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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의 구조디자인과 설치각도에 따른 출력예측

Prediction of Output Power for PV Module with Tilted Angle and Structural Design

고 재 우*․윤 나 리**․민 용 기*․정 태 희***․원 창 섭§․안 형 근†  

(Jae-Woo Ko․Na-Ri Yun․Yong-Ki Min․Tae-Hee Jung․Chang-Sub Won․Hyung-Keun Ahn)

Abstract  -  A new model about output power prediction of PV module with various tilted angles and cell to cell 

distances has been proposed in this paper. Light intensity arrived on a solar cell could be changed by characteristics of 

PV module materials. Refractive indices, thickness a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glass, EVA, solar cell and Backsheet are 

used to predict output. Also, the incident angle of light is changed 0 to 90[] and cell to cell distances are 5, 10 15[mm]. 

Two types of light incident on a solar cell are considered which are direct to a solar cell and reflected from Backsheet. 

The intensity of the incident light directly into the solar cell is reduced through glass and EVA about 17.5[] in 

theoretical way. It has an error of 2.26[]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 The results for compare theoretical with 

experimental data is validated within the error of 6.3[]. This paper would be a research material to predict output 

power when the PV module is installed outdoor or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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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  생성 류[]

  : 단  하량[]

 :태양 지 면  []

 : 속(photon flux)[]

  : 태양 지의 반사율[]

 : 태양 지의 양자효율[%]

  : 빛의 입사각, 굴 각[]

     : 공기, 유리, EVA, Back Sheet 의 굴 률

  : 반사강도

 : 투과강도

1. 서  론 

태양  모듈의 출력은 모듈화 공정을 마친 후 시뮬 이터

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측정된 출력 값은 제품 사양이 되어 

시 에 매되며 이를 기 으로 태양  발 소의 설계가 이

루어진다. 하지만 필드에 설치된 모듈의 출력값은 제품사양

과 다른 값을 갖는 경우가 많다. 출력 값이 제품 사양과 다

른 이유는 인버터의 효율문제, LID(Light Induced 

Degradation)[1] 등 이며, 그  태양  모듈의 설치 각도에 

따라서도 출력 값이 변한다. 태양 이 PV(Photovoltaic)모듈

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최  출력 값을 낼 수 있으며 

수평으로 기울일수록 출력 값은 떨어진다[2]. 뿐만 아니라 

태양  모듈의 디자인에 따라 출력이 변하기 때문에[3] 각도

에 한 모듈의 출력 특성은 설치 각도와 모듈의 디자인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 각도에 한 문제는 일반 태양  

발 소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Module) 형태의 발 소 설계에도 필수 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듈의 구조 디자인과 설치각도를 고

려한 태양 모듈의 출력 특성을 측하고, 태양  모듈이 실

제 필드에 설치되었을 때 출력을 측 할 수 있도록 이론  

근을 통한 출력식을 유도하 다. 한, 이론  측 값과 

실제 태양  모듈의 출력 특성을 MATLAB 로그램을 이

용하여 비교하 다.

 

2. 본  론

빛 에 지가 입사되면 기 력 효과에 의해 류 

가 생성되고 류는 입사되는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

다. 단락 류는 에 의해 발생된 캐리어의 생성과 수집에 

기인하므로 이상 인 태양 지의 경우 단락 류와 생성 

류는 동일하다. 입사되는 빛 에 지에 의한 단락 류는 

식 (1)과 같이 단  면 당 장별 발생되는 입자의 체 

에 지에 하량과 태양 지의 면 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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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치 각도  디자인에 따른 태양  모듈 특

성의 변화  생성 류에 을 두어 출력을 측하

다. 식 (1)에서와 같이 생성 류는 장에 따른 Photon 

Flux, 태양 지 반사율, 양자효율  면 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이것은 태양 지에 직 으로 빛이 조사되었을 때를 의

미하며 다른 구성 재료의 특성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식 (1)

을 설치 각도와 디자인에 따른 모듈의 생성 류로 확장

시켜야 하며 이에 추가 으로 필요한 요소는 유리와 EVA, 

Backsheet의 반사  굴 에 한식과 거리방향() 이동식

이다. 태양 지의 단면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빛이 반사

와 굴 을 반복하면서 거리방향 (축)으로 이동하는 정도를 

식(2)로 수식화 하 다. 이를 통하여 태양 지간의 배치 간

격에 따른 출력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1 태양  모듈 내에서 거리방향(축)으로 이동하는 빛

Fig. 1 Incident ray travels to direction of distance(  axis) in 

PV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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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보면 처음 1항과 2항을 제외하고 3항부터 6항까

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매질 1에서 굴 된 각은 매질 2의 

입사각이 되고 매질 2에서 굴 된 각은 매질 3에서 입사각

이 된다. 이를 통해 처음 입사각을 알면 빛이 축으로의 이

동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을 태양 지의 류 식

과 목시켜 태양 지의 출력 특성식을 유도하고 유도된 식

을 이용하여 각도에 따른 출력 특성을 분석하 다.

 태양  모듈의 구성 재료를 고려한 태양 지 한 장의 출

력과 태양 지간의 간격에 따른 Backsheet 반사 에 의해 

추가되는 출력의 합을 구한 뒤, 이를 모듈을 구성하는 모든 

태양 지의 출력으로 확장시켜서 최종 출력을 도출하 다. 

수식(4) ~(6)은 매질에 따른 반사강도와 투과강도에 한 식

이고, 수식에서 아래첨자 와 는 각각의 매질을 나타내며 

는 빛이 에서 로 움직인 것을 의미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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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정  유리와 한 장의 EVA를 통해 태양 지에 입

사되는 빛, 즉 Backsheet의 향을 받지 않는 빛은 축으로 

이동하는 거리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구조 디자인  태

양 지간의 간격은 Backsheet의 면 과 련이 있기 때문에 

Backsheet에 반사되어 추가되는 빛에 있어서만 축 거리를 

계산하여 태양 지간 간격이 출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았다. 

처음 들어오는 빛의 강도()를 1이라 하 을 때, 그 빛

이 유리와 한 장의 EVA를 투과하여 태양 지에 도달하는 

빛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다음 그림 3은 빛이 유리와 두 장의 EVA를 투과하여 

Backsheet에서 반사한 빛이 태양 지에 도달했을 때의 강도

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 지간의 간격에 의해 빛의 태양  

모듈 입사후, 반사  투과되는 횟수가 정해진다. 한 태양

지간의 간격이 넓어 반사와 투과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빛

이 매질을 통과해 이동할수록, 빛의 강도는 약해지기 때문

에 태양 지에 도달하는 빛은 무시할 만큼 작아진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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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양 지에 바로 도달하는 빛의 강도 변화

Fig. 2 light intensity variation directs to a solar cell

그림 3 Backsheet에서 반사되어 태양 지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 변화

Fig. 3 light intensity variation reflected from Backsheet to a 

solar cell  

계산한 결과, 총 세 개의 이동경로로 움직인 빛만이 태양

지에 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때 Backsheet의 굴

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향 이동거리는 무시한다.

입사각이 0일 때는 빛의 굴 이 없기 때문에 Backsheet

에서 반사된 빛이 태양 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한 입사

각이 90일 때는 그 어떤 빛도 태양 지에 도달할 수 없다. 

0와 90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도에서는 최소 0.00255에서 

최  0.04715의 빛이 추가 으로 태양 지에 도달하 다. 이

는 기 값 1 비 0.255~4.715[]의 비율이다.

 Backsheet에서의 반사에 의해 추가된 빛은 태양 지 간 

간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태양 지 간의 간격이 5[mm]인 

경우에는 입사각이 30  이상이 되면 Backsheet에 의해 추

가되는 빛이 거의 없다. 이는 태양 지간의 간격이 좁기 때

문에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빛의 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제

한되기 때문이다. 태양 지간의 간격이 10[mm]인 경우에는 

입사각이 70가 될 때까지 Backsheet에 의해 추가되는 빛

이 증가하지만 80이후에는 격히 하락함을 보인다. 마지

막으로 태양 지간 간격이 15[mm]일 경우에는 입사각이 80

가 될 때까지 추가되는 입사강도가 증가하며 입사각이 80

일 때 가장 높은 추가 입사강도인 0.04715의 값을 나타낸

다. 이를 통해 태양 지간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태양 지에 

추가되는 빛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의 그림 2와 3을 더한 값이 최종 으로 태양 지에 도

달하는 빛의 강도이다. 그림 4를 통하여 Backsheet에서 반

사되는 빛이 추가 을 때와 추가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

다. 

그림 4 태양 지에 도달하는 최종 빛의 강도 그래 와 

Backsheet의 반사에 의해 추가되는 빛을 고려하지 

않은 그래 의 비교

Fig. 4 compare with total light intensity with and without 

Backsheet effect 

3.  결과  검증

 

본 논문의 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태양  모듈을 직  

제작하여 I-V 특성을 비교 하 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듈

은 3종류이며 태양 지와 태양 지간의 간격은 각각 5[], 

10[], 15[]로 제작하 고 태양 지와 임의 간격은 

모두 20[]로 고정시켰다. 태양  모듈은 각 18장의 태양

지가 사용되었고 6X3 매트릭스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림 5 이론 검증에 사용된 태양  모듈

Fig. 5 PV module for experiments

태양  모듈에 사용된 태양 지는 6인치 다결정 태양 지

로 평균 16.3%의 효율을 가진다. 태양 지의 평균 값은 

7.747[A]이며 류의 표 편차는 0.01215를 갖는다. 이는 각 

태양 지의 출력 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가정할 수 있

다. 

태양 지는 유리와 EVA, Backsheet를 Lay-up하여 라미

네이션 하 고 임과 정션박스(Junction box)는 따로 달

지 않았다.  다음 표 1에는 사용한 모듈의 태양 지 종류와 

태양 지 개수, 그리고 압 류 특성 값을 나타내었다.

식 1과 앞서 구했던 장에 따른 태양 지, 유리, EVA의 

반사율, Photon flux, QE값과 면   하량을 이용하여 

를 구한 결과 7.159[A]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태양 지 한 장의   평균값은 8.337[A]이다. 이 값

에 빛이 유리와 한 장의 EVA를 통과하 을 때의 투과율인 

84.37[%]를 곱하면 7.034[A]가 된다. 이는 모듈의 구성 재료

를 고려한 태양 지의 류 값이라 할 수 있다. 이론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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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증에 사용된 태양 지 모듈의 특성 값

Table 1 Parameter of PV module for comparison

Name
Cell

type(")

Voc

(V)

Vmp

(V)

Isc

(A)

Imp

(A)

Pmax

(W)

A

(5mm)

multi

(6")
10.9 8.2 8.73 8.17 67.32

B

(10mm)

multi

(6")
11 8.37 8.83 8.22 68.8

C

(15mm)

multi

(6")
11 8.5 8.89 8.25 69.84

7.159[A]와 비교하 을 때 실험값과의 오차율은 약 1.75[]

이다.

에서 구한 7.159[A]의 값은 빛이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의 류 값을 의미한다. 입사각이 0도인 지 에서 태양

지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82.5[]이다. 이를 다시 기 으

로 잡고 100[%]라 정한 뒤 입사각이 10도씩 증가할 때 감소

되는 빛의 강도를 계산하 다.

입사각이 0도 일 때의 류 값 7.159[A]와 계산된 입사

강도 감소율을 이용하여 입사각도에 따른 류 값을 유도

하 다. 이론값 도출과정에서 구성 재료의 흡수계수가 사용

되는데 입사각이 변화하면서 반사율  투과율이 변하는 것

과 같이 흡수율도 달라진다. 흡수계수는 흡수율의 함수이며 

비례 계에 있다.

그림 6 빛의 입사각도에 따른 유리와 EVA의 흡수율 변화를 

고려한 이론  측과 실측값 비교

Fig. 6 compare with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considering absorption variation rate of glass and 

EVA with incident angle   

최종 으로 다음 그림 6과 같은 그래 를 얻었고 이는 평

균 6.214[]의 오차율을 가진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  모듈의 설치각도와 구조디자인 요

소  태양 지와 태양 지간의 간격에 따른 출력을 측하

고 실제 모듈을 제작하여 제시한 모델을 검증하 다. 설치

각도는 곧 태양  모듈에 입사하는 빛의 각도가 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치각도 신 빛의 입사각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논문을 진행하 다. 입사각도는 0부터 90[]까지 변

화하 고 태양 지간의 간격은 5, 10, 15로 총 세 가지

의 모듈을 분석하 다.

먼  태양  모듈 내의 태양 지에 입사되는 빛을 두 가

지 경우로 생각하여 계산하 다. 유리와 한 장의 EVA를 통

해 태양 지로 들어오는 빛은 입사각이 0[]일 때 기 값 

비 82.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입

사강도가 그에 따라 어든다. 이를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하

여 실험한 결과 이론값과 2.26[]의 오차율을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Backsheet에 반사되어 도달하는 

빛은 기 값 1 비 0.255~4.715[]가 증가되었으며 태양

지간의 간격이 넓어져 Backsheet가 많이 노출될수록 추가되

는 빛의 양은 더 증가함을 보 다. 태양 지간의 간격이 좁

은 모듈은 빛의 입사각이 커질수록 축 방향으로의 이동거

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빛이 Backsheet에 반사되어 태양 지

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태양 지간의 간격이 넓어지면 

큰 입사각에서도 빛이 Backsheet에 반사되어 태양 지에 추

가된다.

이론 인 를 구한결과 7.159[]의 값을 얻었다. 실험에 

사용된 태양 지 한 장의   평균값인 8.337[]에 스펙트로

미터로 구한 유리와 EVA의 투과율인 84.37[]를 곱하면 

7.034[]의 값이 구해진다. 이 둘을 비교하 을 때 이론값과 

실험값의 오차율은 약 1.75[]가 됨을 알 수 있다.

한 이론 으로 측한 입사각도별 류의 값과 실제 

모듈을 제작하여 솔라 시뮬 이터로 측정 한 결과 평균 

6.214[%]의 오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태양  모듈의 설치각도와 구조디자

인에 따른 출력 측은 태양  모듈을 빌딩에 설치해야 하

는 경우 출력을 미리 측할 수 있는 도움을  것으로 사

료되며, 태양  모듈을 구성하는 재료가 달라지거나 구조

인 디자인이 달라졌을 때 출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측 

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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