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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annual installed PV capacity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However, the supply of 

photovoltaic panel fault diagnosis techniques for efficient management is stil insufficient. Thus, 

many research groups and companies have been developing photovoltaic panel fault diagnostic 

equipment to measure I-V characteristics (1500 VMax. and 50 AMax.) and calculate the power 

efficiency of photovoltaic panels to quickly detect faults. In these methods, the capacitor load is 

used to measure the I-V curve of the photovoltaic panel. In addition, a MOSFET is used for 

stable I-V measurement and Multiplexing, and a high sampling ADC is used for simultaneous 

and quick (6 s) multi-channel measurements.

Keywords: 태양광 패널 고장진단(Photovoltaic panel fault diagnosis), Mux 회로 제어
(Multiplexer control), 다채널 I-V 측정(Multichannel I-V measurement), I-V 정밀측정(Precise 
I-V measurement), 고속 ADC(High sampling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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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문제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용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비, 

잘못된 공사 설계, 태양광 모듈의 불량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효

율적인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기상변화에 따른 오염, 나무, 건물 등 구조물에 의한 그늘, 모

듈 프레임과 셀 사이의 전압 차 발생으로 생기는 발전량 저하 현상(PID ;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핫셀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V 특성 곡선 분석을 통해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다1,2). 

현재 I-V 특성 곡선 측정이 가능한 장비들은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

하고 있는 측정 장비들은 접속함 최대 채널인 24채널을 단번에 측정할 수 없어 측정 및 분석에 불편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서는 현장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접속함 1개를 단번에 측정할 수 있게 하

려고 24채널로 구성된 태양광 I-V 측정 및 고장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개발 중인 장비는 최대 전압 범

위 1500 V, 최대 전류 범위 50 A까지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중인 태양광 고장진단기기에 필요한 태양광 I-V 다채널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와 I-V 측

정을 위한 회로 소자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다.

2. 태양광 I-V 측정 방법

태양광 I-V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가변저항 부하를 이용하는 방법과 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 가변저항 부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변저항의 값을 변경해가며 저항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I-V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며3,4) 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축전기의 충·방전 특성을 이용하여 충전할 

때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여 I-V 곡선을 그릴 수 있다4,5). 현재 현장에 설치된 대부분 접속함은 

1개 채널당 최대 전압 범위는 1500 V, 최대 전류 범위는 10 A으로 가변저항 부하를 이용하여 I-V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1 m 이상인 가변저항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휴대용 제품으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에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photovoltaic panel I-V measurement circuit



태양광 패널 고장 진단기기를 위한 소자 특성 및 Mux 회로 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 _ 선용근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0, No. 6, 2020 107

반해 축전기의 경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5 cm로 약 50 cm3의 부피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축전기를 이용하는 방

법이 휴대용 I-V 측정기기에 적합하다(Fig. 1참조).

3. 다채널 측정 방법 연구

3.1 다채널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의 아날로그 신호 입력 채널은 최대 16채널이다. 그러나 접

속함의 경우 최대 24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접속함을 일사량, 대기 온도 그리고 패널 온도와 동시에 한 

장비를 이용하여 단번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ADC를 사용하거나 Mux 회로(Multiplexer)와 한 개의 

ADC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두 개의 ADC를 사용할 경우 측정 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량이 2배로 증가하

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Mux 회로를 이용할 경우 ADC의 입력 한 채널에 몇 개의 채널이

든 연결할 수 있다. Mux 회로는 다채널 입력 1개 출력으로 구성된 회로이며 논리회로의 입력값을 토대로 출력

될 입력 채널을 결정한다. Mux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ADC의 디지털 출력과 릴레이 회로를 이용하였다. Mux 

회로를 제어하여 다채널 측정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Mux 회로와 ADC 사이에 릴레이 회로를 추가하여 

ADC는 릴레이 회로를 제어하여 Mux 회로의 입력 채널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법이다(Fig. 2 참조).

Fig. 2 Block diagram of multi-channel measurement circuit

3.2 다채널 태양광 I-V 측정을 위한 Mux 회로 제어 시퀀스

다채널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I-V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Mux회로와 ADC의 아날로그 신호 입력 채

널 사이 스위칭 소자, 충·방전 회로가 필요하다(Fig. 3(A) 참조). 측정 시퀀스는 Fig. 3(B)와 같으며 방전 시에는 

Mux 회로의 출력 부분 연결을 끊고 방전 회로와 축전기 부하를 연결한다. Fig. 3(B)은 Mux 한 채널에 대해 시

퀀스이며 시퀀스의 시간은 소자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N:1 Mux 회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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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를 반복 실행시켜주면 된다. Fig. 3(A) 구성과 Fig. 3(B)의 측정 시퀀스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 한 개에 

대한 시험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시험 측정 시 4:1 Mux회로와 16 bit 고속 ADC를 이용했으며 샘플링 주

파수 값을 100 kHz로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4개의 I-V 곡선을 측정하기 위해 전압 전류 측정 시간은 3초 이내

이다(Fig. 4 참조). 즉 ADC가 최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아날로그 입력 채널은 16채널을 고려하였을 때 2채널

(전압, 전류)마다 한 개의 4:1 Mux를 이용하여 최대 32개의 I-V 곡선을 3초이내 측정이 가능하다. 실제 측정에

서는 최대 전압이 약 1000 V로 방전 시간은 800 ms, 충전시간은 200 ms, 그리고 측정시간은 적어도 400 ms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실제 환경에서 한 개의 접속함의 모든 채널의 I-V 곡선을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

산하면 6초 이내임을 알 수 있다. 

Fig. 3 Block diagram and sequence of multi-channel I-V measurement, (A) block diagram, (b) measurement sequence

Fig. 4 The results with voltage and current multi-channel measurement, (Blue line) voltage, (Orange line) Current

4. 태양광 I-V 측정을 위한 스위칭 소자 특성 연구

충·방전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위칭 소자를 추가하였으며 1500 V, 10A에서 무리 없이 동작하는 차단기,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 SKM 75GB128D) 그리고 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FET ; C2M0040120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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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소자를 이용하여 소자 특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차단기의 경우 내부에 스프링이 존재하며 스프링에 의해 

차단기가 제어된다. 그래서 I-V 측정을 위해 차단기가 도통상태가 될 때, 스프링의 진동에 의해 전압이 흔들리

는 현상이 발생하여(Fig. 5 참조) 제대로 된 태양광 I-V 특성 곡선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Fig. 5 Photovoltaic panel I-V measurement result with breaker switch 

IGBT는 컬렉터부분에 P층이 구성되어 있고 게이트부분에 N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IGBT의 경우 전자와 홀

에 의해 양방향 전류가 흐르며 고내압화해도 ON 저항(소자를 동작시켰을 때의 이미터(소스)와 콜렉터(드레인) 

사이 저항)이 크지 않다6). 이 때문에 역전류 발생 시에도 완전차단하지 못하고 흐르게된다. Fig. 6은 IGBT를 이

용한 모듈 한 장에 대한 테스트 결과이며 실제 접속한 한 채널에 대해 생각하면 오프셋은 약 5 V 이상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된다.

Fig. 6 Photovoltaic panel I-V measurement result with I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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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FET의 경우에는 IGBT와 다르게 드레인에 P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전자에만 의해 전류가 흐른다. 그

리고 고내압화하면 N층이 두꺼워져 ON저항값이 매우 커진다7). 이 때문에 역전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결

론적으로 MOSFET의 ON저항 특성에 의해 완전 방전이 가능하여 MOSFET을 사용 시 Fig. 7과 같이 안정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Fig. 7 Photovoltaic panel I-V measurement result with MOSFET 

5. 결 론

태양광 발전 설비 접속함 한 개 기준 모든 채널을 단번에 측정하기 위해서 다채널 I-V 측정이 가능하도록 회

로를 구성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변저항 부하의 단점인 크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축전기 충·방전 방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I-V 측정이 가

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2) ADC의 아날로그 입력 채널 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ADC의 디지털 출력 기능 및 Mux 회로를 이

용하여 다채널 I-V 측정이 0.02초 이내에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3) 소프트웨어와 고속 ADC를 이용하여 다채널 측정 시퀀스를 설계하였으며 충·방전 스위칭 소자 연구를 

통해 최적의 스위칭 소자가 MOSFET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다채널 측정이 가능하도

록 개발하였다.

(4) 본 다채널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현장에 적용하여 관리 미흡으로 효율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효율 상승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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