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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hotovoltaic (PV) generator is significantly regarded as one important alternative of renewable energy 

systems recently.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of engineering dynamic systems is a fundamental issue to timely prevent 

unexpected damages in industry fields. This paper presents an intelligent monitoring approach and fault detection 

technique for PV generator systems by mean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statistical signal detection theory. We 

devise a multi-Fourier neural network model for representing dynamics of PV systems and apply a general likelihood 

ratio test (GLRT) approach for investigating our decision making algorithm in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We make 

use of a test-bed of ubiquitous sensor network (USN) based PV monitoring systems for testing our proposed fault 

detection methodology. Lastly, a real-time experiment is accomplished for demonstrating its reliability and pract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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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 에 지 기술의 일종인  태양  발  시스템은 최

근 산업체나 가정에서도 많은 각 을 받고 있는 기설비 

시스템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양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이는 

력 태양  소자 개발을 시작으로 고효율 력변환 시스템, 

최 력추종기술 등 여러 가지 공학  기술 분야를 포함하

고 있다[1-3]. 이러한 연구목 은 기존의 고 인 발 소 

시스템에 버 가는 용량의 발 시스템을 매우 효율 으로 

구 하기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향후의 용량 태양  발  시스템이 구 될 경우 고장으

로 인한 경제성  안정성 문제도 크게 두될 것이다. 

재까지의 태양  시스템은 그 규모가 작거나 발 량이 어 

고장이나 시스템 오동작으로 인한 기술  문제 을 크게 다

루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외국의 학술 문헌들을 조

사해 보면 태양  발  시스템의 고장검출  진단에 한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4,5]. 이러한 연구들은 

태양  소자의 라미터를 추정하여 고장시의 라미터 값

을 정상동작일 때의 값과 비교하여 고장유무를 단하는 기

법이 있다[4]. 한편, 참고문헌 [5]에는 태양  시스템의 출력

을 검출하여 주어진 환경에 한 상 출력값과 비교함으로

서 고장을 진단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기술은 태

양  발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공학  시스템의 고장진단

기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재까지의 고장진단 기법은 시스템의 상태나 출력을 결

정론  신호로 간주하여 고장신호를 검출하는 결정론  고

장진단 기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동  시

스템의 상태  출력은 가우시안과 같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특성은 실제 고장이 발생하여 신호 진폭

이 변화할 경우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신호분석이 어려운 

이 발생한다[6].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한 

고  고장진단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지능형 알고리즘  확률론  기법을 이용한 

태양  발  시스템의 모니터링  고장진단 기법을 제안한

다. 우선, 태양  발  시스템의 동  모델링을 하여 푸리

에 신경회로망을 구성하 으며, 최 강하 최 화기법을 이용

하여 학습 알고리즘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실제 시스템과 

신경회로망 모델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고장진단에 한 가

설검증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고장유무의 단은 기존의 

GLRT 기법을 용한다. 한, 하드웨어 구 의 측면에서, 

USN 기술을 이용한 태양  발  시스템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 한다. 유비쿼터스 센서는 기존에 리 사용하

고 있는 Zigbee 모듈을 이용하 으며, 각 로세서간의 신호

처리  제어는 Atmega 로세서를 이용하여 실 하 다. 

실시간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구축한 무선 모니터링 시

스템의 실 용 가능성과 고장진단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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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V 시스템의 해석  모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양  발  시스템은 여러 개의 태

양  셀이 직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빛

에 지를 받아 부하에 직류 압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일반 으로 태양  발 시스템의 기  등가회로

는 그림 1과 같이 (photo) 다이오드와 직병렬 항을 이용

하여 표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와 는 직렬 항  

바이패스 항을 나타내며, 와 는 태양  셀로부터의 

류와 다이오드의 포화 류를, 와 는 태양  발

시스템의 최종 출력 압  류를 각각 나타낸다. 출력 

류의 수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

   





  
   (1)

여기서 은 다이오드 특성, 는 볼츠만 상수, 는 기본 

하량, 그리고 는 캘빈 온도를 각각 나타내며, 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

  


 (2)

여기서 는 상온에서의 단락 류, 는 태양 의 일사

량, 는 상온에서의 일사량, 는 단락 류의 온도계수, 

그리고 는 상온을 나타내며, 는 포화 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

 


  (3)

여기서 는 포화 류 계수, 은 태양  소자의 band- 

gap 에 지를 각각 나타낸다.

일반 으로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특성은 출력 류

와 압의 특성 곡선으로 나타내어진다. 식 (1)에 한 출력 

류  압과의 계는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곡선으로 

그려진다. 그림 2에서, 출력 압이 0에서 까지의 구간에

서는 류의 변화는 거의 일정하거나 선형  변화를 가지지

만, 그 이후의 구간에서는 류의 값이 격히 떨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태양  발 의 출력은 이러한 선

형  특성과 함께 지수(exponential) 형태의 비선형성도 내

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태양  발 시스템 방정식은 다수의 라미터 함수

로 표 되지만, 부분 시스템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상

수로 주어진다. 하지만, 태양으로부터의 일사량과 태양  소

자의 주변온도는 발 량에 직 인 향을 끼치는 시변

(time-varying) 라미터로 간주할 수 있다(그림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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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양  발 시스템의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the PV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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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양  발 시스템의 류  압 특성곡선

Fig. 2 I-V characteristic curve of the PV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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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양  발  시스템의 입출력 계

Fig. 3 Input-output relationship of the PV systems

3. 푸리에 신경회로망 기반 태양  시스템 모델링

태양  발  시스템의 모델링은 그림 3의 시스템 입출력 

함수 계를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구 하는 것으로, 실제 

태양  시스템의 입력벡터에 하여 동일한 출력 특성을 갖

도록 신경회로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2장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태양  시스템의 입출력 계는 복잡한 비선형 

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구 에서는 시스템 라미터

의 불확실성과 랜덤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특

성을 효율 으로 표 할 수 있는 신경회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양을 만족시키기 하여 그림 4와 같

은 다  푸리에 신경회로망을 구성한다. 푸리에 신경회로망

은 잘 알려진 푸리에 수를 신경회로망으로 구성한 것으로

서 동 함수를 모델링하는데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그림 4에서, 태양  시스템의 입력 라미터 와 

는       함수에 용되어 각각의 푸리에 신경망을 

통해 연산되어지며, 최종 으로 각각의 출력 신호가 서로 합

해져서 최종 출력을 산출하게 된다. 이 때 푸리에 신경회로

망의 출력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  ,  , 는 푸리에 신경회로망의 라미

터를, 와 는 각 노드의 개수를 나타내며 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태양  발  시스템의 신경회로망 모델링은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주어진 입력 벡터에 하여 실제 태

양  발 시스템의 출력 와 신경회로망의 출력 
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 의 신경회로망 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최 강하 최 화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신경회로망 라미터 학습 알고리즘을 산출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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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모델링 오차신호를 이용한 목 함수를   

 


와 같이 정의한다. 잘 알려진 최 강하 최

화 기법에 의하여 그림 4의 신경회로망 라미터에 한 수

정규칙을 다음과 같다.

     


,   ⋯ (5-1)

      


,   ⋯ (5-2)

     


,   ⋯ (5-3)

      


,   ⋯ (5-4)

여기서 는 학습시간, 는 학습 라미터로서    의 

범 를 갖는다. 식 (5)에서 각각의 편미분항은 미분의 연쇄

법칙을 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할 수 있다.




 









    (6-1)




 









    (6-2)




 









    (6-3)




 









    (6-4)

식 (6)을 식 (5)에 입하면 신경회로망 라미터 수정규칙

은 최종 으로 다음과 같다.

       (7-1)

        (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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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  푸리에 신경회로망 모델

Fig. 4 A Multi-Fourier neural network model

4. GLRT 기반 고장진단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구성하는 태양  발  시스템의 고장진단은 

3장에서 언 한 신경회로망 모델과 실제 태양  시스템의 

출력을 서로 비교하여 편차(residue)를 검출한 후 주어진 의

사결정법(decision making)에 따라 고장유무를 단하는 메

커니즘으로 구성된다(그림 5 참조). 이러한 편차신호는 실제 

태양  시스템과 신경회로망 모델간의 실시간 출력오차 

와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 신호 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8)

여기서 ∼이다. 태양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경우에 식 (8)의 실시간 

오차 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만, 그 지 않은 경

우는 즉,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의 값은 0 보다 큰 범

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의 2진 가설

검증(binary hypothesis testing)을 이용하여 고장검출에 

한 의사결정법을 정의한다.

    
  

  ≧  
(9)

여기서 는 기 값(threshold)으로서 편차 의 값이 정

의한 설정한 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스템에 고장이 발

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는 정상 으로 동

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상동

작일 경우 식 (8)의 실시간 오차는 ≈이므로 이 때 편

차신호 ∼로 간주되며, 반 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는 평균값이 이며 분산이 인 가우시안 신호로 정의되

며, 즉, ∼로 표 된다. 따라서, 실제 변수로 정의

된 식 (9)의 가설검정은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10)

식 (10)의 가설검증은 랜덤신호 를 검출하여 기  확률분

포 과 비교함으로서 고장유무를 단하는 알고리즘

이다. 한편, 가설 에서 과 
는 에 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추정되어야 할 라미터이다. 따라서 이 두 라미

터를 추정함과 동시에 가설검증이 이루어지는 GLRT 알고

리즘[8]을 이용하여 고장검출 함수를 정의한다.

기존의 GLRT 이론에 의하면, 가설 와 에 한 두 

확률분포의 비율이 다음과 같을 때

 







≧ 
 (11)

가설 을 선택하며, 그 지 않은 경우, 즉   
 일 때 

가설 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는 GLRT에 한 

기 값을 나타낸다. 식 (11)의 확률분포는 샘 링 구간 

에 하여 결합(joint) 확률분포로 표 할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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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여기서 가설 에서 평균  분산 추정은 잘 알려진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정알고리즘에 의

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3-1)





 







(13-2)

이 결과식을 이용하여 식 (12)를 식 (11)에 입하여 개하

면 

  
 

  






 
≧ 

 (14)

와 같다. 식 (14)에서 지수함수를 없애기 하여 양변에 로

그 연산자를 용하여 개하면 다음과 같다.

  

 



 

   


≧  

(15)

한편, 식 (13-2)의 분산 추정식을 식 (15)에 입하여 개

하면

  

 


 


  ≧ 

 

(16)

와 같으며, 추정변수 에 하여 다시 정리하면

 



 








≧ 
′

(17)

와 같다. 여기서 새로운 기 값 
′ 는 다음과 같다.


′ 


 

 (18)

식 (17)의 결과로부터 고장유무에 한 식 (10)의 가설검정

은 이산 편차 의 평균 자승값이 기 값 
′ 보다 크

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온라인 연산을 한 재

귀형(recursive) 방식으로 표 하기 하여 재 이산시간에

서 편차 과 이 의 평균값 

를 이용하여 식 (13-1)

을 개하면



 




 (19)

와 같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식을 식 (17)에 입하여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0)

이러한 결과식은 식 (13-1)의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량이 보

다 어 실시간 구 에 용이한 장 이 있다. 그림 6은 식 

(20)의 결과식에 한 블록선도를 보여 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신경회로망

모델

TG,

−

)(tς

)(tγ

∑
)(tθ

고장진단

알고리즘

고장유무 판단

•

그림 5 고장진단 시스템 개념도

Fig. 5 A schematic diagram of fault detection

식 (19) ( ) 2)(nς

)(nw

)(nγ m̂ Γ
0H

'
GLRTγ≥

'
GLRTγ<

− 1H

그림 6 재귀형 GLRT 고장진단 알고리즘

Fig. 6 Recursive GLRT fault detection algorithm

5. USN 기반 실시간 태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

본 은 USN 기술을 이용한 태양  발  시스템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 에 하여 서술한다. 그림 7은 이러한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 다. 태양  발  시스템에서 검출

한 출력 압은 USN mote를 통해 원격지의 USN mote로 

송되어 PC를 통해 모니터링 된다. 본 논문의 USN mote

는 2.4GHz의 역폭을 갖는 ZigBee 통신모듈인 MANGO- 

MG2400 로세서를 사용하 으며, 최  1Mbps까지의 송

속도를 지원하며 IEEE802.15.4 표 을 지원한다. 특히 이 

USN 모듈은 5MHz 간격으로 16개의 채 이 할당되어있으

며, 모듈 내부에는 8051 core가 장착되어 ZigBee stack을 내

부에서 로그램하여 통신을 행하는 방식이다. 그림 8은 태

양  시스템의 데이터 송에 한 흐름선도를 보여 다. 

우선 태양 으로부터의 출력 압은 AD 컨버터를 거쳐 만들

어진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지며 ATmega 128 마이크로 로

세서에 의해 UART 통신을 통해 USN mote에 달되며, 최

종 으로 원격지의  다른 USN mote로 송되어지는 메

커니즘으로 구성된다.

ZigBee router/ 
Gateway

Management Sever (PC) ZigBee End-Device

Voltage

그림 7 태양  발  시스템 모니터링 구성도

Fig. 7 Configuration of the PV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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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ource
(SMPS)

Main CPU
(ATmega128)

USN(ZigBee)
Module

Voltage
Sensor

ADC0
&

ADC1
UART

그림 8 데이터 송  처리 시스템

Fig. 8 Data transmitting and processing system

6. 실시간 실험  결과 검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진단 시스템을 검증을 하기 하

여, test-bed를 제작하여 실시간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한 태양  발  시스템은 Shell Solar 사의 SE50 태양

 모듈을 사용하 으며 주요 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림 9

는 본 실험을 하여 제작된 USN 하드웨어 보드를 보여주

며, USN mote와 마이크로 로세서를 함께 구성한 임베디드

(embedded) 형태의 test-bed로 구성하 다. 

구성한 태양  발  시스템의 test-bed에 하여 일사량 

 주 온도에 따른 출력 압을 측정하 다. 주 온도는 

각각 15℃, 25℃, 35℃로 설정하 으며, 이러한 두 온도 조건

하에 일사량을 150∼950의 범 에서 100  간

격으로 증가시켜 출력 압을 측하 으며, 측정 결과값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한편, 측정 데이터에 하여 보간법

(interpolation)을 용하여 데이터 수를 증가시켜 신경회로

망의 학습 패턴으로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푸리에 신경회로망은 그림 4에서 

와 가 각각 20개로 하 으며 =1, 그리고 학습률 는 

0.01로 설정하 다. 체 학습 주기는 1000번으로 하 으며 

가장 작은 자승 오차값을 갖도록 반복 학습을 실시하 다. 

그림 10은 신경회로망의 학습오차에 한 형을 보여 다. 

이 결과 형을 보면, 학습 횟수가 약 280회까지 오차가 근

(asymptotical) 지수형태로 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그 이후로는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거쳐 구성한 신경회로망에 하여 

일반화(generalization) test를 실시하여 실제 시스템과의 입

출력 함수 계를 검증하 다. 그림 11은 이러한 일반화 검

증에 한 결과 형을 보여 다. 이 형으로부터 각 온도

와 일사량에 한 실제 측정값과 신경회로망의 추정값이 거

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만족스러운 신경회

로망 모델링 성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은 태양  발  시스템의 고장검출에 한 실험을 을 

하여, 체 모니터링 시간을 500 로 하 으며 이때 250

에서 인 으로 고장을 발생시켰다. 그림 12는 이러한 고

장 설정에 한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압을 보여주

고 있다. 기시간부터 250 까지 평균 15[V]의 압을 유지

한 후 고장이 발생된 이후에는 압이 평균 13[V]로 격히 

강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출력에 하여 4장

에서 제안한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용하 으며 식 (20)의 

값을 형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은 데

이터 길이   에 하여 각각의 형을 나타내

었으며, 우선 =10인 경우 고장을 검출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나 노이즈가 많이 포함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50인 경우는 노이즈는 많이 감소하 으나 고장을 검출

하는 시간이 40 가량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

로 =100인 경우 노이즈가 거의 없는 형을 볼 수 있으

나 고장이 발생된 후 약 100  후에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 길이 하여 고장검출시

간이나 신호형태 등에 직 으로 연 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데이터 수를 선정하여 고장검출 알고

리즘에 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

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신경회로망 모델링  

고장진단 기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림 9 USN 기반 모니터링 실험보드

Fig. 9 A USN based monitoring test board

표  1 Shell Solar사의 SE50 태양  시스템의 주요 사양

Table 1 Spec. of the SE50 PV system of Shell Solar

라미터     

값 50±10%[W] 3.4[A] 21.3[V] 3.0[A] 18.7[V]

표  2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압 측정값

Table 2 Voltage measurement of the PV system

온도
[℃]

일사량


15 25 35

150 16.381 14.472 12.432

250 16.822 14.971 12.871

350 17.046 15.224 13.294

450 17.178 15.372 13.342

550 17.262 15.467 13.417

650 17.318 15.529 13.559

750 17.355 15.570 13.590

850 17.379 15.597 13.597

950 17.394 15.614 1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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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푸리에 신경회로망 학습오차

Fig. 10 Training error of the Fourier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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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태양  발  시스템의 일사량 비 출력 압 (○

(15℃), ◇(25℃), □(35℃) : 실제 측정값, ― : 추정

값)

Fig. 11 PV output voltage vs irradiation (○(15℃), ◇(25℃), 

□(35℃) : actual measurements, ― :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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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장이 발생한 태양  시스템 출력 압

Fig. 12 Voltage of the PV with fa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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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데이터 크기 N에 따른 기 값

Fig. 13 Residue against various data length N

7. 결  론

본 논문은 태양  발  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장

진단 기술을 개발하 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USN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고장진단은 GLRT 기법을 사용하여 확률론  알고

리즘을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시간 test-bed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

하 다. 본 실험을 통해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 으며 실

용 가능성 한 검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규모 태양  발  시스템에 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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