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Vol. 14, No. 3, pp. 8~14 (2018)

8

https://doi.org/10.17664/ksgee.2018.14.3.008

실물 실험을 통한 태양광 모듈의 표면온도와 

태양광 발전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성우†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otovoltaic Module Surface 

Temperature and Photovoltaic Power Using Real Experiment

Sung-Woo Cho†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angwon Inter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641-773, Korea

Abstract

PV module power is calculated on PV module surface temperature adjustment by irradiation on the

summer and autumn in NOCT(Nominal Operating Cell Temperature) conditions. The summer and

autumn periods were selected because of large variation in outdoor air temperature and irradi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relationship between PV module surface temperature and

photovoltaic power using field measurement. As a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mount of

irradiation wa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photovoltaic power in the field measurement. However,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PV power generation decreased by increased PV module surface

temperatures due to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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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여 연면

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016년 국내에 신설된 태양광발전용

량은 904.1 M로 집계되며, 이중 89%가 신재생에너

지공급의무화제도로 인하여 설치되었다. 또한, 태양

광발전 실치 용량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28 MW,

공공건물의 경우 40 MW에 이르고 있다[1]. 이와 같

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장소는 가정용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부터 중·대규모 건축물까지 다양

한 분포를 가진다. 

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활용하여 건축물에서 소

요되는 전력 소비의 일부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정

부 정책의 권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태양광발전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Shin et al.[2]은 태양전지모듈(이하 PV모듈로

칭함)의 온도에 따라 출력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PV모듈의 표면온도를 낮추

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 결과 PV모듈 뒷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발전량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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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3]은 PV모듈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 발전효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PV모듈 표면 온

도가 50°C를 기점으로 전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No.[4]는 태양광발전량에 미치는 요

소(대상위치, 모듈선택 및 크기와 능력, 인버터, 경

사, 방위각, 면적, 효율 등)를 분석하고, 분석된 값을

입력데이터의 근거로 하여 5종류의 프로그램 결과

값과 실제 태양광 발전량의 결과값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겨울철과 비교하여 여름철에 상대오차

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일사량과 PV모듈의

표면온도가 원인이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Ruijun et al.[5]은 실리콘 계열의 PV

모듈은 표면온도가 25°C를 한계로 성능이 떨어짐에

따라 PV모듈의 표면온도를 내리기 위하여 PV모듈

의 후면에 바람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CFD를 이용하여 표면온도와 발전량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Can et al.[6]은 PV모듈의 표면온도는 발

전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발전량과 표면온도가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17종류의 모델에 대하

여 외기온도, 일사량과 풍속에 대한 온도편차를 평

가하여, 일사량을 근거로 한 수정된 상관관계를 발

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PV모듈에 있어서 표면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전류량은 비례관계를 보이는

반면, 전압이 감소하여 효율이 저하되며, 온도특성

은 온도계수의 형태로서 표현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의 변화 추이를 평가

하기 위하여 발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PV모듈

의 표면온도와 일사량에 대한 실측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측된 데이터를 토대로 STC

(Standard Test Condition, AM 1.5. 1,000 mW/cm2,

PV모듈 표면온도 25oC) 및 NOCT Nominal Operat-

ing Cell Temperature; 풍속 1 m/s, AM 1.5, 주변온도

20oC, 일사량 800 W/m2의 조건)하에서 제품 사양서

에서 제공되는 발전량과의 실질적인 발전량과의 차

이 및 주변 환경 즉 표면온도의 변화에 따른 발전량

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태양광 발전량을 결정하는 PV모듈은 STC 조건에

서 측정되어 제품의 효율이 기재된 사양서를 근거

로 선정하게 된다. PV모듈은 반도체 소자와 같이 온

도에 민감하며, 특히 전압은 온도변화에 영향을 크

게 받는 인자로서 온도 상승에 따라 출력이 저하되

는 원인이 된다[7, 8]. 실질적으로 외부에 설치되는

PV모듈은 통상적으로 다양한 온도 및 일사량 조건

에서 운전되므로, 효율을 결정짓는 PV모듈의 온도

는 주로 일사량과 주변온도, 풍속 등의 환경적 요소

에 의해서 결정된다[8]. 그러므로 STC 이외의 조건

에서는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온도

보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OCT에 의한 온도보정

을 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조사의 사양서

를 근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온도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외기온도에서 큰 차이를 보

이는 하절기와 중간기(가을을 칭함)를 대상으로

NOCT 조건에서의 일사량에 따른 표면온도를 보정

하여 발전량을 계산하고, 이를 실측 결과값과 비교

하여 일사량과 표면온도 및 발전량과의 관계를 파

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이론적 고찰

PV모듈의 성능평가항목으로는 단락전류(Isc), 개

방전압(Voc), 최대출력(Pmax), 곡선인자(F.F: Fill Factor)

와 변환효율(η)을 들 수 있으며, 제조사의 데이터 시

트로서 제공되고 있으며, 곡선인자와 변환효율은 식

(1), 식 (2)와 같다. 본 논문에서 채택된 PV모듈의

F.F = 0.784이다[7]. 

 (1)

결과적으로, 가 된다. 즉,

PV모듈에서 큰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는 단락전류

와 개방전압 및 곡선인자의 곱이 커야한다[7].

(2)

옥외에 노출된 PV모듈에 대한 온도 보정은 식 (3)

과 같으며, 사양서에 따르면 TNOCT는 45.8oC이고, 전

류(ISC)의 온도계수(α)는 0.3 mA/oC, 전압(VOC)의 온

도계수(β)는 −0.79 mV/oC, 전력(Pmax)의 온도계수(δ)

는 –571.8 mW/oC이며, 식 (3)~식 (6)에서 Tpv는 동작

온도를 의미한다. 단락전류와 개방전압 및 최고출력

F.F = 
Vmp Imp×

Voc Isc×
------------------------  = 

P
max

Voc Isc×
---------------------

P
max

 = Voc Isc× F.F×

η = 
Vmp Imp×

Ps A×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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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 (4)~식 (6)과 같다[8, 9].

 (3)

 (4)

(5)

(6)

여기서, Ta = 외기온도[oC]

Irr = 일사량[W/m2]

Ps = 동작조건에서의 일사강도[kW/m2]

4. 실험 및 측정개요

4.1 실험장치 및 개요

PV모듈의 발전량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C대학에 PV모듈 250W×2 EA를

컨테이너 상부에 정남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전경

과 PV모듈의 크기는 Fig. 1, 2와 같다. 

PV모듈 경사각은 창원지역의 위도와 동일한 35°,

solar cell은 다결정 실리콘을 채택 하였으며,축전지

는 12 V의 배터리 2개를 설치하였으며, 부하측에는

DC 12 V, 6A의 열전소자에 연결하였다. PV모듈의

사양은 최대출력전압(Vmp) 31.02 V, 최대출력전류

(Imp) 8.06A이며, 개방전압(Voc) 36.99 V, 단락전류

(Isc) 8.62 A이며, Table 1과 같다. 

4.2 측정개요

PV모듈의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온도와 일

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통도는 Fig. 3과 같으며, 측

정위치 및 장비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나타내고

있다. PV모듈에서 AC/DC 프로브를 거쳐서 전압과

전류가 측정되고, 축전된 전력은 열전소자에서 소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사량은 일사량 센서(PSP 405 power supply로

동력 공급)를 통하여 측정되며, 1분 간격으로 측정

하였다. PV모듈의 표면온도는 수분 등의 외적인 영

향으로 정밀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PV모듈의 후면부를 측정하고 셀의 접합온도와 동

일하다고 가정한다[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PV모듈 후면부 10개 지

점의 평균 표면온도를 활용하여 PV모듈의 성능파

악을 위한 근거로 하고자 하며, 1분 간격으로 측정

하여 데이터로그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Tpv = Ta + Irr

TNOCT 20
o

C–

800
-----------------------------------

Isc t( ) = Isc Ps× 1 α Tpv 25–( )/7.6–[ ]×

Voc t( ) = Voc 1 β Tpv 25–( )/34.5+[ ]×

P
max

t( ) = Pm Ps× 1 δ Tpv 25–( )/203.4+[ ]×

Fig. 1. Photovoltaic module view.

Fig. 2. Total solar array size. 

Table 1. Solar module Specification

Model H**-250

Pmax 250W

Voc 36.99V

Isc 8.62A

Vmp 31.02V

Imp 8.06A

Fig. 3. Measurement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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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분석

5.1 일사량과 발전량과의 관계

측정기간 동안 하절기와 중간기 평균 일사량은

각각 502.75 W/m2, 288.63W/m2이며, NOCT 조건에

서 발전량과 일사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Fig. 4

와 Fig. 5와 같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9982와

0 .9995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PV모듈은 일사량

증가에 따라 발전량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하

절기의 경우 단위면적당 일사량에 대하여 0.4415 ×

(단위면적당 일사량) + 14.623 Wh, 중간기는 0.4928

× (단위면적당 일사량) + 1.9984 Wh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PV모듈의 발전량은 일사량과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PV모듈 온도, 전압 및 전류와 관계

하절기 측정기간 동안 PV모듈의 평균 표면온도

는 34.2oC, 최고온도는 50.6oC를 보이며, 중간기의

경우는 각각 16.5oC, 26.0oC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전류는 증가하

지만, 그 이상으로 전압은 감소하여 PV모듈의 변환

Table 2. Measurement summary

Contents Point Measuring instrument

Measurement

contents

Date
17.07.13-17.07.19 00:00-24:00 (summer) shadow ratio 0%

17.11.10-17.11.16 00:00-24:00 (autumn) shadow ratio 0%

Interval 1 minute

Temperature 
Front 10 Thermocouple

Data Logger

K-type

GL-820Back 10

solar radiation Front 2
solar radiation sensor

Data Logger

Vantage Pro2 6450

GL-820

Voltage

Ampere
- 1

Solar charge controller 

AC/DC Probe

Data Logger

VS2024A

PROVA CM-05

GL-820

Fig. 4.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rradiation and power

in summer.

Fig. 5.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rradiation and power

in autumn.

Fig. 6. Relationship between PV module surface temper-

ature and voltage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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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은 저하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0]. 

PV모듈 표면온도와 전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식 (3)~식 (6)을 이용하여 하절기는 Fig. 6, 중

간기는 Fig.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절기와 중간

기 PV모듈 표면온도 상승과 전압의 관계는 기울기

가 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

간 동안 표면온도와 전압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하절기가 중간기와 비교하여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

타남에 따라 하절기의 변화폭은 중간기와 비교하여

작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측정기간 동안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는 Fig. 8

과 Fig. 9와 같으며,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관계가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세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하절기는 –2.467이고, 중간기는 –1.958로서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 전류의 변화량은 중간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전량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간기는 하절기와 비교하

여 발전량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3 실제발전량과 비교

5.1절과 5.2절은 제품 사양서를 근거로 PV 모듈의

표면온도, 전압, 전류 및 발전량에 대한 데이터를 측

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실제 발전량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 사양서에 따르면 STC와

NOCT 조건하에서 PV모듈의 변화효율은 각각

15.56%와 11.15%을 제시하고 있다. 하절기와 중간

기 실측된 발전량과 NOCT조건을 근거로 예측된 발

전량 및 PV 모듈 표면온도에 대한 내용은 Fig. 10,

Fig. 11과 같다. 

하절기 PV 모듈의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측정된

발전량의 증가폭은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예

측된 발전량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기간 동안 평균 예측 발전량은

236.6 Wh이나 측정된 평균 발전량은 110.5

Wh(2017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흐림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외하였음. Fig. 10에서 음영으로 된

부분)로 약 2.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Fig. 7. Relationship between PV module surface temper-

ature and voltage in autumn.

Fig. 8. Relationship between voltage and current in

summer.

Fig. 9. Relationship between voltage and current in autumn.

Fig. 10. Comparison between measured power and pre-

dicted power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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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측정기간 동안 PV모듈의 효율은 7.4%로

제품 사양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 효율과는 많

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간기 PV 모듈의 측정된 표면온도는 STC조건과

비슷한 양상인 15~25oC의 온도 변화폭을 보이고 있

으며, 온도 상승에 따라 발전량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PV 모듈의 표면온도가 25oC

부근에서는 온도상승에 따라 발전량도 향상되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Ruijun et al.[5]이 발표한

실리콘 계열의 PV모듈은 표면온도가 25°C를 한계

로 성능이 낮아진다고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기간 동안 제품 사양서를 근거로 한 예측 발

전량에 대한 평균은 144.2 Wh이며, 측정된 발전량

은 110.6 Wh로 하절기의 2.2배와 비교하여 차이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간 동안 PV

모듈의 효율은 16.5%로 제품 사양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 효율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PV 모듈의 발전량은 일

사량에는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일사의 영향

으로 PV 모듈의 표면온도 상승은 발전량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PV 모듈의 발전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PV 모듈

의 표면온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일사량 및 PV 모듈

의 표면온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측정된 발전량과

제품사양서상에서 제시된 조건하에서 예측된 발전

량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PV 모듈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PV 모듈의 표

면온도 상승에 따라 전류는 증가하고, 전압은 반비

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사량과 발전량과는 비례관계에 있으나, 일

사량으로 인한 PV모듈의 표면온도 상승은 발전량

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3) PV 모듈의 주변온도가 높고, 일사량이 많은

하절기의 경우와 비교하여 주변온도가 낮고, 일사량

이 적은 중간기의 PV 모듈의 효율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일사량과 발전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는 반면, 일정온도 부근의 표면온도에서는 발전량

이 증가하나,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량은 표면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제품 사양서의 STC 조건하에서는 PV 모듈의

표면온도를 25oC 부근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간기

의 경우 PV 모듈의 표면온도는 측정결과 15~25oC

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발전량은 제품사양서상의 PV

모듈의 효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PV

모듈의 표면온도가 25oC 부근에서 발전량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5) 태양광 발전량은 PV 모듈의 표면온도와 밀접

한 관계가 있으므로, PV 모듈의 표면온도를 하강시

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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