG90서보모터 와 k.2 가로축 기어 를 준비해 주세요 

 

 

2-1-a.  Sg90 서보모터와 연결 프라스틱을 끼우고 서보모터 봉지-작은 너트로 고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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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  Sg90 서보모터의 연결 축을 k.2 가로축 기어 에 고정 합니다 

 

2-1-c. k.2 가로축 기어 를 k.1 메인 판넬 에 끼워 고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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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좌/우)회전축 서보 모터 연결 및 동작 테스트. 

3-1.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B.B)를 아래 도면을 보고 와이어 연결 합니다.(저항은극성이없습니다) 

★.와이어를 모두 연결후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면 가로축이 회전하고 소리가 출력되면 정상입니다. 

- 피에조 부저 8번핀에 연결 

 

-. 연결을 위한 참고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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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클립에 끼워서 적당히 정리 하세요. 

 
 

동영상 url :  태양광 추적기 가로(좌/우)회전축 서보 모터 동작 테스트 동영상 보기  

 

 

4 세로 서보 모터 조립. 

♣. 세로축 서보 조립 완성된 사진-미리 보기 이미지 입니다. 

 

 

4-1.  세로축 서보모터 조립입니다. 

-. SG90서보모터 와 k.4 세로축 작은 기어를 준비해 주세요 

https://youtu.be/I_plnC42D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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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a. 작은 세로축 기어에 프라스틱을 위치후 너트로 고정 합니다 

 

4-1-b. 완성된 모습 

 

4-2. k.3 세로축 메인 에 Sg90 서보모터를 너트로 고정 합니다 

4-2-a.  Sg90 서보모터를 k.3 세로축 메인 에  끼워 주세요 



페이지 10 / 22 

 

 
4-2-b. 서보모터를 볼트로 양쪽을 고정 합니다(※볼트는 서보모터 봉지안에 있는거 사용하지 마세요) 

-별도 제공된 볼트 사용 

 
4-2-c. 양쪽을 고정한 이미지 

 

 

4-3 세로 기어 고정 

4-3-a. Sg90 서보모터에 k.4 세로축 작은 기어를 고정 합니다 

※볼트는 서보모터 봉지안에 있는거 사용 하지 마세요-별도 제공된 볼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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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a. Sg90 서보모터 축에 볼트로 고정 합니다 

 

4-3-b. 세로축 완성된 이미지. 

 

4-4-a. 세로축 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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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b. 세로축을 과 k.1 메인 판넬에 삽입(결합). 

 

-.선을 클립에 끼워서 적당히 정리 하세요. 

4-5. 세로(상/하)회전축 서보 모터 연결 및 동작 테스트. 

4-5-1.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B.B)를 아래 도면을 보고 와이어 연결 합니다. 

★.와이어를 모두 연결후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면 가로축+세로축 회전하면서 소리가 출력되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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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위한 참고 이미지 입니다. 

 

 

동영상 url :  태양광 추적기 세로(상/하)회전축 서보 모터 동작 테스트 동영상 보기 

 

 

5 k.5 솔라판넬에 LDR 센서 조립. 

♣. LDR 센서 완성된 사진 - 미리 보기 이미지. 

 

5-1. LDR 센서 조립입니다. 

-. LDR센서 4개, 수축튜브, k.5 솔라판넬 연결 지지대 를 준비해 주세요 

 

5-1-a.  LDR 센서 4개를 k.5 솔라판넬 연결 지지대 전면에서 삽입하세요 

https://youtu.be/dpXmcR_7X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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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b.  후면에서 LDR 센서 안쪽 구멍에 있는 4개를 한꺼번에 꼬아 주세요. 

※. 꼬아진 4개는 나중에 B.B의 (+)에 연결 합니다 

 

5-2-a.  수수(또는 암수) 와이어 준비 (수) 와이어핀을 남기고 한쪽을 컷팅합니다. 

※.B.B 와 연결할 때 연장 와이어 핀 방향을 확인후 컷팅 하세요. 

 

5-2-a. 와이어스트리퍼롤 피복을 벗겨주세요 – 5 핀. 

※. 4핀은 상좌/상우-하좌/하우 방향 - 나머지 1핀은 (+극연결) 꼬아진 중앙 연결선 = 전체 5핀 

 

5-2-b. LDR 센서에 5 핀 을 남땜 합니다 

-. 4핀은 상좌/상우-하좌/하우 방향 - 나머지 1핀은 (+극연결) 꼬아진 중앙 연결선 = 전체 5핀 

★. 각핀의 와이어 위치 꼭 기억 또는 라벨 부착 권장.(이거 안하면 다음 핀 연결에서 고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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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땜전에 수축튜브 먼저 끼우고 납땜 하세요 

 

5-2-c. 5개 남땜후 수축튜브에 열풍기 사용 (없는 경우 라이터 활용가능, 권장안함)-장갑사용. 

※.화재, 불에 손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부모님또는 어른의 도움을 받으세요. 

 

5-2-d. 5 핀 와이어에 가장큰 수축 튜브를 끼워서 열풍기로 수축 합니다. 

※. 5개의 작은 와이어 연결 납땜, 수축튜브 끼우는 작업후 -> 5개 전체를 끼우는 큰 수축튜브는 끼워만 두시고, 

센서 테스트 마무리후 수축 하시는게 좋습니다(권장) –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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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a. LDR 센서 를 브레드 보드에 연결 하기. 

※. 선이 바뀌면 센서 값의 계산 오류로 인해서 방향 회전이 잘 안됩니다. 

 

5-4-a. 양면테이프 스티커 제거후 솔라 판넬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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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b. LDR 센서 빛분리 가이드 삽입 합니다. 

 

5-4-c. k.3 세로축 메인 에 k.5 솔라판넬 연결 지지대(판넬) 연결 고정. 

※ k.7 연결 볼트 좌우로(구부리지말것) (좌/우)힘을 가하지 마세요, PLA소재 이기 때문에 부러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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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LDR 센서 와 아두이노 연동 조립. 

♣. LDR 센서 연동 연결 완성된 사진 - 미리 보기. 

 

 

5-6. LDR 센서 연결 및 동작 테스트. 

-. 아래 도면을 보고 와이어 연결 합니다. 

★. 와이어를 모두 연결후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면 좌우/상하축 회전, 소리가 출력, 회전축이 빛의 방향을 

따라서 회전하는지 테스트 하세요. 

빛의 방향대로 판넬이 향하지 않는 경우 센서의 핀의 위치를 확인후 아두이노 전원을 Rebooting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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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연결을 위한 참고 이미지 입니다. 

5-6-1. 저항 연결.  

-.저항의 한쪽은 B.B의 (-)극에 연결 

 

TR=> A0, TL=>A1 

BR=> A2, BL=>A2 



페이지 20 / 22 

 

 

5-6-2. 저항과 아두이노 연결-  

-. 저항과 -> 아두이노 아날로그 단자 에 순서대로 연결 합니다. A0, A1, A2, A3 

 
5-6-3. LDR 센서 (-) 를  B.B 의 (-)에 연결  

-. LDR 센서 (4개의 핀 꼬인부분) 을 B.B 의 (+)에 연결 합니다 

 

 
 

 

 

5-6-4. LDR 센서 신호를  B.B 의 에 순서 대로 연결  (전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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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R pin 연결 => 아날로그 핀(analogpin); 

A0 = 0; //LDR 좌측-상   (0.TL) 

A1 = 1; //LDR 우측-상   (1.TR) 

A2 = 2; //LDR 좌측-하   (2.BL) 

A3 = 3; //LDR 우측-상   (3.BR) 

-.후면의 방향에서 

 

A3.BR>A2.BL>A1.TR>A0.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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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습니다 

 
Created by: www.eduiot.kr – 제작: 에듀 아이오티 

 

제품에 사용된 소스 코드 - 다운로드 

http://www.eduiot.kr/
http://www.eduiot.kr/
file://192.168.219.113/ss0_D/$EduIot/프로젝트/download/%25ec%25a0%259c%25ed%2592%2588-%25ec%2586%258c%25ec%258a%25a4%25ec%25bd%2594%25eb%2593%259c-%25eb%258b%25a4%25ec%259a%25b4%25eb%25a1%259c%25eb%2593%259c-%25ec%2595%2584%25eb%2591%2590%25ec%259d%25b4%25eb%2585%25b8-%25ed%2583%259c%25ec%2596%2591%25ea%25b4%2591-%25ec%259e%2590%25eb%258f%2599%25ec%25b6%2594%25ec%25a0%2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