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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remote terminal unit (RTU) with real-time communication for the optimal 

operation of a virtual power plant (Vpp) platform. Currently, Vpp presents two issues during 

operation: 1) inadequate implementation of real-time communication of measured data and 2) 

insufficient data security, high initial investment cost, maintenance cost, and insufficient ease of 

install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developed an integrated RTU module. The main 

objective was to develop a real-time power genera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module that 

combines the functions of a power meter, an RTU, and environmental sensors, such that 

real-time information can be transmitted from the PV inverter, environment sensors, and power 

meters. Furthermore, the RTU can employ the standard protocol for exclusive PV system 

communication and save data during communication failure for as long as 90 d. It can also 

immediately transmit the saved data after recovering from a communication failure. Moreover, 

we developed an RTU webpage where users can change the configuration of the RTU module 

and monitor the condition of the inverter connection and power generation.

Keywords: 가상발전소(Vpp), 센서(Sensor), 통신모듈(RTU), 모니터링(monitoring), 분산
전원(Distribute Energy Resources)

기호 및 약어 설명

t : 시간(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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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 3 : Double Date Rate 3

GB : GigaByte

1. 서 론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시나리오를 발표하

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화석연료에서 신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한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안

정화를 위한 방안인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플랫폼의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상의 유연성과 제

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1).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전

압 및 주파수 이상의 전력품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불어 불확실한 발전량은 적정규모의 전력망 투자

와 효율적인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 규모가 작고 설치 대수가 매우 많아 이를 개별적으로 

감시하거나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력거래와 계통운영을 위한 단독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분산전원을 ICT를 이용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앙발전발전기와 같은 설비

운영에 대한 최적 운영을 유지 가능하다.

가상발전소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큰 줄기를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가상발전소 플랫 폼에 대한 빅데이

터 기반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적용을 통한 상태분석에 대한 연구와 Vpp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Lee et al. (2021)2) 등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으로 미리 산

정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하였을 때 가상발전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전

원의 출력을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을 통해 확률적인 방법, 결정론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i et 

al. (2021)3)은 가상발전소 사업자들이 시장참여 수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예측기법 들을 통해 상관 관

계와 분산의 관계를 이용하 여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계통운영자가 계통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 중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있는 시행하였다4,5).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는 Kim et al. (2021)6)이 Vpp 구성요소들의 선정과 배치의 적용으로 Vp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의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SOAP 기반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

다. 또한 Jang et al. (2021)7)은 가상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운용 접근성에 관한 인터페이스 연구로 사용

자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Vpp 플랫폼과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Park et al. (2021)8)

은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에 통신 모듈(Remote Terminal Unit, RTU)을 활용하였고,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 

Energy Resources, DER)과 표준화된 통신으로 직접 계량기와 통신하고, 정산 금액을 예측하며 정확한 동작여

부를 확인하도록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Vpp 시스템과 실시간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범용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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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설계를 연구하였다.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로는 Hwang et al. (2021)9)은 다수의 계측기와 데이터를 수집, 변환, 저장하고 중앙 서

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으며, 통신 및 모니터링 기술 기준에 제정된 공용 규격에 따

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계측기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Hwang et al. (2021)10)은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버터 시스템을 RTU에 동기화시키고, 인버터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손실에 대한 진단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Song et al. (2021)11)은 개발된 RTU에 대한 

상호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능시험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고 안정적 시험 절차를 정립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진행된 Vpp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존 분산전원의 최적 운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상발

전소 시스템 운용 및 적용을 위한 발전정보 획득용 통합 통신모듈(Remote Terminal Unit, RTU)을 개발하였다. 

현재 소규모중개거래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발전량 예측을 통

해 가상발전소 운영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첫번째, 기존 통신모듈은 10 ~ 15분 단위로 발전정보

를 전송함에 따라 인버터의 발전정보와 전력계량기의 발전정보 간의 동기화 차이로 실시간 전력 계량정보 획득

이 불가능하며, 이를 개선하여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계 학습이 가능한 수준의 실시간 발전정보를 최소 1분 

이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통신장애 발생이후, 복구 시 개별 데이터의 자동저장 및 재전송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하여 미전송된 인버터의 발전정보와 전력계량기의 발전정보의 연속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

도록 RTU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상 및 고장을 사전에 탐지하고 유지보수에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신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및 발전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Vpp 시스템 적용을 통한 최적운영을 위하여 RTU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RTU를 실증한 

영농형태양광 시스템 구성도는 Fig.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태양광 모듈의 데이터가 계통연계 인버터와 환

경 센서(수평면 일사량계, 경사면 일사량계, 표면 온도, 외기 온도 등) 및 한국전력거래소(KPX) 계량기를 통

합한 RTU 형태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져 영농형 태양광 관제운영 시스템의 서버로 최종 전송되는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과정에서 일반태양광의 기존센서에서 기울기 센서를 영농형태양광 모듈 패널에 추가

로 적용하여, 모듈 지지물 표고 증가에 따른 태풍시 풍압에 의한 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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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agriculture photovoltatic system

본 연구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및 전력중개사업의 확대 및 운영 편의성 향상을 위한 통합 RTU 모듈을 개발하

기 위해 기존 RTU와의 4가지 차별성을 가지도록 연구를 시도하였다. 첫번째, 기존환경센서(일사량, 온도) 정

보, 농작물 생육상태, 구조물 상태를 수집하는 센서를 포함하였고, 두번째는 인버터와 실시간 전력량계 정보

(KPX 전송 정보)를 수집하는 발전량을 포함하였다. 세번째로는 VPN의 보안기능을 탑재한 보안성을 포함하였

고, 마지막으로 가상발전소(Vpp) 플랫폼 연동 기법을 연구하였다.

Fig. 2 Diagram of RTU for Vp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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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RTU 개발에 있어서의 주요 획득 데이터는 인버터 정보, 각종 환경센서 정보, 전력량계 정보, 구조물 기

울기 정보이며, 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로 통합 구성하였으며, 각 정보를 유기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실시간 발전정보 전송용 통합 RTU(전력용 계량기 + RTU + 환경센서)의 세부 구성 별 개

발 주요내용은 실시간 발전정보 전송용 통합 모듈(전력용 계량기 + RTU + 환경센서) 개발, 태양광 발전소 인버

터, 환경 센서 정보 및 계량기 발전데이터의 실시간 원격전송(인버터 정보, 환경센서 정보, 전력계량기 정보), 영

농형태양광 Vpp 플랫폼 전용 통신 환경구축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 사용, 통신장애 복구 후 장애발생 동안의 발

전 데이터 전송 기능 탑재(90일 이상 저장 가능)하였다. 장애발생 동안의 개별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내부 

메모리 램으로 DDR3 1 GB를 사용하여 Fig. 3와 같이 설계하였다. 또한 단말기 웹 페이지를 통한 환경설정 및 

인버터 연결상태, 출력량 디스플레이에 대한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무선모뎀은 HANCOM TELADIN사의 

LTE[Cat5, Cat1]를 지원하는 TX700 계열을 적용하였다.

Fig. 3 Diagram of RTU for individual PV module monitoring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적합한 수준의 발전정보를 영농형태양광 운영지원센터내의 모니터링과 연계하

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유무선 통신이 가능한 통합 RTU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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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he hardware RTU and (b) the prototype RTU

개발된 통합 RTU의 검증을 위하여 한국남동 발전에서 추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단지 인 경상남도 남

해(100 kW) 발전소에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실증을 수행한 태양광 사이트와 실증 설비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통합 RTU 시스템에 대한 실증은 2021년 8월 1일부터 수행하였으며, 향후 1년간 실증을 통하여 개발품의 신뢰

성 및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된 통합 RTU와 구조물 기울기 확인용 시제품 모듈 및 기존 

G-Type의 정격 3P4W 220/380 V 5 (2.5) A급 전력계량계를 사용하여 실시간 시스템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실증을 시행하였다.

Fig. 5 (a) Field installed RTU, (b) Prototype module for checking the slope of the structure, (c) Real-time power meter and (d) 

Real-time power meter communication external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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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6은 통합 RTU에 접속시 보여주는 모니터링 웹 프로그램으로서, 1초 간격으로 전력량계, 인버터 및 각종 

센서 데이터 값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합 RTU 모듈의 실시간성에 대한 실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각 센서 및 통합 RTU 모듈에서의 설계 구현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환경센서인 온도센서 2곳과 일사량센서 2곳, 기울기센서, 전력계량기 

출력값, 인버터의 값들을 표현한다. 개발된 UI는 통합 RTU 접속시 Web 프로그램 기반 RTU 설정을 통해 실시

간 데이터 값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실시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 값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Monitoring of Environment sensor for individual PV module

Fig. 7는 2021년 8월 1일 기울기센서, 환경센서로부터 수집된 개별 모듈의 전압, 전류, 온도와 전력량계에서

의 전력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모듈에 각종 환경센서들을 부착하여 측정된 데이터는 시

간에 따른 전압 및 전류 출력값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류의 경우 당일 시간별 일사량과 매우 상관

된 출력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일사량에 따른 태양광 모듈의 전류가 정확히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존의 인버터 데이터와 비교하여 확인하면,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울기센서, 

환경센서, 실시간 전력량계가 통합적으로 개발된 RTU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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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Measured power meter, (b) Measured current, and (c) Measured voltage by Environment sensors and on 1st Aug 

2021.

Table 1에서는 개발된 RTU의 실증에서 실시간 전송에 대한 시간이 최소 1초에서 1분으로 전송됨을 확인하

였고, 전류는 0.6 ~ 1 A이며, 환경센서인 ADC 센서의 전압은 650.05 mV이었으며, 일사량 센서의 전압도 

68.43 mV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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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pp platform application parameters of the developed RTU

Real Time Transmission 

(t)
Electric Current

Voltage

(ADC Sensor)

Voltage

(Pyranometer)

RTU 1 second ~ 1 minute 0.6 ~ 1 650.05 mV 68.43 mV

Fig. 8에서는 (a) 구조물 기울기 DB데이터, (b) 인버터 각 출력값 DB데이터, (c) 전력량계 각 출력값 DB데이터

를 나타내었다. 각 데이터들은 10분단위로 보여지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을 때도 기존의 인버터 내

에 표시되는 값과 유사함을 보여주었고, 추가로 통신장애 발생 시에도 자동 저장된 개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a) Measured Slope Sensor, (b) Measured Inverter and (c) Measured power meter by Data PV module monitoring

각종 환경센서과 통합 RTU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발전소와 

연계된 영농형태양광 전용 통합 RTU 플랫폼을 User interface (UI)로 제작하였다. Fig. 9에서는 통합 RTU의 기

능을 쉽게 확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간 날씨 및 전력량을 표현하여 유지보수에 활용함으로써, 영농형태

양광에 대한 효과적인 발전소 운영 및 발전량 향상에 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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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nitoring of Power generation operation performanc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발전소에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 통합 RTU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통합 RTU에서

는 가상발전소 시스템 연결 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시간성에 대한 해결과 영농형태양광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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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증을 통해 태양광 구조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울기 센서를 추가 적용하여 통합 RTU에 연동하였다. 

실시간 전력거래에 요구되는 표준 프로토콜 적용하였으며, 데이터를 90일 저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신

뢰성 확보가 가능하게 하였다. 통합 RTU 모듈은 전력량, 전압, 전류, 온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Zigbee를 통하

여 유, 무선 송신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요처에서 제시한 보안강화 요구에 의해 VPN Client Server 적용으로 

제품 자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상발전소(Vpp) 플랫폼 연동이 최적화된 제품으로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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