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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과 같은 신에너지전원의 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감시 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감시제어장치는 모의 배전계

통장치와 유무선통신장치(AutoBase 포함)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모의 태양광전원장치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감시제어장치는 태양광전원에서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전압, 전류데이터를 무선네트워크로 전송

하여, HMI 프로그램인 Autobase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장치 부분과 원격지점에서 태양광

전원을 On/Off 하기 위한 제어장치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장치를 이용하여, 신에너

지전원 단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무선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국가차원의 녹색성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

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등의 분산

전원 도입계획은 많은 반면 분산전원 및 자원의 운영,

제어기술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운영체계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에서 실

시간으로 출력되는 전력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

석하여 계통의 역조류 발생에 의한 배전계통에 전압관

리나 전력품질 등의 계통 운용상의 문제점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유·무선 감시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시험장치는 실계통의 특성을 모의한 배전계통장치,

Auto Base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태양광전원장치로

구성된다. 무선으로 감시 및 제어를 하기위해 Ethernet

통신과 Serial 통신을 이용, 원격지점에서 감시가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고, PLC를 이용하여 태양광전원의 개

폐기(MC)를 ON/OFF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 계통에서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

2. 실계통의 문제점 분석

현재 신에너지전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사고와 유지보수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미흡한 상태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출력되는 용량이 날씨조건(구름, 우천)에 따라 출력

변동이 심하여 연계된 배전계통의 역 조류 변동으로

배전계통의 전압관리나 전력품질 등의 계통 운용상

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

기상조건(풍량과 풍속 등)에 따라 발전량이 정격의

80-90%까지 급격하게 변동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통 원거리에 위치한 신

에너지전원 단지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유․무

선네트워크 감시제어장치를 제시하였다.

3. 유·무선 감시제어시험장치 제작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전원의 운용 시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전력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운

용상의 문제점 발생 시 태양광전원을 제어하기위한

유·무선 감시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즉, 태양광전원

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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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의 배전계통장

치와 Autobase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모의 태양광

전원장치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유·무선 감시제어시험장치 구성

3.1 모의 배전계통장치
모의 배전계통장치는 그림 2와 같이 배전계통에 태

양광전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 계통을 축약

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장치는 3상 380V와 단상

220V의 저압선로와 저압 부하로 구성하고, 태양광전

원 연계지점에 개폐기 대용으로 MC를 사용하였으

며, 선로길이에 따른 임피던스 조정 및 가변부하를

인가하여 부하특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

기에 태양광전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모의 배전계통 구성도

3.2 유무선 감시제어 장치
유․무선 감시제어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유․무선 컨

버터와 공유기로 구성한 감시부분과 PLC를 이용한 제어

부분으로 제작하였다. 감시제어장치의 운용 Software로

서는 그림 4와 같이 Autobase를 이용한 태그패널과, 모

니터링패널로 구성되었다.

[그림 3] 감시제어 장치 개념도

[그림 4] Autobase의 제어화면

3.3 모의 태양광전원장치
모의 태양광전원장치는 계통연계용 인버터

(3KVA)와 DC 전원공급장치(1,200W)로 구성되며,

DC의 출력전류를 가변시켜 태양광전원의 출력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5와 같이, DC입

력전압이 보통 150∼400V로 공급되는 계통연계용

인버터에서 나온 출력은 모의 배전계통장치의 부하

측에 연계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림 5] 모의 태양광전원장치의 구성도

4. 유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제작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를 구현하기 위하

여, 무선 Ethernet 통신과 Serial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

지점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고, 또한 PLC를 이

용하여 태양광전원의 개폐기를 ON/OFF 제어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은 은 감시장치와 제어

장치 부분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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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선 감시장치 흐름도

[그림 7] 무선 제어장치 흐름도

4.1 실시간 원격 감시장치 구성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장치는 그림

8과 같이 구현하였다. 먼저 태양광 발전단지의 전력데이

터와 보호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통신모듈에서 Serial

통신으로 변환되어 단지 내의 무선 컨버터로 전송된다.

[그림 8]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장치 구성도

이 전송된 신호는 무선 컨버터(CSW-H80)에서

Ethernet으로 변환되어 감시 지점으로 데이터를 무선으

로 전송하게 된다. 감시 지점에서는 데이터를 무선공유

기로 받아 컴퓨터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Ethernet

->Serial로 변환하여 AutoBase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4.2 실시간 원격 제어장치 구성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원격 제어장치는 그

림 9와 같이 구현하였다. 먼저 태양광전원을 ON/OFF

를 하기 위해 Autobase를 이용하여 차단신호를 Serial

통신으로 송출한다. 이 송출된 신호는 CSW-H80을 이

용하여 Serial통신을 Ethernet통신으로 컨버팅한 후 태

양광단지로 무선으로 전송하게 된다.

태양광전원 단지에서는 무선공유기로 데이터 신호를

수신한 후, MC를 ON/OFF하기 위해 PLC에 전달하게

된다. 이 신호는 LADDE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출력

된 24V를 릴레이 전원에 투입시킨다. 이때 A접점의 동

작으로 외부전원이 MC에 투입되어 동작하게 된다.

[그림 9]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어 구성도

4.3 원격감시제어장치용 프로토콜 설정
무선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선기기들 간에

프로토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그림 10과

같이 PC1과 PC2를 Lan Cable로 상호 연결하여 프로

토콜을 설정한 후, ezTCP Manager로 데이터의 전송

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림 11과 같이 유무선 공유기와

CSW-80(무선컨버터), PC 2대를 연결한 후에 PC1

IP 192.188.0.4를 기준으로 각각의 기기들에 IP를 설

정하여 무선네트워크 장치의 통신테스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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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통신테스트 화면 구성도 

[그림 11]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토콜 설정 구성도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점에서 대규모 신에너지전원

(태양광전원) 단지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실 계

통을 축소, 모의하여 유·무선 감시제어 시험장치를 제

작하였다. 실제 원격에 위치한 태양광전원의 출력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시험을 수행

하여 향후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그리드 구

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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