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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techniques have
been significantly considered to reduce possible economic loss due to
faulty in photovoltaic power systems. This paper presents a new
fault location diagnosis method for photovoltaic power systems. The
proposed algorithm compares the output voltage generated from a
photovoltaic array to the outputs of its neighboring arrays. This
concept is realized by obtaining error voltages among all arrays,
which are simply defined by deviation between its neighboring
arrays. We accomplish a real-time experiment to demonstrate
reliability of the proposed fault location diagnosis by using a 60W
photovoltaic power system test-bed.

1. 서    론

최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에는 태양광 모듈이나 어레이의 고장 검출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1]. 이러한 기술은 태양광 시스템의 고장을 빠르게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지 보수를 함으로서 태양광 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론을 접목한 태양광 발전 시
스템의 고장 검출 및 위치 진단 기술이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2][3][4]. 하지만 기존의 기술들은 실제 구현
하는데 장비가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 복잡하여 그로 인해 경제적인 측
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단점이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
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간 시스템에 구현하기가 다소 용이하고 실적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실제 산업현장에 매우 실용적이고 적용 가치가 높은 태양광 발전 시스
템의 고장 유무 검출 및 위치 진단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웃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어레이의 출력 전압을 검출 및
비교한 후 고장 유무 및 위치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시 말
해, 검출한 각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 전압을 이웃한 출력 전압과 서로
비교하여 오차 값을 검출한 후 미리 설정한 기준값과 비교하여 고장 유
무와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
여 60W급 태양광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시간 시험을 실시하였다.

2.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의 일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
체 물질로 구성된 태양광 모듈의 전기적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
해 태양광 모듈의 직병렬로 연결한 태양광 어레이(array)를 다시 직병렬
로 구성하여 전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그림 1은 N개의
태양광 어레이에 대한 구성도를 보여준다. 각각의 어레이에서 발생되는
출력 전압은 전기적으로 통합되어 전체 출력 전압을 발생하게 된다. 만
약, 태양광 모듈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전압이 발생하지 못하면 해당되는
어레이의 출력 전압 또한 감소되어지며 결국 전체 태양광 시스템의 출
력 전압도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의 고장으
로 인한 출력 저하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빨리 줄이기 위하여 태
양광 모듈의 고장을 신속하게 검출하여야 한다.

3. 고장 유무 검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여러 개의 태양광 모듈을
직병렬로 연결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개의 태양광 모듈을 태
양광 어레이라고 하며 어레이의 출력들을 전기적으로 합산하여 전체 출
력 전압을 갖는다. 만약 태양광 모듈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레이
의 출력 전압은 감소하게 되고 이웃한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 전압과 차
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웃한 두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 전압의 오차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번째,  는 번째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 전압을 각각 나
타낸다.

<그림 1> N개의 태양광 어레이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N photovoltaic power arrays

식 (1)에서 두 어레이가 동시에 모두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
에, 두 전압이 동일한 값을 가지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어느 한 어레이에 고장이 발생하여 전압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 경우 오차 값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수학적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2)

여기서 는 0보다 큰 상수로서 기준값을 나타낸다. 식 (2)에서 가설  

는 두 태양광 어레이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
은 것을 의미하며, 가설  은 어느 한 어레이에 고장이 발생하여 전압
이 감소함으로서 오차 값이 기준값 보다 같거나 클 경우가 되며 이때
는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고장
유무 검출 알고리즘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 2> 제안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고장 유무 검출 알고리즘
<Fig. 2> The proposed fault detection algorithm for 

photovoltaic power systems

4. 고장 위치 진단

앞에서 제안한 고장 유무 검출 기법을 확대하여 본 절에서는 고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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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진단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선, 3개의 태양광 어레이를 고려해 본
다. 즉, ,  , 의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 변수를  ,  ,  일 때 서로
이웃한 태양광 어레이의 3개의 오차 변수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다.











      

      

      
(3)

식 (3)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출력 전압이 0이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경우 의 크기의 전압을 발생한다면 각 어레이에 고장이 발생
한 경우 출력 전압과 오차 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태양광 어레이의 고장 위치별 출력 전압 및 오차 전압
<Table 1> Output voltages and error voltages of 
photovoltaic arrays with fault

고장
어레이
위치

출력 전압[V] 오차 전압[V]

          

PV-i 0     0

PV-j  0   0 

PV-k   0 0  

표 1에서 번째 태양광 어레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와  의 값이
이 되며 이 변수의 아래 첨자에서 공통적으로 가 해당되므로 번째
어레이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째의 어레
이의 경우에는  및 에서 을 가지므로 이 두 변수의 아래 첨자
에서 공통적으로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번째 태양광 어레이에서 고장
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태양광 어레이의
고장 발생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5. 실시간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태양광 어레이의 고장 위치 진단 알고리즘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60W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태양광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20W 태
양광 모듈 3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였으며 인공 태양은 300W 할
로겐램프 2개를 이용하였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테스트베드의
외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부하는 DC 12V 전등으로 하였으며 아두이노
uno를 이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고장 위치 진단 알고리즘을 탑재하였
으며 고장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7-세그먼트를 이용하였다. 그림 5는
구성한 테스트베드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태양광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
작하는 경우에는 전압분배기를 거쳐 마이크로프로세서에 5V의 전압이
인가되게 하였다. 한편, 태양광 모듈에 고장 발생 효과를 주기 위하여
모듈 전체를 신문지와 같은 장애물을 이용하여 가렸으며 이때는 전압이
거의 0V로 출력 되었다. 구성한 3개의 태양광 모듈에 대하여 식 (3)에
서 정의한 오차 변수는 다음과 같다.

Ÿ PV-1과 PV-2와의 전압 편차 :      

Ÿ PV-1과 PV-3와의 전압 편차 :      

Ÿ PV-2과 PV-3와의 전압 편차 :      

각 모듈의 고장 위치에 대한 출력 전압과 오차 값은 표 2와 같다. 본 실
시간 실험을 통해 표 2와 같이 테스트베드에 설치된 7-세그먼트에 고장
이 발생한 태양광 어레이의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 실시간 실험을 통해 이론적으로 예상한 고장이 발생한
태양광 모듈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본 논문에서 구성한 60W 태양광 발전 시스템
<Fig. 3> A 60W photovoltaic power system in this paper

<그림 4> 실시간 고장 위치 진단 실험 장치
<Fig. 4> A test-bed for the real-time fault location diagnosis

<그림 5> 실시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고장 위치 진단 시스템의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the real-time fault location system 

for photovoltaic power system

<표 2> 실시간 태양광 테스트베드에서 어레이의 고장 위치별 출력 전
압 및 오차 전압
<Table 2> Output voltages and error voltages of 
photovoltaic arrays with fault in the test-bed

고장 모듈
위치

출력 전압[V] 오차 전압[V]

        

PV-1 0 5 5 5 5 0

PV-2 5 0 5 5 0 5

PV-3 5 5 0 0 5 5

6. 결    론

본 논문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어레이에 발생한 고장의 위치를
진단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 및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간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산업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
양광 발전 시스템에 본 기술을 접목하여 실적용 가능성을 보다 더 효율
적으로 검증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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