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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의 발전량, 과거의 발전량, 환경센서 값
등을 모니터링 한다. 이는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축적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미리 예측된
발전량에 비례하여, 태양광 발전 플랜트의 고장을 예측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고장을 예측하여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

Abstract
Existing Photovoltaic(PV) monitoring system monitors the current, past power generation, all
values of environmental sensors. It is necessary to predict solar power generation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n the power plant. We propose a method for estimating the generation of
PV data based PV monitoring system with data accumulation. Through this, we intend to find the
failure prediction of the photovoltaic power plant in proportion to the predicted power generation. As
a result, the administrator can predict the failure of the system it will be prepared in advance.

Keywords: Photovoltaic monitoring system, machine learning, regression, predict, neural network

1. 서론
최근 세계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보급 및 확대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중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졌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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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단가가 줄어들고, 자원 고갈 문제가 없으며, CO2 의 방출이
낮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기의 효율적인 발전과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에 더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 필요하다.
태 양광 발전 은 해가 떠 있는 시 간에 발전 을 한다 . 즉 , 일사량 이 많을 때
태 양광 모듈 에서의 발 전을 한다 . 이 를 통 하여 기상 청의 지역 별 기상 데 이터와
태 양광 발전 시스 템의 데이 터를 분석 하여 머신 러닝 을 적 용해 태양 광 발 전량을
예 측해 볼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머신 러닝 기법 중 1)순환 신경망(RNN)기법으로 미래의 일사량을
예측하고, 2)최소 자승 회귀 분석(OLS) 예측으로 미래의 발전량을 예측한다. 예측된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을 비교하여 태양광 모듈의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

2. 관련 연구
2.1.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Figure 1. Structure of Integrated Photovoltaic Monitoring System

그림 1 은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이다.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1]은 태양광 패널과 Junction Box, 인버터, 로컬 서버, 통합 서버가 연결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 데이터는 인버터를 통해 발전량, 출력량, 전압, 전류, 모듈 온도, 수평 일사량,
수직 일사량 등의 데이터가 각 발전소의 로컬 모니터링 서버에 저장된다. 여러 지역의 각
발전소의 로컬 서버는 축적한 데이터들을 통합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한다. 통합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각 로컬 서버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들을 웹 페이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를 웹 서비스로 제공한다.

2.2. 최소 자승 회귀 분석(OLS) 기법
OLS 회귀 분석[2]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기법의 종류 중 하나이다. 선형 회귀
분석[3]이란 여러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선형 모델(선)을
찾는 것이다. 단순 선형 회귀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가 된다. W 는 가중치,
b 는 편차이다.
의 수치에 따라 선의 모양이 변화한다. 즉, 예측에 관련되는
설명변수(독립변수) 를 통해 예측하려는 결과 값인 반응변수(종속변수) 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단순 선형 회귀법과 같이 다중 선형회귀 분석은 단일 설명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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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는 OLS 선형회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Figure 2. Ordinary Linear Regression Graph

새로운 데이터가 추정된 모델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 값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Residual(근사오차)이라고 한다. 즉, 어떤 데이터
의 Residual 은
이다. 예측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은 것을
이고, 그 예측 결과를
로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가 된다. 데이터 예측 모델의 최적의 선을
찾기 위해 Residual 의 제곱의 합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선의 기울기를 조절한다. 이
최적의 선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결과 값을 예측한다.

2.3 순환 신경망(RNN) 기법
그림 3 는 RNN[4]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왼쪽은 RNN 의 반복 구조를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은 하나의 RNN 셀을 펼친 것이다. RNN 은 입력, 망각, 출력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뇌신경 동작을 모방하여 만든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다[5]. 과거의 입력 값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음성인식, 언어 모델링, 번역, 이미지 처리, 주가 예측 등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된다. RNN 셀들은 반복 루프를 돌며, 과거의 값
를 입력으로
결과 값을
출력한다. 이는 다시 값을 다음 시간의 셀에 전달을 해주어 과거의 정보를 유지한다.

Figure 3. Basic Structure of Recurrent Neural Network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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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량 예측
3.1 데이터 상관 계수 분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데이터는 세종시 보람초등학교 발전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10 분 간격으로 서버에 저장된 값들이다. 표 1 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출력 데이터와 다른 요소별 Pearson 상관 계수[6]를 측정한 것이다.
표 1 를 통해 요소별 상관도가 높으며 의미 있는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은 수평
일사량과, 수직 일사량임을 알 수 있다. 일사량 데이터와 발전량 데이터 간의
상관도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 지역의 1 시간 단위의 기상 데이터와 10 분 단위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데이터를 같은 시간대로 묶는다. 그룹화를 위하여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는 전처리를 하였다. 결합된 데이터의 상관 계수를
측정한다. 표 2 는 기상 데이터와 태양광 시스템 데이터의 상관 계수를 측정한 표이다.
구름이 많은 때에는 일사량이 적은 것으로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출력과 발전량은
일사량과 비례하는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Measurement table of Solar Data
DATA

현재
출력

일
발전량

출력
전류

출력
전압

입력
발전

입력
전압

수평
일사량

수직
일사량

모듈
온도

현재
출력

1.0000

0.0402

0.9978

0.5945

0.9977

0.6426

0.9843

0.9803

0.5117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Measurement Table between Weather Data and Solar Data
DATA
현재 출력
발전량

일사량
0.7016
0.7251

전운량
-0.4314
-0.4281

중하층 운량
-0.3613
-0.3598

현재 출력
1.0000
0.9860

발전량
0.9860
1.0000

3.2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알고리즘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사용될 데이터들을 선정하고, 이 데이터들을 발전량 예측
모델에 적용하여 학습시킨다.
그림 4 은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발전량 예측 모델을 적용시킨 그림이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와,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기상 데이터를 결합한다. 결합된
데이터에서 결측 데이터를 처리하고, 발전을 하지 않는 시간대의 데이터는 학습에
포함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설계한 RNN 모델은 12 시간 후의 값을 예측하도록 되어있다. 발전량 RNN 모델을
통해 발전량과 출력량 데이터를 입력하여 후의 출력량을 예측한다. 일사량 RNN 모델을
통해 중하층 운량과, 전운량, 일사량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후의 일사량을 예측한다.
OLS 회귀 분석 모델은 출력량과, 일사량을 설명변수로 하여 발전량을 예측하는 회귀
예측 모델이다. 두 개의 RNN 모델들로 예측한 출력량, 일사량 값을 OLS 선형 회귀
예측 모델에 넣어 다음의 발전량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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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otovoltaic Monitoring System with Power Generation Forecasting Model

3.3 예측 결과
그림 5 는 예측 모델의 결과를 보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빨간 점선인 예측 값과 파란
실선으로 표현된 실제 값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또한, 오차와 예측 평균치, 실제 평균치를 볼
수 있다. 학습시킨 데이터는 2017-01-01 ~ 2018-04-30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학습시킨 모델과 2018-05 한달의 데이터를 통하여 모델 검정을 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중 2018-05-21 ~ 2018-05-24 날의 결과이다. 약간의 오차가
있으나, 그래프의 곡선의 유사도는 비슷하다. 일 평균 발전량도 차이가 얼마 없이 잘
예측한 결과가 나왔다. 오차율은 매번 다른 값을 보이지만, 전체 월 단위 평균
오차율은 약 5% 수준이다.

Figure 5. Power Generation Forecast Results of Sejong Boram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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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rror Prediction Scheme in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그림 6 은 전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예측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내일의
태양광 발전 그래프를 예측하여 그래프로 저장한다. 그리고 당일의 발전량 그래프가
오차 범위 내로 진행한다면 정상적인 발전소일 것이고 오차 범위 밖이라면 고장이 날
발전소이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RNN 순환 신경망 예측 모델과 OLS 선형 회귀 분석 예측 모델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다음 날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측된
발전량보다 차이가 많은 수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해당 모듈의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세종시에 위치한 발전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세종시의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까운 대전시의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발전소의 위치와 맞는 기상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정확도가 높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는 좀 더 정확한 일사량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기상 변수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오차 범위를
설정하여 더 정확한 고장 예측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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