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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풍력시장은 매년 연 30%정도의 고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풍력발

기 설치 총량은 380MW로  세계시장의 0.2%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 기

의 90%이상이 해외기업 제품이다. 한 해상 풍력 발 소 설치를 한 사  조사 시스템에 용되는 데이터

로거도 부분 해외기업 제품으로 막 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풍력 발 기 

건설 업무의 효율성과 투자 비용 감을 한 사  기상자원 측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  기상자원 측정 시

스템은 기상탑의 기상 측 데이터로거 H/W와 무선 리지, 기상탑 주변의 풍향, 풍속, 온․습도, 일사량, 데

이터로거의 력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며,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Wind Rose S/W로 구성된 무

선 통신(Wifi)기반의 해양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ABSTRACT

Wind turbine market is showed height growth rate of about 30% for year, and is increasingly growing. Total rate of domestic 

wind turbine installation is showing share of 0.2% of the global market that is 380MW. However, wind turbine installed in 

domestic are foreign product more than 90%. Similarly, Datalogger of pretest system for ocean wind turbine plant installation has 

been leaked huge cost to abroad by mostly abroad company product. In this paper, we proposed pretest weather resource 

measurement system for efficiency and investment cost cutting of wind turbine construction work. Preset weather resource 

measurement system is ocean weather resource measurement datalogger based on wireless communication(wifi) that have consist of 

hardware and software(wind rose) that is able to monitoring as datalogger of wireless bridge and battery state, 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humidity, radiation around weather tower and is able to analysis of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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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black-Out) 사태 이후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 력 란을 걱정하며 처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에 지 수요의 지속 인 

증가는 정부의 력 수  계획에 변화를 주었고 이러

한 블랙아웃 상은 기존 자원보다 수력, 풍력, 태양

열과 같은 고부가가치 에 지의 심을 높이는 효과

를 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력수요 증가는 연평균 4.3% 수 으

로 연평균 12.4%정도로 증하는 국에 비해서는 증

가율이 낮은 수 이다. 이에 비하여 발 설비 규모면

에서는 세계수  13  수 으로 력수요 규모에 비

해 설비규모가 높은 편이며, 연평균 1~2%증가하는 

OECD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수 이다. 한 최근 10

년간 발 설비 확충은 연평균 3.7%정도로 최 력수

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력 확충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1-3].

2013년 12월을 기 으로 에 지원별 발  설비 

황은 원자력 23.8%, 화력 60.5%, 수력 7.4%, 기타 

8.2%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원자

력, 화력, 수력에 집 되어 있다.

재 풍력시장은 매년 연 30% 정도의 고도 성장률

을 보이고 있으며,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런 국내 풍력발 기 설치 총량은 380MW로  세계

시장의 0.2%의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치된 규모

의 90%이상이 해외기업 제품이다. 이 게 해상 충력 

발 소 설치를 한 사  조사 시스템에 용되는 데

이터로거들은 부분의 제품들이 해외기업 제품이므

로 막 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해상 풍력 발  강국인 유럽은 융 기에도 불구

하고 해상 출력 산업이 지속 인 성장세를 보여 2012

년에 2011년 비 13% 성장한 47.7GW를 설치하 다. 

이와 같이 재 풍력발 은 미래 에 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러한 풍력발 을 통한 지속 인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육상 풍력 주로 풍력산업이 진행되었으

나 최근 민원이 고, 바람자원이 풍부하면서 안정

인 발 이 가능한 해상 풍력 산업이 신 성장 동력으

로 각 받고 있는 추세이다.

재 개발되고 있는 기상 측용 데이터로거는 일정 

기간마다 데이터를 리자가 직  수거하거나 성 

는 사용통신망으로 송하므로 인한 불필요한 기술

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 과 더불어 사  조사에 필요한 로거

들은 최근 개발 보 되는 디지털 출력 방식[4-8]의 

기상 센터가 필요하고 국내에 맞는 데이터 처리 방식

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1년 동안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으로 인한 데이터 축  기술과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분석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  설치 이 의 기상자원 측

정 시스템을 구 하고자 무선 통신기반의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자원 측정이 가능한 기상탑의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풍력 발

기의 설치 유무를 악하는 장 을 제공할 것이다. 

한 기존의 데이터로거는 데이터 처리 유무를 CDMA 

통신 는 SD 카드 장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비

용 인 측면의 단 이 발생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을 활용한 실시간 송을 제안하여 비용 인 

측면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

구를 제시하며, 3장에서는 시스템의 기상측정 데이터

로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구 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

한다.

Ⅱ. 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련연구로 아래 5가지의 연구를 언

한다.

[4]의 연구는 풍력자원 계측자료 분석용 소 트웨

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로 각각 덴마크의 WAsP/Ob

served Wind Climate, 그리스의 WindRose, 캐나다의 

Windographer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WAsP/OWC는 

시계열 자료를 풍향, 풍속별 출 빈도로 변환하는 간

단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WndRose와 Windogr

apher는 다양한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Win

dographer는 극한풍속 분석, 결손치 재생성  WAs

P, WinSim 입력 일 형태로의 장기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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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풍력발  운 을 체 으로 모니터링하

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

템은 풍력발 기의 상태감시 운 리, Reporting 등 

운 자가 풍력발 기의 모니터링  운 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 지 획득 비용을 최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6]에서 연구된 풍력발 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풍력발 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온도, 습도, 압, 류, 풍향, 풍속센서를 

선정하여 ZigBee 소자를 이용하여 무선센서노드를 구

성하 고, 온도, 습도, 압, 류 센서를 하나의 모듈, 

풍향, 풍속 센서를 다른 하나의 모듈로 묶어서 다 화 

하 다.

[7]의 연구는 형 풍력발 시스템이 아닌 소형 풍

력발  시스템의 풍속  발 량과 다수의 소형 풍력

발 기를 효율 으로 모니터링 하기 하여 ZigBee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제안

한 연구의 유용성 확인을 해서 군산 비응항에 설치

된 풍력 가로등에 용 실험을 수행하 다.

[8]의 연구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Mesh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디지털 정보표시장치(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활용한 MDMS(Meteorol-

ogical Display Management System) 기상 제 솔루

션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네트워크 형식은 무

선 Mesh 형태로 USN 기상 측 장비와 데이터  

리 요소들을 종합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기상 제 시스템은 USN, 

기상 데이터 수집 서버, 인터넷망, FTP 통합 서버, 

데이터베이스, MDMS 기상 제 S/W, 웹서버, 셋톱박

스  디지털 정보표시장치(DID)로 구성되어 있다. 

Ⅲ. 제안하는 데이터로거 시스템

3.1. 기상 측정 데이터로거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로거 시스템은 풍력 

발 기 건설 업무의 효율성과 투자비용 감을 하여 

풍력 발 소 건설 이 에 주변 환경 데이터 측정을 

한 기상탑 설치 시 풍향, 풍속, 온도 센서, 진동 센서, 

기울기 센서를 장착하고 측정 데이터를 보   분석

할 수 있는 기상 측정 데이터로거, 원격지에 설치된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를 서버에 실시간으로 송할 수 

있는 무선 리지, 기상 측정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기상자원 모니터링 통합 서버, 웹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되어, 

무선통신 기반의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소 트웨어 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제안하는 데이터로거 시스템 체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overall DataLogger system

3.2. 기상 측정 데이터로거 MCU 설계

그림 2는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의 MCU 설계 

블록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부분만을 추출하여 설명

한다. Decimal Encoder는 센서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기 한 기능으로 외부 사용자

가 각각의 시스템에 별개의 자기 코드를 부여하면 제

어기는 부여된 자기 코드를 센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에 헤더에 삽입하여 송하면 재 수신된 데이터의 

송신 아이디를 별할 수 있다. SPI과 DEBUG, 그리

고 IRQ는 데이터 송․수신 모듈을 제어하고 모니터

링(데이터 수신)을 해 할당했으며, 이는 통신 모듈

을 기에 송 속도나 송 주 수 역, 그리고 자

동 이득 장치의 이득, 송 이득 등, 기본 라미터를 

설정할 때에는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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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며, 무선통신 모듈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시

리얼(RS232C)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당하

다.

그림 2. 데이터로거 MCU 설계 블록도
Fig. 2 Design block diagram of DataLogger MCU

그림 3은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 H/W의 MCU 

회로도이며, ArtWork로 설계하 다. 

그림 3. 데이터로거 MCU 회로도
Fig. 3 Circuit diagram of DataLogger MCU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는 원격지에 설치된 

H/W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설

계하 다. 이를 해 기존 데이터로거의 장 방식인 

SD Card 방식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연결 방식을 추

가로 설계한다. 데이터로거 MCU와 무선통신 모듈간

의 연결을 통해 이진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무선통

신 모듈은 서버 모듈로 이진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그림 4는 데이터 송을 한 무선통신 모듈과 서버

간의 로토콜 정의이다. 

그림 4. 무선통신 모듈과 서버간의 통신 로토콜
Fig. 4 Communication protocol between wifi module 

and server

시작과 끝 임이 존재하며 속성, 무선통신, 주

소, 페이지 번호, 데이터 넘버링 번호가 로토콜에 

포함되며, 데이터 임의 속성값은 데이터로거 번

호, 날짜, 시간, 풍속, 풍향, 일사량, 온도, 습도, 배터

리 잔류량, 정사 이미지, 상 순으로 데이터가 송

되도록 로토콜을 설정한다.

 

3.3. 리자 인터페이스 설계

리자는 데이터로거에서 송되는 온도, 습도, 일사

량, 풍향, 풍속, 배터리 잔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데이터를 구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그림 5는 리자 인터페이스의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6은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을 동 으로 표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Administr

ator는 Tower_code와 상 없이 최신 기상 측정 데이

터를 메인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만약 리자가 원하

는 기상탑의 기상 측정 데이터를 확인할 경우 기상탑 

선택(SelectTower)의 속성인 콤보 박스(towerComboB

ox: JComboBox)에서 리자가 확인을 원하는 기상탑

을 선택하면 getTower 인스턴스의 getTowerCode()메

서드를 호출하게 된다. 기상탑 코드를 getNewData 인

스턴스의 온도(getTempData()), 습도(getHumData()), 

일사량(getSunData()), 풍향(getWindDiData()), 풍속(ge

tWindVelData()) 메서드들의 인자로 넘겨 기상탑의 최

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하여 MainView에 

반환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 다. 리자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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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에 출력해 다. 한 SelectTerm 메서드의 selec

tdate 인스턴스를 통하여 검색의 시작일자와 검색 종료

일자를 속성값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호출하게 되면, Te

rmDataView() 메서드와 TermDataChartView() 메서

드를 통해 검색일자와 검색된 데이터가 그래  형태로 

MainView에 출력되게 된다.

user

SelectTower

SelectTerm

TermDataView

TermDataChartView

NewTowerDataView

그림 5. 리자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정보검색)
Fig. 5 Administrator usecase diagram

(information search)

 :  u s e r

ma inV ie w g e tTo w e r g e tN e w D a ta

2  :  ma inV ie w ()
4  :  g e tTo w e r()

6  :  g t

8  :  g t , g e tTo w e rC o d e ()

9  :  t o w e rC o d e

1 1  :  g e tN e w D a ta ()

1 3  :  n d

1 5  :  n d . g e tTe mp D a ta ()

1 6  :  t e mp

1 7  :  v ie w

그림 6. 리자 시 스 다이어그램(정보검색)
Fig. 6 Administrator sequence diagram

(information search)

그림 7은 리자가 특정일을 조건으로 데이터로거

의 기상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기능을 시 스 

다이어그램으로 설계하 다. 리자가 원하는 기간 동

안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datePicker를 이용하여 

날짜를 입력한다. 입력한 날짜 데이터를 받아서 getT

ermDate 인스턴스의 getTDate()메서드로 넘겨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질의어(검색 기

간)으로 return 받는다. return(반환)받은 질의어와 기

상탑 선택 콤보 박스에 재 선택되어 있는 기상탑 

코드를 라미터로 getAccData 인스턴스의 온도(get

AccDataTemp()), 습도(getAccDataHum()), 일사량(ge

tAccDataSun()), 풍향(getAccDataWd()), 풍속(getAcc

DataWv()), 모든 데이터(getAccDataAll()) 메서드를 

호출하여 라미터에 해당하는 즉, 기상탑 코드에 

응하는 기상탑의 질의어(검색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return(반환)받아서 결과를 각각 해당 탭의 Text

Area에 출력한다.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등 

원하는 탭을 선택한 뒤 Chart View 버튼을 르게 

되면 해당 버튼의 이벤트 핸들러에서 getAccData 인

스턴스의 온도차트(getAccDataTempChart()), 습도차

트(getAccDataHumChart()), 일사량차트(getAccDataS

unChart()), 풍향차트(getAccDataWindDirecChart()), 

풍속차트(getAccDataWindVelueChart()) 메서드를 호

출하여 해당 차트변수에 return(반환)해주고 반환 받

은 차트와 기상탑 코드를 라미터로 하는 chartView 

인스턴스의 해당하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메서드를 호출하여 그래 를 출력한다.

mainView getTower getAccDatagetTermData chartView

1 : mainView()

2 : getTower()

3 : gt

4 : gt.getTowerCode()

5 : towerCode

6 : getTermData()

7 : query

8 : getAccData()

9 : gad

10 : chartView()

11 : cView

그림 7. 리자 시 스 다이어그램(기간검색)
Fig. 7 Administrator sequence diagram

(term search)

그림 8은 리자 인터페이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다. MainView 클래스는 로그램 시작 시 가장 먼

 실행되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클래스이름과 마찬 

가지로 메인 화면에 해당한다.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TextArea, Panel, ScrollPane, tabbedPane등의 변수와 

기상탑 선택 콤보박스로 선택한 기상탑의 타워코드를 

장하는 towerCode, datePicker로 선택한 날짜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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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SQL쿼리로 변경하여 장하는 queryemddml 

변수를 가지고 있다. 메서드는 main클래스이므로 mai

n()메서드 하나만 존재 한다. getTower 클래스는 

로그램 시작시 MainView 클래스에서 기상탑 선택 콤

보박스를 구성하기 하여 가장 먼  인스턴스를 생

성하는 클래스이다.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

여, getTowerData()를 통해 기상탑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getTowerNum()메서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있는 기상탑이 총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그

리고 getTowerCode()메서드를 통하여 기상탑 코드를 

반환 받는다. getNewData 클래스는 메인화면의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등 데이터를 갱신할 때 사용

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데이터들을 타워코드를 라미터

그림 8. 리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8 Administrator class diagram

로 받아서 타워코드에 해당하는 기상 타워의 최신 데

이터를 반환한다. getTermDate 클래스는 메인 화면

의 datePicker에서 선택한 기간을 인자로 받아와서 S

QL문 형식의 쿼리로 바꾸어 반환하는 getTData()메

서드를 가지고 있다. getAccData 클래스는 최신 데이

터가 아닌 getTermData 인스턴스의 getTData() 메서

드로 받아온 질의어(검색 기간)과 타워코드를 라미

터로 가지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그래 를 출

력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이다. chartVie

w 클래스는 getAccData 인스턴스의 차트메서드들의 

리턴값을 라미터로 넘겨받아  데이터 그래 를 

그려주는 클래스이다.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DemoM

odule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구 되는 메서드들만 

가지고 있다. 그래 를 그려주는 기능은 생성자 단에

서 구 되어 있다. DemoModule 인터페이스는 chartV

iew 클래스에 상속해주기 해 getNoOfChart(), creat

eChart()메서드 선언만 되어있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로거 시스템

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테이블은 총 9개의 계

형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M e m b er

U se rID

p a ss
na m e
e m a il
ce ll

T o wer

T wo e r_code

La titud e
Lo ng itud e
Se t_d a te
d a m ini_na m e

W ind D a ta

T wo e r_co d e  (FK)

D _d a te
T e mp
H um id ity
Inso la tio n
D ire c tio n
Sp e ed
Ba tte ry

Im a g e

T wo e r_co d e  (FK)

D _D a te
Im a g e
V id eo

N o tice

num b e r

write r
U se rID  (FK)
title
co nte nts
file na m e
re a d co unt
write d a te

Bo a rd

num b e r

U se rID  (FK)
write r
title
co nte nts
file na me
re a d co unt
write d a te

S e a rch

T wo e r_co d e  (FK)

D _D a te _a
D _D a te _b
U se rID  (FK)

SD ca rd

SD ca rd _N um

T wo e r_co d e  (FK)
Se t_d a te
U p lo a d _d ate
End _d a te

H is to ry

T wo e r_co d e  (FK)

R e p a ir_d a te
Ad m ini_na m e
co nte nts

그림 9. 제안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Fig. 9 Database schema of proposed system

Search는 Member 테이블의 UserID를 후보키로 

참조하고 Tower_code를 참조키로 사용자가 검색하는 

데이터로거의 ID에 따른 코드(Tower_code), 시간(D_

Date), 일사량(Insolation), 온도(Temp), 습도(Humidit

y), 풍향(Direction), 풍속(Speed), 배터리량(Battery), 

이미지(Image), 상(Video)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검색 시작일(D_Date_a)과 검색 종료일(D_Date_b)

의 속성값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로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WindData테이블은 Tow

er_code를 외래키로 참조하여 구분된 ID로 데이터로

거의 실시간정보를 테이블에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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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스템 구

4.1. 설계  구  환경

제안하는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

터링 시스템의 구   설계 환경은 표 1과 같다.

 Item Context

S/W

OS Windows7 Professional

Tool
Star UML, Eclipse Galileo, 

MS-Visual Studio

Server Windows Server 2012

DBMS Oracle

Language C, Java

H/W

CPU Atmega128

Wifi WizFi630

PCB Artwork(OrCad)

표 1. 설계  구  환경
Table 1. Design and implementation environment

4.2. 데이터로거 H/W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상자원 측정 데

이터로거 외형이다. 외형의 구성은 메인보드 제어버튼

과 장에서 데이터로거의 상태  기상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는 LCD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각

종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센서 디지털 

이블과 태양열을 활용한 자체 에 지 공 라인이 

구성되어 있다. 통신 부분에서는 하단 부분에 설치된 

그림 10. 데이터로거 하드웨어 외형
Fig. 10 DataLogger hardWare look

무선통신 모듈과 메인보드간의 RS-232C 통신 연결과

과 무선통신 송신 모듈로 구성되어 측정된 기상자원 

데이터가 1분에 한 번씩 서버로 송되며, 통신라인의 

오류를 비하여 기존 방식과 동일한 SD Card 방식

을 추가하여 혹시 모를 데이터 손실을 조기에 차단하

도록 비하 다.

4.3.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UI

본 논문에서 제안한 리자 UI는 Java-Swing 기

반으로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리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해당 인터

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로거의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로거의 ID 검색을 통해 리자의 

특정 데이터로거의 기상 측정 정보에 한 확인도 가

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로거로부터 

수신되는 각각의 기상 측정 데이터는 데이터로거의 

ID별로 사용자에게 UI형태로 제공된다. 그림 11은 데

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의 Main UI이다. 

그림 11.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UI(main)
Fig. 11 DataLogger analysis and monitoring UI(main)

그림 12는 Main GUI의 특정 데이터로거에 한 

기상자원 측정 데이터 결과 UI이다. Main GUI에서 

Select Tower를 통하여 특정 데이터로거를 선택하

을 경우 하단에 해당 데이터로거의 모든 기상 측정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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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UI(검색)
Fig. 12 DataLogger analysis and monitoring 

UI(search)

그림 13은 Main GUI를 통해 선택된 특정 기상탑의 

기상자원을 그래 로 확인하는 GUI이다. 해당 기능의 

특징은 특정 기간을 라미터로 서버에 넘겨주면 해당 

기간만큼의 데이터가 반환되어 리자가 원하는 결과

값을 도출하고 기상자원을 검출하는데 유용하다.

(a) 온도 측정 결과 GUI
(a) Temperature measurement result GUI

(b) 습도 측정 결과 GUI
(b) Humidity measurement result GUI

(c) 일사량 측정 결과 GUI
(c) Insolation measurement result GUI

(d) 풍속 측정 결과 GUI
(d) Wind speed measurement result GUI

그림 13.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UI(그래 )
Fig. 13 DataLogger analysis and monitoring UI(graph)

그림 13에서 검색된 데이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의 T1에 해당되는 데이터로거의 기상 정보를 

분석한 그래 이다. 그림 14는 데이터로거에 측정된 

풍향과 풍속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람의 방향을 확

인하는 Wind Rose 그래 이다. Wind Rose 모듈은 

360도를 16등분으로 나 는 16방  형태로 방향을 구

분한다. 각 1방 별 각도는 22.5도이며 양방향성에 따

라 각각 ±11.25의 기 을 방향으로 표시한다. 만약 풍

향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값이 316.5으로 

입력되었다면 결과는 NS(북서)으로 출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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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UI( 드로즈)
Fig. 14 DataLogger analysis and monitoring UI

(wind rose) 

Ⅴ.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에 지 소비량에 맞추어 

기존의 자원 에 지가 아닌 자연 에 지를 이용한 에

지 공 방법  풍력 발 기의 건설 이  활용되는 

기상자원 측정에 한 데이터로거의 문제에 한 

안으로 무선 통신 모듈을 이용한 데이터로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무선통신 모듈을 용

하기 하여 데이터로거의 H/W를 구 하 고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객체지향 설

계 모델링 기반의 S/W 설계 방식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데이터로거의 문제 인 SD메모리 

카드 는 비용이 발생되는 CDMA 통신을 활용하여 

직  데이터를 수집하 지만,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주변의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데이터로거에서 직  데

이터베이스서버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하 다. 

리자 인터페이스의 활용을 극 화하기 하여 다양

한 인터페이스를 구 하 으며, 각 인터페이스별로 실

시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간검색 기반의 그래  출

력 기능을 추가 다. 그리고 Wind Rose 모듈을 활용

하여 기상탑 주변의 풍향 데이터를 그래 로 출력하

여 일정기간의 바람 방향을 평균 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된 기상자원의 활용성을 극

화하고자 측정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력 발

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할 것

이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되지 못한 데이터로거 

H/W에 한 성능평가와 타 연구와의 성능평가를 병

행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로거를 다른 분야에 용

함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을 추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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