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연구는 지난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춘계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 노후 설비  
진단 시스템” 논문의 후속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
다. 지난 연구 발표에서는 태양광 설비 진단을 위
한 센서 노드 (sensor node)의 통신을 담당하는 
RTU (remote terminal unit) 장치의 TCP/IP 통신 및 
IoT 통신(LoRa/NB-IoT) 시 발생하는 음영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LTE CAT.M1 기
반의 RTU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노후 설비를 진
단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을 위한 하드웨어를 제
안하였다[1]. 

본 발표에서는 지난 논문에서 제안한 하드웨어, 
즉 LTE CAT.M1 통신 모듈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구성과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
터(온도, 일사량, 열화상, 전압, 전류, 발전량) 전송
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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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TU의 소프트웨어 구조

그림 1은 지난번 제안한 태양광 발전 노후 설비 
진단 시스템의 RTU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구조를 갖는 소프트웨어는 AT 
M1 기반 REMS Client 소프트웨어 탑재 및 설비 
연동부 구현되어야 하고, 블루투스(BT) 기반 설비
와 REMS 연계 소프트웨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IP 계층 데이터 소비 경량화를 위한 커널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Ⅲ. 통신 프로토콜의 설계

노후 설비의 전류/전압, 온도, 환경 센서(온도/일
사량 등) 등 고장진단과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할 수 있도록 센서 노드 장치의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APP간의 데이터 송수신 절차를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 전송 조건을 아래와 같
이 설정하여 프로토콜을 규정하였다. 센서는 초 단
위로 데이터를 기록, 분 간의 데이터를 평균 연산하여 
저장 → 센서에서 앱으로 데이터 전송할 때마다 전송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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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ACK 메시지 수신 → ACK 메시지 수신 후 다
음 데이터 전송 → ACK 메시지 미 수신 시 배터
리 센서는 데이터를 최대 n회 재전송하고, 최대 횟
수를 넘어가면 데이터 전송을 중지하고 다음 데이
터 전송 → 센서가 앱으로부터 전체 데이터 전송 요청
을 받은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도록 데이터를 하나씩 
전송.

그림 2는 센서 노드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패킷의 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 1은 각 패킷의 정보 속
성을 정리한 것이다. 

Ⅳ. 향후 연구 방향

제안된 LTE CAT. M1 기반 태양광 발전 노후 
설비 진단 시스템을 위한 센서 노드와 RTU 사이
의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기능과 성능을 검증
할 예정이며,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단말용 어
플리케이션도 설계 제작하여 실제 사용 시 신뢰성
도 검증할 예정이다.

Message 
type

설명 흐름

0x01 장치에 데이터 전송 요청 App→센서

0x02 장치에 전체 데이터 전송 요청 App→센서

0x03 APP의 데이터 수신 Ack App→센서

0x04 접속 요청 App→센서

0x05 접속 해제 요청 App→센서

0x20 블루투스 장치 이름 설정 APP→센서

0x21 블루투스 장치 이름 설정 Ack 센서→App

0x40 장치의 접속 요청 Ack 센서→App

0x41 데이터 전송 센서→App

0x80 장치 ID 설정 APP→센서

0x81 장치 ID 요청 APP→센서

0x91 장치 ID 응답 센서→App

표 1. 정보 속성

그림 1. 제안하고자 하는 RUT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성

그림 2. 센서 노드 데이터 패킷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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