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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PV 모듈의 string 구성에 따른 

바이패스 다이오드 동작 특성

논  문

59-12-14

The Characteristic of the Performance of the Bypass Diode with Composition 

Change of the String in Si- PV Module

지 양 근
†
․공 지 

*
․강 기 환

**
․유 권 종

***
․안 형 근

§
․한 득 

§§

(Yang-Geun Ji․Ji-Hyun kong․Gi-Hwan Kang․Gwon-Jong Yu․

Hyung-gun Ahn․Deuk-Young Han)

Abstract -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voltage of Bypass diode and Isc(Short Circuit Current) of the 

influenced solar cell. The Bypass diode starts working when it gets the reverse applied voltage. Previous studies have 

only concentrated on Isc of the influenced solar cell and Imp of PV module to explain the bypassing performance. PV 

module is usually working together with inverter having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function for best 

performance. bypassing point is regulated by MPPT function of inverter. In this paper, simulation results of Bypass diode 

in PV module have been analyzed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 of the bypassing point with the composition of PV module. 

From the results, the more cells are connected with each string, the earlier bypassing performance happens under the 

fixed number of strings. As diode groups increase or irradiation decreases, the bypassing performance starts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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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태양  발  기술이란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PN 합 구조

를 응용한 것으로 빛을 받으면 기가 발생되게 된다. 이와 

같은 태양 지는 약 0.6V의 매우 낮은 압을 갖기 때문에 

수십 장을 직렬 연결된 태양 지 모듈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태양 지 모듈은 직렬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태양

지 자체의 결함이나 모듈 제조 공정에서의 오류 는 발  

환경에서의 shading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의해 내부를 구

성하고 있는 지간의 기  특성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모듈의 내구성능과 발  성능 하의 

요인이 된다.[1],[2]

재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양 지 모듈은 출력 단

자를 꺼내기 해 connection cable과 태양 지가 결선되는 

junction box 내부에 Bypass diode를 두어 앞서 언 한 

상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태양 지가 포함된 diode 그룹을 

직렬연결에서 제외시켜 태양 지 모듈을 보호하고, 모듈의 

일부 기능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3]

Bypass diode는 역방향 바이어스 상태로 태양 지 string

과 병렬 구조로 연결된다. 앞서 언 한 상에 의해 일부 

태양 지의 기  특성 열화가 발생되면 발  가능한 류

(Isc)가 감소되는 상이 발생된다. 그 값이 태양 지 모듈

의 동작 류(Imp)보다 낮아지면 앞 뒷단 diode 그룹의 

압이 Bypass diode의 양단에 걸리면서 Bypass diode가 순

방향 바이어스상태가 되어 diode를 통해 류가 흐르는 원

리를 가지고 있다.[4],[5]

최근 태양  발  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가 제품 자체

의 효율 향상을 한 기술 개발에 집 되어 있으며, Bypass 

diode는 안 장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부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부분이 태양 지와 Bypass diode의 특성만을 

고려한 bypassing 분석에 집 되어 있을 뿐 실질 으로 발

되는 모듈에서의 상에 한 연구가 무한 상황이다.

태양  모듈은 field에 설치될 때 다수의 모듈이 연결된 array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bypassing 동작 여부에 따라 출력 손실의 

편차가 매우 커지게 된다. 여기에서 bypassing되는 타이 을 원하

는 로 조 할 수 있다면 시스템의 구성  설치 환경에 따라서 

최 의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bypassing point 조 을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최 로 여러 가지 태양  모듈의 내부 구

성에 따른 태양 지 모듈의 내부 압(V1, V2) 변화와 

bypassing point의  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는 상  개선 방법에 해 고찰해 보았다.

2 . 본  론

2 .1  이론  분석

일반 으로 태양 지 모듈은 그림 1과 같이 태양 지의 

직렬연결로 구성되며, 외부의 공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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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 과 설치가 용이 하도록 modulation을 하여 사용한

다. 태양 지 모듈 내부의 태양 지  일부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문제의 태양 지에 의해 출력 하가 발생하게 되

며, 이것은 태양 지 모듈이 Field에서 array 형태로 구성되

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상된다.

그림 1  태양 지 모듈

Fig. 1  Composition of PV module

PV인버터는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기능을 통해 최 출력 을 추종하게 된다.

그림 2는 태양 지 모듈의 발  성능을 보여주는 I-V 특

성 곡선이다. 인버터가 이상 으로 동작한다면 정상 상태 

일 경우 그림 2-ⓐ의 실선과 같은 곡선을 갖게 되며, S2가 

태양 지 모듈의 출력이 된다. Bypass diode가 없는 모듈의 

경우 일부 태양 지에 이상이 발생 할 경우 선과 같이 이

상 태양 지에 의해 모듈 체의 류가 감소하게 되면 S2

가 S1+S3로 계속 감소하게 된다.[6] 하지만 Bypass diode가 

있는 모듈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은 I-V 곡선을 갖게 

되며, S1+S3보다 S1+S2가 커지는 순간 인버터의 MPPT기능

에 의해 동작 압이 V1에서 V2로 이동하게 되어 새로운 

MPP를 갖게 된다. 즉 태양 지 모듈이 인버터와 함께 사용

될 경우에는 인버터의 MPPT기능에 의해 bypassing 동작이 

진행되게 된다.[7],[8]

다시 말하면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그림 2-ⓑ에서 (S1+S2) 

-(S1+S3)>0 일 때 동작하게 된다. 즉 (S1+S2)-(S1+S3)=0의 

경우가 bypassing point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므로 식(1)과 같이 바

꿀 수 있다.

       ×  ×                (1)

공통 역인 S1을 빼고 식(1)을 정리하면 식(2)와 같이 정

리 가능하다.

           


                        (2)




 

 
                  (3)

식(3)에서 I2는 열화된 diode그룹의 Imp를 나타내고, V2는 

정상 diode 그룹의 Vmp이며, V3는 bypassing 되기 직 의 

Vmp(V1)에서 V2를 뺀 값으로 열화 diode 그룹의 Vmp이다. 

그림 2  Bypass diode가 없는 경우의 I-V 곡선

Fig. 2  I-V curve of PV module without Bypass diode 

그림 3  Bypass diode가 있는 경우의 I-V 곡선

Fig. 3  I-V curve of PV modules with Bypass diode

여기에서 V2와 V3의 비가 bypassing point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V와 Vd는 부수 인 변화 요인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이 가능하다.

․CASE.1 diode 그룹별 태양 지의 수가 증가할 경우: 

   - diode 그룹의 수가 3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bypassing timing에 향을 주지만, 압 V3와 V2가 

모두 향을 받기 때문에 그 향이 크지 않을 것

으로 상 됨. 

   - 지의 수가 diode 그룹의 수보다 많아지면 그 향

이 감소하여, 지의 수가 매우 많아지면 그 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상 됨.

․CASE.2 diode 그룹의 수가 증가 :

   - diode 그룹의 수 증가에 따라 압 V2가 향을 받

기 때문에 보다 큰 압 V2를 갖게 되며, △V2가 

diode 그룹 단 로 변하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이 경우에도 diode 그룹 내의 

태양 지 수량에 비해 diode 그룹의 수가 을 경우 

그 향이 매우 크고, 태양 지 수량에 비해 diode 

그룹의 수가 많아지면 그 향이 작을 것으로 상됨.

․CASE.3 동일 용량 내 Diode group  태양 지 수 

변화 :

   - 동일 용량의 태양 지 모듈에서 내구 회로를 구성

할 경우 diode그룹 수가 많아지는 것이 열화 태양

지에 의해 향을 받는 단  diode 그룹의 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diode 그룹 수가 늘리고, 단  

diode 그룹내의 태양 지 수를 이는 것이 

bypassing 포인트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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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됨.

   - 태양 지 수에 비해 diode 그룹의 수가 무 많아지

면 diode 그룹 수를 늘리는 효과가 어질 것으로 

상됨.

․ CASE.4 일사량 변화 :

   - 일사량이 변하는 경우 태양 지 모듈 내의 모든 태

양 지에서 류와 압의 강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모듈의 내부 구성 방법에 따라서 압 V2와 

압 V3의 강하 비율이 다를 것으로 상되며, 이러

한 강하율 차이에 의해서 Bypass diode 동작 timing

이 변할 것으로 상된다.

2 .2  실험 구성

본 논문에서는 Bypass diode의 동작 분석을 해 기  

성능 분석과 태양 지 모듈의 모의실험이 가능한 Pspice 

program을 이용하 다.

2 .2 .1  실험 모델 구성

모델링은 6inch 다결정 태양 지의 특성을 참조하여 등가

회로를 구성한 후 ABM 1/2소자를 사용하여, 비선형을 나타

내는 다이오드 류를 표 하 다.[그림 3]

그림 4  모의실험 모델링

Fig. 4  Modeling of solar cell for Simulation

그림 3과 같이 1개의 태양 지를 단  unit으로 모델링하

고, Bypass diode에 2개의 string이 포함되도록 그림 4와 같

이 구성하 으며, 시뮬 이션은 DC sweep 기능을 이용하여 

DC 압을 0[V]에서 개방 압 (Open Circuit Voltage)까지 

상승시켜 나타나는 류를 로 로 측정하 다.[9],[10]

2 .3  실험 방법

앞선 이론  고찰에서 bypassing point의 변화에는 압 

변화가 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 다. 따라서 모

의실험은 다음과 같이 압 변화의 원인이 되는 4가지 경우

로 나 어 구성하 다.

 - 각 단  diode 그룹 내부의 태양 지 증가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 분석

 - 동일한 수의 태양 지를 갖는 단  Diode 그룹의 증

가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 분석

 - 동일 용량 모듈 내의 Diode 그룹  태양 지 수 변

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 분석

 - 일사량 변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 분석

그림 5  모의실험 구성

Fig. 5  Composition of moduls for Simulation

그림 6 정상 인 출력 곡선

Fig. 6 Normal I-V curve of PV module

분석은 각각의 이스에 따라 Bypass diode가 동작하는 

타이 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포인트로 분석하 다. , 

일사량 감소를 태양 지의 Iph 감소로 채하 으며. 1개의 

태양 지에 불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험하 다.

2 .3 .1  각 단  diode 그룹 내부의 태 양 지  증가 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

실험 구성은 태양 지의 수가 diode 그룹의 수보다 을 

경우와 많을 경우 변화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되었

다. 차이를 비교하기 해 태양 지의 수가 diode 그룹의 수

보다 은 6×2배열부터 태양 지의 수가 string의 수보다 

많으면서 재 상업용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는 6×10배열까

지 각 string에 1개씩 태양 지를 증가시키는 실험을 실시하

다.

2 .3 .2  동일한 수의 태 양 지 를 갖는  단  Diode 

그룹의 증가 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

Diode 그룹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모듈내의 bypassing이 

발생하기 해 기본 으로 필요한 2개의 diode 그룹부터 6

개의 diode 그룹까지 설정하 으며, 태양 지의 수는 각 

string에 태양 지 4장으로 각 diode 그룹에 8장의 태양 지

로 설정하여 모의실험 하 다. 여기에서 1개의 diode 그룹에 

2개의 string이 속되기 때문에 2string 즉 1개의 diode 그

룹씩 증가시키면서 모의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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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V 곡선(태양 지 증가)

Fig. 7 I-V curve(Increasing the number of Solar cell)

그림 9  I-V 곡선(a에서 h로 갈수록 diode 그룹 증가)

Fig. 9  I-V curve(Increasing the number of diode group a 

to h) 

2 .3 .3  동일 용량 모듈 내의 Diode 그룹  태 양 지  

수 변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

에서 실험된 결과가 기  용량 변화와 무 한 것을 

검증하고 행과 열 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기 해 동일한 

용량의 모듈(72 cell)을 4×18배열, 6×12 배열, 12×6배열, 

18×4배열로 모델링하여 bypassing 모의실험  분석을 실시

하 다.

2 .3 .4  일사량 변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 

시뮬 이션

에서 태양 지 모듈은 일사량이 감소하게 되면 류는 

물론 압 강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압 강하에 의한 

bypassing timing 변화를 분석하기 해 Iph를 8A부터 2A

까지 0.5A 단 로 감소시키면서 Iph감소에 따른 bypassing 

timing 변화를 모의실험 하 다.

3 . 실험 결과.

3 .1 . 각 스트링  내부의 태 양 지  증가 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 결과

6×2배열의 태양 지 모듈에서 각 스트링 내부에 태양

지를 1개씩 증가시키면서 bypassing point의 변화를 모의 

실험한 결과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8 변화율(태양 지 증가)

Fig. 8 Rate of change(Increasing the number of Solar cell)

 

 [그림 5-ⓐ]에서 태양 지의 증가에 따라 Bypass diode가 

동작하는 류 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빨라지는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선 [그림 1]의 V2와 V3의 계로 분석 가능하다. 

6×2배열일 때는 각 string에서 지 1개의 증가에 의해 발

생하는 압 변화 △V2가 열화 역의 압 변화 △V3에 비

해  매우 크지만 스트링 당 태양 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변화율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여기에서 태양 지

의 수를 증가시키면 bypassing diode의 동작 timing을 빠르

게 할 수 있지만 diode 그룹의 수보다 많아질수록 그 효과

가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2  동일한 수의 태 양 지 를 갖는  단  Diode 그룹의 

증가 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 결과

동일한 수의 태양 지(4EA)를 갖는 diode그룹(2string)을 

1개씩 증가시키면서 bypassing point의 변화를 모의 실험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1 0  변화율

Fig. 1 0 Rate of change(Increasing the number of diode 

group a to h)

 
diode의 증가에 따라 bypassing timing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은 diode 그룹 수가 그룹내의 태양

지 수보다 을 경우 diode 그룹 수가 증가하면 그 향이 

매우 크지만, diode 그룹 수가 그룹내의 태양 지 수보다 많

아지면, 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 V2와 V3의 비율 변

화와 bypassing timing 변화가 같은 경향을 보이며, 태양

지의 증가에 비해 그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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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동일 용량 모듈 내의 Diode 그룹  태 양 지  수 

변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 1  I-V 곡선

Fig. 1 1 I-V curve(simulation of bypassing point with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solar cell and 

the number of bypass diode)

그림 1 2  변화율

Fig. 1 2  Rate of change(simulation of bypassing point with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solar cell and 

the number of bypass diode)

그림 1 3  I-V 곡선

Fig. 1 3 I-V curve(change of bypassing point according to 

radiation)

동일한 용량 모듈(72 cell)을 4×18, 6×12, 12×6, 18×4배열

로 모델링하여 bypassing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그래 를 보면 태양 지가 가장 많아지는 18×4 배열쪽에

서 변화율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이것

은 앞선 실험 결과를 증명해주는 결과로 태양 지의 은 

diode 그룹내에서 태양 지 증가가 △V2에 미치는 향이 

diode 그룹의 증가에 의한 향보다 은 것을 알 수 있다.

3 .4  일사량 변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 

6×10배열 모듈에서 일사량 변화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를 모의 실험한 결과 그림 8을 얻었다.

그림 1 4  변화율

Fig. 1 4 Rate of change(change of bypassing point 

according to radiation)

그림 8-ⓐ에서 일사량 변화에 따라 bypassing point가 변

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8-ⓑ의 일사량 변

화에 따른 변화율을 보면, 실험  상과 달리 일사량이 감

소할수록 bypassing timing이 오히려 빨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ypassing point에서의 V2와 V3를 비교해본 결

과 그림 8-ⓑ와 같이 음 비율과 압비율이 같은 경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사량 감소에 의해 압 강하

가 발생하지만 류가 감소하면서 MPP가 Voc쪽으로 이동

되면서 V2가 미세하지만 상승하는 것으로 단된다.

3 . 결  론

본 논문은 태양 지 모듈의 구성이 bypass diode의 동작 

시 에 미치는 향을 실험한 최 의 논문으로 태양  모듈

의 내부 구성에 따른 bypassing point 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을 해 단  diode 그룹 내의 태양 지 수와 동일한 

태양 지 수를 갖는 diode 그룹의 구성에 따른 bypassing 

point 시뮬 이션을 진행하 으며, 그 결과 열화 diode 그룹

과 그 외의 diode 그룹의 압 계에 의해 bypassing point

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태양  모듈의 내부 회로 구성에 따라 bypassing 

timing 조 이 가능하다.( 압 비율 조정)

  1.1. 동일한 모듈에서는 Bypass diode그룹의 확장이 단

 diode 그룹 내의 태양 지 수 확장보다 

bypassing timing 향상에 효과 이다.

  1.2. 태양  모듈 내부의 설계를 통해 설치 환경  용

량에 따라 합한 bypassing point 선정이 가능하

다.

  1.3. BIPV와 같이 특수한 모듈의 경우 그 형태나 크기

에 의해서 설계에 제약이 많아지는데 이 경우에도 

bypassing timing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2. Array의 경우 앞선 모의실험에 사용된 모듈이 수 십장 

직렬 연결된 상태이므로 모듈보다 빠른 by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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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를 갖게 된다는 것을 상할 수 있으며, 앞선 실

험에서 사용된 Case별 향이 더욱 클 것으로 상 된다.

본 실험 결과로 볼 때 bypassing point는 모듈 내부의 구

성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Array에서의 발 성능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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