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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특성과 환경인자를 고려한 태양광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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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ging Diagnosis Algorithm for Photovoltaic Modules

by Considering Electric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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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stallation of PV system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is being increased as one of solution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crisis. However, the efficiency of PV system is getting decreased because of the aging 

phenomenon and several operation obstacles. Therefore,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aging diagnosis of PV modules ar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operation performance of PV modules. This paper proposes evaluation algorithm for aging state 

in PV modules by using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PV modul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also, this paper presents a 

operation evaluation system of PV modules based on the proposed aging diagnosis algorithm of PV module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proposed evaluation system,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a useful tool for aging 

diagnosis of PV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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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규모적인 환경오염과 화석연료의 고갈위험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

원의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기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전원에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외형이 변형되고 

전기적 특성이 감소되는 열화현상이 발생되고 있다[1]. 선진국에

서도 장기간 설치된 태양광전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

과, 물리적인 영향에 의한 파손뿐만 아니라 경년열화 현상이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이와 같은 열화현상은 태

양광모듈의 출력성능과 수명을 감소시키고 막대한 발전량의 손실

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필드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열화현상

은 열화가 직접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열화현상이 진행되고 있

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의 열화진단 방법은 태양광모듈을 실

험실로 옮겨 모듈의 특성을 분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모듈에서 발생하는 열화현상을 

쉽게 진단하고 태양광전원의 출력성능과 태양광모듈의 수명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필드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열화를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태양광모듈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양광모듈의 전기적 특성(Fill Facto, 단락전류)을 분석

하고, 환경인자(일사량, 온도, 습도 등)를 고려하여 태양광모듈에

서 진행되고 있는 열화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모듈의 열화진단시스템을 구현

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태양광모듈의 열화상태

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태양광전원의 운용효율 향상에 유용

함을 확인하였다.

2. 태양광모듈의 열화진단 알고리즘

2.1 열화특성 분석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태양광모듈에서는 봉지재 변색(encapsulant 

discoloration)과 리본와이어 부식(ribbon wire corrosion), 백시

트 박리(back sheet delamination), 셀 크랙(cell crack) 등의 열

화현상이 주로 발생하였다[5, 6]. 즉, 봉지재 변색은 태양광모듈

이 장기간 자외선과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과산화물의 광분

해가 발생하여 태양광의 투과율이 감소하고 단락전류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리본와이어는 모듈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부식현상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듈의 내부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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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후면에 노출되어 있는 백시트는 습기와 온도차로 인하여 

박리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단락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셀 접합부 균열은 온도차로 인하여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과정

에서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내부저항이 증가하게 된다[7, 8]. 따

라서 상기의 환경인자에 따른 태양광모듈의 열화현상을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표 1 태양광모듈의 열화특성

Table 1 Aging characteristics of PV modules

No. aging factor aging state
electric 

characteristic

1
ultraviolet rays,

high temperature

encapsulant

discoloration

decrease of Isc,

decrease of 

efficiency

2
high temperature,

 humidity

ribbon wire

corrosion

increase of Rs,

decrease of FF

3

temperature 

difference,

humidity

back sheet 

delamination

decrease of Isc,

decrease of 

efficiency

4
temperature 

difference
cell crack

increase of Rs,

decrease of FF

2.2 열화진단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서 분석한 태양광모듈의 열화현상을 바

탕으로 전기적특성과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태양광모듈의 열화상

태를 진단하는 절차를 8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step 1] 제작사에서 제시한 태양광모듈의 초기출력

()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듈의 출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사량이 가장 좋은 시간에 태양광모듈의 출력을 측정한다. 초기

출력은 표준 시험조건(standard test condition, STC) 기준인 온

도 25℃와 일사량 1000인 경우의 출력값이기 때문에 

[step 2]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태양광모듈의 출력을 STC 기

준으로 보정한다. 

[step 2] 측정된 태양광모듈의 출력을 STC 기준 온도(25℃)

로 보정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주변온도와 모듈의 온도계수

를 이용하여 태양광모듈의 온도 보정값을 계산한다.

         (1)

  여기서,    : 온도 보정값(W)

 : 모듈의 초기출력(W)

N : 모듈번호

t : 시간

 : 모듈의 온도계수(%/℃)

 : t 시간의 모듈의 온도(℃) 

[step 3] 측정된 태양광모듈의 출력을 STC 기준일사량(1000

)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일사량 보정계수 와 오차 e를 

이차선형회귀식으로 나타낸 식 (2)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2)

  여기서,    : 측정된 모듈의 출력(W)

 : t 시간의 일사량( )

  : N번 모듈의 일사량 보정계수

 :　오차

식 (2)에서 산출한   의 값을 식 (3)에 대입하여 기준일사

량(1000 )으로 보정된 태양광모듈의 출력을 계산한다. 


    (3)

  여기서,  
  : 기준일사량에 대한 출력(W)

[step 4] STC 기준인 온도와 일사량으로 보정된 모듈의 출력

을 산출하기 위하여, [step 3]의 식 (2)에서 계산한 온도 보정값

과 식 (3)에서 계산한 기준일사량에 대한 출력을 식 (4)와 같이 

서로 더하여 STC 기준으로 보정된 모듈의 출력을 산출한다. 


  

   (4)

  여기서,  
  : STC 기준으로 보정된 출력(W)

[step 5] 태양광모듈의 열화가 발생하였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제작사에서 제공한 모듈의 초기출력()과 [step 4]에서 구

한 식 (4)의 STC 기준으로 보정된 태양광모듈의 출력(
 )을 

서로 비교하여, 태양광모듈의 열화율을 식 (5)와 같이 구한다. 

 

 


× (5)

[step 6] [step 5]에서 태양광모듈의 열화율을 계산한 결

과 태양광모듈에 열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태양광모

듈의 열화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의 전기적특성인 

Fill Factor(FF)와 단락전류()를 식 (6)과 식 (7)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
× (6)

  여기서,    : 최대전압

  : 최대전류

 : 개방전압

 : 단락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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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화진단 시스템의 계측장치부

Fig. 4 Measuring instrument part of aging diagnosis system

그림 2 태양광모듈의 열화진단 시스템 구성도

Fig. 2 Aging diagnosis system of PV modules

 

그림 3 열화진단 시스템의 모듈장치부

Fig. 3 Modules part of aging diagnosis system

   ×exp


 (7)

  여기서,    : 등가 역포화 전류

 : 태양전지의 병렬 연결된 수

q : 쿠올롬 상수

k : 볼쯔만 상수

T : 모듈온도

 : 태양전지의 직렬 연결된 수

[step 7] 식 (6)과 식 (7)에서 산출된 FF와 의 값을 모듈의 

초기특성과 비교하여, Table 1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FF의 감소

는 리본와이어 부식과 셀 크랙 상태로 분류하고, 의 감소는 봉

지재 변색과 백시트 박리의 상태로 분류한다.

[step 8] 마지막으로 [step 7]에서 전기적특성으로 분류된 

열화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인자(일사량, 

온도, 습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태양광모듈의 열화상태를 최종 

판정한다.

상기의 열화진단 절차를 플로우차트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그림 1 태양광모듈에 대한 열화진단 알고리즘

Fig. 1 Aging diagnosis algorithm for PV modules

3. 열화진단시스템의 구성

열화진단시스템은 Fig. 2와 같이 크게 4개의 장치부로 구성된

다. 즉, 태양광모듈장치부, 각 태양광모듈의 데이터(전압, 전류, 전

력, 온도)와 환경데이터(일사량, 온도)를 측정하여 DB(Database)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계측장치부, 태양광모듈의 성능을 진단하

는 열화진단장치부, 태양광모듈을 계통에 연계하는 계통연계장치

부로 구성된다[9-11].

태양광모듈장치부는 250W모듈 16장을 8직렬과 2병렬(스트링)

로 구성하였고, Fig. 3과 같이 두 개의 스트링 출력 단에는 차단

기를 설치하여 직렬 및 병렬 조합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열화진단시스템의 계측장치부는 각 모듈 및 환경 데이터를 측

정하기 위하여, 각종 센서와 데이터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Fig. 4

와 같이 구성하였다. 즉, 태양광모듈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션트저항을 사용하였고, 모듈의 온도와 대기온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열전쌍 온도센서는 17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태양광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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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인 메뉴 기능

Fig. 5 Main menu function

그림 6 태양광모듈의 정보 메뉴

Fig. 6 Information menu of PV modules

그림 7 열화진단 기능

Fig. 7 Aging diagnosis function

표 2 리본와이어 부식 모듈의 전기적 특성

Table 2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ribbon wire corrosion 

Parameter
Initial 

characteristic

Aging

characteristic

Rate of 

change

Voc 23.3 V 21.6 V -7.3 %

Isc 4.68 A 4.66 A -0.4 %

FF 74.4 % 69.76 % -4.6 %

Pmax 81.22 W 70.21 W -13.5 %

표 3 봉지재 변색 모듈의 전기적 특성

Table 3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encapsulant discoloration

Parameter
Initial 

characteristic

Aging

characteristic

Rate of 

change

Voc 18.0 V 17.77 V -1.2 %

Isc 3.32 A 2.91 A -12.4 %

FF 72.1 % 71.8 % -0.3 %

Pmax 43.0 W 37.19 W -13.5 %

일사량에 따라 출력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일사량계를 태양광모듈

과 동일한 각도로 설치하여 일사량에 따른 모듈의 출력특성을 분

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한편, 제 2장에서 제안한 태양광모듈의 열화진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Autobase의 스크립트문을 이용하여 열화진단장치부를 

구현하였다. 즉, 태양광전원의 운전 상태와 인버터 정보, 환경정

보 등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ig. 5와 같이 열화진

단장치부의 메인 메뉴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모듈의 전압, 전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듈정보 메뉴는 Fig. 6과 같이 태양광모

듈이 설치된 어레이구조를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모듈의 열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태양광전원의 

어레이(직·병렬 모듈배열) 구조에 경고등을 배치하여 Fig. 7과 같

이 화면을 구성하였다. 즉, 각 모듈의 열화율과 열화 상태를 모듈 

하단의 게이지 표시와 경고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열화 상태를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4.1 열화진단특성 분석

전기적 특성(FF, )변화와 환경인자(일사량, 온도, 습도 등)를 

고려하여 태양광모듈의 열화 상태를 평가하는 열화진단 알고리즘

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화 상태가 서로 다른 모듈의 전

기적 특성변화와 환경조건에 따른 가속열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열화특성을 분석하였다[12, 13].

4.1.1. 열화상태에 따른 전기적 특성

초기모듈의 전기적특성(FF,)이 열화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열화상태인 리본와이어 부

식과 황변현상이 발생한 모듈의 FF, ,  등을 계산하여 초

기 모듈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수분이 침투하여 리본와이어 부식

이 발생한 모듈의 전기적 특성 변화는 Table 2와 같이 초기특성

에 비하여, 는 -0.4%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는 7.3%, 

FF는 4.6%가 감소하였다. Table 3은 자외선과 수분의 영향으로 

황변현상이 발생한 모듈의 전기적 특성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특성에 비하여, 는 1.2%, FF는 0.3%로 전기적 성

능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지만 가 12.4%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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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태양광모듈의 열화 상태에 따라 전기

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열

화진단알고리즘으로 모듈의 열화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4.2.2. 환경인자에 따른 열화상태

전기적특성으로 분류된 태양광모듈의 열화상태를 환경인자 분

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

경인자(일사량, 온도, 습도)에 따른 태양광모듈의 열화상태를 분

석하였다. 환경인자에 따른 열화상태 분석은 참고문헌 [8]에서 

IEC61215 시험규격으로 수행된 모듈의 가속 열화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온도 사이클 실험을 수행한 모듈의 전기적 특성변화

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온도차의 영향으로 

셀 접합부의 균열이 발생하여 개방전압이 0.8%, FF가 3.3% 감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온고습 실험을 수행한 모듈

의 전기적 특성변화는 Table 5와 같고, 리본와이어부식과 EVA 

부식의 열화가 발생하여 단락전류 1.7%와 FF 0.7%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경인자에 따라 전기적 특성변화와 열화

가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통하여, 환경조건을 고려하면 태양광모

듈의 열화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온도사이클 가속실험 결과

Table 4 Temperature cycle acceleration test results 

Parameter
Initial 

characteristic

Aging

characteristic

Rate of 

change

Voc 34.62 V 34.33 V -0.8 %

Isc 7.88 A 7.92 A +0.5 %

FF 74.1 % 71.9 % -3 %

Pmax 202 W 195.4 W -3.3 %

표 5 고온․고습 가속실험 결과

Table 5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acceleration test 

results

Parameter
Initial 

characteristic

Aging

characteristic

Rate of 

change

Voc 34.71 V 34.68 V -0.1 %

Isc 7.81 A 7.68 A -1.7 %

FF 74.4 % 73.9 % -0.7 %

Pmax 201.8 W 197 W -2.4 %

4.2 열화진단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4.2.1. 데이터계측 성능평가

열화진단시스템의 데이터계측 성능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열화진단시스템에서 측정한 모듈의 효율과 제조사에서 제공

한 모듈의 효율을 비교하였다. 우선, 일사량이 가장 높은 정오시

간에 각 모듈의 출력데이터를 측정하여 STC 기준으로 출력데이

터를 보정하였다. 그리고 STC 기준으로 보정된 출력을 식 (8)에 

대입하여 모듈의 효율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제조사

에서 제시한 모듈의 효율과 비교한 결과, 측정된 모듈의 평균 출

력효율(15.08%)과 제조사에서 보장한 출력효율(15.03%)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


× (8)

  여기서,   : 모듈효율[%] 

P : 측정된 모듈출력[W] 

Sol : 일사량[W/㎡] 

A : 모듈면적[㎡]

표 6 태양광모듈의 출력 특성

Table 6 Output characteristic of PV module

No.
Area

[㎡]

Solar

irradiance

[W/㎡]

Power

[W]

Efficiency

[%]

1

1.66 1,000

250.66 15.10

2 252.65 15.22

3 248.00 14.94

4 249.83 15.05

5 253.48 15.27

6 249.33 15.02

7 248.17 14.95

8 250.99 15.12

average 250.39 15.08

4.1.2. 열화진단 성능평가

열화진단시스템의 진단 기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모듈 중 두개의 모듈에 각각 황변과 리본와이어부식 현상

을 모의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즉, 첫 번째 스트링의 1번 

모듈은 표면에 노란색 셀로판지를 부착하여 일사량 투과율을 감

소시켰으며, 두 번째 스트링의 2번 모듈은 셀 하나를 완전히 가

려 리본와이어가 부식되어 단락된 것을 모의하였다. 열화진단시

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면 Table 7과 

같다. 여기서 초기특성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모듈의 특성데이터, 

[1-1]번 모듈은 황변현상을 모의한 모듈의 특성데이터, 그리고 

[2-2]번 모듈은 리본와이어부식을 모의한 모듈의 특성데이터를 

나타낸다. [1-1]번 모듈에서는 일사량 투과율 감소로 인하여 최

대전류 및 단락전류가 감소하였지만 FF는 초기특성과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2-2]번 모듈에서는 FF가 

77.1%에서 68.4%로 크게 감소한 반면 단락전류는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화진단시스템의 진단 기능에서는 Fig. 

8과 같이 열화를 모의한 모듈 하단에 위치한 게이지바에 열화율

을 나타내고 열화상태는 경고등을 통해 알림을 수행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열화진단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기학회논문지 64권 10호 2015년 10월

1416

열화진단시스템이 모듈의 열화현상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표 7 시뮬레이션 모듈의 특성 데이터

Table 7 Characteristic data of simulation modules

Parameter
Initial 

characteristic

Module of 

[1-1]

Module of 

[2-2]

Vm 30.8 V 30.2 V 20.3 V

Im 8.14 A 7.4 A 8.1 A

Voc 37.5 V 35.6 V 27.9 V

Isc 8.67 A 8.15 A 8.62 A

FF 77.1 % 77 % 68.4 %

Pmax 250 W 223.48 W 164.4 W

그림 8 열화진단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Result of aging diagnosis simul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모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열화현상을 

분석하고 태양광모듈의 전기적특성 변화와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태양광모듈의 열화를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모듈의 열화진단시스템을 구현하여 다

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태양

광모듈의 열화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태양광전원의 운

용효율 향상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화진단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화가 서

로 다른 모듈의 전기적 특성(FF, Isc)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모듈

의 열화 상태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열화진단알고리즘으로 모듈의 열화 상태

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환경요인(온도, 일사량, 습도 등)에 따른 가속열화 시험을 

수행한 모듈의 특성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

적 특성변화와 열화가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환경조건을 고려하면 태양광모듈의 열화상태를 더욱 정확

하게 판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열화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황변 현상과 리본와이어부식 

현상에 대한 열화진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각 모듈의 열

화상태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통하여, 제안한 열화진단 알고

리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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