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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hotovoltaic(PV) generation system have recently become widely us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running out of fossil fuels. However, the study on maintenance is inadequate for PV system. This paper 

proposes the novel diagnosis method of output power decline to maintain the normal output performance of PV array. 

The diagnosis method used the proportional relation of irradiation-output current(S-I) of PV array at maximum power 

point(MPP). And, first order polynomial using the relation is proposed to easily apply PV system. To estimate the 

relation in case of separation of PV array producer and diagnosis system producer. Kalman Filter algorithm is also 

proposed at 30.2kW grid-connected PV system. Then, the performance of diagnosis method is evaluated using the 

hardware tests as well as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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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필요성에 의해 신재생에 지가 두

되어지고 있으며, 신재생에 지 산업은 차세  동력 산업으

로 자리매김할 것이 상되어진다. 신재생에 지  태양

발 시스템은 오염이 없고, 낮은 유지비용  가동부가 없어 

소음이 거의 없다는 장 을 갖고 있다[1]. 한 풍력 발 , 

지열발 , 조력발  등과 달리 입지여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

는 장 을 갖고 있으며, 태양  모듈의 발  효율의 증 와 

정부의 신재생에 지설비 의무투자로 2012년까지 총 10만호

의 태양  설치목표를 설정, 이를 장려하기 한 설치비의 

최  60%를 보조 으로 지원해 으로써 보 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2].

하지만 아직까지 기하 수 으로 보 된 태양 발 시스

템을 유지 보수하기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이다. 기존의 

연구의 경우 태양  발  시스템의 발 을 지하고, 일사량 

센서와 온도센서를 통해 태양  어 이(Photovoltaic Array)

의 open circuit voltage와 short circuit current를 측정하여 

태양  모듈의 이상을 악하는 방법, 는 electric load를 

통해 태양  어 이의 출력 류, 압 특성곡선을 통해 태

양  어 이의 이상 유무를 악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가 

항시 모듈의 출력 하를 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다[3]. 태양  발  시스템을 지해야하는 문제 과 문

가가 장비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악하는 문제 을 보완하

기 해 최근 국내외 업체에서는 태양  어 이의 string 별

로 류를 측정하여 각각의 string별 출력의 크기를 분석하

여 이상이 있는 string을 악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하지

만 이는 체 어 이가 황사와 먼지에 의한 얼룩  노후화

에 의해 발 량이 어들었을 경우에는 이를 악하기가 불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상용화된 기술을 보완하고자 

최  력 (MPP : Maximum Power Point)에서의 류

(Impp)와 일사량의 비례 인 계를 이용한 새로운 출력 하 

진단 방법을 제시하 다. 한 태양  모듈과 출력 하를 

진단할 수 있는 리 시스템의 개발자가 다른 경우와 같이 

태양  어 이의 특성을 일일이 악하기 어려울 경우와 실

제 시스템에서의 측정 오차를 보완하기 해서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Impp와 일사량(S)의 계를 추정

(estimate)하 다. 이를 해 태양  어 이의 얼룩  노후

화에 의한 partial shading이 가능한 태양  어 이를 

PSCAD/EMTDC 로그램으로 모델링 하 고, 제안된 출력

하 진단법에 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simulation을 수행

하 다. 한 제안된 출력 하진단 방법이 실제 시스템에서 

정확히 동작하는지 악하기 해 일사량을 LED의 량으로 

체한 하드웨어 실험을 수행하 고, 추가 으로 실제 계통

연계형 30.2kW 태양  발  시스템에 용하여 그 타당성

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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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  시스템 설계

2.1 PV Array Modeling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하를 진단하기 한 태양

지를 모델링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류원 다이오드 

 직렬 항으로 구성되는 등가회로 모형을 이용한다. 그림 

1의 등가회로 모형을 통해 식 (1)과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 태양 지 등가회로

Fig. 1 The PV array equivalent circuit

            

            (1)

이때 ISC 단락 류, IO  다이오드 포화 류, n  다이오드 이

상정수, VT  열 차, RS 직렬 항이다. 식 (1)을 이용하여 

태양  모듈의 특성을 구 하기 해 셀의 직렬연결 수 NS

와 병렬연결 수 NP를 포함하여 재구성하면 식 (2)와 같은 

특성 식을 얻을 수 있다[4], [5].

    


         (2)

식 (2)을 이용하여 각각의 일사량과 온도  직병렬 개수

를 조 하여 실제 환경과 같은 partial shading 조건을 만족

하는 수식을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이때 IMk는 식 (2)의 수식을 나타내며, NPN은 태양  어

이의 병렬 수를 나타내고, ISA는 태양  어 이의 출력 

류를 의미한다. 식 (3)을 통하여 이상 인 환경에서 태양  

어 이의 I-V, P-V특성 곡선을 구하면 그림 2와 같다. 

태양  어 이 특성상 넓은 면 이 필요하므로, 실제상황

에서는 태양  어 이의 노후화, 먼지, 그리고 그림자와 같

은 이상 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그림 3과 같은 어 이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모듈에 따라 일사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4종류(0, 400, 800, 1000W/m
2
)의 

일사량과 25℃의 모듈온도를 태양  어 이의 입력으로 하

다. 이를 PSCAD/EMTDC을 통해 시뮬 이션하고 이를 

MATLAB을 통해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은 특성 그래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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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양  어 이의 특성곡선 

(a) I-V 특성곡선 (b) P-V 특성곡선

Fig. 2 The PV array characteristic curves 

(a) I-V curves (b) P-V curves

그림 3 부분 인 그림자에서의 태양 어 이

Fig. 3 The PV array in partial sh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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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분 인 그림자에서의 태양 어 이 특성곡선 

(a) I-V 특성곡선 (b) P-V 특성곡선

Fig. 4 The characteristic curves of PV array in partial 

shading condition

(a) I-V curves (b) P-V curves

2.2 최 력  추종 알고리즘

태양  어 이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다양한 일사량  온

도에 따라서 출력 력 값이 변화하는 비선형 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한 일정한 일사량  온도에서도 지의 출력

압에 따라 출력되는 력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태양  

어 이를 효율 으로 동작시키기 해서는 태양  어 이가 

항상 최  력 (MPP : Maximum Power Point) 근처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최  력  추종(MPPT :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가 필요하다. MPPT를 해서 

Perturb and Observe(P&O) 방법과 Incremental Conductance 

(IncCond)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IncCond 방법을 용하여 태양  발 시스템의 MPP를 추

종하 다. IncCond은 태양  어 이가 MPP에서 slope가 

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MPP의 왼쪽에서는 positive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negative인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나

타내면 식 (4)와 같다.

 









 
   
   

                   (4)

이를 이용하여 수학 으로 나타내면 식 (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5)

식 (5)을 이용하여 식 (4)을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6)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용한 IncCond 방법의 흐름도를 

보인 것이다. 이 흐름도는 식 (6)과 같이 Instantaneous 

Conductance(I/V)와 Incremental Conductance(∆I/∆V)를 

비교함으로써 Vref을 가 는 감소 시켜서 MPPT하는 방법

이다. 한 Vref가 MPP에 치하면 압을 유지 한다[6]. 

partial shading condition에서도 MPPT 할 수 있도록 

IncCond 방법의 step 사이즈를 크게 하여서 local MPP에 

머물지 않고 global MPP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실제 태양  시스템에서는 MPP에서의 리 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본 논문의 시뮬 이션에서는 이 방법을 용하 다.

그림 5 Incremental conductance 최  력  추종 방법

Fig. 5 Incremental conductance MPPT method

3. 태양  어 이의 출력 하 진단 시스템

3.1 태양 어 이 출력 하 진단법

그림 2를 통해 얻은 일사량에 한 MPP에서의 류를 

통해 그림 4와 같은 일사량  온도변화에 한 MPP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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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일사량에 한 

류의 식 (7)을 얻을 수 있다.

                     (7)

이때 α와 b는 태양  어 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얻은 계

수 값이고, S는 재 일사량의 값이다. 한 태양  어 이

의 표면온도 T≠Tref(25℃) 일 때 좀 더 정 한 Iref을 얻기 

해 식 (8)과 같이 변형 가능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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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 인 그림자에서의 태양 어 이

Fig. 6 The PV array in partial shading condition

 여기서 T는 재 태양  어 이의 표면온도이고, Tref는 

기 온도 25℃이다. a, b, c, d는 태양  어 이 특성을 분석

하여 얻은 계수 값이고, 이들의 계를 통해 간략화 하여 계

수 α, β를 구한다. Iref는 재 MPP에서의 류(Impp)와 비교

하기 한 기  류값이 되고, 측정오차  노이즈에 의한 

오차를 이기 해 임의의 계수를 선정하는 데 본 논문에

서는 5%의 마진을 주어 식 (9)의 별식을 구한다.　식 (7)

∼(9)을 통해 재 일사량에서의 태양  발  시스템의 기

 출력 류 Iref와 Impp을 비교해서 태양  발 시스템의 출

력 하를 진단 할 수 있다[7]. 

                  (9)

3.2 Kalman Filter을 이용한 출력 하 진단법

3.1 에서 제시한 수식은 태양  어 이의 특성을 모두 

악했을 때에 용할 수 있는 수식이다. 태양  모듈 제조

업체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한 태

양  발  시스템의 특성상 태양  모듈과 태양  력 변

환 장치를 일정하게 연결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치 시 태양  어

이의 특성을 악하여 일일이 유지보수 시스템의 설정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에서는 실제 상용

화된 태양  발  모니터링 시스템에 Kalman Filter를 용

하여 태양  어 이의 특성을 모르더라도 출력 하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식을 제안한다.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경사일사량(S) 

 최  력 에서의 태양  어 이의 출력 류(Impp)를 기

본 데이터로 구성하여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용하고, 

기존데이터와 새로운 측정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를 제거시

켜 경사일사량(S)에 한 기  류값(Iref)을 추정한다. 그림 

7은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나타낸다[8]. 이를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R은 matrix을 의미한다.


  

                   (10)

                     (11)


 

                 (12)

 기  류(Iref)의 기 추정값 (∈R
n×1
)와 오차공분산의 

기값 (∈R
n×n
)을 선정하고, 식 (10)와 (12)을 통해 측 

값 
 (∈R

n×1
)와 오차 공분산 측값 

(∈R
n×n
)을 계산한

다. 이때, A(∈R
n×n
)는 상태 이행렬, (∈R

n×1
)는 로세서

의 노이즈, H(∈Rm×n)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사

일사량, (∈R
m×1
)는 측정오차, (∈R

m×1
)는 측정된 Impp를 

의미하고, 여기서 Q(∈R
n×n
)는 의 공분산 행렬이다.





             (13)

 

  


               (14)

 식 (13)을 통해 칼만 이득 Kk(∈R
n×m
)을 계산하고, 이를 

식 (14)에 용함으로써 추정값 (∈R
n×1
)을 구한다. 이때, 

Rd(∈R
m×m
)는 의 공분산 행렬을 의미한다. 

 


 

                (15)

 한 추정 값이 참값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

내는 오차 공분산 (∈R
n×n
)을 식 (15)을 통해 계산하여, 이

를 다시 Kalman Filter 알고리즘의 기 단계를 업데이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으로 얻어진 추정값을 식 

(16)에 용하여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

고, 식 (17)을 통해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구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9].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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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alman Filter 알고리즘

Fig. 7 The Kalman Filter algorithm

3.3 출력 하 진단 시스템

태양  어 이의 출력 하 진단을 한 체 인 시스템

을 그림 8(a)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계통연계형 3kW 태양

 발  시스템으로 태양  어 이, 자부하, 경사 일사량

계로 구성되어진다. 태양  어 이의 압  류를 측정

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2.2 에 제

시한 IncCond MPPT controller에 용하여 MPP을 추종할 

수 있도록 Vref을 구하고 이를 식(18)과 같이 재의 PV 

Array의 력으로 나 어주어 electric load의 값을 조 한

다. 추가 으로 인버터나 컨버터와 같은 PCS(Power 

Conditioning System)에 용할 경우 PWM제어를 통한 스

치의 동작으로 PV array의 압 값을 조 하여 MPP을 

추종할 수 있다.  

 
   

             (18)

출력 하 진단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의 일사량

과 태양  어 이의 출력 압  류를 측정하여 직류

력 P(k)를 구하고, 이  력 P(k-1)와의 차의  값의 

크기를 통해 정상상태인지 과도상태인지를 악하고 값보

다 크면 과도 상태이므로 MPPT controller를 통해 MPP을 

추종하고, 값보다 작으면 이는 MPP인 상태로 악하여 

용할 수식을 선택한다. 식 (7) 는 (8)을 통해 재 일사

량에 한 기  류 Iref을 구하거나 Kalman Filter 알고리

즘을 용하여 임의로 정한 차수의 일사량에 한 Iref의 

류 다항식을 구한다. 재 MPP에서의 류를 식 (9)을 통해 

별하여 별식 범  안에 있으면 태양  어 이의 이상 

없음을 signal=0으로 출력하고 반 의 경우 지속유무를 미

리정한 시간(te)을 통해 별하여 지속되어질 경우 signal=1

을 출력하여 비정상상태, 즉 출력 하를 별하고 반 의 

경우 이상 없음을 나타내는 signal=0을 출력 한다. 제안된 

태양  어 이 출력 하 진단 알고리즘을 그림 8(b)의 순

서도로 나타낸다. 

(a)

(b)

그림 8 제안된 태양  어 이 출력 하 진단 시스템 

(a) 진단시스템 (b) 진단 시스템 순서도

Fig. 8 The proposed diagnosis of power output lowering of 

PV array 

(a) System of diagnosis (b) The flow chart of system 

of diagno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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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출력 하 진단법의 시뮬 이션 결과 

(a) P-V 특성곡선 (b) P-t 특성곡선 (c) I-t 특성곡선 (d) Signal-t 특성곡선

Fig. 9 The simulation result of diagnosis method of output power lowering

(a) P-V curve (b) P-t curve (c) I-t curve (d) Signal-t curve

4. 시뮬 이션  하드웨어 시험

4.1 시뮬 이션 시험

그림 8(a)의 3kW 태양  시스템을 PSCAD/EMTDC 시

뮬 이션으로 구 하여 0∼3 까지는 900W/m
2
의 일사량을 

주고, 3∼5 에서는 900W/m
2
→600W/m

2
으로 일사량 변화를 

주어 이상 인 상태(부분 인 그림자 없는 상태)에서의 동

작을 시험하 다. 5∼7 에는 그림 3과 4에서 제시한 비정

상상태 Partial shading을 주고, 일사량계에는 이상 인 일사

량 800W/m
2
을 주어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9(a)는 MPPT 

기법을 통해 MPP을 찾아 가는 P-V특성 곡선이고, (b)는 

시간에 따라 태양  어 이의 출력 력을 나타낸다. 그림 

9(a)와 (b)의 비교를 통해 시간에 따른 압  발 량을 알 

수 있다. 그림 9(c)는 시간에 한 태양  어 이의 출력

류(Ipv)  식 (7)을 통해 계산된 기  류(Iref)에 출력 하 

별을 해 제안한 계수(0.95, 1.05)의 값을 곱한 그래 를 

나타내며, 그림 9(d)는 시간에 한 출력 하 단 signal을 

나타낸다. 3 에서 이상 인 상태에서의 일사량의 변화에서

는 그림 9의 (b)와 같이 MPP을 빠르게 추종하고, (c)와 같

이 출력 하 진단 별식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signal=0으

로 정상상태로 단한다. 5 에서 태양  어 이에 가해지

는 일사량이 부분 으로 변했을 때 5.6  까지 변화된 일사

량의 MPP을 찾아 가고, 이때의 류와 기  류 값을 비

교 하여, 재 류가 기  류의 별식을 벗어남이 약 

0.3  지속되어 (d)에서와 같이 태양  어 이의 출력 하를 

5.8 에서 signal=1과 같이 나타낸다. 시작과 동시에 약 1

까지 별식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8의 (b)에서 

 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MPP가 아니기 

때문에 signal=0을 가리키고, 5 에서 격히 류가 감소함

에도,  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signal=0

이 된다. 한 1.2 에서 식 (9)의 별식을 벗어났어도 미

리정한 시간(te) 동안 지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ignal=0을 

나타낸다. 제안된 태양  어 이 출력 하 진단 시스템이 

정상상태에서 signal=0을 비정상태에서 signal=1을 나타냄을 

통해 동작특성  정확성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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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드웨어 시험

본 논문에서는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하 진단을 

한 방법으로 2가지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실험은 정

확한 실험을 해 일사량 변화를 LED(Light Emitting 

Diode)의 류에 한 량 변화로 체하고 이를 태양  

모듈에 연결함으로써 출력 하 진단시스템을 구성하 다. 

첫 번째 실험 즉 실험1(experiment test 1)에서 일사량을 

LED로 체하여 모듈의 온도변화를 최소화한 실험을 그림 

10과 같이 진행하 다. 이때 실험에 앞서 태양  모듈을 

LED 에 완 히 덮음으로써 태양  모듈은 오직 LED의 빛

만 흡수 하도록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LED의 

특성상 LED의 흐르는 류량과 LED에서 발생되는 량의 

계는 Saturation이 까지 비례함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DC power supply로 LED의 흐르는 류량을 0.1A씩 높임

으로써 LED의 출력 량을 조 하 고, 이때의 OCV(Open 

Circuit Voltage)  SCC(Short Circuit Current)을 각각 35

개씩 측정하 다. 그리고 electric load를 통해 태양  모듈

의 특성 곡선을 도출하 다. 각각의 MPP 에서의 류

(Impp)  압(Vmpp)을 2 의 오실로 스코   2 의 

multimeter를 통해서 총 105개의 MPP와 이때의 태양  모

듈의 압과 류를 측정하 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태양

 모듈의 출력 특성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의 (a)는 측

정된 OCV, SCC, 그리고 Impp, Vmpp을 나타내고, (b)에서는 

LED에 흐르는 류와 Impp의 출력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실험에 의한 측정오차  MPP의 추종에 한 오차가 발생

하여 상되어진 그림 6의 선형 인 데이터는 얻을 수 없었

지만, 이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1 에서 제시한 식 (7)을 LED에 흐르는 류에 한 값으

로 각각 변환하여 식 (19)을 도출하 다. 여기서 α', b'는 

[0.0747, -0.0019] 이다.

 

  ′ ′               (19)

Experiment 

test 1 module

Experiment 

test 2 module

Maximum 

power(Pmax)
200 W 180 W

Voltage at 

Pmax(Vmpp)
26.4 V 35.98 V

Current at 

Pmax(Impp)
7.60 A 5.01 A

Open-circuit 

voltage(Voc)
32.9 V 44.82 V

Short-circuit 

current(Isc)
8.38 A 5.33 A

표   1  태양  모듈의 라미터

Table 1 PV Module Parameters

그림 10의 시험을 통해 그림 12의 하드웨어 결과를 얻었

다. 이는 일정한 LED 류에서 태양  모듈의 일부분을 검

은 천으로 가린 다음, 자부하의 값을 0∼∞로 변화 시킨 

데이터 값을 오실로스코 의 X-Y 모드로 측정한 값이다. 

그림 10 실험1: LED를 이용한 태양  모듈의 진단 시스템

Fig. 10 Experiment test1: The diagnosis system of PV 

module using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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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1: 최  력 에서의 태양  모듈의 출력특성 

(a) I-V 출력특성 (b) I-ILED 출력특성

Fig. 11 Experiment test1: the output characteristic of PV 

module at MPP

(a) I-V output characteristic (b) I-ILED output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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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X축은 10V, Y축은 0.25A이다. 이를 그림 8(b)의 

flowchart에 용하여 식 (9)을 통한 출력 하진단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 2을 통해 악하 다. 표 2의 결과에서 정상상

태와 모듈의 일부분을 검은 천으로 가린 비정상상태 3가지

를 제안된 수식을 용한 결과 비정상상태 즉 부분 인 그

림자 상태에서 최소 7.68%에서 최  32.44%의 % error가 

존재함을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을 통해 

출력 하를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 (b)

(c) (d)

그림 12 실험1: 출력 하 진단법의 실험 결과 

(a) 정상상태 (b) 비정상상태-1 

(c) 비정상상태-2 (d) 비정상상태-3

Fig. 12 Experiment test1: the experimental results of 

diagnosis method of output power lowering

(a) Normal condition (b) Abnormal condition-1 

(c) Abnormal condition-2 (d) Abnormal condition-3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1

비정상

상태-2

비정상

상태-3

Vmpp[V] 25.0 17.8 14.0 20.0

Impp[A] 0.526 0.561 0.352 0.432

ILED[A] 7 7 7 7

Iref[A](식 19) 0.521 0.521 0.521 0.521

% error[%] 0.96 7.68 32.44 17.08

표   2  실험1: 출력 하 진단법의 실험결과

Table 2 Experiment test1: the experimental results of 

diagnosis method of output power lowering

실험2(experiment test2)는 본 기술을 실제 태양  발  

시스템에 용함으로써 제안된 기술의 실용성을 시험하

다. 그림 13과 같이 L사의 180W 모듈을 직렬 12개, 병렬 14

를 연결하여 30.24kW의 태양  어 이를 구성하 고, 이를 

D사의 33.5kW 계통연계형 인버터에 연계하여 태양  발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13의 (a)는 태양  어 이를 나

타내며, 실제 에 의해 어 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partial 

shading 상태가 나타남을 보여 다. 그림 13의 (b)는 수직, 

경사 일사량 센서  기온도, 모듈온도 센서를 나타내고, 

(c)는 센서박스로 센서에서 측정된 신호를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d)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화면을 

나타낸다.

(a) (b) (c)

(d)

그림 13 실험 2: 계통연계형 30.2kW 태양  시스템 

(a) 태양  어 이 (b) 온도  일사량 센서 

(c) 센서박스 (d) 모니터링 시스템

Fig. 13 Experiment test2: grid-connected 30.2kW PV system

(a) PV array (b) Temperature and irradiation 

sensors (c) sensor box (d) Monitoring system

서울 송 구의 태양  발  시스템에서 MPP에서의 경사

일사량, 태양  어 이의 출력 압  류값을 측정하

고, 이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4(a)는 MPP에서의 

태양  어 이의 출력 압  류를 나타내고, (b)는 

MPP에서의 경사일사량  태양  어 이 출력 류를 나타

낸다. 여기서 비정상 상태는 그림 13(a)에서와 같이 태양  

어 이의 일부분이 과 같은 이물질로 가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c)는 수직, 수평 일사량을 나타내고, (d)는 3 에

서의 Kalman Filter Algorithm을 용하여 얻은 추정값

(Estimated Values)와 (b)의 데이터를 같이 나타내었다. 1차

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식 (7)의 계수 a, b는 [0.0324, 0.043]이

고, 식 (16), (17)에 의한 RMSE는 0.1838, MAPE는 0.0451

이다. 추정식을 통해 비정상 상태를 평가하면 표 3과 같다.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1

비정상

상태-2

Vmpp[V] 438.3 405 437.8

Impp[A] 14.5 7.16 8.25

S[W/m
2
] 438.8 402.5 437.8

Iref[A] 14.26 13.08 14.23

% error[%] 1.65 82.74 72.46

표   3  실험 2: 출력 하 진단법의 실험결과

Table 3 Experiment test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diagnosis method of output power low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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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 2: 계통연계형 30.2kW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특성 

(a) I-V 출력특성 (b) I-S 출력특성 (c) 수직  경사 일사량 그래  (d) 측정값과 추정값

Fig. 14 Experiment test2: the output characteristic of grid-connected 30.2kW PV system

(a) I-V output characteristic (b) I-S output characteristic (c) Vertical & slope irradiation (d) Measurement data & 

estimated values

이때의 일사량은 경사일사량을 사용하 다. 표 3의 결과

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제안된 수식을 용했을 때의 

%error 1.65%에 비해, 실제 1월 4일 태양  어 이의 일부

가 에 의해 덮여있는 비정상 상태일 때 제안된 출력 하 

진단법을 용하 을 경우 %error가 82.74%와 72.46%가 나

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결과를 통해 제안된 출력 

하 진단법이 실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용되어 정확히 동

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육안 찰  태양  발 을 정지

시킨 후 단하는 방법과는 달리 발  에도 항시 태양

어 이 출력 하를 감지 할 수 있는 태양  어 이의 출력 

하 진단방법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해 PSCAD/ 

EMTDC를 통해 simulation으로 partail shading 가능한 

3kW 태양  어 이를 모델링하고, IncCond법을 용한 

MPPT 제어기와 electric load를 구 하여 정상상태에서의 

동작  태양  어 이의 일부분에 격한 일사량의 변화를 

주어 성능 시험을 통해 제안된 태양  어 이의 출력 하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 다. 한 태양  어 이의 정확한 

spec을 모를 경우  일사량계, 류 센서 등의 오차로 인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출력 하를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을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용하여 수학

으로 제시하 다. 제안된 출력 하 진단방법을 2개의 하드

웨어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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