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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ne-layer solar radiation(GWNU;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model is

developed in order to resolve the lack of vertical observations and fast calculation with high

resolution. GWNU model is based on IQBAL(Iqbal, 1983) and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methods and corrected by precise multi-layer LBL(Line-by-line) model.

Input data were used 42 atmospheric profiles from Garand et al.(2001) for calculation of global

radiation by the Multi-layer and one-layer solar radiation models. GWNU model has error of

about -0.10% compared with LBL model while IQBAL and NREL models have errors of about

-3.92 and -2.57%, respectively. Global solar radiation was calculated by corrected GWNU solar

model with satellites(MODIS, OMI and MTSAT-1R), RDPS model prediction data in Korea

peninsula in 2009,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surface solar radiation observed by 22 KMA

solar sites. All models have correlation(R2) of 0.91 with the observed hourly solar radiation, and

root mean square errors of IQBAL, NREL and GWNU models are 69.16, 69.74 and 67.53 W/

m2, respectively.

Keywords : One-layer solar radiation model, multi-layer solar radiation model, atmospheric

profiles, global solar radiation, correction

1. 서 론

1970년대의 전 세계적 석유 파동 이후 대두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최근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

재생 에너지는 공해가 없고 양적으로 무제한하나 경제

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보급 현황은 폐기물 이용 발전이

76.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태양광(열)과

풍력 발전은 0.6과 1.1%로 비중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과 기술 개발 투

자 및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너지관리

공단, 2007)이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유망 분야의 비중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국무총리실, 2008).

미국 에너지성(U. S. Department of Energy)의 신재

생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에서는 일 누적 일사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

후태양복사(Climatological Solar Radiation, CS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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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995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월 평균 전운량, 가

강수량, 에어로솔 광학두께, 지표면 알베도, 오존 전량

등의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름 자료에

기반하여 40 km 격자로 제공되었다(George and Maxwell,

1999). NREL과 Richard Perez에 의한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의 위성 복사 모델

(Satellite Radiation Model, Perez et al., 2002)을 이용

하여 10 km 공간 분해능으로 태양광 자원 지도를 제

작하였으며 이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위성복사 모델은

정지위성자료, 지표면 눈 자료, 월평균 수증기량, 미량

기체 그리고 에어로솔 등을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독일기상청(DWD, Deutscher Wetterdienst)은 1981년부

터 1998년까지의 일누적 월평균 및 년평균 일사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 처음으로 태양광 자원지도를

완성하였으며 태양 복사 모델을 이용한 태양광 자원

지도 개발은 Kerschgens et al.(1978)의 two stream 방

법을 기초로 하여 관련 기상 및 기상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조희구 등(1988)은 Iqbal(1983)이론에 근거하여 맑은

날에 대한 태양복사량을 계산하였으며 지표면 일사 관

측자료 분석하였으며 이규태(1997)는 강릉의 일사량자

료와 복사모델을 이용하여 복사특성을 밝혔다. 또한

지준범 등(2010)은 기상청에서 운용중인 일사관측의 비

교관측자료와 태양복사 모델을 이용하여 과거자료에

대한 복원을 수행하였고 조일성 등(2010)은 단층모델과

위성자료의 구름을 이용하여 남한지역의 태양광자원

지도를 계산하였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은

천문학적 조건(태양과 지구의 위치변화)과 지구 대기

성분 분포(가스와 에어로솔 및 구름 등) 및 지표면 조

건(지리 및 지형)에 의하여 변화된다. 대기를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고 고도별 관측자료를 입력하여 기층사이의

다중 산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의

연직구조를 관측하는 관측소는 한정적이며 복사특성을

계산하기위한 관측은 특정한 관측 외에는 없는 실정

이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일사량 계산을 위해서는 대기

를 단일층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단층복사모델이 요구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된 GWNU 단층

태양복사 모델의 투과율 및 일사량 계산과정을 다층

상세 태양복사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정하였다.

복사모델의 구동을 위한 입력자료는 42종의 대기의

연직자료를 이용하여 보정식을 산출하였다. 보정식은

GWNU 단층 태양복사 모델에 적용하여 한반도 지역의

태양에너지 분포를 계산하였으며 관측자료와 비교분

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태양복사 모델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의 부족을 해소하고 고분해능 및 정확한 태

양에너지 계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2.1 태양 복사 모델

태양으로부터 방출되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

(태양복사)은 물리적 과정에 따라 직달 일사와 산란

일사로 구분되고 지표면에서 이 요소들은 분리 관측

(직달과 산란 및 전천일사)할 수 있다. 즉 지표면에 도

달하는 태양광은 대기 중에서 구름과 에어로솔 및 기체

성분들에 의하여 흡수 및 산란되는데 이는 파장에 따라

다르다. 성층권의 오존은 0.4 µm이하의 자외선 파장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태양에너지의 일부분을 흡

수하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0.75 µm이상의 적외복

사 파장 영역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한다.

1) 다층 상세 태양복사 모델

대기 꼭대기에 입사한 태양복사에너지는 대기 중의

기체 성분들과 구름 그리고 에어로솔 및 지표면에 의

하여 흡수와 산란 및 반사된다. 평행 평면 대기를 가

정할 때 복사 진행 방향에 대한 천정각(θ)과 방위각

(φ) 및 µ = cosθ의 정의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복사

전달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이 식에서 λ는 파장을 의미하고 µ와 φ는 태양의 고

도와 방위각을 의미한다. tλ는 파장에 따른 투과율이

며 Iλ는 지구에 입사되는 파장별 태양복사이고 Jλ는

원천함수이다.

대기 중에서 태양복사전달방정식은 경우에 따라 플

랑크 함수를 무시하여 간략화 될 수 있으나 여러 기층

과 지표면에 의한 다중 산란이 포함되면 정확한 해를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위상 함수가 방위각에 따

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면 lυ기층에서 하향

복사속(F↑(lυ))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
↑(lυ) (2)

여기서 Fo는 대기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속이며 이식

에서 계산되는 태양복사는 파장에 따라 변화가 심하

므로 태양 복사전달방정식의 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장간격을 조밀하게 나누어 계산하는 선 방

법(LBL, Line-by-Line)이 사용되었으며 대기 성분에 의

한 투과 및 산란의 계산은 각 파장별로 Stamnes et al.

(1988)의 불연속 세로 근사(Discrete ordinate approx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Chandrasekhar(1960)에

근거한 것으로써 Stamnes 등이 기층들의 다중 산란 과

정을 계산에 포함시켰다. 흡수선 자료는 파장별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작위(random)로 배열되어 있기 때

µ
dIλ tλ µ φ, ,( )

dτ
--------------------------- Iλ tλ µ φ, ,( ) Jλ tλ µ φ, ,( )–=

2π Iλ0

1–

∫ tλ µ,( )µdµ µ
0
πF

0
e

t– µ
0

⁄

+[ ] λ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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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식 (2)의 투과 함수 계산을 위한 밴드 모델들은

일정 부분 오차를 유발한다. 태양복사 파장 영역에 대

하여 파장별 흡수계수는 HITRAN2k 흡수선 자료

(Rothman et al, 2003)로부터 0.002 cm-1 간격으로 계산

하였으며 태양 복사 영역에 대하여 흡수기체들의 파

장별 흡수 특성은 Fig. 1과 같다. 흡수기체들은 파장에

따라 흡수특성이 다르며 특히 오존과 산소 분자는 자

외선 영역의 짧은 파장에서 큰 흡수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Fig. 1에서 세로 실선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다층 밴드모델인 NASA_CLIRAD(Chou and Suarez,

1999)의 11개 밴드의 파장 범위를 표시한 것이며 각

밴드에 대한 흡수기체의 흡수 및 산란 특성의 모수화는

Chou and Suarez의 방법에 근거하였으며 밴드 1~8은

오존 흡수와 분자 산란(Rayleigh 산란) 과정을 포함하

고 밴드 9~11은 주로 수증기 흡수와 분자 산란 과정

이다. 이들 밴드 영역에서 흡수 기체들에 의한 흡수계수

및 투과 함수 계산은 k-분포 방법(k-distribution method)

이 주로 사용되나 계산의 정확성을 요구되는 파수 영

역에서는 조견표(table lookup)도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2) 단층 태양복사 모델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강도(Igλ)는 비어

의 법칙(Beer’s law)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iegel and Howell, 1981).

Igλ= Idλcosθ + Isλ (3)

여기서 λ는 파장이고 전천 일사(Igλ)는 직달 성분(Idλ)

과 산란 성분(Isλ)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지표면에 도

달하는 직달 태양에너지(Idλ)는 단일 대기 기층을 가

정할 경우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Idλ= Ioλexp(-τλ) (4)

여기서 I0λ는 대기외 일사량(extraterrestrial radiation)이

고 τλ는 흡수기체 등에 따른 광학 두께로서 대기의 투

과율은 tλ= exp(-τλ)로 나타낼 수 있다. 대기의 흡수 기

체 및 입자는 공기 분자, 에어로솔, 오존, 수증기 그리고

혼합 기체에 대한 광학 두께에 대하여 각각에 대한

투과율은 다음과 같은 경험식들이 사용되었다.

toλ= exp(-koλlmo) (5)

twaλ= exp[(-0.2385kwaλwmr/(1 + 20.07kwaλwmr)
0.45] (6)

trλ= exp(-0.008735maλ
-4.08) (7)

taλ= exp(-β(λ/0.55)-αmr) (8)

tgλ= exp[(-1.41kgλma/(1 + 118.93kgλma)
0.45] (9)

 
여기서 koλ, kgλ, kwaλ는 오존과 혼합 기체 및 수증기에

대한 파장별 흡수계수이다. 그리고 α는 에어로솔이 0.5µm

보다 작은 경우 1.027이고 나머지 파장대은 1.206이 사

용되며 l은 오존의 연직 농도이고 w는 가강수량이다.

또한 mr은 공기분자의 상대 광학 질량이고 ma는 기압

보정된 값이며 mo는 오존에 대한 상대 광학질량이다.

지표면에서의 산란 태양광(Isλ)은 공기 분자와 에어로

솔 및 지표면과의 다중 산란에 의해 변화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Isλ= Irλ+ Iaλ+ Igλ (10)

위 식에서 레일레이(Irλ)와 에어로솔(Iaλ) 및 지표면과

대기(Igλ)에 의해 산란된 태양광은 다음과 같이 경험

적인 방법을 통하여 계산된다.

Irλ= I0λE0cosθtoλtgλtwaλ[0.5(1-trλ)taλ] (11)

Iaλ= I0λE0cosθtoλtgλtwaλ[Fcw0(1-taλ)trλ] (12)

Igλ= Qλ(ρgλρ'aλ/(1-ρgλρ'aλ)) (13)

Qλ= (Irλ+ Iaλ) + Idλ (14)

ρ'aλ= toλtgλtwaλ[0.5(1-trλ) taλ+ (1-Fc)w0(1-taλ)trλ] (15)

여기서 E0는 이심률이고 Fc는 전체 에너지 산란에 대한

전방 산란의 비율이고 후방 산란은 1-Fc이다. w0는 단일

산란 알베도이다. ρ'aλ는 대기 중의 모든 흡수기체들에

의한 다중산란이고 ρgλ는 지표면 알베도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GWNU 모델은 IQBAL모델을

기초로 하였고 NREL의 에어로솔 처리방법을 수정·

적용한 후 다층 태양복사 모델을 이용하여 보정된 태

양복사 모델이다. IQBAL은 Iqbal(1983)의 이론에 기초

하여 제작하였고 NREL은 미국 NREL에서 개발 및 관
Fig. 1. Absorption coefficients of atmospheric gases in

shortwa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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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값 비교를 위하여 제작된 단층 모델(Bird and Riordan,

1986)이며 이 두 모델은 태양복사의 파장별로 계산되는

스펙트럼 모델이다. 그리고 BIRD(Bird and Hulstrom,

1981)는 태양복사의 파장영역을 단일 밴드로 개발된

단층 태양복사 모델이다.

2.2 연구 자료

1) 42종 연직대기 자료

 2.1절의 식 (6)의 τλ는 대기층의 광학두께로서 대

기성분의 흡수계수들(koλ, kgλ, kwaλ등)의 함수이며 기

본적으로 고도 또는 기압의 함수이나 GWNU 단층 태

양복사 모델은 계산시간의 절약 및 해상도 계산을 위

하여 대기를 한 개의 기층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흡

수계수들의 고도 또는 기압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를 여러 개의 기층으로

나누어 고도 또는 기압 효과가 포함된 상세 태양복사

모델과 비교하여 식 (3)~(15)의 단층 태양복사 모델을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확한 태양복사 모델의 가동을 위해서는 대기의 연

직 분포자료가 입력자료로 필요하며 주로 표준대기 자

료(위도별 표준대기 자료)가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복사모델들의 계산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Garand et

al.(2001)이 이용한 42종의 연직 대기 자료를 이용하

였다. 42종 대기의 연직자료는 지구대기의 6가지 표

준대기(표준, 열대, 중위도 여름, 중위도 겨울, 아극 여

름, 아극 겨울)뿐만 아니라 전구의 여러 지점의 관측된

고도별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의 연직분포는

Fig. 2와 같고 이들 자료 중 연직 오존분포와 수증기량

분포를 기층별로 누적하여 전오존(Total Ozone amount)

및 가강수량(Total Precipitable Water) 및 최하층 온도는

Fig. 3과 같다. Fig. 2에서 최상층의 기압은 0.1 hPa이며

기온의 분포로 볼 때 대류권계면은 기압고도 약 100 hPa

부근에서 나타나며 성층권계면은 약 1 hPa에서 나타

난다. 오존의 최대농도가 나타나는 고도는 10 hPa을 중

심으로 나타나며 수증기의 경우 1000 hPa부터 500 hPa

이하에 분포되며 고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2종 자료의 각 기층별 평

균값은 대기의 표준상태(U.S. NOAA, 1976)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하층의 기온과 전오존 및 가

강수량의 분포로 살펴볼 때 42종 자료 중 1~6 자료는

표준대기(U.S. NOAA, 1976) 자료이고 7~18은 기온

급변 자료이고 19~30은 가강수량 급변 자료이며 31~42

는 전오존량 급변 자료로 지구의 다양한 대기를 대변

할 수 있다.

Fig. 2. Vertical profiles of 42 atmosphere from Garand et al.(2001).

Fig. 3. Input data for one-layer solar radiation model from Garand et 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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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사량 관측자료

지표면 일사 관측은 1969년 진주와 수원 기상대에

서 최초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Fig. 4와 같이 기상청의

전국 22개 일사 관측망을 통하여 전천 일사 관측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각 관측소에서는 1시간 누적의 전천

일사량(MJ/m2) 및 일누적 일사량(MJ/m2) 자료로 제공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1년 동안의 일사량

자료를 연누적하여 보정된 GWNU 태양복사 모델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3) GWNU 태양복사 모델 입력자료

보정된 단층 태양복사(GWNU) 모델은 한반도 지역의

위성관측 및 모델 예측자료를 입력하여 지표면 일사량

을 계산하였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자료들이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입력자료는 2009년의 위성(MODIS,

OMI 및 MTSAT-1R 등) 및 수치예보 자료 그리고 지표

면 특성 자료(지표면 알베도 등)를 이용하였다.

위성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태양광 자원지도의 영역은

1 km × 1 km 해상도의 한반도 전체영역이며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고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NASA(미항공우주국) SRTM(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의 3 s(약 90 m)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고도를

내삽하여 작성하였다. 지표면 알베도는 AQUA와

TERA위성의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센서를 이용하여 관측된 0.05o 월평균

알베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영역에 대하여 내삽하였

다. 에어로솔 광학두께는 AQUA와 TERRA 위성의

MODIS 센서를 이용하여 관측된 500 nm의 값이 사용

되었고 해상도는 1o × 1o이며 일자료와 월평균 자료를

계산 격자점에 맞도록 내삽하여 사용하였다. AURA위

성의 OMI센서를 이용하여 관측된 1o × 1o 일평균 오

존전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청의 지역예보모델인 RDAPS(Regional Date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모델의 예측 기온과

기압 및 상대습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강수량 자료로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10 km 해상도로 제

공되기 때문에 GWNU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1 km 간격으로 내삽하여 적용하였다.

태양복사 모델의 구름은 정기궤도 위성인 MTSAT-

1R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병일 등(2007)의 방법을 적

용하여 구름 영역과 맑은 영역을 구분하였다. 구름 영

역의 운량은 COMS 위성의 자료처리에서 개발된 구름

요소(cloud factor) 산출 방법(국립기상연구소, 2009)을

적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반사도와 천정각을 이용

하여 Fig. 5와 같이 적용하였다.

2.3 보정방법

2.1절의 다층 태양복사 모델(LBL, NASA)과 단층 태

양복사 모델(GWNU)은 맑은 상태를 가정하여 2.2절의

42종 연직대기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의 성분별 그리고

천정각에 따라 보정을 수행하였다. GWNU의 수행결

과는 LBL을 기준으로 투과율 및 전천 일사량과의 오

차비율(LBL/GWNU)을 산정하였고 오차비율은 대기성

분과 지표온도 및 태양 천정각에 따라 회귀식을 계산

하여 단층모델의 성분별 투과율과 일사량을 보정하였

다. 3.1절의 결과와 같이 오차의 변화량에 따라 회귀

식을 달리하여 적용하였다. 가강수량과 천정각의 변화

에 따라 그 변화가 심하였고 오존, 혼합기체는 변화가

심하지 않아 단순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천정

각에 따른 일사량의 보정은 지표면 알베도에 따라 각각

보정식을 계산하여 보정하였다.

Fig. 4. KMA 22 solar sites on Korea peninsula. Fig. 5. Cloud factor with solar zenith angle and visible alb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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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단층모델 보정

2.2절의 42종의 연직대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

과는 Fig. 6~9와 같다. Fig. 6~8은 상세 태양복사(LBL)

모델의 결과와 투과율의 오차비율을 나타내었고 Fig. 9

는 지표면 알베도에 대하여 천정각에 따른 오차비율을

각각 나타내었다. 흡수체의 양과 투과율, 지표면 온도

와 투과율 그리고 천정각과 전천일사량의 상관성은

모두 0.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세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전천 일사량은 입력자료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이는 흡수체 양의 증가에 따라 투과율이 감소되는 것

을 의미한다. Fig. 6과 7의 가강수량과 전오존은 입력

자료의 양에 따라 투과율의 오차비율이 감소하는 형

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층모델이 상세모델

보다 흡수체의 양에 따라 투과율을 크게 계산하는 것

이다. 다른 의미로 같은 대기내의 흡수기체양은 단층

모델이 상세모델보다 그 양을 적게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강수량과 전오존량에 따른 투과율을 상세모

델과 같은 양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단층모델에서 계

산 되는 투과율을 흡수기체의 양에 따라 보정하였다.

전오존량과 비교하여 가강수량에 따른 오차비율의 변

동성이 크며 변화가 복잡하여 3차 다항식을 이용하였

고 전오존량은 2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투과율을 각각

보정하였다.

그리고 Fig. 8의 혼합기체는 대기 중에 그 혼합된

비율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며 혼합기체의

양에 따른 복사량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와 전천일사량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상관계수가

0.98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혼합기

체의 양에 따른 보정은 가강수량과 전오존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다항식을 적용하여 지표면 온도에 따라

투과율을 보정하였다.

천정각에 따른 전천일사량의 보정은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각의 지표면 알베도에 대하여 태양 천정

각에 따른 전천 일사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각각 보정

하였다. 천정각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며 특히 천정각이

Fig. 6. Global solar radiation of LBL solar radiation model

and error between GWNU and LBL model for transmittance

with total precipitable water.

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total ozon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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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때 상세모형과 오차율도 증가하게 된다. 다층 복사

모델은 고도별 혼합비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기층들에

서 계산된 값들을 누적하여 계산하는 반면 단층 복사

모델은 단일 기층을 고려하여 다중 산란 및 흡수기체의

경로길이를 고려하여 복사량을 계산되기 때문이다. 천

정각이 적은 부분에서는 보정되는 복사량이 적으나 천

정각이 클 때는 급격하게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2차

다항식의 회귀식을 적용하였다. Fig. 6~9와 같이 흡수

기체와 지표면 알베도 등에 따라 보정된 회귀식을 식

(3)~(9)의 태양복사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이 연구를 위

하여 사용된 최종적인 태양복사 모델(GWNU 모델)을

구축하였다.

3.2 태양 복사 모델 비교

다층모델인 상세복사모델(LBL)과 밴드모델(NASA)

그리고 GWNU 모델을 포함한 단층 복사모델 4 종류

(IQBAL, NREL, BIRD) 복사모델의 계산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Fig. 3의 첫 번째 대기로서 수증기가

많은 열대 대기이며 지표면 온도는 299.7 K, 가강수

량은 4.07 cm, 전오존량은 276.3 DU이다. 천정각은 0o

이고 대기외 일사량은 1366.05 W/m2를 이용하였다. 지

표면의 알베도에 따라 지표면의 일사량이 증가되었고

단층모델 중 GWNU가 가장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지표면 알베도 0.1이고 천정각의 코사인 값을 1.0, 0.8,Fig. 8. Same as Fig. 6 except for mixed gas.

Fig. 9. Error of between GWNU and LBL solar radiation model for global solar radiation with cosine of solar zenith angle. (a),

(b), (c) and (d) are represented with surface albedo 0.0, 0.2, 0.4 and 0.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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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2 일 때 상세모델의 지표면 일사량 계산값과

NASA, IQBAL, NREL 및 GWNU의 차이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상세모델의 계산값은 입력자료인 오존량과

가강수량의 양에 의존적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그 차이는 NASA, GWNU, NREL 그리고 IQBAL 순

으로 크게 나타났다. 상세모델(LBL model)에 의한 계

산 결과에 비교하여 GWNU는 평균적으로 -0.10%의

오차를 나타내었고 반면 유사한 종류의 IQBAL과

NREL 모델 오차는 각각 -3.92%와 -2.57% 이었다. 단층

태양복사 모델의 오차는 천정각이 증가할수록 증가되

었으며 이는 기층 경로길이의 증가되는 비율이 단층

모델에서 더 크기 때문이며 기층 내 흡수체의 양이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3.3 한반도 태양광 자원의 시공간 분포

GWNU 태양복사 모델의 입력자료는 2.2.3절에 나

타낸 것과 같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GWNU 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월별

누적 일사량의 공간 분포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한

반도 영역의 월별 태양광 분포는 구름과 태양 천정각

그리고 에어로솔 및 수증기량의 영향에 따라 계절별 및

지역 분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여름철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 지표면 태양광이 강할 것으로 예

상되나 빈번한 구름 때문에 최대 월 누적 태양광은

여름철이 아닌 5월에 나타났다. 즉 5월이 여름철 보다

지표면 태양광이 강했던 이유는 태양 고도가 5월이

여름철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소산 효과로써

가장 중요 요소인 운량이 여름철 보다 적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12월은 5월의 태양광(한반도 평균 626 MJ/m2)

에 비교하여 27% 이었으며 그 이유는 낮은 태양 고

도와 많은 운량이 원인이다.

Fig. 12는 연누적 일사량에 대한 GWNU 모델의 계

산과 22개 기상청 일사량의 관측이다. 계산된 일사량의

한반도전체 영역에 대한 평균 일사량은 4960 MJ/m2

이었고 22개 관측자료의 평균은 5182 MJ/m2이었다.

모델 계산 결과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운량이 많기 때문에 연 누적 일사량은 상대

적으로 적은 반면 안동과 대구 및 진주 등은 소백산맥

풍하 측 위치 등과 관련하여 적은 운량 때문에 태양에

너지의 강도가 강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기상

청의 일사 자료는 모델 계산 결과와 달리 포항과 부산

등지에서 태양광 강도가 강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

사 관측소의 환경조사와 일사계 비교 관측 등을 통하

여 분석 및 설명될 수 있다.

22개 기상청 일사관측 지점에 대하여 IQBAL, NREL

및 GWNU 모델의 시간별 계산 결과를 관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세 가지 태양복사 모델의 상관성(R2)은 동

일하게 0.91로 계산되었으나 표준오차인 RMSE는

IQBAL, NREL 및 GWNU 모델순으로 69.16, 69.74 그

리고 67.53 W/m2였으며 보정된 GWNU 태양복사 모

델이 관측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13).

4. 결 론

단층 태양복사 모델(GWNU)은 연직대기 자료의 부

족을 해소하고 고해상도 계산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GWNU 태양복사 모델은 IQBAL과 NREL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상

Table 1. Surface solar radiation by solar radiation models with Tropical atmosphere(unit : W/m2).

Surface albedo

Multi-layer One-layer

Precise model Band model Spectral model Band model

LBL NASA IQBAL GWNU NREL BIRD

0.0 1066.4 1067.8 1089.2 1069.6 1082.7 1071.1

0.1 1074.0 1074.9 1097.2 1077.1 1090.0 1071.3

0.2 1081.8 1082.3 1105.6 1084.9 1097.2 1071.6

0.3 1089.9 1089.8 1114.3 1093.0 1104.4 1071.9

0.4 1098.4 1097.7 1123.4 1101.5 1111.7 1072.2

0.5 1107.2 1105.9 1132.9 1110.2 1118.9 1072.5

0.6 1116.4 1114.4 1142.8 1119.4 1126.1 1072.8

0.7 1126.0 1123.2 1153.2 1129.1 1133.3 1073.0

0.8 1136.1 1132.5 1164.2 1139.2 1140.6 1073.3

0.9 1146.8 1142.2 1175.8 1149.8 1147.8 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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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다층 태양복사 모델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42종

의 연직 대기 자료를 입력자료로 복사모델을 수행하여

지표면에 도달되는 일사량을 상세모델과 비교하였다.

단층복사모델의 보정은 입력자료의 양에 따라 투과율

Fig. 10. Global solar radiation(W/m2) by LBL model and differences(%) between solar radiation models and LBL model with

atmospheres from Garand et 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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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nthly accumulated solar radiation by GWNU model(Jan. to D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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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정하거나 계산된 전천 일사량을 보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보정된 GWNU 복사모델의 결과는 상세

모델과 -0.1%의 오차를 보인반면 IQBAL과 NREL 복

사모델의 오차는 각각 -3.92%와 -2.57%이었다.

위성자료와 기상청의 RDAPS 예측장을 이용하여 한

반도영역에 대하여 2009년 1년 동안 지표면에 도달되는

일사량을 계산하였으며 지상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관측자료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계산된

분포는 구름에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계산된 연누적 일

사량의 경우 안동과 대구 및 부산의 띠 형태로 나타났

으나 관측에서는 대구에서 낮은 일사량이 나타나 다른

형태를 보였다. IQBAL과 NREL 및 GWNU 태양복사

모델의 상관성(R2)은 0.91로 동일하였으나 표준오차인

RMSE는 69.16과 69.74 그리고 67.53 W/m2로 GWNU

태양복사 모델이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약 2 W/m2 향

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에서 RMSE가 큰 이

유는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구름량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매시간 적용되는 위성의 구름은 실

시간 변화하는 구름상태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연구에

적용된 구름량 산출 알고리즘의 오차로 분석되며 앞

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단층 태양복사 모

델은 태양복사 모델의 입력자료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산량이 많은 고해상도 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연구 및 태양광 발전의 기

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 Accumulated global solar radiations of calculation by GWNU model(a) and observation by 22 KMA solar sites(b) in 2009.

Fig. 13. Hourly global solar radiation between calculation by IQBAL(a), NREL(b) and GWNU(c) solar models and

observation by 22 KMA solar sites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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