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과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에 현 정부의 탈 원전 정

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

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제 8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목표를 상향조

정하였으며, 이전에는 2035년까지 11%의 목표로 했던 

것을 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 대비 20%로 하였다1). 특히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설치 및 운영이 쉬워 최근 10

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와 동반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품질, 신뢰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2-3). 이는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

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이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모듈의 고장 및 부품의 열화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4-5). 특히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고장 데이터를 참조하면 65%이상의 결함이 PCS(Power 

conditioning system)의 고장으로 판명되고 있다6-7).

따라서 PCS의 고장 및 결함 여부에 의하여 효율 저

감, 화재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맞물려 PCS의 성능 및 열적 관점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8). 특히 PCS의 부품별 신뢰도 및 수

명에 대한 연구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성능적 연구가 

대부분인데 실제 PCS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3). PCS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개

발초기 즉 설계단계에서 부품의 신뢰성, 가용성 및 유

지 보수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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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purposed to develop hardware for controlling abnormal 
temperature that can occur environment and component itself in PCS. In order to be 
purpose, the hardware which is four part(sensing, PLC, monitoring and output) keep 
detecting temperature for critical components of PCS and can control the abnormal 
temperature. Apply to the hardware, it is selected to PV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f 20
㎾ in Cheong-ju city and measured the data for one year in 2017. Through the 
temperature data, it is found critical components of four(discharge resistance, DC 
capacitor, IGBT, DSP board) and entered the setting value for operating the fan. The 
setting values for operating the fan are up to 130℃ in discharge resistance, 60℃ in DC 
capacitor, 55℃ in IGBT and DSP board. The hardware is installed at the same PCS(20 ㎾ 
in Cheong-ju city) in 2018 and the power generation output is analyzed for the five days 
with the highest atmospheric temperature(Clear day) in July and August in 2017 and 2018 
years. Therefore, the power generation output of the PV system with hardware increased 
up to 4 ㎾h. 

Key Words : PV(photovoltaic), hardware,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DSP(digital signal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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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품의 설계, 장소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효율이 

떨어지는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열이 집중되는지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계절 별로 부품의 열적 특

성 및 국부 발열 등 이상온도 발생 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CS에서 

외부영향 및 구성부품 자체의 이상온도에 대하여 이를 

경보하고 안정적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 ㎾ 태양광발전시스

템을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PCS의 부품

별 온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온도특성을 바탕으로 

이상온도에 비정상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부품은 방전저항, DC 커패시

터, IGBT, DSP 보드였으며, 여기에 안정적 운용온도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안정적 운용온도 유지를 위하

여 좌측과 우측에 냉각팬을 설치하였고 2018년도에 같

은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설치하여 2017년과 2018년의 

대기온도가 가장 높았던 5일을 선정하여 개발된 하드

웨어 설치전 후의 발전출력량 관계를 분석하였다. 

2. PCS 이상온도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

2.1 PCS의 신뢰성

인버터는 사용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른 수명 값을 특

징으로 하며 PV 시스템 및 인버터는 광범위한 온도범

위, 높은 습도와 염분 및 부식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신뢰성 성능은 이러한 조건과 관련

이 있으며 온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특히 

PCB 기판에 적절한 열 분배와 발산이 이루어져야 한

다. PV 인버터의 열적 설계 및 스위칭 부품과 커패시

터의 열 추출 메커니즘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부품으

로 상세히 분석 되어야 한다11). 구성요소에 대한 열적 

Fig. 1. PV PCS MTBF vs temperature11).

특성과 고장률을 시스템에 반영하면 보다 체계적인 안

전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PCS의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와 온도와의 관계는 IEC 6283012)에 제

시되어 있다. IEC 62830에 의하면 일반 실온에서도 

MTBF가 감소하고 고온일 경우는 급속한 감소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주요부품에 대한 상시 열을 감시하고 

PCS에서 발생 가능한 열을 제어하면 시스템을 최적화 

시킬 수 있다. Fig. 111)은 PV 인버터의 평균고장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2 1년간 PCS 구성부품 온도 측정

PCS 주요부품에 대한 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주 P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시

스템 20 ㎾(인버터 정격출력용량 20 ㎸A)를 선정하여 

PCS의 모든 부품소자의 열적데이터를 1년간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ig. 2는 PV시스템의 구성과 실

험 대상설비인 PCS의 정면부와 측면부를 나타냈다.

Fig. 2. Configuration of PV system.

태양광발전시스템 20 ㎾ PCS의 부품에서 DC 커패시

터, IGBT, DC 차단기, AC 차단기, 리액터, AC 필터, 방

전저항, DSP 보드, 변압기 등 9개 부품에 대하여 열적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장치는 일본의 H사(Ti200)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측정시간은 태양광 효율

이 가장 높은 맑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에 10회를 측정

하여 평균데이터를 출력하였으며 PCS가 옥내에 설치되

어 있어 내부를 주위 온도로 하였다. 계절별 주위 온도

는 봄은 20±3℃, 여름은 24±4℃, 가을은 18±4℃, 겨울은 

6±3℃로 나타났다. Fig. 3의 a) ~ i)는 PCS의 구성부품에 

대한 측정지점을 나타내었다. 

방전저항의 경우 충전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

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작사가 설계상으로 고려

된 상황이나, Fig. 4에서 최고 120℃ 정도로 높은 열이 발

생되고 있으며 이는 DSP 보드나 기타 다른 부품에 높은 

열이 기판에 전달되어 폭발이나 절연파괴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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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 breaker b) DC breaker c) DC capacitor 

d) resistance e) IGBT f) AC filter

g) Reactor h) DSP Board i) Transformer

Fig. 3. Temperature measurement point for components of PCS.

Fig. 4. Temperature characteristics without the hardware (2017).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방전저항을 제외한 DC 커패시터, IGBT 및 DSP 보드등 

3개의 부품소자에서 일사량이 좋은 5월~10월 사이 60℃

이상의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 구성부품의 높은 온도가 

오래 지속되면 PCS의 고장과 수명이 단축 되므로 PCS의 

설계 시 충분하고 여유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13). 본 데이

터를 통하여 상시 감시가 필요한 방전저항, DC 커패시터, 

IGBT 및 DSP 보드를 구성부품으로 선정하였다. Fig. 4는 

2017년 PCS의 각 부품별 열적특성을 나타내었다. 

2.3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설계에서는 주요부품 선정에 따른 센서 부

착과 이상온도발생시 이를 경보하고 안정적 운용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상온도는 

1년간의 온도특성분석에서 방전저항, DC 커패시터, 

IGBT, DSP 보드가 선정되었다. 특히 5월에서 10월 사

이 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구성부품의 절연파괴와 오작

동을 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벗어난 부품도 있었다. 

a) Discharge resistance b) DSP board

c) DC capacitor d) IGBT

Fig. 5. With temperature sensor for critical components.

주요부품에 대한 상시 온도를 감시하고 PCS에서 발생 

가능한 이상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

여 센서부, PLC부 및 모니터링부 및 출력부 4가지로 

구성하였다. 

센서부는 DC 전류센서와 온도센서로 구분된다. DC 

전류센서는 회로의 설치 및 열적으로 영향이 적은 

Shunt resistor를 사용하였고 이를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

였다. 온도센서는 표면접착 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센서로 설치가 용이하고 -73℃~260℃, 0℃에서 

± 0.06 Ω의 오차를 가진 센서를 사용하였다. 

Fig. 5는 a) 방전저항, b) DSP 보드, c) DC 커패시터, 

d) IGBT에 대한 센서의 설치 위치를 나타내었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부는 일반산업현

장 또는 특정 설비에 대하여 자동제어를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신뢰성을 고려하면 일본의 M(Melsec Q)

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센서에서 입력되는 

신호에 대하여 데이터 연산과 산술연산, 전송 등의 피

드백제어도 가능한 제어장치이다. 입력은 총 16개와 

온도모듈 4채널로 되어 4개의 센서를 부착할 수 있고 

16개의 출력부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출력기능이 가능

한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RS-422통신을 통하여 센서

의 입력과 HMI(Human machine interface)의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하며 온도상승 또는 이상전류/전압 발생 시

에는 PLC의 릴레이에 의해서 냉각팬의 작동 및 경보

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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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부는 HMI를 이용하였고, 주요부품의 온도

와 DC전류, 전압, 알람메시지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

며 상시 부품소자의 적정온도를 유지 시키면서 PCS를 

계속 운전할 것인지 정지할 지를 판단하여 출력의 안

정화는 물론 이상전류가 검출 시 고장경보의 알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력부는 방전저항, DC 커패시터, IGBT, DSP보드에 

각각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각 부품의 이상온도 검출 

시에 PLC가 작동하여 냉각팬을 가동하고 정상온도 이

하로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이상전류 검출시에는 릴

레이가 동작하여 알람을 경보하게 하였고 사전에 유지

관리하여 PCS의 고장과 화재예방을 하고 정상온도 이

하에서는 냉각팬이 정지하도록 하였으며 일일 출력발

전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6 a)는 센서부, b)는 PLC부, c)는 HMI 부 를 나

타내었다. Fig. 6 a) 센서부에서 ①은 션트로 전류와 전

압을 감지하는 센서이며, ②는 온도센서를 나타내었다. 

Fig. 6 b)는 PLC부로 ①의 SMPS는 센서, PLC 및 HMI

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②의 릴레이는 이상온

도 발견시 냉각팬이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로 설치하였

고, ③은 PLC를 나타내었고, ④와 ⑤는 PLC 입/출력을 

a) Sensor part b) PLC part

c) HMI part d) Operating HMI part

Fig. 6. Hardware device for fault detection of PCS. 

Fig. 7. Design of cooling fans for controlling temperature rise 
in PCS. 

⑥은 PLC 통신 모듈, ⑦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컨버

터를 나타내었다. Fig. 6 c)는 HMI로 ①은 온도, 전압 

및 전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스크린, ②와 ③은 전압/

전류 미터를 나타내었다. Fig. 6 d)는 HMI의 작동상태

를 나타내었다. 

Fig. 7은 이상온도 발생 시에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좌측과 우측에 설계된 냉각팬을 나타내었다.

3. 하드웨어 적용 후 주요부품에 대한 온도 특성 

기존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는 IGBT에만 온도센서

를 부착하였고 IGBT의 히트싱크 온도가 설정치 이상

으로 상승되었다는 신호가 계측 되었을 때 IGBT 보호

를 위하여 인버터가 정지하고 인버터를 수동기동하거

나 5분을 기다린 후 자동 기동할 때 정상동작하지 않

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시스템

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 한계온도가 60℃로 되어 있어 

IGBT의 절연체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다11). 본 하드웨

어는 IGBT에 대하여 55℃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주요

구성부품을 이상온도에 대하여 관리할 수 없었다. 본 

하드웨어는 주요구성부품의 이상온도를 감지할 수 있

도록 설계한 것이 기존의 시스템과는 큰 차이이다. 

Fig. 8. Temperature Characteristics with the hardwa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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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개발된 하드웨어를 정착한 후의 PCS 각 부

품소자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

던 7월과 8월에 주요구성부품의 온도가 60℃이하로 감

소되었다.

4. 효율 검증 

2017년과 시스템이 적용된 2018년 7, 8월 중 맑은 날

을 기준으로 대기온도가 ±1℃의 각각 5일을 선정하여 

시스템 적용전 후의 발전 출력량을 분석하였다. Table 

1은 2017년과 2018년에 적용된 5일간의 대기온도를 나

타내었다. 

Table 1. Atmospheric temperature for five-days selected in 
2017 and 2018 years

Days 2017(℃) 2018(℃)

1 33.6 33.7

2 33.9 34.0

3 34.4 34.7

4 35.5 35.7

5 31.6 32.1

방전저항은 DC커패시터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상전압을 방지하고 충⋅방전 시 지속적인 온도상승

과 하강을 반복하므로 잠열이 존재하고 설계상온도로 

110~120℃로 유지되었다. 방전저항은 냉각팬을 동작하

지는 않고 단지 130℃ 이상의 경우 유지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보하도록 설정하였다. 참고문헌11)에 의하

면 DC 커패시터는 70℃이상의 경우 용해질에 영향을 

미쳐 DC 커패시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는 커패시터의 본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고 한다. 온도측정에서 DC 커패시터의 최고온도가 6

7℃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설정온도를 60℃에 냉

각팬이 동작하도록 하였다.

IGBT 보드의 납땜접합부 온도가 45℃~50℃ 사이에 

가장 높은 열 사이클을 이루면서 PCS의 발전출력량을 

증가시킨다14). 또한 내부에 자체적인 온도센서가 내장

되어 있으며 설정온도는 60℃로 되어 있다. IGBT의 최

적 발전량을 감안하여 IGBT와 DSP 보드의 경우는 5

5℃에 냉각팬이 작동되도록 설계하였다. 

Fig. 9에서 개발된 시스템 설치 후 전년대비 일일 발

전출력량이 2~4 ㎾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요부품의 온도가 출력발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Fig. 9는 2017년과 시스템이 적용된 2018년의 5일간의 

대기온도에 대한 출력발전량을 나타내었다. 

Fig. 9. Comparison of temperature and generation output for 
2017 and 2018.

5. 결 론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CS 구성부품에 대

한 1년간의 열적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부품 4개선정

과 안정적 운용온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부품의 

이상온도 발생 시에 이를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를 개

발하여 이상온도제어와 출력발전량 증가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년간 PCS 구성부품 총 9개에 대한 온도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성부품에서 이상온도를 발생한 부품은 

방전저항, DC 커패시터, IGBT와 DSP 보드로 나타났고 

이를 주요구성부품으로 선정하였다.

2)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CS 주요구성부품에 대한 

안정적 운용온도를 제시하였다. 방전저항은 130℃, DC 

커패시터는 60℃, IGBT와 DSP 보드는 55℃로 하였다. 

3) 하드웨어 설치 전 후를 비교한 결과 전년도 대비 

일일 발전출력량 값이 2~4 ㎾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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