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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광 발전 시스템(photo-voltaic system)은 시간별 발전량이 상이하고 발전중 과전류가 발생하거

나 쇼트상태가 되면 태양광 발전 모듈인 태양광 판넬(Solar panels)이 파괴되거나 송전 선로에 이상

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비는 고가이며 태양광 패널 하나의 손상이 전체 발전시

설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거나 생산이 중단된다. 그리고 생산효율이 낮아지거나 발전이 중

단되면 금전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이상 유

무를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태양광 판넬에서 생산된 DC전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과인버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AC전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

합적인 전기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 생산량 정보, 과전류 정보, 판넬의 온도를

원격으로 스마트폰 상에 모니터링 하며, 관리자가 원격으로 시설의 전력 생산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전력생산설비의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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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재생 에너지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이에 국

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공표하여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

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하는 것으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

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 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

출량,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

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1]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을

Solar panel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

이다.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필요한곳에

설치하여 필요한 전력을 발전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 설비가 고가이며 일사량에 의존

하기 때문에 기상이 불안정하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관리자가 생산되는 전력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생산량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서비스를 하여

고가인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Ⅱ. 시스템 구성

태양광 패널은 일사량에 따라 전압과 전류량이 달

라지므로 태양광 패널의 전류와 전압을 각각 측정하

여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압은 분압회로를 이용하여

전압을 낮추어 측정하였고, 전류의 경우 홀 센서를 이

용하여 측정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tmega128a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 웹서비스를 이용

하여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전력생산량과 이

상동작을 계측기가 감지하여 상태 데이터를 TCP/IP를
통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된 전력량과 전류, 전압과 현재 발전중인 패널 정

보를 DB에 기록하고 웹서비스를 통하여 PC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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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서버는 웹서비스와 DB 서비스를 위해 아파치와

My SQL을 사용하였고, 계측기는 계측을 위해 홀 센

서와 전압 측정을 위해 분압회로를 이용하여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전력을 측정하고 제어를 위해 릴레이로

과전류 시 발전 설비의 태양광 패널 모듈을 차단하여

설비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계측기의 데이터를 제어

시스템에 전송하면 제어시스템에서 TCP/IP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한다. 관리자는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발생시 직접조치 또는 원격제어를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도록 조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Ⅲ. 구현 및 분석

계측기는 ATmega128을 이용하여 전류센서의 값을

ADC로 받아 이 값을 이용하여 전류량을 측정하였다. 
전압의 경우 패널 출력 사이에 분압회로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추

어 그 값을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데이

터를 시리얼통신(RS-232)을 통해 제어시스템에 전송한

다. 제어시스템은 PC에 C#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현하였

다.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현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시스템의 구현

사용자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단말기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

이 웹서버로의 접속으로 손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제어시스템의 흐름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제어시스템 흐름도

관리자는 모니터링 중 손상되거나 차단이 필요할

경우 웹페이지에서 특정 패널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통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폰 기반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화면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 스마트폰 기반의 모니터링 화면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를 통하여 원격지의 태양관

판넬에 대한 상태 데이터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

으며, 이상 발생에 대한 관리를 신속히 관리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스마트폰 기반으로 원격지 플랜트

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원격제어에 대한 기능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발전시켜 실시간으로 계

측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다양한 모

니터링 기능이 필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격지에서 시스템의 생태와 동작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

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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