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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solation is an major indicator variable that can serve as an energy source in earth system.
It is important to monitor insolation content using remote sensing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solar energy.
In this study, we performed sensitivity analysis of observed frequency on daily composite insol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We estimated INS through the channel data of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and Cloud Mask which have temporal resolution of 1 and 3 hours. We
performed Hemispherical Integration by spatial resolution for meaning whole sky. And we performed
daily composite insolation. And then we compared the accuracy of estimated COMS insolation data with
pyranometer data from 37 points. As a result, there was no great sensitivity in the daily composite INS by
observed frequency of satellite that accuracy of the calculated insolation at 1 hour interval was 28.6401
W/m2 and 3 hours interval was 30.4960 W/m2. However,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the space
distribution of two other INS data by observed frequency of clouds. So, we performed sensitivity analysis
with observed frequency of clouds and distinction between the two other INS data. Consequently, there
was showed sensitivity up to 19.4392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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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사량은 지구 내 시스템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지표변수로써, 원격탐사를 통해 모니터

링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관

측 빈도에 따른 일 평균 일사량 산출의 민감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COMS의 채널 자료 및 구름탐지 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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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사량(INSolation, INS)은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

양 복사 에너지의 양으로, 지구의 환경 및 생명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

는 중요한 지표변수이다(Liang, 2012). INS는 일사계로

측정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을 포함한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INS 산출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Tarpley(1979)는 GOES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INS를 산출하였다.

Kawamura et al.(1998)은 GMS-5/VISSR을 이용하여 동

아시아 지역에 대해 최적화 된 물리모델을 제시했으며,

청천일 때와 구름이 존재할 때의 두 가지로 INS를 산출

하였다. Zarzalejo et al.(2009)는 Meteosat 데이터와 지상

에서 획득한 청명지수와 구름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

중해와 반 건조 및 해양기후에 적합한 INS 통계적 모델

을 개발하였다. Yeom et al.(2012)은Kawamura et al.(1998)

의 물리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INS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름 감쇠 효과에 대한 비율을 알베도와 태양 천

정각에 의한 LUT를 적용하여 INS를 산출하였다. Choi

et al.(2015)는 기존 Heliosat-II방법에 운량에 의한 지표

반사도 차이를 선형 변환을 통해 보정하는 과정을 추가

하여 Heliosat-II방법을 수정하였으며, COMS/MI 가시

광 채널 영상만을 사용하여 INS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시간 해상도는 30분에서 1일까지 다양하였

다. 이 외에도 INS가 아닌 대류시스템이나, 강수, 태풍,

기상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30분이나 1시간 간격의 자

료를 이용하거나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Baek et al., 2006; Ushio et al., 2009).

현 재 천 리 안 위 성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은 INS를 15분 및 3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관측 빈도에 차이가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평균 INS를 산출 할 때, 관

측 빈도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COMS

를 기반으로 한 INS을 1시간과 3시간 간격으로 산출하

고, 이어서 산출된 INS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 평

균을 실시한 뒤, 지상 일사계 자료와 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1시간과 3시간 간격의 구름 관측 자료를 이

용하여 구름 관측 빈도에 따른 INS의 차이에 대해 분석

하였다.

2. 자료 및 연구영역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4년 1월부터 당해 연도 12

월까지 총 1년으로 태양의 연 변화와 같은 기간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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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구름에 의한 일사량의 감쇠 정도를 이용하여 시간 해상도가 1시간과 3시간 간격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사

량을 산출하였다. 전천을 의미하는 공간적 범위만큼 Hemispherical Integration를 실시하였고, 각 일사량

을 일 평균하여 지상 37곳의 일사계 자료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

평균한 일사량은 28.6401 W/m2의 정확도를, 3시간 간격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 평균한 일사량은 30.4960

W/m2의 정확도를 보여, 일 평균 일사량은 위성의 관측 빈도에 큰 민감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해상

도가 다른 두 일사량은 공간적 분포에서 구름의 관측 빈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고, 구름의 관측 빈도와 두

일사량의 차이 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 19.4392 W/m2의 민감도를 보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MS/MI
Satellite / Sensor COMS / MI
Domain Full Disk Extended Northern Hemisphere

Channel and Center 
Wavelength / Spatial Resolution

Visible(VIS) at 0.67µm / 1 km×1 km
Short Wave InfraRed(SWIR) at 3.7µm / 4 km×4 km

Water Vapor(WV) at 6.7µm / 4 km×4 km
InfraRed1(IR1) at 10.8µm / 4 km×4 km
InfraRed2(IR2) at 12.0µm / 4 km×4 km

Temporal Resolution 3 hour 15 min.



정하였으며, 연구영역은 한반도로 설정하였다. COMS

의 기상탑재체(Meteorological Imager, MI)는 1개의 가시

광선 채널과 4개의 적외선 채널이 포함된 Level1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INS를 산출하기 위해 Level1

자료 중 3개의 채널자료(Visible(VIS), Infrared1(IR1),

Infrared2(IR2))를 사용하였다. 구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구름탐지 분석자료(Cloud mask, CLD)를 사용하였

고, 구름에 의한 감쇠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인 Cloud

Factor(CF)는 COMS INS ATBD(2012)를 참고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분 간격으로 관측된 자료 중 정시

자료와 02:15 UTC부터 3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COMS 자료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검증을 위한 지상 일사계 관측 자료는

동일기간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37개 지점의 관측소 자료

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을 위해 사용된 일사

계 자료는 태양 복사를 2분마다 관측 및 평균하여 정시

관측 대푯값으로 제공된다. 37개 지점에 대한 관측소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COMS 채널자료와 CLD, CF를 이용

하여 INS를 산출하였다. 구름의 유무와 구름에 의한

INS 감쇠 정도를 적용하기 위해 CLD와 CF를 활용하였

고, COMS Meteor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 (CMDPS)

INS 산출 알고리즘을 통해 INS를 산출하였다. CMDPS

INS 산출 알고리즘은 직달일사량(direct solar insolation)

과 산란일사량(diffuse solar insolation)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INS는 청천역에서의 INS에 CF를 곱하여 산출

한다. 산란일사량은 공기 분자, 부유 입자와 같은 대기

요소들에 의한 산란, 반사, 흡수 등의 영향에 의해 감쇠

되어 지면에 도달하는 INS로 Rayleigh 산란 및 에어로졸

산란에 의한 INS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NS

산출식은 식(1)을 따른다(COMS INS ATBD, 2012).

                       S =(SI + SR + SA)·CF                        (1)

S : Total solar insolation

SI: Direct solar insolation

SR: Solar insolation by Rayleigh scattering

SA: Solar insolation by Aerosol scattering

CF: Cloud Factor

산출된 INS는 4 km 해상도를 가진다. 또한 밤에는

INS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 해상도에 따라 3시간 간

격인 자료는 하루 최대 4개, 1시간 간격인 자료는 하루

최대 12개가 존재한다. 전천을 의미하는 공간적 범위인

반경 24 km에 대해 Hemispherical Integration (HI)을 실

시하였다. 산출된 INS 자료와 지상 일사계 관측 자료와

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일 평균하였고, 시간 해상도가

1시간, 3시간 간격인 자료를 이용한 일 합성 INS (INSD1,

INSD2)를 각각을 지상 일사계 관측 자료의 일 합성 INS

와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구름이 일 평

균 INS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구름 관

측 빈도를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 과

산출 된 INSD1와 INSD2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상 일사계 관측 자료와 검증을 실시하였다(Fig. 2(a),

Fig. 2(b)). INSD1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28.6401 W/m2, INSD2의 RMSE는 30.4960 W/m2으로

The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Observed Frequency of Daily Composite Insolation based on 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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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of 37 pyranometer stations operated by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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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INSdiff (left) and Cloud count (right).

Fig. 2.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yranometer data by KMA and estimated COMS (a) INSD1 and (b) INSD2. (c)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stimated COMS INSD1 and INSD2.



INSD1와 INSD2의 RMSE차이가 없었다. 또한 INSD1와

INSD2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 Fig. 2(c)를 통해서 일

평균 INS는 위성의 관측 빈도에 큰 민감도를 보이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위성의 관측 빈도가 일

평균 INS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분화하여 비교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INSD1와 INSD2의 차이(INSdiff)와

구름의 관측 빈도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보았다. INSdiff

와 구름의 관측 빈도를 사계절을 대표할 수 있는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냈다(Fig.

3). INSdiff는 계절적으로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

나, 구름을 고려하였을 때, 구름의 관측 빈도수가 높을

수록 INSdiff의 절대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

과는 INSdiff에 대해 관측 시간 별 구름의 영향이 크게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전체 연구 기간 동안

지상 37곳 일사계 관측 지점 중 주거, 산림, 교통 등 다양

한 지표타입이 존재하며, 한반도에서 위치가 다른 3곳

(서울(108), 추풍령(135), 부산(159))에서의 INSdiff와 구름

의 빈도수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4). 서

울과 부산에 비해 고원지대인 추풍령에서 구름의 빈도

수가 많았으며, 3곳 모두 여름이 겨울보다 구름의 빈도

The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Observed Frequency of Daily Composite Insolation based on 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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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INSdiff (black line) and Cloud count (area plot) over (a)Seoul(108), (b)Chupungnyeong(135), and (c)Busan(159).

Table 2. Distribution of Insolation RMSE difference by cloud observation frequency
2014 Insolation RMSE difference

1h
count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h

0 1.7395 -0.3819 -1.9497 -3.2716 -4.1471 -5.1208 -5.6942 -6.1096 -7.8056 -13.3509 -16.2940 -16.4264 -19.4392
1 2.7966 3.1985 3.1693 1.4241 -0.1409 -2.0161 -3.1063 -4.0117 -5.6892 -10.6358 -12.9157 -11.6222 -10.1537
2 4.6828 4.8611 4.4284 4.5000 3.8328 2.4042 1.3360 1.0987 1.2524 -3.7308 -10.8628 -10.9908 -11.1177
3 2.7066 5.0591 5.4190 5.0861 4.9490 -1.4478 3.0605 1.0042 -0.9400 -5.5607 -9.2014 -8.3899 -7.7501
4 2.3255 7.1427 9.5040 10.1456 9.3187 7.4571 2.9522 6.6277 5.2396 0.4509 -2.4619 -1.6616 -0.6849



수가 많았다. 또한, 구름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INSdiff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구름의 빈도

수가 적을수록 INSdiff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

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 해상도가 1시간과 3시간으로 다

를 때, INSdiff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름

관측 빈도에 따른 INS RMSE의 차이를 2014년 연평균

을 실시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간 해상도가 3시

간일 때 4번을 구름으로 관측하고, 시간 해상도가 1시간

일 때 3번을 구름으로 관측한 경우, INS는 관측 빈도가

낮은 자료에서는 낮게, 관측 빈도가 높은 자료에서는 관

측 빈도가 낮은 자료에 비해 높게 산출이 된다. 그러므

로 INS RMSE 차이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구름의 관측 빈도에 따라 INS 일 합성장의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 평균 INS를 산출 할 때, 위성의 관

측 빈도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COMS 채널자료

와CLD, CF를 이용하여 한반도 영역에서 2014년의 INS

를 산출하였다. INS는 시간 해상도가 1시간, 3시간인 자

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4 km의 공간 해상도를 가

진다. 그 후 지상 일사계 관측 자료와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산출된 일사량을 일 평균 하였으며, 관측빈도에 따

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일 평균 INS는

관측 빈도에 따라 1시간 및 3시간 간격의 자료를 이용

하여 산출된 일사량의 정확도는 28.6401 W/m2과

30.4960 W/m2의 결과를 보여, 일 평균 INS는 위성의 관

측 빈도에 큰 민감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INSdiff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구름 관측의 빈도에 따

라 약 -80 W/m2에서 60 W/m2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간 해상도가 다른 두 자료의 구름 관측 빈도가

상이할 경우, INS RMSE 차이가 약 -19.4392 W/m2에서

10.1456 W/m2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일 평

균 INS는 구름의 관측 빈도의 영향을 받고, 관측 시간의

상세화 정도에 따라 민감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름 관측 빈도의 영향을 고

려하여 INS 산출 시 발생하는 오차를 감소시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INS를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

으며, 태양광 발전 연구 및 증·발산 산출의 정확도 증

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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