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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생에너지 3020(‘17.12)에 따라,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비중을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인 63.8GW로

설정하였으며[1],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2]. 태양광 발전은

선진국을필두로급성장하였으나대부분의지형이산악인대

한민국육상에서의태양광발전은토사유출, 산림훼손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와 재난 위험성이 야기된다[3]. 이에 따라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VPP(가상 발전소) 등 다양

한 소형 태양광 운영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큰 발전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지형 특성을 극복하고자, 육상

태양광의대안으로바다, 하천등수면위에설치하는수상태

양광이(Floating Photovoltaic Power Platns, FPVs) 제시되

고 있다[3].

2. 수상태양광의 유지·보수 시스템

2.1 수상태양광 실증 실태

대한민국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살펴 보면, ’새똥

태양광‘이라 불릴 만큼 동물의 분뇨로 태양광 패널들이 뒤덮

인다. 직렬구조로이뤄진태양광발전시스템에동물분뇨로

인한 지속적인 음영이 발생하면 전체적인 태양광 발전 효율

감소로 이어진다[4].

[그림 1] 조류 분변으로 뒤덮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2.2 수상태양광의 유지·보수 접근성

수상태양광 발전은 지형을 극복하여 유휴 수면 넓은 공간

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고온에 치명적인 태양광 패널

에수온으로부터냉각효과를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유지·보수의접근성이낮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앞서언급

된것처럼, 동물의분뇨가태양광패널을뒤덮는다면, 빠른시

일 내 인부들이 직접 해상에 접근하여 청소를 해야 한다. 오

랜시간분뇨가태양광패널을뒤덮을경우, Hot-spot 현상으

로 태양광 패널이 손상될 수 있고, 마이크로크랙과 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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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3 MLPE(Module Level Power Electornics)를 이용

한 유지·보수 방법

일반적인태양광유지·보수방법으로는Micro Inverter 방식

과, DC-DC Converter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Micro

Inverter 방식은 DC-DC Converter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뿐

더러안전성문제로수상태양광에설치가어렵다. Solaredge,

Tigo 사에서 제작된 DC-DC Converter 방식의 Optimizer류

는 음영지역 태양광 발전량 향상과 Gateway를 통한 통신을

통해발전량정보전송뿐만아니라화재경보등의안전사양

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하단에 장착되는

Optimizer의 특성상해수면접촉에관한방수·방진대책이요

구된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자패널안에삽입되어유지·

보수 및 해면 접촉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발전량 향상과 안

전 사양을 보유한 Cell Optimizer를 고안하였다.

3. Cell Optimizer 개발

3.1 Cell Optimizer PCB Layout

[그림 2] Cell Optimizer PBA　Dimension

3.2 Cell Optimizer 주요 부품 설계

[표 1] Cell Optimizer 주요 부품 설계

항목 부품명 사양

입출력　단자 BR112 30A, M3.5

인덕터 SRP7050TA-R68M 680nH, 18A

Bypass 다이오드 V20PW22-M3/I 200V, 20A
VF : 0.74V

[표 2] Cell Optimizer PCB Specifition

3.3 Cell Optimizer 개발 내용

455W급한화 Q-Cell 태양광패널에맞춰주요부품을선정

하였고이는표 1,2와같다. 태양광패널안에오랜기간삽입

되어야하기때문에 Via hole을최대한많이가공하여전기전

도율과 열전도율을 높게 설계하였다. 현재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Cell Optimizer는 Maxim 사의 MAX20801TPBD를

각 셀 스트링마다 하나씩 배치하여 3개를 배치하였고, 해당

Cell Optimizer의 MPPT 평균 효율은 98.2%이다[4].

4. 결론
3.4 Cell Optimizer 개선 방향

현재 Cell Optimizer의 MPPT 효율은 양호하나, 이상 탐지

기능과 통신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 PV

Optimizer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Maxim 사의 MCU를 교체

해자사알고리즘을적용해제품원가를낮춰야한다[5]. 그리

고조류분변으로태양광패널손상위험이있는수상태양광

특성상태양광발전량정보와이상탐지기능을송신가능한

PLC, Zigbee 등의통신구현이필요하다. 또, 추후조류가싫

어하는 가청 주파수를 파악하여 Cell Optimizer 내부 MCU

이용한 스피커로 재생시킴으로서 조류의 분변으로부터 태양

광 패널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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