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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원격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

석,저장하고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치된 설비를 최적의 상태에서 제어하여 태양광의 발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중앙통제본부에 설치되는 원격지제어시스템과, 상기 원격지제어시스템과 연결된 중앙제어메인장치와, 네트워크망, 전

력변환장치, 태양광어레이 표시장치, 전력계통도 표시장치로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하나의 중앙제어메인장치에서 시스템

의 오동작등 이상발생시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절체하여 전체 시스템을 운영 보호하는 이중화기능의 중앙제어

메인장치(MCS DUAL)와, 전 장비의 계측 및 제어를 위하여 시간의 정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GPS 기준시각 수신에 의한

시간데이터 기능의 GPS 자동시각 수신장치와, 기상계측 기능과 표시기능을 갖기위해 온도,온도,일사량,강수량,풍향,풍속

의 데이터를 계측하고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동기상관측장치와, 전체 시스템 설치장비의 영상감시기능 및

경보센서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자 감시 및 경보기능등을 하는 영상감시장치로 이루어진 태양광 발전장치를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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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중앙통제본부에 설치되는 원격지제어시스템(10)과, 상기 원격지제어시스템과 연결된 중앙제어메인장치(20)와, 네트워크

망(30), 전력변환장치(40), 태양광어레이 계측장치(45), 전력계통도 표시장치(50)로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하나의 중앙제어메인장치(20)에서 시스템의 오동작등 이상발생시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절체하여 전체 시스

템을 운영 보호하는 이중화기능의 시스템 이중화장치(MCS DUAL)(25)와,

전 장비의 계측 및 제어를 위하여 시간의 정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GPS 기준시각 수신에 의한 시간데이터 기능의 GPS

자동시각 수신장치(60)와,

기상계측 기능과 표시기능을 갖기위해 온도,온도,일사량,강수량,풍향,풍속의 데이터를 계측하고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동기상관측장치(70)와,

전체 시스템 설치장비의 영상감시기능 및 경보센서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자 감시 및 경보기능등을 하는 영상감시장치(80)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전장치의 운전상황을 관리자가 수동으로 감시하여 웹 기반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고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인터넷폰장치(90)를 더 포함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원격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

석,저장하고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치된 설비를 최적의 상태에서 제어하여 태양광의 발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PV; Power Generation System)은 태양 에너지의 무공해성, 무한정성에 힘입어 지구 환

경 문제와 미래 에너지원의 다각화 대책으로서 선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

환경적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광 집점판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출력조절장치를 거쳐 축전지에 충전하거나 인버터에

서 교류로 변환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설비이다.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야간에는 일조량이 없으므로 주간에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를 야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천시나 일조량이 부족하여 전기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전기를 운전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원격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저장하고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치된 설비를 최적

의 상태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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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감시시스템의 안정성,계측 및 제어를 위한 시간의 정확도,발전설비의 실시간 감시,다양한 기

상상태변화와 같이 발전용량의 여러가지 상황변화등에도 정확하게 감시제어 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다양하고 정확한 통합

감시시스템으로 발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중앙통제본부에 설치되는 원격지제어시스템(10)과, 상기 원격지제어시스템과 연결된 중앙

제어메인장치(20)와, 네트워크망(30), 전력변환장치(40), 태양광어레이 계측장치(45), 전력계통도 표시장치(50)로 이루어

진 것에 있어서, 하나의 중앙제어메인장치(20)에서 시스템의 오동작등 이상발생시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절체

하여 전체 시스템을 운영 보호하는 이중화기능의 시스템 이중화장치(MCS DUAL)(25)와, 전 장비의 계측 및 제어를 위하

여 시간의 정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GPS 기준시각 수신에 의한 시간데이터 기능의 GPS 자동시각수신장치(60)와, 기상

계측 기능과 표시기능을 갖기위해 온도,온도,일사량,강수량,풍향,풍속의 데이터를 계측하고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설치

되는 자동기상관측장치(70)와, 전체 시스템 설치장비의 영상감시기능 및 경보센서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자 감시 및 경보

기능등을 하는 영상감시장치(80)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기 발전장치의 운전상황을 관리자가 수동으로 감시하여 웹 기반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고 원격제어할 수 있는 인

터넷폰장치(90)를 더 포함한다.

도면중 미설명부호 S는 송전계통부문을 나타낸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구성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통제본부에 설치되는 원격지제어시스템(10)은; 관리자가 컴퓨터(Computer)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시 제어

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앙제어메인장치(Engineering Station)와 연동되며 인터넷(Internet),네트워크(Network),CDMA 무

선통신을 기반으로 감시제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CCTV 원격제어 PC (11)와,MMI 원격제어 PC (12)와 프린

터(13)가 구비되어 있다.

또, 원격지제어시스템(10)은 통합 감시제어를 위하여 인터넷기반으로 구축되어지는 통합 감시제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

어는 최신OS (Linux, Unix, MS_Windows) 소프트웨어들을 시스템의 기본 환경으로 사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각종 설정

작업 및 전체 시스템의 운전/감시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고, 최적화된 성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시간 다중작업 및

풍부한 확장성을 가진 OS(Operating System)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은 이더넷 TCP/IP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

축되도록 하며, 화면구성은 웹 브라우저를 통한 감시,제어 화면으로 기타 필요한 상태 및 메뉴는 아이콘형태로 표시하고,

주요 설비별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 화면에서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원격지제어시스템(10)은 발생되는 모든 경보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화면으로, 경보 발생 순서별로 발생 시, 분, 초,

Tag Name, Tag Comment, Alarm-Status등을 한 행에 표시하여 경보 상태를 전체적으로 간단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표시되어야 하고, 측정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좌표 상에 다른 색상으

로 표현된 4개까지의 측정값의 기록 점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과거의 정보들에 대한 상태 추이를 감시 및 분석 할 수 있어

야 하고, 각 화면별로 필요한 경우 특정 측정값만을 선정하여 선정된 색상으로 쉽게 측정값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고, 그래픽 화면을 포함한 모든 운전 화면에서 측정값의 감시,운전 및 각종 형식의 윈도우 화면을 동시에 표시 할 수 있어

야 하며, 일보,주보,월보,알람, 운전자의 조작 상황등의 보고서 작성기능과 각 측정 장치로부터 전달되는 각종 데이터를 분

류 처리하여 이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능에서 억세스(Access) 할 수 있는 데이터처리기능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

상기와 같이 중앙통제본부에 설치되는 원격지제어시스템(10)은, 시스템모니터링으로 장비의 상태정보와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으로 저장된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고, 관리되어지는 장비에서

검출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일별, 월별, 년별의 형식으로 보고서 확인, 현장 및 장비에서 검출된 데이터에서 이

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이벤트를 확인 할 수 있는 알람보기, 시스템 구성도를 이미지로 볼 수 있고,

이용자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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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제어메인장치(20)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각종 데이터(Data)를 수집,분석, 저장하고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치된

설비를 제어하는 전용 소프트웨어(Software)가 내장되어지는 것으로, CCTV 지역제어 PC (21),웹서버(Web Server)(22)

,프린터(23가 구비되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시스템 FAIL 이나 이상시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절체하여 전체 시

스템을 운영 보호하기 위한 MCS 가 두대로 구성되는 시스템 이중화장치(MCS DUAL)(25)가 구비된다.

또, 중앙제어메인장치(20)는 다양한 방식의 통신과 전력제어 및 전력감시 통신기기들 간의 데이터 통신의 안정성을 위한

기능을 가지는 안정화기능과, 시스템의 제어 계측 감시를 위하여 고속 데이타 통신기능을　가지는 고속 데이터 통신기능

과, 추후 태양광 어레이 모듈 증설시 모듈의 계측이 가능한 시스템 확장성 기능과, 전력 계측 장치 증설시 별도의 장치 추

가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S/W　 upgrade)가 가능 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중앙제어메인장치(20)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 및 감시, 웹 시스템 과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의 데이터 통

신,전력 계측 기능 및 전력 감시 기능, DVR 제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경보 및 센서 정보 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과 함께 시스템 이중화장치(MCS DUAL)(25)에 의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시스템 FAIL 이나 이상시 다른 시스템이 자동으

로 시스템을 절체하여 전체 시스템을 운영 보호하므로 통신과 전력제어 및 전력감시 통신기기들 간의 데이타 통신의 안정

성을 크게 높여 발전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네트워크망(30)은; 수집된 데이터를 TCP/IP 포트를 통하여 수신하여 시리얼 게이트웨이(serial Gate Way)(31) 및 발전네

트워트와 접속하고 TCP/IP 포트, USB 포트,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접속포트가 구비되어야 한다.

상기 네트워크망(30)은 시리얼 게이트웨이에서 인터페이스된 데이터를 이더넷(Ethernet)을 통하여 수신하여 표준화된 데

이터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통합 서버로, 발전장치의　광 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력변환

장치(40),태양광어레이 계측장치(45),전력계통도 표시장치(50)등의 전력관련 기기 들을 원격지 제어시스템에서 제어 할

수 있게 한다.

시리얼 게이트웨이(31)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인버터, 디지탈계전기 및 추후 인터페이스(Interface)될 수 있는 장비들과의

데이터 인터페이스(Data Interface)를 하기위한 장치로서 개별Input, 개별Output, 아날로그 Input, 아날로그Output, 시리

얼통신 포트가 구비된다.

전력변환장치(40)는; 태양전지모듈(A)로부터 출력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변환수단

으로, 현재 장치의 운영 및 제어 상태를 감시하며 데이타 수집 및제어 상태를 표시하고 그 상태 및 데이터를 메인장치로 통

보 및 전달한다.

태양광어레이 계측장치(45)는; 그룹별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슬레이브 계측장치가 수집한　전압,전류의 테이타를 수집 및

상위시스템 으로 데이터 통보및 전달,각 그룹별 PV 어레이 모듈의 상태 감시 및 제어, 태양전지 어레이 모둘의 전압,전류

를 계측 및　연산 기능 ,그룹별 태양전지 어레이 모듈의 이상상태 감지시 상위시스템으로 전달하고 태양광 어레이 개폐기

를 차단하며 정상상태로인지 된 경우 자동으로 슬레이브 장치는 개폐기를 연결하며, 원격지 시스템에서 접속반 개폐기를

제어하는 경우 슬레이브장치는 상위 시스템으로부터의 제어 명령에 의한 기능을 수행 하며 그 결과와 상태를 상위 시스템

으로 전달한다.

전력계통도 표시장치(50)는; 전력 계통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 그 상태(전력장비의 상태 및 개폐 스위치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상기 전력계통도 표시장치(50)는 현재 전력의 흐름 및 상태를 LED 현황판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장치에는 기상데이타 및

시간 및 현재 전력 계통의 흐름과 발전량,송전량이 포함된다.

GPS 자동시각수신장치(60)는; 위성으로 부터 데이타를 수신 하여 시간 정보를 추출 연산하고 전체 시스템에 통보 전달 및

자체 세그먼트 또는 LCD 로 기준시각을 표시한다.

상기 GPS 자동시각수신장치(60)에 의해 GPS 기준 시각 수신에 의한 시간 데이터 일치기능과 전 장비의 계측 및 제어를

위하여 시간의 정확도를 일치시켜 발전안정성을 높여주게 된다.

자동기상관측장치(70)는; 기상 계측 기능 과 표시기능을 갖되 온도, 습도, 일사량, 강수량, 풍향, 풍속의 데이타를 계측하고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치된 그 위치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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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동기상관측장치(70)에 의해 시간대별,일별,주간별,월별 기상현황(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외기온도, 태양전

지 표면온도), 태양전지 발전 현황, 부하 현황 등을 평균, 최소, 최대, 누적치로 표시하여 발전용량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게 된다.

영상감시장치(80)는; 전체　시스템 설치장비의 영상감시기능 및 경보센서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자 감시 및 경보기능등을

하되 위치센서 및 경보센서　 인터페이스를 위한 H/W 접속으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다중신호수신부,아날로그 다중신호

(ANALOG MUX)로 부터 인터페이스된 데이타를 수신하여 그 종류에 따라 상위 시스템(원방감시 시스템) 및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위치 센서 감시부,　원격지 제어 컴퓨터로 부터 명령을 수신하여 카메라의 방향을 제어하는 카메라 제어부로

이루어지고 녹화(DVR) 시스템에서 화면녹화,화면 저장,화면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영상감시장치(80)에 의해 카메라 방향제어에 따른 영상 감시 기능, 움직임 감지 및 센서 작동에 의한 자동 녹화 기능,

경보센서가 설치 된 장소의 출입자 감시 및 경보기능, 실내 특정 장비에 접근할 경우 그 상태　표시기능, 다양한 형태의 분

할 화면 제공 (1~16분할)을 통한 동시영상 감시 기능,각각의 카메라에 요일 별, 시간 별, 녹화 지정 기능 ,특정 카메라에 대

한 집중 감시 기능, 재생 속도 조절 기능,저장 및 검색기능,녹화된 특정 장면을 저장 또는 인쇄 기능,영상 보정 기능: 명암,

밝기를 현장의 조건에 맞게 조절하여 최적의 화상을 보정하는 기능,원격지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영상 및 각종 작동상황

　 전송기능,원격지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녹화 영상 전송으로 상시 감시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게되어 전반적인 시스템의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폰장치(90)는 스피커폰 기능 제공,다양한 기능 키 지원,인터넷 상의 다양한 지연 및 패킷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QoS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음질제공,PoE(Power over Ethernet) 기능 지원, 다양한 Network관리 기능 지원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표준 SNMP Agent 와 MIB II,Bridge MIB 등을 지원,원격 제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Telnet 및 Rlogin 기능

지원,　웹 기반의 장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지원,TFTP 및 FTP 에 의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기능을 지원하도

록 한다.

상기 인터넷폰장치(90)에 의해 관리자가 발전장치의 운전상황을 수동으로 감시하여 웹 기반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고 원

격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된다.

한편 상기 원격지제어시스템(10)에 구비되는 모니터 및 인터넷(Internet),네트워크(Network),CDMA 무선통신을 기반으

로 감시제어를 하기위한 콘트롤러와 각종 서버는 도 3에서와 같이 하나의 하우징 내에 내장되어 보호 및 감시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중앙제어메인장치의 시스템 이중화장치(MCS DUAL)에 의해 감시시스템의 안

정성, GPS 자동시각 수신장치에 의해 계측 및 제어를 위한 시간의 정확도, 자동기상관측장치에 의해발전설비의 실시간 감

시,다양한 기상상태변화와 같이 발전용량의 여러가지 상황변화등에도 정확하게 감시제어 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다양하고

정확한 통합감시시스템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터넷폰장치에 의해 관리자가 발전장치의 운전상황을 수동으로 감시하여 웹 기반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등 태양광의 발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영상감시장치의 구성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원격지제어시스템의 설치상태 전면예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원격지제어시스템 20 : 중앙제어메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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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시스템 이중화장치 30 : 네트워크망

31 : 시리얼 게이트웨이 40 : 전력변환장치

45 : 태양광어레이 계측장치 50 : 전력계통도 표시장치

60 : GPS 자동시각수신장치 70 : 자동기상관측장치

80 : 영상감시장치 90 : 인터네폰장치

A : 태양전지모듈 S : 송전계통부문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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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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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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