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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보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태양광 모

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UAV 기반 열적외선 카

메라와 GIS 공간분석을 통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고장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정익 UAV와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Pix4D SW를 통해 정사영상을 생

성하였으며, 정사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 레이어를 구축한 후 코드를 입력하였다. 또한 

태양광 모듈 고장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고무덮개를 태양광 모듈에 설치하였으며, 열적외선 카메라

로부터 얻어진 온도 정보와 태양광 모듈 레이어를 기반으로 Zonalmean 함수를 통해 태양광 모듈

별 평균온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공간분석을 통해 이상 발열이 확인된 37℃ 이

상의 모듈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각 모듈별 고유식별 코드를 식별함으로써 고무 덮개를 설치한 모

듈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태양광 모듈, 무인항공시스템, 적외선 카메라, 고장 진단

ABSTRACT

Recently, solar power plants have spread widely as part of the transition to 

gre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newable energy. Therefore, regular solar 

plant inspection is necessary to efficiently manage solar-light modules. This study 

implemented a test that can detect solar-light module faults using an UAV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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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infrared camera and GIS spatial analysis. First, images were taken using 

fixed UAV and an RGB camera, then orthomosaic images were created using Pix4D 

SW. We constructed solar-light module layers from the orthomosaic images and 

inputted the module layer code. Rubber covers were installed in the solar-light 

module to detect solar-light module faults. The mean temperature of each solar-light 

module can be calculated using the Zonalmean function based on temperature 

information from the UAV thermal camera and solar-light module layer. Finally, 

locations of solar-light modules of more than 37℃ and those with rubber covers 

can be extracted automatically using GIS spatial analysis and analyzed specifically 

using the solar-light module’s identifying code.

KEYWORDS : Solar-Light Module, Unmanned Aerial Vehicle, Thermal Infrared Camera, Fault 

Detection

서  론

최근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보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시스템이 정부 지원을 받아 국내외

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Lim and 

Ji, 2016).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 모듈(module)은 반도체 소자

인 태양전지가 수십 개로 직·병렬로 연결되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장치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부

품 중에서 가장 고가이면서 시스템 전체의 수명

을 좌우한다. 태양전지 모듈의 수명은 제작 방

식에 따라 10년에서 20년 정도이며, 한번 설치

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설치

장소에 따라 소형에서 대형까지 시스템 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o and 

Jeong, 2013; Song et al., 2014).

태양광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에 

680GW가 증가할 정도로 계속 증가해오고 있

다.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모니

터링하는 시스템, 인버터 등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도 같

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6). 

태양광 발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태

양광 발전소의 입지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GIS

를 기반으로 계층분석법이나 상관분석기법을 접목

하여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분석한 다양한 국내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Kim, 2010; Lee and 

Kang, 2010; Lee and Lee, 2015; Park, 2011), 

특히 Lee et al.(2012)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적지조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외 연구로 Brewer et al.(2015)는 GIS와 

사회 선호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소

의 입지를 분석하였으며, Polo et al.(2015)는 

GIS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베트남 태양광 에너

지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Ramachandra

and Shruthi(2007)는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성

을 공간적으로 매핑하였으며, Gastli and Charabi 

(2010)은 GIS 기반 태양방사지도를 이용하여 오

만의 태양에너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양광 발전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아 손상되거나 효율이 저하되며, 손상 초기에

는 셀에 과부하가 걸려 이상발열이 발생하게 되

며, 이후 모듈 전체가 단락되어 전체적인 출력

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Kim et al., 2016). 태양광 발전소의 태

양광 모듈은 상황에 따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위해서는 태양광 전지판에 

올라가 태양광 모듈 및 어레이에 대한 전류테스

트를 실시하거나 혹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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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발열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넓은 

면적과 높은 설치 부지를 가지는 태양광 발전소 

특성상 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및 고장진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Shim(2012)은 태양

광 발전소에서 수집된 온도, 일사량, 발전 데이

터를 기반으로 선형회귀분석과 확률모델을 이용

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성 및 고장 여부를 판단하

였으며, Lim and Ji(2016)은 상관성 분석과 

ELM(Electreme Learning Machine)을 이용하

여 태양광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

한 Lee and Kim(2011)은 웨이블렛 변환을 이

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고장진단 여부를 

판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Cho et al.(2013)

은 통계학적 비교기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

의 고장 유무를 검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로

써, Ji et al.(2011)은 ZigBee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모듈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

발하였으며, Cho and Sim(2010)은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을 위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활용하는 

연구가 일부 시도되고 있다(Kim et al., 2016).

그러나 현재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낱장 

형태로 저장한 후 실내에서 확인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촬영된 열화상 파일에 해당하는 태양광 

모듈의 위치를 작업자가 도면에 수작업으로 현

장에서 표시해야 되며, 태양광 모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촬영 영상자료를 정확하

게 파악하지 않을 경우 태양광 모듈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UAV; 

Unmanned Aerial Vehicle)을 이용하여 태양

광 발전소의 모듈에 대한 고장 여부를 자동으

로 진단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태

양광 모듈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

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 측량

을 실시하였으며, UAV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온도 감지가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무 덮개를 일부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였다. 

또한 UAV 기반 RGB 센서로 취득한 정사영상

에서 태양광 모듈의 레이어를 구축하고 각각의 

모듈에 대해 고유식별코드를 설계하였다. 그리

고 UAV 기반 열적외선 센서로 취득한 온도 정

보와 태양광 모듈 레이어를 중첩하여 태양광 

모듈별로 이상 발열을 GIS 공간분석을 통해 분

석함으로서 UAV를 기반으로 태양광 모듈의 고

장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확

보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지 및 태양광 모듈 레이어 구축

1. 대상지 선정 및 GCP 측량

본 연구에서는 UAV를 기반으로 태양광 모듈

에 대한 고장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전북 완주

군 소양로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의 태양광발전소는 

300W급 모듈이 1,984매로 구성되어 있는 곳

으로서 총 6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이다. 그림 1은 대상지 태양광발전소 현황이며, 

지상기준점 측량을 위해 5개의 GCP를 선정하

여 VRS(Virtual Reference Service) 측량을 

수행하였다.

표 1은 GRS80 TM 좌표체계를 기준으로  

VRS 측량을 수행한 결과이며, 그림 2는 각 

GCP점에 대한 VRS 측량화면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중 2번과 5번의 GCP점은 지표면이 흙

으로 구성되어 있어 좌표 매칭을 위한 특이점

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공표지를 설치하

여 GCP 측량을 실시하였다.

2. 태양광 모듈 레이어 구축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고장여부를 진단하기 위

해서는 어레이(Array)별로 모듈 경계선을 레이

어로 구축해야 한다. UAV 기반 열적외선 센서

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고장진단시 

열적외선 센서의 해상도 문제로 모듈 경계부분

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태양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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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X(E) Y(N) Z(EL.m)

1 219636.12 362152.81 70.351

2 219436.57 362172.00 68.661

3 219270.26 362031.01 71.317

4 219084.21 ,362062.32, 70.561

5 219244.44 362196.54 67.292

TABLE 1. VRS survey information to GCP

FIGURE 1. Study area and GCP location

FIGURE 2. VRS survey to GCP

듈의 정확한 경계 독취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그림 3(b)와 같이 해상도가 높은 Sony WX 

RGB 카메라를 장착한 UAV를 활용하여 촬영

한 후 영상접합을 통해 정사영상 및 태양광 모

듈 레이어를 구축하였다.

대상지 정사영상 및 3차원 지형모델링을 위

한 UAV 장비로는 스위스 SenseFly 에서 제작

한 eBee 모델을 활용하였다. eBee 모델은 고

정익 UAV로ㅆ 0.7㎏의 가벼운 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길고 넓은 지역을 촬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et al., 2015). 

그림 3에서 a)와 b)는 각각 eBee UAV 모델

과 Sony WX RGB 카메라이며, c)는 UAV를 

이륙시키는 모습이다.

비행계획 수립은 그림 4와 같이 eMotion 

SW를 활용하여 촬영 해상도 4㎝, 비행고도 

141m, 종·횡중복도를 90%와 80%로 설계하

였다. 총 비행시간은 약 11분 29초가 소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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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AV and RGB camera

FIGURE 5. Link of picture, GPS and INS files

FIGURE 4. Flight plan using WX RGB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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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rthomosaic image and 3D modeling

(a) Solar-light module layer (b) Solar-light module buffering zone

FIGURE 7. Solar-light module layer and buffering zone

으며 비행거리는 8.6㎞ 그리고 비행면적은 

142,000㎡로 나타났다. 

대상지역에 대해 총 238매의 사진이 촬영되었

으며, eMotion SW의「Flight Data Manager」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사진파일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관성항법

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파일

들을 연결하였다.

영상접합은 Pix4D SW를 이용하였으며, 

VRS 측량을 통해 얻어진 5개의 GCP점을 활용

하여 영상접합 위치정확도를 향상시켰다. Pix4D 

SW는 정사영상, 포인트 클라우드, DSM(Digital 

Surface Model)을 생성하게 되며, 여기에서 

얻어진 정사영상과 DSM 자료를 활용하여 3차

원 지형모델링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6은 대

상지역의 정사영상과 3차원 지형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 진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7(a)

와 같이 정사영상으로부터 수동독취 방식을 이

용하여 태양광 모듈 레이어를 구축하였다. UAV 

정사영상의 경우 GCP점을 이용하여 매칭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사진해상도 등의 다양한 영향

으로 위치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열적

외선 센서로 취득한 온도가  태양광 모듈 경계

부분에서 실제와 다른 온도가 관측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적외선 

카메라 해상도 10㎝를 비롯하여 VRS 측량 및 

기하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그림 7(b)와 같이 태양광 모듈 경계로부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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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de of solar-light array (b) Code of solar-light module

FIGURE 8. Code of solar-light array and solar-light module

(a) Rubber cover of solar-light module (b) Temperature of solar-light module 

by thermography camera

FIGURE 9. Temperature of solar-light module by thermography camera

쪽으로 20㎝ 버퍼링을 실시하여 실제 열적외선 

센서로 취득한 온도가 버퍼링 된 태양광 모듈 

레이어 안에서 분석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 기법을 통해 태

양광 모듈의 고장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

해『발전소(1자리)+어레이(3자리)+모듈(3자

리)』로 구성된 코드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 8(a)와 같이 먼저 태양광 어레이에 대한 

코드를 먼저 설계한 후 태양광 어레이별로 15

매씩 부착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의 코드를 그

림 8(b)와 같이 설계하여 입력하였다.

태양광 모듈 고장진단 실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태

양광 모듈의 고장진단 여부를 실험 평가하기 

위해 그림 9(a)와 같이 고무덮개를 태양광 모

듈에 설치하였다. 실험 평가를 위해 연구대상지 

일부지역에 10개의 고무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30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FLIR T420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을 그림 

9(b)와 같이 관측하였다. 그림 9(b)에서 고무

덮개를 설치한 일부 모듈의 온도가 37.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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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emperature of 

solar-light module

FIGURE 10. Flight plan 

using thermoMap camera FIGURE 12. Concept of zonal mean function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무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모듈에 비해 높은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

듈의 고장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스위

스 Sensefly에서 제작한 thermoMap 카메라

를 eBee 모델에 탑재하여 촬영하였다. 표 2는

thermoMap 카메라에 대한 제원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0은 eMotion SW를 활용한 비행계획 

수립화면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 10㎝를 

유지하기 위해 비행고도 약 53m를 유지하였으며 

종·횡중복도는 90%와 80%로 설계하였다. 

Item Contents

Image size 640×512 pixels

Scene temperature -40℃~160℃

Temperature resolution 0.1℃

Temperature calibration Automatic, in-flight

Weight Approx. 134g

Operating altitude 50~150m

TABLE 2. Specification of thermoMap 

camera

먼저 eMotion SW를 기반으로 대상지역에 

대해 총 1,074매의 열적외선 사진을 촬영하였

으며, Pix4D SW를 이용하여 영상접합을 실시

하였다. 열적외선 영상에 대해 태양광 모듈 레

이어와의 좌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기하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열적외선 영상을 태양광 모듈 레

이어와 중첩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고무덮개

를 설치한 10개의 모듈에서 온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양광 모듈별로 평균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에 대해 버퍼링을 수행한 레이어를 

그리드로 변환하여 Zone 영역으로 설정하였으

며, Zone 영역에 대해 태양광 모듈의 고유식별 

코드를 갖도록 연결하였다. Zone 영역과 열적

외선 영상에서 취득한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12와 같은 Zonal mean 함수를 적용하였

다. Zonal mean 함수는 같은 Zone 영역에 해

당되는 값(Value)을 합산한 후 Zone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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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ean temperature of analyzed solar-light module

FIGURE 14. Code of analyzed solar-light module

Zonal mean 함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태양광 

모듈의 평균온도 분포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고무덮개를 설치한 모

듈의 경우 평균온도가 모두 3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FLIR T420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측한 

태양광 모듈의 온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무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태양광 모듈은 33~35℃ 

분포를 보였으며, 따라서 관측시 기상여건에서

는 고무덮개를 설치한 모듈과 비교해 볼 때 

3~4℃ 정도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온도가 37℃ 이상

인 모듈을 GIS 공간분석을 통해 그림 14와 같

이 추출할 수 있었으며, 각 모듈의 고유식별 코

드를 식별함으로서 태양광 모듈의 고장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고무덮개를 설치한 태양광 

모듈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발열이 생기는 모듈을 고

무덮개를 씌운 모듈로 가정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다. 정상적인 모듈 및 이상발열이 생기는 모

듈의 온도는 현장의 기상여건에 크게 좌우되나, 

셀이 고장나서 생기는 이상발열의 경우 주변의 

정상적인 모듈에 비해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술의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상발열이 생기는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얼마로 결정할 지에 대

한 경계값(Threshold) 할당 부분은 자동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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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GIS 시스템

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

해 경계값 할당에 따른 모듈의 이상발열 부분

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

에 대한 고장여부를 GIS 공간분석을 통해 분석

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익 UAV를 활용하여 4㎝급의 

RGB 영상 238매를 촬영하였으며 VRS 측량을 

통해 관측한 GCP점을 Pix4D SW에 입력함으

로서 정사영상과 3차원 지형모델링 자료를 생

성할 수 있었다. 

둘째, 정사영상으로부터 수동독취 방식을 통

해 태양광 모듈 레이어를 구축하였으며, UAV 

열적외선 카메라로 취득한 온도정보와 연계하

여 태양광 모듈 고장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어레이 및 모듈에 대한 고유식별 

코드를 설계하였다.

셋째, 태양광 모듈 고장진단 여부를 실험 평

가하기 위해 고무덮개 10개를 태양광 모듈에 

설치하였으며, UAV 기반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에 대한 온도를 측정한 

후 태양광 모듈 레이어를 Zone 영역으로 지정

하여 Zonal mean 함수를 통해 태양광 모듈별 

평균온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넷째, 태양광 모듈별 평균온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무덮개를 설치한 모듈이 다른 모듈에 

비해 3~4℃ 높은 37℃ 이상의 발열이 관측되

었으며, GIS 공간분석을 통해 37℃ 이상의 발

열이 확인된 모듈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각 모

듈별 고유식별 코드를 통해 고무 덮개를 설치

한 모듈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

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덮개를 설치한 모듈을 이

상발열이 발생하는 모듈로 가정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모듈의 온도는 관측당시의 기상여

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계값 조정에 따른 이

상발열 모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GIS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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