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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ispaperpresentsasimplebutvaliddesignfactorcalculationmethodofgrid-connectedphotovoltaic

systemusingnormalizedyieldmodel.Theproposedcalculationmethodcanberepresentedasaquantitativevalue

aboutfivedesignfactorsfrom irradiancetosystem outputpower.Thevalidityofthismethodisidentifiedby

analyzingdesignfactorwiththreeyearsmonitoreddata.Theseresultswillindicatethatitisusefultodetermine

theoptimaldesignandselectionofgrid-connectedphotovoltaicsystem tomeetdifferentuserpurposesand

enhancelong-term reliabilityandstabilityofgrid-connectedphotovoltaic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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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Ga,meas :경사면 일사강도 [kW/m2]

Ga,ref :1[kW/m
2
]

Pa,meas :PV어 이 출력 력 [kW]

Pf,meas :PCS출력 력 [kW]

Pas :PV어 이 설치용량 [kW]

Yr :태양 등가 가동시간

Ya :PV어 이 등가 가동시간

Yp :PV시스템 등가 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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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 :PV어 이 최 등가 가동시간

Yao :PV어 이 최 등가 가동시간

Yat :PV어 이 온도보정 후 등가

가동시간

la :PV어 이 직류선로손실 [kW]

αm :PV어 이 최 성능계수

αt :PV어 이 온도보정계수

Ko
:PV어 이 기타손실을 고려한

설계계수

Km
:PV어 이 부정합 손실을 고려

한 설계계수

Kp :PCS손실을 고려한 설계계수

Kt
:PV어 이 온도상승 손실을 고

려한 설계계수

K :PV시스템 설계계수

1.서 론

태양 발 (PV,Photovoltaic)은 세계의

에 지수요를 모두 공 할 수 있을 만큼 무한

한 잠재량을 가진 깨끗하고 소음이 고 무

공해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 재생에 지원

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

세계에 설

치된 PV시스템의 총 설치용량은 2000년

에는 678MW이지만 2011년에는 63.6GW로

속하게 성장하 고 한 미래 력산업시장에

서 PV산업의 요성이 확 되고 있다.
2)

국내에서는 2011년까지 설치 보 된 PV시

스템의 총 설치용량은 812MW로 설치보

이 확 되면서
3)
향후 PV시스템은 사

용목 에 따라 다양화 복잡화가 상됨에

따라 PV시스템의 성능,품질보증과 함께 건물

외 의 미 효과를 고려한 설계기술 개발이

요하다.따라서 PV시스템의 성능과 손실과

의 상 계를 분석하여 정량 인 값으로 설

계계수가 산출된다면 설치환경에 따른 PV시

스템 구성기기의 성능 평가분석에 있어 객

이고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사용목 에 부합된 PV구성기기의 최

선정 PV시스템의 최 설계가 가능하다.
4)6)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kW 계통연계형 PV시스템에서 수집된 운

데이터로부터 주변 환경의 변화시 발생되는

손실을 고려한 정규화 설계계수를 정량 인 값

으로 산출할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 그 산출

결과에 해서 종합 으로 비교 분석하 다.

2.설계계수 산출방법

PV시스템의 경사면 일사강도로부터 교류출

력까지 등가 가동시간5)6)7)을 이용한 태양 등가

가동시간(Yr),PV어 이 최 등가가동시간

(Yam),PV어 이 최 등가 가동시간(Yao),PV

어 이 온도보정 후 등가 가동시간(Yat),PV어

이 등가 가동시간(Ya) PV시스템 등가 가동

시간(Yf)의 산출모델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낸다.

    (1)

  ⋅ (2)

     (3)

  ×  


(4)

   (5)

   (6)

식 (1)∼식 (6)으로부터 등가 가동시간
5)6)7)

을 이용한 정규화 설계계수 산출방법은 다음

과 같다.입사각 변동, 설,오염 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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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PV어 이의 기타 손실(Ylo)을 고려

한 설계계수(Ko),PV어 이의 직류선로 손실

을 고려한 설계계수(Ka),PV어 이의 직병렬

불균형 최 출력 변동 등을 포함한 PV

어 이의 부정합 손실을 고려한 설계계수

(Km),PV어 이 온도상승 손실을 고려한 설

계계수(Kt)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의 변환효율 감소 기상태 등을

포함한 PCS손실을 고려한 설계계수(Kp)그

리고 PV시스템 설계계수(K)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낸다.8)

Yao>Yat경우 :

  

 
(7)

Yao<Yat 경우 :

   

   
(8)

   ×

 
(9)

   ××

 
(10)

    ×××

 
(11)

    × ×× ×


(12)

   ×× × ×  


(13)

Fig.1은 수집된 분별 운 데이터로부터 식

(1)∼식 (6)을 사용하여 산출한 PV시스템의 15

분별 등가 가동시간을 보여 다.Fig.2는 Fig.1

에서 산출된 등가 가동시간으로부터 식 (7)∼식

(13)을 사용하여 산출한 PV시스템의 15분별 설

계계수인 Ko.,Ka.,Km.,Kt.,Kp. K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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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계계수 산출결과 비교분석

제시한 PV시스템의 정규화 설계계수 산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해서 3kW 계

통연계형 PV시스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

지 수집된 분별 운 데이터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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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은 3kW 계통연계형 PV시스템을 보

여 다.PV시스템은 지역( 도 36.2o,경

도 127.22
o
)에 설치되었고,PV어 이는 실리

콘 단결정 태양 지를 사용한 53W PV모듈

을 20직렬,3병렬로 총 60매로 연결 구성되었

고 설치 경사각은 30
o
그리고 설치 방 각 0

o

(정남향)인 평지붕 구조로 설치되었다.계통연

계형 PCS는 정격출력이 3kW이고,정격조건

에서 92%이상의 변환효율을 가진다.

Fig.33kW grid-connectedPVsystem

Fig.4는 2008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수집

된 분별 운 데이터로부터 식 (1)∼식 (6)을

이용한 PV시스템의 일별 등가 가동시간과 설

계계수의 산출결과를 보여 다.그림에서 Yr는

1.61[h/d]～7.29[h/d],Yam은 1.42[h/d]～6.40[h/d],

Yao는 1.41[h/d]～6.36 [h/d],Yat는 1.74[h/d]～

5.98[h/d],Ya는 1.75[h/d]～5.75[h/d] Yp는

1.05[h/d]～5.08[h/d]의 분포를 가진다.

Fig.5는 Fig.4의 등가 가동시간으로부터

식(7)∼식 (13)의 설계계수 산출모델에 의한

PV시스템의 일별 등가 가동시간과 설계계수의

산출결과를 보여 다.그림에서 Ko.는 0.877～

1.025,Ka.는 0.994～0.996,Km.는 0.933～1.0,

Kt.는 0.918～1.004,Kp.는 0.508～0.884 K는

0.446～0.723의 분포를 가진다.그림에서 보면

5월 15일,5월 28일과 5월 30일에는 K가 각각

0.587,0.446그리고 0.505로 다른 일의 K와 비

교해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사강도,온도 오염 등의 주변 환

경의 격한 변화 혹은 PV구성기기의 이상

는 결함 등으로 PV시스템에 성능장애가 발

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PV시스템 설

계계수의 산출결과는 주변 환경의 변화시 PV

시스템의 성능을 미리 악함으로써 PV시스템

구성기기에서 발생되는 성능 하 혹은 성능

장애의 원인에 해서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하

므로 향후 설치환경에 따른 PV구성기기의 최

선정과 함께 손실 감을 통한 성능향상,사

용목 에 부합되는 PV시스템의 맞춤형 최 설

계에 있어 요한 도구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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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집된 분

별 운 데이터로부터 식 (1)∼식 (6)을 이용한

PV시스템의 월별 일평균 등가 가동시간의 산출

결과를 보여 다.그림에서 보면 Yr는 2.67[h/

d]～5.21[h/d],Yam은 2.34[h/d]～4.57[h/d],Yao는

2.33[h/d]～4.55[h/d],Yat는 2.26[h/d]～4.50[h/d],

Ya는 2.27[h/d]～4.27[h/d] Yp는 2.06[h/d]～

3.70[h/d]의 분포를 가진다.

Fig.7은 Fig.6의 등가 가동시간으로부터

식 (7)∼식 (13)의 설계계수 산출모델에 의한

PV시스템의 월별 일평균 등가 가동시간과 설

계계수의 산출결과를 보여 다.그림에서 보

면 Ko.는 0.848～0.923,Ka.는 0.995～0.996,Km.

는 0.917～1.0,Kt.는 0.911～1.037,Kp.는 0.81

9～0.921 K는 0.649～0.817의 분포를 가진

다.그림에서 보면 Kt.의 경우 동 기에는 1보

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외기온도

에 의해서 PV모듈의 표면온도가 25oC이하로

낮아질 경우 온도이득에 따른 손실이 감소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일사강도

온도 등의 주변 환경은 시간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항상 변화되기 때문에 PV구성기기 뿐만

아니라 PV시스템의 성능과 손실도 한 변화

한다.PV시스템의 성능과 손실과 상 계부

터 산출된 설계계수는 주변 환경의 격한 변

화뿐만 아니라 고장 혹은 이상이 발생될 경우

PV시스템의 성능을 정확히 악함으로써 옥

외에서의 PV시스템의 고장 혹은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에 한 원인들을 쉽게 악

하여 이에 한 책방안 제시와 함께 기 설

계부터 설치운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에 지

손실과 경제 비용을 개선할 수 있다. 한

PV시스템의 이용보 과 기술개발에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PV모듈 PCS의 성능향

상에서부터 최 선정,설치환경 설계구성

에 따른 다양한 PV시스템의 성능기 ,최 설

계 그리고 사후 리기술의 확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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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등가 가동시간을 이용한정규

화 설계계수 산출방법을 제시하여 수집된 분

별 운 데이터로부터 PV시스템의 설계계수를

정량 인 값으로 산출하 고 그 결과에 해

서 종합 으로 비교 분석하 다.본 논문에서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PV시스템의 성능과 손실과의 상 계로

부터 등가 가동시간을 이용한 정규화 설

계계수 산출모델을 사용한 간단하지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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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가진 설계계수 산출방법을 제시하

다.

(2)2008부터 2010년까지 3kW 계통연계형

PV시스템에서 수집된 분별 운 데이터로

부터 산출모델을 사용하여 설계계수를

정량 인 값으로 산출하 고 그 결과에

해서 종합 으로 비교 분석하 다.

(3)제시한 설계계수 산출방법은 기 설계부

터 설치운 에서 발생될 수 있는 PV시스

템의 성능 하,고장 혹은 이상 등으로 인

한 문제 과 그 원인들을 정량화하여 악

할 수 있다.그리고 산출결과를 데이터베

이스화한다면 설치환경 설계구성에 따

른 PV시스템의 성능기 을 결정할 수 있

어 가 고효율 PV시스템을 한 최

설계 도구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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