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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의 사

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생산량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늘릴 예정이며, 이 계획의 핵심이 되

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 효율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에너지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태양광 발전량에 끼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

년까지의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시간당

발전량 데이터와 미세먼지 및 기상자료에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

용하였다. 또한, 청명일사분석법을 적용하여 구름의 효과를 제거

후, 미세먼지 농도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태양

광 발전량은 일사량에 비례하고 기온과 습도, 미세먼지 농도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

중인 통합대기환경지수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기준을 이용하여 대

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PM2.5 및 PM10 농도

에 따른 대기질 ‘나쁨’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암발전소에서의 태

양광 발전량은 20.8% 및 23.7% 감소하였으며, 은평발전소의 경우,

15.6% 및 23.7% 만큼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 중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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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농도가 태양광 발전량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 결과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수립 및 미래의 태

양광 발전량 예측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발전 예측, 미세먼지, 다중회귀분석,

청명일사분석법

학 번 : 2017-2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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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산업화 이후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석에너지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인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량 증가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IPCC, 2013).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원들이 주목받고 있다(IEA, 2016). 국제 에너지 기

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040년까

지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총 에너지의 46%까지 늘리도록 권고하였다

(IEA, 2016).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도 2017년에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써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태양

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등이며 현재는 태양광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태양

광 발전은 총 재생에너지 생산량 15.1GW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

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에는 이 비중을 57%까지 늘리고

자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이와 같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

우,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한 발전량은 36.5GW에 달한다(산업통상

자원부, 2017).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태양광 발전의 중요

성은 매우 높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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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은 광전지 표면에 입사되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발전하는 방식이다(Rauschenbach,

2012).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에는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뜻하는 수평면 전 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GHI)이

매우 중요하다(Lave et al., 2015). 수평면 전 일사량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지구 대기를 통과한 지표면의 임의의 수평면 위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뜻하며, 기상요인과 지리적 요건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이 수평면 전 일사량에 영향을 끼친다(Benghanem et al., 2009;

조덕기 외, 2012).

특히, 구름과 수증기량, 미세먼지 농도 등의 기상요인이 수평면 전

일사량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Kazem and

Chaichan, 2015); Peters et al., 2018). 여러 가지 기상요인 중 구름이

태양광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밝혀졌다. 구름은 태양

빛을 반사 및 산란시키기 때문에, 구름의 양에 따라 수평면 전 일사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변화한다(Noris, 1968; Matuszko,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태양광 발전량은 구름에 의해 약

1.4-5.7%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덕기 외, 2012). 이러한

기상요인은 유동적이며 변화 양상이 복잡하여 현재 태양광 발전량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구름이 없는 날의 경우,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실제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매우 중요해진다. 대기 중 미세먼지 입자는 태양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 및 산란시키기 때문에 수평면 전 일사량과 태양광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Street et al., 2006; Xi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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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et al., 2013; Li et al., 2017). 태양광 발전량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사이의 상관성을 다루는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관측 및 모델을 활용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인도 델리에서 관측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에 입사되는 일사량이

줄어들었다(Peters et al., 2018). 또한, 전 지구 기후 모델을 이용한

연구결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일사량이 대기 중 미세먼지 입자들에

의해 평균적으로 10%가량 감소하였다(Bergin et al., 2017). 광전지

모델을 이용한 다른 연구결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량이 대기 중 미세먼지에 의해 약 20% 감소하였다(Li et al., 2017).

이와 같은 과거의 연구들이 관측 자료와 모델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이 대기 중 미세먼지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량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실측된 발전량 자료와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관측한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연구결과들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대기 중 미세먼지에 의한 태양광 발전량 변화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인간 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부터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인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Kim et

al., 2003; Kim et al., 2017). 이에 더해 봄철의 황사 현상과 관련하여

자연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여럿 존재한다(Park

and In, 2003). 또한, 동아시아 몬순 기후의 특징인 강한 계절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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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변화가 매우 크다(Leibensperger

et al., 2011; Kawamura et al., 2012; Lou et al., 2019). 이와 같은

한국의 기후 및 환경 조건으로 인해 한국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사례 연구는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연구되었던 과거의 연구결과들을 보완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와 태양광 발전량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Kambezidis et al., 2012; Begins et al., 2017; Peters et al.,

2018).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두 한국 내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기록된 태양광

발전량 자료와 관측 기상자료,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한국의 태양광 발전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태양광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의한 태양광 발전량 변화와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관측 자료 및 모델을 이용한 추후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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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및 연구 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태양광 발전량과 기상관측자료,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표 1]에 표기하였다.

[표 1] 태양광 발전소 및 기상관측소, 대기질 측정소 위치

태양광 발전소
기상관측소
(관측소 번호)

대기질측정소
명칭

(설비 용량)

위치

위도 경도

영암 발전소
(1496.1kW)

34°44'05.5" 126°28'51.9"
목포
(165)

부흥동

은평 발전소

(99.4kW)
37°35'29.4" 126°52'59.5"

서울

(108)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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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양광 발전량 자료 및 특징

본 연구는 한국 전라남도 영암군에 설치된 영암 태양광

발전소(영암발전소)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차고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은평발전소)에서 기록된 태양광 발전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암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설치된 곳의 위도와

경도 값은 북위 34°44'05.5", 동경 126°28'51.9"이다. 영암발전소의 경우,

발전 시작 연도에 따라 1차 발전소와 2차 발전소로 나뉜다. 1차

발전소는 2008년부터, 2차 발전소는 2009년부터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설비용량은 모두 동일한 1496.1kW이다. 영암발전소의 1차 및 2차

발전소는 설비용량의 차이가 없고 위치도 동일하여 1차 발전소의 발전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영암발전소의 발전량 자료는 ‘공공 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set/15005796/fileData.do)’에서 입수하였고

포털에서 제공된 자료는 2020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림 1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시간 동안 영암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영암발전소의 평균 시간당

발전량은 450.62kW이며, 최대 시간당 발전량은 1452.96kW로

분석되었다. 그림 1에서 그래프의 최대값을 분석하면 3월에 최대로

높아졌다가, 7월에 최소로 낮아지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당

발전량 표본 내에서 상위 15%의 표본을 분석하였을 때 3월, 5월, 4월,

10월, 2월, 8월, 6월, 11월, 9월, 1월, 7월, 12월의 순으로 많았다.

영암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은 계절적으로는 봄, 가을, 여름, 겨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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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발전소는 북위 37°35'29.4", 동경 126°52'59.5"에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발전은 2014년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은평발전소의 설비용량은 99.4kW로서 영암발전소보다

적으며, 발전량 자료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 기록한

값(http://weblink .hex .co.kr/kor/Pages/Monitoring.aspx?p=m)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은평발전소의 발전시간 동안 시간당

발전량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은평발전소의

평균 시간당 발전량은 29.76kW이며, 최대 시간당 발전량은 92kW로

분석되었다. 그림 2에서 시간당 발전량의 최대값을 분석하면

영암발전소와 비슷하게 3월에 최대로 높아졌다가, 7월에 최소로

낮아지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당 발전량 표본 내에서 상위

15%의 표본을 분석하였을 때 3월, 5월, 4월, 2월, 9월, 6월, 1월, 10월,

8월, 7월, 11월, 12월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계절적으로 은평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은 봄, 가을, 겨울, 여름 순으로 높다. 두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을 분석하면 봄과 가을에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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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5-2019년 영암발전소 시간당 발전량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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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2017년 은평발전소 시간당 발전량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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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상관측자료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 모두 발전소 내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영암발전소는 목포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은평발전소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관측 기상변수는 1시간 간격의 일사량과 운량, 기온,

상대습도, 일조량이며 단위는 각각 Wm-2, unitless, ℃, %, unitless이다.

목포기상대와 서울기상관측소는 각각 북위 34°49'00.8", 동경

126°22'52.4", 북위 37°34'17.1", 동경 126°57'56.9"에 위치하여,

영암발전소 및 은평발전소와의 거리는 각각 12.9km와 7.5km이다.

1.3. 미세먼지 측정 자료 및 특징

기상관측자료와 마찬가지로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에서 미세먼지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

관측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관측 지점은 각각 목포시

부흥동 측정소와 서울시 마포구 관측소이다. 부흥동 측정소와 마포구

관측소는 각각 북위 34°48'15.5", 동경 126°26'04.6", 북위 37°33'20.2",

동경 126°54'20.2"에 위치하며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로부터 8.8km,

4.5km만큼 떨어져 있다. 두 관측소 모두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관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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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자료 모두 2015년 1월

1일 01시부터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관측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질량농도로서 단위는 ㎍/m³이다.

그림 3과 그림 4는 부흥동 측정소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된 PM2.5와 PM10의 농도를 시계열로 분석한 것이다. PM2.5의 평균

농도는 20.01㎍/m³이며, 최대는 2019년 2월 28일 07시에 190㎍/m³로

관측되었다. 계절별로 분석하면 겨울 평균 21.89㎍/m³, 봄 평균

22.27㎍/m³, 여름 평균 17.59㎍/m³, 가을 평균 18.16㎍/m³로, 봄의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다. PM10의 평균 농도는 39.31㎍/m³이며, 최대는

2015년 2월 23일에 499㎍/m³로 관측되었다. 계절별로 평균을 비교하면

겨울 평균 41.89㎍/m³, 봄 평균 47.81㎍/m³, 여름 평균 30.68㎍/m³, 가을

평균 35.27㎍/m³로 봄의 평균 농도가 가장 높고 PM2.5와 유사한 순서로

분석되었다.

그림 5와 그림 6은 마포구 측정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된

PM2.5와 PM10 농도를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PM2.5의 평균 농도는

27.55㎍/m³로 부흥동 측정소보다 약 7㎍/m³ 높은 농도로 분석되었다.

최대값은 2015년 2월 23일 12시에 150㎍/m³로 관측되었다. 계절별의

평균 농도를 분석하면 겨울 평균 30.84㎍/m³, 봄 평균 33.04㎍/m³, 여름

평균 24.37㎍/m³, 가을 평균 22.02㎍/m³로 부흥동 측정소보다 높은 평균

농도를 보여준다. PM10의 평균은 44.47㎍/m³이며 2015년 2월 23일

05시에 최대값 975㎍/m³로 관측되었다. 이 평균농도는 부흥동

측정소보다 약 5㎍/m³ 높은 농도로 분석되었다. 계절별로 분석하면 겨울

평균 49.99㎍/m³, 봄 평균 59.04㎍/m³, 여름 평균 34.57㎍/m³, 가을 평균

34.52㎍/m³로 분석되었고 PM2.5와 비슷하게 부흥동 측정소보다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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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부흥동 측정소와 마포구 측정소 모두 PM2.5와 PM10

평균 농도가 봄과 겨울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흥동 측정소는

여름이 가장 낮고 마포구 측정소는 가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M2.5와 PM10의 평균 농도가 부흥동 관측소보다

마포구 측정소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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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2019년 부흥동 측정소 PM2.5 농도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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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5-2019년 부흥동 측정소 PM10 농도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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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5-2017년 마포구 측정소 PM2.5 농도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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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5-2017년 마포구 측정소 PM10 농도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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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수평면 직달 일사량(Direct Horizontal Irradiance)

태양광 발전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지표면과 평행하게

도달하는 총 태양복사량인 수평면 전 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GHI)이다(Lave et al., 2015). 현재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일사량은 수평면 전 일사량을 뜻하며, 이는 식 (1)과 같이 수평면 직달

일사량(Direct Horizontal Irradiance; )과 수평면 산란

일사량(Diffuse Horizontal Irrandiance; )의 합으로 표현된다.

  ···································································································(1)
는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표면과 평행하게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량의 양을 뜻하고, 는 태양으로부터 구름 및 수증기 등

대기에서 태양에너지가 산란된 지표면에 간접적으로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Hu et al., 2017; Peters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는 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만을 추정하여 일사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을

피하였다(Meinel and Meinel, 1976; Forero et al 2007; Duffie and

Beckman, 2013). 는 식 (2)와 같이 법선면 직달 일사량(Direct

Normal Irradiance; )과 태양 천정각(solar zenith angle;  )의



- 18 -

코사인값(cos) 또는 태양 고도각(solar elevation angle; )의

사인값(sin)을 곱해준 값과 같다(cos=sin).

  × sin ····································································································(2)
또한 는 태양광이 지표면에 수직으로 수신된 태양복사량을

뜻하며 식 (3)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3)

이때, 대기 질량 정수(Airmass; AM = 1/cos= 1/sin)는 태양

고도각에 따라 태양광이 통과하게 되는 대기의 두께이다(Meinel and

Meinel, 1976; Forero et al., 2007).

2.2 청명일사분석법

일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서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름이 낀

날 또는 시간을 제외하여 분석하는 청명일사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운량이란 하늘에 구름이 차지하고 있는 양을 뜻하며 하늘 전체의

면적을 10으로 기준하여 하늘에 구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정도를

표현한다. 운량이 0-1 사이인 구름이 거의 없는 날 또는 시간의 자료만

고려하는 방법이 청명일사분석법이다. 이러한 청명일사분석법은 상호

일사조건이 비슷한 지역 중 질적으로 관리 수준이 높은 관측소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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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이성훈 외, 2011;

이건주 외, 2017). 또한 청명일사분석법을 기반으로 구름의 영향을

제외하여 대기 중 에어로졸, 수증기 및 오존의 농도에 따른 태양복사량

감소를 분석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이다(Mueller et al., 2012; Smith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청명일사분석법을 적용하여 운량이

0에서 1 사이일 때의 기상자료와 미세먼지 농도 자료, 태양광 발전량

자료만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부의 영향으로 태양복사에너지가

손실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하여 일조시간이 1인 값만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일조시간은 시간당 유입된 태양복사의 시간으로 값이 1일

경우 시간당 온전히 태양복사에너지가 유입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2.3 다중회귀분석

청명일사분석법을 적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인 구름을 제외하고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일사

량과 기온, 상대습도, 미세먼지 농도 등 네 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사량은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

너지의 양이므로 태양광 발전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온은 태양광 패널 안의 태양전지 배터리의 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온이 높을수록 태양전지 배터리의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태

양광 발전 효율은 낮아진다(Skoplaki and Palyvos, 2009; Tan Jian We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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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습도 역시 태양광 발전량과 관련이 있다. 대기 중 수증기는 태양

에너지를 굴절시키거나 반사와 산란, 흡수를 통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

양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상대습도가 높을 경우, 대기 중 수증기

량이 많아져 태양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든다

(Gwandu and Creasey, 2012; Mekhilef et al., 2012; Kazem and

Chaichan, 2015).

대기 중 미세먼지 역시 입사되는 태양광을 산란시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단일 산란 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및 소멸계수(extinction

coefficient)와 같은 입자의 광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미세입자로 인해 발

생되는 산란의 종류는 레일리(Rayleigh) 산란과 미(Mie) 산란으로 구분

된다. 레일리(Rayleigh) 산란은 빛이 대기 중 기체 분자와 같은 크기의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이다. 반면 미(Mie) 산란의 경우에는 레일리

(Rayleigh) 산란을 발생시키는 입자보다 큰 수증기 같은 크기의 입자에

의해 대부분 발생한다(Hinds,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크기가 다른 미세먼지(PM10)와 초

미세먼지(PM2.5)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모델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Chylek and Wong, 1995; Feng et al., 2019). 또한, 일사량의 감소 비율

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의 자연로그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미세

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n(PM10)과

ln(PM2.5)를 이용하였다(Peters et al., 2018).

위의 변수들이 각각 태양광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태양광

발전량()을 설정하고, ()과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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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로그 값( ), 기온(), 상대습도()를 각각의 독립변수들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다중회귀식을 구성하였으며, 변수들의 단위는 kW, W/m2, ㎍/m³, ℃, %

등이다.

   ······························································ (4)
영암발전소 및 은평발전소의 발전량 자료와 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자료, PM2.5 및 PM10의 관측 자료들을 이용하여 식 (4)의

다중회귀식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다중회귀분석의 신뢰도 검정은 스튜던트 t-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

영암발전소 및 은평발전소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표 2와 표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각각의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0.5보다 낮아 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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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암발전소의 변수별 상관분석 결과.

온도 습도 DirHI ln(PM2.5) ln(PM10)

온도 Pearson
Correlation 0.032 0.464** 0.033 0.170**

습도 Pearson
Correlation -0.378** 0.081** 0.071**

DirHI Pearson
Correlation 0.140** 0.123**

ln(PM2.5) Pearson
Correlation 0.675**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 *: 95% 신뢰수준에서 유의.

[표 3] 은평발전소의 변수별 상관분석 결과.

온도 습도 DirHI ln(PM2.5) ln(PM10)

온도 Pearson
Correlation 0.076** 0.464** 0.104** 0.097**

습도 Pearson
Correlation -0.114** 0.139** 0.052**

DirHI Pearson
Correlation 0.083** 0.148**

ln(PM2.5) Pearson
Correlation 0.827**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 *: 95% 신뢰수준에서 유의.

이에 더해, 각각 모델에서 분석된 잔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검정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와 상태지수(condition index : CI)를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및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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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도, 온도, 미세먼지 등의 독립변수들이 변동하는 폭과

단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식 (4)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만으로는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네 가지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식 (5)와 같이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다중회귀식을 구성하였다. 이때, 구해진 계수들은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표준편차만큼 변했을 때, 태양광 발전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6)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이 각각의 표준편차만큼 변했을 때의

태양광 발전량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다중회귀분석의 신뢰도 및 VIF, CI값은 독립변수들의 표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평균값, : 표준편차, ≤ ≤) ·········································· (5)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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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미친 영향을 각 발전소 별로

확인하였다.

우선, 영암발전소의 발전량 및  , 부흥동 관측소의 PM2.5 농도,

목포기상청의 기온, 상대습도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암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량과  , 기온, PM2.5 및 상대습도

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B′ β t p-value

상수 346.446 813.708 16.296 0.000

DirHI 1668.554 324.031 0.942 83.521 0.000

기온 –16.36 –135.495 –0.394 –38.354 0.000

ln(PM2.5) –71.971 –52.406 –0.152 –16.952 0.000

상대습도 –1.292 –18.896 –0.055 –5.532 0.000

발전량 = 346.446 + 1668.554 × DirHI – 16.36 × 기온 – 71.971 ×

ln(PM2.5) – 1.292 × 상대습도

(adjR2 =0.729, VIF = 1.28, CI = 18.323, Durbin-Watson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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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산출된 다중회귀분석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R2)값은 0.728로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유의확률

<0.01). 이 결과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이 4개의 독립변수로 태양광

발전량을 추정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중회귀식에서

의 계수는 1.699.5로서 다른 독립변수와 달리 유일하게 발전량과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일사량이 태양광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변수들인 기온,

PM2.5의 농도, 상대습도들에 대한 계수들은 모두 음(-)의 값으로서,

일사량 외의 다른 변수들은 태양광 발전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는 영암발전소에서의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PM2.5 대신 PM10의 농도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5] 영암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량과 , 기온, PM10 및 상대습도

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B′ β t p-value

상수 462.834 813.708 16.11 0.000

DirHI 1657.615 321.906 0.936 80.923 0.000

기온 –17.219 –142.613 –0.414 –38.365 0.000

ln(PM10) –70.875 –38.924 –0.113 –12.119 0.000

상대습도 –1.811 –26.502 –0.077 –7.708 0.000

발전량 = 462.834 + 1657.615 × DirHI – 17.219 × 기온 – 70.875 ×

ln(PM10) – 1.811 × 상대습도

(adjR2 =0.719, VIF = 1.249, CI = 24.26, Durbin-Watson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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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의 변수를 적용했을 때, 각 독립변수들의 계수들은 PM2.5

농도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하였다(표 4, 표 5). PM10의 모델 또한

PM2.5와 유사하게 수정된 결정계수(adjR2)값은 0.719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중회귀모형에서 의 계수는 1691.6으로

역시 양(+)의 관계를 보여주며, 미세먼지 농도와 기온, 상대습도의

계수는 각각 –65.9, -17.1, -1.4로서 발전량과 음(-)의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M10 농도를 이용한 다중회귀모델의 신뢰도 역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은 표 6으로 은평발전소의 발전량 및  , 마포구 측정소의

PM2.5 농도, 서울기상관측소의 기온, 상대습도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은평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량과  , 기온, PM2.5 및 상대습도

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B′ β t p-value

상수 19.820 49.137 15.160 0.000

DirHI 109.109 22.336 0.975 102.237 0.000

기온 –0.859 –9.646 –0.421 –44.339 0.000

ln(PM2.5) –3.593 –1.924 –0.084 –9.944 0.000

상대습도 –0.246 –3.217 –0.140 –16.447 0.000

발전량 = 319.820 + 109.109 × DirHI – 0.859 × 기온 – 0.246 × 상

대습도 – 3.593 × ln(PM2.5)

(adjR2 =0.811, VIF = 1.033, CI = 18.464, Durbin-Watson =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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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발전소의 PM2.5 모델의 결과는 다중회귀분석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R2)값이 0.811로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은평발전소의 경우 영암발전소와 발전요량이 적기 때문에 각 변수들의

계수가 영암발전소의 변수들의 계수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표 6). 다중회귀식에서 의 계수는 109.109.5로서 다른

독립변수보다 가장 크고, 영암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른 변수들인 기온, PM2.5의 농도, 상대습도들에

대한 계수들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은 영암발전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은평발전소에서의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PM2.5 대신 PM10의 농도를 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7] 은평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량과 , 기온, PM10 및 상대습도

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B′ β t p-value

상수 25.784 49.137 17.189 0.000

DirHI 110.14 22.547 0.984 103.735 0.000

기온 –0.863 –9.697 –0.423 –45.127 0.000

ln(PM10) –4.710 –2.433 –0.106 –12.752 0.000

상대습도 –0.254 –3.331 –0.145 –17.354 0.000

발전량 = 25.784 + 110.14 × DirHI – 0.863 × 기온 – 0.254 × 상대

습도 – 4.71 × ln(PM10)

(adjR2 =0.815, VIF = 1.028, CI = 22.139, Durbin-Watson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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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발전소의 PM10 모델의 결과는 다중회귀분석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adjR2)값이 0.815로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중회귀식에서 의 계수는 110.14로서 다른 독립변수보다 가장

크고,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변수들 역시 기온, PM2.5의

농도, 상대습도들에 대한 계수들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의 PM2.5, PM10 모델에서 Durbin-Watson

계수는 1.376-1.613에 분포하였고 VIF는 1.028-1.28이었으며, CI는

18.323-24.26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변수들의 자기상관 및 공선성

검증에서 자기상관과 공선성이 없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은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의 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의해 태양광 발전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대기환경지수(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CAI)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PM2.5의 기준은

‘좋음(0-15μg/㎥)’, ‘보통(16-35μg/㎥)’, ‘나쁨(36-75μg/㎥)’,

‘매우나쁨(76μg/㎥이상)’, PM10의 기준은 ‘좋음(0-30μg/㎥)’,

‘보통(31-80μg/㎥)’, ‘나쁨(81-150μg/㎥)’, ‘매우나쁨(150μg/㎥이상)’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7은 총 4단계의 미세먼지 기준에 따라 자연로그로 취한 값과

분석된 다중회귀분석모형의 미세먼지 계수와 곱하여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해 감소되는 시설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량의 감소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발전소의 경우 PM2.5 농도가 15㎍/m³, 35㎍/m³, 75㎍/m³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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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대비 각각 13.02%, 17.1%, 20.77%의 발전량 감소를 나타냈고,

PM10의 경우 30㎍/m³, 80㎍/m³, 150㎍/m³ 일 때 시설용량 대비 각각

16.11%, 20.76%, 23.74%의 발전량 감소를 보여줬다.

은평발전소의 경우 동일한 PM2.5 농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시설용량

대비 각각 9.79%, 12.85%, 15.61%의 발전량 감소를 보여줬고, PM10

농도 기준의 경우는 시설용량 대비 각각 16.12%, 20.76%, 23.74%의

발전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PM2.5의 경우

영암발전소는 은평발전소에 비해 약 1.33배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PM10의 경우는 발전량 감소율의 차이는 1.00024배 차이로

매우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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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I지수 4가지 기준으로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의 a)PM2.5

b)PM10 농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감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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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실제 태양광 발전량과 환경 매개 변수를 사용한 이번 연구는

일사량과 모의된 태양광 발전량으로 연구된 이전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Benghanem et al., 2009; 조덕기 외 2012;

Calinoiu et al., 2013; Peters et al., 2018).

PM2.5는 75㎍/m³, PM10은 150㎍/m³인 대기질 ‘나쁨’ 상태에서

영암발전소는 20.77%와 23.74%로 은평발전소는 15.61%와 23.74%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 감소율은 이전

연구에서 분석된 일사량 감소 및 모의된 태양광 발전량 감소와 상당히

유사하다.

멕시코에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일사량은 21.6%가 감소하였고,

에어로졸 농도가 낮은 캘리포니아와 에어로졸 농도가 높은 사하라 사막

인근 지역에서 모델링 연구에 따른 에어로졸로 인한 일사량은 각각 8%

및 17.75%가 감소하였다(Jáuregui and Luyando, 1999; Ben-tayeb et al.,

2020). 또한 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으로 인해 태양 복사량이 10-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ambezidis et al., 2012; Millstein and Fischer., 2014;

Bergin et al., 2017; Peters et al., 2018).

태양 복사 모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Timisoara 주에서

에어로졸의 영향으로 태양 복사에너지는 20% 이상 손실되었다(Calino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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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또한 위성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깊이(Aerosol Optical Depth:

AOD)가 중국지역에서 0.8이상으로 관측될 경우 태양복사가 20-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Li et al., 2017).

지구 기후 모델링으로 분석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한국지역의 태양에너지가 10-20%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ergin

et al.,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일사량 감소 및 모의된 발전량을 분석한 이전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제 태양광 발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감소량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발전소의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의 결과는 실제 태양광 발전 감소에 대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태양

패널에 침착된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태양광 발전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Liqun et al., 2012, John et al., 2015,

Bergin et al., 2017, Jaszczur et al., 2019). 침착된 미세먼지는 태양광

패널인 PV 모듈의 손실은 장소와 노출 기간에 따라 5%에서 40%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Jaszczur et al., 2019). 그러나 미세먼지의 침착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 영향 연구는 주로 태국의 Taiyuan 및 인도의

Ahmedabad와 같은 건조지역에서 수행되어왔다(Liquan et al., 2012;

Bergin et al., 2017). 하지만 한국의 기후는 동아시아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강한 북서풍과 여름에는 많은 강우량이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다(Yihui and Chan, 2005). 또한 한국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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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성 저기압이 봄, 가을, 겨울에 자주 통과한다(Lee et al., 2019).

이러한 기후학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은 강수로

침착된 미세먼지를 씻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침착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 손실은 다른 건조한 지역보다 한국의 발전소에서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 30년(1985년-2014년) 동안의 서울과 영암의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하면 구름이 없는 날은 서울이 29%. 영암은 22%에 해당되며, 1년

365일로 파악하면 서울과 영암은 각각 1년에 100일 이상과 80일

정도이다. 하지만 PM2.5와 PM10의 농도가 높아져 구름과 비슷한

태양에너지를 차단 및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면, 태양광 발전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Peters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상하였을 때,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좋은 구름이 없는 날에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량이 적게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PM2.5 입자는 PM10 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입자가 많아 더

많은 레일리 산란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PM2.5가 PM10보다 태양광

발전량을 더 많이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Hinds, 1999).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PM2.5와 PM10이 거의 유사하게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PM2.5와 PM10이 태양광 발전량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려워, 보다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영암발전소와 은평발전소의 PM2.5 계수 값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은평발전소의 경우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달리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은평발전소는 대중교통인 버스 차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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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여 차량 유입이 많기 때문에 발전소 부근에 PM2.5의 배출량이

많을 수 있다(Ntziachristos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 분석된

미세먼지 농도의 값은 차고지인 은평발전소에서 4.5km 떨어진 미세먼지

관측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평발전소의 계수

값에 PM2.5의 농도가 덜 반영되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광 발전소와 기상관측 및 미세먼지 측정이 동일한

위치에서 관측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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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 영암발전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와

은평발전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태양광 발전량 자료와 발전소에

인접한 기상관측지에서 관측한 일사량과 기온, 상대습도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한 PM2.5 및 PM10의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전량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 그 영향은 대기질이 ‘나쁨’일 경우 영암발전소에서

PM2.5는 20.77%, PM10은 23.74%, 은평발전소에서는 15.61%, 23.74%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 30년(1985년-2014년) 동안의 서울과 영암의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하면 구름이 없는 날은 서울이 29%. 영암은 22%에 해당되며, 1년

365일로 파악하면 서울과 영암은 각각 1년에 100일 이상과 80일

정도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였을 때,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좋은 구름이 없는 날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져 구름과 비슷한

차단 및 흡수하는 역할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적게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Peters et al., 2018).

따라서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큰 영향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와 구름과의 영향, 태양광 발전소와 측정소

위치의 한계, PM2.5와 PM10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양한 위치의 발전소의 발전량 데이터와 정밀한 관측 데이터 및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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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다면 미세먼지의 영향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태양광 발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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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tenuation of sola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particulate matter over the

Republic of Korea

Junghoon Son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s globally increasing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that cause global warm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increase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to total energy production following the policy

‘Renewable Energy 3020’. Since energy production from solar

photovoltaic (PV) power generation is the largest renewable energy

source, the projection of solar PV power generation over the Republic

of Korea is important for developing energy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atmospheric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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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PM) on solar PV power generation using the recorded solar

PV power generation at two power plants located at Yeongam and

Enpyeong-gu as well as the observed dataset for meteorological

parameters and atmospheric concentration of PM2.5 and PM10 at the

nearest stations. The analysis period is 2015-2019 and 2015-2017 for

Yeongam and Enpyoeng-gu,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olar PV power generation and four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nsolatio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PM concentrations, solar PV power generations are

substantially decreased by PM concentrations at both power plants.

The reduction rates of solar PV power generation due to PM2.5

concentration reaches 20.8% and 15.6% at Yeongam and Enpyeong-gu

power plants, respectively, under the ‘bad’ air quality condition, 75 μg

m-3. Also, the negative impact of PM10 on solar PV power generation

exceeds 23% at both stations under the ‘bad’ air quality, 150 μg m-3.

Our results show that the reduced solar PV power generation due to

atmospheric PM concentr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planning the

country’s energy policies.

keywords : solar photovoltaic energy, prediction of photovoltaic

generation, particulate matter, multiple regression

Student Number : 2017-2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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