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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2년간 이종 통합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HS 쏠라에너지는 효율적인 태양에
너지 시장에서 전력 생산 시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발전량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삼성 아틱
을 이용한 소비전력량 관리를 접목하여, 현재 생산된 발전량과 소비전력량을 통제하는 전력량 통합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아틱 모듈 기반 소비전력 모니터링을 구축한다.

1. 서  론

  세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비용이 낮고, 장소적 제약이 
적으며, 유지보수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공공기
관이나 가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 
사용료를 줄이려는 곳이 많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태양광 발전량이나 가정 내 전기 사용량에만 치중되어 있
다. 이로 인해 건물 내 공급되고 발전하는 전력량의 통합
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신재생 에너지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삼성 아틱을 적용하였다. 실
시간으로 건물 내 소비전력과 발전량을 휴대폰 어플리케
이션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삼성 아틱과 
태양광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3장에
서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
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가 접속반에 연결되고, 이를 인버터에 전송해 
전압, 전류, 현재 발전량 등을 데이터화한다. 이 데이터를 
RS232 케이블로 연결된 로컬 모니터링 서버에 전송한다. 
이 때, 기존 인버터 업체마다 서로 다른 포맷의 패킷을 

사용하므로, 로컬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이를 메타모델 변
환 후 자동코드 생성한다. 또한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현재 발전소의 발전현황들을 로컬 서버 내 프로그램으
로 모니터링 한다. 통합 모니터링 서버는 모든 로컬 서버
들의 데이터를 통합해 웹 서버를 통해 권한에 따라 발전
소 별 모니터링 한다[1,2].

2.2 삼성 아틱(Artik)

  삼성 아틱은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 센서 등으로 구성
된 초소형 IoT 모듈로, 소프트웨어/드라이버, 스토리지, 보
안솔루션, 개발보드, 클라우드 기능이 하나의 모듈에 집
적된 플랫폼이다. 개발자들은 아틱을 활용하여 빠르고 쉽
게 IoT 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다[3]. 아틱 클라우드에 아
틱 모듈,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타 클라우드를 등록하
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아틱 
053과 710, 아틱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3. 전력량 모니터링

  다음 그림 1은 기존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내 아틱을 이
용한 소비전력 측정이 추가된 전체 구성도이다. 기존 시스템
에서는 축적된 발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전량 예측을 위해 
머신러닝을 적용하였다[1,4]. 태양광 발전 및 소비전력량 통
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아틱 053을 통해 소비전력량을 측
정해 아틱 클라우드로 전송한다. 아틱 710은 아틱 클라우드
로부터 아틱 053의 데이터를 수신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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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틱클라우드와어플리케이션간의데이터전송구성도

그림 1 기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확장된 소비전력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전체 구성도

틱 클라우드에 요청해 모니터링 할 데이터를 전달 받는다.
  소비전력량 모니터링은 아틱 053에서 연결된 가전제품
의 현재 소비량을 측정한다. 아틱 클라우드에 Device 등
록 메뉴를 이용해 아틱 053에 대한 Device ID를 할당 받
고, 전송할 데이터의 파라미터 이름, 데이터 타입 등을 
설정한다. 할당 받은 Device ID를 아틱 053에 입력해 주
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아틱 클라우드로 전송된다.
  아틱 710은 아틱 클라우드로부터 아틱 053의 현재 소
비전력량 데이터를 받아온다. 또한 RS232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인버터로부터 현재 발전량 데이터를 받는다.

  그림 2는 어플리케이션 전체 구성 및 아틱 클라우드와의 
데이터 전송 구성도이다. access_token을 얻기 위해 아틱 
클라우드 로그인이 필요하다. 메인화면에서 현재 발전량, 
현재 소비량, 발전량-소비량을 나타낸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기존에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태양광 발전이나 소비전력량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한다[1,2]. 이는 전력 생산
과 소모라는 점에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면 통계나 계산
에 용이하다. 또한 삼성 아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한다. 또한, 클라우드상에 Device 등록 메뉴를 활용하
여 새로운 전자제품을 추가하면 Device 등록/삭제가 간편하다.
  즉, 이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전량, 소비량을 모니
터링 하며, 현재 발전량을 스피드메타 api를 활용해 현재 발
전량, 소비량, 두 데이터 간의 차를 심플하게 모니터링한다.
  현재 아틱 053 모듈 추가 시, 소스코드를 수정해야한다. 
향후 연구에서 모듈 추가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소스코드 
수정 없이 모듈을 추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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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현, 한지호, 이재훈, 조은일, 윤영로

21N3N4-107
공유메모리를 이용한 향상된 메시지 기반 시스템 호출
김주호, 조중연, 진현욱(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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