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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PV module fault diagnosis sensor which is applied to Zigbee wireless 

network, and monitoring system using the developed sensor. It is designed with embedded 

sensor in junction box. The diagnosis elements for algorithm were voltage and temperature. For 

that reason, It is able to reduce the price and separate the fault of bypass diode from shading 

differently from other monitoring systems. This fault diagnosis algorithm verified through the 

Field-installed operations of PV module.

Keywords: 지그비(Zigbee),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 고장진단 알고리즘
(Fault diagnosis algorithm), 태양전지모듈(Photovoltaic module), 음영(Shading), 정션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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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 사용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고갈 등의 에너지 문제 및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

제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발전은 타 에너지

원보다 설치환경에 대한 제한이 적고 및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설치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

어왔다1). 최근의 태양광산업 트렌드는 신규 설치보급에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유지관리를 통한 

효율향상 및 손실 저감을 위한 노력에 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태양

광발전설비 효율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한 손실 저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 중에 있다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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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단가 및 연성비용 절감을 통한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단점은 육안으로 고장판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인버터가 적

용된 발전단지의 경우 PV 모듈 개별 고장이 전체시스템에서는 수십 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6)7). Io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다중센서 네트워킹 고장진단기술이 적용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지그비 

통신기술은 1:N의 통신이 가능해 다수의 센서노드를 1개의 게이트웨이에서 수신할 수가 있다. 각 센서노드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값을 이용한다면 고장 모듈의 위치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그비 통신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8)9)10). 일반적으로 PV모듈의 고장진단은 단자의 전압 및 전류 측정을 

이용한 고장진단이 주이다2)3)4). 본 논문에서는 전압과 정션박스의 온도 측정을 통한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센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션박스 일체형으로 고장진단센서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지

그비 통신기술이 적용된 PV 모듈 고장진단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고장진단 센서

2.1 지그비 통신

지그비는 저전력, 저가격 사용의 용이성을 가진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다. 일반전인 지그비통

신은 반경 100 m 이내에서 2.4 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20∼250 kbps의 저속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 기술로, IEEE 802.15.4에서 표준화되었다. 최근에는 무선안테나 채택에 따라 적용거리가 대략 2 km

까지도 가능하다. 본 시스템에 적용된 지그비는 네트워크는 매쉬 네트워크 방식이다. 지그비 네트워크는 매쉬 방식을 이

용함으로 중간의 라우터 및 센서 노드를 거쳐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태양광발전단지와 같은 경우 각 센서노

드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용이하다. 지그비 네트워크의 구성은 Fig. 1과 같이 코디네이터, 라우터, 노드가 있다. 코디네이

터가 네트워크 채널, PAN ID를 생성하면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코디네이터는 지그비 네트워크를 매니징하게 된다. 본 

논문에 구현된 센서 노드는 라우터 및 노드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라우터와 노드 구분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The configuration of Zigbe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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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장진단 센서를 내장한 정션박스

태양전지모듈의 고장은 모듈 단자의 DC 전압 측정으로 대부분의 고장 판단이 가능하다. 음영과 바이패스다이오드의 

고장은 미스매칭 손실을 야기한다11). 바이패스다이오드는 PV 셀의 핫스팟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음영 발생 시 에너지효

율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바이패스다이오드의 고장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바이패스다이오드의 고장진단이 가능한 센서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정션박스 내부의 온도를 이용한 고장진단 알

고리즘이 적용되었다. Fig. 2는 정션박스 내부에 장착된 고장진단 센서이다. 센서의 전원은 정션박스의 단자에 탈착이 가

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전원연결의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정션박스의 경우 센서의 탈부착의 용이성 및 다이오드 고

장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하여 3단 분리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정션박스 고장 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기존방식

에서 벗어나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바뀐 것이다.

Fig. 2 developed sensor in junction box

3. 고장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1 실증 BED의 설치

Table 1 Specification of PV module

제조사 DAYOU SE

모델명 DS-260MG-D02

Pmax 260 W

Vmp 30.7 V

Imp 8.62 A

Voc 38.0 V

Isc 9.16 A

Max Operating System Voltage 1000 V

Max Series Fuse Rating 15 A

Table 1과 Table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전력이 260 W인 모듈 10장과 3 kW 태양광 계통 연계형 인버터를 설치하

여 실증 BED를 구축하였다. Table 3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된 지그비 센서의 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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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PV inverter

제조사 헥스파워시스템(주)

모델명 PV-C103LF

제품명 태양광 계통연계형 인버터

PV 동작 전압 범위 90 V∼500 V DC

PV 최대 입력 전류 17 A

AC 정격 동작 전압 220 V AC

AC 정격동작주파수 60/50 Hz

AC 정격 출력 3 kW

동작 온도 범위 -20 ∼ +50℃

Table 3 Specification of Zigbee sensor

제품명 KIER-S01

지그비 규격 802.15.4

주파수 대역 2.4 GHz ISM Band

수신감도 -98 dBm(Typical)

송신출력 10 Bm(Typical)

통신거리 150 m 내외

계측요소
온도 -40∼85℃ (±3℃)

전압 DC 10∼40 V (±0.1 V)

소비전력 및 입력전압 2.4 W / DC 4.5∼50 V

통신속도 최대 250 Kbps

안테나 Chip 안테나(2 dB)

동작조건 -20∼85℃/∼90%R.H.

크기(최대) 70(W)*20(L)*8(H)

Fig. 3 Block diagram of the developed fault diagnostics PV monitoring system

Fig. 3에서는 위의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여 제작한 전체적인 고장진단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각 모

듈의 정션박스에 내장되어 있는 지그비 센서를 통하여 고장모듈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전압과 모듈 후면 즉 정

션박스 내부의 온도 등을 계측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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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장진단 알고리즘

Fig. 4에서는 위의 전압과 온도특성을 이용하여 개발한 고장진단 알고리즘이다. 일사량이 임의의 값 이상일 때, 전압이 

설정 값 이상이면 정상으로 초록불이, 설정 값 미만이면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노란불이 켜지게 만들었다. 또한 노란불이 

켜진 비정상 모듈에서 양옆의 모듈과의 온도차를 비교하여 증분 값이 기준치 미만이면 정상으로 초록불이, 하나라도 기

준치 이상 차이가 나면 비정상으로 빨간불이 켜지도록 하였다.

Fig. 4 Block diagram of fault diagnostics

Fig. 5는 위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한 고장진단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GUI이다. 이는 모듈이 정상일 때의 상태를 

계측하였다. 전압이 기준전압 이상일 때 정상으로 판단하여 초록불이 켜졌고, 온도는 양쪽 모듈과의 온도 증분 값을 비교

하여 정정치 이하일 때 정상으로 판단하여 초록불로 나타내었다.

Fig. 5 Monitoring program GUI under the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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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는 모듈 한 장에 일시적인 1/3의 부분 음영을 가하여 전압이 낮아졌을 때 프로그램 상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하였다. 일시적인 음영은 온도에 변화는 없지만 부분 음영으로 인한 전압강하가 발생한다.

Fig. 6 The image of a module with temporary 1/3 partial shading

따라서 Fig. 7에서와 같이 한 모듈에 기준전압 미만의 전압강하가 발생하여 경고표시등으로 노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인 음영이 아닌 1/3 음영을 시킨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확인

한 것을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 Monitoring program GUI under the temporary partial shading condition

일시적인 음영에서는 전압 강하만 발생하였지만 음영시킨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확인하였을 때 전압 강하뿐만 아니라 

온도의 변화도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듈의 전압이 기준전압보다 낮고 양쪽 모듈의 온도변화량을 비교하여 

기준 값이 하나라도 초과하였을 때는 해당모듈은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빨간색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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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nitoring program GUI under the permanent partial shading condition

3.3 고장진단 센서의 활용 검증

Fig. 9 The image of module with 1/3 partial shading

Fig. 9의 ⒜와 같이 모듈 1장에 1/3 음영을 가하여 정상모듈과 고장모듈의 전압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Fig. 10 Graph of Insolation with 1/3 partial shading at PV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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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에서는 위의 실험을 했을 당시의 일사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1에서는 위의 실험을 통해 나온 정상모듈

과 음영모듈의 전압 값을 비교하였다. 모듈의 1/3의 부분 음영을 가하였을 때의 모듈이 다른 정상모듈의 전압보다 약 10 

V 정도, 즉 전체전압의 1/3만큼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상모듈과 음영모듈의 전압을 비교하여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영을 2/3, 전체음영을 가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상모듈일 때보다 감소하여 

센서의 최소 동작 전압보다 낮아져 작동하지 않아 0 V로 측정되었다.

1/3 shading module

Fig. 11 Graph of Sensor voltage with 1/3 partial shading at PV module

Fig. 12는 모듈 한 장에 1/3의 부분 음영을 가하고 지속되었을 때의 온도 그래프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부분적

인 음영을 가한 모듈의 정션박스 내부온도가 정상모듈보다 약 5℃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션

박스 내부 온도의 차를 통해 정상모듈과 고장모듈을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3 shading module

Fig. 12 Graph of internal junction box temperature with 1/3 partial shading

4. 결 론

본 논문은 지그비 통신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모듈의 고장 유형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센서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센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증연구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전압과 온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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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듈의 음영에 대한 고장을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음영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전압강하가 커지는 것을 통해, 전압이 낮아지면 음영이 생겼음을 확인하여 고장진단이 

가능하다.

(2) 일시적인 음영은 전압강하를 통하여 정상모듈과 비교한 고장진단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음영과 고장모듈은 전압

강하와 온도 변화 값을 통하여 고장진단이 가능하다.

(3) 정션박스 내장형 무선 고장진단센서 개발 및 실증을 통하여 특정모듈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센서의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해 고장모듈의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 유지보수 관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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