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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국민대학교 에너지 인터넷 연구센터 / 장영민

학생창의자율과제명
건물형 마이크로그리드 내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기간 2020. 04. 01 – 2020. 12. 31

연구 필요성

o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에너지 데이터 취득 및 관리 기술의 중요성 증대

o 에너지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구축 및 딥러닝 등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증가

o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데이터의 별도 개발환경 구축의 필요성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데이터 축적

o 건물형 마이크로그리드 내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o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모니터링

o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취득 환경 구축 – Python & MATLAB 
o 기존의 건물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개발환경 검증

주요실적 / 구현결과

1. 프로젝트 개요도

  건물형 마이크로그리드 내 에너지 데이터를 클

라우드 서버에 축적하여 Python API를 통해 에너

지 데이터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

축하였습니다. 

그림 1. 클라우드 기반 건물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2.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데이터 취득을 위한 환경 

구축

  태양광 발전기(PV, Photovoltaics)가 설치된 교내 

건물에 다수의 스마트 분전함을 설치하여 클라

우드 서버 내에 건물의 에너지 데이터를 축적하

였습니다.

그림 2. 국민대학교 내 설치된 스마트 분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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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 내 축적된 에너지 데이터는 어디  

에서나 언제든지 PC, 노트북, 라즈베리파이 등에

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매우 용이합니다. 하

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

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제공하는 Python API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환

경을 Python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림 3. Python을 통해 취득된 3월 하루 PV 데이터

Python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장함수를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툴인 MATLAB

에도 취득 환경을 개발하였습니다. 취득 환경의 

개발 방법은 Python과의 파일연동입니다. 사용자

는 MATLAB에서 다양한 옵션을 통해 원하는 데이

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는 하나

의 파일로 생성이 되고, 이는 Python에게 제공되

어 클라우드 서버에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API를 통해 받은 데이터는 또한 파일로 

생성되고, 자동으로 MATLAB에서 읽어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림 4.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취득을 위한 순서도

 

3.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

링  

  스마트 분전반을 통해 취득된 에너지 데이터

는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전송되며, 과거 데

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

다. 모니터링 시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클라우드 서버 내 실시간 모니터링

 

 

3-1.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링 및 취득 시 사용

되는 옵션

  모니터링 및 데이터 취득 시에는 다양한 옵션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분전반이 건물별 및 각층

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 물리적 위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유형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기의 발전량 

및 전열, 전등 같은 부하 수요량 등입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는 취득 주기(Raw, 1분. 5분, 15

분, 1시간), 데이터의 특성(유/무효전력, 역률, 

상전압, 선간전압 등)으로 분류되어 사용자에

게 제공됩니다.

그림 6. 선택 가능한 다양한 옵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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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데이터 취득을 위해 구축한 환경 검

증

  에너지 데이터 취득을 위해 구축한 MATLAB 

환경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운영 최적

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습

니다.

  RNN 모델 설계에 필요한 에너지 데이터가 부

족하여 기존 알고리즘에 존재하는 RNN 모델

에 에너지 데이터를 융합하여 적용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적절한 결과를 취득할 수 있었

고, MATLAB 개발환경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

다. 

그림 7. 건물운영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개념도

4-1. 기존 알고리즘 

  부하 및 태양광 발전량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PV, ESS 및 EV 충전 설비를 보유한 가상의 

빌딩 나노그리드의 전기자동차 충/방전 동작

을 조작해 건물운영자의 최대 수익을 이끄는 

최적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림 8에서 좌측 상단부터 전일 예측한 PV 발

전량과 나노그리드 수요 부하, EV 충/방전 및 

전력요금, EV의 최적 충/방전 전력과 SoC 변

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8. 건물운영 최적화 알고리즘 실행 결과

5.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2020년 10월 22-24일에 열린 대한전기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본 연구과 관련한 논문 발표

그림 9. 본 연구와 관련된 대한전기학회 추계 논문

그림 10.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제어모델 개발 및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o 구축된 개발환경을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에 에너지 데이터 활용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