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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

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변환과정

에서 기계적, 화학적 작용이 없고 시스템 구조가 단

* 안산대학교 의료정보과 교수 

순하여 유지 보수가 간단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급

속하게 발전하고 보급되었다[1,2]. <그림 1>과 같이 

계통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

력을 계통에 전송하기 위해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

고 태양광 패널의 최대 전력동작 전압을 추종할 수 

있는 전력조절기가 필요로 하다. 전력조절기는 앞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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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 power generation systems which use large capacity centralized inverters have loss of
power generation due to cloud and building shadows, pollution, cell deterioration, etc. To
minimize loss of power generation, decentralized solar power systems using multiple
micro-inverters are being proposed as an alternative. A distributed solar power system
consisting of a system-connected system uses power line communication to collect data from
the micro-inverters. Power line communication has the advantage of using power lines
without separate lines for data transmission, but in distributed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s that use a large number of micro-inverters, the bit error rate is less reliable due to
the phenomenon caused by limited transmission power, high load interference and noise,
variable signal attenuation, and impedance characteristics. So we proposed wireless
intelligent controller for micro-inverter that is used to build distributed solar power systems.
and we design and implement that. Further, the proposed wireless intelligent controller for
micro-inverter was used to establish a small-volume solar power plant to check its function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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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류-직류 컨버터와 후단의 직류-교류 인버터로 

구성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구름 및 건물의 그림

자, 오염, 셀 열화 등과 발전시스템의 고장으로 발전

량 손실이 발생하며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

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태양광 패널 어레이(array) 전체

에서 모아진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하는 대용

량의 중앙집중식 방식에서 태양광 패널 개별 모듈에 

각각의 인버터를 설치해 모듈 단위로 전기를 직류에

서 교류로 전환하는 소용량의 분산 시스템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분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버터는 약 

250와트에서 300와트 급의 마이크로인버터가 사용되

고 있다[3,4].

마이크로인버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현재 전력선 통신(PLC:Power

Line Carrier)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전

력선 통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특별한 부가적 통신 선로의 설치 없이 저비용으로 통

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하

기기들이 수시로 접속됨에 따라 채널 임피던스가 시

간에 따라 변화하고 이러한 부하기기에 의한 잡음영

향을 받거나 어느 주파수가 흡수되는 페이딩 현상이 

발생됨으로 인해 비트 에러율이 일정하지 않아 신뢰

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5].

이에 선로상의 잡음이나 선로결함이 있어도 모니

터링 할 수 있으며, 작은 전력으로 동작하여 태양광 

발전이 미약할 시에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태

양광 발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마이크로인버터용 

무선지능형제어기를 제안하고 제안된 마이크로인버

터용 무선지능형제어기를 설계·구현하였다. 2장에서

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는 마이크로인버터용 무선지능형제어기 제안·설계

하고, 4장에서는 무선지능형제어기 구현하고 실험한

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될 내용을 논한다.

Ⅱ.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어레이, 접속반, 인

버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독립형의 경우 

축전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구조는<그림 1>과 같다[2].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우, 구름 및 건물의 그림

자, 오염, 셀 열화 등에 의한 발전량 손실과 발전시스

템 부품 등의 상태와 전기를 최대한으로 생산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으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고장 자

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나치기 쉽다는 문제

점이 있다.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중앙

집중식 인버터 방식으로부터 250와트에서 300와트 급

의 마이크로인버터를 사용하는 분산형 인버터 방식

이 대안으로 제시되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5].

마이크로인버터를 사용하는 분산형 인버터 방식은 

각각의 인버터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통신방

식이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 전력선 통신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arrier)은 전력선을 

통신매체로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채널을 구성하여야 위하여 <그림2>와 같이 

<그림 1>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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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캐파시터는 60Hz 전원 주파수와 통신장치를 분

리시키고 고주파수의 통신신호는 고압 전력선로에 

신호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신호결합 캐파시터 장

치 및 회로분리 장치와  60Hz의 전원 주파수는 통과

시키고 고주파 신호주파수는 다른 선로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른 선로와 분리하여 주는 선로 라인트랩

(Line Trap)이 필요하다.

PLC의 망 구성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

림 3>와 같이 가입자망으로 활용 시 고압 배전선 및 

저압 배전선을 경유한 가입자망과 단일 전송매체에 

의한 홈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6]. 전력선 채널을 

이용한 통신망 구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송

선로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변전소에서부터 고·저압 

배전계통으로 각 수용가까지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력선을 대상으로 한다. 배전계통은 배전선을 루프

(Loop)나 분기(Branch)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므로 정

재파 현상이나 부하계통 접속에 따른 부정합 임피던

스 특성 등에 의해신호전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전력선통신 회선은 전송선로 적정한 범

위의 통신망 범위영역을 분할하는 셀 개념의 통신망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7].

전력선은 전원 주파수인 60Hz로 제작된 선이기 때

문에 고주파 반송신호 주파수를 사용하면 전송용량 

증가와 잡음영향이 적은 장점을 가지나 신호의 감쇄

가 증가하여  데이터의 전송거리가 짧아지게 된다.

반대로 낮은 반송신호 주파수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전송거리는 늘어나지만 전송대역이 작아져서 통신 

속도가 일정 크기로 제한되며, 비정형적인 채널 파라

미터를 가지는 전력선 특징으로 전력 부하기기들이 

수시로 접속됨에 따라 채널임피던스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이러한 부하기기에 의한 잡음영향을 받거

나 어느 주파수가 흡수되는 페이딩 현상이 발생됨으

로 인해 비트 에러율이 일정하지 않아 데이터 신뢰성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5, 7].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형 인버터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 많은 수의 인버터

가 사용되어 전력 부하기기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

하므로 전력선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력선 통신의 데이터 신뢰성 저하와 전송거리

의 짧음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Ⅲ. 마이크로인버터용 무선지능형제어기 
제안 

본 연구에서는 잡음에 보다 유연하고 선로결함이 

있어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며, 작은 전력으로 동

작하여 태양광 발전이 미약할 시에도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게 연결형 모뎀과 무선지능형제어기를 설계

하고자 한다. 구현하고자하는 시스템 개념은 <그림 

4>과 같다. 마이크로인버터와 무선으로 연결된 무선

<그림 2> 전력선 통신의 회로구성 장치

<그림 3> 전력선 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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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제어기기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더넷을 통하

여 리모트 기기나 통합서버에 연결되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3.1 무선지능형제어기

마이크로인버터 상태데이터 수집, 마이크로인버터 

리모트 제어, 최대 100여개의 마이크로인버터 연결,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설

계·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무선 무선지

능형제어기를 설계하였으며, 447MHz 주파수로 마이

크로인버터와 연결하기 위하여 모뎀 연결부분을 설

계하였다. 마이크로인버터와 연결된 무선지능형제어

기는 발전량, 마이크로인버터 동작유무 등의 마이크

로인버터 상태 자료 받아 허부와 연결된 외부 무선 

단말기기에 전송하여 태양광 발전을 모니터링 한다.

<그림 6>은 마이크로인버터, 연결형 무선모뎀, 무

선지능형제어기 그리고 외부 무선 기기간의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을 보여준다. 노트북이나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무선지능형제어기에 접속하여 연결형 무선

모뎀을 통해 마이크로인버터 동작 유무를 제어하고 

발전량 데이터 및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무선지능형제어기가 

무선 모뎀의 동작 상태를 체크한 후 마이크로 인버터

를 세팅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마이크로인버터의 상태 

및 발전량 그리고 추후에 태양전지판의 상태를 감지

하는 센서 등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다. 무선지능

형제어기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서버 기능

을 구현하였다.

3.2 연결형 무선모뎀

마이크로인버터에 무선기능을 탑재하기 위하여 공

동연구사인 (주)한울테크놀러지의 300와트급 마이크

로인버터(모델명 HW-MI300)를 설계·변경하여 연결

형 무선모뎀으로 연결이 가능한 마이크로인버터(모델

명 HW-MI300I)를 개발하였다. <그림 7>와 같이 개발

된 마이크로인버터 제어부와 무선모뎀을 UART로 연

<그림 4> 마이크로인버터 및 무선지능형제어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모니터링

<그림 6> 마이크로인버터, 무선모뎀(연결형) 과 지능형 제어기간의 

메시지 흐름도

무선지능형제어기 모뎀연결부분

이더넷 

인터페

이스

MAC SPA
Tx/Rx
FiFO

447MH
zGPSK

RF PA
RF LNA

ANT
인터페

이스
제어뷰

레지 

스터 
메모리

<그림 5> 무선지능형제어기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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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으며, 마이크로인버터의 상태 데이터를 받아 

무선지능형제어기에 전송하도록 전송버퍼를 구성하

였고 공용 데이터 주파수 대역인 447MHz 주파수 대

역을 사용하여 연결형 무선모뎀을 설계하였다. 무선

모뎀은 칩은 SILICON LABS사의 SI4461을 이용하여 

설계·구현하였다[8].

<그림 8>은 마이크로인버터와 연결되는 무선모뎀 

동작 순서도를 나타낸다. 마이크로인버터 제어부와 

연결형 무선모뎀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연결형 무선모뎀의 레지스터를 쓰거나 읽고, Tx/Rx

FIFO(First-In First-Out)를 통하여 송신-수신 데이터

를 주고받는다. 또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에 의

해 마이크로인버터 제어부는 연결형 무선 모뎀의 RF

채널, 모뎀방식 등을 초기화시켜 모뎀을 준비(Ready)

상태로 만든다.

송신데이타는 447Mhz GFSK(Guassian Frequency

Shift Keying)방식으로 변조 후, RF 파워앰프에서 증

폭되어 AN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안테나에서 송출

된다. 수신데이타는 안테나를 통해서 입력되는 RF신

호는 RF LNA(Low-Noise Amplifiers)에서 증폭되어 

GFSK복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다. 이때, 일정 수

신감도 이상의 신호는 Sync Word가 맞고,

CRC(Cyclic Redundancy Check)오류가 없을시 RX

FIFO를 통하여 마이크로인버터 제어부로 전달된다.

마이크로인버터 제어부와 연결형 무선모뎀은 

UART-HDLC 115200bps로 연결한다. 사용되는 데이

터 패킷은 데이터 형식은 <그림 9>와 같다. 마이크로

인버터 제어부는 주기적으로 각종 상태 데이터를 읽

어 연결형 무선모뎀 Tx FIFO로 보내며, 보내진 데이

터는 GFSK RF신호로 변조하여 송출한다.

Ⅳ. 무선지능형제어기 구현 및 실험

4.1 연결형 무선모뎀

연결형 무선모뎀은 SILICON LABS사의 SI4461을 

사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구현하였으며, <그림 

11>과 같은 테스트 지그를 만들어 <그림12>같이 실

험환경을 구성하여 출력파워, 대역폭 측정 및 채널변

경시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

<표1 >과  <표 2>과 같이 설계된 연결형 무선모뎀이 

11개 채널이 정상 범위에서 동작함을 보였으며 출력 

파워와 대역폭도 정상 오차 범위 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7> 마이크로인버터와 연결형 무선모뎀 블록도 

<그림 8> 마이크로인버터와 연결되는 무선모뎀 동작순서

<그림 9> 모뎀과 마이크로 인버터 간의 교환되는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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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무선 모뎀의 출력파워는 10dBm에서 오차

가 0.14dBm 발생하였지만 정상범위 내이고, 대역폭

도  정상범위의 99%를 만족하였다. 11개의 채널도 허

용 오차 범위 내에서 동작하였다.

4.2 무선지능형제어기

무선지능형제어기는 One Chip AP Router RT3352

를 이용하여 <그림 13>와 같이 구현하였으며, 리눅스

를 기반으로 서버를 구성했다[9]. <그림 10>과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연결형 무선모뎀과 무선지능

형제어기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실험하였다. <그림 

12>은 연결형 모뎀과 무선지능형제어기 간의 주고받

은 데이터의 파형과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를 디버그

한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10> 연결형 무선모뎀

<그림 11> 무선모뎀 테스트 지그

<그림 12> 마이크로 인버터, 무선모뎀(연결형), 지능형 제어기 

테스트 구성도

<표 1> 무선모뎀 출력과 대역폭

출력파워 : 10dBm,
측정값:10.14dBm,
오차:+0.14dBm

대여폭 측정 

(OBW:OccupiedBandWidth,99%)

<표 2> 무선 모뎀 채널 측정 값

CH1: 447,862,500Hz,
측정값:447,862,400Hz,

오차:-100Hz

CH2: 447,875,000Hz,
측정값: 447,874,700Hz,

오차:-300Hz

CH3: 447,887,500Hz,
측정값:447,867,300Hz,

오차: -200Hz

CH4: 447,900,000Hz,
측정값:447,899,900Hz,

오차: -100Hz

CH5: 447,912,500Hz,
측정값:447,912,100Hz,

오차:-400Hz

CH6: 447,925,000Hz,
측정값:447,925,000Hz,

오차: 0Hz

CH7: 447,937,500Hz,
측정값: 447,937,100Hz,

오차: -400Hz

CH8: 447,950,000Hz,
측정값:447,950,100Hz,

오차:+100Hz

CH9: 447,962,500Hz,
측정값:447,962,000Hz,

오차:-500Hz

CH10: 447,975,000Hz,
측정값:447,974,800Hz,

오차: -200Hz

CH11: 447,987,500Hz,
측정값:447,987,000Hz,

오차: -5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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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합 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해 <그림 15>와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16> 같이 무선지능형제어기에서 

무선기기에 발전량, 인버터 상태 등을 수신한 데이터

를 볼 수 있도록 통합 테스트하였으며, 마이크로인버

터를 무선으로 무선지능형제어기가 온-오프 제어하였

으며 발전량과 마이크로인버터 상태 등에 관한 데이

터를 수신하여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로 무선지능형제

어기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통합테스트 후 ㈜한울테크놀러지 옥상에 3킬로와

트 소형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10]. 소형태양광 발

전소에는 태양광 패널과 300와트급 마이크로인버터

(HW-MI300I) 10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10개의 

마이크로인버터에 서로 다른 채널을 할당하여 무선

지능형제어기와 연결하였다. 무선지능형제어기에서

는 무선기기에 각각의 마이크로인버터 상태태를 화

면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하여 보

다 쉽게 현재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와 같이 소형 태양광발전소 정면 후

면의 구성, 태양광발전소를 구성하는 각각의 인버터 

상태, 태양광발전소 누적발전량, 인버터 별 누적 발전

량, 무선 수신감도, 무선 패킷에러, 인버터별 발전량 

그래프, 인버터별 활성상태 등의 정보를 나타낸다.

V. 결론

마이크로인버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모니터링

을 위하여 공동연구사인 (주)한울테크놀러지 

HW-MI300 마이크로인버터에 무선연결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는 HW-MI300I 마이크로인버터를 설계하였

고 마이크로인버터와 무선지능형제어기를 연결하는 

연결형 무선모뎀, 무선지능형제어기를 설계·구현하

였다.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는 10개의 300W급 마이

크로인버터로 구성되었으며 무선지능형제어기를 통

하여 태양광 발전을 모니터링을 하였다. 개발한 연결

형 무선모뎀과 무선지능형제어기는 접근이 어려운 

<그림 13> 무선지능형제어기 

<그림 14> 연결형 모뎀과 무선지능형제어기 간의 데이터 파형사진 

및 디버그 데이터 출력 화면

<그림 15> 통합 테스트 실험환경

<그림 16> 무선지능형제어기에서 무선기기에 제공하는 제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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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나 원격제어

가 필요한 외딴 섬 등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에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아파트 단지에 각 세대별 

장착된 태양광 발전을 관리 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전

체 발전량, 각 호실별 태양광 발전 상태, 고장 유무 

등의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추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먼지감지, 깨짐, 외부인 침입방지 등을 

위한 추가 센서나 장비를 연결하여 태양광 발전소 상

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쉽게 장비를 연결하여 모니터

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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