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씨(LASEE) 태양광발전소모니터링

서비스소개서



Company History
2014년 ~    태양광발전소모니터링서비스개발및 운영

1세대 : 단순발전량확인

2세대 : 문제발생시알림제공

2018년 06월라씨(LASEE) 설립

2018년 10월지능형화재감지기및 시스템개발

2018년 11월과수원자동관수관비제어시스템개발

2019년 01월태양광발전소모니터링시스템프로토타입개발완료 (3세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2019년 02월태양광발전소모니터링시스템베타테스트진행

2019년 03월태양광발전소모니터링시스템정식서비스오픈

2019년 06월대전대학교산학과제협약

2019년 12월청년창업사관학교 9기우수졸업(1위)

2020년 01월부설연구소설립

2020년 02월한국태양광공사협회특별회원및공식 모니터링지정

2020년 03월한국태양광공사협회공급 MOU 체결

2020년 05월벤처기업인증획득



Business field

PC 프로그램 (C, C++, C#)

WEB (Java/JSP, PHP, CSS, Node.js etc.)

Mobile (Android + IOS)

Big Data, Machine Running

Firmware

회로 설계

PCB Artwork

기구설계

센서 관련 데이터 수집

스마트 팩토리

모니터링, 미터링

원격제어



Monitoring Service Summary

작은 크기와쉽고 빠른설치

간편한 설치

정전이나발전 상태를알림으로받음
(사용자, 안전관리자, 시공사 등)

알림 서비스

Android 및 IOS 지원

모바일 앱 제공

발전량뿐만 아니라금액까지 확인가능

발전 금액 확인

인터넷비용 절감
저렴한설치 및 모니터링비용

비용 절감

날씨에따라 스마트한알림 제공
발전소의위치를기반으로 한 날씨정보

실시간 위치기반 날씨 서비스

모든 기기에서지원되는웹 페이지
보고서및 비교 분석페이지 제공

웹 페이지 제공

안전한아마존 클라우드서버 사용
16대의서버로 시스템최적화

클라우드 서버



LASEE Monitoring Equipment

수집장비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 관련 장비나 무선 라우터가 필요 없습니다.



Advantages of Wireless Monitoring Equipment

구분 무선 모니터링 장비 유선 모니터링 장비

통신비 5,000 22,000

인터넷 설치비 필요 없음 거리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공유기 필요 없음 필요

전원 어댑터 1개 3개

인터넷 선로 필요 없음 필요

통신에러(연평균) 0.1회 5회

내부 통신 충돌 해당 없음 CCTV, 공유기, PC 등

설치 가능 지역 제한 없음 인터넷 가능 지역

통신에러가 거의 없고, 인터넷 설치 필요 없음



Maintenance Cost

인터넷 통신비 = 22,000원/월
별도의 모니터링비 + @

일반 모니터링

LTE 통신비 + 서비스 이용료 = 20,000원/월

라씨 모니터링

인터넷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강력한 서비스까지 이용



Service (Notification)

인버터가 꺼지면, 정전이 발생하면, 앱이 알려줍니다 카톡처럼..

정전 (즉시), 인버터 발전 정지 (10분 이내)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 전송

날씨에 따라 스마트한 알림 제공



Service (Problem Analysis)

현장 출동 전에 어떤 문제인지 전문가가 먼저 분석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정확도 92%)



Service (Big Data)

AWS에 빅데이터를 위한 서버 구축으로 오래 사용하여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AWS(Amazon Web Service)



Service (Weather Data Connection)

해당 발전소의 위도 경도의 날씨 데이터를 발전 정보와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Service (Weather Data Connection)

별도의 기상 모듈 설치 없이도 날씨, 대기온도, 습도, 풍향, 풍속 데이터 제공



Service Coverage

안전관리자

유지보수

발전소상태 알림을
여러 사용자들에게

제공

클라우드 서버

안전한클라우드
서버 사용

사용자

시공사

LASEE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여 서버의 안전성을 확보, 문제 발생 시 모든 사용자에게 알림 제공

※ 사용자 추가 시 별도의 비용 없음



Various Screens of App

여러가지 위젯에 다양한 정보 제공

인버터 표

표로도확인가능

오류 정보

인버터및 발전소의
오류 정보를확인

시장 정보

SMP와 REC
정보 제공

현재 상태

발전소의현재 출력
및 발전량확인

인버터 그래프

여러 인버터의상태를
한 눈에 확인



App Main Screen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 설정해 놓고 골라서 보기 가능



Various Screens of Web

PC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 가능



Web Page (Inveter)

반응형 웹으로 큰 화면에서는 더 많은 정보 제공



Web Page (Report)

원하는 시간, 날짜에서 발전 정보 검색 가능



Monitoring Comparision

분 류 라씨 모니터링 타사 모니터링

통신방식 LTE(4G) 유선(LAN)

설치시간(인버터1대기준) 5분/대 30분/대

통신비
20,000원/월

22,000원/월

서비스 이용료 별도

알림 가능 인원 제한 없음 1~3명 (대부분 알림 기능 없음)

날씨 정보 연동 가능 일부 가능

발전금액 정보 연동 가능 일부 가능

서버 아마존 클라우드 자체 서버

앱 Android, IOS Android 또는 없음

문제 분석 에러 발생 시 문제 분석 서비스 제공 없음



빠른 설치와 작은 크기 (120x90x35mm)

건물이나 함체 내부에서도 높은 통신 감도 유지

무선 통신 사용으로 통신비용 절감

국내 모든 인버터와 호환 가능 / 원격에서 RTU 상태 확인 가능

정전 및 온도 센서 내장 / 통신부 절연 회로 적용

국내 모든 인버터 지원

모든 인버터 호환

5분 이내 설치
※인버터통신선제외

쉽고 빠른 설치

정전 및 온도
센서 내장

정전 감지

인터넷 설치
불필요

무선 통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장비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까지 더 쉽게!

Monitoring Equipment



Monitoring Device Spec.

항 목 사 양 비 고

모델명 LASEE-SRTU

프로세서 ATMEGA2560

크 기 120 x 90 x 35mm (가로 x 세로 x 높이) 안테나 제외

유선 통신 RS-485(인버터), TTL(Debug)

무선 통신 LTE Cat.M1

전 원 DC 5V (Micro 5 Pin) Adapter 제공

소비전력 5W 미만

배터리 Li-ion 14500 3.7V 480mAh 보호회로 내장

동작온도/습도 -10 ~ 60 ℃ / 80% 이내, 결로 없을 것

특 징 온도 및 정전 센서 내장

설치장소 실내



Product pictures



Installation pictures



Installation pictures



Installation pictures



모니터링 중인 발전소 수 1,173 개소

모니터링 중인 인버터 수 4,228 개

모니터링 가능한 인버터 종류 162 개

발전소 용량 223,210 kW

서비스기간 37 개월

모니터링 실적

강원 87

경북 124

경남 46

충북 131

경기 62

충남 367

전북 249

지역별 설치된 발전소 수 (2020. 7. 27. 현재)

전남 107

Monitoring Status 2019년 3월 신규 모니터링 정식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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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 Patent



Certification & Patent



Certification & Patent



Partner



E-MAIL

soomin.seok@lasee.io

LOCATION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707호

PHONE NUMBER

+82-54-472-8279

FAX NUMBER

+82-54-472-8280

문의전화 : 1577-5823



“Ubuntu(우분투)”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 아프리카 줄루족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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