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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analyzed relation between weather 
distribution and output of PV module. Equivalent circuit of PV 
module was derived. Output of PV array was calculated considering 
temperature and insolation as input. Output of PV array installed on 
the roof top was also measured. Then, comparison between results 
was carried out to verify that relation between input and output is 
appropriate. Distribution of insolation and temperature was derived 
from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istribution of PV 
output was deduced, by considering weather distribu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used in economic analysis and reliability 
calculation.

1. 서    론

  기후변화와 에 지 고갈로 인하여 신재생 에 지에 한 심이 증가 
하 다. 그로인해 신재생에 지의 원천 에 지인 태양 에 지와 바람 에
지 등에 한 심도 증가 하 다. 이로 인해 기상 측 데이터의 
리의 요성이 많이 증가 하 다. 미국 나사(NASA)는 성에서 태양  
에 지의 사용을 해 지구 역의 태양  에 지의 분포 데이터를 
리하여 오고 있다. 국내의 기상 데이터역시 최근 그 리에 하여 많은 
심이 집 되고 있으나 아직 추 된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 결과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 데이터가 잘 리 되면 기후 데이터에서 어
떠한 PV 모듈을 설치하면 모듈의 제작사에서 제공되는 스펙에 의해 발
량을 계산하여 태양  발 의 경제성 분석  신뢰성 분석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서울 지역의 기후 분포를 도출하고 
PV module의 출력을 회로와 수식으로 모델화 하여 계산하 다. 한 
수식화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실제 설치된 PV system에서 
데이터를 계측하여 계산 값과 계측 값을 비교하 다.

2. 본    론

  2.1 PV model
  PV module은 아래와 같은 등가 회로가 주로 사용되나 병렬 항은 
그 값이 수백 옴에서 수천 옴에 이르는 큰 값으로 계산의 편의를 해 
무시하 다. 아래의 회로에서 출력 류의 값은 출력 압의 값에 의해
서 변동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계는 수식 1에 정리 하 다.

 

<그림 1> Circuit of PV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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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을 이용하여 KYOCERA사의 KC130GT 모듈을 모델링 하 으며 
수식을 완성하기 해 필요한 변수들  제조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라미터들은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parameter offered by the manufacture

parameters value

Maximum Power (Pmax) 130W

Maximum Power Voltage (Vmpp) 17.6V

Maximum Power Current (Impp) 7.39A

Open Circuit Voltage (Voc) 21.9V

Short Circuit Current (Isc) 8.02A

Max System Voltage 600V

Temperature Coefficient of Voc -8.21x10-2 V/℃

Temperature Coefficient of Isc 3.18x10
-3
 A/℃

회로의 개방 상태를 계산하면 표 상태(STC)에서의 역포화 류를 계
산 할 수 있으며 최  출력 의 값을 용하면 직렬 항의 값을 계산 
할 수 있다. 이 게 하여 표 상태의 pv module의 V-I 방정식을 유도하
고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온도의 계수에 의해 개방 압과 단락 류 값을 
수정하여 V-I 곡선을 도출하면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식된다.

<그림 2> V-I curve(L:various isolation, R:various temp.)

와 같이 V-I 곡선이 도출되면 인버터에 의해 최  출력을 발생하는 
압에도 동작하도록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를 수행
하기 때문에 PV의 출력을 MPPT가 완 하게 수행되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일사량과 온도에 의해 출력이 결정되는 
계로 정리 할 수 있다. 3차원 그래 에서 x축은 일사량을, y축은 온도를 
나타내며 z축은 출력량을 나타낸다. 이 게 구해진 PV module의 출력
계를 검증하기 해 실제 설치된 모듈의 출력을 계측하여 비교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KYOCERA사의 KC130GT 모듈은 130W 정격의 
모듈로 80개를 직병렬로 연결하여 10kW의 출력으로 설계되어 설치되어 
있는 PV System에서 측정하 다. 2009년 5월에 10시 40분부터 13시 가
지 1분의 샘 링 주기를 가지고 140포인트를 계측하 으며, 색 커 는 
계산한 값이고 청색 커 는 실제 계측 값이다. 모듈은 4층 건물의 옥상
에 설치되어 있고 계측정은 지하의 인버터 입력 단에서 계측하 으며 
일사량을 모듈의 에서 계측하 고 온도는 열화상 측정 장치로 측정하
다. 날씨는 매우 맑았으며 일사량은 계측 시간동안 850~950W/㎡의 분

포를 보 으며 모듈의 표면온도는 45~50℃의 분포를 보 다. 
계산한 값과 계측된 값은 최  450W의 오차를 보 으며 이는 일사량계
의 오차 범 (±5%)와 모듈에서 인버터 인입단 가지의 손실, 모듈의 온
도의 불규칙 분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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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V output

<그림 4> comparison between calculated output and actual value.

 2.2 기후 분포

서울지역의 10년간 7,8월 11시~15시의 온도 분포를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맑은 날과 비가 내린 날을 분리하여 나타내었으며 그림 6에는 같은 
시간 의 일사량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5> Distribution of ambient temperature 

<그림 6> Distribution of insolation

이러한 기후 분포를 앞에서 도출한 PV module 출력 계식에서 입하
면 그림 7, 8과 같은 출력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림 7은 맑은 날의 
출력을 나타내며 그림 8은 비가 내린 날의 출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포 식에 얻어진 출력의 분포는 기후는 정해진 분포에서 나타
나기 때문에 출력 분포에서 기  출력량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 Distribution of PV output at clear day

<그림 8> Distribution of PV output at rainy day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후의 분포를 도출하고 PV module의 출력을 일사량
과 온도의 함수로 도출하여 얻어진 기후 분포에 따른 특정 제품의 출력
량의 분포를 도출하 다. 한 출력 계의 타당성 검토를 해 실제 설
치된 모듈의 계산 값과 실제 출력량을 비교하 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
 발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좀더 많은 기후 데이터의 분석을 고려하면 더
욱 많은 분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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