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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전계통에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제어장치는 모의 태양광전원장치를 포함한 모의 배전계통장치와 PLC에 기반한 원격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어장치는 크게 2개의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원격지의 PLC로 제어 신호를 보내는

HMI(Autobase)를 이용한 제어부와 이 신호를 받아 동작 전원을 공급하는 PLC제어부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설치된 태양광단지의 보수유지 관리에 필요한 무선 네

트워크 원격제어의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였고,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

광이나 풍력 등의 신에너지전원(분산전원)의 도입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이를 운영 할 자원이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제어기술 기반, 그리고 운영체

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메가급 태양광전원은 원격지에 설치되어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 본 논문은 태양광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 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하

기 위한 원격제어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실계통의 특성을 모의한 배전계통장치, 모의 태양광

전원 장치, 상용 감시제어 S/W인 AutoBase 프로그

램과 PLC를 이용한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또한, 원

격지점에서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해 Ethernet통신과

Serial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였고, PLC를 이용한

제어 장치는 모의 배전계통장치(부하, 선로, 보호기

기기 등)와 태양광전원의 개폐기(MC)를 ON/OFF

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2. 실계통의 문제점 분석

기존 배전계통 방식은 전력회사의 변전소에서 부하

측으로 전력이 흐르는 단방향 조류의 형태로 제어하

기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분전전원이 도입되면서 부

하측에서 전원측으로 조류가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

하여 양방향으로 전력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매우 복

잡한 배전계통의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후조건에 따라 발전되는 전력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전계통의 조류에 영향을 끼

쳐 수용가의 전압품질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또한

계통측의 사고에 의하여 잦은 연계와 분리를 반복하

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의 배전계통에 파급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유지보

수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LC를 이용하여 실계통을 축약한 모

의 배전계통장치 및 태양광전원을 원격지점에서 제

어하기 위한 장치를 제작하였다.

3. 전체 구성도
 

 3.1 원격제어장치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전계통에 태양광전원 연

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과 향후 스마트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82 -

그리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원격제어

장치를 제작하였다. 즉 배전계통 및 태양광전원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

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모의 배전계통장치와 태

양광전원장치, 그리고 PLC(GLOPA)와 AutoBase를

이용한 제어장치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원격제어장치 전체 구성도

3.2 모의 배전계통장치
모의 배전계통장치는 그림 2와 같이 배전계통에

태양광전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실 계통을 축약하여

구성하였다. 이 장치는 3상 380V와 단상 220V의 저

압 선로와 저압 부하로 구성하고, 태양광전원 연계

지점에 개폐기 대용으로 MC를 사용하여 구성하였

다. 또한 선로 길이에 따른 임피던스 조정 및 가변

부하를 인가하여 부하특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여기에 태양광전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모의배전계통장치 구성도

3.3 원격제어 장치
원격제어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컨버터와 무선공유

기를 이용하여 HMI(Autobase)와 PLC를 무선으로

통신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PLC의 출력(24V)을

이용하여 모의 배전계통과 태양광전원장치의 개폐기

(MC)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 원격제어장치 구성도

(1) PLC를 이용한 장치

PLC 제어부는 원격지점에서의 AutoBase 제어신

호가 PLC 내부접점을 동작시켜 LADDER에 의한

출력접점이 ON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외부

전원(DC24V)이 MC(차단기 대용) 전원을 제어할

DC 24V 릴레이(hr705)로 전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림 4와 같이 PLC, 릴레이(hr705), SMPS 등을 사

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4] PLC 제어부 구성도 

한편, PLC 프로그램의 LD 동작형태는 동시동작 방

지를 위해 REMOTE일 경우에는 자동모드로 구성하

고, ROCAL일 경우에는 수동모드인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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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컨버터(CSW-H80) 사양 외부구성

크로스케이블 자동감지 2개의 
RS-232포트지원

DHCP 지원
(유동IP 환경에서      

 사용가능)

Com 
Port(RFC2217) 

지원을 통한      
시리얼포트제어

유동IP 환경에서 
호스트네임 고정을 통해 

서버로 사양가능
(DDNS)

EzMananger를 
이용한 통신상태 점검

REMOTE가 동작되지 않도록 시퀀스에 인터록을 설

정하였다. 그리고 HMI(AutoBase)와의 통신에 따른

제어 변수선언은 표 1과 같이 내부변수 %M을 사용

하였으며, 이 신호에 따라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Q로 출력변수를 지정하였다.

[표 1] 직접 변수의 데이터 타입

내부메모리 출력 입력

M Q I

데이터 타입 표시 문자 사용 예

Bit X(58H) %MX0 , %QX0.0.0 , %IX0.0.0

Byte B(42H) %MB10 , %QB0.0.0 , %IB0.0.0

Word W(57H) %MD10 , %QD0.0.0 , %ID0.0.0

(2) HMI(AutoBase)를 이용한 장치

(가) 무선컨버터

무선컨버터(CSW-H80)는 원격지에서 시리얼 장비

들을 제어, 관리할 수 있도록 무선공유기에 연결시

켜주는 외장형 Serial↔Ethernet(무선랜) 컨버터이다.

무선컨버터는 표 2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페어링기

능(중계기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가능 거

리를 확장할 수 있다.

[표 2] 무선컨버터(CSW-H80)의 특성

(나) 무선공유기

HMI와 무선 컨버터 사이에서 Ether-net(TCP/IP)

방식으로 통신하기위하여 무선중계기용 공유기를 사

용하는데, 통신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무선공유기(IPTIME) 특성
종류 IPTIME

무선규격 IEEE 802, 11b/g/n

무선지원속도 300M

유선지원속도 100M

포트수 4포트

부가기능 트윈IP, WPS, VPN, 

Qos

(다) HMI

모의배전계통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격(무선)으로 차단하기 위한 HMI프로그램으로서

AutoBase를 사용하여 그림 5와 같이 구현하였고,

AutoBase상에서의 차단신호가 무선공유기-무선컨버

터-PLC-모의배전계통장치로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차단기(MC)를 제어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5] AutoBas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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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제어장치의 시험결과

무선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선기기들 간

에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무

선컨버터와 무선 공유기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

후 그림 6과 같이 AutoBase의 포토 디바이스 설정

창에서 디바이스 종류를 선택하고 통신할 IP주소에

무선 컨버터의 서비스포트와 IP주소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6] AutoBase 통신 프로토콜 설정

또한, 그림 7과 같이 무선공유기와 CSW-80(무선컨

버터), PC, PLC를 연결한 후, 공유기의 내부IP

192.168.0.1을 기준으로 무선컨버터에 IP192.168.0.3을

설정하였다. 다음에는 상기의 내용과 같이 HMI 프로

그램과 PLC간의 통신프로토콜을 설정 한 후에 그림

8과 같이 통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7]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토콜 설정 구성도

[그림 8] HMI와 PLC간의 통신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점에 설치된 태양광단지의

보수유지를 상정하여, 모의 태양광전원장치가 연계

된 모의배전계통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

치를 제작하였다. 실제로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의배전계통과 태양광전원장치의 고장에 대한 제어

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

트그리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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