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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태양광 패널 고장진단기기의 진단 정밀도 향상을 

위한 ADC 노이즈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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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IEA PVPS report, the global power of new photovoltaic plants in 2018 is 

approximately 100 GW. Large investments are expected to be made in photovoltaics in the 

future to improve these renewable energy sources. Photovoltaic generation is a structure that 

makes profits by selling power produced for 20 years, and the annual generation amount 

decreases by 0.7 to 0.8% every year. However, if the failure of solar panels is not detected at an 

early stage, their profitability cannot be guaranteed.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 on 

photovoltaic maintenance technology is required.

Keywords: 태양광 패널 고장진단(Solar panel fault diagnosis), 다채널 I-V측정(Multichannel 
I-V measurement), ADC 노이즈 저감(Analog to Digital Converter noise reduction), 노이즈 
필터(Noise filter), 고정밀 진단장비(High accuracy analyser), 태양광 진단(PV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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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원유가 상승, 자원 고갈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력

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용가들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국내 태양광 설치 증가

량은 약 2GW가 설치되어 누적 실치량은 7.9 GW로, 현재 태양광 에너지는 단순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넘어 금

융 및 은행과 결합된 투자자원으로 변화되어 그 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에너지는 초기 설치 

후 약 20년간 연간 출력저하율(0.7 ~ 0.8 %/Year)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하지만 특정 모듈

에 고장이 발생하여 출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될 경우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을 유지

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점검이나 접속함 점검, 잡초 제거 등 사후조치 위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

지보수를 위한 진단기기는 부족한 실정이다4,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접속함 단위로 측정하여 태양광 모듈

의 문제를 진단3)하는 다채널 태양광 I-V측정 및 고장진단기기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태양

광 패널 고장 진단기기의 개발 수행과정에서 태양광 패널 고장 진단기기의 진단 정밀도 향상을 하고자 아날로

그 저역통과6) 필터와 디지털 저역통과 필터의 적용하여, 측정기기의 ADC (Anal og to Digital Converter) 노이

즈 저감기술의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2. 다채널 태양광 I-V 측정 방법

태양광 모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I-V곡선을 비교하여 태양광 최대 출력점을 비교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모

듈 간 전기적 특성 차이의 원인으로 제조공정, 모듈 간 고도 각 차이, 모듈음영, Hotspot, PID 등이 있다. 

2.1 태양광 I-V 측정 방법

태양광 I-V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가변저항 부하를 이용하는 방법과 커패시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

지가 존재한다. 가변저항 부하를 이용하는 방법 I-V 어레이 장치는 Fig. 1과 같이 가병저항을 최대(∞Ω)로 조

정하여 개방전압 지점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전류가 단락전류(0Ω)가 되는 지점까지 측정하는 방법과 단락전류

(0Ω)로부터 개방전압(∞Ω)까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변저항을 이용한 측정방법의 경우 측정대상 

태양광 모듈의 용량을 고려하였을 경우 가변저항의 용량이 커지게 되어 부피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제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커패시터를 이용한 방법은 Fig. 2와 같이 커패시터의 충 ‧방전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Fig. 2와 같이 커패

시터는 두 개의 전극과 사이 얇은 유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한 쪽 전극에 DC 전압을 걸어주면 태양광 모듈과 커

패시터가 전압이 평행이 될 때까지 축적이 된다. 평행이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충전이 완료된다. 커패

시터의 용량에 따라 충방전 시간이 달라지며, I-V곡선의 측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DC1100 V, 40 uF의 커패

시터를 병렬로 3개를 연결하여, 작은 커패시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 샘플링 속도를 500 kS/s로 설계를 하였

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고속 ADC 샘플링을 이용하여 다채널의 태양광 어레이의 성능을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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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V Curve measurement method by variable resistor

Fig. 2 I-V Curve measurement method by variable capacitor

3. ADC Noise Filter에 따른 출력 특성 연구

측정기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SNR (Signal to Noise Ratio)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정밀

정확도가 더 높은 교정용 표준기의 신호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고, 오차를 보상하여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교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측정기기의 교정절차는 측정결과를 일정하

게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 전원 조건에서 수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

전소는 야외에 접속함이 배치되어 있다. 야외에서 측정할 경우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와 전원적인 요소로 인하

여 측정결과에 다양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며, I-V 곡선에 변형이 발생하여, 진단결과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또한, 노이즈 저감을 위하여 저역통과필터의 대역 주파수를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커패시터 부하에 충전되

는 측정신호를 필터링 하게 되어 측정신호가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최적의 저역통과필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 고장 진단기기의 외부노이즈를 차단하여 진단 정밀도를 높이면서, 측정결과의 왜

곡을 주지 않는 필터를 적용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절연회로와 아날로그 필터, 디지털필터를 구성하여 실험

Fig. 3 I-V Curve test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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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다. 아날로그 저역통과필터는 Fig. 4와 같이 2차 버터워스 필터를 설계하여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디지털 필터는 Fig. 5와 같이 4차 IIR 필터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 2nd order low pass butterworth analog filter

Fig. 5 4th order low pass IIR digital filter

3.1 실험 결과

(1) 아날로그 필터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태양광 패널 고장진단기기의 노이즈 저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태양광 

어레이에 연결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7과 같이 실험 결과 Fig. 7(d)의 10kHz 저역통과

필터 적용 시 측정결과가 가장 노이즈가 작게 측정되었지만, 스위치 개방시 돌입전류가 필터링되어 측정결과의 

왜곡이 발생하였으며, 100 kHz일 경우 I-V 곡선의 왜곡은 작아졌으나 노이즈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ADC 이후 4차 IIR 필터를 고려하여 아날로그 필터를 100 kHz 필터로 적용하여 디지털 필터 적용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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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st of the i-v curve with low pass filter

(a) Non Filter (b) 100 kHz filter

(c) 30 kHz filter (d) 10 kHz filter

Fig. 7 Test result of the I-V curve with 2nd order butterworth filter

(2) 디지털 필터 실험 결과

Fig. 7(b)의 아날로그 측정결과에 디지털 필터 적용 결과 아날로그 필터 적용 시와 동일하게 디지털 필터의 대

역폭이 낮아질수록 돌입전류가 낮아지며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였지만, 비교적 낮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8(d)와 같이 10 kHz IIR 필터를 적용할 경우 돌입전류 이후 측정결과에 댐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이 되었으며, 이 결과 Fig. 8(b)의 50 kHz IIR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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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kHz filter (b) 50 kHz filter

(b) 25 kHz filter (d) 10 kHz filter

Fig. 8 Test result of the I-V curve with 4th order IIR filter

4. 결 론

커패시터 부하를 이용한 태양광 패널 고장 진단기기의 진단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기기에 저역통과필

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가변 저항 부하 측정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I-V곡선 측정이 가능하

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2) 커패시터를 소형화하여 고속 ADC 샘플링을 할 경우 Noise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 필

터는 2차 버터워스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디지털 필터는 4차 IIR 필터를 적용하여 I-V커브의 오차를 감

소시켜 정밀도가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아날로그 필터와 디지털 필터를 동시에 적용하여 태양광 진단기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 설

계값을 적용시킨 태양광 패널 고장 진단기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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