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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태양  발 단지 구축이 증가하면서 발 단지를 효율 으로 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다수의 태양  발 단지들을 통합 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된 시스템은 태양  발 단지들의 설비 계측 데이터를 컬럼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하둡 HBase를 이용하여 

장하고 리하며 맵리듀스 모델을 통한 병렬처리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 효율, 발 량 측을 빠르게 수행한

다. 그리고 웹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모듈을 통해 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ABSTRACT

Recently,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photovoltaic power plants has been required due to the continuously increasing 

construction of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loud-based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 for many 

photovoltaic power plants. The proposed system stores the measured data of power plants using Hadoop HBase which is a 

column-oriented database, and processes the calculations of performance, efficiency, and prediction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by parallel processing based on Map-Reduce model. And, Web-based data visualization module allows the administrator to provide 

information in various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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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양 에 지는 2008년부터 정부의 극 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폭발 으로 증가했으며 재는 1,000여

개의 태양 발 소가 국내에서 운 되고 있다. 태양

발  분야에서 효율이 높은 설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요하지만, 기존의 운  인 태양  발 소의 

효율을 높이고 발 된 력을 잘 활용하는 것 역시 

요하다. 이를 해서는 태양  발  단지들을 비

용으로 통합 리하고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하는 인

라 구축이 필요하다[1][2][3].

재 태양  발 설비들은 일반 주택, 건물, 주차장, 

공공 시설에 설치된 소규모부터 그리드 형태로 구성

된 규모 발 소까지 여러 곳에 산재해 운 되고 있

다. 이러한 태양  발  설비들은 일반 으로 기실 

내에 독립 인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  설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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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발 량

과 설비의 고장 여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4][5]. 

이러한 독립 인 리 시스템으로 인해 설치 비용  

인건비가 발생하며 리 시스템 자체도 기를 사용

하기 때문에 효율을 낮추는 요인  하나가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다

수의 태양  발 단지들을 통합 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클라우드는 

다수의 서버에 데이터를 분산  복 장함으로써 

렴한 비용으로 안 하게 데이터를 리할 수 있으

며 다수의 서버가 동시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병렬처

리를 수행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6][7][8].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리 시스템을 운 하게 되

면 태양  발 단지들은 리 서버를 임 해 활용하

므로 서버 설치비  인건비, 운 에 한 기를 

약할 수 있다[9]. 한 클라우드에 등록된 태양  발

 설비들은 문가에 의해 모니터링 됨으로써 정확

하게 문제 을 진단하고 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리 시스

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다수의 태양  발 단지의 데이터 통합 리 

- 맵-리듀스 모델을 이용한 계측 데이터 병렬처리 

- 태양  발  설비의 시스템 효율  성능 분석

- 웹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리 시스템은 태양  발 단지들의 실시간 발 량 

 측 발 량과 같은 지능형 정보를 스마트 그리드 

운  시스템에 제공하여 효율 인 력망 구축에 도

움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

구로써, 하둡 HBase와 맵리듀스 병렬처리 모델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

드 기반 통합 리 시스템에 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구 된 통합 리 시스템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5

장에서 결론  향후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Ⅱ. 련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태양  발 단

지 통합 리시스템을 한 한 클라우드 기술들에 

해 기술한다. 먼  발  설비 계측 데이터를 장하

기 한 분산 컬럼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하둡 HBase

에 해 기술하고 계측 데이터의 병렬 처리를 한 

맵리듀스 모델에 해 기술한다. 

2.1 하둡

하둡은 구 의 분산 일시스템과 맵리듀스의 오

소스 구 체로 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클러스

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로그램을 지원하는 자

유 자바 소 트웨어 임워크이다[10]. 2006년 아

치 검색엔진 로젝트의 Nutch의 서  로젝트로 시

작되었다. 하둡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다. 

하둡에서 앙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네임 노드

(Name Node)는 분산 일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의 마스터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 노드(Data Node)가 슬 이  역할을 수행한

다. 한, 병렬처리를 수행하는 맵리듀스 시스템의 마

스터가 잡 트랙커(Job Tracker)이며 워커 노드를 태

스크 트래커(Task Traker)라 한다.

그림 1. 하둡 아키텍처
Fig. 1 Hadoop architecture

2.2 HBase

HBase는 HDFS에 구 한 분산 컬럼 지향 데이터

베이스로 규모 데이터 셋에 실시간으로 랜덤 액세

스를 제공하며 최근 버 에서는 범  검색을 지원한

다[11]. HBase에서 데이터는 테이블에 장된다. 테이

블은 로우(row)와 컬럼(column)으로 구성되며 테이블 

셀(cell)은 로우와 컬럼의 교차 지 으로 원시 바이트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장한다.

테이블 내의 하나의 로우는 로우 키와 컬럼으로 구

성되며 컬럼은 컬럼-패 리(column family)로 그룹 

지어진다. 로우는 테이블의 주 키인 로우 키에 의해 

정렬되며 기본 으로 바이트 순으로 정렬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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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근은 테이블의 로우 키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컬럼-패 리는 하나 이상의 멤버들을 지닌다.

기존의 RDBMS는 규모 확장성과 분산처리에 여

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HBase

는 노드만 추가하여 선형 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한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규모 데이터 셋에 한 병

렬처리가 가능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2.3 맵리듀스 병렬처리

맵리듀스 모델은 구 에서 발표한 병렬처리 모델로 

재 분산컴퓨  랫폼의 실질 인 업계의 표 으로 

리 활용되고 있다[12]. 맵리듀스는 키-값(key-value) 

기반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며 여러 노드에 분할되어 

장된 입력 데이터에 해 각각 맵(Map) 태스크를 병

렬 수행하여 간 결과들을 생성하고 이 결과들에 

해 리듀스(Reduce) 태스크를 수행하여 최종 결과를 산

출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기존의 과학계산에 합한 

MPI(Message Passing Interface)와 달리 규모의 데

이터 처리에 합한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은 맵리듀스 모델을 이용하여 태양  발  설비

들의 계측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여 태양  발  시스

템의 성능, 효율, 발 량 측을 빠르게 계산한다. 

Ⅲ. 클라우드 기반의 태양 발 단지
통합 리 시스템

본 논문에는 다수의 태양  발  단지들을 통합하여 

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리 시스템을 제시한다. 그

림 2는 제안된 시스템의 체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2. 클라우드 기반 태양  발 단지 통합 리 
시스템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f cloud-based photovoltaic 
power plants management system

그림 3. 태양  발 단지를 한 하둡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Fig. 3 The diagram of hadoop-based cloud 
service for photovoltaic power plants

3.1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발 단지 통합 리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아 치 그룹의 하둡 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한다. 먼  다수의 노드를 하나의 클라우드로 구성

하는 하둡 코어를 기반으로 HDFS을 구축하고 여기에 

HBase를 설치하여 태양  발 설비들로 부터 수집되

는 센서 데이터와 발 정보들을 장한다. 이 게 장

된 데이터는 맵-리듀스 병렬처리 모듈을 기반으로 한 

통합 리 서비스에 의해 발  효율분석, 발 량 측, 

시스템 성능분석, 발 량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3.2 계측 데이터 스키마 설계

태양  발 설비의 계측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

림 4와 같으며 계측 항목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클라

우드 내에서 태양  발 설비들의 계측 데이터는 기

존의 RDBMS와는 다른 컬럼-기반 장소인 HBase를 

이용한다. 효율 인 장  빠른 검색을 해서는 기

존의 RDBMS와는 다른 스키마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4. 태양  발 설비 계측 시스템 구성도
Fig. 4 The diagram of photovoltaic power plants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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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GH 경사면 일사강도(kW/m
2
)

GA 수평면 일사강도(kW/m2)

TA 외기온도(°C)

TC 모듈 표면온도(°C)

PA Photovoltaic array 출력 력(kW)

VA Photovoltaic array 출력 압(A)

IA Photovoltaic array 출력 류(V)

THD 왜율

Q 유효 력

S 무효 력

PF 역률

Hz 주 수

표 1. 태양  발  설비의 계측 데이터 항목
Table 1. The measured data items of photovoltaic 

power plants

sensor_id 테이블은 센서의 정보를 장하는 테이블

로 각 센서들은 설치된 발 소에 따라 pv_plant_id 그

룹에 속하게 되며 센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plant_id>

와 <sensor_id>를 조합하여 로우 키를 구성한다. 그리

고 컬럼 패 리에는 센서의 메타데이터를 장하는 

<sensor_info>와 센서의 치 정보를 장하는 

<location>을 두어 센서에 정보를 장한다.

sensor_type 테이블은 센서의 종류와 데이터의 종

류  단 를 나타내는 <type_info>와 그리고 정상 

데이터의 범 를 나타내는 <valid_range>를 컬럼 패

리로 지닌다. sensor_data 테이블은 수집된 센서 데

이터를 장하는 테이블로 최근 수집된 데이터 검색 

 범  질의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sensor_id>와 역타임스템 (reverse-timestamp) 값

을 조합하여 로우 키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power_plant_monitoring 테이블은 <pv_plant_state>를 

컬럼 패 리로 지니고 발 단지의 실시간 상태를 

장한다.

그림 5. 발 소  센서 데이터 스키마
Fig. 5 The data schema of photovoltaic power plant 

and sensor

3.3 맵리듀스 기반의 태양 발 설비 분석서비스

클라우드 내의 HBase에 분산 장된 데이터들은 

맵리듀스 모델 기반으로 병렬처리 되어 발  효율분

석, 발 량 측, 시스템 성능분석, 발 량 통계 정보

를 제공한다. 장된 데이터는 테이블 맵퍼(Table-

Mapper)에 의해 각 노드에서 병렬로 사용자 질의를 

수행하고 이 게 얻어진 키-값 리스트 결과들은 정렬 

 복제되어 테이블 리듀서(TableReducer)로 송된

다. 테이블 리듀서는 이들 결과들을 통합하여 최종 결

과를 테이블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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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클라우드 기반 통합 리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 리 시스템의 개발환경

은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항목 내용

통합 리

시스템

클라우드

Hadoop 1.0

인텔-i7 2.4GHz, 

8G RAM 

데이터베이스 HBase 0.92

개발언어 Java

개발툴 Karmasphere Studio

인터페이

스 모듈

웹서버
Apache 2.2.21

Tomcat 7.0.21

개발언어 JSP, JavaScript

표 2. 개발환경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4개의 슬 이  노드를 갖는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태양  발 설비의 데이터 계측

을 해 테스트배드를 설치하여 클라우드와 연결하여 

통합 리 시스템을 테스트하 다. 한 규모 데이터

의 병렬처리를 테스트하기 해 테스트용 데이터를 

HBase에 장하 다. 모니터링 클라이언트는 웹기반

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으며 JSP와 서블릿을 이용

하여 Hadoop에 구 된 MapReduce 병렬처리 모듈과 

통신하도록 구 하 다. 그리고 HTML5와 jQuery를 

이용하여 발 설비 센서 데이터와 발 량을 출력함으

로써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모

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6은 HBase에 장된 발 량 데이터를 분석하

여 인버터/시간별 발 량과 MapReduce 모델기반의 

발 량 측 모델에 의해 계산된 측 발 량을 웹을 

통해 시각화한 모습이다. 그림 7은 발 단지에 한 

월별 발 량을 조회한 결과화면이다. 

그림 6. 시간별 발 량 조회
Fig. 6 Screenshot of hourly power generation

그림 7. 월별 발 량 조회
Fig. 7 Screenshot of monthly power gener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태양  발 단지들을 통합 

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태양  발 단지들의 설

비 계측 데이터를 컬럼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하둡 

HBase를 이용하여 장하고 리하며 맵리듀스를 통

한 병렬처리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 효율, 발 량 

측을 빠르게 수행한다. 그리고 리자는 웹 기반의 데

이터 시각화 모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리 시

스템은 태양  발 단지들의 측 발 량과 같은 지

능형 정보를 스마트 그리드 운  시스템에 제공하여 

운  스 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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