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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erformances of time series models to forecast irradiance that consider

weather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cloud cover and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We first

introduce the time series models and show that regression ARIMAX has the best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such as ARIMA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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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에너지 자원의 한계와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점차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물, 강수, 바이오, 햇빛 등을 이용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

지로 변환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와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에서는 주로 발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와는 달리 기상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발전량 변동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인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한 일사량 예측을 실시하고 여러 시계열 모형의 성능을 비
교하고자한다.

일사량의 연구에서 대부분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Moreno-Munoz 등 (2008)는

일사량을 예측하는데 승법 ARMA 모델을 사용하였고 ARMA류의 모형이 5분의 초단기 일사량 모형

적합에 적절함을 보였다. Reikard (2009)는 서로 다른 해상도에서 일사량 예측을 실시하였는데, 고해

상도에서 운량 지수를 이용한 변이함수가 로그 변환 ARIMA 모형의 성능을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ARIMA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일주주기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Mart́ın 등

(2010)은 시계열 분석에 기반한 일사량 예측을 실시하였고 AR 모형 외 다양한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Maleki 등 (2017)은 시간별, 일별, 월별 일사량 추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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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에서 ARIMA 모형의 활용 사례로서 Park과 Kim (2016)의 연구에서 태양광과 유사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발전에서도 ARMAX를 포함한 다양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발전량 예측을 실시하였

으며, Sohn 등 (2016)은 스마트 그리드에서 전력수요 예측 연구에서 시계열군집분석을 활용한 연구에
서도 ARIMA 모형이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여러 기상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그 중 일사량에 의하여 가장 높게 영
향을 받음에 따라서, 대기권 밖 일사량을 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사량을 예측하기 위하

여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Dazhi 등 (2012)는 GHI,

DNI, DHI, 운량지수를 각각 다르게 입력변수로 적용하고 ARIMA 모델을 사용하여 일사량을 예측하

였고 GHI를 적용한 방법, DHI, DNI를 적용한 방법과 비교하여 운량지수를 이용한 방법이 더 좋은
예측력을 우수함을 보였다. Park 등 (2014)는 일사량과 대기 투과율 사이의 특성을 대기권 밖 수평면
일사량을 이용하였다. Huang과 Davy (2016)은 시간 내 일사량 변동을 예측하는데 청명지수와 500–

850hPa 지오포텐셜두께(geopotential thickness)와같은기상변수를주요예측자로사용하였고선형회

귀를이용하여태양광변동을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사량에 영향을 미

치는 기상변수들과 기상변수 외에 일사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권 밖 일사량 변수를 함께 고려한
시계열 자료의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ARIMA 방법, ARIMA 모형에서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확장한

ARIMAX 방법과일사량의특성을활용한다중회귀모형을이용하여일사량의예측성능을비교한다.

2. 시계열 모형

2.1. 다중회귀 모형

다중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은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사용되는 선형회귀모형이다. 독립변수의 개수가 k (≥ 2)이고 관측치의 개수가 n인 경우 다

중회귀모형은식 (2.1)과같이표현된다.

Yt = β0 + β1X1t + β2X2t + · · ·+ βkXkt + εt, i = 1, 2, . . . , n. (2.1)

2.2. ARIMA 모형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은 auto-regressive (AR) 모형과 mov-

ing average (MA) 모형을 동시에 포함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찰값들의 확률구조를 고려한 모형
으로, 과거의 관측값과 오차를 사용해서 현재의 시계열 값을 설명한다. 평균이 µ이고 차수가 p, d, q인

ARIMA(p, d, q) 모형은식 (2.2)와같이표현된다.

ϕ(B)Ẇt = θ(B)εt,

where Ẇt = (1−B)d(Zt − µ), ϕ(B) = 1− ϕ1B − · · · − ϕpB
p,

θ(B) = 1− θ1B − · · · − θqBq. (2.2)

이 때, ϕ(B), θ(B)는 각각 AR, MA에 대한 다항식이며 B는 후진연산자(back shift operator)이고 d는

Zt의차분차수이다.

2.3. ARIMAX 모형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ogenous variables (ARIMAX) 모형은 A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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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olar irradiance time series plot of Seoul.

모형에 외생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평균이 µ이고 차수가 p, d, q일 때, 외생변수 xat가 k개인 경우

ARIMA(p, d, q) 모형은식 (2.3)과같이표현된다.

ϕ(B)Ẇt = θ(B)εt +

k∑
a=1

γaxat

where Ẇt = (1−B)d(Zt − µ), ϕ(B) = 1− ϕ1B − · · · − ϕpB
p,

θ(B) = 1− θ1B − · · · − θqBq. (2.3)

이 때, ϕ(B), θ(B)는 각각 AR, MA에 대한 다항식이며 B는 후진연산자이고 d는 Zt의 차분 차수이다.

γa는외생변수 xat의계수이다.

3. 모형의 예측력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 2013년 1월 1일 00시부터

2017년 7월 24일 23시까지의 1시간 단위로 측정된 서울 108번 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
였다. 기상자료 내에서도 예보가 가능하여 미래 예측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일사량과 연관이 높은 운량,

기온, 습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13년 1월 1일 00시부터 17년 7월 24일 23시까지의 일사량 시계열 도표

는 Figure 3.1과같다.

본 연구에서는 운량, 기온, 습도의 기상변수에 더하여 대기권 밖 일사량을 고려하였다. 대기권 밖 일사
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형과 모수들에 대한 설명은 Duffle과 Beckman (2013)의 Solar Engineering

of Thermal Process (4th ed)을 참조하였다. 대기권 밖 일사량은 지구의 대기 상층 수평면에서 단위시
간 동안 단위면적에 내리쬐는 일사량으로 태양고도에 따라 계절의 증감이 이루어고 1년 주기를 가진다.

대기권밖일사량(Io)은 1년중시간변화에따라지구상층권에서의일사량으로다음과같이표현된다.

Io =
12× 3600

π
·Gsc ·

(
1 + 0.033 · cos 360 · n

365

)
·
(
cosϕ · cos δ · (sinω2 − sinω1) +

π · (ω2 − ω1)

180
· sinϕ · sin δ

)
, (3.1)

여기서 Gsc는 태양상수(1,367 W/m2)이며 δ는 적위, ω는 시간각, ϕ는 추정하고자하는 지역의 위도이

다. 지구 표면에 내리는 수평면 전 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GHI)는 기본적으로 대기권



1008 Sahm Kim

Table 3.1. Parameter Estimate of ARIMA(4, 1, 2) model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ϕ1 2.1222 0.0085 < 0.0001

ϕ2 −1.3219 0.0161 < 0.0001

ϕ3 0.0436 0.0146 0.0028

ϕ4 0.1147 0.0068 < 0.0001

θ1 −1.8518 0.0057 < 0.0001

θ2 0.8549 0.0058 < 0.0001

Figure 3.2. Predicted value and real value of ARIMA(4, 1, 2) model.

밖 일사량에 근간을 두고 있다. 대기권 밖 일사량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 공기

분자, 먼지 등에 의해 산란 및 흡수되고 남은 에너지가 지상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직달 일사량(direct

irradiance)이라고 한다. 이 직달 일사량에 산란 일사량을 더한 것이 전일사량이다. 따라서 전일사량을

예측하는데대기권밖일사량을활용하는것이더좋은예측성능을나타낼것이라고추론할수있다.

13년 1월 1일 00시부터 17년 7월 24일 23시까지의기상변수중에서 13년 1월 1일 00시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상자료를 training set으로 이용하고 17년 1월 1일 00시부터 17년 7월 24일 23시까지의

기상자료를 test set으로 이용하였다. 동 기간의 대기권 밖 일사량은 (3.1)을 이용하여 서울 108번 기상

관측소의 경위도 값을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예측력 비교를 위한 모형 적합에는 통계 소프트웨어 R의

arima모형, arimax 모형을 적합하기 위한 auto.arima 함수와 다중회귀모형을 적합하기 위한 lm 함수

를 사용하였고 미래 예측에는 predict 함수를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 및 미래 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다.

13년 1월 1일 00시부터 15년 12월 31일 23시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ARIMA 모형, ARIMAX 모형,

다중회귀모형을 적합한 후 16년 1월 1일 06시부터 20시의 기상자료를 이용해 16년 1월 1일 06시부터

20시의 일사량을 예측한다. 그 후 다시 13년 1월 1일 00시부터 16년 1월 1일 23시까지의 자료를 이용

하여 모형을 갱신한 후 16년 1월 2일 06시부터 20시의 일사량을 예측한다. 이 과정을 571번 반복하여

16년 1월 1일부터 17년 7월 24일까지의 06 20시 일사량 예측값 8565개를 구하였다. 같은 기간의 실제

일사량과비교해 MAE를이용하여각모형의예측정확도를평가하였다.

3.1. ARIMA 모형 분석 결과

ARIMA 모형은 종속변수의 과거 시점의 자료를 독립변수로 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ARIMA 모형

은 일사량 변수만을 사용하여 적합되었다. auto.arima 함수를 이용하여 Akaike’s information crite-

rion (AIC)를 기준으로 해당 값이 최소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ARIMA 모형의 최적 모형은

ARIMA(4, 1, 2)이다. ARIMA(4, 1, 2)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Table 3.1과 같다. 해당 모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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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arameter Estimate ARIMAX(2, 1, 3) model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ϕ1 1.8969 0.0185 < 0.0001

ϕ2 −0.9623 0.0202 < 0.0001

θ1 −1.8440 0.0098 < 0.0001

θ2 0.8559 0.0156 < 0.0001

θ3 0.0323 0.0088 0.0002

Temperature −0.1258 0.0112 < 0.0001

Humidity −0.0035 0.0006 < 0.0001

Cloud cover −0.0195 0.0011 < 0.0001

Extraterrestrial radiation 0.2643 0.0067 < 0.0001

Drift −0.00003 0.0007 0.9626

Table 3.3. Parameter estimate of ARIMAX(2, 0, 3) model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ϕ1 1.7750 0.0071 < 0.0001

ϕ2 −0.8563 0.0058 < 0.0001

θ1 −0.5678 0.0104 < 0.0001

θ2 0.0057 0.0087 0.5119

θ3 −0.0789 0.0077 < 0.0001

Temperature 0.0245 0.0159 < 0.0001

Humidity −0.0131 0.0008 < 0.0001

Cloud cover −0.0159 0.0003 < 0.0001

Intercept 1.0545 0.0008 < 0.0001

서울 지역 일사량을 예측한 결과는 다음 Figure 3.2와 같다. 파란색 실선은 일사량 실제 관측값을 나타
내고빨간색실선은모형을통해계산한예측값을나타낸다.

3.2. ARIMAX 모형 분석 결과

ARIMAX 모형은 ARIMA 모형에 외생변수 X를 추가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 3가지

기상변수(운량, 기온, 습도)와 대기권 밖 일사량을 이용하였고 대기권 밖 일사량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4가지 변수를 모두 이용한 모형과 대기권 밖 일사량을 제외하고 3가지 기상변수만을 사용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ARIMAX 모형도 ARIMA 모형과 마찬가지로 auto.arima 함수를 이용하여 AIC를 기준

으로 해당 값이 최소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4가지 변수를 모두 이용한 ARIMAX 모형의 최적

모형은 ARIMAX(2, 1, 3)이고 대기권 밖 일사량을 제외한 3가지 기상변수를 이용한 ARIMAX 모형의

최적 모형은 ARIMAX(2, 0, 3)이다. ARIMAX(2, 1, 3) 모형과 ARIMAX(2, 0, 3)의 모수 추정치는 다

음 Table 3.2, Table 3.3과같다.

4가지 변수를 모두 이용한 ARIMAX(2, 1, 3)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와 대기권 밖 일사량을 제외
한 3가지 기상변수만 이용한 ARIMAX(2, 0, 3)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각각 Figure 3.3, Fig-

ure 3.4와같다.

3.3.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다중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일사량, 독립변수는 운량, 기온, 습도, 대기권 밖 일사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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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redicted value and Real value of ARIMAX(2, 1, 3) model.

Figure 3.4. Predicted value and Real value ARIMAX(2, 0, 3) model.

Table 3.4. Parameter estimate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1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Temperature 0.0035 0.0003 < 0.0001

Humidity −0.0009 0.0002 < 0.0001

Cloud cover −0.0578 0.0009 < 0.0001

Extraterrestrial radiation 0.4053 0.0023 < 0.0001

Intercept 0.7449 0.0107 < 0.0001

Table 3.5. Parameter estimate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2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Temperature 0.0288 0.0004 < 0.0001

Humidity −0.0208 0.0003 < 0.0001

Cloud cover −0.0244 0.0015 < 0.0001

Intercept 1.6903 0.0154 < 0.0001

ARIMAX 모형과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모형도 4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한 모형과 대기권 밖 일사량을
제외한 3가지 기상변수만을 사용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4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한 모형과 대기권 밖 일
사량을제외한 3가지기상변수만을사용한모형의모수추정치는 Table 3.4, Table 3.5와같다.

4가지 변수를 모두 이용한 다중회귀모형 일사량 예측 결과와 3가지 변수만을 이용한 다중회귀모형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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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redicted value and real value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1.

Figure 3.6. Predicted value and real value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2.

량예측결과도표는 Figure 3.5, Figure 3.6과같다.

3.4. 각 모형의 MAE비교

모델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은 mean absolute error (MAE)를 사용하였다. MAE와 통계량은 식

(3.2)와같이나타난다.

MAE =

∑n
i=1 |Yt − Ft|

n
. (3.2)

이때, n은자료의개수, 즉모형의기간을나타내며, Yt는실제값 , Ft는예측값을나타낸다. MAE 값이

작을수록 실제 일사량과 예측 일사량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ARIMA, ARIMAX,

다중회귀모형의 모형 별 MAE는 Table 3.6과 같다. 모형 뒤의 1은 4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한 모형을

의미하고 2는대기권밖일사량을제외한 3가지기상변수만을사용한모형을의미한다.

MAE 값을 살펴보면 대기권 밖 일사량을 고려한 모형의 MAE가 0.1895, 0.1793이고 그렇지 않은 모
형의 MAE가 0.4137, 0.3209로 약 0.16–0.23정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모형별 비교에서는
ARIMAX 모형과 다중회귀 모형의 MAE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ARIMAX 모형을 이용한 일사량 예측

값을 나타낸 Figure 3.3과 다중회귀 모형을 이용한 일사량 예측값 Figure 3.5를 살펴보면 ARIMAX 모

형이다중회귀모형보다실제일사량의패턴에적합함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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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Mean absolute error (MAE) of each model

Model MAE

ARIMA 0.4121

ARIMAX1 0.1895

ARIMAX2 0.4137

다중회귀1 0.1553

다중회귀2 0.3146

4. 결론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일사량에 대한 예측에 다양한 시계열 모형과 외생변수를 고려
하여미래일사량예측을하였다. 예측에사용된모형은 ARIMA, ARIMAX, 다중회귀모형이며외생변
수로는 다양한 기상변수들 중 실제 예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실무에 사용 가능한 기상변수 중 일사

량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사량에 근간이 되는 대기권 밖 일사량 변수를 추가로
사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높였다. 예측의 평가 방법으로는 MAE를 사용하였고 모형 별 MAE 비교 결과
대기권 밖 일사량을 고려한 모형의 MAE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대기권 밖 일사량을 고려한 모
형에서는다중회귀모형과 ARIMAX 모형의성능차이가크지않았으나예측값과실제값도표를살펴보

았을 때 ARIMAX 모형이 실제 일사량 패턴을 다중회귀보다 잘 맞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사량 예측

에서 대기권 밖 일사량을 외생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향후 일사량 예측에 있어 예측 정확도를 더 향상시
키는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확장으로 ARIMA, ARIMAX 이외에

ARMA-GARCH, Neural Network와 같은 모형을 고려하고 현재 사용한 기상변수 이외에 일사량에 영

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을탐색하여모형에추가하는방안을고려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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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일사량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기상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 ARIMA,

ARIMAX 모형을 사용하여 각 모형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예측에 사용된 변수와 시계열 모형에 대해 소

개하고, 실제 일사량 예측에 적용하여 일사량을 예측한 결과 운량, 기온, 습도, 대기권 밖 일사량을 활용한 ARI-

MAX 모형의성능이가장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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