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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olar industry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as expanded the 

significance of photovoltaic (PV) systems. Fault analysis in photovoltaic arrays is a fundamental 

task to increase reliability, efficiency, and safety in PV systems. If no fault is detected, it may 

reduce power generation, accelerate system aging, and increase the risks of fire hazards.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line–line fault through verification experiments in PV arrays for fire 

hazard analysis and analyzed accident characteristics to improve electrical safety in PV systems. 

This paper presents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accident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use of blocking diodes, and PV inverter operation. String line–line fault 

protection in systems without blocking diode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current 

acceptable ratings of all facilities in the path, from the combiner box to the PV module. In 

addition, the array line-line fault characteristics include short-circuit current from the solar array 

and back feed current from the inverter based on the accident point. These accident currents 

contribute to fire accidents with strong arcs from the short-circuit point.

Keywords: 태양광발전시스템(PV system),태양광 단락 고장(PV line-line fault), 과전류 보
호(Overcurrent protection), 전기 안전(Electrical safety), 역전류(Back feed current)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다른 대체에너지 활용 기술과 달리 시스템 구

성이 간단하고 모듈 수명이 길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누적 약 760 GW로 이는 세계 전기 수요의 4%를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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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까지 도달했다1).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화재사고 통계를 집계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화재건수는 2017년도 45

건에서 2021년도에는 81건으로 화재발생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전

기안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듈, 접속함, 인버터 등 단위 설비에서의 사고 또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한다3). 국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화재 사고의 경우 자체 소화되거나 진화되는 경우에 사고 통계시스템에 잡히

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태양광 사고는 통계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국내 태양광 사고 통

계 건수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분산전원 활성화 노력에 따라 건물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입지 다변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인명피해와 같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 모듈, 모듈과 모듈 사이를 연결하는 커넥터, 케이블, 접속함, 인버터, 수배전

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다양한 고장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고장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 손실을 야기

할 수도 있으며 화재 및 감전과 같은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

조적 안전 위해성으로 인한 고장들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고장들을 예측하여 시스템 효율 및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

어 왔다4-6). 태양광발전시스템 스트링 및 어레이와 같은 직류 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고장은 개방

(Open Circuit) 고장, 지락(Line to Ground) 고장 , 단락(Line to Line) 고장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7). 개방 고

장은 주로 스트링 퓨즈 단선, 커넥터 접속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하며 해당 스트링의 출력 저하를 가져온다. 지락 

고장은 전기설비의 절연불량으로 직류 전선로 중 한 선이 대지(Ground)와 연결되는 고장으로 시스템 접지 방

식에 따라 지락 고장 검출을 위한 절연감시장치(IMD), 잔류전류검출장치(RCD)를 통한 검출이 이용된다. 단락 

고장은 태양광 직류 전선 중 한 선이 대지(Ground)와 낮은 임피던스로 연결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선이 대지

(Ground)와 연결됨에 따라 2중 지락사고로 이어지거나 태양광 직류 전로의 양극(+)과 음극(-)이 낮은 임피던

스로 연결되어 발생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직류 전로에서의 단락고장은 전류가 0점을 기준으로 교번하는 교

류와 달리 직류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크(Arc) 발생에 따른 자기소호가 어려워 이로 인하여 화재사

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8-10).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기존의 교류 발전 장치와 비교하여 태양전지 고유한 특성 및 인버터에 따라 특징지어지

기 때문에 교류 기반의 전력시스템의 보호체계를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스

템의 올바른 보호기준 정립을 위해선 시스템 관점에서의 사고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의 단

락고장 사고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실제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실증실험 수행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단

락고장 특성을 분석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과전류보호기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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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태양광 직류 전로에서의 단락사고에 발생에 따른 태양광 사고 특성 분석을 위해 다양한 사고 사례를 구성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직류 전원은 Table 1과 같이 실제 태양광 모듈을 직병렬로 구성된 어레이

를 적용하였고 접속함 기능을 포함한 사고시뮬레이터, 인버터는 단일 최대출력추종제어(MPPT)와 내부에 변

압기가 포함된 센트럴 타입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직류 전로의 사고 모의를 위해서 제

작되어진 태양광 사고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사고시뮬레이터는 직류 전로의 1선 지락 및 단락 사고

회로를 생성하며 역류 방지 다이오드 포함 및 제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는 사고 위치별로 태양

광 직류 전로에서 스트링 중간, 스트링 양극 단말부, 어레이에서의 단락 사고로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역류 방

지 다이오드 유무, 인버터 기동 유무에 따른 사고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 장비는 Dewetron사의 

DEWE-2600을 이용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PV module electrical output parameter)

Pmax [W] Voc [V] Isc [A] Vmpp [V] Impp [A] PV array

370 48.15 9.94 39.22 9.43 14 × 3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V system and set-up with a centralized inverter

3. 단락사고실험

3.1 스트링 고장(역류 방지 다이오드 포함)

태양광 스트링 단락 고장 시나리오는 스트링 전선에서의 단락사고를 모의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쉽게 발생하

는 사고로 주로 태양광 모듈 전선과 스트링 전선의 압착 처리에 따른 접속부분의 절연성능저하 및 단자대의 트

레킹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서 2개의 병렬 스트링과 역류 방지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태양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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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를 구성하고 태양광 인버터가 정지된 상태와 운전 중인 상태로 나누어 스트링 단락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각각 Fig. 2, Fig. 3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인버터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두 개 스트링 모두 개

방상태에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이며 단락사고 발생 후 단락된 스트링에서의 전압 V2만 0에 가깝게 나타났

으며 전류I2는 태양모듈전지의 일사량에 따른 단락전류 (Isc)만큼의 전류가 발생하였다. 사고 전류 경로는 단락

지점을 통해 스트링 내부로 순환하였으며 다른 정상 스트링의 전압 전류 값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버터

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는 최대출력추종(Maximum Power Point Tracking)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계통으로 발전 

전력을 송전하고 있으며, 2번 스트링 단락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스트링 전압V2는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0 V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전류I2는 최대출력추종 영역 보다 약 1.1배 증가한 상태로 단락지점을 통해 스트링 내

부로 순환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트링 전압 V1 , 전류 I1은 스트링 사고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계통으

로 발전 출력을 내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레이 출력 전류 Isys는 사고가 발생한 스트링 전류I2만큼 출력 전류

가 감소한 상태로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포함된 시스템에서

는 스트링 단락사고 발생 시 내부 스트링에서의 순환전류로 인하여 그만큼의 발전력이 손실된 채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링 단락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스트링에서의 역전류 유입을 유발하지 않아 해당 

사고가 제거되지 않고 인버터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고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모듈 열화 

및 발전성능저하와 같은 발전손실과 함께 아크(Arc)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Table 2 String line-line fault (at the end of the string) results with blocking diode

Case
Inverter 

Operation
L-L Fault V1 [V] I1 [A] V2 [V] I2 [A] Vsys [V] Isys [A]

1-1
off before 485 0 478 0 486 0

off after 486 0 0.3 2.3 485 0

1-2
on before 368 2.5 368 2.2 368 4.8

on after 367 2.5 0.3 2.5 367 2.4

Fig. 2 Experiments V and I at line-line fault (at the end of the string) under PV inverte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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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s V and I at line-line fault (at the end of the string) under PV inverter on

3.2 스트링 고장(역류 방지 다이오드 미포함)

 이번 실험은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포함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의 스트링 단락시험을 수행하였다. 

태양광 스트링 단락 고장 실험을 위해서 3개의 병렬 스트링을 태양광 어레이로 구성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인버

터가 동작 중인 상태에서 수동으로 인버터 기동 정지 후 스트링 단락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3와 Figs. 

4와 5에 나타내었다. 단락사고 전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출력으로 3개의 스트링 전류의 합인 어레이 전류 Isys는 

약 17 A로 운전 중에 있었다. Fig. 5과 같이 단락사고가 발생한 스트링을 포함한 모든 스트링 및 어레이 전압이 

동일하게 10 V 이하로 낮아졌으며 Isys는 0으로 나타났다.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없는 스트링 단락사고는 Fig. 4

와 5 같이 사고가 발생한 스트링으로 다른 병렬 연결된 스트링에서 단락 전류가 역으로 흘러들어왔으며 다른 

병렬 스트링 전류의 합인 약 12 A 크기의 Ibackfeed 를 발생시켰다. 이 전류는 단락 지점에서 사고 스트링 단락전

류와 합쳐져 가장 큰 사고전류 Ifault를 생성하여 태양광 스트링 음극 쪽으로 다시 분배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단일 스트링에서의 사고가 어레이의 전압에 영향을 끼치며 

고장 스트링 방향으로 들어오는 Ibackfeed 발생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태양광 개별 스트링에서의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Ifault로 태양광 케이블 및 모듈의 전기적 정격 선정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실제 스트링의 과전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스트링 퓨즈는 Ibackfeed가 스트링 퓨즈를 충분히 끊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전류가 흘러야만 

보호장치가 동작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호장치가 동작하지 않아 사고가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보호장치의 선정은 반드시 케이블 및 모듈이 스트링 과전류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영역 안에 있어

야만 한다.

Table 3 String line-line fault (at the end of the string) results without blocking diode

Case L-L Fault V1 [V] I1 [A] V2 [V] I2 [A] V3 [V] I3 [A] Iback feed [A] Ifault [A] Vsys [V] Isys [A]

2
before 541 6.0 541 5.7 541 5.4 0 0 541 17.0

after 9 6.1 9 6.2 9 6.1 -12.3 18.5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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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line-line fault (at the end of the string) without blocking diode 

Fig. 5 Experiments V and I at Line-Line fault (at the end of the string) without blocking diode 

3.3 스트링 고장(역류 방지 다이오드 미포함)

앞서 수행했던 스트링 단락실험과 달리 단락사고 지점을 스트링 중간지점에서 단락회로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Fig. 6과 같이 태양광 스트링 단락사고의 경우 스트링 중간

위치 즉 모듈과 모듈 사이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하여도 스트링, 어레이 전압 변화 및 사고전류 경로가 달라질 뿐 

생성되는 사고전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링 내에서 사고 위치에 따른 단락사고는 사고

전류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String line-line fault (in the middle of the string) results without blocking diode

Case L-L Fault V1 [V] I1 [A] V2 [V] I2 [A] V3 [V] I3 [A] Iback feed [A] Ifault [A] Vsys [V] Isys [A]

3
before 541 6.0 541 5.7 541 5.4 0 0 541 17.0

after 273 6.0 10 5.9 10 5.9 -11.9 17.9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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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s V and I at line-line fault (in the middle of the string) without blocking diode

3.4 어레이 고장

태양광 어레이 고장 실험은 태양광 인버터가 정지된 상태와 운전 중인 상태로 나누어 어레이(접속함 ~ 인버

터) 단락실험을 수행하였다. 안전을 위해서 단락전류가 낮은 일몰 시간에 진행하였고 사고전류 감소를 위해 회

로를 2 병렬로 구성하였고 단락사고 발생 후 그 즉시 개폐 장치를 통해 사고를 제거하였다. 실험결과 Table 5 

Case 4-1과 Fig. 7에서와 같이 인버터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단락사고 발생 시 단락된 어레이 전압은 1 V 이하

로 감소하였고 어레이 단락전류는 두 스트링 단락전류의 합으로 나타냈으며 사고 전류 경로는 단락지점을 통해 

내부로 순환하였다. 

다음으로 인버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어레이 단락사고 모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5 Case 4-2와 

Fig. 8에 나타내었다. 단락사고 발생 전 두 개의 스트링에서 각각 1.5 A, 1.7 A를 나타냈으며 어레이 전류는 약 

3.3 A 출력되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태양광 스트링 전류는 1.7 A, 1.9 A로 상승하였으며 이 전류는 단락지점을 

통해 다시 직류 측으로 순환하였다. 어레이 전압은 수 볼트 이하로 낮아져 인버터는 자체 사고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기동을 정지하였다. 단락지점에 발생한 어레이 단락전류 Isys 는 Fig. 8과 같이 파란색 그래프로 보조축을 통

해 나타냈으며 사고 후 3.3 A에서 200 A로 상승하였다. 단락전류 Isys 분석결과 단락지점을 기준으로 인버터 측

으로부터 순시전류 200 A 이상의 역과전류가 사고지점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고전류를 

FFT (Fast Fourier Transform)로 분석한 결과 Fig. 9와 같이 상용주파수 성분의 교류 전류가 포함된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고장 단락 지점에서의 접촉저항 증가로 아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접점이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

다. 실험결과를 통해 어레이 단락 고장은 태양광 전로측에서에서 공급되는 과전류는 정상발전전류와 비슷하여 

태양광 접속함에 설치된 과전류 보호장치(직류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역으로 인버터 측

에서 공급되는 상당한 크기의 역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과전류의 발생은 인버터 내부 전

력변환 소자들뿐만 아니라 사고 경로에 있는 어레이 전선의 허용전류 정격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단락 지점에서 발생하는 아크 에너지를 상승시켜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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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rray line-line fault results

Case
Inverter 

Operation
L-L Fault V1 [V] I1 [A] V2 [V] I2 [A] Vsys [V] Isys [A] Isys_ac [A]

4-1
off before 454 0 453 0 454 0 0

off after 1.1 1.0 0.3 1.3 0.5 2.4 0

4-2
on before 385 1.5 386 1.7 368 3.3 0

on after 1.1 1.7 1.3 1.9 0.5 -203 67

Fig. 7 Experiments V and I at line-line fault (Array) under PV inverter off

Fig. 8 Experiments V and I at line-line fault (Array) under PV inverter on

Fig. 9 Schematic diagram of line-line fault (Array) and FFT of back fee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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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실제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직류 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사고를 다양한 사고사례를 통해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였다. 첫 번째 실험결과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포함된 시스템에서는 스트링 

단락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스트링에서의 역전류 유입을 유발하지 않아 해당 사고가 제거되지 않고 인버터도 정

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고가 방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성능 감소 및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결과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스트링에서 단락사고로 인해 건전상의 

다른 스트링의 전류가 고장 스트링으로 흐르며 이때 스트링 퓨즈가 과전류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만약 낮

은 일사량으로 인해 퓨즈를 단선시킬 만큼의 충분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사고는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

트링 퓨즈의 선정은 태양광 모듈에서부터 스트링 전선, 접속함 내부 PCB 까지의 허용 전류의 정격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만약 스트링 퓨즈 정격이 태양전지 모듈의 역전류 허용 정격보다 정격이 높게 산정될 경우 역

과전류로 인한 태양전지 모듈, 스트링 배선 및 접속함 등에 화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KS C 

8561 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IEC 61730-2 역전류 과부하 시험에 대한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아 태양광 발전 시

스템의 역전류 과부하 시험 도입에 따른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전류 보호장치 선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험결과 스트링 내부 단락사고 위치 변화에 따른 사고전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실험결과 태양광 어레이에서의 단락 사고 발생 시 어레이 단락 고장은 태양광에서 생성되는 과전류는 정상발전

전류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 접속함에 설치된 과전류보호장치(직류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단, 사고 순간 인버터 측에서 공급되는 상당한 크기의 역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과전류

의 발생은 인버터 내부 전력변환 소자들뿐만 아니라 사고 경로에 있는 어레이 전선의 허용전류 정격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크를 동반한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보호 기술 고찰에 관한 것으로 실제 태양광발전시스

템에 직류 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의 단락사고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사고 위치

별, 역류 방지 다이오드 유무, 인버터 동작 여부에서의 태양광 직류 전로의 단락사고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사례별 안전 위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트링에서의 단락사고 특성은 역류 방지 다이오드에 유무 따라 각각의 안전 위해성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역

류 방지 다이오드가 없는 시스템에서의 스트링 단락 사고 보호는 반드시 접속함에서부터 태양전지 모듈까지 경

로에 존재하는 모든 설비의 전류 허용 정격치를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어레이 단락사고 특성은 사고지

점을 기준으로 태양광 어레이로부터 발생한 단락전류와 인버터로부터 역으로 들어오는 과전류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사고전류가 단락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의 강한 아크를 동반한 화재사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은 태양광 직류 전로의 과전류 보호 기술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 및 태양광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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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외 기준분석을 통해 과전류 보호 기준분석 및 추가적인 태양광 인버

터(무변압기, 스트링 인버터)에 대한 사고 실증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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