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발전소 관리 시스템



시스템 아키텍처

솔루션 개요

• 태양광 모니터링의 cost 및 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 AI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전반에 실적에 대한 인사이트 전달

• 발전사, O&M사, 금융사 등 모든 관계사 맞춤형 플랫폼 제공

주요 특징

신재생 자산 관리 및 운영 감독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비용 절감, 효율 향상을 실현합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신재생 발전소의 legacy, 개별 시스템, 

그리고 아이덤스 솔루션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집합니다.

• 신재생 포트폴리오 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기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호환

• API 연동을 이용한 데이터 통합 개발 용이성

• 전체 신재생 포트폴리오의 통합 관리툴 제공

• 인공지능 이상판단 알람으로 고장 및 효율 저하 시간 최소화

• 실시간 알람 및 발생 이력 상세 조회

• 자동화된 다수 발전소 상태 교차 점검

• 하루 전 24시간 15분 단위 예측

• 개별 발전소 및 그룹별 발전 실적 교차 예측

• 중개 거래를 위한 신재생 자산의 최적의 조합 도출

• 입찰 전 실적이 낮은 지역을 미리 식별하여 수익 극대화

• 발전소의 모든 관계사 정보와 상태 및 실적, 알람 통합

•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로 운영 프로세스 효율 향상

• 담당자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최적 시점에 전달

시스템 통합 및 모니터링

높은 정확도의 태양광 발전 예측

지능형 이상 알림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 실현

• 아이덤스 RTU

• 인코어드 데이터 베이스

• 인코어드 배치 시스템

• 인코어드 API

• 인코어드 플랫폼

• 분석 엔진

• 제 3자 어플리케이션

• 공공 및 민간 데이터 베이스



주요 고객 및 협력사

솔루션 구성

• iDERMS Web(Chrome)

• 발전 통계

• 분석

• 예측

• 진단

• 실시간 알람

• 보고서

• 금융 관리

• 전문가 지원

• 외부 API 연동, 통합

• 웹 커스터마이징 개발

• 프로젝트 관리

• 자산 분석 컨설팅

Web 소프트웨어 관련 부가 서비스

인코어드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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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량 예측

발전소
이상 탐지

“AI의 가치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갈수록

시스템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는 데에

있습니다.” 

개별 PV 사이트의 환경 및 날씨의 변화를 학습, 

다양한 예측 알고리즘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최상의 예측을 달성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아이덤스는 개별 인버터 또는 스트링 단위 비정상 기준을 지속 학습, 

자동으로 설정하여 정확하고 빠른 알람을 생성, 발송합니다. 

이상 현상에 대한 판단은 실제 발전 및 예측 편차의 분포를 15분 단위로

체크,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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