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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obtain a stable energy supply and manage PhotoVoltaic (PV) systems efficiently,
satellite imagery methods are being developed to estimate the solar PV potential.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use of satellite imagery in solar PV and solar irradiation estimation technology. The imaging
technology is used to produce solar energy resource maps. The trend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solar PV technology in Korea is 30% below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is impossible to raise such low-
level technologies to the levels of advanced countries quickly. Inten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the
only way to achieve the 80% technology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e information produced in this
process can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solar power plants. A vali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would be to obtain effective data that can be used for fieldwork. Such data can be produced by estimating
solar irradiation very accurately with several-hundred-meter resolution using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s (COMS) and next-generation GEO-KOMPSAT 2A,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for short- and medium-term irradiation prediction, and developing technologies for estimating
the solar PV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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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적으로 자국의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위성기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 개발이 중요한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기반

일사량 산출기술과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동향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 이하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태양광 자원지도 제작에 국한되어있다. 이러한 기술 수준을 단

시간 내에 선진국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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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으로부터 방출되어 연간 지구로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 약 65,700 terawatt(TW)는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약 65% 정도 감쇠된 약 23,000 TW 정도가 지표면에 도

달된다 . 2015년에 태양광 발전에 의해 생산된 227

GigaWatt (GW) 전력을 감안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

양광의 활용률은 0.001% 정도이다(Zervos, 2016). 따라

서 지구상에서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태양광의 시

공간적 분포 특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할 중

요한 요소이다. 또한 태양복사 성분의 연간 가변성은 태

양광 발전가능량 산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정

확히 평가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일사

량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상에서 관측되는 일사량 정보는 지역 및 지

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상

및 수치모델에서 요구하는 공간해상도를 만족하기 어

렵다. 따라서 최근 많은 에너지 선진국들은 태양광 발

전의 극대화를 위해 광범위한 지리 공간적 범위, 자료

의 연속성 및 활용성,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안정적인 자

료 확보가 가능한 위성기반 태양광자원지도 개발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20년간의 지상관측지점 자료를 토

대로 한 태양광자원지도와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MTSAT) 위성 자료를 이용한 태양광자원지도

가 국립기상과학원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어 제공되었

다 . 또한 국가기상위성센터 (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NMSC)는 2011년 4월부터 정지위성 천

리안(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의 위성분석 산출물로 지표면도달일사량을 정

규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고해상도 정지위성을

포함한 지속적인 위성 자료의 생산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사량 정보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류의 최대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보다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성기반 일사량 산출기술과

위성기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위성기반 국내외 일사량 산출기술 및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한 향후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위성기반 일사량 산출기술 동향 분석

1) 국내 위성기반 일사량 산출기술 동향

국립기상과학원은 전국에 설치된 22개소 일사 관측

지점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기후특성이 고려된 공간해상도 4 km의 태양-기상자원

지도를 2008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국립기상과학

원은 2010년 위성자료와 단층태양복사모델을 기반으

로 한반도 영역에 대해 2009년 단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1 km 공간해상도의 태양광자원지도를 개발하여 2011

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 3.2.1과 같이 태양

복사모델, 고해상도 위성자료, 수치예보자료 및 지표면

자료 등의 입력 자료에 의해 이론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담고 있다. 태양복사모델은 천문 지리적 요소와 대기

중 존재하는 태양 복사 감쇠 성분에 따른 일사량 변화

를 계산하고, 모델 가동에 사용된 입력 자료로는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

제공하는공간해상도 30″Digital Elevation Model (DEM),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의 공간해상도 0.05° 월평균 지표면 알베도, MODIS의

공간해상도 1° 에어로솔 일자료 ,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의 공간해상도 1° 일평균 오존전량, 기

온, 기압 및 가강수량, MTSAT-1R 자료를 이용한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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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대비 80% 수준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여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만이 실제 현업에서의 태양광 발전

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COMS 뿐만 아니라 차세대

고해상도 정지궤도기상위성 자료를 이용한 수백 m 급 고정밀 일사량 상세화 기술과 단기 또는 중기 일사량

예측을 위한 핵심기술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하며, 이후 위성기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을 개발함

으로써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기술개발 전략일 것이다.



factor 등이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데이터센터도 전국 16개소에 설치된 일사 관측

지점에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관측된 자료를 내삽

하여 공간해상도 0.25 km의 태양에너지자원지도를 제

작하여 현재 연평균, 계절별, 월별 태양열 및 태양광에

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일부지역에 국

한되어 설치되어 있는 지상 일사량 측정네트워크는 농

업기상, 해양 특성 연구, 그리고 수치 모델에서 요구하

고 있는 공간적 해상도를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세밀한 태양광 자원정보 제공에 있어 한계

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지

상에서 관측된 일사량 정보를 이용한 태양광 자원지도

에서 벗어나 기상위성을 이용하여 일사량 정보를 산출

하는 위성기반 산출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COMS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된 표면도달일사량 정보를 2011년부터 공간해상도

4 km, 시간해상도 15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

사량 정보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COMS의 VIS0.6 μm

채널의 관측해상도가 1 km인데 반해 다른 채널의 관측

해상도 및 다른 산출물의 공간해상도 일치를 위함이다.

또한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직달일사량과 산란일사량 모두 중간 산출물로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공간해상도

4 km의 직달일사량 정보뿐만 아니라 공간해상도 1 km

의 직달일사량, 전천일사량, 그리고 산란일사량을 산출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Himawari-8 등

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상위성 자료와

GEO-KOMPSAT 2A(GK-2A), Himawari-9 등과 같은 차

세대 고해상도 정지궤도기상위성을 포함한 지속적인

위성자료의 생산을 통해 보다 고해상도의 일사량 정보

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다.

2) 국외 위성기반 일사량 산출기술 동향

미국, 캐나다, 스페인, 독일, 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 등 세계 에너지 선진국들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초

기 입지 선정, 태양광 발전플랜트 설계, 태양광 발전 프

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있어 일사량의 시공간적 분포와

특성의 중요성을 인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고품질 일사량 정보를 담은 태양광자

원지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erez et al.,

2002; Rigollier et al., 2004; Mueller et al., 2004; Schillings et

al., 2004; Janjai et al., 2005; Martins et al., 2007; Zarzalejo et

al., 2009; Polo et al., 2012, 2016; Escobar et al., 2014, 2015).

대표적으로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는 위스콘신대학교와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와 함께

1998-2014년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물리적 방법에 기초

한 태양 일사량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NASA는 Surface Meteorolo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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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ld radiation data with 3 km spatial resolution in the Global Atlas for renewable energy.



Solar Energy (SSE) 웹사이트를 통해 22년간 축적된 자

료로부터 계산된 월평균 일사량 정보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3시간 간격의 일사량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Table 1). VAISALA는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GOES) 자료와 Perez et al.(2002)

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토대로 1시간 간격의 일사

량 정보를 제공하며 , 이것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에 의

해 개발된 온라인 재생에너지지도 플랫폼(Global Atlas)

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Fig. 1). 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Irradiance at the Surface derived

from ISCCP cloud data (DLR-ISIS)는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와 NASA의 International Ssatellite Cloud Climatology

Project (ISCCP)에 의해 제공되는 일사량 정보이며, 유

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 Joint Reseach

Center, JRC)의 지원으로 개발된 태양복사에너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Photovoltaic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VGIS)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간해상도 1 km의 일사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대부분의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공간해상도

1 km, 시간해상도 15분의 위성기반 전천일사량, 직달

일사량, 산란일사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SolarGISⓇ는 일부 지역에 대해 공간해상도 0.25 km의

고품질 일사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ig. 2와 같이 구름, 에어로졸, 수증기, 레일리 산란, 오

존 등과 같은 대기 구성 요소는 태양에서 방출되어 지

표면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를 감쇠시키는 역할을 한

다(Schillings et al., 2004). 특히 구름은 일사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량

은 구름 등에 의한 일사량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

아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효

율적인 계획 및 운용을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높은 정

밀도로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태

양 일사량 예측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량을 예측

하기 위한 중대한 요소로 보다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시

스템의 계획 및 운용을 위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사량 예측을 위해 크게 통계적, 물리적 방법이 이

용되고 있으며, time horizon에 따라 각기 다른 기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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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base and services providing solar radiation time series derived from satellite information

Name Country
Coverage Resolution

Data Sets
Spatial Temporal Spatial Temporal

NSRDB update USA USA, India 1998-2014 Update 4 km 30 min GHI, DNI
NASA SSE USA World 1983-2007 1 degree 3 hours GHI, DNI, DIF
SolarAnywhere USA North America 1998-present 1 km 1 hour GHI, DNI, DIF
VAISALA 3TIER USA World 1997-present 3 km 1 hour GHI, DNI, DIF
DLR-ISIS German World 1983-2004 280 km 3 hours GHI, DNI

SOLEMI(DLR) German Europe-Africa-Asia 1991-present 
1999-2006 2.5 km 30 min GHI, DNI, DIF

EnMetSOL German Europe-Africa 1995-present 1 & 2.5 km 15 & 30 min GHI, DNI, DIF
HelioClim France Europe-Africa 1985-present 3 km 15 min GHI, DNI, DIF

CM SAF(SARAH) EU Europe-Africa 1999-present 5 km 1 hour GHI, DNI
MACC RAD EU World 2004-present 3 km 15 min GHI, DNI, DIF
PVGIS EU Europe-Africa-Asia 1998-2011 1 km Annual average GHI, DNI, DIF

Greenpowerlabs Canada World 2004-present 1 km 30 min GHI
IrSOLaV Spain Europe-Africa-Asia-America 1994-present 3 km 15&30 min GHI, DNI
Meteonorm Switzerland World 1981-2010 0.1-8 km 1 hour GHI, DNI, DIF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Australia Australia 1990-present 0.05° 1 day GHI, DNI
SolarGIS Slovakia World 1994-present 0.25 km 15 & 30 min GHI, DNI, DIF

Note: NSRDB; national solar radiation database, SOLEMI; solar energy mining, CM SAF; satellite application facility on climate
monitoring, MACC RAD; monitoring atmospheric composition and climate radiation, IrSOLaV; Investigaciones y rescursos
solares avanzados, GHI;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DNI; direct normal irradiance, DIF; 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적용되고 있다. 먼저 통계적 방법에는 persistence 모델

과 time-series 모델이 있다. Persistence 모델은 현재 시점

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또는 일사계 자료를 바탕으로 미

래 일사량을 예측하는 가장 간단한 확률적 학습 방법으

로 3시간 이내 단기 예측에 효과적이지만, time horizon

내 구름 정보가 변화하는 경우 정확도가 현저히 줄어들

게 된다(Letendre et al., 2014; Pelland et al., 2013; Sengupta

et al., 2015). Time-series 모델은 과거 관측된 일사량을 기

반으로 미래 일사량을 예측하는 기술로 과거 자료 이외

에 다른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time

horizon이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진다.

물리적 방법에는 수치예보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모델과 Total Sky Imagery (TSI) 및 위

성사진에서의 cloud motion vector를 이용한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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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ot mean square error(RMSE) of different solar forecasting techniques obtain over a year at seven ground measurement
sites from Perez et al.(2010).

Fig.2 . Example of daily irradiance variation for true solar time showing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t atmospheric constituents on the
direct normal irradiance.



다. NWP 모델은 예측 지점의 지리적 환경과 기상 상태

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며, 복잡한 수학

적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산양이 많고 1시간 이내

의 단기 예측에는 적절하기 않지만, Fig. 3과 같이 5시간

이상의 time horizon을 위한 최상의 일사량 예측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Perez et al., 2010).

TSI 방법은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기 설치된 장소를

대상으로 촬영된 전천사진을 이용하여 이미지 프로세

싱과 cloud motion vector를 적용하여 현시점부터 약 15-

30분까지 태양광 발전가능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이

며, 구름 이동속도와 방향에 따라 구름 그림자가 어디

로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일사량을 예측하게 된다.

최근 정지기상위성을 이용하여 구름 정보를 직접 관

측하는 것은 구름 패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가장 적절

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TSI를 이용한 방법과

유사하지만, Fig. 3과 같이 1-5시간 time horizon에서 가

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Perez et al.(2010)은 이

른 아침 일사량 예측에 있어 가시영역 채널만을 고려한

경우 시간 이력의 부족으로 인한 예측 정확도 저하를 지

적하고, 이른 아침 일사량 예측에 있어 적외선 채널의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사량 예측기술별 특징을 요약하

면 샘플링 비율은 TSI 기법이 가장 정밀한 반면 예측 가

능한 공간적 범위가 매우 좁고, time horizon이 매우 짧

은 단점을 지닌다. 중규모 NWP 모델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수 일 이상 예측 가능하지만 공간해상도가 매우

낮다. 위성사진을 이용한 cloud motion vector 기법은 광

범위한 지역을 정밀한 샘플링 비율로 수 시간 time

horizon 내 일사량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3. 위성기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

동향 분석

태양광 발전가능량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최

근에는 위성기반 일사량 정보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가

능량 산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먼저 미국NREL은 Fig. 4(a)와 같이 태양광 발전 프로

젝트를 계획하거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이 가능한 PVWattsⓇ

Calculator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PVWattsⓇ

Calculator는 크게 (1) 태양광 발전시설의 위치 선정, (2) PV

시스템 제반 사항 입력, (3)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최종 단계에서 선정된 위치와

PV 시스템 제원에 따른 시간별 , 월별 DNI 및 DIF

(W/m2), 온도(℃), 풍속(m/s), 단위면적당 태양전지 모

듈에 입사되는 일사량(W/m2), 태양전지온도(℃), 직류

전력(W), 교류전력(W), 직류에너지(Wh), 교류에너지

(Wh), 전력량가치($) 등의 결과가 산출되며, 일별, 월별

산출물 결과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JRC의 지원으로 개발된

PVGIS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태양복사에너지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Fig. 4(b)와 같이 PV 발전가능량을

산출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PVGIS 웹

서비스는 (1) 계통연계형(grid-connected system)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가능량 산출, (2) 월별 일사량 데이

터, (3) 일별 일사량 데이터, (4) 독립형(stand-alone) 태양

광 발전시스템의 발전가능량 산출과 같이 4가지 정보

를 제공한다. 산출물 결과로는 주어진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는 일별 및 월별 평균 전력량(kWh), 단위면적당

태양전지 모듈에 입사되는 일별 또는 월별 평균 총 태

양에너지(kWh/m2) 등이 있다.

호주는 태양광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2010

년부터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개발을 하고 있

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호주PV연구소

(Australian PV Institute, APVI)를 설립하였다. APVI는 호

주를 크게는 8개 권역, 작게는 5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Fig. 4(c)와 같이 각 권역별로 설치된 PV 발전량 현황 데

이터를 APVI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APVI는

(1) PV 발전량, (2) PV 발전 성능, (3) PV 발전 상황, (4)

PV 시장 분석 자료, (5) PV 발전가능량 등의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전역에 걸쳐 설치되어있는

6,000개소 이상의 PV 발전소로부터 5분 간격으로 PV

발전 현황 데이터를 전송 받아 15분 간격으로 Live Solar

PV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각 권역별

PV 시스템 성능을 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SolarGIS pvPlannerⓇ는 Fig. 4(d)와 같이 고해상도 위

성, 기후, 지형 자료를 바탕으로 PV 시스템의 계획 및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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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를 위해 개발된 온라인 기반 시뮬레이션 툴이다. 이

것은 NREL의 PVWattsⓇ Calculator와 PV 발전가능량

을 산출하기 위한 단계가 유사하지만 , PVWattsⓇ

Calculator에 비해 보다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기 때문에

PV 발전가능량을 포함한 PV 발전 프로젝트 계획 및 최

적화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단계에서 계산된 산출

물은 일사량 및 기온 정보와 PV 변환 손실 및 PV 성능

비율이다. 최종 일사량 산출물은 월별 총 GHI, 지형 음

영에 의한 일사량 손실, 일별 총GHI, 일별 총DIF, 일별

온도 자료이고, 최종 PV 산출물은 월별 총 에너지 생산

량, 일별 평균 에너지 생산량, 연간 에너지 생산량 대비

월별 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에너지 손실량, PV 시스템

성능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자국의 에

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시

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성기반 태양광 발전가

능량 산출기술 개발이 중요한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에 대한 전반

적인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 이하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태양광 자원지도 제작에 국한되어있다.

이러한 미미한 정보 및 기술 수준을 단시간 내에 선진

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자원 활용 수

요에 비추어 볼 때, 자료 축적 및 모델링 기술 개발 등의

기초 기술의 연구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일단 집

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 대비 80% 수준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여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만이 실제

현업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 즉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COMS 뿐만 아니라 차세대 고해상도 정지궤도기상위

성 자료를 이용한 수백 m 급 고정밀 일사량 상세화와

단기 또는 중기 일사량 예측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함

께 위성기반 태양광 발전가능량 산출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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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ystems for PV potential estimation investigated in this study. (a) PVWattsⓇ Calculator, (b) PVGIS, (c) APVI, and
(d) SolarGIS pvPlannerⓇ.

                                             (c)                                                                                                               (d)

                                             (a)                                                                                                               (b)



으로 타당한 기술개발 전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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