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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효과를 고려한 지표면 태양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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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otovoltaic energy map that included a topography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was developed using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WNU) solar radiation model. The satellites data (MODIS, OMI and MTSAT-1R)

and output data from the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RDAPS) model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were used as input data for the GWNU model. Photovoltaic energy distributions were calculated

by applying high resolution Digital Elevation Model (DEM) to the topography effect. The distributions of monthly

accumulated solar energy indicated that differences caused by the topography effect are more important in winter than in

summer because of the dependency on the solar altitude angle. The topography effect on photovoltaic energy is two times

larger with 1 km resolution than with 4 km resolution. Therefore, an accurate calculation of the solar energy on the

surface requires high-resolution topological data as well as high quality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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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형 효과가 포함된 태양복사 모델(GWNU)을 이용한 한반도의 태양광 자원지도를 개발하였다. 태양복사 모델의

입력 자료는 위성 관측 자료(MODIS, OMI, MTSAT-1R)와 수치 모델(RDAP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고해상도 지

형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 효과에 따른 한반도의 지표면 태양광 변화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를 월 및 연 누적하여 분

석하였을 때 여름철은 태양 고도각이 높아 지형 효과에 영향이 10% 이하로 적은 반면 겨울철은 20% 이상의 큰 차이

가 나타났다. 또한 4 km 해상도의 지표면 태양광의 경우보다 1 km 해상도의 경우 지형 효과 포함에 따른 태양광 차이

가 약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즉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을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입력 자료뿐만 아니라 정

확하고 고해상도의 지형 자료가 필연적이며 지형효과는 더욱 뚜렷이 나타나 실제와 유사할 것이다.

주요어: 지형 효과, 태양복사 모델, 태양 고도각, 태양광 분포, 해상도

서 론

태양복사(일사)는 지구대기를 움직이는 1차적 원동

력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필수적인 에

너지원이다. 이러한 태양복사 에너지 및 그 변화는

대기과학 뿐만 아니라 농업, 에너지, 생물, 의료, 건

축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

어진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태양복사 에너지를

관측하는 장비를 일사계라고 하며 이를 통해 지표면

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관측하게 된다. 하지만 일사계

는 다른 기상 장비에 비하여 관리 및 보정 등이 매

우 까다로우며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넓은 영역에 대한 태양복사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에 태양복사 모델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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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복사 모델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가 대

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동안 가스(오존 및

수증기 등)와 에어로솔 및 구름 등에 의하여 소산되

어지는 과정을 이론적인 모수화(parameterization)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런 모수화 모델들은 전 지구

및 중규모 모델 등에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기상 선진국

에서는 각 나라별 태양-기상자원지도(photovoltaic

energy map)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은 CSR

(Climatological Solar Radiation) 모델(Maxwell et al.,

1998; George and Maxwell, 1999; Perez et al.,

2002)에 근거하여 40 km 해상도의 태양광 자원지도

를 제작하였고 현재는 부분적으로 10 km까지 해상도

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독일 및 호주 기상청에서도

태양복사 모델과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자원지

도를 개발하고 있다(Michael et al., 1978; Weymouth

and Marshall, 1999).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복사 모델은 수평면에 대한 계

산만이 이루어져 지형이 복잡한 지형의 경우 실제 지

표면에 도달하는 양과 큰 오차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고성능 컴퓨터가 개발되

기 이전 Hsia and Wang(1985)은 pen-and-ink 방법을

이용해 지형 효과를 근사적으로 계산하였으며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과 함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의 발전을 통해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델) 자료 중 지형

의 고도(altitude)와 경사(slope) 및 경사방향(aspect) 등

을 이용하여 태양복사의 직달 및 산란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ozier

and Frew, 1990; Dubayah, 1994; Dubayah and Rich,

1995; Rich et al., 1994; Fu and Rich, 2000).

이 연구에서는 태양복사 모델과 위성관측 및 수치

예보 자료 그리고 고해상도 지형 자료(DEM)를 이용

하여 한반도의 지표면 태양광 시·공간 분포를 계산

하였고 연구기간(2009년) 동안 계산된 월 및 연 누적

지표면 태양광은 모델 입력 자료와 연관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방법 및 자료

연구 방법 및 태양복사 모델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표면에 도달하

는 태양광 계산으로 태양복사 모델이 사용되었고 계

산 시간 및 효율을 고려하여 모형 대기는 단일 기층

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태양복

사 모델은 Iqbal(1983) 및 NREL의 SPECTRAL2

(Bird, 1984)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조일성 외,

2010). 즉 실제 대기와 같은 계산을 위해서는 고도

및 기압에 따른 흡수 계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 모델의 사용이 필연이나 이 연구에서는 시·공

간 분포에 따른 연직 입력 자료 확보 및 계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 기층을 가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일정 수준의 오차 발생은 필연적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단일 기층 모델은 대기 성

분 변화에 따라 다층의 상세모델(Line-by-Line Model;

Chou and Suarez, 1999)과 비교하여 보정하였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흔히 표준대기 자료가 사용되

나 이 자료는 요소별 고도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에

기준 모델과 비교 대상 모델의 계산 결과 차이가 뚜

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Garand et al.(2001)의 42 종

류 입력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하였고 그 결과는 비

교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우수하였다(GWNU model;

조일성 외, 2010).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은 대기 중에서 구름과

에어로솔 및 기체 성분들에 의해 흡수 및 산란되어

각 파장별 특성이 중요하여 태양복사 모델은 파장에

따라 계산되어지며 성분에 따라 직달 성분(direct

radiation, Idir)과 산란 성분(diffuse radiation, Idif)으로

나뉘어지고 두 성분에 태양 천정각(solar zenith

angle, θ)이 합해져 전천 성분(global radiation, Iglo)이

된다.

Iglo=Idircosθ+Idif (1)

앞에서 설명된 GWNU 태양복사 모델은 관측 지점

주위의 지형에 대한 정보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천정각과 방위각이 포함된 3차원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Lai et al.(2010)의 방법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직달 성분과 산란 성분을 계산 하

였다. 먼저 지형 고도(DEM) 자료를 이용한 경사와

방사방향의 계산은 Fig. 1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

다. 지형 고도 자료가 Fig. 1과 같이 x, y 방향으로

등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때 격자점 5에서의 경

사(slope; β )와 경사방향(aspect; φ)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될 수 있다(Horn, 1981; Zhou and Liu,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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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여기서 와 는 동서방향 및 남북방향의 고도

의 경사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아래 첨자는

Fig. 1의 격자점의 위치를 의미한다.

(4)

(5)

지형 효과가 포함되어 계산되는 직달 성분은 식(6)

과 같다.

(6)

여기서 Idir는 수평면을 가정해서 계산되어진 직달

일사량을 의미하고 β는 경사각(slope angle)을 의미

하며 θT는 태양 천정각과 계산 지점 경사면의 연직

선 사이의 각으로써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cosθT=sinβsinθcos(φ0−φ)+cosβcosθ (7)

여기서 φ0와 φ는 각각 방위각(azimuth angle)과

계산 지점 경사면의 방위각(aspect angle, 경사면에

대한 북쪽으로부터의 시계방향 회전각)을 의미한다

(Kondratyev, 1969).

또한 계산 지점(거리는 x0이고 고도는 z0)으로부터

φ방향으로 거리 xi만큼 떨어져 있는 태양 차폐 지형

의 고도가 zi일 경우 직달 태양광의 차폐각(shading

angle, Hi(φ))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낸다.

Hi(φ)= (8)

식 (7)과 (8)에서 θT>90
o
일 경우는 계산 지점의 지

형 자체에 의하여 직달 태양광이 차폐되는 것(self-

shading)을 의미하고 θ0>Hi(φ)는 계산 지점에서 xi만

큼 떨어진 지형이 직달 태양광을 차폐하는 것(shading)

이다.

다음으로 태양광의 산란 성분에 대한 지형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dif = V (9)

여기서 Idif는 수평면에 대하여 계산되어진 산란 일

사량이고 V는 하늘 시계 요소(sky-view factor)로써

주변 지형들이 산란 태양광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다음 식과 같이 계

산된다.

V= +

(10)

즉 식 (10)의 하늘 시계 요소는 관측 지점이 전 방

향에 대하여 산란 일사량 차폐가 발생되지 않을 경

우 1이고 차폐 발생 정도가 클수록 0에 가깝게 되며

이 식에서 γ1과 γ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γ1=Min[H+γ, ]

(11)
γ2=Max[H+γ, 0]

여기서 H는 식 (8)에서 계산되는 그림자 각으로

계산 지점의 방위각에 대한 차폐각을 의미하며 γ는

다음과 같이 계산 지점의 경사각(β ) 및 방위각(φ)의

함수로 표시된다.

γ=tan
−1

[tanβcos(φ−φn)] (12)

식 (6)과 (9)에서 계산되는 직달 성분과 산란 성분

을 합하여 지형 효과를 고려한 태양 에너지를 계산

할 수 있다.

β tan
1– dz

dx
-----⎝ ⎠
⎛ ⎞

2

dz
dy
-----⎝ ⎠
⎛ ⎞

2

+=

φ 270
o

tan
1–

dz
dx
-----

dz
dy
-----

-----

⎝ ⎠
⎜ ⎟
⎜ ⎟
⎛ ⎞

90
o

dz
dy
-----

dz
dy
-----

-------–+=

dz
dx
-----

dz
dy
-----

dz
dx
-----

z3 z1–( ) z6 z4–( ) z9 z7–( )+ +

8dx
--------------------------------------------------------------=

dz
dy
-----

z7 z1–( ) z8 z2–( ) z9 z3–( )+ +

8dy
--------------------------------------------------------------=

Bdir

Idir
cosβ
-----------

cosθT

cosθ
-------------=

tan
1– xi x0–

xi x0–
------------⎝ ⎠
⎛ ⎞

Idif
βcos

-----------

1

2π
------ sin

2
γ1d φ0 φ–( )

φ φ
n

– π 2⁄=

3π 2⁄

∫[

sin
2
γ2d φ0 φ–( )]

φ φ
n

– π 2⁄–=

π 2⁄

∫

π
2
---

Fig. 1. Schematic diagram for configuration of DEM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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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lo=Bdircosθ+Bdif (13)

태양복사 모델(GWNU)과 지형 효과가 고려된 태

양복사 모델(GWNU_Topo) 및 입력 자료들을 이용하

여 한반도의 태양광 분포를 1시간 간격으로 계산하

였다.

연구 자료

태양복사 모델(GWNU) 및 지형 효과가 고려된 태

양복사 모델(GWNU_Topo)의 가동을 위해서는 수증

기(또는 가강수량)와 오존 등의 태양복사 흡수 기체

량과 에어로솔량 및 운량 자료가 요구되고 또한 계

산 지점의 지표면 기압과 고도 및 지표면 알베도 자

료 등이 필수적이다. 이들 자료 중 기압 및 수증기량

(또는 가강수량) 자료 등은 10 km 해상도의 기상청

지역예보모델(Regional Date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자료를 이용하였고 오존량은 1
o
×1

o

해상도의 OMI(Ozone Monitoring Instrument) 센서

자료(일평균 및 월평균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에어로

솔은 크기와 모양 및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

타나는 자료로서 이 연구에서는 1
o
×1

o
 해상도의

MODIS 위성자료(일 및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표면 알베도 자료로서는 MODIS의 고해상

도(0.05
o
 해상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지형 고도 자

료는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의 3초 자료(약 90 m의 해상도)가 사용되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감쇄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구름 자료는 MTSAT-1R 위성자료를

Kawamura et al.(1998)와 통신해양기상위성자료 처리

시스템(기상청, 2009)에서 사용된 방법에 의하여 처

리하였다. 이 방법에서 구름효과는 태양의 천정각과

위성에서 관측된 알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구름

에 의한 감쇄효과로서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된

복사량과 지상에서 관측된 복사량을 태양 천정각과

위성관측 알베도에 따라 다중 회귀식을 이용하여 조

견표로 작성된다. 각각의 계산 격자점에 대하여 조견

표를 이용하여 태양 천정각과 위성의 알베도에 따른

구름효과를 식 (1)의 직달성분과 산란성분에 적용하

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이 연구 지역인 한반도 영역

에 대하여 해상도(4 km와 1 km)에 따라 공간 내삽하

여 사용되었다.

지형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지형 자료는

SRTM 3초 자료를 사용하였고 2.1절의 계산식들을

이용하여 해상도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해상도에 따라 뚜렷한 고도 차이는 해

상도 차이에 따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드나 해상도

가 높아짐에 따라 지형에 경사와 경사방향이 뚜렷하

게 구별되어 나타난다. 직달 일사의 경우 지형의 경

사방향에 따라 차폐가 확연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한반도 북향(지형의 경사방향이 300
o
 이상과 60

o
 이

하) 지형에서는 직달 일사가 많은 부분에서 차폐가

발생되게 된다. 지형 고도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산맥

을 중심으로 해상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복잡한 지형에 의한 주변 차

폐를 나타내는 하늘시계요소는 고해상도에서 복잡하

게 나타나 주변 지형에 의한 지표면 태양광 계산시

산란 일사량에 영향을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결 과

연구 기간(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동안 한

반도지역에 대하여 4 km 간격(전체 계산 격자:

85591개 지점)으로 지표면 태양광을 2장에 서술한

GWNU 태양복사 모델과 지형 효과가 포함된 태양복

사 모델(GWNU_Topo)을 이용하여 1시간 간격으로

계산하였고 지형이 고려된 월 누적 한반도의 태양광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한반도의 월 누적 지표

면 태양광은 위도별 및 태양 천정각에 크게 의존되

기 때문에 여름철의 지표면 태양광이 겨울철에 비해

큰 값을 가지며 입력 변수 중 전운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2009년 월 누적 자료들은 대부분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에 비해 값이 크고 태양

청정각이 높은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의

값을 가지지만 월 누적 최대값은 여름철(6월에서 8

월)이 아닌 5월에 나타났으며 이는 여름철에 비해 5

월에 월 평균 전운량이 작았기 때문에(5월부터 8월까

지의 월평균 전운량 값은 각각 22, 28, 34 및 25%;

조일성 외, 2010)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태양광이

더 크기 때문이다.

Fig. 4는 GWNU_Topo 태양복사 모델에 의한 월

누적 지표면 태양광과 GWNU 태양복사 모델에 의한

태양광의 차(%)를 나타낸 것이며 지형 효과는 지형

이 복잡한 지역(특히 산악지역)에서 크게 변화한다.

수평면 계산(GWNU 태양복사 모델)과 지형이 고려

된 계산(GWNU_Topo)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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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e) Altitude (m), (b, f) Slope (
o

), (c, g) Aspect (
o

) and (d, h) Sky-View Factor with 4 km (a, b, c, and d) and 1 km

(e, f, g, and h) resolutions.

Fig. 3. Monthly accumulated surface solar radiations calculated by GWNU_Topo model (Jan. to D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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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지형에 의하여 차폐되어

지표면에 도달되는 누적 태양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

을 의미한다. 월별 차이의 분포는 겨울철에 뚜렷하고

여름철에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Table 1은 연

구 영역에서 나타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월별로 정

리한 것이다. 겨울철인 12월에 가장 큰 차이(최대:

19.97%, 최소: −16.82%)가 나타났고 여름철인 6월에

가장 작은 차이(최대: 2.63%, 최소: −2.97%)가 나타

났으며 이는 여름철과 비교하여 겨울철에서 태양의

고도각이 낮기 때문이다. 즉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

각(지표면과 태양사이의 각)이 낮아 지형에 의하여

차폐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여름철에 비해 작다.

Fig. 5는 Fig. 3과 동일한 기간 동안 1 km 해상도

(전체 계산 격자: 459571개 지점)로 계산된 한반도

지표면 태양광 분포이며 해상도가 낮은 Fig. 3(4 km

해상도)과 비교하여 지형이 복잡한 산맥지역에서 세

밀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고 월별 누적일사량은

Fig. 3과 같은 패턴을 가진다. 그러나 Fig. 3과 5의

차이는 입력 자료와 계산 해상도의 차이에 따른 것

이기 때문에 4 km와 1 km 해상도의 월 누적 일사량

의 차이는 평균 1% 이하였다. 즉 해상도 차이에 따

Fig. 4. The differences (%) of monthly accumulated surface solar radiations calculation by between GWNU_Topo and GWNU

model with 4 km resolution (Jan. to Dec., 2009).

Table 1. Monthly maximum differences (%) for topography effect with 4 km (Jan. to Dec., 2009)

Month Max. Min. Month Max. Min.

Jan.  18.23  -14.13 Jul.  2.97  - 3.11

Feb.  13.14  - 8.82 Aug.  4.32  - 6.42

Mar.  8.18  - 6.13 Sep.  7.37  - 6.72

Apr.  5.34  - 5.01 Oct.  11.19  - 9.16

May  3.49  - 4.34 Nov.  16.73  -13.38

Jun.  2.63  - 2.97 Dec.  19.97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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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e as Fig. 3 expect for 1 km resolution.

Fig. 6. Same as Fig. 4 expect for 1 km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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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오차는 모델 입력 자료들(에어로솔, 오존, 기온,

기압 및 가강수량)의 내삽과 위성자료의 구름 추정에

의한 차이이다.

또한 1 km 해상도의 지형 효과(GWNU_Topo와

GWNU의 차이)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고도가 높

은 산악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4와 유사하나 해상도 차이로 인하여 지형 효과

는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고도각이 낮은 겨울

철(12월 최대: 39.53%, 최소: −34.13%)에 크게 나타

나며 여름철(6월 최대: 7.84%, −7.36%)에 작게 나타

난다(Table 2).

4 km(Table 1) 해상도와 1 km(Table 2) 해상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보면 1 km에서의 값이 4

km에 비해 2배 정도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형 효

과의 해상도 차이로 4 km와 1 km에 사용된 지형 자

료는 동일한 SRTM 3초(90 m 해상도) 자료이며 이

자료를 이용해 각 해상도에 맞추어 면적 평균하였기

때문에 1 km에 비해 4 km 해상도의 자료는 평활화

(smothing)되게 된다. 즉 같은 지점의 값이라도 원자

료인 3초 자료의 고도보다 1 km로 내삽한 값의 고도

Fig. 7. Annual accumulated surface solar radiations calculated by GWNU (a) and GWNU_Topo (b) model with 4 km resolu-

tion and difference (c, %) between (a) and (b) during 2009.

Fig. 8. Same as Fig. 7 expect for 1 km resolution.

Table 2. Same as Table 1 expect for 1 km (Jan. to Dec., 2009)

Month Max. Min. Month Max. Min.

Jan.  37.25  -31.45 Jul.  8.26  - 8.07

Feb.  25.37  -21.22 Aug.  11.43  -10.34

Mar.  17.54  -15.47 Sep.  17.89  -15.46

Apr.  11.78  -10.27 Oct.  24.39  -23.49

May  9.64  - 7.97 Nov.  33.19  -29.38

Jun.  7.84  - 7.36 Dec.  39.53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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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으며 4 km는 이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

에 지형 효과에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형 효과 포함 유무에

따른 지표면 태양광의 차이가 겨울철일수록 그리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12월

의 경우 4 km와 1 km 해상도일 경우 지형 효과 포함

유무에 따른 지표면 태양광 차는 각각 최대 약 19%

와 39%였고 6월에는 이들의 차이가 약 2%와 8%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Fig. 7과 Fig. 8은 4 km와 1 km 해상도의 지형 효

과가 포함된 연 누적 태양광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들의 특징은 위에서 설명된 월 누적 결과와

유사하다. 즉 4 km 해상도의 지표면 태양광보다

1 km 해상도에서 지형 효과 유무에 따른 태양광 차

이가 약 2배 정도 크게 나타났고 고해상도 계산일수

록 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한반도의 지표면 태양광 계산에서 지형

효과 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지형 효과 유무에 따른

태양복사 모델(GWNU와 GWNU_Topo)과 4 km와

1 km 해상도의 입력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태양복사

모델의 구동은 연구 기간 동안(2009년 1월부터 12월

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값들을 월 및

연 누적하여 분석하였다. 월 및 연 누적 지표면 태양

광 분포는 태양 천정각과 전운량 분포에 크게 의존하

여 나타나며 특히 최대값은 여름철이 아닌 5월에 나

타났으며 이는 여름철에 비해 5월에 전운량이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안동과 대구 및 진주

등이 저위도 영향뿐만 아니라 소맥산맥 풍하측에 위

치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전운량이 작아 이들의 지

표면 태양광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지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월 변화와 해상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월 변화에서는 겨울철

이 여름철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태양

의 고도각이 겨울철에 낮아 여름철에 비해 지형 효

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상

도의 차이에서는 4 km보다 1 km 해상도에서의 차이

가 2배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1 km의 지형 자

료에 비해 4 km의 지형 자료가 평활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을 정확히 모델

링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인 태양복사 모델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고해상도의 지형 자료가

필연적이며 이러한 자료의 사용은 실제 지형에 가까

운 정확한 태양광 자원지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다.

사 사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 주관의 “녹색성장 지원

기술 개발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기상청, 2009, 통신해양기상위성 기상자료처리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기상청, 11-1360395-000192-10, 846 p.

조일성, 지준범, 이원학, 이규태, 최영진, 2010, 복사 모델

에 의한 남한의 지표면 태양광 분포. 한국기후변화학회,

1, 147-161.

Bird, R.E., 1984, A Simple Spectral Model for Direct Nor-

mal and 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Solar Energy, 1,

13-21.

Chou, M.D. and Suarez M.J., 1999, A Solar Radiation

Parameterization for Atmospheric Studies. NASA/TM-

1999-104606, 15, 40 p.

Dozier, J. and Frew, J., 1990, Rapid calculation of terrain

parameters for radiation modeling from digital eleva-

tion data.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28, 963-969.

Dubayah, R.C., 1994, Modeling a solar radiation topocli-

matology for the Rio Grande River Basin. Journal of

Vegetation Science, 5, 627-640.

Dubayah, R.C. and Rich, P.M., 1995, Topographic solar

radiation models for GI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

graphical Information System, 9, 405-419.

Fu, P. and Rich, P.M., 2000, Solar analyst user manual.

Helios Environment Modeling Institute, Los Alamos,

USA, 49 p.

Garand, L., Turner, D.S., Larocque, M., Bates, J., Bouka-

bara, S., Brunel, P., Chevallier, F., Deblonde, G.,

Engelen, R., Hollingshead, M., Jackson, D., Jedlovec,

G., Joiner, J., Kleespies, T., McKague, D.S., McMillin,

L., Moncet, J.L., Pardo, J.R., Rayer, P.J., Salathe, E.,

Saunders, R., Scott, N.A., Van Delst, P., and Woolf, H.,

2001, Radiance and Jacobian intercomparison of radia-

tive transfer model applied to HIRS and AMSU chan-

nel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24, 17-31.

George, R. and Maxwell, E., 1999, High Resolution Maps

of Solar Collector Performance using a Climatological

Solar Radi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1999 Annual

Conference, American Solar Energy Society, Albuquer-

que, NM.



지형 효과를 고려한 지표면 태양광 분포 199

Horn, B.K.P., 1981, Hill shading and the reflectance map.

Proceedings of IEEE, 69, 14-47.

Hsia, Y.J. and Wang, W.S., 1985, Calcuation of potential

solar irradiance on slopes(in Chinese with English sum-

mary). Taiwan Forestry Research Institute, Research

Note 001, 22 p.

Iqbal, M., 1983, An introduction to solar radiation. Aca-

demic Press, NY, USA, 391 p.

Kamamura, H., Tanahashi, S., and Takahashi, T., 1998,

Estimation of insolation over the Pacific Ocean off the

Sanriku coast. Journal of Oceanography, 54, 457-464.

Kondratyev, J., 1969, Radiation in the Atmospheric. Aca-

demic Press, USA, 912 p.

Lai, Y.J., Chou, M.D., and Lin, P.H., 2009, Parameteriza-

tion of topographic effect on surface solar radiation.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5, D01104,

doi:10.1029/2009JD012305.

Maxwell, E.L., George, R., and Wilcox, S., 1998, A Cli-

matological Solar Radi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1998 Annual Conference, American Solar Energy Soci-

ety, Albuquerque NM.

Michael, K., Pilz, U., and Raschke, E., 1978, A Modified

Two-Stream Approximation for Computations of the

Solar Radiation Budget in a Cloudy Atmosphere. Tel-

lus, 30, 429-435.

Perez, R., Ineichen, P., Moore, K., Kmiecik, M., Chain, C.,

George, R., and Vignola, F., 2002, A New Operational

Model for Satellite-Derived Irradiances: Description and

Validation. Solar Energy, 73, 307-317.

Rich, P.M., Dubayah, R., Hetrick, W.A., and Saving, S.C.,

1994, Using viewshed models to calculate intercepted

solar radiation: Applications in ecology. American Soci-

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Technical

papers, 524-529.

Weymouth, G. and Le marshall, J., 1999, An Operational

System to Estimate Global Solar Exposure over the

Australian Region from Satellite Observation. Australia

Meteorological Magazine, 48, 181-195.

Zhou, Q. and Liu, X., 2004, Analysis of errors of derived

slope and aspect related to DEM data properties. Com-

puters and Geosciences, 30, 369-378.

2011년 1월 17일 접수

2011년 2월 18일 수정원고 접수

2011년 4월 7일 채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