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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한다. 제안된 시스

템은 상태정보 수집 장치인 PVC(PhotoVoltaic Clien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UTC(User Terminal Client), 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인 OTC(Operating Terminal Client),  그리고 통신서버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태정보 수집 장치는 인버터와 시리얼통신을 통하여 운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서버에 전송되어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니터링 되고, 수집장치 및 사용자 등의 정보는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발전량 및 고장진단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고장인지 향상 및 유지보수비용 감소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l-time remote monitoring system for distributed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PVC, UTC, OTC and monitoring server. PVC collects the operational information from 
the PV's inverter via serial interface. The sensing data is transmitted to the server by wireless communications and 
stored in the DB server. The PV's status is monitored via UTC, and the operating of PVC and UTC are managed by 
OTC. In addition,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power generated by PV system and failure diagnosis in real time, 
the proposed system show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maintenance costs and improved failure recovery time.

키워드 : 태양광 발전, 실시간 모니터링, 고장진단

Key word : Solar Photovoltaic, Realtime Monitoring, Faul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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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화석연료와 관련되어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로 인하여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고, 설
치가 용이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스

템 특성상 표면적으로 고장에 대한 진단이 쉽지 않기에 

지속적인 성능 및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 불가

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심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반해 

중소규모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취약한 실정이

다. 이는 사용자에게 고장에 대한 인지정보가 늦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발전량이 18%정도 감소되어진다고 한

다[2]. 고장과 출력저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량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PV 
어레이 및 인버터 등의 시스템 결함과 조류의 분비물이

나 먼지, 젖은 낙엽과 같은 오염물질이 쌓이거나 순간적

인 구름 가림 현상, 기타 잠재적인 출력저하 요소 등으

로 인하여 고장과 출력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측정된 I-V 곡선 값을 분석하여 고장의 원인을 추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발전량 감

소에 따른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3-8].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소규모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발전량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고장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은 PN접합 구조를 가진 태양전지에 빛

에너지가 투입되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전류가 흐르

게 되어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전방식이다. 태양

전지 10×10㎠에 0.6V의 전압이 발생되고, 최대 1.5W의 

용량을 갖는다. 이때, 태양전지의 기본 소자를 셀이라

고 하며, 셀의 직병렬조합이 태양전지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을 연결시켜 놓은 장치를 어레이라고 한다. 일반적

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태양전지 어레

이, 직류전력 조절장치, 인버터, 축전지, 계통연계제어

장치로 구성되며, 국내의 경우 계통연계는 한전계통과 

연결되며, 독립형의 경우 축전지가 포함될 수 있다. 또
한, 풍력 발전시스템  등의 타 발전시스템과 복합형으

로 연결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 된다.  

그림 1.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PV generation system

태양전지 어레이는 입사 된 태양 빛에너지를 직류 전

력을 생성해 주는 기능을 하며, 직류전력 조절장치는 

전력품질 및 보호 기능과 DC전력을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인버터는 발전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며, 
변환된 전력은 부하장치나 별도의 축전지에 저장하거

나 한전계통으로 공급된다. 이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정의는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이용, 계측, 
감시, 보호,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시스

템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제안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2.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2 Monitoring System diagram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에 추가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연결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써, 구성

은 그림 2와 같이 인버터와 연결하는 상태정보 수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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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PVC), 수집정보를 송수신처리하고, 가공 및 저장하

는 서버군, 저장된 정보를 조회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모바일 앱(UTC), 상태정보 수집 장치 및 사용

자 정보 등 운영정보를 관리하는 운영프로그램(OTC)
까지 총 4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3.1.PVC 

PVC(PhotoVoltaic Client)는 상태정보 수집 장치를 

말하며, 인버터와 시리얼케이블로 연결되어 태양전지 

전압, 전류, 전력량 등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집된 정보는 버퍼에 저장한 후 가공 및 압

축하여 WiFi를 통하여 서버에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며, 내부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PVC 구성도

Fig. 3 Structure of PVC

3.2. UTC

UTC(User Terminal Client)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을 말하며,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 등

록 정보 및 현재 발전전력, 태양전지 전압, 전류, 발전효

율 등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일/월/년 단위로 

인버터 현재 전력량, 계통 전력, 계통 주파수, 인버터 역

률, 인버터 적산 전력량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PVC
별로 수집되는 인버터 및 태양전지 관한 상태를 진단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3. OTC 

OTC(Operating Terminal Client)는 PVC 등록 정보 

및 UTC 사용자 정보 관련하여 등록, 변경, 삭제하는   

기능과 PVC 데이터 센싱 주기 및 횟수를 설정하는 윈

도우즈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3.4. Server

서버구성은 초기 접속과 로드 밸런싱을 담당할 접속 

서버와 PVC 단말과 직접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 

서버로 분리하여 구성하였고,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PV 모니터링 서버 구성도

Fig. 4 PV Monitoring Server Configuration  

접속서버는 PVC 단말들의 접속 창구 역할을 하며, 서
비스 서버 풀에 속한 서버들의 상태들을 모니터링 하고, 
단말과 서비스 서버 연결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접속서버는 서비스 서버들의 상태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서버들 

사이의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기능을 수행한다. 
서비스 서버는 PVC 단말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송수

신하는 서버로, 센싱 작업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Ⅳ. 시스템 구현 및 성능평가

4.1. 구현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5과 

같이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으며, 3kw급 중소형 태

양광 발전시스템을 반경 10km내에 분산시켜 총 3군데 

설치하였고,  약 5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5.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토타입

Fig. 5 Prototype of Proposed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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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태양광 인버터의 사양이며, 표 2와 3은 인버

터와 연결된 PVC 와 서버의 사양이다. 

표 1. 태양광 인버터 사양

Table. 1 Photovoltaic Inverter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PV power 3kw

Max DC voltage 600V
Max Input current 17A

Nominal AC power 3kw
Nominal AC voltage 220V
Max output current 14.5A
AC grid frequency 60/59.3 Hz

Operating temperature range -20℃ ~ 50℃

표 2. PVC 단말기 사양

Table. 2 PVC Device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OS Linux(e.g. Raspbian)

CPU 700MHz single core ARM1176
Memory 512MB
Storage 4GB eMMC IC chip
Power 3.5W

표 3. 서버 사양

Table. 3 Server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OS Linux

CPU Xeon Quad Core E5-2609 2.5GHz
Memory 4GB PC3-10600E DDR3
Storage SATA 500GB

그림 6. UTC 스냅샷

Fig. 6 UTC Snapshot

그림 6은 UTC 구현화면이며, PVC에서 수집된 정보

를 기반으로 발전량, 효율 등의 조회 화면과 일, 월, 년 

단위의 통계 화면, 알림서비스 등의 설정화면으로 구성

하여 실제 태양광 발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7. OTC 스냅샷

Fig. 7 OTC Snapshot

그림 7은 OTC 구현화면이며, 윈도우즈 기반으로 

MFC를 이용하여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다. PVC 작동

상태 실시간 조회 화면과 PVC 단말 정보 등록, 변경, 삭
제 기능, UTC 사용자 등록, 변경, 삭제 기능 및 PVC 데
이터 센싱 주기 및 횟수 등을 설정하는 기능이 실제 구

현 완료하였다. 

표 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센싱 데이터

Table. 4 PV Sencing Data

Item size(byte)
Solar Cell Voltage 2
Solar Cell Current 2

Solar Cell Current Power 2
Inverter Accumulated Power 4

Inverter Current Power 2
Inverter Max. Power 2
Inverter Power Factor 2
Inverter Daily Power 2
Utility Line Voltage 2
Utility Line Current 2

Utility Line Frequency 2
Inclined Surface Radiation 2

Horizontal Radiation 2
Outer Temperature 2

Module Temperat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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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된 3군데에서 표 4와 같은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중 태양전

지 전류 값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a)                     (b)

그림 8. 맑은 날과 흐린 날 그래프

Fig. 8 Sunny & Cloudy Day Graph

그림 8은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류 세기를 측정한 그

래프로이며, 맑은 날 a는 태양의 빛이 시간에 따라 전류

의 세기가 강해짐을 알 수 있으며, 발전량에 비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흐린 날 b는 

구름의 영향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요동치는 곡선을 나

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경우 대체적으로 구

름의 양이 적은 경우를 나타낸다. 

 

(a)                     (b)

그림 9. 흐린 날과 비 오는 날 그래프

Fig. 9 Cloudy & Rainy Day Graph

그림 9는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의 그래프이며, a의 경

우 그림 8의 b와 비교하여 볼 때, 구름의 양이 많을 경우 

전류의 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요동치는 그래프를 확

인할 수 있으며, 그림 b의 경우는 비 오는 날의 그래프

로써, 전류의 세기가 0에 가까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0은 불규칙한 날씨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

고 있다. Day 1은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내린 후 구

름의  영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Day 2의 경우 Day 1과 상반되는 그래프

로써, 맑은 날씨 후 갑작스레 비구름으로 인하여 전류 

값이 감소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Day 3의 경우 

흐린 날씨 후 비구름으로 인하여 중간에 지속적으로 전

류 세기가 감소되다가 후반부에 비가 그침을 알 수 있

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3군데 

사이트를 비교하여 예상과 달리 비정상적인 그래프를 

확인하여 고장진단을 예측할 수 있다. Day 1의 그래프

에서는 사이트 1, 3은 앞선 확인 한 바와 같이 맑은 날씨

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그래프와 달리 전류 값이 불안정

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태양전지 모듈의 기

기적인 결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Day 2의 그래프에서

는 사이트 1의 표시된 시점에서 전류 값이 발생하지 않

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인버터 고장 및 네트워크 단절 등

의 고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0. 불규칙 날씨 그래프

Fig. 10 Irregular Weather Graph

그림 11. 비정상적인 출력상태 그래프

Fig. 11 Abnormal Output State Graph

Day 3의 그래프에서는 사이트 2, 3의 그래프가 일정

한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사이트 1에서는 전류 값이 거

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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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전기적, 기계적 셀의 파손 

또는 새의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받았

거나, 경년 열화에 의한 셀 및 리본의 노화, 기타 주변 

환경에 의한 부식으로 추측할 수 있다[4]. 

4.2. 서버 성능 검증

제안하는 PV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시접속수와 실시간성에 대하

여  성능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시 접속 수 평가 방

법은 PC 1대당 30개의 PVC 단말기 시뮬레이터 프로그

램을 실행시키고, 모두 7 대의 PC를 서버에 동시 접속

하여, 전체 208개의 단말기 시뮬레이터가 동시에 서버

에 접속하는 환경을 구성한 후, 서버의 CPU 부하와 메

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 실시하였다. 단말기 시뮬레이

터가 모두 서버에 접속 한 후 모니터링 서버에서 시스

템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프로세스들의 CPU 
사용량이 47.2% 임을 확인하였고, 서버의 CPU 부하와 

메모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50% 이하의 안정적인 상

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서버에 접

속하는 단말은 PVC, UTC, OTC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 중 서버와의 데이터 교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PVC 단말기에 대한, 실시간성을 분석하였다. 실시간성

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PVC의 처리 지연, 네트워크 지

연, 서버의 처리 지연 등을 들 수 있으며, PVC와 서버와

의 응답 지연 시간의 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1)

 는 단말 처리 지연시간으로, PVC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의한 CPU 부하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PVC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부하 량과 메모리 량이 추가된다.   은 

네트워크 지연으로 각 PVC가 접속하는 네트워크 인프

라의 상황에 따라 지연시간이 가변적이다.   는 서버 

처리 지연으로 서버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뿐만 아니

라, 서버에 접속된 PVC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모니터

링의 실시간 처리성능   값은 위의 3가지 항목들의 합

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 되었다. 
는 PVC 플랫폼에서 PVC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 CPU 부하는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PVC 처리 지연시간은 2ms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은 평균적으로 10ms 이내임을 확인하였

다.   는 그림 14에서와 같이 PVC 수에 따른 서버의 

평균 응답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초 30대를 연결

한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30 대씩 증가시켜가며, 평균 

서버 응답시간은  최대 208대가 연결된 경우, 12.15ms 
가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VC와 모니터링 서

버간의 응답시간인 은 27.12ms 이내 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12. 평균 응답시간 

Fig. 12 Average Response Tim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중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

템의 인버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

터링이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
안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발전량 정

보를 제공해 주고, 고장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고장 인지 속도를 향상 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성능평

가를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검증하였으나,  추후, 서버 응답 패킷의 일시적 

폭증으로 인한 순간적인 트래픽 집중 또는  증가 상황

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서버 최저고하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ESS와 

연계한 스마트 그리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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