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21, No. 2 (2011) pp. 131-14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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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pectral solar irradiances were observed using a visible and UV Multi-Filter Rotating

Shadowband Radiometer on the rooftop of the Science Building at Yonsei University, Seoul

(37.57oN, 126.98oE, 86 m) during one year period in 2006. 1-min measurements of global(total)

and diffuse solar irradiances over the solar zenith angle (SZA) ranges from 20o to 70o were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louds and total optical depth (TOD) on enhancing four solar irradiance

components (broadband 395-955 nm, UV channel 304.5 nm, visible channel 495.2 nm, and

infrared channel 869.2 nm) together with the sky camera images for the assessment of cloud

conditions at the time of each measurement. The obtained clear-sky irradiance measurements

were used for empirical model of clear-sky irradiance with the cosine of the solar zenith angle

(SZA)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se developed models produce continuous estimates of

global and diffuse solar irradiances for clear sky. Then, the clear-sky irradiances are us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clouds and TOD on the enhancement of surface solar irradiance as a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and the estimated clear-sky values. It was found that the

enhancements occur at TODs less than 1.0 (i.e. transmissivity greater than 37%) when solar disk

was not obscured or obscured by optically thin clouds. Although the TOD is less than 1.0,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for the enhancements shows 50~65% depending on four different

solar radiation components with the low UV irradiance. The cumulus types such as stratoculmus

and altoculumus were found to produce localized enhancement of broadband global solar

irradiance of up to 36.0% at TOD of 0.43 under overcast skies (cloud cover 90%) when direct

solar beam was unobstructed through the broken clouds. However, those same type clouds were

found to attenuate up to 80% of the incoming global solar irradiance at TOD of about 7.0. The

maximum global UV enhancement was only 3.8% which is much lower than those of other three

solar components because of the light scattering efficiency of cloud drops. It was shown that the

most of the enhancements occurred under cloud cover from 40 to 90%. The broadband global

enhancement greater than 20% occurred for SZAs ranging from 28 to 62o. The broadband

diffuse irradiance has been increased up to 467.8% (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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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by clouds. In the case of channel 869.0 nm, the maximum diffuse enhancement was

609.5%. Thus, it is required to measure irradiance for various cloud conditions in order to obtain

climatological values, to trace the differences among cloud types, and to eventually estimate the

influence on solar irradiance by cloud characteristics. 

Key words: radiation enhancement and attenuation, cloud optical depth, skyview images.

1. 서 론

구름은 일반적으로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흡수

와 산란(반사, 굴절)과정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음의 효

과를 갖고 있다. 한편 구름은 흩어진 적운계의 구름

틈 사이에 태양빛이 통과할 때 다중 산란과 반사로 지

표 일사량을 증가시키는 양의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

다(예: Mccormick, P. G. and H. Suehrcke, 1990; Mims

and Frederick, 1994; Sabburg and Wong, 2000; Sabburg

and Calbób, 2009). 구름의 양효과는 최근 오존층 파

괴로 지표 유해 자외선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등에서 자

외선 지수를 예측할 때 먼저 맑은 날씨의 지수를 구

한 뒤에 구름의 음효과를 고려하여 보정한다(예: Long

et al., 1996). 그러므로 구름의 음효과만의 보정은 지

표 일사량 예측에 일사의 세기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지표 자외선 예측을 위하여 구

름의 두 음양 효과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천 일사량은 직달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의 합으

로 구름에 의한 일사의 증가(양) 효과는 주로 산란 일

사량의 영향을 받는다. 산란 일사량은 구름을 포함한

전 대기의 광학깊이(total optical depth, TOD)가 커짐

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일정한 TOD 크기에 도달하면

그 후부터는 감소한다(Cho et al., 2003). 그러므로 TOD

는 지표 일사의 증감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지표 일사량과 천공

영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 또는 TOD에 의한

일사량의 증가(양) 효과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일사량을 전천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으로 분

리하여 광대파장역(broadband)과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역의 특정파장에서 이들 성분 별로 TOD, 운량

그리고 태양천정각에 따라 지표 일사의 증감 특성과

발생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증가가 나타날 수 있

는 최대 TOD를 일사의 각 성분별로 구하고자 하였

다. 이 연구는 유해 자외선에 의한 인체 또는 생태계

의 피해 방지 뿐만 아니라 복사와 구름 사이의 상호

물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관측 및 자료

2006년 1월 1일부터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이과대

학 건물 옥상(37.57oN, 126.98oE, 86 m)에서 두 대의 다

중필터 회전 차폐판 복사계(MFRSR, Multifilter Rotating

Shadowband Radiometer, Yankee 사)로 수평면 전천

일사량(horizontal global solar irradiance)과 산란 일사

량(diffuse solar irradiance)의 두 성분을 관측하여왔다.

이들 중 MFRSR은 관측 하는 일사량의 파장 범위가

서로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다

른 하나인 UV-MFRSR은 광대역 파장(391~955 nm)과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대 6개의 단색 파장 [412.8,

495.2, 611.9, 672.2, 869.0, 936.6 nm(10 FWHM, Band

Width)]의 수평면 일사량을 측정하며, UV-MFRSR은

자외선 영역대의 7개 단색 파장 [299.1, 304.5, 310.7,

317.2, 323.8, 332, 368 nm(2 nm FWHM)]의 수평면 일

사량을 각각 측정한다. 이들 관측은 20초 마다 이루

어지고 1분간의 평균값으로 자료 기록 장치(data

acquisition system)에 저장된다. 그리고 파장별 자외선

전천 일사량(295~340 nm, 5 nm 간격)은 1977년부터

Brewer Spectrophotometer로 오존량과 함께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다. 운량은 2005년 11월부터 천공 영상 사

진기(Skyview, PREDE 사)의 어안렌즈(fish-eye lens)

로 일정 시간에 천공을 자동 촬영하고 그 영상을 JPEG

압축 파일 형식으로 PC에 저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이들 관측 자료 중에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별로 태양 천정각 20o 와 70o 사이에 1분마다 관측

한 일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3. 방 법

연세대학교에서 MFRSR로 관측한 광대역 파장의

수평면 전천 일사량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별 전천

일사량을 기상청 서울 기상관측소(서대문 송월동, 연

세대학교에서 직선거리 약 2 km)에서 관측한 일별 수

평면 전천 일사량(305~2800 nm, Kipp & Zonen 사) 관

측 자료와 Fig. 1과 같이 비교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사이의 결정 계수가 R2 = 0.99로 이들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MFRSR의 광대역 일사 자료의

질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MFRSR에 의한 산란 일사량은 회전 차폐판이 수감

부에 입사하는 직달 일사량을 차단할 때 관측된 값이

다. 그리고 직달 일사량은 관측된 전천 일사량으로부

터 산란 일사량을 제하여 얻은 값이다. 지표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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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

의 흡수와 산란에 의하여 감소된다. 이 감소 과정은

주로 TOD, 즉 입사광이 진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존

재하는 매질에 의해 입사광이 산란 또는 흡수과정에

의해 감쇄되는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매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감쇄되는 빛의 세기가

커지며 이 TOD는 Beer-Bouguer-Lambert(B-B-L)의 법

칙에 의하여 구해진다. 이 때 필요한 대기 밖 일사량

(extraterrestrial solar radiation)은 맑은 날씨에 상대 공

기 질량에 따라 변하는 지표 직달 일사량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랑리(Langley) 방법으로 구했다(예: Cho et

al., 2003; 김윤미, 2008). 

전천(직달 +산란) 대기투과율(global solar transmis-

sivity), Tglo 는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기에서 Fm은 지표에서 관측한 전천 일사량, Fo는

대기상한 전천 일사량을 의미한다. 이 수평면 Fo는 다

음 cosine 함수로 표시된다.

Fo = εSocosθo (2)

여기 ε는 지구와 태양 간 평균거리에 대한 보정값,

So는 태양상수 그리고 θo는 태양천정각(solar zenith

angle; SZA)을 의미한다. 식(1)과 (2)로부터 지상에서

관측한 수평면 전천 일사량 Fm은

Fm = εSocosθoTdir + Fdiff (3)

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Tdir와 Fdiff는 직달 일사에 의

한 투과율과 산란 일사량을 각각 의미한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표 전천 일사량 Fm의 일변화

는 수평직달일사량과 산란 일사의 합에 의하여 변한

다. 이 식에서 Tdir와 Fdiff가 일정하다고 하면 Fm의 일

변화는 태양 천정각 θo의 함수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구름에 의한 일사량의 증가 또는

감소율, ∆F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4)

F
c
는 정상 맑은 날 일사량(normal clear-sky solar flux

or ideal clear-sky flux)을 의미한다. Fc는 복사 전달

방정식(예:Stamnes et al., 1998) 또는 관측 자료로 식

(3)의 태양 천정각 θo에 근거하여 통계(경험)모형
(Estupiñán et al., 1996; Waliser et al., 1996; Long and

Ackerman, 2000)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Estupiñán et

al.(1996)은 UV-B 복사에서 Fc를 태양 천정각(θo)의 최

소자승 3차 다항 회귀식으로 표시하였고, Waliser et

al.(1996)은 cosθ
o
= µ

o 
의 최소자승 4차 다항회귀식으

로 다음과 같이 Fc를 표시하였다.

Fc = a + bµo + cµo

2 + dµo

3 + eµo

4 (5)

그 밖에 Long and Ackerman(2000)은 전천 일사의

Fc를 다음 식과 같이 간단한 멱법칙 방정식(power law

equation)을 사용하여 Fc를 구하였다. 식(5)에서 상수

a는 µ
o
= 0 일때 Fc를 의미하고 식(3)의 εSoTdir값에 해

당된다. 상수 b는 관측 기기의 cosine 반응도(response)

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5)의 통

계 모형은 주어진 날씨에 전천 일사량, Fm에 대한 물

리적 의미를 다소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일사량의

분(分)당 ∆F(%)가 즉 구름에 의한 일사량의 증가율을

모두 분석하고 이들 중에 20% 나타나는 경우를 택하

여 이 때 구름의 물리적 성질을 살폈다.

4. 결과 및 토의

구름과 TOD에 의한 지표 일사의 증가율을 식(4)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분마다

관측한 일사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자료중에 그 증

가율 ∆F(%)가 20% 이상 나타나는 날짜가 6일(2월 6

일, 3월 14일, 4월 27일, 5월 7일, 9월 10일, 11월 7

일)이었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일사의 증가 효과가 나

타나는 구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특히,

5월 7일에 증가율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Tglo

Fm

Fo

------=

∆F
Fm Fc–( )

Fc

---------------------  %( )=

Fig. 1. The comparison of daily accumulated irradiance at

broadband measured by the MFRSR at Yonsei University

with that from Seoul Meteorological St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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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맑은 날씨의 전천 및 산란 일사

2006년 5월 7일자의 시간별(a) 전천 일사량과(b) 산

란 일사량의 일변화의 시계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맑았으나

오후에는 흐렸다가 맑았다 하는 부분 흐린 날씨(partly

cloudy)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운량은 오전

정시 관측 시각 6시, 9시와 12시에 모두 0으로 맑았

으나, 오후 관측시각 15시, 18시, 21시, 24시에 각각

5, 1, 3, 2로 각각 나타났다. 운형은 주로 층적운(Sc)이

었으며 운고는 모두 중하층운으로 12 km였다. 5월 7

일 전날 6일은 강수량이 93.0 mm로 비교적 비가 많

이 내렸으나 바람이 동남동풍으로 풍속은 약 4 ms−1

로 강하게 불었다. 태양 천정각 SZA 70.1o(LST0719)

로부터 남중시간일 때 SZA 20.8o(LST1229)까지 오전

TOD(495.2 nm)가 0.24에서 0.15로 나타나 남중시간 부

근은 Rayleigh 광학깊이(λ = 500 nm) 0.15(Iqbal, 1983)

와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오전 맑은 날씨의 산란 복사

는 순 기체 분자에 의한 산란 Rayleigh 산란 복사량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Fig. 2에서 실선은 관측값,

Fm이고 점선은 정상 맑은 날씨의 계산값, Fc를 의미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후에는 관측값이 구

름에 의하여 정상 맑은 날씨의 값보다 많은 경우

(∆F > 0)가 있다. 따라서 Fig. 3은 오전 맑은 날씨(①)

와 오후 부분 흐린 날씨(②)의 하늘 상태를 천공 카

메라로 촬영한 영상 사진이다.

이 기간 관측값 Fm을 사용하여 식(5)의 세 회귀 모

형에 따라 정상 맑은 날씨(ideal or normal clear sky)

의 광대파장역(braodband) 전천일복사(global)와 산란

(diffuse)일사, Fc를 각각 구하였다. 이들 세 모형 모두

관측값을 잘 모사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중 식(5b) 모형(Waliser et al., 1996)에서 관측값

과 모형 계산값이 4성분(broadband, 304.5 nm, 495.2 nm,

Fig. 2. Time series of (a) global and (b) diffuse solar irradiance (black solid line: measurements) for May 7, 2006 at broadband

(391~955 nm) with expected irradiance of clear sky (black dotted line : normal clear sky level).

Fig. 3. (a) Clear and (b) partly cloudy-sky-images taken by the Prede PSV-100 all-sky camera when the direct solar beams were

unobstructed at SZA 46.7
o

 on May 7, 2006. The partly cloudy sky was found to enhance broadband global and diffuse solar

irradiances in 23.5% and 208.3% when the transmissivity for 495.2 nm is 79% (TOD = 0.23),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clear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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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nm) 모두 서로 거의 완전 일치하였다. 이 연구

에서 식(4)의 Fc를 cosθo 의 4차 회귀 다항식 모형 식

(5)를 사용하여 전 연구기간, 구름에 의한 전천과 산

란 복사의 증가를 분석하였다.

4.2. 구름과 TOD에 의한 일사량 증가

시간에 따른 각 파장(광대역(broadband), 304.5 nm,

495.2 nm 그리고 869.0 nm)의 일사량 변화율 식(4)의

∆F(%)를 식(5)의 Fc로 분석한 결과 광대파장역의 일

사량이 20% 이상 증가한 날이 6일 (2월 6일, 3월 14

일, 4월 27일, 5월 7일, 9월 10일, 11월 7일)이었고,

이들 값을 Table 1에 표시하였다. 

◎ 5월 7일은 Fig. 5, 6, 7,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름의 TOD에 의한 증가율이 가장 뚜렷하였다. 광대파

장역(broadband)의 결과를 Fig. 5a에 전천 일사량과 5b

에 산란 일사량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었고 그리고 Fig.

5c에는 TOD의 경우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과 Table 1

에 의하면 오후 13시 56분(SZA 28.3o), 14시 15분(SZA

31.3), 15시 41분경(SZA 46.70o) 그리고 16시 37분경

(SZA 57.9o)에 광대역 파장의 전천 일사량(Fig. 5a)은

구름에 의하여 각 시간마다 최대 25.0%, 31.2%, 23.0%

와 21.2%가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13시 53분~13시

56분 사이의 4분 동안에 15.9~25.0%의 증가가 계속되

었고 16시 29분과 16시 47분 사이의 19분 동안 10.2 ~

21.2%가 지속되었다. 이때의 산란 일사량(Fig. 5b)은

각 시간에 따라 최대 330.1%, 467.8%, 216.2% 그리고

177.1%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달 일사량은 이 기간

에 최대 31%가 감소하였다. 이 때, 15시에 기상청 관

측은 운량이 50%, 운형이 Sc였다. LST1415 때 파장

869.0 nm의 산란 일사의 증가율은 609.5% 까지 달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의 TOD495.2nm는 Fig. 5c에서 0.22,

0.34, 0.23과 0.30으로 각각 나타나 전천 일사량의 큰

증가는 TOD495.2nm가 최대 0.70 이하(투과율 50% 이

상)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76%가 TOD 0.2~0.3의 범위

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UV는 평균 TOD 0.19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천 일사의 증가가 20 % 나타나는

SZA는 28o에서 62o의 범위였다. 산란 일사량의 경우

는 14시 이후 2시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최대 467.8%

까지 증가하였는데, 400% 이상 증가했을 때의 구름의

평균 TOD495.2nm는 0.44, 이 때 구름 투과율은 64%에

속했다. Fig. 5c에서 최대 TOD495.2nm가 7.2로 이때의

구름의 투과율은 약 1% 이하에 속한다. TOD의 증가

에 따르는 전천 일사량의 최대 감소율은 Fig.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대파장역과 파장 869.0 nm에서 81%,

Fig. 4. Comparisons of measurements (heavy black line) and calculations (thin black line) from least-squares polynominal

regression model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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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495.2 nm에서 76% 그리고 304.5 nm에서 57%로

나타났다. 이 때 직달 일사의 감소율은 약 100%, 산

란 일사의 증가율은 약 200%였다. 이와 같이 구름에

의한 일사량의 증가효과는 Fig. 3b와 같이 구름이 태

양 빛을 거의 차단하지 않고 주위에 관측점의 천정에

적운형(Sc)의 구름이 있을 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에 운량은 주로 5~9였다. Eurupiñán et al.

(1996)은 적운형의 완전 흐린 경우 전천 UV-B 복사는

99% 까지 감소하지만 부분 흐린 경우에는 27%까지

증가함을 관측했다. 5월 7일 같은 날짜의 파장 304.5 nm,

495.2 nm와 869.0 nm에 대해서도 광대 파장역과 같은

방법으로 전천 일사와 산란 일사의 구름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Fig. 6, 7, 8에 각각 나타내었다.

파장 304.5 nm의 경우를 Fig. 6과 Table 2에 표시하

였다. 이 그림과 Tabl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름에 의

해 전천일사량의 증가는 13시 25분경에 약 4%였고

산란 일사량은 14시 07분경에 최대 약 30%까지 증가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시간에 따라서는 반대로 14시

55분경에 최대 약 22%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Mims와 Fredrick(1994)은 Hawai Mauna Loa관측소의

310 nm 전천 UV-B 일사량 자료에서 최대 23~30%가

증가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호주 Toowoonba(26.5oS,

151.9oE) 는 UV-B 가 최대 8%가 증가하였다(Sabburg

and Wong, 2000).

파장 495.2 nm의 경우에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전천 일사량은 최대 26%, 산란 일사량은 최대 264%

로 광대파장역의 증가 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파장 869.0 nm의 경우는 Fig. 8에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천 일사량은 광대파장역의

경우와 같이 최대 증가는 35%로, 산란 일사량은 609.5%

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름과 TOD에 의한 일사

의 증가율은 태양 복사의 4성분(광대파장역, 869.0 nm,

495.2 nm와 304.5 nm) 중에 869.0 nm의 적외선 복사에

서 높고 304.5 nm의 자외선 복사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그 이유는 구름 방울에 의한 산란은 Mie 산란

에 속하므로 이 산란은 구름 입자의 크기 인자(size

parameter, α = 2πγ/λ)에 크게 의존하여(예: McCartney,

1976) 전적으로 파장에 의존하는 순 공기 입자의

Table 1. Summary of enhancements greater than 20% at broadband (391~955 nm) global solar irradiance due to scattering by

clouds.

Date

2006
Time(LST)

Solar zenith 

angle (SZA) 

Measurement (Wm−2) Enhancements (%) Total optical 

depth 

(TOD)

Cloud cover (%)

Global Diffuse Global Diffuse Skyview KMA

February 6
1102~1105 58.3~58.6 575.7~615.0 267.7~293.3 20.5~27.3 276.1~311.6 0.48~0.50 40 LST1200

90(Sc)1145 55.2 731.2 347.7 36.0 360.8 0.43 40

March 14 1602 61.3 511.1 252.8 22.8 201.8 0.51 70
LST1500

30(Sc)

April 27
0937~0938 45.1~44.9 797.8~845.5 342.4~358.4 23.7~30.4 176.1~188.0 0.55~0.58 90 LST0900

100(Sc,As)0959 41.0 869.8 328.5 22.3 145.6 0.55 70

May 7

1355~1356 28.1~28.3
1094.0~1098.

4
320.0~315.2 24.3~25.0 279.4~284.9 0.22 60

LST1500

50(Sc)

1402 29.2 1138.7 356.3 31.0 331.0 0.21 80

1415 31.3 1111.1 464.0 31.2 467.8 0.34 80

1506 40.3 920.4 373.3 24.7 381.9 0.36 90

1514 41.8 897.9 292.8 25.0 281.5 0.27 90

1538~1539 46.3~46.5 788.9~795.2 214.9~223.4 20.7~22.2 188.7~200.6 0.23 50

1540~1542 46.7~47.1 789.4~795.0 228.2~234.1 22.7~23.0 207.4~213.6 0.23~0.25 50

1636~1638 57.7~58.1 566.8~576.9 182.3~184.5 20.5~21.2 173.8~175.6 0.27~0.28 50

September

5

1453~1454 44.5~44.6 840.1~848.9 316.3~323.3 23.2~24.8 291.3~301.6 0.40 LST1500

50(Sc)1456~1459 45.0~45.5 833.9~837.7 314.1~323.7 23.4~24.7 298.8~305.7 0.38~0.42 

September

10

0932 51.8 709.1 197.8 21.8 217.1 0.28 LST1200

20(Sc)0941 50.2 739.7 188.2 22.1 198.2 0.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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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leigh 산란(α < 1/10)의 경우(∝λ−4)와는 다르다. 즉,

α ≥ 1의 경우 물방울에서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 산

란되는 Lorentz-Mie 산란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Liou,

2002). 공기 입자보다 비교적 큰 Sc구름 입자에 의한

산란 효율(efficiency)은 869.0 nm의 적외선 복사의 산

란 효율이 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름에 의한 전천 일사량의 증가는 TOD가 파장

869.0 nm에서 광대파장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70(

투과율 약 50%), 파장 495.2 nm에서 0.59(투과율 57%)

그리고 304.5 nm에서 0.43(투과율 65%) 이하인 경우

Fig. 5. Time series of different percentage between cloudy

(observed), Fm, and clear (estimated) irradiance, Fc, for (a)

global and diffuse and (b) total optical depth (TOD495.2nm) for

May 7, 2006. Note the enhancements in global and diffuse

solar irradiance above clear sky levels from early afternoon.

Fig. 6. Same as Fig. 5 except for ultraviolet irradiance for

wavelength 304.5 nm.

Table 2. Summary of enhancements at 304.5 nm solar irradiance due to scattering by clouds.

Date

2006
Time(LST)

Solar zenith 

angle (SZA) 

Measurement (mWm
−2

) Enhancements (%) Total optical 

depth (TOD)Global Diffuse Global Diffuse

May 7

1200~1202 21.6~21.7 41.6~41.8 20.1~20.3 0.0~0.3 0.2~1.0 0.17 

1205~1206 21.4~21.4 41.9~42.0 20.2~20.3 0.0~0.3 0.2~0.6 0.16~0.17

1208~1209 21.2~21.3 42.1 20.3 0.2~0.3 0.3~0.4 0.16 

1211~1214 21.0~21.1 42.3~42.6 20.4 0.4~0.9 0.5~0.7 0.16 

1218 20.9 42.5 20.6 0.3 1.2 0.16 

1221~1234 20.8~20.8 42.7~43.3 20.5~20.8 0.5~2.1 0.6~2.0 0.15~0.18

1237~1245 20.9~21.1 42.4~42.9 20.5~20.7 0.2~1.4 0.8~2.0 0.16~0.17

1249~1316 21.2~23.2 40.7~42.9 20.4~21.2 0.7~3.0 1.6~8.7 0.16~0.19

1318~1325 23.4~24.2 40.3~41.1 20.4~21.1 1.4~3.8 5.0~10.2 0.16~0.43

1356 28.3 34.8 19.7 0.5 12.63 0.22 

1410~1411
* 30.4~30.6 26.9~29.3 20.8~21.6 −15.8 ~ −8.8 25.6~31.0* 0.42~3.12

1532 45.2 16.0 10.2 1.0 5.1 0.29 

1535~1540 45.8 14.3~15.6 9.4~10.2 2,1 8.1 0.22 

*

Maximum enhancement of diffuse irra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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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각각 나타났다. 이들 증가의 발생율은 각 최대

TOD 값보다 작은 경우일지라도 광대파장역은 61.5%,

495.2 nm는 57.6%, 869.0 nm는 64.7% 그리고 304.5 nm

는 51.6%였다.

◎ 2월 6일은 11시 45분(55.2o SZA) 1분 동안에 광

대 파장역의 전천 일사량이 36.0%, 산란 일사량은

360.8%로 증가하는 반면 직달 일사량은 16.9% 감소하

고 TOD는 0.43였다. 이 관측값은 Skyview image에 의

하면 하늘은 완전 흐림으로 직달 일사가 구름 틈 사

이로 1분간 통과하였을 때 나타났다. 이 전천 일사량

의 증가율은 2006년 동안 최대값으로 기록되었다. 이

시간 5분 전 LST1140의 천공 카메라 영상 사진을 Fig.

10d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름

은 하늘을 약 90%를 덮고 깨어진 구름 틈으로 이어

져 있다. 이 때 구름의 TOD가 1.52로 일사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 12시 기상청 관측은 운량이

90%, 운형은 Ac와 Sc였다. 

◎ 3월 14일은 LST1602(SZA 61.3o) 전천 일사량은

22.8%, 산란 일사량은 201.8% 증가하였고 반면에 직

달 일사량은 약 5.0% 감소하였다. 이 때, 운량은 70%

로 옆은 구름이 태양과 천정을 가리고 이 구름의 TOD

는 약 0.51(투과율 61%)였다. 약 1시간 전 15시에 기

상청 관측은 운량이 30%, 운형은 Sc였다.

◎ 4월 27일은 LST0937~0938(SZA 약 45o) 2분 동

안 전천 일사량은 23.7~30.4%, 산란 일사량은 176.1~

188.0% 증가하였고 반면에 직달 일사량은 11.3~16.8%

감소하였다. 이 때, 운량은 약 90%로 그 TOD는

0.55~0.58(투과율 약 57%)였다. 약 40분전 09시 기상

청 관측은 운량이 100%이고 운형은 Sc와 As였다.

◎ 9월 5일은 LST1453~1459(SZA 45~46o)에 전천

일사량은 23~25% 증가하였고 산란 일사량은 291~306%

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직달 일사량 약 15%가 감소하

였다. 기상청 15시 운량은 50%이고 운형은 Sc였다.

TOD는 0.38~0.42(투과율 약%)였다.

◎ 9월 10일은 LST0932와 0941(SZA 52o와 50o)에

서 전천 일사량은 약 22%가 산란 일사량은 198~217%

가 각각 증가하였다. 직달 일사량의 감소는 거의 무

시할 정도였다. LST0940의 천공 영상 사진의 운량은

50%였으나 이 때 TOD는 0.25~0.28였다. LST1200의

기상청 관측은 운형 Sc로 운량은 20%였다.

◎ 9월 21일은 구름에 의한 전천 일사량의 증가율

이 20% 이상은 아니지만 TOD가 0.99로 5월 7일의 최

대값 0.7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LST 1441~1445(SZA

48.2~48.8o) 5분 동안 전천 일사량은 9.7~14.2%, 산란

일사량은 114.5~129.6%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직달 일

사량은 24.9~29.0%가 감소하였다. 이 때 운량은 80%,

천정에 엷은 구름(As)이 있고, 그 TOD는 0.99(투과율

37%)였다. 약 15분 후 15시 기상청 관측은 운량이

20%, 운형은 Sc였다. TOD가 구름에 의하여 일사의 증

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체로 0.7 이하였으나 9월 21

일의 경우 0.99로 5분 동안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사

의 증가는 TOD가 최대 약 1.0(투과율 37%)보다 작아

야함을 알 수 있다. 

◎ 11월 7일은 LST 1351(SZA 약 58.3o) 부근에서

전천 일사량은 약 21%, 산란 일사량은 111.5%가 증가

하였고 반면에 직달 일사량은 약 −2%로 뚜렷한 감소

가 없었다. 이 때, 운량은 약 2%에 불과하였으며 천

정에 구름이 있었고 이 옆은 구름의 TOD는 0.34(투과

율 71%)였다. 약 1시간 10분 후 15시 기상청 관측값

은 운량이 40%이고 운형은 Sc였다. 

이와 같이 광대파장역의 전천 일사 증가율이 20%

이상 나타나는 SZA는 약 28o와 62o 사이 그리고 운량

Fig. 7. Same as Fig. 5 except for visible irradiance for wave-

length 495.2 nm.

Fig. 8. Same as Fig. 5 except for near infrared irradiance for

wavelength 869.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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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에서 9사이였다. 산란 일사량의 증가율은 Fig. 5~8

과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TOD가

비교적 큰 값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Cho et

al.(2003)이 산란 일사량은 TOD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한 후 어느 크기에 도달하면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4.3. 일사 증가의 천공 상태

5월 7일의 광대파장역의 전천 일사와 산란 일사의

변화율, ∆F을 Fig. 9에 표시하고 이들 중에 증가(∆F ≥ 0)

의 발생조건을 cloudy sky-images로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Fig. 9a에서 ①로 표시된 상태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ZA 33o(LST 1030)에서 광대파장역 전천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의 증가율은 각각 0.1%와 1.9%

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 TOD는 0.18로 거의

Rayleigh 산란의 광학깊이 0.15(Iqbal, 1983)에 가까운 매

우 맑은 날씨이다(Fig. 3a). 전천 일사량은 824.3 Wm−2,

Rayleigh 산란과 가까운 산란 일사량은 82.6 Wm−2임

을 알 수 있다.

Fig. 9a에서 ②로 표시된 상태는 Table 3과 Fig. 3의

(b) 또는 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ZA 46.7o(LST

1540)에서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 있지 않고 이 때 전

Fig. 9. Enhancement (attenuation) of broadband solar irradiance due to total optical depth for May 7, 2006. Data points are

measured by every one minute between 20
o

 and 70
o

 S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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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 산란 일사량은 795.0 Wm−2와 228.2 Wm−2 로 증

가율은 23.5%와 208.3%로 각각 나타났다. 천공 카메

라의 영상 사진에 의하면 천정의 구름을 포함하여 운

량은 6, 운형은 Ac와 Sc였다. TOD는 0.23(투과율 79%)

이고 직달 일사의 감소는 거의 무시할 정도였다. 이

천공상태는 구름에 의하여 전천 일사의 증가가 나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Fig. 9a에서 ③로 표시된 상태는 Table 3에서 SZA

64o(LST 1710)에서 전천 일사의 감소율은 15.8%, 산

란 일사의 증가율은 31.2%로 이 때 엷은 상층운이 태

Table 3. Sky properties associated with the radiation enhancement (attenuation) for five cases marked in Fig. 9 and for the

LST1145 6 February showing the maximum enhancement.

Position 

number
LST

SZA

(degree)

Global

(Wm−2
)

Diffuse

(Wm
−2

)

Global enhancement

(%)

 Diffuse enhancement

(%)
TOD

Cloud amount

(tenth)

Cloud 

type

① 1030 33.3 824.3 82.6 +0.09 +2.22 0.18 0 -

② 1540 46.7 795.0 228.2 +23.5 +208.3 0.23 6 Ac, Sc

③ 1710 64.4 307.7 77.8 −15.8 +31.2 0.42 2 Sc

④ 1400 28.9 507.2 329.1 −41.9 +297.4 1.48 7 Sc

⑤ 1340 26.0 253.3 253.3 −71.9 +201.2 7.11 6 Sc

⊙ 1415 31.3 1111.1 464.0 +31.2 +467.8 0.34 8 Sc

Feb. 6 1145 55.2 731.2 347.7 +36.0 +360.8 0.43 9 Ac, Sc

* 1140 55.5 378.2 329.6 -28.2 +348.5 1.52 9 Ac, Sc

Fig. 10. Sky-camera images corresponding to the cases(③~⑤) marked in Fig. 9 and the image for LST1140 6 February.



정연진·조희구·김준·김영준·김윤미 141

Atmosphere, Vol. 21, No. 2. (2011)

양을 가려 TOD는 0.42였다. 이 TOD 값은 일사 증가

의 최대 TOD가 0.7보다 작기 때문에 증가조건에 속

하지만 운량 2로 거의 구름이 없어(천공영상) Fig. 10a

구름에 의한 태양광의 산란 또는 반사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 전천 일사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

전천 일사량은 307.7Wm−2였고 산란 일사량은 77.8Wm−2

로 ①의 Rayleigh 산란 일사량과 비슷한 값이다. 이 산란

일사량은 직달 일사의 감소량을 충당하였을지라도 맑

은 날씨의 전천 일사량보다 9% 더 부족한 상태였다.

Fig. 9a의 ④의 경우는 Table 3에서 보면 SZA 29o에

서 광대파장역 전천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은 507.2

Wm−2 와 329.1 Wm−2로 전천 일사의 감소율은 41.9%

과 산란 일사의 증가율은 297.4%로 나타났다. 이 때

운량은 7, 운형은 Sc로 구름이 흩어져 구름 산란에 의해

전천 일사량이 증가할 수 있는 알맞은 천공상태였다

(Fig. 10b). 그러나 Sc 구름이 태양을 가려 TOD가 1.48 로

나타나 일사 증가의 최대값 0.7보다 크게 나타나 구름에

의한 전천 일사의 감소율은 4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란 일사는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297.4%로 나타났다.

Fig. 9a의 ⑤의 경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ZA 26.0o에서 전천 일사량과 산랑 일사량은 모두

253.3 Wm−2 이고 전천 일사량의 감소율은 71.9%과 산란

일사의 증가율은 201.5%로 나타났다. 이 때 천공 사진

영상을 보면 운량은 6, 운형은 Sc로 천정을 중심으로

구름이 모여있다 (Fig. 10c). 이 때 두터운 적운계 구름이

태양광을 완전히 차단하여 TOD가 7로 나타나 직달 일

사량은 100% 감소되어 관측되지 않았다.

Fig. 9a에서 ⊙로 표시된 상태는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ZA 31.3o(LST 1415)에서 태양이 옅은

구름(TOD = 0.34)으로 가렸을 때 전천 일사량과 산랑

일사량은 1111.1 Wm−2와 464.0 Wm−2로 증가율은 31.2%

와 467.8%로 이 연구 기간 중에서 제일 큰 증가율을 나

타내었다. 5분 후 SZA 32.1o(LST 1420)의 천공 카메라

영상을 보면 운량 8, 운형 Sc로 태양을 비교적 두터운

구름으로 가려 TOD가 2.24로 급속히 증가하여 전천

일사량은 5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산란 일사의 증가율

은 31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사 증가의 최대 TOD는

0.70임을 알 수 있다. 2월 6일의 경우는 앞절 4.2에서

설명한 바 있다.

Fig. 9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월 7일의 광대

역파장에서 전천 일사량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최

대 TOD 0.70보다 작은 경우(465개) 일지라도 실제 증

가가 발생한 경우(286개)는 약 62%의 발생율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파장 495.2 nm에서는 최대 TOD 0.59

에서 58%, 869.0 nm는 최대 0.70에서 65% 그리고

304.5 nm는 최대 TOD 0.43에서 52%였다. 이와 같이

파장역에 따라 최대 TOD는 차이가 있고 TOD의 기본

발생 조건에 속할지라도 구름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있

어도 구름에 의하여 반사 또는 산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구름에 의하여 반사 또는 산란 조건이 형성되

지 않으면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광대

파장역의 산란 일사량(Fig. 9b)은 Rayleigh 산란(TOD =

0.15)에 가까운 TOD 0.18에서 최대 467.8%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TOD가 증가함에 따라 그 변화폭이 점

점 감소하여 TOD 7.0 부근에서는 그 증가율이 약

200%로 줄어들었다. 

이 연구에서 구름에 의한 일사량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최대 TOD는 1.0(투과율 37%)으로 밝혀졌으며

이 최대값 이하일지라도 전천 일사의 증가 발생율은

태양 복사의 성분에 따라 약 50~65%로 자외선 성분이

제일 낮았다. 

5. 요약 및 결론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두 대의 다중 필터 차

폐 복사계(Visible and UV MFRSRs)로 1년(2006)동안

관측한 파장별 전천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 자료 중에

태양 천정각 20o와 70o 사이의 광대파장역(391~955 nm:

BBR), 가시광선 파장 495.2 nm, 적외선 869.0 nm 그리

고 자외선 304.5 nm의 네 일사 성분을 사용하여 구름

과 전 대기 광학깊이(TOD)에 의한 이들 태양 복사의

증가를 천공 카메라 사진 영상(Sky-camera imaages)과

함께 분석하였다. 구름과 TOD에 의한 일사의 증가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정상맑은날의 일사량(normal clear-

sky solar irradiance)을 추정할 수 있는 cosθo(θo:태양천

정각)의 4차 다중회귀 모형을 구하였다. 따라서 이 모

형에 의하여 구한 맑은 날씨의 추정 일사량과 관측일

사량과의 차로써 구름에 의한 일사의 증가율을 구하였다.

일사량의 증가는 운량이 대체로 4~9로 흩어진(Broken)

적운계의 구름에서 주로 나타났고 구름이 태양(sundisk)

을 가리지 않거나 가렸을지라도 옅은 구름으로 그 광

학 두께가 최대 1.0 이하로 그 투과율은 37% 이상인

경우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강한 태양빛이

구름 틈 사이에 입사하여 빛의 다중 산란과 반사가 일

어나야 일사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OD가 1.0 이하에서 전천 일사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일사의 성분에 따라 50~65%로, 자외선

복사가 제일 낮았다. 전천과 산란 일사의 최대 증가율

은 TOD 0.43에서 36.0%와 TOD 0.34에서 467.8%로

각각 나타났다. 파장 869.0 nm의 경우에 최대 산란 일

사의 증가율은 609.5%까지 달하였다. 이들 증가율은

태양 복사의 4성분 중에 파장 869.0 nm의 적외선 복

사에서 가장 높고 파장 304.5 nm의 자외선 복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까닭은 구름 방울에 대한 Mie

산란의 산란 효율로 생각할 수 있다. TOD가 0.18로

Rayleigh 산란(0.15)에 가까운 맑은 날씨에 SZA 33.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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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천 일사량은 824.3 Wm
−2

, 산란 일사량은

82.6 Wm−2로 이때 일사의 증가는 거의 무시할 정도였

다. 광대파장역의 전천 일사 증가율이 20% 이상 나타

나는 태양 천정각은 약 28o와 62o 사이였다. 

구름과 TOD에 의한 전천 일사의 갑소는 파장

304.5 nm인 경우(약 60%)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일사

의 성분에서 모두 약 80%까지 감소하였다. 이 때, 최

대 TOD는 7.0로 직달 일사량은 거의 100% 감소하였

으나, 산란 일사량은 약 200% 증가하였다. 구름에 의

한 일사의 증가에 관한 물리적 그리고 기후학적 특징

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름 상태에 대한 더 많

은 일사 관측과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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