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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한한 청정 자원인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 중 하나이다. 환경오염을 비롯해 

에너지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태양광은 향후 

미래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그 기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 2019년 말에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 627GW에 

도달하게 되었다[1-3].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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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a model to diagnose efficiency reduction of inverter using Multilayer
Perceptron(MLP). In this study, two inverter data which started operation at different day was used.
A Multilayer Perceptron model was made to predict photovoltaic power data of the latest inverter. As
a result of the model’s performance test,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MAPE) was 4.1034. The
verified model was applied to one-year-old and two-year-old data after old inverter starting operation.
The predictive power of one-year-old inverter was larger than the observed power by 724.9243 on
average. And two-year-old inverter’s predictive value was larger than the observed power by 836.4616
on average. The prediction error of two-year-old inverter rose 111.5572 on a year. This error is 0.4%
of the total capacity. It was proved that the error is meaningful difference by t-test. The error is pre-
dicted value minus actual value. Which means that PV system actually generated less than prediction.
Therefore, increasing error is decreasing conversion efficiency of inverter. Finally,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inverter decreased by 0.4% over a year using th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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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용 정책(Renewable Por-

tfolio Standard, RPS)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 등을 시행하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를 정책적으로 권장했다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레 태양광 발전 시

스템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수명은 태양광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되는 대상이다. 태양광 발전 시

스템을 구성하는 중요 설비로는 모듈과 인버터가 있

다. 태양광 모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외선에 의해 

열화 된다. 점진적으로 효율이 감소한 태양광 패널은 

20년이 지나면 그 효율이 11%가량 감소하게 된다.

태양광 모듈뿐 아니라 인버터를 비롯한 시스템 설비

들 역시 지속해서 성능이 저하되며 결국에는 발전량

이 감소하게 된다. 발전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습도 침투 방지를 위한 간단한 유지보수로 수명을 

50%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유지보수

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되새겨준다. 운영 품질을 

관리하는 측면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운

영 효율 측면의 유지보수는 중요하다[5-8].

운영 측면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의 이상(Anomaly)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의 상

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버터는 이상이 

생겨 전원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상을 알아채기 힘

들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다[9]. 따라서 각 

구성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태양광 모듈의 상태는 패널의 전류와 전압 데이터

를 이용하여 진단한다.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대 전력점(Maximum Power

Point, MPP)에서 지속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제어해

야 한다. 이 점을 근거로 최대 전력 추종점(Maxi-

mum Power Point Tracking, MPPT)을 이용하여 이

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외

에도 패널의 소재에 초점을 맞춰 패널 성능 저하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10-12]. 반면 인

버터의 상태는 인버터에 흐르는 전압, 전류 정보보다

는 인버터가 측정한 발전량 데이터를 이용한 진단 

방법이 연구되었다. 발전량과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일사량이나 온도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발

전량을 도출하고, 예측 발전량의 오차를 기준으로 이

상 징후를 감지했다[13]. 연구에는 주로 통계적 분석 

기법이 이용된다. 최근에도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하

여 인버터 효율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4].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되며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석

이 보편화됨에 따라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

학습을 적용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15].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의 효율 감소를 진단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연식이 다른 D사의 인버터이다.

비교적 최근 연식의 인버터 데이터로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MLP) 모델을 생성했다. 해

당 모델을 이용하여 연식이 오래된 인버터의 발전량

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와 실제 발전량 사이의 차이

를 분석하여 인버터의 효율 감소를 확인했다.

2. 관련 연구 

2.1 인버터의 효율 진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 구성요소인 인버터는 태

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류(Direct Current,

DC)에서 교류(Alternation Current, AC)로 변환하는 

발전 설비이다. 인버터의 발전량 데이터는 Fig. 1과 

같이 RMC(Remote Maintenance Controller) 게이트

웨이에서 수집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환경 센서

가 설치된 경우 기온과 일사량 데이터도 RMC 게이

트웨이가 수집한다[16]. RMC 게이트웨이가 수집하

는 발전량, 일사량, 온도와 같은 데이터들은 단일 데

이터이다. 단일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발

전 상태를 예측할 수는 없다[17]. 기존에 진행된 연구

들은 다양한 예측 변수(Predictor Variable)를 이용

하여 발전량을 예측하고, 예측값과의 오차를 통해 고

장을 진단한다. 최근 진행된 연구로는 일사량, 강수

량, 기온, 전운량, 습도, 안개 데이터로 인공 신경망

Fig. 1. RMC gateway to collect data of PV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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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SVM(Support

Vector Machine),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

여 단위 발전량을 예측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는 연구가 있다[18]. ELM(Extreme

Learning Machine) 모델에 상관 분석을 접목하여 일

사량과 온도 데이터를 통해 발전량을 예측하여 고장

을 진단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9].

2.2 다층 퍼셉트론 모델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뉴런으로 구성된 머신러닝 

모델의 일종이다[20].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 식 (1)은 모든 입력 값과 연결된 1개의 출력

값을 가진 단일 뉴런 퍼셉트론(Perceptron)에 관한 

식이다.

   and  
  



 (1)

는 입력값, y는 출력값, w는 가중치(Weight), n

은 입력 값의 수를 의미한다. 계산된 값은 활성화 함

수(Activation Function) f를 거쳐 다양한 형태를 가

지게 되며, 여기에 편향 특성이 더해진다[21]. 다층 

퍼셉트론은 단일 퍼셉트론들을 다층 구조로 설계한 

인공 신경망이다. 복잡한 패턴은 학습하지 못하는 단

일 퍼셉트론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22].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1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

며, 계산 결과는 항상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순전파

된다. 같은 층의 뉴런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 특징이다[23].

다층 퍼셉트론 모델의 성능은 구성에 영향을 받는

다. 연결이 충분하지 못하면 매개 변수의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과할 경우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4].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층 퍼셉트론은 역전파(Backpropagation) 훈련 알

고리즘을 통해 학습한다. 각각의 뉴런은 역전파 과정

을 거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 매개변수를 찾는

다. 이 과정을 최적화(Optimization)라 하고 가중치,

편향과 오차의 관계 함수를 오차 함수(Loss Func-

tion)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최적화 방법은 적

응적 모멘트 추정(Adaptive Moment Estimation,

Adam)으로, 수식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한다

[25].

     
  (2)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전처리

연구 대상은 D 제조사의 A, B 인버터이다. A, B

인버터에는 환경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RMC 게이

트웨이가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버터 A

는 전남 나주시 Y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인버터 B는 전북 군산시 O면

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발전량 데이터와 환경 센서 데이터는 별개의 테이블

에 저장되므로, 두 테이블을 병합하고 센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는 제거했다. 직류 발전량과 교

류 발전량 데이터는 MinMaxScaler를 이용하여 전

처리했다.

모델을 생성하기에 앞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인버터의 효율 감소를 확인하고, 모델에 사용할 데이

터를 선정했다. 인버터의 효율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발전

량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의 예측 정확도 향상

을 위해 상관분석을 했다. 예측하고자 하는 교류 발

전량과의 상관계수가 높은 값을 입력값으로 선정하

였다. 상관분석 결과 인버터 데이터 중에서 교류 발

전량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값은 직류 발전량이었

다. 직류 발전량이 변환된 값이 교류 발전량이므로 

이 둘의 관계는 인버터의 효율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인버터의 설치 위치 

차이를 보완할 환경 센서 데이터 중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일사량이었다. Fig. 2는 모델의 입력

값과 출력값의 산점도이다.

Fig. 2의 (a)는 직류 발전량과 교류 발전량, (b)는 

일사량과 교류 발전량의 산점도이다. 직류 발전량이 

일사량보다 교류 발전량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일사량 데이터의 분포 

양상은 데이터 수집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모델의 예측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예측 성능 극대화를 위해 12월부터 1월의 데이터 중 

공통 발전 시간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대한 변인

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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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 생성 및 검증

Fig. 3은 교류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이다. 입력층과 2개

의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층은 2개,

은닉층은 각각 4개, 2개, 출력층은 1개의 노드로 구성

했고, W는 각각의 가중치이다. 입력값은 상관 분석

을 통해 선정한 직류 발전량과 일사량을 활용하였다.

활성화 함수는 모델을 통해 계산된 출력값을 그대로 

예측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형 함수를 사용했다. 모

델의 훈련은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80:20 비율로 

나누어 80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진행하

였다. 이때 학습률은 0.0001, 에포크는 100으로 지정

하였으며 옵티마이저는 Adam, 손실 함수(Loss Func-

tion)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

를 사용했다.

  



  



 


 (3)

식 3은 평균제곱오차 식이다. n은 학습 데이터의 

수, 는 실제값, 는 모델을 통해 도출한 예측값이

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값을 도출하여 검증한다. 예측값과 실제 값의 평

균절대비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a) (b)

Fig. 2. Scatter Plot of Training Data Set. (a) DCP and ACP, (b) Levelsolar and ACP.

Fig. 3. Multilayer perceptron model us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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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E)를 통해 예측값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식 4는 

MAPE 수식으로, n은 데이터의 수, 는 예측값,

는 실제 값이다.

  



  




 ∙ (4)

4. 실험 결과

4.1 연도별 발전 효율 감소 분석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인버터의 효율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를 진행했다. Table 1은 연도별 직류 발전

량과 교류 발전량 데이터에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

고 구한 계수 값을 정리한 표이다.

2020년에서 2022년으로 갈수록 회귀 계수가 감소

하고 있다. 이는 해가 지남에 따라 직류 발전량 대비 

교류 발전량 비율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이후 구체적

인 감소치를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통해 확인했다.

훈련 후 검증을 끝낸 다층 퍼셉트론 모델의 MAPE는 

4.1034였다.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가동한지 2년 된 

B 인버터의 교류 발전량 데이터를 예측했다.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했던 연도별 직류대비 교류 

발전량 변환율의 감소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년이 

지난 시점을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Fig. 4의 (a)는 B 인버터가 가동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2021년 1월의 발전량 예측 그래프이고, (b)는 

가동 2년 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의 발전량

을 예측한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실제 값의 추세를 

예측값이 잘 따라가지만, 대체로 예측값이 실제 값보

다 더 크다. 실제 값과 예측값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 오차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4.2 연도별 발전량 예측값의 오차 분석

모델을 통해 도출된 예측값과 실제 발전량의 오차

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Table 1은 오차 값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사분위수 표이다.

사분위수는 데이터를 4개의 그룹으로 균등하게 

Table 1. Result of Linear Regression of Inverter Efficiency 

(ACP/DCP).

Year 2020 2021 2022

Coef 0.9531 0.9530 0.9526

(a)

(b)

Fig. 4. B Inverter’s ACP Prediction-Actual Value Graph. (a) One-year-old Inverter and (b) Two-year-old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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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기 위한 경곗값이다. Q1은 25%, Q2는 50%,

Q3은 75%의 데이터가 분포하는 지점이다. Table 2

를 보면 2021년보다 2022년의 예측치 오차 사분위수

가 더 크다. 이는 2022년 오차 값이 2021년보다 더 큰

범위에 분포해 있음을 의미한다. 오차의 평균도 2021

년보다 2022년이 더 크다. 2021년 예측치 오차의 평균

은 724.9243인데 반해 2022년 오차 평균은 836.4616

이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오차가 평균 111.5572

증가했으며, 이는 인버터 B의 최대 발전 용량(25,200

W)의 0.4%에 해당한다.

도출한 예측값과 실제 발전량 데이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별하기 위해 T 검정을 시행했다. 두 데이

터의 오차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귀무가설이 

채택되며, 아닐 경우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검정 결

과 p-value가 2021년 7.37*10-8, 2022년 1.82*10-19으

로 나타나, 둘 모두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예측값이 우연에 의한 차이가 아님을 나타낸

다. 유의 확률은 2022년이 2021년보다 더 적게 나타

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 제조사의 연식이 다른 인버터를 

활용하여 인버터의 효율 감소를 진단하였다. 직류 발

전량과 교류 발전량의 회귀 분석을 통해 인버터 효율 

감소 추세를 확인하고, 감소치를 확인하기 위한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생성했다. 모델 생성에 이용한 데이

터는 2021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소

의 인버터와 환경 센서의 데이터이다. 전처리한 데이

터로 인버터 효율 감소를 진단하기 위한 교류 발전량 

예측 모델을 생성했다. 모델은 직류 발전량과 일사량

을 입력값으로 하는 다층 퍼셉트론으로, 2개의 은닉

층을 가지는 가벼운 모델이다. 보편적으로 데이터 예

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라미터와 모델들

을 활용하지만, 이는 데이터 수집에 드는 비용을 증

가시키고, 과적합(Overfitting) 가능성을 높이는 요

인이 된다. 해당 논문에서도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뉴런 수와 층의 수를 증가시켰으나 오차 함

숫값이 수렴하지 않았다.

도출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한 결과 MAPE

가 4.1034, 예측 정확도가 9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모델은 효율 감소 진단 대상 인버터 데이터에 

적용했다. 적용 데이터는 2020년에 가동을 시작한 인

버터의 1년, 2년이 지난 데이터이다. 모델이 도출한 

예측 발전량과 실제 값의 오차를 계산해 각 시점 데

이터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예측값과 실제 값의 추

세는 유사하지만, 예측값이 실제 값보다 대체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동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데이터 예측값은 실제 값보다 평균 724.9243

컸다. 가동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의 예측값은 실제 값

보다 평균 836.4616 정도 컸으며, 이는 1년 차에 비해 

111.5572 증가한 수치이다. 도출한 예측값과 실제 값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 검정을 통해 확

인한 결과 해당 오차가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닌 효율

감소로 인한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진단 대상 인버터의 예상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1년 동안 전체 용량 대비 평균 0.4%

감소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인버터의 변환 효율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 결과는 

매해 인버터의 변환 효율이 동일하게 감소한다는 가

정하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버터의 효율 감소 양

상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인버터 발전량이 예상 발전량보다 적게 나타날 

때 해당 현상이 인버터의 노후화로부터 비롯된 효율 

감소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향후 제조사에 국한되지 않은 정확도 높은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더욱 범용적으로 효율 감소를 진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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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컴퓨

터과학과 졸업(이학석사)
2007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컴퓨

터과학과 졸업(이학박사)

2013년 서울대학교 자동화 시스템 연구소 선임연구원

2021년∼현재 순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영상처리, HCI, 콘텐츠, 컴퓨터그래픽스, 기계

학습,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박 철 영

2010년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공학사)
2012년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공학석사)
2017년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공학박사)

2018년～현재 (주)티이에프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기계학습, 시계열 분석, I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