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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  발 소 유지보수 기능은 센서 장치, Gateway, 유지보수 기능 랫폼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

보수 기능에 합한 게이트웨이 리소스트리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지능형 기능 모델링을 통해서 유지보

수 서비스가 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The maintenance function of Solar power plant is configured with Sensor devices, Gateway, and Maintenance Function Platform. 

In this paper, we designed gateway resource tree and service scenario to fit the Maintenance Function and demonstrated  

appropriate operation of the maintenance service through intelligent function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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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리를 해서는 IoT 랫폼 

기술 목이 필요하며,  PV(: PhotoVoltaic) Array 출력

하 측정, 모듈 손상과 백화 상 악, 인버터 고장 

악, 수배 반 고장 악, 통신 모뎀 고장 악 기능들이 

리 처리 된다.  사물 지능 통신은 사람이 통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통신을 지칭하

며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

titute)에서 M2M(: Machine to Machine)을 기반으로 스

마트 미터링, 헬스 어, 스마트 홈 등에 Use Case, 아키

텍쳐, 요구사항 기술 표 을 제정하 고, oneM2M에서 

지능형 검침(Smart Meter), 자 보건(e-Health), 통신 

가 (Connected Consumer), 도시 자동화(City Automa

tion), 차량 응용(Automotive Application) 등을 포함하

는 다양한 분야에 TS(: Technical Specifications)  T

R(: Technical Reports)를 비하고 있다[1-6].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분야의 IoT 랫폼 필요성

은 PV Array 출력 력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수집하여 효율 하 단을 빠르게 할 수 있음으로 하

여, 최 의 력 효율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태양  발 에 설치된 센서들의 데이터

를 수집처리 하는 게이트웨이 기능과 센서 서비스에 특

화된 리소스트리 구조를 설계 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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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유지보수  리 어 리 이션 서비스를 구 한

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리 구

조와 기능을, 3장은 센서 데이터 수집 로세스  태양

 유지보수 랫폼에 정보 달을, 4장은 드론을 통한  

유지 보수 리 서비스를, 5장은 Gateway down에 따른  

망 이 화 기능을, 마지막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로 

끝을 맺는다.

Ⅱ.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리 구조와 
기능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리 구조는 디바이스 와 게

이트웨이, 네트워크, 그리고 태양  유지보수 랫폼으로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디바이스(Device) 분야는 PV Array 설치 센서(경사  

수평 일조량 센서, 모듈온도 센서, 외부온도센서, 력 측정 

센서) 와 속 반 설치 센서(내부온도센서, 내부 습도센서, 

내부표면온도센서), 운  유비보수 인력 리를 한 비콘(B

eacon)  모듈손상과 백화 상을 악하기 한 고성능 카

메라를 장착한 드론(Drone),  PV Array에서 발 한 DC 력 

정보와 인버터(Invertor)에서 변환한 AC 력정보를  통신 모

뎀 연동 하여 측정치 송, 그리고 장문제 응 앱 서비스 

 고객운  정보 앱 서비스 처리 기능을 수행 한다.

게이트웨이(Gateway) 분야는 미들웨어(Device 분야 센

서 등록(삭제,변경)  운 ), 아두이노 는 즈베리 이를 

이용한 센서 정보 수신, 그리고 태양  유지보수 랫폼으로 

정보 달(RESTful, MQTT, CoAP등) 처리 기능을 수행 한

다.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폼은 서비스 와  확장 기능 

그리고 순수 애 리 이션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분야는 운

 포털, 개발자 포털, 마켓 이스, 디바이스 리, 서비스 

간 융합을 한 매쉬 업, 그리고 수집 데이터를 근거로 한 

빅 데이터 분석 디스 이 처리 기능들을 담당하며, 확장 

기능은 운   업무 지원 시스템인 OSS/BSS(: Operational 

Supports Systems/Business Supports Systems), 빅 데이터 

분석, 멀티미디어 지원 처리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애 리 이션은 태양  발 소 등록, 비콘 장 도

착  복귀 운 , 발 정보 모니터링(발 시간, 일 발 량), 

외부 환경 모니터링(PV ARRAY 센서 별 요약정보), 장문

제 응 앱 서비스, 인버터 가동정보(가동정보 출력  하  

정보 제공), 인버터 모니터링(PV ARRAY, 인버터), DC 력

정보와 AC 력 정보 처리, 모듈시스템 모니터링(모듈 온도, 

외부 온도, 경사 일사량, 수평 일사량, 모듈 측정값에 따른 

설치각도), 결로 방 모니터링, 고장 진단(인버터, 속반, 

모듈시스템의 통신상태 진단), 고객운  정보 앱 서비스, 운

 유지보수(Alarm, Fault, 비상상황) 처리 기능을 담당한다.

태양  발 소 유지보수를 한 장 문제 들로는 모듈 

손상 과 백화 상, PV Array 출력 하, 인버터 고장, 수배

반 고장, 통신모뎀 통신 장애 등 이 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

 발 소에 운 되는 센서 들이 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처

리되는 메인 클래스 로세스 와 리소스 트리 정보처리 내용

들과 드론을 통한 유지 보수 리 서비스를 으로 정리 

할 것이다. 장 문제 으로 통신모뎀 통신 장애경우는 모니

터링  연동 실패에 따른 Audit 기능 수행하는데, 주요 기능

으로 Keep Alive 따른 Local Cancel 체크 한 후, 고장에 따른 

특정 게이트웨이들에서  모뎀 복구 시까지 통신모뎀 기능 수

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폼 구조

Fig. 1 The solar power plant maintenance platform 
structure

Ⅲ. 센서 데이터 수집 로세스  태양  
유지보수 랫폼에 정보 달

그림 2의  PV Array에는 경사  수평 일조량 센

서, 모듈온도센서, 외부온도 센서, 력측정 센서 들이 

구성되어 있고, 속 반에는 내부온도센서, 내부 습도

센서, 내부표면온도센서 들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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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V Array 구조

Fig. 2 PV Array architecture 

게이트웨이는 인버터(Invertor)단에 속되어 구성

되어지며, 그림 3과 같이 PV Array 센서 들과 속 

반 센서 들과 연동되어 진다. 

그림 3. 게이트웨이 구조

Fig. 3 Gateway architecture 

3.1 게이트웨이 메인 클래스 로세스

그림 4의 게이트웨이 메인 클래스는 Gateway Main 이

고,  4개의 종속 클래스(PV Array Sensor Data Handler, 

Isolation Sensor Data Handler, Drone Data Handler, Adm

inistration And Management Handler)를 가진다. 

◾ 메인 클래스는 8개의 메서드를 가진다.

① 기에 구성 데이터를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

폼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기화 하고, 변경이나 삭제 등도 

처리 

②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폼 연동 로토콜 형태

(RESTful, CoAP, MQTT)에 따른 로토콜 데이터 송수

신 처리

③ 드론 제어기의 운  로 일에 따른 제어 정보 송수

신 처리  

 ◾ PV Array 센서 데이터 핸들러 종속 클래스는 2개의 

메서드를 가진다.

   ① PV Array 센서 데이터 수신처리 

② PV Array 센서 데이터 송신처리 

 ◾ 수배 반 센서 데이터 핸들러 종속 클래스는 2개의 

메서드를 가진다.

   ① 수배 반 센서 데이터 수신처리 

② 수배 반 센서 데이터 송신처리

 ◾ 드론 데이터 핸들러 종속 클래스는 5개의 메서드를 

가진다.

   ① 세션 데이터 수집

② 세션 데이터 송 

③ 세션 데이터 기화

④ 세션 데이터 검색

⑤ 세션 활성화  비활성화

 ◾ 운   리 핸들러 종속 클래스는 7개의 메서드를 

가진다.

   ① 디바이스 센서 활성화  비활성화 

② 디바이스 센서 추가  삭제  변경

③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폼 서비스 로 일 

   송수신 처리

그림 4. 게이트웨이 메인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4 Class diagram of gateway main

3.2 리소스트리 설계

그림 5에 설계된 리소스 트리는 세부분으로 구분되

어 Gateway, Network,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

폼에서 활용 처리된다[9-10]. 리소스 트리를 세가지로 

분류한 목 은 용도 인 측면에서 Gateway는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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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된 센서 데이터를 성능 측면 효율 인 처리를 해 

제품 단 로 수신처리 하고, Network은 센서 단 로 

데이터를 분류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고, 마지막으로 

랫폼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운   리 측면에

서 데이터를 분류 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하 다. 

◾ <interacting_application> 
  ① 센서로 부터 Gateway에 수신 처리되는 PV Arr

ay 데이터, 수배 반 데이터, 드론 세션 데이터, 그리

고 운   리 데이터들임

 ◾ <networking_sensor_device> 

  ① Network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장 처리 방식으로 

Gateway 리소스들을 링크 처리

  ② 센서 단  데이터로 분류 처리(Power Sensor, Ho

rizontal Sensor, Tilt Sensor, Modul Temperature Se

nsor,  Temperature Sensor, Internal Temperature S

ensor,  Internal  humidity Sensor, Surface Tempera

ture Sensor, Camera Data)

◾ <networking_sensor_device_application> 

  ① 랫폼에서 Application 기능으로 활용 처리될 수 

잇도록 Network 리소스들을 링크 처리

  ② Application 단  데이터로 분류 처리(<devicePvar

ray_Sensor>,<deviceIsolation_Sensor>, <deviceDron

e_Data>, <administration_handle>)

그림 5. 리소스 트리
Fig. 5 Resource tree

Ⅳ. 드론을 통한 유지 보수 리 서비스

유지보수 리를 하여 유지보수 담당자가  PV Array 

모듈 손상 과 백화 상 등을 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를 악하기 해서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한다.  

드론 련되어서는 리자의 CCTV로 Session Dat

a들을 송하여 모듈 손상과 백화 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에 목 이 있다. 그림 6의 시나리오는 아래

의 기능 처리를 담당한다. 

◾ Remote Controller로부터 Session 처리 요청

  ① Session ID  상정보 ID(PV Array Base화된 

     Unique한 GPS정보) 신호 달

  ② Session Data Encoding 기능

  ③ Encoding Session Data를 Resource Tree에 장

      형태 지정(Direct 상 / Text File등) 

  ④ Platform Server에서 Gateway Set up  CCTV 

     Monitoring 비

◾ Gateway  CCTV Monitoring

  ① CCTV Monitor Triggering  Gateway Event 처리

  ② 트리거 권한  운  정보 달 처리 

  ③ contentInstanceCreate 수신 후 Session ID로 Session

     활성화 처리  

  ④ 운  지정 시간에 따른 CCTV외 연동 드론의 

     Session Data 처리

  ⑤ Session 종료 후, 태양  발 소 리자의 휴 폰

     으로 리포트(정상  비정상 단 처리) 

그림 6. 드론 Session 처리 시나리오

Fig. 6 Session handling scenario in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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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ateway Down에 따른  망 이 화 기능

유지보수 리 기능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Gateway가 Down되는 문제이

고, 이로 인해서 실제 인 서비스 단 상이 발생될 

있어서 Active Gateway와 Passive Gateway 사이에 

Replication Channel(Hot Bit)을 통해 그림 7과 같이 

구성하 다.  

Gateway Process가 Abnormal 상태의 좀비 상태인 

경우(실행이 종료 되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은 로

세스, 로세스가 종료하고 난 후 부모 로세스가 종

료 상태를 가져 올 때까지의 로세스, 로세스 테이

블 요소를 제외하고 어떤 자원도 없는 죽은 존재이지

만 계속 시스템 안에 상주), 기능 작동이 안 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고, 

문제  해소를 해서 게이트웨이 이 화를 수행한다.

그림 7과 같이 Gateway는 기화 과정 수행 시 

랫폼으로부터 센서 구성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Resou

rce Tree를 장하게 되고 Active Gateway는 Replica

tion channel을 활용하여 Passive Gateway에게 Reso

urce Tree Date를 달하여 센서 구성 데이터가 동일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기화 완료이후 운  

처리상태가 되어 로세스 Job 처리 될 때 Active Ga

teway는 Replic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생성, 변경, 

삭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Active Gateway가 Process에 문제가 되어 기동이 

불가능 할 경우, 이 화 체가 이 지며, 이를 통하

여 서비스 단 없이 지속 으로 운 될 수 있게 되

었다.

그림 7. 게이트웨이 이 화 

Fig. 7 Replication of gateway 

Ⅵ. 결론

태양  발 소 유지보수를 해서 IoT(Internet of Thi

ng) 기술을 목하여 태양  발 소 유지보수 랫폼의 

구조를 정리하 으며, 센서 정보를 수신하는 Gateway의 

메인 클래스 로세스와 리소스트리를 정의했다.

그리고 드론을 통한 Session Data 처리 서비스 시나리

오를 정리함으로써 모듈 손상과 백화 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좀 더 연구하여야할 부분은 센서 정보들을 빅

데이터화 하는 부분이다. 이와 련되어 어 라이언스

형 빅데이터 래폼이 태양  유지보수 랫폼에 장

착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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