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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어느 지역의 일사량을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사계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

이고, 다른 방법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일사량 값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사계를 이용하면 시간별로 정확한 일사량 

값을 알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일사량을 파

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넓은 영역에 걸친 일사량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일사량 산출의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과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일사량

을 추정하였다. 이때, 일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물리식

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권역별

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고 여러 개의 인공신경망 모델 결과를 

평균한 앙상블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인공신경망 훈련에 앞서서 천리안 기상위성의 가시광 채널 영상

으로부터 일별 구름지수를 산출한 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고 K 평균 군집화를 적용함으로써 일사량 권역을 분류하였

다. 권역의 개수는 분류가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CH 지수를 활용

한 L-method 방법을 통해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총 13

개의 권역, 바다를 제외하면 12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였다.

  인공신경망 훈련을 위한 입력데이터로는,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

는 3개의 변수, 기상관측소 자료의 5개의 변수, 천리안 영상을 통

해 얻은 6개의 변수 총 14개의 변수들 중에서 상호정보량 특징 

추출을 이용하여 10개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10개의 변수

를 가지고 MATLAB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중계층신경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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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했으며, 2016년 자료를 훈련자료로, 2017년 자료를 검증자료로 

설정하였다. 38개 일사량 관측 지점에 대해 교차검증을 수행한 결

과 상관계수 0.96, RMSE 80.87 W/㎡, rRMSE 22.6% 정도의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특히 맑은 날에는 상관계수 0.98, 

rRMSE 15%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만 구름의 양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감소했다. 2016년 자료로 훈련한 모델을 

2017년 자료에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한 결과, 훈련의 정확도와 

검증의 정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모델의 시간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권역별 훈련 모델은 권역별로 훈

련하지 않은 전국적 모델에 비해 오차를 2% 정도 감소시킬 수 있

었으며, 앙상블 기반의 인공신경망 모델 역시 단일 모델보다 오차

를 2%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구축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94개의 기상청 종

관기상관측 지점에 대해 2017년 한 해 동안의 시간별 일사량을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지점의 연평균 일사량과 월평균 일사량

도 산출하였다. 월평균 일사량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

월부터 5, 6월까지 일사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7, 8월에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

으로 일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권역별 일사

량 모델을 적용하면 일사량 관측값은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기상자

료 획득이 가능한 지점에 대해 실시간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사량 관측망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일사량, 인공신경망, 권역 분류, 기상관측소, 위성영상, 앙상블

학  번 : 2017-2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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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태양광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

며, 그 양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

러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지표에 도달하

는 일사량이다. 하지만 일사량은 기상조건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주변 

지형이나 건물로부터 생기는 그림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일사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태양광 에

너지 역시 변동이 심하고 예측이 쉽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어려

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태양광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

서 해당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일사량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사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일사계를 이용하면 특정 지점의 일사량을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사계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

이기 때문에 일사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일사량은 파악하기 어렵다

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사계를 최대한 

많은 곳에 설치하여 조밀한 일사량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일사계

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측소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전국적인 단위의 일사량 관측망은 에너지기술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16개의 관측소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38개의 관

측소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기상청의 경우 총 95곳의 기상관측소를 운

영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일사량을 관측하고 있는 곳은 38개 지점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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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머지 57개 지점에서는 일사량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사

량 관측망은 기온, 기압, 풍속 등을 관측하는 기상 관측망에 비해 조밀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일사량 관측소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사계가 없는 지점의 일사량을 추정하기 위해 관측값이 있는 지점의 값

을 이용한 크리깅 등의 보간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Palmer et al., 

2017, Bezzi et al., 2005, Sen et al., 2001). 하지만 일사량은 구름

의 분포나 기상 상황 등 지역별, 시간별 변동이 심한 요인들에 많은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보간법은 실시간 관측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측 지점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점 간의 거리가 멀 때는 보

간법을 이용한 추정값의 정확도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또 다른 일사량 추정 방법은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넓은 영역의 일사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에 필요한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일사량 산출

에는 물리적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과 경험식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Noia et al., 1993a, 1993b). 물리적 모델 기반의 방법은 태양복

사의 산란과 흡수 등을 설명하는 복사전달모델 방정식을 풀고 이를 통해 

만든 조견표를 이용해서 일사량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지표의 일사량 

관측값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나 적용 가능하지만, 복사모델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다른 대기 관련 인자들을 추가적으로 알아야하며 위성

영상의 정교한 보정이 필요하다(Noia et al., 1993b). 국내에서도 물리

적 모델을 이용하여 위성영상으로부터 일사량을 추정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지만(이정호 등, 2013, Kim et al., 2016, Kim et al., 2017), 이

에 필요한 오존이나 에어로졸 등의 기상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든 지점에 

대해서 얻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

경험식을 이용한 위성영상 기반의 일사량 산출 방법으로는 Heliosat 

(Hammer et al., 2003, Rigollier et al., 2004)과 SUNY(Perez et 

al., 2002, Dize et al., 2013, Perez et al., 2015) 등이 있다. 이 방법

들은 가시영상 또는 적외영상 등의 위성영상을 통해 구름의 양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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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름지수를 구하고 이를 ESRA(Rigollier et al., 200), Kasten 

(Ineichen et al., 2002) 등의 청천 일사량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일사량

을 산출한다. 이때 청천 일사량 모델은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수증

기량, Linke 대기혼탁도(turbidity) 등의 인자들을 경험식을 통해 조합

시킴으로써 얻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인자들은 앞선 물리적 모델을 사용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국내 관측망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 관

측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료를 주기적으로 획득하는 것

도 어려워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Heliosat-2 방법

을 한국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최원석 등(2015)의 연구에서는 실시간 

Linke 혼탁도 지수를 구할 수 없어 월평균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시

간 일사량 값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겨울철에는 오차가 50% 이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만약 기상관측데이터와 위성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도, 습도 등의 

기본적인 기상데이터가 관측되고 있는 지점에서의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다면, 기존의 일사량 추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일사

계가 없는 곳의 일사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일사량 관측망보다 조밀하게 분포된 기상관측소의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사량 관측지점 자료를 이용한 보간법보다 정확하게 실시

간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상관측데이터는 시간 단위

로 자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이용한 방법보다 실시간 일

사량 추정에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자료와 위성영상 자료를 함께 사용함

으로써 기본적인 기상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점에서의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변수들 간의 물리적 

모델을 직접 알지 못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일사량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을 일사량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공신경망을 훈련할 것이다. 일사량 추정 결과를 

검증하고 비교해봄으로써 해당 인공신경망 모델이 일사량 추정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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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확인할 것이며, 이 모델을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국내 기상관측소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일사계가 없는 지점의 일사

량을 추정할 것이다.

1.2. 태양복사와 일사량

1.2.1. 태양복사 스펙트럼

일사량이란 전자기파의 형태로 입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플랑크 법칙에 의하면 온도 T의 흑체가 특정 파장대에

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Eqn. 1.1)

는 파장의 길이(m), T는 절대온도(K)이며, h는 플랑크 상수

(×  J·s), k는 볼츠만 상수(×  J/K), c는 빛의 속

도(× m/s)를 의미한다. 흑체는 모든 전자기파 복사에너지를 흡수

하여 오직 복사에너지만으로 열을 방출하는 물체를 뜻하는데, 플랑크 법

칙은 특정 파장대에서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는 흑체의 절대온도

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

는 그림 1.1과 같이 온도가 약 6,000 K인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

지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태양복사에너지의 50% 정도는 파장 700㎚ 

이상의 적외선 영역, 40%는 400~700㎚의 가시광선 영역, 나머지 10% 

정도가 400㎚ 이하의 자외선 영역에 분포하며, 가시광 영역에서의 파장

당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러한 각각의 파장대에서의 에너지를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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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태양의 평균 거리(1 AU=× km)에서의 지구로 입사되

는 단위면적당 태양복사에너지를 구한 것이 태양상수(Solar constant)

이며, 그 값은 1366 W/㎡ 정도로 알려져 있다(Liou, 2002). 

Fig. 1.1. Solar spectra (Kondratyev, 1969)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으로 입사되면 

그림 1.1의 지표면 태양복사(Solar radiation at earth’s surface)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에너지가 감소하고 일부 파장대에서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태양에너지가 대기 중의 공

기, 에어로졸, 구름, 그리고 지표면에 의해 반사되거나 흡수, 산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구 밖에서 입사한 태양에너지 중 실제 지구 내

부로 입사되는 에너지는 70% 정도이며, 30% 정도의 에너지는 다시 우

주로 방출된다.

1.2.2. 대기에 의한 태양복사의 반사, 흡수,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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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들어온 태양에너지는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 흡수, 산란된

다. 대기와 태양복사 간의 대표적인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우

선 대기 중의 공기 입자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태양복사는 공기입자에 

의해 대부분 산란되는데, 이는 레일리(Rayleigh) 산란으로 설명된다. 공

기 입자는 또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존층

에서 흡수되는 자외선 성분이다. 대기권 밖에서 입사된 태양복사에너지 

중 200~300㎚ 파장대의 자외선은 성층권의 오존층에 의해 대부분 흡수

되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대기 중의 수증기

(H2O), 이산화탄소(CO2), 산소(O2) 등은 각각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데, 이로 인해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파장대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는 지표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1,300~1,400㎚, 1,800~1,900㎚ 파장대의 빛은 공기 중의 수증기 입자

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지표면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Fig. 1.2. Solar radiation at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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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부유하는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입자인 에어로졸 역시 일

사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에어로졸의 크기는 10-4~10㎛ 정도로 다양

하며, 그 종류 역시 블랙카본, 유기탄소, 먼지, 해염 입자 등 다양하다. 

에어로졸은 태양복사를 흡수하여 지표로 들어오는 일사량을 감소시키기

도 하고, 지표로부터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우주로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또한, 에어로졸이 높은 상공에까지 올

라가면 응결핵 역할을 하게 되어 구름을 생성함으로써 일사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에어로졸은 지역별, 시기별로 그 크기나 종류가 매우 다

양하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일사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

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기 입자나 에어로졸과 함께 일사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

로 구름이다. 구름은 지구의 약 65%를 덮고 있으며, 에어로졸과 마찬가

지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가 크다. 구름은 주로 지구로 입사한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구름알베도 효과를 통해 일사량을 감소시키며, 적외영

역의 태양복사는 흡수하기도 한다. 구름의 알베도 효과는 지표면의 일사

량을 감소시키지만, 반대로 지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다시 

반사함으로써 일사량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름의 

반사, 흡수, 산란 등의 효과는 구름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태양의 고도

각 등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구름과 일사량의 상호관계를 모델링 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맑은 날의 경우에는 

에어로졸과 공기 입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구름이 있는 날의 

경우에는 구름으로 인한 반사와 흡수, 산란 등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사량 예측이 더 어렵다.

이렇듯 지표로 도달하는 일사량은 그림 1.2와 같이 공기 입자, 에어

로졸, 구름 등 다양한 대기 요소들의 산란, 반사, 흡수 등의 복합적인 상

호 작용으로 인해 결정된다. 따라서 일사량을 각각의 성분으로 나눠서 

따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사량은 산란일사량, 직달일사량, 반사일사량, 

전천일사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사일사량은 주변의 물체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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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수평면 산란일사량

(diffused horizontal irradiance, DHI), 법선면 직달일사량(direct 

normal irradiance, DNI), 수평면 전천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GHI)이 측정된다. 산란일사량은 일사가 대기나 구름 등으로 

인해 산란된 일사량 성분이며, 직달일사량은 산란이나 반사 등을 거치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바로 도달한 일사량이다. 그리고 전천일사량은 이러

한 일사량 성분을 모두 합친 것으로, 수평면전천일사량은 수평면산란일

사량과 법선면직달일사량을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cos       (Eqn. 1.2)

여기서 는 태양의 고도각(elevation angle)이다.

1.3. 인공신경망의 원리와 응용

1.3.1. 인공신경망의 개념

인공신경망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체의 신경망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학습 알고리즘이다. 생명체의 신경망은 여러 개의 신경세

포, 즉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뉴런은 아래의 그림 1.3과 같

은 구조를 가진다. 뉴런은 수상돌기(dentrite)를 통해 다른 뉴런으로부

터 오는 전기적신호를 받아들이고, 이 전기적 신호는 세포체(cell body)

에서 필요한 자극이 가중되어 축색돌기(axon)를 거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다. 이 때 어떠한 종류의 자극이 가중되는가는 신경세포의 역할에 

따라 다른데, 시신경은 시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하여 전달하고, 청신경은 

청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생명체의 신경계는 이러

한 뉴런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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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ructure of neuron

(Basheer and Hajmeer, 2000)

Fig. 1.4. Nonlinear model of a neuron k (Hayk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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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물체의 신경망 구조를 본 따 만든 것이 그림 1.4의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의 뉴런이다. 이러한 구조의 뉴런은 아래의 식 1.3과 

같이 표현된다.

  
  



     (Eqn. 1.3)

여기서   ⋯  는 입력데이터,   ⋯  는 k번째 뉴런의 

가중치이며, m은 입력자료의 개수, 는 k번째 뉴런에서 입력데이터의 

선형결합 출력값을 의미한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벡터    ⋯  

는 생명체의 뉴런과 비교하면 수상돌기를 통해 들어오는 전기적인 자극

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입력데이터가 k번째 뉴런에 도달하면 가

중치 벡터     ⋯  를 통해 중요한 데이터가 강조되는 것이

다. 이는 뉴런의 세포체(cell body)에서 필요한 전기적 신호를 극대화하

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선형결합 출력값인 는 편차 가 더해진 형태로 활성화 함수에 입

력되어 식 1.4와 같이 해당 뉴런에서의 최종적인 출력값이 된다.

         (Eqn. 1.4)

는 k번째 뉴런에서의 출력값이며, 활성화 함수 는 보통 식 1.5와 

같은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사용하며, 이 함수는 그림 1.5와 같

은 개형을 지닌다.

 exp


     (Eqn. 1.5)



- 11 -

Fig. 1.5. Sigmoid function (Haykin, 2009)

식 1.5에서 a는 기울기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a의 값에 따라서 그림 

1.5와 같이 개형이 변화한다.

1.3.2. 다중계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뉴런이 여러 개 모여서 형성되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뉴런이 모인 레이어(layer)가 한 개인 그림 1.6(a)의 단일계층

신경망(single layer perceptron)이다. 그림 1.6(b)와 같이 레이어가 2

개 이상 모인 인공신경망을 다중계층신경망(multi-layer perceptron, 

MLP)라고 하며, 이때 입력레이어과 출력레이어 사이에 있는 모든 레이

어를 은닉층(hidden laye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은 다중계

층신경망을 의미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복잡하여 이론적인 모델

을 알기 어려울 때 이러한 인공신경망 기법은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Gardner et al., 1998).

특정한 입력데이터와 이에 따른 출력결과를 훈련시킴으로써 실제 데

이터와 비슷하게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의 훈련은 모델과 데이터를 계속해서 비교시키면서 식 1.3의 

가중치와 편차를 업데이트해나가는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

즘(Bishop, 1995)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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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rchitecture of (a) Single Layer perceptron,

(b) Multi-Layer perceptron (Haykin, 2009)

ⅰ) 가중치의 초기값을 설정한다.

ⅱ) 신경망에 훈련자료 중 첫 번째 입력자료를 넣는다.

ⅲ) 입력자료를 통해 계산하여 낸 출력자료를 얻는다.

ⅳ) 계산된 출력값과 실제 출력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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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가중치와 편차 값을 재설정한다.

ⅵ) 오차가 만족할 정도로 작아질 때까지 훈련자료를 신경망 모델에 

넣고 위의 ⅱ)~ⅴ)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인공신경망 기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나(McCulloch et al., 1943), 이에 필요한 자료와 그 계산량

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양

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지고 컴퓨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본격

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모델이 매우 복

잡한 일사량 산출 분야에서도 최근 인공신경망을 응용하고 있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위성영상을 입력자료로 활용

해 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켜 일사량을 산출하거나(Senkal et al., 2009, 

Yeom and Han, 2010, Linares-Rodriguez et al., 2013, Alobaidi et 

al., 2014), 지상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일사량

을 산출한다(Ghanbarzadeh et al., 2009, Behrang et al., 2010, 

Gutierrez-Corea et al., 2016). 또한, 과거 자료를 입력하고 인공신경

망을 훈련하면서 일정 시간 후의 일사량을 예측하는 연구(Marquez et 

al., 2011, Wang et al., 2012, Marquez et al., 2013) 등 인공신경망 

기법은 일사량 산출 및 예측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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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및 데이터

2.1. 기상 관측 자료

일사량을 산출하는 데 사용할 기상 관측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자료를 사용하였다. ASOS는 기상현상 관

측 및 자료 공유 등의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분 주기로 관측자

료를 수집한 뒤 1시간 동안의 자료를 평균하여 제공하고 있다

(www.kma.go.kr). ASOS는 전국에 총 95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일

사량을 관측하고 있는 지점은 38개소이다(그림 2.1).

ASOS 관측소가 관측하고 있는 변수들은 총 25개 정도로 다양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ASOS 관측소에서 관측하고 있는 변수인 기온, 

풍속, 상대습도, 이슬점 온도, 현지 기압 값을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로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기상관측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일사량 관측값이 없는 지점의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

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5개소의 ASOS에서 모두 측정되고 있는 

자료를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로 사용해야만 일사량이 측정되지 않고 있

는 나머지 기상관측소의 일사량도 해당 관측소의 기상자료와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2. 위성영상 자료

위성영상은 천리안(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위성의 기상영상기(Meteorological Imager, MI) 자

료를 사용하였다. 천리안 위성은 2010년 발사된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위성으로, 적도상공 36,000km, 동경 128.2도에 위치하여 기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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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해양 관측, 통신서비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국가기상위성센

터, nmsc.kma.go.kr). 기상영상기는 가시(VIS) 영역, 단파적외(SWIR) 

영역, 수증기(WV) 영역, 적외1(IR1), 적외2(IR2) 영역의 총 5개의 채

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시 영역은 1km, 나머지 영역은 4km의 해상도

를 가진다. 기상영상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천리안 위성영상은 15분을 주기로 촬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과 2017년의 자료를 1시간 주기로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위성영

상의 원자료는 0~1023의 정수형 데이터로 제공되는데, 국가기상위성센

터에서 제공하는 변환표에 따라 수치자료를 적외 영역과 수증기 영역은 

흑체온도 값으로, 가시영역은 복사휘도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Channel
Center wavelength

(㎛)

Wavelength range 

(㎛)

Spatial resolution 

(㎞)

Visible 0.675 0.55~0.8 1

Shortwave 

infrared
3.75 3.5~4.0 4

Water vapor 6.75 6.5~7.0 4

Infrared 1 10.8 10.3~11.3 4

Infrared 2 12.0 11.5~12.5 4

Table. 2.1. Five Channels of COMS MI (nmsc.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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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Locations of KMA weath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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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인공신경망 훈련

3.1. 일사량 권역분류

지역마다 기온, 습도, 구름 발생 등 기후적인 특성과 일사량 특성이 

다르므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데이터들이 일사량에 미치는 영향은 지

역별로 다를 수 있다(Verbois et al., 2018, Bechini et al., 2000, 

Weiss and Hays, 2004). 따라서 비슷한 기후 및 일사량 특성을 가지

는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킨다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훈련

에 앞서 위성영상으로부터 얻은 구름 분포를 이용해 한국을 적절한 개수

의 일사량 권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권역 분류 방법으로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구름양에 K-평균 군집화를 적용하여 일사량 

권역을 분류한 Zagouras et al.(2013, 2014)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Zagouras(2014)는 그의 연구에서 이렇게 분류한 일사량 권역을 ‘미세

기후(microclimate)’라는 용어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름 지수 산출, 주성분 분석, K-평균 군집화 등의 일련의 작업은 

MATLAB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었다.

3.1.1. 구름지수 산출

위성영상으로부터 구름의 양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구름지수

(Cloud index, CI)를 계산하였다. 어느 한 시점에서 위성영상의 한 픽

셀에서의 구름지수는 천리안 위성의 가시영역 영상을 사용하여 아래의 

식 3.1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Hamm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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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n. 3.1)

여기서 은 위성영상에서 해당 픽셀의 반사도, 는 구름의 반사

도, 는 지표의 반사도를 의미한다. 가시광 영상은 구름이 있으면 

반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름의 반사도 는 구하고자 하는 시기를 

전후로 30일 중에서 가장 큰 반사도를 가지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지표

의 반사도 는 구름이 없는 청천 상태에서의 반사도라고 볼 수 있

으며, 30일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반사도를 가지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30일 동안에 적어도 하루는 구름 낀 날이 있고, 구름 없이 맑은 

날도 적어도 하루는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30일이라는 기

간은 Hammer et al.(2003)이 한 달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참고

하였다. 가장 작은 반사도가 아닌 두 번째로 작은 반사도 값을 선택한 

이유는, 영상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구름의 그림자로 인해 가려진 

경우, 혹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반사도 값이 비

정상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Rigollier et al., 2004). 이렇

게 산출한 구름지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구

름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2017년의 천리

안 가시영상으로부터 매일의 구름지수를 산출하여 각 픽셀별로 총 731

개(2016년 366일, 2017년 365일)의 구름지수 값이 산출되었다.

위성으로부터 얻은 구름지수를 바탕으로 아래 식 3.2와 같이 청천지

수(Clear sky index, )를 계산하였다(Hammer et al., 2003). 

 


     (Eqn. 3.2)

식 3.2에서 는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의 청천 일사량을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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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일사량 값을 의미한다. 청천지수는 구름이 없는 청명한 날

일수록 값이 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청천지수는 구름지수를 통해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Hammer et al., 2003).

        (Eqn. 3.3)

Site R Site R Site R

Gangneung 0.926 Busan 0.953 Jeonju 0.921

Gangjin 0.910 North Gangneung 0.931 Jeju 0.935

Gyeonju 0.948 North Changwon 0.950 Jinju 0.941

Gosan 0.931 Seosan 0.926 Changwon 0.957

Gochang 0.915 Seoul 0.942 Cheongsong 0.934

Gochang-gun 0.923 Suwon 0.933 Cheongju 0.919

Gwangyang 0.947 Sunchang 0.935 Chupungnyeong 0.936

Gwangju 0.948 Andong 0.923 Chuncheon 0.943

Gimhae 0.948 Yangsan 0.948 Pohang 0.941

Daegwallyeong 0.912 Yeonggwang 0.936 Hamyang 0.928

Dajeon 0.931 Wonju 0.893 Hongseong 0.855

Mokpo 0.942 Uiryeong 0.928 Heuksando 0.956

Boseong 0.947 Incheon 0.930

Table 3.1. Correlation coefficient(R) of satellite-derived 

clearness index and ground-derived clearness index of 38 

KMA ASOS stations 

식 3.3을 통해 위성영상의 구름지수로부터 계산한 청천지수와 3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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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상관측소의 일사량 데이터로부터 얻은 청천지수를 비교한 결과 

표 3.1과 같은 상관계수를 얻었다. 38개 지점 중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곳의 주요 도시의 위성영상 청천지수와 지상관측 청천지수를 비교한 

산점도가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0.9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위성으로부터 얻은 

청천지수 값이 일사계 측정데이터를 통해 얻은 청천지수와 비슷한 경향

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얻은 청천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을 비슷한 일사량 경향성을 가지는 권역

들로 분류하였다.

Fig. 3.1. Correlation between satellite-derived clearness

index and ground-derived clearness index of four majo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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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주성분 분석을 통한 차원 축소

픽셀별로 731개 차원의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차원이 너무 많아 노이

즈 때문에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원 축소를 위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Jolliffe, 1986)

을 수행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자료의 변동 특성은 가능한 한 남겨두면

서 고차원 자료를 낮은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선형 변환을 이용한 특징 

추출 방법이다(Jolliffe, 1986).

주성분 분석의 개념은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벡터의 방향으로 데

이터를 정사영시킴으로써 데이터의 본래 구조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d차원을 가지는 자료들의 집

합 중 임의의 자료를 벡터 라고 둔다. 만약 의 평균이 0이 아니라면 

원래 자료의 평균 m을 빼서 의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든다.

 








⋮







  

이 때, 를 임의의 단위벡터 의 방향으로 정사영 한 것을 라 하면 

는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n. 3.4) 

이 때 의 분산 은 식 3.5와 같이 정리된다.

             

(Eq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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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차원의 행렬 은 임의의 벡터 의 상관계수행렬

(correlation matrix)로써, d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식 

3.6와 같이 정의된다.

       (Eqn. 3.6)

따라서 식 3.5는 식 3.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qn. 3.7)

결국 는 의 상관계수행렬 의 고유벡터이며, 분산 는 고유값이 

된다. 따라서 고유값을 그 값이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 , 

 ⋯ 이라 하면 이에 해당하는 고유벡터 , ,  ⋯ 가 각각 첫 번

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주성분벡터가 된다. 고유값이 큰 순서

대로 개의 주성분벡터성분을 추출하여 원래 데이터를 여기에 정사영시

킨다면 원래 개의 차원을 가지던 자료를 개의 차원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식 3.8과 같이 차원을 축소했을 때 분산의 합과 차

원을 축소하지 않았을 때의 분산의 합의 비를 통해 차원 축소한 데이터

가 원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다.




  






  





     (Eqn. 3.8)

본 연구에서는 날짜별 구름지수를 나타내는 총 731개 차원의 데이터

를 이 중에서 99%만큼을 설명할 수 있는 20개의 차원으로 변환하여 군

집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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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K-평균 군집화

K-평균 군집화(MacQueen, 1967)는 대표적인 비감독분류 방법으로. 

각 군집에 속한 자료들과 그 평균의 거리합이 최소가 되도록 일정한 개

수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d차원을 가지는 n개의 데이터를 K-

평균 군집화를 통해 k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ⅰ) 임의로 k개의 클래스를 선정하고 각 클래스의 중심

(   ⋯  )을 계산한다. 여기서      ⋯ 는 d차원 벡터이다.

ⅱ) 점 과 각각 클래스 중심  사이의 거리 를 계산한다. 일반적

으로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  ≤ and ≤  ≤ 

ⅲ) 가장 작은 거리 를 가지는 클래스 에 를 할당한다.

ⅳ) 모든 데이터 에 대해 클래스가 할당되면, 할당된 데이터들을 통

해 각각의 클래스의 중심을 다시 계산한다.

ⅴ) 클래스의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혹은 미리 설정한 반복 횟

수에 도달할 때까지 ⅱ, ⅲ, ⅳ의 과정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731차원을 가지는 130×150 픽셀의 위성자료를 주성

분 분석을 통해 20차원으로 줄인 19500×20 행렬에 K-평균 군집화를 

수행하였으며, 군집의 개수는 최소 2개에서 최대 50개까지 설정하였다.

3.1.4. K-평균 군집화의 최적군집 개수 설정

한국의 일사량 권역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 최적의 

군집 개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Zagouras et al.(2013, 2014)이 일사량 

권역을 분류할 때 사용했던 Calinski-Harabasz (CH) 지수(Cali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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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rabasz, 1974)를 이용한 L-method(Salvador and Chan, 

2005) 방법을 적용하였다. 군집화가 잘 됐다는 것은 간은 군집으로 분

류된 점들을 서로 거리가 가깝고, 다른 군집으로 분류된 점들과는 거리

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해 군집화가 잘 수행되었는지를 평

가하는 지수 중 하나가 CH 지수이며, 군집의 개수를 1부터 N개까지 설

정하여 군집화를 시행했을 때 이 중 k(≤≤)개의 군집을 가지는 

군집화 결과에 대한 CH 지수는 식 3.9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

 
     (Eqn. 3.9)

여기서 B는 식 3.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군집간의 분산행렬

(between cluster scatter matrix, BCSM)이며, W는 식 3.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군집내의 분산행렬(within cluster scatter matrix, 

WCSM)이다. tr(B)와 tr(W)는 각 행렬의 대각합을 의미한다.

  
∈  ⋯

 
 

 
     (Eqn. 3.10)

 
∈ ⋯


∈

         (Eqn. 3.11)

여기서 는 모든 데이터의 평균이고, 는 번째 군집에 속한 데이터

들의 평균, 는 번째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의 개수이다. CH 지수가 

크다는 것은 tr(W)가 작고 tr(B)가 큰 것이며, 이는 곧 같은 군집에 속

한 데이터들간의 분산은 작고, 서로 다른 군집 사이의 분산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CH 지수가 클수록 군집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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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a과 같이 군집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 CH 지수는 감소한

다. 따라서 최적의 군집 개수를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군집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CH 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이 나타난다면 

그보다 군집의 개수를 더 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method (Salvador and Chan, 2005)를 이용해서 CH 지수가 급격

히 감소하기 전의 군집 개수를 최적의 군집개수로 설정하였다. 

L-method는 그래프를 특정한 변곡점(knee point)을 기준으로 둘로 나

누어서 변곡점 왼쪽과 오른쪽을 선형으로 회귀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클래스 개수에 따른 CH 지수 그래프에서 클

래스 개수에 따라 변곡점을 지정하고 변곡적 좌우의 데이터를 선형 회귀

하여 그 RMSE(Root Mean Square Error) 값을 비교하였다. 즉, 식 

3.12와 같이 전체 RMSE 값을 계산하였다.

 


 


     (Eqn. 3.12)

여기서 는 군집 c에서의 전체 RMSE이고, 는 변곡점 

왼쪽의 선형 회귀결과의 RMSE, 는 변곡점 오른쪽의 선형회귀 

결과의 RMSE이다. b는 테스트한 전체 군집의 개수이다. 가 최

소가 될 때가 자료가 변곡점 c를 중심으로 그래프의 좌우 변화가 급격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CH 지수 값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c가 최적의 군집 개수

라고 할 수 있다(Zagouras et al., 2013).

2~50개의 군집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c=13일 때 가 

최소로 나타났고(그림 3.2b), 이때 c=13을 중심으로 좌우로 선형 회귀

한 것을 그림 3.2c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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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a) CH index according to number of class

(b)  of CH index according to number of class

(c) Left and right linear fitting line at class 13

3.1.5. 권역별 분류 결과

최적의 군집 개수는 13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권역 1은 바다로 제외

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전국을 그림 3.3과 같은 12개의 일사량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권역에 속하는 일사량 관측소의 분포는 표 3.2와 같

으며, 일사량 관측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권역은 권역 3으로, 10

개의 일사량 관측소가 집중되어 있다. 권역 6이 7개, 권역 2가 5개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일사량 관측소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권역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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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9는 각각 춘천, 원주 하나씩만의 일사량 관측소를 포함하고 있다. 

권역 4와 12는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상 관측소 혹은 

일사량 관측소는 없다. 따라서 13개의 권역 중에 일사량 모델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사용한 권역은 권역 1, 4, 12를 제외한 10개의 권역이라

고 볼 수 있다.

Region No.

(No. of sites)
Name of Site

Region No.

(No. of sites)
Name of Site

2(5)

Gochang-gun

6(7)

Gangjin

Daejeon Gochang

Sunchang Gwangju

Jeonju Mokpo

Chupungnyeong Boseong

3(10)

Gyeongju Yeonggwang

Gwangyang Heuksando

Gimhae

8(3)

Gangneung

Busan Daegwallyeong

North Changwon North Gangneung

Yangsan 9(1) Wonju

Uiryeong

10(3)

Andong

Jinju Cheongsong

Changwon Pohang

Hamyang

13(3)

Seoul

5(1) Chuncheon Suwon

7(3)

Seosan Incheon

Chungju
11(2)

Gosan

Hongseong Jeju

Table. 3.2. Results of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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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lustering result of 13 regions

권역 1을 제외한 권역 2부터 권역 13까지 12개의 일사량 권역 분류 

결과는 그림 4.4의 지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 

분류 결과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동서로 길게 뻗은 권역 8인데, 권역 8 

지역은 그림 3.4에서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한 영동지방으로, 이 지역은 

태백산 서쪽에 위치한 영서지방과 매우 다른 기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원지방기상청, 2011). 또한, 그림 3.4의 소백산맥은 권역 

3, 10과 다른 영역의 경계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차령 산맥은 권

역 2와 7의 경계와 비슷하다. 지형은 구름의 생성 및 발달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임은하 등, 1994), 특히 산악 지형은 대기의 상승기류를 

발생시켜 구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구름의 양을 통해 일사량 권역을 분류한 결과와 지형적 특성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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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3.4. Topographic map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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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력데이터 선택

3.2.1. 상호 정보량 특징 선택

입력데이터의 선택은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적이고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인공신경망의 입력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May et al., 2011), 본 연

구에서는 Battiti(1994)의 상호정보량 특징선택(Mutual Information 

Feature Selection, MIF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Shannon(1948)에 의하면 변수 X와 Y의 상호 정보량은 아래의 식 

3.13으로 정의된다.

  
∈

∈

  log

  
     (Eqn. 3.13)

여기서 와 는 변수 X와 Y의 확률분포함수이며,   는 X

와 Y의 결합확률분포함수이다. 만약 X와 Y가 연속적인 변수라면 식 

3.13은 아래의 식 3.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Eqn. 3.14)

상호 정보량은 변수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변수 X에 의해 

표현되는 변수 Y의 정보의 양을 나타낸다. X와 Y 간의 상호 정보량이 

크다는 것은 변수 X를 알고 있을 때 변수 Y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반

대로 역시 변수 Y를 알고 있다면 변수 X의 불확실성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X와 Y의 상호정보량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성

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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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iti(1994)는 이러한 상호 정보량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의 입력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집합 F를 특징 선택하기 이전 전체 변수들의 집합으로 설정한다. 

이때 F는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는 표 3.3에 정리된 

14개의 변수로 구성된 집합이며 n은 14이다. 선택된 변수들의 집합은 

S로 두고, S는 공집합으로 초기화한다.

ⅱ) F에 속한 변수 f에 대해서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 Y와의 

상호 정보량 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Y는 일사량 측정값이다.

ⅲ)   값을 최대로 만드는 변수 f를 찾아 첫 번째 특징으로 선

택한다. 그리고 변수들의 집합 F은 해당 변수 f를 제외하여 재설정하고, 

선택된 변수들의 집합 S에 변수 f를 추가한다.

ⅳ) 재설정된 집합 F의 변수 f와 S의 변수 s에 대해 아래의 식 3.15

를 최대로 만드는 변수 f를 선택하여 집합 F는 해당변수 f를 제외하여 

재설정하고, 선택된 변수들의 집합 S에 변수 f를 추가한다.

  
∈

       (Eqn. 3.15)

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가 특징 선택할 변수의 개수 k가 될 때까지 

ⅳ)의 과정을 반복한다.

식 3.15에서 항은 출력값인 Y와 변수 f와의 상관성을 의미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을 최대로 만듦으로써 출력값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력값과의 상관성이 큰 변

수들 중에서 서로 간의 종속성이 큰 변수들이 선택된다면, 출력값과의 

상관성이 크더라도 선택된 변수들이 나타내는 정보가 비슷해서 예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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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식 3.15의 
∈

  은 이렇게 선택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항이라고 볼 수 

있다(Peng et al., 2005). 즉, 식 3.15에서  값이 0이면 특징 선택에 

있어서 출력변수 Y와의 상관성만을 고려하고 선택된 변수들 간의 독립

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값이 증가하면 이미 선택된 변수들 간의 

독립성도 더 고려하게 된다. 식 3.15을 최대로 만드는 변수를 찾는 특징 

선택 방법을 “minimal redundancy maximal relevance” (mRMR)이

라 하는데, Peng et al.(2005)는 이 알고리즘에서 의 값을 선택할 변

수의 개수 k에 따라 


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의 위치, 기상자료, 위성자료 등 총 14개의 변수 중에서 

선택할 변수의 개수를 2개부터 14개까지 설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이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았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 변수를 선택하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이 중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의 정확도가 최

대로 향상되는 변수 개수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의 구조

와 훈련 방법은 3.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림 3.5는 인공신경망 선택된 변수 개수에 따른 38개 일사량 관측소 

각 지점에서의 인공신경망의 훈련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모

델의 예측 오차를 나타내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일반적

으로 선택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택된 변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면 이보다 많은 수의 변

수가 선택되어도 뚜렷한 모델의 정확도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선택된 변수의 개수가 9개에서 10개로 증가했을 때는 38개 모든 

지점에서 오차가 감소했지만, 선택된 변수의 개수가 10개를 넘어가면 

오차가 감소하는 지점도 있고 오차가 증가하는 지점도 있었으므로 확실

한 오차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개의 

변수 중 10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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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raining accuracy of ANN mode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lected features

3.2.2. 변수 선택 결과

MIFS 알고리즘을 통해 총 14개의 변수 중에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

로 사용할 10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선택된 변수들과 그 순위는 표 

3.3과 같다.

입력자료로 고려한 자료들은 크게 태양 위치에 관한 자료, 기상청 기

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자료, 천리안위성 기상영상기 자료, 시간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태양위치에 관한 자료에는 시간각(hour angle), 

태양 고도각(solar zenith angle), 태양 방위각(solar azimuth angle) 

등이 있다. 여기서 시간각은 정오일 때 태양의 위치를 0°로 해서 한 시

간에 15°씩 시간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각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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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값은 오전에는 음수, 오후에는 양수 값을 가진다(Duffi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태양의 현재 위치가 일출과 일몰 시간 사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 값을 식 3.16과 같이 0에서 1 사이

의 값으로 정규변환한 시간각()을 인공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

다(Marquez et al., 2011).

   


     (Eqn. 3.16)

여기서 는 현재 태양의 시간각을 의미하며, 는 일몰 때의 태

양의 시간각, 는 일출 때의 시간각을 의미한다.

14개의 변수 중에서 1순위로 선택된 것은 구름지수였다. 구름의 양은 

일사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위성영상을 이용해 일사

량을 산출하는 Heliosat 모델(Hammer et al., 2003), SUNY 모델

(Perez et al., 2002) 등은 구름지수와 청천일사모델을 이용하여 일사

량을 산출한다. 또한, 일사량 예측을 시도한 연구들(Hammer et al, 

1999, Hammer et al., 2015)에서 구름의 이동 방향 예측이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사량 산출에 있어 구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름을 투과하는 태양복

사의 양은 매우 적으므로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면 직달일사량이 감소하

고, 반사나 산란효과로 인해 산란일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름의 

양은 이처럼 일사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름지수가 가장 중요

한 변수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각, 고도각, 시간각은 각각 2, 4, 5순위

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태양복사가 통과되는 

대기의 광학두께(Optical depth)와 대기에 의해 흡수되는 태양복사가 

달라진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직접 도달하는 직달일사량과 대기에서 산

란되는 산란일사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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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일사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높은 순위로 선택되었다.

data type variables unit ranking

solar
position

hour angle deg 5

solar zenith angle deg 4

solar azimuth angle deg 2

KMA
weather 
station

temperature ℃ 9

humidity % N/A

dew point temperature ℃ 6

wind speed m/s N/A

pressure hPa 8

COMS MI
satellite image

VIS channel W/㎡ 3

Clearness Index N/A 1

WV channel K N/A

IR1 channel K 10

IR2 channel K 7

SWIR channel K N/A

Table. 3.3. Variables selected by MIFS

기상자료 중에는 온도와 이슬점 온도, 그리고 기압이 선택되었다. 일

반적으로 태양빛이 강한 낮 시간대의 온도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온

도가 일사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슬점 온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수증기량이 태양복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기압 변수도 선택되었는데, 

이는 기압이 구름의 생성 등의 날씨 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상자료 중에 풍속과 습도는 선택을 받지 않았다. 우선 풍속은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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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상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 면에

서 제외던 것으로 보인다.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변수

이므로 선택되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온도의 영향을 받는 상대습도 개념이므로 이슬점 

온도와 온도 등의 변수가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

해 중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데이터 중에서는 구름지수를 비롯하여 가시영역과 적외1, 적외2 

영역 영상이 선택되었다. 가시영역은 3순위로 높은 중요도로 선택되었는

데, 이 영역은 그림 1.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태양복사에 많이 포함되

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밤에는 보이지 않고 낮에만 관측되

며, 반사되는 태양복사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시영역은 일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IR1 영역은 구름이 없는 날의 경우에는 지표의 온도를 나타내며, 구름이 

있는 날에는 구름의 높이를 나타내는 인자가 될 수 있다. 지표의 온도와 

구름의 높이 모두 일사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므로 IR1 영역이 선

택된 것으로 보인다. IR2 영역은 IR1과 마찬가지로 지표 온도와 구름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 두 영역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한 채널은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둘 다 선택

되었다. 이는 IR1, IR2 채널의 산란 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두 채널 사이의 파장대에서는 부유된 대기입자가 산란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를 통해 구름과 에어로졸을 구분할 수 있다(홍성재 등, 2008). 에

어로졸은 일사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 에어로

졸이 IR1과 IR2 두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이 모두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증기와 근적외선 영역 영상은 선택되지 않았는데, 

이 채널은 각각 수증기량과 가시광선 영역 영상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중

복되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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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공신경망 훈련

인공신경망 훈련에는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훈련 방법

은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Bayesian regulation 방법(Mackay, 1992)을 

적용했다. Bayesian regulation 방법은 훈련 과정에서 오차의 제곱과 

가중치로 구성된 선형결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일반화된 모델 

구축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Dorvlo, 2002). 기본

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3.6과 같다. 인공신경망은 1개의 입력층

(input layer)과 1개의 은닉층(hidden layer), 1개의 출력층(output 

layer)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닉층의 노드 개수는 인공신경

망을 이용한 기존의 일사량 산출 연구들이 15개~50개 정도로 설정한 

것을 참고하여 25개로 설정했다.

Fig. 3.6. Structure of MLP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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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데이터는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기상 상황에 대해 

선택된 상호 정보량 상위 10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한다면 데이터마다 단위가 달라 다중계층신경망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결정하는 데 오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모

든 데이터를 연도별로 아래의 식 5.5를 통해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선

형 변환하여 사용하였다(Kuzniar et al., 2015).

 max  min

  min
     (Eqn. 3.17)

min은 변수 의 최솟값인데, 이때 자료에 이상값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값은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은 값부터 순서대로 3개의 값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max는 최댓값으로,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값

은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값부터 순서대로 3개의 값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전처리한 후, 그 값이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1보다 큰 값은 1로 설정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의 공간적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 훈련에 

있어서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즉, 각 지점에 대해서 같은 권역에 속하

는 다른 지점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이렇게 만든 모델

을 그 지점에 적용하면서 그 정확도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권역 2에 

속하는 대전의 일사량 예측을 위한 모델은 권역 2에 속하는 지역 중에 

대전을 제외한 고창군, 순창, 전주, 추풍령의 데이터를 훈련시킴으로써 

얻은 모델이다. 하지만 5번 권역과 9번 권역의 경우에는 관측소가 각각 

춘천, 원주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 권역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의 데이

터로 훈련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시간

적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6~2017년의 데이터 중 2016년 데이터

는 인공신경망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고, 2017년 데이터는 훈련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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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검증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접

근 방법과 모델이 어느 시기이든 상관없이, 모든 기상관측소에 적용 가

능할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사량 

예측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된 앙상블 기반의 인공신경망 모델(Alobaidi 

et al., 2014, Linares-Rodriguez et al., 2013)을 사용했다. 인공신경

망 모델의 초기 가중치의 값은 임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Monte-Carlo)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가중치 값이 임의로 설정된 50개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앙상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하나의 모델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ares-Rodriguez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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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신경망 모델의 검증과 비교

4.1. 정확도를 나타내는 인자

모델을 교차검증하고 그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

수(Correlation coefficient), RMSE(Root Mean Square Error), 

MBE(Mean Bias Error)의 세 가지 인자를 계산하였다.

관측값 와 예측값  간의 상관계수 R은 아래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상관계수가 클수록 자료의 경향성이 비슷하며, 따라서 모델

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qn. 4.1)

RMSE와 MBE는 각각 식 4.2, 식 4.3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Eqn. 4.2)

  



  






     (Eqn. 4.3)

RMSE의 값이 클수록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RMSE는 그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 MBE는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절대값이 클수록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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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또한, MBE가 양수이면 모델이 관측값보다 작게 예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MBE가 음수라는 것은 모델이 관측값보다 크게 예측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RMSE와 MBE는 관측값에 대한 상대적인 오차를 나타내기 위해 식 

4.4와 식 4.5의 rRMSE(relative RMSE)와 rMBE(relative MBE)로도 

사용된다.

 

 


× 



  








     (Eqn. 4.4)

 


× 



  






     (Eqn. 4.5)

4.2. 인공신경망 모델의 지점별 검증 결과

각 지점에서 해당 지점의 데이터를 제외한 같은 권역의 데이터를 훈

련시켜 얻은 인공신경망 모델의 일사량 예측 결과는 표 4.1과 그림 4.1

과 같으며, 그림 4.2는 전체지점에 대한 일사량 예측값과 관측값 간의 

산점도이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적어도 0.94 이상의 상관계수, 평균적

으로는 0.96의 상관계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MSE는 평

균 80.87W/㎡, rRMSE로는 22.62%의 오차, MBE는 평균 –4.97W/㎡, 

rMBE로는 –2.58%의 오차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

해본 결과에 따르면, 권역별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한다면 일사량 관측

값이 없는 지점의 일사량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오차 내외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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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65 75.13 18.17 -18.31 -4.43
Daejeon 0.966 74.6 17.41 10.97 2.56

Sunchang 0.965 78.66 17.88 29.14 6.62
Jeonju 0.965 70.5 17.44 -7.9 -1.95

Chupungnyeong 0.965 73.39 18.92 -24.07 -6.21

3

Gyeonju 0.966 66.3 17.44 12.12 3.19
Gwangyang 0.968 83.33 20.27 42.66 10.38

Busan 0.964 68.01 17.57 5.74 1.48
North Changwon 0.961 67.23 18.93 -18.66 -5.25

Uiryeong 0.964 81.85 20.27 38.33 9.49
Changwon 0.966 91.33 21.63 56.97 13.49
Hamyang 0.964 81.24 20.17 27.43 6.81
Gimhae 0.962 99.35 32.85 -74.33 -24.57
Yangsan 0.957 108.72 38.6 -78.7 -27.94

Jinju 0.95 132.81 47.34 -96.03 -34.23
5 Chuncheon 0.974 54.43 15.18 1.65 0.46

6

Gangjin 0.941 105.77 33.66 -69.31 -22.06
Gochang 0.965 75.13 18.17 -18.31 -4.43
Gwangju 0.954 84.31 21.26 30.18 7.61
Mokpo 0.963 86.32 26.27 -54.45 -16.57

Boseong 0.967 88.55 27.42 -58.38 -18.08
Yeonggwang 0.963 85.24 20.58 30.74 7.42
Heuksando 0.966 77.91 20.04 26.18 6.74

7
Seosan 0.956 80.45 26.82 -52.03 -17.35

Cheongju 0.96 73.54 20.03 33.18 9.04
Hongsung 0.959 99.17 25.2 57.81 14.69

8
Gangneung 0.956 81.44 20.62 18.97 4.8

Daegwallyeong 0.951 79.45 20.79 -8.06 -2.11
North Gangneung 0.948 84.31 22.26 -18.58 -4.9

9 Wonju 0.961 71.83 18.46 7.33 1.88

10
Andong 0.966 68.1 17.27 19.14 4.86

Cheongsong 0.965 72.65 18.91 13.71 3.57
Pohang 0.957 75.79 22.91 -32.39 -9.79

11 Gosan 0.958 98.68 37.16 -67.98 -25.6
Jeju 0.957 102.29 27.81 54.52 14.82

13
Seoul 0.958 64.07 19.27 5.43 1.63

Suwon 0.966 53.7 16.78 -2.75 -0.86
Incheon 0.965 57.53 17.61 -10.67 -3.27

Average 0.96 80.87 22.62 -4.97 -2.58

Table. 4.1.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at eac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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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RMSE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at eac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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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catter plot of measured irradiance and

predicted irradiance from ANN models for cross validation

하지만 지점별로 정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춘천이 속한 권역 5는 데이터가 있는 지점이 춘천밖에 없어서 춘

천의 데이터로만 모델을 훈련하고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0.97 이상의 

상관계수와 14.5%의 rRMSE 등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만약 권역 

5에 여러 지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를 같이 훈련시키게 된다면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봤을 때, 강진은 상관계수가 

0.94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진주와 양산 등의 지점은 40% 전후의 

높은 rRMSE 값을 보이기도 했다.

권역별로 결과를 살펴보자면 권역 2, 8, 10, 13에 속한 지점들은 상

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권역 3, 6, 7, 11에 속한 지점들은 

오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10개의 일사량 관측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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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3의 경우, 경주, 광양, 부산, 북창원, 의령, 창원, 함양 7개의 지점

은 다른 권역의 지점들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나 김

해, 양산, 진주는 rRMSE가 30%가 넘게 나타나면서 큰 오차를 보였다. 

그 이유는 이 세 지점의 일사량 값이 다른 지점들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

인다. 이 지점들의 rMBE는 –20%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예측값보다 

관측값이 훨씬 작게 관측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주변 지형이나 건물의 그

림자로 인해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지점마다 일사계가 설치

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건물이나 지형에 의한 그림자로 인해 

일사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의 물체로 인해 반

사되는 일사량이 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일사량의 차이

로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센서로 인한 차이도 고려할 수 있는데, 

각 지점들의 일사계 설치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센

서 기능에 차이가 생겼을 수 있다. 또한, 센서가 측정한 수치적인 값을 

일사량으로 변환하는 보정계수의 설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일사량 값

이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권역 6도 이와 비슷하게 강진, 목포, 보성 이 세 지점의 관측값이 다

른 지점들보다 낮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권역 7의 경우에는 

이 권역에 속한 서산, 청주, 홍성 세 지점의 데이터 중 서산의 데이터가 

다른 두 지점의 데이터보다 그 값이 작은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서

산에서의 예측값과 관측값의 편차 MBE 값은 음수로 나타났고, 청주와 

홍성에서의 MBE 값은 양수로 크게 나타났다. 권역 11은 고산과 제주 

두 개의 관측소가 위치한 제주도 권역인데, 고산과 제주 관측소의 관측

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델의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권역 11의 경우에는 권역 내에 속한 일사량 관측소가 고산과 

제주 두 곳뿐이라 고산의 데이터로 제주에 적용할 모델을 훈련하고, 제

주의 데이터로 고산에 적용할 모델을 훈련했기 때문에 서로의 값의 차이

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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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권역별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일사량을 예측할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확보된다면 

모든 지점에 대해 보편적인 정확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권역별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다. 한 권역에 있는 관측소의 수가 

적다면 하나의 이상값이 존재할 때 이로 인한 영향이 커져서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 관촉소가 2개인 권역 11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또한, 권역 5와 9의 경우에는 각 권역 당 관측소가 하나뿐이었으므

로 해당 권역의 모델이 권역 내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확

실하게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권역 5와 9에 추가적인 일사량 관측

소가 확보된다면 모델의 신뢰성과 보편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있어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일사량 데이터의 취득이다. 지점별로 일사계가 설치된 환경에 차이

가 있거나 센서의 종류나 보정계수 등에 차이가 있다면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권역 3과 권역 6의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

으며, 일사량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확보된다면 역시 모델의 정확

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3. 인공신경망 모델의 기상조건별 검증 결과

본 모델이 기상조건별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

해 구름양에 따라 자료를 맑은 날, 부분적으로 흐린 날, 흐린 날 세 가

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의 교차검증 정확도를 파악하였다. 위성

영상을 통해 산출한 구름지수를 이용하여 구름지수가 0.1 이하인 날은 

맑음, 0.1~0.5인 시점은 부분적으로 흐림, 0.5 이하일 때는 완전히 흐림

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기상조건에서의 결과와 그 정확도는 표 4.2~

표 4.4와 그림 4.3~그림 4.5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4.6은 각 기상조건

별 예측값과 관측값의 산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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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84 50.84 8.77 -22.1 -3.67
Daejeon 0.982 54.36 9.55 12.6 2.27

Sunchang 0.976 65.04 10.65 33.98 5.89
Jeonju 0.981 49.09 8.9 -7.38 -1.32

Chupungnyeong 0.982 61.33 11.75 -40.03 -7.13

3

Gyeonju 0.984 43.4 8.65 3.99 0.8
Gwangyang 0.983 71.97 12.9 52.34 10.35

Busan 0.977 50.97 9.96 6.9 1.37
North Changwon 0.98 47.71 10.08 -17.1 -3.49

Uiryeong 0.976 71.77 13.27 48.32 9.81
Changwon 0.981 79.81 14.35 60.93 12.3
Hamyang 0.976 75.05 13.67 45.46 9.03
Gimhae 0.976 101.7 25.19 -88.07 -17.91
Yangsan 0.98 130.86 35.37 -117.76 -24.15

Jinju 0.955 156.87 41.94 -130.03 -25.8
5 Chuncheon 0.984 39.71 8.08 1.04 0.21

6

Gangjin 0.939 119.54 27.4 -95.4 -17.94
Gochang 0.984 50.84 8.77 -22.1 -3.67
Gwangju 0.973 64.88 11.89 27.5 5.31
Mokpo 0.976 94.12 20.3 -80.15 -14.74

Boseong 0.979 99.96 22.86 -85.55 -16.36
Yeonggwang 0.978 75.4 12.93 45.51 8.47
Heuksando 0.973 69.41 11.77 36.01 6.5

7
Seosan 0.969 80.3 19.65 -62.47 -13.26

Cheongju 0.981 55.4 11.2 31.65 6.84
Hongsung 0.975 99.97 18.48 80.44 17.47

8
Gangneung 0.98 54 10.05 13.42 2.56

Daegwallyeong 0.978 53.81 10.58 -16.54 -3.15
North Gangneung 0.971 60.43 11.84 -15.38 -2.92

9 Wonju 0.968 60.24 11.44 7.4 1.43

10
Andong 0.982 50.35 9.69 23.86 4.81

Cheongsong 0.979 61.18 11.86 22.46 4.55
Pohang 0.976 72.21 16.31 -51.58 -10.43

11 Gosan 0.972 110.32 27.23 -95.15 -19.02
Jeju 0.979 89.88 15.94 68.91 13.93

13
Seoul 0.971 53.23 11.91 8.69 1.98

Suwon 0.978 40.72 9.53 -3.67 -0.85
Incheon 0.975 46.97 10.79 -14.11 -3.14

Average 0.98 71.41 14.88 -8.77 -1.66

Table. 4.2.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 in clear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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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23 92.53 22.6 -16.42 -3.86
Daejeon 0.927 93.93 22.71 12.19 3.04

Sunchang 0.931 90.18 21.78 24.73 6.35
Jeonju 0.921 90.25 23.04 -9.6 -2.39

Chupungnyeong 0.93 86.41 22.47 -17.85 -4.44

3

Gyeonju 0.929 85.08 22.28 13.29 3.61
Gwangyang 0.918 105.12 27 47.22 13.8

Busan 0.907 89.54 24.41 8.9 2.49
North Changwon 0.918 87.08 25.69 -25.09 -6.89

Uiryeong 0.932 96.33 25.32 33.67 9.71
Changwon 0.926 108.68 27.08 61.54 18.11
Hamyang 0.929 94.54 24.18 24.1 6.57
Gimhae 0.911 111.03 39.58 -75.34 -21.17
Yangsan 0.919 100.92 36.05 -66.24 -19.14

Jinju 0.903 128.77 47.99 -90.82 -25.29
5 Chuncheon 0.951 66.4 19.48 2.6 0.77

6

Gangjin 0.876 110.63 37.29 -68.43 -18.74
Gochang 0.923 92.53 22.6 -16.42 -3.86
Gwangju 0.904 102.09 26.45 29.63 8.32
Mokpo 0.917 91.14 30.27 -49.57 -14.14

Boseong 0.925 89.5 29.86 -51.07 -14.56
Yeonggwang 0.919 100.3 25.41 25.54 6.92
Heuksando 0.924 91.81 24.89 25.23 7.34

7
Seosan 0.912 86.68 30.9 -48.2 -14.66

Cheongju 0.92 85.97 24.46 30.95 9.65
Hongsung 0.915 108.16 29.59 54.58 17.55

8
Gangneung 0.92 98.4 24.67 13.84 3.6

Daegwallyeong 0.909 98.46 25.41 -3.14 -0.8
North Gangneung 0.89 107.04 29.07 -22.4 -5.73

9 Wonju 0.936 84.44 21.92 8.99 2.39

10
Andong 0.935 84.75 22.42 19.73 5.51

Cheongsong 0.932 88.44 24.01 10.14 2.83
Pohang 0.895 87.47 27.48 -20.82 -6.14

11 Gosan 0.913 106.62 40.48 -70.2 -21.04
Jeju 0.932 116.16 29.05 61.19 18.06

13
Seoul 0.913 79.79 25.3 -1.9 -0.6

Suwon 0.931 66.04 22.01 -0.91 -0.3
Incheon 0.922 69.53 23.51 -3.51 -1.17

Average 0.92 94.02 27.07 -3.94 -1.01

Table. 4.3.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 in partially cloudy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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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845 80.54 45.24 -15.11 -7.82
Daejeon 0.872 76.73 40.22 6.22 3.37

Sunchang 0.851 83.79 39.5 26.61 14.34
Jeonju 0.864 72.28 40.61 -6.61 -3.58

Chupungnyeong 0.848 73.85 42.93 -5.39 -3.04

3

Gyeonju 0.858 75.41 46.78 26.14 19.36
Gwangyang 0.872 74.49 42.64 18.66 11.96

Busan 0.833 71.11 45.46 -0.3 -0.19
North Changwon 0.826 71.49 44.03 -14.03 -7.95

Uiryeong 0.863 80.59 42.85 25.15 15.44
Changwon 0.829 91.98 47.95 44 29.77
Hamyang 0.855 74.68 42.59 -0.28 -0.16
Gimhae 0.839 76.37 63.25 -44 -26.71
Yangsan 0.855 64.73 47.33 -22.96 -14.38

Jinju 0.85 70.67 57.39 -34.41 -21.84
5 Chuncheon 0.899 59.03 35.62 1.47 0.9

6

Gangjin 0.833 70.71 49.51 -28.58 -16.67
Gochang 0.845 80.54 45.24 -15.11 -7.82
Gwangju 0.801 87.28 48.42 35.04 24.12
Mokpo 0.835 64.83 45.24 -18.73 -11.56

Boseong 0.859 60.06 44.04 -15.66 -10.3
Yeonggwang 0.842 80.8 44.38 14.19 8.46
Heuksando 0.852 72.26 44.2 14.85 9.99

7
Seosan 0.832 72 53.59 -38.35 -22.21

Cheongju 0.818 84.29 47.96 39.48 28.97
Hongsung 0.825 83.81 47.73 21.59 14.02

8
Gangneung 0.79 96.96 50.62 33.86 21.47

Daegwallyeong 0.826 85.43 44.87 -1.36 -0.71
North Gangneung 0.769 92.78 56.19 -20.21 -10.9

9 Wonju 0.881 71.19 38.47 5.12 2.84

10
Andong 0.873 72.47 40.01 9.01 5.24

Cheongsong 0.866 69.34 38.61 2.8 1.59
Pohang 0.805 66.99 49.23 -8.22 -5.7

11 Gosan 0.821 74.07 63.35 -35.57 -23.33
Jeju 0.845 100.19 57.08 36.09 25.88

13
Seoul 0.86 59.9 38.59 8.75 5.97

Suwon 0.856 57.03 40.61 -3.49 -2.43
Incheon 0.819 61.94 45.57 -12.03 -8.13

Average 0.84 75.33 46.26 0.75 1.01

Table. 4.4.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 in overcast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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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RMSE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in clear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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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RMSE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in partially cloudy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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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RMSE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in overcast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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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catter plot of measured irradiance and

predicted irradiance of each weather condition

결과를 살펴보면, 맑은 날에서의 일사량 산출 정확도가 구름이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맑은 날은 0.98 정도의 상관계수와 

15% 정도의 rRMSE, -2%의 rMBE 오차를 보였다. 4.2절에서 살펴본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권역 2, 8, 10, 13에 속한 지점들은 평균 이상

의 상관계수와 10%대 혹은 그 이하의 rRMSE 등 높은 정확도를 나타

냈다. 반면 권역 3, 6, 7, 11은 6.2절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상대

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권역 3의 김해, 양산, 진주와 권역 6의 

강진, 고창, 목포, 보성, 권역 11의 고산의 경우에는 rRMSE가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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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면서 맑은 날에도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김해, 양산의 경우 

rRMSE 오차는 컸지만, 상관계수는 0.97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서 일사

량의 패턴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분적으로 흐린 날과 흐린 날은 맑은 날보다 정확도가 다소 감소했

다. 부분적으로 흐린 날은 평균적으로 0.92의 상관계수, 27%의 rRMSE

를 보였으며, 흐린 날은 평균적으로 0.84의 상관계수와 46%의 rRMSE

를 보였다. 권역별, 지점별 오차 경향도 위의 맑은 날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퍼센트로 나타낸 rRMSE 값은 구름이 많아질수록 

증가했지만, 오차의 절대적인 값만을 살펴보면 맑은 날일 때 71W/㎡, 

부분적으로 흐린 날일 때 94W/㎡, 흐린 날일 때 75W/㎡ 정도로 구름

이 많을수록 증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구름이 있을 때 rRMSE가 증

가한 것은 절대적인 오차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구름이 있는 상황에서 일

사량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rRMSE 값이 증가한 결과이다. 

그림 6.6의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의 산점도를 살펴보면 맑은 날보다 흐

린 날이 일사량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름이 있는 상황에서 일사량을 예측할 때는 구름으로 인한 태양복사

의 흡수, 산란, 반사 등의 효과와 지표에서 반사된 태양복사의 구름으로 

인한 반사 등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많아지고 모델이 복잡해지므로 일

사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향후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확한 일사량 예측에 있어서 중요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름의 두께나 성질 등을 알 수 있는 추가적

인 입력자료의 확보나 더 많은 시기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및 발사 계획 중인 천리

안 2호 위성은 기존 천리안 위성보다 3배 이상 많은 16개의 채널과 

2km로 향상된 공간해상도를 통해 구름의 두께나 높이, 종류를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의 일사량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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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공신경망 모델의 연도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고, 이 

모델을 2017년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 보편성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2016년 자료를 이용한 훈련결과는 표 4.5와 같으며, 훈련을 통해 

생성한 모델을 2017년 자료에 적용한 결과는 표 4.6와 같다. 그리고 이 

두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 그림 4.7이다. 2016년 자료를 이용한 

훈련결과와 2017년 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를 비교해보면, 상관계수의 

경우 대체적으로 훈련결과가 검증결과보다 높아 훈련의 정확도가 검증의 

정확도보다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rRMSE의 경우에는 검증결

과의 rRMSE가 훈련결과의 rRMSE보다 낮은 지점도 상당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할 때 훈련자료를 활용하므로 훈

련자료의 정확도가 검증자료의 정확도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

만 그림 4.7의 두 시기 비교결과에서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와 

rRMSE라는 두 인자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두 시

기 자료의 평균값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표 4.5와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퍼센트 값으로 나타내는 rRMSE는 검증자료가 낮았지만, 절

대적인 RMSE 값은 훈련자료가 79W/㎡, 검증자료가 82W/㎡로 훈련자

료가 더 작았다. 즉, 검증자료의 rRMSE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제

로 검증자료가 더 정확해서라기보다는 2017년의 일사량 값이 2016년보

다 전체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훈련결과와 검증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델을 훈련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2017년의 일사량 산출값이 2016년의 훈련자료와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으므로, 해당 모델은 어느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시간적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과 2017년 뿐만 아니

라 다른 연도의 기상데이터와 위성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비슷한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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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62 75 19.32 -15.87 -3.93
Daejeon 0.968 72.33 17.25 9.28 2.26

Sunchang 0.965 77.15 17.83 23.83 5.83
Jeonju 0.965 70.27 17.87 -4.58 -1.15

Chupungnyeong 0.966 73.82 19.63 -27.6 -6.84

3

Gyeonju 0.965 65.03 18.38 7.16 2.07
Gwangyang 0.969 82.06 20.64 39.18 10.93

Busan 0.969 63.62 17.03 0.84 0.23
North Changwon 0.959 71.43 21.15 -27.17 -7.45

Uiryeong 0.965 78.14 20.2 29.93 8.39
Changwon 0.972 80.09 19.78 42.08 11.6
Hamyang 0.967 78.59 20.13 28.94 8.01
Gimhae 0.963 100.83 34.7 -75.66 -20.66
Yangsan 0.964 111.01 41.04 -84.12 -23.72

Jinju 0.965 136.09 52.78 -102.41 -28.43
5 Chuncheon 0.977 50.88 14.53 -7.23 -2.02

6

Gangjin 0.952 124.76 43.98 -96.15 -25.31
Gochang 0.962 75 19.32 -15.87 -3.93
Gwangju 0.959 77.88 20.48 25.36 7.14
Mokpo 0.96 83.84 26.6 -48.68 -13.38

Boseong 0.969 77.99 24.52 -46.9 -12.85
Yeonggwang 0.962 84.54 21.19 26.3 7.06
Heuksando 0.97 75.8 20.03 23.83 6.72

7
Seosan 0.96 76.61 25.93 -49.34 -14.31

Cheongju 0.961 72.09 19.73 29.37 8.74
Hongsung 0.956 94.64 24.75 52.41 15.88

8
Gangneung 0.956 78.5 20.22 10.68 2.83

Daegwallyeong 0.951 79.13 20.88 -8.42 -2.17
North Gangneung 0.934 94.06 25.38 -26.2 -6.6

9 Wonju 0.967 67.74 17.51 13.32 3.57

10
Andong 0.966 69.22 17.95 20.66 5.66

Cheongsong 0.966 71.78 19.17 15.48 4.31
Pohang 0.954 76.95 24.81 -33.91 -9.85

11
Gosan 0.956 89.17 34.29 -58.18 -18.28
Jeju 0.959 96.48 27.27 47.56 15.53

13
Seoul 0.963 58.64 17.59 8.77 2.7

Suwon 0.967 52.47 16.71 -7.3 -2.27
Incheon 0.968 54.7 16.38 -10.28 -2.99

Average 0.96 79.43 23.08 -7.66 -2.02

Table. 4.5.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 for 

training datas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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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67 75.35 16.4 -22.59 -4.69
Daejeon 0.963 76.8 17.46 12.67 2.97

Sunchang 0.965 80.16 17.58 34.51 8.19
Jeonju 0.965 70.73 16.97 -11.22 -2.62

Chupungnyeong 0.963 72.95 18.19 -20.54 -4.87

3

Gyeonju 0.966 68.8 15.5 22.11 5.24
Gwangyang 0.966 84.6 19.44 46.16 11.87

Busan 0.958 72.15 17.82 10.66 2.71
North Changwon 0.964 62.74 16.67 -10.13 -2.62

Uiryeong 0.963 85.44 19.95 46.84 12.28
Changwon 0.963 101.37 22.66 71.94 19.17
Hamyang 0.961 83.85 19.82 25.9 6.52
Gimhae 0.961 97.83 30.85 -72.98 -18.71
Yangsan 0.952 106.38 35.58 -73.26 -19.68

Jinju 0.939 129.42 41.71 -89.61 -22.41
5 Chuncheon 0.972 57.77 15.64 10.54 2.94

6

Gangjin 0.951 81.99 23.61 -41.93 -10.77
Gochang 0.967 75.35 16.4 -22.59 -4.69
Gwangju 0.948 90.37 21.77 35.07 9.23
Mokpo 0.966 88.73 25.93 -60.24 -14.97

Boseong 0.967 97.97 29.8 -69.83 -17.52
Yeonggwang 0.963 85.95 19.96 35.22 8.91
Heuksando 0.962 79.98 19.87 28.54 7.63

7
Seosan 0.953 84.11 27.51 -54.71 -15.18

Cheongju 0.96 74.97 19.43 37.03 10.62
Hongsung 0.962 103.47 25.32 63.17 18.28

8
Gangneung 0.956 84.36 20.02 27.49 6.98

Daegwallyeong 0.95 79.76 20.57 -7.7 -1.95
North Gangneung 0.962 73.7 18.87 -11.25 -2.8

9 Wonju 0.956 75.54 19.14 1.57 0.4

10
Andong 0.967 66.96 16.41 17.63 4.51

Cheongsong 0.964 73.52 18.49 11.94 3.1
Pohang 0.962 73.18 18.96 -29.07 -7

11
Gosan 0.963 107.25 39.1 -77.67 -22.07
Jeju 0.954 107.8 27.73 61.49 18.8

13
Seoul 0.955 69.14 20.32 2.05 0.61

Suwon 0.965 54.9 16.69 1.81 0.55
Incheon 0.962 60.23 18.63 -11.07 -3.31

Average 0.96 81.99 21.76 -2.16 -0.38

Table. 4.6.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 for test 

datas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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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mparison of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etween train dataset and test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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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공신경망 모델의 월별 검증 결과

일 년 내에서 시기별로 모델의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검증 정확도를 계산하였다(표 4.7, 그림 

4.8). 2월~4월은 다른 기간에 비해 상관계수가 0.94 이상으로 높고 상

대적인 RMSE 오차도 20% 이내로 낮게 나타났지만, 7월과 8월의 경우 

상관계수는 정확도가 0.91 정도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4월에 비해 

0.04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RMSE 오차도 100W/㎡ 이상으로 크게 나

타났다. 7~8월에는 RMSE 오차가 가장 낮았던 12월과 비교해보면 약 

40W/㎡ 이상 오차가 증가한 것이다. 7월과 8월이 이렇게 다른 달에 비

해 오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이 시기가 장마와 태풍 등으로 구름 낀 

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4.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름이 있는 

경우에는 일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져서 일사

량 예측 정확도가 감소하므로 구름 낀 날이 상대적으로 많은 7월과 8월

은 정확도가 감소한 것이다.

Month R RMSE
W/㎡ %

January 0.927 63.87 25.21
February 0.947 68.93 20.95

March 0.946 78.75 19.74
April 0.950 85.20 18.76
May 0.936 95.59 18.17
June 0.928 98.91 20.71
July 0.914 102.12 25.90

August 0.907 103.61 23.40
September 0.935 83.28 23.04

October 0.935 72.12 25.95
November 0.939 63.08 24.99
December 0.933 59.74 26.94

Table. 4.7. Accuracy of cross validationby ANN models on ea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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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RMSE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for each month

4.6. 인공신경망 모델의 시간별 검증 결과

시간대별로 모델의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전 8

시부터 17시까지 각 시간별로 검증 정확도를 확인하였다(표 4.8, 그림 

4.9). 8~10시, 16~17시 등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에는 상관계수의 값

이 0.92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인 RMSE 오차는 이 시간대

에 2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의 상대적인 

RMSE 오차가 커진 이유는 이 시간대에 일사량 값이 낮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즉, W/㎡로 표현되는 RMSE 오차의 값은 12~14시가 100 

W/㎡로 높지만 이 시간대의 일사량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오

차는 크지 않았으며, 오전 또는 저녁의 시간대는 오차가 80 W/㎡ 이하

로 낮지만 이 때는 일사량 값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오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낮 시간대는 일사량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

사량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오차가 커지며, 저녁과 아침 시간대의 경우에

는 일사량 값 자체가 작고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경향성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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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our R
RMSE

W/㎡ %
8 0.922 37.39 33.96
9 0.929 55.62 26.03

10 0.924 74.39 21.85
11 0.917 90.98 20.39
12 0.912 102.61 20.00
13 0.912 105.79 19.85
14 0.912 103.02 20.43
15 0.916 91.93 21.14
16 0.922 75.51 22.74
17 0.930 56.29 26.73

Table. 4.8. Accuracy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on each hour

Fig. 4.9.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RMSE of cross validation

by ANN models for each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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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권역별 훈련 모델과 전국적 훈련 모델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권역별 인공신경망 훈련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

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자료를 권역별로 훈련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훈련했을 때와 그 결과

를 비교하였다. 전국적 훈련 모델은 38개 일사량 관측소의 모든 데이터

를 한꺼번에 입력데이터로 훈련시켜서 얻었으며, 그 결과는 표 4.9와 같

다. 자료를 권역별로 인공신경망을 훈련했을 때(표 4.1)와 전국적으로 

훈련했을 때(표 4.9)의 상관계수와 rRMSE를 비교한 것이 그림 4.10이

다. 권역별 훈련을 수행했을 때 상관계수는 총 38개 중에서 20개 지점

에서 값이 증가하였고 6개 지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12개 지점에서

는 값이 감소하였다. RMSE의 경우에는 27개의 지점에서는 그 값이 감

소하여 오차가 줄어들었지만, 11개 지점에서는 RMSE 값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훈련시켰을 때와 전국적으로 훈련시켰을 때 

상관계수는 0.96으로 비슷했지만, 권역별로 훈련시켰을 때 RMSE 오차

는 전국 단위로 훈련시켰을 때보다 8 W/㎡ 정도 감소했으며, rRMSE로

는 2% 정도 감소하였다.

권역별 훈련을 수행했을 때 오차가 증가한 지점은 광주, 목포, 보성, 

안동, 홍성, 추풍령, 북창원, 부산, 제주 등이다. 이 중 권역 6에 속한 광

주, 목포, 보성 등은 위의 6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권역 내 다른 지점들

과 일사량의 값에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크게 나타났던 지점들이다. 즉, 

같은 권역에 속한 지점들과의 일사량 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권

역별로 묶어서 훈련시켰을 때 오차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권역 6의 

지점들 외의 다른 지점들 역시 같은 권역 내의 자료들과 일사량 값의 차

이가 있어 권역별로 훈련할 때 오히려 오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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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65 81.46 19.7 29.89 7.23
Daejeon 0.965 99.22 23.15 55.56 12.96

Sunchang 0.963 109.67 24.93 75.79 17.23
Jeonju 0.964 82.63 20.45 35.92 8.89

Chupungnyeong 0.964 69.25 17.86 13.76 3.55

3

Gyeonju 0.964 67.72 17.81 11.03 2.9
Gwangyang 0.966 85.00 20.67 44.64 10.86

Busan 0.964 67.63 17.47 6.1 1.58
North Changwon 0.961 66.5 18.72 -13.51 -3.8

Uiryeong 0.962 83.94 20.79 40.16 9.94
Changwon 0.965 92.23 21.85 57.52 13.62
Hamyang 0.964 81.51 20.24 31.1 7.72
Gimhae 0.964 99.05 32.75 -73.32 -24.24
Yangsan 0.958 121.05 42.97 -90.25 -32.04

Jinju 0.951 131.83 46.99 -95.49 -34.04
5 Chuncheon 0.966 67.67 18.87 -26.58 -7.41

6

Gangjin 0.871 126.42 40.23 -40.72 -12.96
Gochang 0.965 81.46 19.7 29.89 7.23
Gwangju 0.959 85.68 21.6 43.41 10.95
Mokpo 0.965 79.33 24.14 -44.98 -13.69

Boseong 0.968 83.32 25.8 -51.58 -15.97
Yeonggwang 0.964 90.93 21.95 44.15 10.66
Heuksando 0.954 86.77 22.32 4.48 1.15

7
Seosan 0.956 114.42 38.14 -89.12 -29.71

Cheongju 0.963 65.72 17.9 -14.51 -3.95
Hongsung 0.956 77.84 19.78 15.09 3.83

8
Gangneung 0.957 91.58 23.19 39.7 10.05

Daegwallyeong 0.949 81.83 21.41 18.44 4.82
North Gangneung 0.945 86.35 22.8 7.13 1.88

9 Wonju 0.952 80.38 20.65 11.64 2.99

10
Andong 0.967 67.66 17.16 17.21 4.37

Cheongsong 0.963 74.91 19.5 17.46 4.55
Pohang 0.964 76.13 23.01 -40.54 -12.25

11
Gosan 0.957 118.99 44.81 -91.05 -34.29
Jeju 0.95 93.15 25.33 27.31 7.43

13
Seoul 0.953 87.28 26.25 -51.42 -15.47

Suwon 0.968 89.51 27.96 -65.61 -20.5
Incheon 0.962 100.04 30.63 -75.4 -23.08

Average 0.96 88.05 24.72 -4.91 -3.08

Table. 4.9. Accuracy of each sites by ANN ensemble model 

trained without classify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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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non-regional trained ANN model and regional trained A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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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hange of rRMSE(%)

by regionally training ANN at 38 sites

하지만 권역별로 훈련했을 때 전국적 모델에 대한 지점별 rRMSE 변

화를 나타낸 그림 4.11을 보면, 이 지점들을 제외한 지점들에서는 권역

별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RMSE 오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권역 13에 

속한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전, 전주, 순창 등이 속한 권

역 2에서도 전체적인 오차가 3% 정도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 권역

별로 오차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가 그림 4.12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 66 -

오차가 비교적 많이 감소한 권역들의 경우에는 같은 권역 내의 자료들 

간의 편차가 적고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거나 지역별 특성이 비교적 뚜렷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Fig. 4.12. RMSE(%) differences of regionally

trained models and globally trained models

4.8. 앙상블 모델과 단일 모델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훈련할 때 초기 가중치 값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50번 학습하고 학습한 결

과의 평균값을 일사량 값으로 산출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절

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앙상블 

기반의 인공신경망 모델이 단일 인공신경망 모델에 비해 일사량 산출 정

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단일 인공신경망 모델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50개 인공신경망의 앙

상블 모델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0와 그림 4.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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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ite R RMSE MBE
W/㎡ % W/㎡ %

2

Gochang-gun 0.953 86.44 20.75 -20.19 -4.62
Daejeon 0.953 85.16 19.69 10.51 2.49

Sunchang 0.958 84.06 18.81 26.4 6.28
Jeonju 0.957 77.3 18.93 -5.92 -1.43

Chupungnyeong 0.952 84.37 21.57 -25.79 -6.19

3

Gyeonju 0.957 74.1 19.1 14.03 3.75
Gwangyang 0.957 91.75 21.84 43.93 11.68

Busan 0.954 75.07 19.1 1.12 0.29
North Changwon 0.946 79.15 22.01 -21.13 -5.55

Uiryeong 0.952 89 21.54 37.89 10.1
Changwon 0.958 96.56 22.5 57.33 15.42
Hamyang 0.954 88.3 21.61 28.51 7.5
Gimhae 0.951 108.97 35.52 -78.23 -20.32
Yangsan 0.944 114.34 39.79 -78.57 -21.47

Jinju 0.941 135.16 47.41 -95.66 -25.13
5 Chuncheon 0.961 66.22 18.26 2.78 0.77

6

Gangjin 0.927 112.15 35.28 -68.11 -17.64
Gochang 0.953 86.44 20.75 -20.19 -4.62
Gwangju 0.943 91.41 22.66 32.15 8.66
Mokpo 0.953 93.43 28.18 -55.17 -14.27

Boseong 0.954 95.87 29.49 -59.18 -15.4
Yeonggwang 0.948 95.57 22.87 30.65 7.92
Heuksando 0.955 85.14 21.4 23.45 6.26

7
Seosan 0.943 84.96 28.09 -48.36 -13.78

Cheongju 0.949 79.62 20.95 30.18 8.63
Hongsung 0.946 104.33 26.18 56.2 16.42

8
Gangneung 0.942 92.16 22.37 17.49 4.43

Daegwallyeong 0.93 95.54 24.43 -8.85 -2.21
North Gangneung 0.934 93.35 24.27 -13.59 -3.41

9 Wonju 0.94 87.74 22.07 5.56 1.42

10
Andong 0.955 77 19.22 18.81 4.93

Cheongsong 0.951 82.95 21.28 13 3.45
Pohang 0.946 84.92 25.08 -37.03 -9.86

11 Gosan 0.947 108.67 40.22 -72.7 -21.2
Jeju 0.943 110.64 29.35 53.98 16.72

13
Seoul 0.948 70.92 20.99 0.8 0.24

Suwon 0.958 59.17 18.29 -3.74 -1.14
Incheon 0.956 63.18 19.07 -8.85 -2.6

Average 0.95 89.24 24.50 -5.70 -1.41

Table. 4.10. Accuracy of ANN single model at eac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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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single ANN model and ensemble A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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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지점에 대해서 앙상블 모델을 적용

했을 때 상관계수가 증가하고 rRMSE가 감소하는 등 정확도가 향상되었

다.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0.01 이상 증가했으며, RMSE는 9 

W/㎡ (2%) 정도 감소하였다. 앙상블 모델이 단일 모델에 비해 획기적으

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든 지점에서 상관계수가 

증가하고 오차가 감소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상관계수는 모든 지점에

서 적게는 0.007부터 0.021까지 그 값이 증가했으며, RMSE 오차는 적

게는 약 2 W/㎡(0.65%)에서부터 많게는 16 W/㎡(3.7%)까지 모든 지

점에서 오차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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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신경망 모델의 적용과 일사량 추정

본 연구에서 38개의 일사량 관측소 데이터를 통해 훈련시킨 인공신경

망 모델을 이용하면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95개의 종관기상관측소

(ASOS)에 대해서 일사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95개의 종관기상관

측 지점 중 백령도는 일사량 관측값의 부재로 일사량 모델이 없는 4번 

권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일사량을 추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백령도를 제

외한 총 94개 지점에 대해서 권역별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2017

년도의 일사량을 산출하였다. 94개의 지점 중에서 일사량을 관측하고 있

는 지점은 38개 지점으므로(그림 5.1) 결과적으로 현재 일사량이 관측되

지 않고 있는 56개의 지점의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모델을 이

용하면 일사량 값은 시간 단위로 산출되며, 이러한 시간별 일사량을 합산

하여 연간 일사량과 월간 일사량을 계산하였다.

94개 지점의 2017년 연평균 일사량 추정값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에서 별표 표시가 있는 지점들이 현재 일사량 관측이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며, 별표 표시가 없는 곳은 본 연구방법을 통해 새롭게 일사량 값

이 추정된 지점이다. 각 지점의 원의 크기는 연평균 일사량과 비례하는

데, 같은 권역에 속한 지점들은 일사량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권역 13

에 속한 지점들은 약 3300~3400 Wh/㎡/day 정도의 연평균 일사량 값

을 보여 다른 지점들에 비해 일사량이 낮게 예상되었으며, 권역 2에 속한 

지점의 일사량은 약 4200~4400 Wh/㎡/day 정도로 상대적으로 일사량

이 높게 예상되었다. 이렇듯 연평균 일사량이 가장 높은 권역과 낮은 권

역은 연평균 일사량의 값이 약 1000 Wh/㎡/day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일사량 분포는 결국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

로 보이며, 일사량 권역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은 권역별 인공신경망 훈련

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사량 권역은 위성

영상으로부터 얻은 구름지수만을 이용하여 분류된 결과이지만, 이외에 다

른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권역을 분류한다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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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Fig. 5.1. Annual average solar irradiance

predicted by ANN models in 2017 at 94 ASOS stations

산출한 일사량을 통해 각 지점의 월별 일사량 특성도 파악하였는데, 각 

지점의 월평균 일사량을 나타낸 일사량 지도가 그림 5.2이며, 이 결과를 

권역별로 정리한 것이 그림 5.3이다. 그림 5.2와 그림 5.3을 살펴보면, 

같은 권역에 속한 지점들은 일사량 경향이 비슷하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 년 중 5~6월의 일사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중 일사

량은 1월부터 5, 6월까지는 평균적인 일사량이 증가하다가 7월과 8월에 

급격히 감소하며, 다시 9월에는 8월보다 상승했다가 12월로 갈수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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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였다. 7월과 8월에 일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구름이 있는 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

만 그림 8.3에서 제주도에 해당하는 권역 11은 다른 권역들과 비교해 봤

을 때 다소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우선, 7월과 8월에 일사량이 급감하는 

다른 권역들과 달리 권역 11은 6월과 7월에 일사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

폭도 다른 권역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역 11을 제외한 권

역들은 6월에서 7월로 가면 월평균 일사량이 1,000~2,000 Wh/㎡/day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권역 11은 5월에서 6월로 갈 때 일사

량이 약 700 Wh/㎡/day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주도가 다른 내륙 지방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며, 2017년 장마철의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평년의 23% 수준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기상청, 2017).

또한, 이러한 장마철 일사량의 감소폭은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올

라갈수록 커졌다. 남쪽의 권역 3와 6은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 일사량

이 약 1,000 Wh/㎡/day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쪽에 위치한 권

역 5, 9, 13 등은 7월에 일사량이 2,000 Wh/㎡/day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2017년 장마철에 중부지방은 강수일수가 평년

보다 하루 정도 길고 강수량도 평년의 120%로 많았던 반면, 남부지방은 

강수일수가 평년보다 하루 정도 짧고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기상청, 2017). 즉, 중부지방에 가까운 권역들은 남부지

방에 있는 권역들에 비해 흐린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7월에 일사량이 

더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월

별 일사량 경향성도 실제와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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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Monthly average solar irradiance

predicted by ANN models in 2017 at 94 ASOS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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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Monthly average solar irradiance of each region

predicted by ANN model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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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Monthly average solar irradiance of each region

measured by pyranometer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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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omparison of monthly average solar irradiance

measured by pyranometers and predicted by ANN models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추정한 월평균 일사량과 관측값을 통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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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월평균 일사량을 비교해보기 위해 그림 5.4와 같이 38개 지점의 일사

량 실측값을 각각 권역별로 정리하였다. 실측값을 통해 살펴본 일사량 역

시 같은 권역에 속해 있으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권역 6의 경우에는 강진의 일사량이 권역 내의 다른 지점의 월

평균 일사량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각 권역에 속한 지점의 일사량 관측자료의 평균값과 인공신경망을 통

한 일사량 추정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 그림 5.5인데, 각 권역별 월평균 

일사량의 실측값과 추정값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6월, 8월, 9

월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일사량의 실측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대체적으로 

300 Wh/㎡/day 이하로 크지 않았지만, 8월과 9월의 경우에는 평균적으

로 400 Wh/㎡/day 이상 크게 나타났다(그림 5.6). 특히 권역 8의 경우

에는 8월과 9월의 일사량 추정값과 실측값이 700 Wh/㎡/day 이상 차이

가 났다. 권역 11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한 

추정값은 8월의 일사량은 관측값보다 작게 예상하였고, 9월의 일사량은 

높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Fig. 5.6. Differences of monthly irradiance

between estim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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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권역별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소 95개 지점 중 일사계가 설치되지 않은 56개의 지점에 대

해서 기상관측자료와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시간 단위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상관측자료와 위성

영상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보간법을 이용한 일사량 추정이나 기상

관측자료만을 이용한 일사량 추정 방법, 물리적 모델이나 경험식을 이용

한 위성영상 기반의 일사량 추정 방법보다 실시간 일사량 추정의 정확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실시간 일사량 관측소를 늘리

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의 일사량 관측망보다 조밀하고 정확하게 전국의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권역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기

존 기상청의 95개 기상관측망의 일사량 뿐만 아니라 기온, 기압, 이슬점 

온도 등의 기본 기상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일사계 관측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데 비

해, 본 연구의 일사량 모델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일사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상자료를 활용한다면 각 권역의 연간 

또는 월간 일사량 경향성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정밀한 일사량 추정과 예측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확보한 

20% 정도의 오차는 더욱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

구의 인공신경망 기반의 일사량 산출 방법은 기존 일사량 관측망보다는 

정확하게 일사량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적용 가능 영역이 기온과 기압, 

이슬점 온도 등의 기본적인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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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자료와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을 통해 

일사량 관측소가 없는 지점의 일사량을 추정하기 위한 앙상블 기반의 권

역별 인공신경망 모델을 제시하였다. 교차검증을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의 

일사량 산출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0.96의 상관계수와 

80.87W/㎡의 RMSE, 22.6%의 rRMSE 오차를 보였다. 예측의 정확도는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흐린 날에는 구름의 

영향으로 인해 모델이 복잡해져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인

공신경망 모델은 시기에 따른 오차의 차이도 크지 않았는데, 따라서 인공

신경망 모델을 훈련한 시기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적용하더라도 비슷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권역별 훈련 모델은 

권역별로 훈련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오차를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었으며, 앙상블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인공신경망 모델

을 사용할 때보다 높은 정확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

는 94개 지점의 종관기상관측소에서의 2017년 일사량을 추정하였다. 이

를 통해 기존에 38개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일사량 관측이 94개 지점으

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94개 지점의 연간일사량을 계산한 결

과, 일사량은 권역 분류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역을 분류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름의 양을 이용한 권역 분류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역을 분류한다면 일사량 산출의 결과가 

변할 수 있다. 94개 지점의 월별일사량을 계산한 결과, 5월과 6월에 일

사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장마와 태풍 등으

로 인해 월간일사량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권역별 인공신경망을 활용한다면, 일사량 

관측값이 없더라도 온도, 기압, 이슬점 온도 등의 기본적인 기상요소를 

측정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일사량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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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기압, 이슬점 온도 등의 기상관측망을 이용하여 현재의 일사량 관

측망보다 조밀하게 일사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기상관

측망과 위성영상은 시간 단위의 실시간으로 자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일사량 모델을 통해 실시간 일사량 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이는 일사량 관측값이 없는 지점의 실시간 일사량 추정

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보간법이나 위성영상만을 이용한 방법보다 정확

하게 일사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을 이용하

면 일사계가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

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을 쉽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실시간으로 일사량을 예측하고 태양광,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최적

화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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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culation of Solar Irradiance

from Weather Station Data and

Satellite Images by Regionally

Trai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YoungHyun Koo

Dep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primarily two ways to estimate the solar irradiance

of a certain area. One method is to directly measure the solar

irradiance with a pyranometer, and the other is to indirectly estimate

solar irradiance by satellite images. The former is good at accurately

measuring solar irradiance with constant time intervals, but has a

disadvantage in that the extent of measurement is limited to a small

area. In contrast, although the latter can provide a wide range of

estimation, the accuracy of its real time estimation is not so reliable.

In order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se two methods, this

study uses COMS satellite images and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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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SOS) weather observation data of the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interactions of multiple variables

from these data sources with solar irradiance are so complex that it is

difficult to build physical models to completely explain these

mechanisms. Therefor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is used for

estimation, and the accuracy of ANN models are improved by training

data regionally and applying average ensemble models.

In order to train data for each region, solar irradiance regions

need to be determined. Cloud indices (CI) were calculated from the

visible channel of a COMS geostationary satellite, and its dimension

was reduc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hen, the data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regions by applying K-means clustering,

and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s was determined by L-method

using the CH index. As a result, Korea was divided into 13 irradiance

regions, 12 of which are practically used to build models, with the

exception of one region of the sea.

Ten input variables for the training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were selected from 14 variables; the 14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variables of solar geometry, five variables from

KMA ASOS stations, and six variables from COMS satellite images.

A feature selection process was conducted by the mutual information

feature selection method. From 10 selected variables, the multi-layer

perceptron networks were built in MATLAB software environment.

Data from 2016 were used for a training dataset, and data from 2017

were used for a validation dataset. The result of cross validation

showed 0.96 of correlation coefficient 80.87 W/㎡ of RMSE and 22.5%

of rRMSE. In particular, a clear day showed a higher accuracy with

0.98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15% of rRMSE. However, a cloudy

and overcast day showed lower accuracy. After ANN models were

built by training a dataset from 2016, the model was appli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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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from 2017 for validation. Since the validation results showed

similar accuracy with training, the model could be applied to any time

series data. In addition, July to August showed lower accuracy

because it is the rainy season in Korea. The regionally trained ANN

ensemble models showed better accuracy than globally trained models,

and also better than single models.

Finally, the solar irradiances at 94 KMA ASOS stations were

calculated from these models, so the annual and monthly solar

irradiances of these sites in 2017 were calculated.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of annual solar irradiance showed that the irradiance is

highly related to the irradiance regions. The monthly solar irradiance

increased from January to May and June, and it decreased dramatically

in the rainy season – July and August.

These regional solar irradiance models can make it possible to

estimate the solar irradiance of points that have no measured data

from a pyranometer. These models can be applied to anywhere

meteorological data is observed. Therefore, this can contribute to

calculating hourly, daily, monthly, and annual solar irradiance more

densely and accurately than existing solar irradiance measuring

networks.

keywords : solar irradiance, artificial neural network, region

classification, weather station, satellite images,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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