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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System for Predic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Detecting Defects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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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olar photovoltaic(PV) power generation which generates electrical power from solar panels composed of multiple solar 

cells, showed the most prominent growth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orldwide. However, in spite of increased demand and need 

for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early detect defects of solar panels and equipments due to wide and irregular 

distribution of power generation. In this paper, we choose an optimal machine learning algorithm for estimating the generation amount 

of solar power by considering several panel information and climate information and develop a defect detection system by using the 

chosen algorithm generation. Also we apply the algorithm to a domestic solar photovoltaic power plant as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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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개의 태양 지들이 붙어 있는 태양  패 을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는 태양  발 은 최근 신재생 에 지 기술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태양 발 의 단   하나인 불규칙한 력 생산문제로 인해, 장비  패  결함에 빠르게 응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후데이터와 패  정보를 이용하여 태양 발 량 측 방법들을 비교하여 최 의 측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태양 발 소 결함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태양  발 소에 용한 사례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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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태양  발 의 연간 성장률은 

력발  기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태양

 발 량은  세계 으로 2004년 4GW에서 2014년말 177 

GW로 증가하 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평균 35GW가 증가

하면서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

내었다. 태양 발 의 수요 증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

술  발 설비 구축의 어려움, 련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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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먼지, 기타 이물질에 의한 감

소, 그 외의 기타 패  결함 문제는 재 오퍼 이터가 실사

를 통한 확인 작업으로 결함 별을 진행하고 있으며, 련 

인력부족으로 력의 손실  장비 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 발 은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른 발 량 변

동이 심하며 기온, 운량, 일사량 등 단일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한 비교만으로 발  상태를 측할 수 없다. 태양 발

의 그 필요성과 수요증 에 따라 패 결함 검출 자동화 시스

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시스템 구축에는 태양 발 량의 

정확한 측에 한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측 알고리즘으로 신경망[1], SVM[2], 딥러닝[3]을 사용

하고 측의 오차를 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 제

곱근 오차(RMSE)를 이용하여 최 의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알고리즘 구조 변경  상수 수정을 통해 측율을 확 시

킨 측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측된 결과를 국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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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데이터에 용하여 결함 검출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의 연구배경에서 

태양  발  황을 소개하고 기존의 태양 발 량 측에 

련된 방법을 소개  비교한다. 제 3장에서는 기후데이터 

수집  발 량 데이터 수집하고 SVM, 신경망, 딥러닝을 

이용해 실험하여 RMSE 값으로 알고리즘을 평가하여 최

의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제 4장에서는 태양 발  결함검

출 방법에 해 논한다. 제 5장에서는 최 의 결과를 보인 

알고리즘을 이용해 국내 태양 발 소 결함검출 시스템을 

구 하고 제 6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연구 배경

2.1 태양  발 황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태양  발 의 연간 성장률은 

력발  기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태양

 발 량은  세계 으로 2004년 4GW에서 2014년 177GW까

지 증가하 다. 특히 Fig. 1[4]에서 보여지듯, 2011년에 30GW, 

2012년에 38GW, 2013년에 39GW가 증가하며 최근 들어 더

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Fig. 2의 국가별 상  10개국을 분석해보면 국, 일본, 

미국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4]. 한 아시아 지역

의 신규 설비용량이 폭 증가하며 유럽국가의 설비용량을 

뛰어넘고 있다.

Fig. 1. Cumulative Solar PV Capacity

Fig. 2. Solar PV Capacity and Additions, 2014

이러한 보  확산은 태양  발 의 비용하락으로 인한 결

과물로 해석된다. 태양  발 비용은 지난 30년간 지속 으

로 하락했으며, 이는 19.3%의 학습비율(learning experience 

or learning ratio: 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은 19.3% 하

락)로 나타났다. 제조공정의 확   개발노력에 의한 실

과 가격 개선 망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단기간 지속될 것

으로 측된다.

2.2 태양  발 의 문제

태양 발 의 수요 증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 설비 구축의 어려움, 련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Fig. 3(a)는 먼지  기타 이물질에 의한 발 량 

감소, Fig. 3(b)는 패  결함 문제로 인한 발 량 감소 문제

를 보여 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오퍼 이터는 실사를 

통해 결함 별을 진행해야 하므로 인건비로 인한 발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력의 손실  장비 방치[1]가 이루어지고 있다[5].

일반 으로 태양 발 은 일조시간, 운량, 일사량과 

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온, 운량, 일사량 등 단일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한 비교만으로 발  상태를 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양 발 의 그 필요성과 수요증 에 의하

여 패 결함 검출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 

이 에 태양 발 량의 측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a) (b)

Fig. 3. Power Output Reduction Factor

2.3 SVM 활용 발 량 측 연구

SVM(Support Vector Machine)[2]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으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해 사용하는 학습 

모델로서, 분류와 측에 주로 사용된다. Fig. 4(a)와 같이 

원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원과 

사각형 데이터들간의 벡터 거리를 측정하여 데이터간의 거

리가 최 가 되는 평면을 평면(Hyperplain)이라 하고 선형

(Linear)으로 분류할 수 있다. Fig. 4(a)는 원과 사각형이 선

형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이다. Fig. 4(b)는 선형 분류를 용

하기 어려운 데이터이며, 커 함수를 이용하여 고차원 공간

으로 변환하고 벡터 내  결과를 리턴하여 분류한다. SVM

의 커 함수의 종류로는 Linear Kernel, Polynomial Kernel, 

RBF(Radial Basis Function) kernel이 있으며 RBF을 이용

한 발 량 측모델 연구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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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차원 벡터를 이용하여 기후 데이터를 이용한 평

면을 구하고 발 량 분류기(Classifier)를 만들어 태양 발

량 측에 이용한 연구는 단일 벡터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약 27%의 측 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7].

(a) (b)

Fig. 4. Data Consisting of Circles and Squares

2.4 신경망 활용 발 량 측 연구

신경망(Neural Network)[1]은 인간이나 동물에 뇌의 구조

와 기능을 모델화하여,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입력과정과 

출력과정을 학습시키고 학습과정이 끝난 후 실제 입력에 

한 출력을 측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패턴인식, 데이터

마이닝,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고, 목 에 맞도

록 출력형태, 신경망 구조, 계층수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신

경망 모델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조를 나  수 있

다. 학습용 데이터를 입력층과 출력층의 값으로 입력하여 

은닉층의 가 치값을 학습하고, 학습된 가 치값으로 입력

에 따른 출력값을 측에 사용한다.

일반 으로 태양 발 량 측을 한 신경망 구성에서는 

기후 데이터를 입력층의 데이터로 사용하고, 단 발 량 값

을 출력층 데이터로 구성한다. 그리고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해 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역으로 하여 가 치를 

수정하는 역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한

다[8]. 역  알고리즘은 신경망의 출력과 그 에서 오는 

출력을 이용하며, 은닉층의 뉴런마다 가 치값을 계산을 통

해 알아낸다. 가 치를 가지고 지역 에러값을 연산하며, 끊

임없이 가 치 연산을 진행한다[9]. 정해진 Error범  내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연산이 끝나게 되고 연산된 가 치를 

장하여 Training 과정이 끝난 후 실제 측분야에 사용한

다. 이때 학습용 데이터가 충분치 않고 잡음이 있는 경우 

Overfitt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습률 과다일 경우 학습속

도는 빠르지만 오차계수에 따른 불안정성문제를 내제하고 

있다. 그 외로 태양 발 소의 입지선정을 해 신경망을 

이용하여 월별 일사량을 측하고 보정하여 측된 일사량

으로 발 량을 측하는 연구도 진행 이다[10].

각 연구에서는 MAPE, RMSE 값을 이용하여 측의 정

확성을 나타내고 있다.  두 값은 측이 얼마나 잘 이루

어져 있는지 정확도와 정 도를 수치화한 값이다.

3. 기계학습 알고리즘 실험

3.1 실험 데이터 추출

1) 태양 발 량 데이터 선정

태양 발 량 데이터를 얻기 해 PVOutput.org의 데이

터를 이용하 다. PVOutput.org에서는 무료로 데이터를 공

유하고 실시간으로 태양  발 량 비교, 모니터링, 데이터 

소비량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이다[11].

개인 사업자는 태양 발 소의 일별 데이터를 PVOutput

에 제공하며 지역별 분류를 통해 평균 데이터와 비교, 발 소 

문제 발생여부를 악하기 쉽도록 제공한다. PVOutput.org에

서 제공하는 미주 지역의 태양 발 소 분포는 서부의 캘리

포니아주에 411개, 동부의 뉴욕과 메사추세츠주에 394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 다. 캘리포니아주의 샌 란시스코의 기

후는 최고기온 평균 18.45℃, 최 기온 평균 9.42℃, 강수량 

41.7mm, 평균 강수일수 4일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 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 태양 발 량의 출력이 

부분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메사추세츠주의 보스

턴 기후를 보면 최고기온 평균 15℃, 최 기온 평균 6.44℃

로 최고-최  기온 차는 샌 란시스코와 비슷하지만, 강수

량 87.85mm, 평균 강수일수 8.22일로 습윤 륙성 기후와 

온난 다습한 기후의 간을 치하고 있어 태양 발 량의 

출력 변화가 심하여, 발 량 측에 메사추세츠주의 데이터

가 가장 합하 다. 메사추세츠주의 태양 발 소  일정

량 이상의 데이터와 량의 규모의 발 량 데이터를 갖춘 

Concord Cape 발 소의 발 량 데이터를 추출하여 본 실험

의 측알고리즘에 이용한다.

2) 기후데이터 추출

태양에 지 최  활용을 한 기상자원 분석 보고서[12]

와 Chen, C.[13]의 연구에 따르면 6가지 요소인 일사량, 강

수량, 기온, 운량, 습도, 안개가 태양 발 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이 6가지 변수를 태양 발 량 측에 한 

입력변수로 선정하여 측 실험에 이용한다. NCEI(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의 산하기 인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NSRDB(National Solar Radiation Database)[14]에서는 

기온, 습도, 강수량, 가시거리(안개), 운량을 제공하고 있어 

콩코드시의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고, 태양 발 량 데이터

와 기간이 일치하도록 일별 데이터로 변환해 실험에 사용한

다. 일사량 데이터는 Utah 학의 날씨 측 데이터베이스인 

Meso West[15]에서 동일 기간의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

다. Meso West에서는 한 도시 내에도 측지가 여러 곳이 

있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다.

3.2. 알고리즘 성능 평가 방법

실험결과와 상값이 평균 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를 단하는 방법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인 RMSE(Root Mean 

Square Error) 값을 사용한다. 실제값과 측한 값에서 나타나

는 오차를 제곱하여 평균한 값의 제곱근을 의미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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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층수

최

에러율
학습률 RMSE

은닉

층수

최

에러율
학습률 RMSE

은닉

층수

최

에러율
학습률 RMSE

3 0.0001 0.0001 0.177036 5 0.01 0.0001 0.149455 9 0.001 0.0001 0.153235

3 0.0001 0.001 0.178475 5 0.01 0.001 0.140689 9 0.001 0.001 0.151185

3 0.0001 0.01 0.149903 5 0.01 0.01 0.146697 9 0.001 0.01 0.146441

3 0.0001 0.1 0.172496 5 0.01 0.1 0.17356 9 0.001 0.1 0.169478

3 0.001 0.0001 0.172837 7 0.0001 0.0001 0.17246 9 0.01 0.0001 0.151867

3 0.001 0.001 0.158102 7 0.0001 0.001 0.153586 9 0.01 0.001 0.150185

3 0.001 0.01 0.14886 7 0.0001 0.01 0.152503 9 0.01 0.01 0.146288

3 0.001 0.1 0.173232 7 0.0001 0.1 0.171725 9 0.01 0.1 0.181676

3 0.01 0.0001 0.155978 7 0.001 0.0001 0.166436 11 0.0001 0.0001 0.174536

3 0.01 0.001 0.149035 7 0.001 0.001 0.155004 11 0.0001 0.001 0.159644

3 0.01 0.01 0.149539 7 0.001 0.01 0.147378 11 0.0001 0.01 0.149554

3 0.01 0.1 0.1756 7 0.001 0.1 0.18838 11 0.0001 0.1 0.176752

5 0.0001 0.0001 0.172024 7 0.01 0.0001 0.144953 11 0.001 0.0001 0.152108

5 0.0001 0.001 0.157754 7 0.01 0.001 0.145667 11 0.001 0.001 0.154946

5 0.0001 0.01 0.150951 7 0.01 0.01 0.144852 11 0.001 0.01 0.144551

5 0.0001 0.1 0.171763 7 0.01 0.1 0.176343 11 0.001 0.1 0.172675

5 0.001 0.0001 0.157696 9 0.0001 0.0001 0.176835 11 0.01 0.0001 0.148997

5 0.001 0.001 0.157235 9 0.0001 0.001 0.15458 11 0.01 0.001 0.146892

5 0.001 0.01 0.152108 9 0.0001 0.01 0.146446 11 0.01 0.01 0.150466

5 0.001 0.1 0.186937 9 0.0001 0.1 0.172471 11 0.01 0.1 0.197629

Table 1. Neural Network Learning Results

 

     (1)

RMSE는 의 Equation (1)을 따른다. 이는 실제 발 량

과 측값이 평균 으로 얼마만큼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척

도이며 RMSE가 을수록 보다 정확한 측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3.3 기계학습 알고리즘 용

(1) 신경망을 이용한 측실험

학습에서는 입력층의 노드수와 은닉층의 노드수, 출력층

의 노드수를 설정하여 신경망 구조를 결정한다. 0.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된 실험용 데이터를 입력값과 출력값

으로 이용하여 학습률을 높인다. 학습량, 은닉층의 단 수, 

최  에러율의 선정에는 분명한 규칙이 없고, 잘못된 기값

은 과 합(Overfitting) 문제를 보이므로 한 값을 선정

하여 반복 인 학습 실험을 통해 최 의 기값을 찾는다[17].

학습방법으로 역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데 Fig. 5와 같은 형태의 학습과정을 반복한다. 반복

인 학습을 통해 가 치 값은 최종 으로 수렴되어 학습과정

을 멈추게 된다.

Fig. 5. Neural Network Learning Process

실험데이터로 선정된 데이터의 기후데이터를 입력층, 발

량데이터를 출력층으로 선정하여 Fig. 6과 같이 입력층 6개, 

출력층 1개의 신경망을 구성한다. 은닉층의 개수는 3, 5, 7, 9, 

11개로 실험하고, 1000회의 epoch를 갖는다. 한 최  에러

율은 0.0001, 0.001, 0.01, 학습률 0.0001, 0.001, 0.01, 0.1을 선

정하여 60회 진행하 으며, 측된 결과는 RMSE값을 산출

하여 평가한다. 실험결과는 Table 1과 같이 은닉층 개수 5, 

최  에러율 0.01, 학습률 0.001일 때 RMSE값은 0.140689으

로 최 의 측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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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층수

최
에러율

학습률 RMSE
은닉
층수

최
에러율

학습률 RMSE
은닉
층수

최
에러율

학습률 RMSE

3 0.0001 0.0001 0.163138 5 0.01 0.0001 0.137902 9 0.001 0.0001 0.143659

3 0.0001 0.001 0.145025 5 0.01 0.001 0.133265 9 0.001 0.001 0.147541

3 0.0001 0.01 0.139374 5 0.01 0.01 0.134547 9 0.001 0.01 0.142741

3 0.0001 0.1 0.14875 5 0.01 0.1 0.174984 9 0.001 0.1 0.169641

3 0.001 0.0001 0.144658 7 0.0001 0.0001 0.162572 9 0.01 0.0001 0.144377

3 0.001 0.001 0.149495 7 0.0001 0.001 0.146573 9 0.01 0.001 0.138987

3 0.001 0.01 0.145994 7 0.0001 0.01 0.137595 9 0.01 0.01 0.130851

3 0.001 0.1 0.164097 7 0.0001 0.1 0.177374 9 0.01 0.1 0.16198

3 0.01 0.0001 0.138138 7 0.001 0.0001 0.158689 11 0.0001 0.0001 0.157717

3 0.01 0.001 0.141993 7 0.001 0.001 0.136535 11 0.0001 0.001 0.136828

3 0.01 0.01 0.136326 7 0.001 0.01 0.131478 11 0.0001 0.01 0.141306

3 0.01 0.1 0.160191 7 0.001 0.1 0.168021 11 0.0001 0.1 0.165541

5 0.0001 0.0001 0.153929 7 0.01 0.0001 0.139992 11 0.001 0.0001 0.140954

5 0.0001 0.001 0.143032 7 0.01 0.001 0.128042 11 0.001 0.001 0.144574

5 0.0001 0.01 0.127648 7 0.01 0.01 0.147708 11 0.001 0.01 0.129728

5 0.0001 0.1 0.156846 7 0.01 0.1 0.163612 11 0.001 0.1 0.155295

5 0.001 0.0001 0.141019 9 0.0001 0.0001 0.153245 11 0.01 0.0001 0.141123

5 0.001 0.001 0.137832 9 0.0001 0.001 0.160148 11 0.01 0.001 0.135452

5 0.001 0.01 0.130712 9 0.0001 0.01 0.135697 11 0.01 0.01 0.134367

5 0.001 0.1 0.157825 9 0.0001 0.1 0.17108 11 0.01 0.1 0.158749

Table 2. Neural Network Learning Results

Fig. 6. Neural Network Architecture

(2) SVM을 이용한 측 실험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계학습 분야의 알고

리즘으로의 분류, 회귀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 다. 특히 

2000년에 National Taiwan University에서 개발된 LIBSVM 

라이 러리[18]는 SVM 소 트웨어에서 가장 리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LibSVM Version 3.2을 사용하고 nu-SVM모

델과 RBF-Kernel(Radial Basis Function Kernel)을 사용하

으며, 신경망과 동일한 입출력 데이터를 사용하 다. 

nu-SVM[2]은 [0, 1] 사이의 숫자 값에 최 화된 SVM 모델

이다. 실험결과 RMSE 값은 0.15067784의 값을 보 다.

(3) 딥러닝을 이용한 측실험

딥러닝 알고리즘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그림 7과 같

이 Depth2인 구조를 만들어 측 실험을 진행하 다. 심층 

신경망의 학습과정 신경망과 동일하게 은닉층의 개수는 3, 

5, 7, 9, 11개로 실험하고, epoch 1000회, 최  에러율은 

0.0001, 0.001, 0.01, 학습률 0.0001, 0.001, 0.01, 0.1을 선정하

여 60회 진행한다.

Fig. 7. Deep Learning Architecture

Table 2의 딥러닝 학습결과를 보면 은닉층의 수가 5개, 

최  에러율 0.0001, 학습률 0.01일 때 RMSE값이 0.127648

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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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rver for Data Storage

4. 태양 발  결함 검출 시스템 설계  구

이 장에서는 웹기반 태양 발  결함 검출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19]의 제주지역 기

후 데이터와 제주시 보타리 에 지 발 소 발 량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딥러닝을 학습하고, 검출 시스템에 

학습된 결과를 용한다. 한 발 소 내부 패 정보를 이

용해 결함여부를 별하여 결함 검출율을 높인다.

4.1 태양 발  결함 검출 방법

태양 발  경함 검출 방법은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와의 비

교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과 발 량 측 결과를 이용하여 

단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만약에 주변 태양  발 소가 

있는 경우, 같은 기후의 인  발 소 발 량 데이터를 이용하

여 실시간 비교해 발 효율을 알아낸다. PVOutput.org[11] 웹

사이트처럼 인근 발 소가 많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 발 소의 개수가 부족하여 이용하기 용이치 

않다. 주변 비교 상 발 소가 없어도 발 소내의 패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결함을 추출할 수 있다. 패  

데이터는 패 온도, 압, 에러코드 등을 갖고 있어 실시간 

확인해 정확한 패  결함 상태를 검할 수 있다. 

발 량 측치를 이용하면 패  불량을 포함한 발 량 감

소 상을 찾아 낼 수 있다. 발 량을 0에서 1사이로 정규

화시켜 RMSE값을 얻었으므로 측값 비 실제발 량이 

0.127648이하의 값인 경우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발 량 

측치를 활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패  불량을 확인할 수는 

없다. 발 량 측을 해 사용되는 일부 기상청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공개됨으로 이러한 방법은 일일 경과후에 불

량 패 에 한 정보를 리포트한다. 

4.2 데이터 추출

2014년 10월 05일에서 2015년 07월 11일까지의 제주시 보

타리 에 지발 소의 태양 발 량 데이터를 알고리즘 학습

을 한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 다. 동일 기간의 기후 데

이터를 국내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추출하여 학습에 이용

한다.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6가지 기후 

정보  안개 데이터를 제외한 5가지의 데이터만 추출 가능

하 으며 시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일별데이터로 변

환  연  최고  최 치의 데이터를 얻어 정규화 시켜 

0.0～1.0 값으로 변환하여 학습에 사용한다. BackPropagation

과 MultiLayerPerceptron 클래스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학

습된 결과를 결함검출 시스템에 이용한다.

학습된 결과를 이용하여, 웹기반 태양 발  결함 검출 

시스템을 한 데이터 장 서버를 Fig. 8과 같이 구성한다. 

기후 데이터는 익일 오  10시에 공지되므로 일별 요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발 소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경

되므로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싱하여 장한다.

4.3 태양 발  결함검출 시스템 구

시스템의 개발환경으로는 Web Server는 Apache2와 

Tomcat7.0을 이용하고, DBMS로 MySql5, Web App Libraries

로 Hibernate3.0, Slf4J을 사용한다. 한 Neuroph2.9을 사용하

여 심층신경망을 구성한다. Neuroph[20]는 Apache 제단의 

SourceForge 에서 개발한 Java언어의 신경망 임워크이

다. 심층신경망의 Neuron을 구성하기 쉽고 학습과정이 빠르다

는 장 이 있다.

Fig. 9는 태양 발  결함 검출 시스템의 구 완료 화면

이다. 실시간으로 인버터와 모듈별 발 정보를 화면에 모니

터링 가능하게 구성하고, 기상청에서 가져온 기후데이터와 

발 데이터를 측 알고리즘에 이용한 값으로 발  측량

을 표시하 다.

Fig. 10은 시간별 태양 발  패 의 평균온도를 표시한 

화면으로 패  온도가 음수값인 경우, 데이터가 미갱신된 

경우, 모듈정보에 에러 코드가 있는 경우를 따로 표시하여 

운 자가 웹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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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olar Power Failure Detection System 

Implementation Completed Screen

Fig. 10. Solar Power System Fault Detection - Regional 

Panel Temperature

5. 결  론

태양 발 소는 그 특성상 결함 발생 시 조기 악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검출을 해서 발

량을 측하여 실제 측정된 발 량과 비교를 통한 결함 

별을 진행하 다. 최 의 측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해

서 기후데이터와 발 량 데이터를 정규화 시킨뒤 SVM, 신

경망, 딥러닝에 용하 다. 알고리즘의 평가방법으로 RMSE 

값을 이용한 결과 딥러닝이 가장 우수한 측율을 보 다. 

선정된 알고리즘을 국내 데이터에 용하기 해 국가기후

데이터센터와 제주시 보타리발 소에서 280일간의 데이터를 

얻어 학습데이터로 이용하 다. 태양 발  결함검출 시스

템에서는 학습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발 량 측  

패  데이터를 이용한 결함 별을 진행하여 국내 태양 발

소 발 단가 하락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연구로는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받아 

발 량 측 모델을 구동하여 실시간 결함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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