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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ntailed investigations on the current status of monitoring systems or platforms that 

provide important operating data usable as reference data in the design stage of photovoltaic 

(PV)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us, insights into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such 

facilities were gained. This survey of the literature identified the features, namely, ‘renewable 

energy cloud platform,’ ‘renewable energy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REMS),’ and ‘public 

data portal’; a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btained dataset.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firmed that inaccuracies and data errors occasionally occur in individual monitoring 

systems. Nevertheless, by using a large amount of high-accuracy long- term data, a clear 

standard for daily operating hours, which can be the most important data in the design of PV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as devised.

Keywords: 태양에너지(Solar energy), 태양광 발전(PV power generation system),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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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은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

라, 특히 10 kW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 설비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의 경우에도 에너지생산량과 가동 상태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에 근거하여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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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의 운전 특성을 연도별로 지역별 발전소의 설치 개소와 발전량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다(Fig. 1 참조).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공공임대주택)사업, 건물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

업 및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 등의 정부 지원금 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실시간 운전 모니터링은 ‘신재생

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하 REMS)’라는 모니터링 시스템(Fig. 2 참조)에서 운전 특성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지자체 혹은 공기업 발전사 들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발전량을 일반적으로는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https://www.data.go.kr)에

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 One data set presented from Renewable energy cloud platform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양한 계측· 통신 시스템들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발전량을 설계, 분석 및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 데이터이다(참고문헌 1 참조)1). 태양광 발

전소의 설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발전량 예측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발전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는 

것은 발전소의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설치 타당성 검토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30년 기상 통계와 SolarPro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해시, 창원시, 그리고 

진주시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소의 운전 시간을 설비용량 기준으로 3.60 hr, 3.61 hr 및 3.61 hr으로 평가하여 제

시하기도 하였다(https://suncoop.tistory.com 참조). 

2006년 대전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고정식, 수평 추적식, 그리고 양축 추적식 각각에 대하여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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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스템 효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시간이 고정식의 경우에는 3.72 hr, 수평 추적식은 4.32 hr, 그리고 양

축 추적식은 4.59 hr으로 분석되었다(참고문헌 2 참조)2). Park et al. (2010)3)은 2009년 부안에 설치된 1.3 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1년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측 발전량과 실측량을 비교하였고, 실측이 약 5% 낮게 예

측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Hyun et al. (2015)4)는 상세한 발전량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국에 산재

한 0.2 ~ 3.3 MW 태양광 발전소 13개의 월 및 계절별 이용률(발전량[kWh)을 설비용량[kW]과 발전시간[hr]

의 곱으로 나누어 평가)을 분석하여, 2014년 연간 이용률이 약 14%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용률 값을 

발전시간으로 환산 평가하면 일일 기준으로 3.36시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Han et al. (2019)5)는 강원도 정선

에 설치한 700 kW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고정식 일정 용량 설비와 계절별 1회 태양광 패널 각도를 조절하는 

동일 용량 설비의 발전량을 비교하였는데, 계절별 1회 패널 각도 변경에 의하여 발전량을 약 1.5%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데이터를 본 연구자가 추가 분석을 통해 2018년 2월에서 9월까지 평균 발전시간이 

설치용량 기준으로 약 4.68 hr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Lee and Jeong (2020)6)은 전라남도 해남에 설치한 

고정식과 고정가변식 각각 998.64 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의 1년 운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고정식 

30도, 고정가변식은 25도/10도로 발전시 고정가변식의 발전량이 최대 약 2.6% 상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본 

연구자의 분석으로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고정식은 약 3.883 hr, 고정가변식은 3.962 hr의 운전시간을 나타내었

다. 최근 Oh et al. (2021)7)은 2017년 세종시에 설치한 33.2 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2020년 1년

간 운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음영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의 이론 분석을 통해 연간 발전시간을 3.28시간으

로 예측하였고, 측정 발전시간 3.59 hr과 비교하여 이론 발전시간은 91.3% 수준이었음을 제시하였다. 

Fig. 2 Real time data presented from REM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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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들에서 보듯이 개별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운전 특성 중에서도 발전시간의 평가와 그 결과는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시스

템, 혹은 사이트들 중에서 기준 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모니터링 혹은 데이터 제공 시스템

들의 현황과 제공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각의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공개하고 있는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1년 이상의 장기 운전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들이 제시하는 발전량과 이를 이

용하여 분석되는 발전시간 등을 포함한 발전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모니터링 시스템 및 특성

2.1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newable Energy Cloud Platform)은 웹에서 접속 가능한 사이트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RPS 사업 태양광 발전소들의 전체 설비 운전 특성을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발전소 설

치 현황, 설비용량 현황, 발전량 현황을 서울, 제주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에 대하여 월별 그리고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데이터들 중에서 2021년 지역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MW])과 2021년 지역별 신규 발전소들의 

발전량([MWh])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2021년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3.44 

MW인데 비하여, 발전량은 51,654 MWh 수준이었다. 발전량을 설비용량으로 나누면, 설비용량 기준 1년 전체 

운전 시간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약 15,015 hr이다. 이 값을 다시 365일로 나누면 설비 용량 기준 1일 발전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약 41 hr의 값으로 다소 황당한 값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5년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지난 5년간 월별 발전량 데이터를 비교하면, 5월에 최대 발전량이 발전되었으

며, 5월 기준으로 각 월별로는 4월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최소 발전량은 1월로 5월 발전량의 약 54% 수

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월별 발전량 비교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PV power plant operation hours estimated for each year during 2017 ~ 2021

Year 
Minimum 

region

Power gen. 

time [hr]

Maximum 

region

Power gen. 

time [hr]

Average 

time [hr]

2021 Gyeongbuk 10.64 Seoul 41.14 17.80

2020 Jeonnam 8.40 Daejeon 29.05 14.89

2019 Chungbuk 7.90 Busan 21.66 11.91

2018 Gangwon 6.45 Daegu 21.07 12.41

2017 Ulsan 4.62 Busan 84.13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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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V power plant operation ratio estimated for each month during 2017 ~ 2021

Ref Jan. Feb. Mar. Apr. Jun. Jul. Aug. Sep. Oct. Nov. Dec.

May (1.0) 0.54 0.67 0.89 0.99 0.97 0.87 0.87 0.81 0.90 0.72 0.68

2.2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하 REMS)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전 사업자가 아닌 정부지원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들의 운전 특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 플랫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별 주택 보급에 중심을 두고 있는 융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주택지원(공공임대주택)사업, 

건물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 및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 시스템 들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

고 있다. REMS는 Fig. 2에서와 같이 태양광 뿐만 아니라 지열, 태양열, 소수력, 연료전지, 그리고 ESS 설비까지

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상(Operating), 미작동(Not operating), 준비중

(Preparing), 경고(Warning), 그리고 고장(Out of order)” 개소까지도 화면상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먼저 설비의 운전 상태를 설명하는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표에

서와 같이 2022년 9월 21일 임의 시간별로 표시 총계(G)가 실제 계산 총계(F)와 다른 숫자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5일과 같이 일치하고 있으나, 어떤 시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값

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실제 데이터 분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니

터링 총계는 표시 총계(G)에서 준비중(C)을 제외한 개소임을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제 계산 총계가 오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모니터링 개소의 숫자도 오류의 값을 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에는 2022년 9월 22일 오후 13:30분 경 태양광 발전 시설들의 발전량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Fig. 2 참조) 지역별로 발전설비의 개소, 설비 용량, 그리고 금일 발전량을 표시하고 있다. 

데이터 출력 당일 서울의 일출 시각은 06시 19분이었고 ,남중은 12시 25분이었다. 표에서와 같이 금일 발전량

을 설비 용량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는 발전 시간 데이터로부터, 부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발전 시간이 

13:30분 까지 약 6시간 이상으로(평균 6.7 hr)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Table 5 (2022년 10월 11일 오후 13시 30분 경까지 발전 시간의 전국 평균은 2.34 hr)

와 Table 6 (2022년 10월 11일 오후 18시 20분 경까지 발전 시간의 전국 평균은 4.34 hr)에서와 같은 정확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의 시간들에서 보여주는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그 해결을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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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ta set and analysis results from REMS

Items
2022. 09. 21

14:08:11

2022. 09. 21

14:52:40

2022. 09. 21

15:28:46

2022. 10. 05

15:07:50
Etc

Operating (A) 69,345  70,106 222 79,844

Not operating (B) 567  1,405 1,527 372

Preparing (C) 4,502   4,495 4,517 5,116

Warning (D) 8,429 6,874 1 140

Out of order (E) 3,106 3,069 2,293 2,878

Actual total (F) 85,949 85,949 8,560 88,350 =A+B+C+D+E

Presenting total (G) 86,465 86,519 9,096 88,350

Monitoing total (H) 81,963 82,024 4,579 83,234

F-H 3,986 3,925 3,759 5,116

G-H 4,502 4,495 4,517 5,116

Table 4 Real time operation data set and results from REMS for 2022.09.22. 13:30:55

Region 
# of PV plant

[-]

Capacity

[MW]

Real time

power gen. [MWh]

Calculated generating 

time [hr]
Etc

Seoul 296 4.7 30.63 6.517

Busan 2,248 27.2 77.23 2.839

Daegu 1,348 14.5 101.77 7.019

Incheon 1,915 16.1 110.92 6.889

Gwangju 3,288 15.6 108.16 6.933

Daejeon 2,011 12.7 90.43 7.120

Ulsan 1,035 5.2 36.36 6.992

Sejong 611 3.9 29.66 7.605

Kyunggi 6,015 48.8 343.87 7.047

Gangwon 6,917 30.7 217.07 7.071

Chungbuk 10,235 73.3 412.65 5.630

Chungnam 9,794 51.7 378.60 7.323

Jeonbuk 5,581 37.3 276.66 7.417

Jeonnam 8,451 42.0 314.47 7.487

Gyeongbuk 11,923 50.1 370.16 7.388

Gyeongnam 8,618 39.9 266.95 6.690

Jeju 2,069 8.9 52.64 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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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al time operation data set and results from REMS monitoring for 2022.10.11. 13:27:19

Region 
# of PV plant

[-]

Capacity

[MW]

Real time

power gen. [MWh]

Calculated generating 

time [hr]
Etc

Seoul 295 4.5 10.14 2.253

Busan 2,251 27.6 36.64 1.328

Daegu 1,345 14.5 36.79 2.537

Incheon 1,893 16.1 38.46 2.389

Gwangju 3,305 15.6 40.46 2.594

Daejeon 2,003 12.7 29.82 2.348

Ulsan 1,035 5.2 15.53 2.987

Sejong 612 3.9 9.50 2.436

Kyunggi 6,256 50.6 113.95 2.252

Gangwon 6,930 31.4 65.75 2.094

Chungbuk 10,369 59.6 120.29 2.018

Chungnam 9,984 52.0 123.15 2.368

Jeonbuk 5,598 37.2 92.84 2.496

Jeonnam 8,730 43.0 101.17 2.353

Gyeongbuk 12,096 50.7 134.30 2.649

Gyeongnam 8,761 40.3 107.77 2.674

Jeju 2,070 8.9 17.61 1.979

Table 6 Real time operation data set and results from REMS monitoring for 2022.10.11. 18:17:28

Region 
# of PV plant

[-]

Capacity

[MW]

Real time

power gen. [MWh]

Calculated generating 

time [hr]
Etc

Seoul 295 4.5 18.29 4.064

Busan 2,251 27.6 64.11 2.323

Daegu 1,345 14.5 65.88 4.543

Incheon 1,893 16.1 70.18 4.359

Gwangju 3,308 15.6 74.00 4.744

Daejeon 2,003 12.7 55.18 4.345

Ulsan 1,035 5.2 26.91 5.175

Sejong 612 3.9 18.01 4.618

Kyunggi 6,265 50.6 214.81 4.245

Gangwon 6,930 31.4 129.64 4.129

Chungbuk 10,378 59.6 234.93 3.942

Chungnam 9,988 52.0 236.67 4.551

Jeonbuk 5,599 37.2 170.03 4.571

Jeonnam 8,790 43.1 193.42 4.488

Gyeongbuk 12,096 50.7 243.08 4.794

Gyeongnam 8,767 40.3 189.93 4.713

Jeju 2,070 8.9 36.63 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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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https://www.data.go.kr)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공공기관들이 데이터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

지 설비들의 운전 현황과 상태를 표시하는 데이터들도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들에는 

지자체와 발전 사업자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들의 1시간 간격 발전량 운전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운전 데이터 중에서 최소한 1년 이상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가 명확하게 

제시된 발전소 들 중에서, 그리고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약 100 kW ~ 1800 kW까지의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10개소(장기 운전 데이터로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개소임)의 발전소 운전 데이터를 확인하

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발전소들의 개요는 아래의 Table 7과 같다. 각 발전소들의 위치는 부산에 6개소, 

진주 1개소, 진도 1개소, 인천 1개소와 영월 1개소이며, 발전용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7 Real time operation data set and result from Public data portal

Ownership Place
Capacity

[kW]

Peak power

[kWp]

Peak/capacity 

[-]
Data year

KOSPO BECO (P-#1) 111 98.9 0.891 2018

KOSPO Busan newport (P-#2) 115 87.4 0.760 2013

KOSPO Busan storeroom (P-#3) 187 164.6 0.880 2013

KOSPO Busan #1 (P-#4) 392 320.0 0.816 2013

KOSPO Busan #2 (P-#5) 502 441.7 0.880 2019-2020

KOENERGY GNU (P-#6) 900 733.7 0.815 2017

KRC Jindo (P-#7) 995 941.6 0.946 2019

KOSPO Yeongwol-gun (P-#8) 1191 1135.7 0.954 2019

KOSPO Busan #3 (P-#9) 1400 1260.0 0.900 2018

KOSPO Incheon Observatory (P-#10) 1742 1388.4 0.797 2019

태양광 발전량 실시간 운전 데이터 중에서 피크 발전량을 설비 용량과 비교하여 표에 나타내었는데, 설비 용

량과 비교하여 최소 76%에서 최대 95.4% 수준이었는데, 평균적으로는 86.3%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한 발전소 중에서 발전 설비용량이 최대인 한국남부발전의 인천전망대 태양광 발전소

를 대상으로, 발전 특성을 분석보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발전량을 가장 가까운 인천기상대에서 측정한 수평면

전일사량(이하 일사량)과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일사량이 높을수록 발전량은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일별, 그리고 월별 발전량을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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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PV power generation and GHI for Incheon Observatory

(a) daily power generation (b) monthly power generation

Fig. 4 Daily and monthly PV power generation for Incheon Observatory

Fig. 4에서와 같이 1일 최대 발전량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5월 6일에 생산되었으며, 월 최

대 발전량은 5월에 생산됨을 알 수 있었다. 10개 발전소의 1년 총 발전량을 Table 8에 나타내었고, 총 발전량을 

설비 용량과 그리고 피크 발전량으로 각각 나누고 365일을 고려하여 계산한 1일 발전 시간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8에서 보듯이 설비 용량 기준으로 1일 발전시간은 평균적으로 3.41 hr (피크 발전량 기준 3.95 hr 수준

임)이었는데,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설비 설계시 예상 발전량을 평가 계산하는 과정에 고려하는 운전 시간과 거

의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3, No. 1, 202358

Table 8 Analysis result from Public data portal

Ownership Place
Capacity

[kW] (A)

Peak power

[kWp] (B)

Annual power 

gen. [MWh] (C)

C/(A×365)

[hr]

C/(B×365)

[hr]

KOSPO BECO (P-#1) 111 98.9 136.6 3.419 3.838

KOSPO Busan newport (P-#2) 115 87.4 122.5 2.919 3.841

KOSPO Busan storeroom (P-#3) 187 164.6 252.1 3.693 4.195

KOSPO Busan #1 (P-#4) 392 320.0 419.0 2.928 3.587

KOSPO Busan #2 (P-#5) 502 441.7 616.1 3.362 3.821

KOENERGY GNU (P-#6) 900 733.7 1226.2 3.733 4.579

KRC Jindo (P-#7) 995 941.6 1159.3 3.193 3.375

KOSPO Yeongwol-gun (P-#8) 1191 1135.7 1633.1 3.757 3.940

KOSPO Busan #3 (P-#9) 1400 1260.0 1937.9 3.793 4.214

KOSPO Incheon Observatory (P-#10) 1742 1388.4 2091.2 3.289 4.127

특히, 발전 시간의 표준편차가 ±0.331 hr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세부적인 일사량 등의 데이터가 부재한 신규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예측에는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운전 시간 값을 고려하는 것도 유

용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피크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1시간 간격의 발전량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POO value (P95이면, 발전량이 피크 발전량의 95%를 상회하는 시간의 합)에 대하여 Table 9와 같이 정리

하였다. 각 발전소 별 데이터는 Fig. 5(a)에 나타내었다. 

평균적으로 1년 중 P95는 15.6 hr, P50의 경우에는 1323.8 hr 수준이었는데, 이는 일년 기준으로는 0.2%와 

15.1% 수준에 해당한다. P50에 해당하는 발전 시간은 참고문헌 4에서 분석한 2014년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이

용률 약 14%와 매우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5(b)에는 POO에 해당하는 시간을 365일로 나누어 평가한 1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었는데, 

앞서 Table 8에서 제시한 1년 총 발전량을 피크 발전량으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평가한 운전시간이었던 3.950 

hr와 비교하면 P45 (4.105 hr)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들에서의 1일 발전량이 피크 발전

량의 45%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평균적인 데이터들이 부산 지역의 발전소 6개를 집중적으로 포함하여 편중된 경향을 보여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9에 POO별로 부산 지역 6개 발전소와 기타 지역 4개 발전소 간의 데이터 차이를 평균

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표에서와 같이 P75까지는 다소 큰 20%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P70 이하에서는 

거의 유사한 ±5% 이내의 값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들이 전국적으로 

명확한 태양광 발전 설비들에 대한 중요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석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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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ual power generation time (b) Daily power generation time

Fig. 5 Annual & daily power generation time for POO value

Table 9 Real time operation analysis result from Public data portal

POO
Average hour

a year [hr]

Average hr

for Busan 6 plants

Std. Dev.

for Busan [hr]

Average hr

for Other 4 plants

Std. Dev. for 

Other Regions [hr]
Etc

95 15.6 14.5 5.05 17.3 15.59

90 59.3 55.5 14.64 65.0 30.76

85 152.2 137.7 36.02 174.0 62.27

80 293.4 275.0 52.48 321.0 80.78

75 429.7 391.3 119.84 487.3 127.09

70 631.6 610.8 97.15 662.8 170.42

65 801.3 787.2 121.93 822.5 210.55

60 967.6 961.8 141.36 976.3 272.53

55 1134.0 1137.3 144.77 1129.0 314.77

50 1323.8 1311.3 145.46 1342.5 219.52

45 1498.3 1483.8 150.28 1520.0 231.66

위의 분석에 활용된 명확한 데이터와 달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태양광 발전소의 실시간 발

전 데이터 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소가 부족한 편이며, 발전소의 설비 용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두 개 혹은 세 개의 발전소 발전 데이터가 한 개의 데이터 파일에 연이어 포함되거나,

-가장 인근의 일사량 측정값과 비교하였을 때, 발전량의 데이터 정확도가 다소 낮거나,

-시간별 데이터의 값이 검증됨이 없이 업로드 되는(일출 이전 혹은 일몰 이후에도 발전량 값이 표시되거나 

혹은 특정 시간의 발전량이 0으로 표시되거나)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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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접속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하여,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도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들의 운전 데이터들에 

대하여 명확한 사전 검증 단계 및 다양한 확인 과정 혹은 설비의 도입(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이트의 일사량을 동

시 측정하는 등)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결 론

국내에서 널리 설치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에 대하여 공공성을 가진 모니터링 혹은 데이터 제공 

시스템들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에서 제공되는 1년 이상의 장기 운전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은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 지역에 대하여, 

RPS 사업 태양광 발전소들의 월별 그리고 연도별 발전량 데이터를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제공된 데

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는 다양한 정부 보급보조 사업으로 설치된 개별 태양광 발전 설

비들(지열, 태양열, 소수력, 연료전지, ESS 설비 포함)의 운전 특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상, 미작동, 준비중, 경고, 그리고 고

장” 개소까지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 운전 데이터의 분석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의 시간들에서 나타나는 부정확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그 해결을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

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모니터링 데이터들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에서 업

로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데이터의 검증 단계를 명확히 거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

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상기의 모니터링 플랫폼 혹은 시스템들에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운전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최대 발전량은 5월에, 5월 기준으로 4월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최

소 발전량은 1월로 5월과 비교하여 약 54% 수준이었다.

-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과 비교하여 피크 발전량은 최소 76%에서 최대 95.4% 수준으로, 평균 86.3% 수

준이었다. 

- 설비 용량 기준으로 1일 태양광 설비의 발전시간은 전국 평균적으로 3.41 hr이었으며, 피크 발전량 기준

으로는 3.95 hr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실제 피크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는 POO value는 전국적으로 1년 중 P95는 15.6 hr, P50의 경

우에는 1323.8 hr 수준으로, 약 0.2%와 15.1% 수준이었다. 또한, 국내 태양광 발전소들에서의 1일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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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은 피크 발전량의 45% 수준(P45)으로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 발전한 량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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