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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야 태양광 발전 적용 확대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

A Study o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mount Forecast at Design Stage for 

Extended Application in the Field of Railways

유복종·이 주*

Bok-Jong Yoo·Ju Lee

1. 서 론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하

였다. 이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

제사회는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o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o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는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요

청하고 있다. 철도분야에서도 철도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에너지 기술 적용 등 저탄소 에너지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실적으로는 2009년 8월 한국철도공사의 본사 사옥에 90.4kW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기

준 총 용량 522.12kW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전력 다소비형 건물 유형에 비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실적은 다소 미진한

수준이다[1].

현 시점은 철도분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 확대에 대비한 설계단계에서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한 정확도 확보가 필

요한 시기로 지금까지의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연간 발전량 예측은 국내 site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발전량

을 예측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저탄소 에너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Abstract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s make up a large part of the low carbon energy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PVsyst, a commercial forecasting program, to forecast research on the design stages of photo-

voltaic power generation for wider applications of this system in railroads and to consider prospective issues for photo-

voltaic power plants that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Given this, we will compare the forecast value of generated

photovoltaic power, derived from foreign weather forecast information provided by NASA, along with information from

Meteonorm, and the forecast values derived from the KMA weather information. By comparing these values with

amounts actually generated by KPX, this research aims to secure propriety rights for wider applic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s in railroads, and to contribute to low carbon energy for the new climate of the future.

Keywords : PVsyst, Photovoltaic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Low carbon energy, PV system

초 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저탄소 에너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철도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평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량 상용 예측 프로그램인 PVsyst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기본 제공 NASA와 Meteonorm의 해외 기상정보를 이용

한 연간 태양광 발전량 예측값과 기상청(KMA) 기상정보를 이용한 발전량 예측값을 비교하고, 한국전력거래소(KPX)

실제 발전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구축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철도분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확대

적용과 나아가 신기후 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에너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PVsyst, 태양광, 태양광 발전량, 저탄소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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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철도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로 실제 운영중인 지평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

로 발전량 예측 상용 프로그램인 PVsys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기본 제공 NASA와 Meteonorm의 해외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

량 예측값과 기상청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값을 비교하고, 한국력거래소(KPX)의 실제 발전량 계량값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태양광발전소 구축비의 적정성 확보로 철도분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 확대와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고 나아

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지평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

2.1 대상지 정보

태양광 발전량 상용 예측 프로그램인 PVsyst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값과 실제 발전량과의 비교를 통한 기상청 기상

정보의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발전 운영중인 지평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지평 태양광발전

소는 2015.7.01 준공하여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년이 경과한 3MW급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로 Fig. 1과 같이 위도 36o 32'

59.67'' N 경도 128o 6' 50.10'' E로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의 상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2 주요 기자재 사양

지평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Fig. 2와 같으며 태양광 인버터는 Fig. 3과 같다. 태양광 모듈의 설치용량은 총

DC 3.087MW로 적용된 태양광 모듈은 STC(Standard Test Condition) 조건에서 310Wp의 출력을 발생하는 다결정 실리콘 전

지로 총 9,960장을 설치하였으며 모듈의 상세 사양은 Table 2와 같다. 태양광 인버터 1대의 용량은 990kVA로 총 3대를 설치하

였으며 인버터의 상세 사양은 Table 3과 같다.

Fig. 1. Bird’s-eye-view of Jipyeong PV plant.

Table 1. Jipyeong PV plant site information.

Site information Jipyeong PV plant

Latitude/Longitude 
36° 32' 59.67'' N

128° 6' 50.10'' E

Altitude 97.61m

Azimuth South 0°

Photovoltaic capacity DC 3.0876MW

Module 310Wp(9,960pcs)

Inverter 990kW(3pcs)

Array tilt Fixed 12°

Fig. 2. Photovoltaic module. Fig. 3. Photovoltaic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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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발전량 예측

3.1 태양방사의 구성 요소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중의 중간 매체에 의해 전달, 흡수, 산란된다. 태양 복

사 에너지 파장의 대부분(97%)은 290nm에서 3,000nm 영역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식(1)과 같이 세가지의 기본 에너지 변환 기술로 구성된다.

GHI = DNI × cos(θSZA) + DHI (1)

여기서,

DNI(Direct Normal Irradiance): 직달 복사로 태양으로부터 지표에 직접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cos(θSZA): 직달 복사로 태양으로부터 지표에 직접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θSZA: 태양 천정각, Solar Zenith Angle[o]

DHI(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산란 복사로 태양 일사가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구름이나 대기중의 먼지에 의해 반사되

고 확산되어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GHI(Global Horizontal Irradiance): 직달복사와 산란복사의 합으로 SZA에 반응하며, 이러한 구성 요소는 Fig. 5에서 보는 바

와 같다[2].

Table 2. Photovoltaic module specifications.

Power class 310Wp

Electrical 

characteristics

Maximum power(Pmax) 310W

Open circuit voltage(Voc) 45.2V

Short circuit current(Isc) 8.91A

Voltage at maximum power(Vmpp) 36.6V

Current at maximum power(Impp) 8.48A

Module efficiency(%) 16.0%

Temperature 

characteristics

Temperature coefficients of P -0.43%/oC

Temperature coefficients of V -0.31%/oC

Temperature coefficients of I +0.05%/oC

Dimensions 1956mm×988mm×45mm

System voltage 1000V

STC defined as irradiance of 1000W/m2 at AM 1.5, 25oC

Table 3. Photovoltaic inverter specifications.

Power class 990kVA

Input[DC]

Maximum DC power 1010kW

MPP voltage range (at 25oC) 656-850V

Rated input voltage 722A

Output[AC]

Rated power 990kVA

Standard AC voltage 365-465V

Rated output voltage 405V

Frequency 60Hz

Phase 3-Phase, 3-Wire

Maximum/EURO/CEC efficiency 98.6%/98.4%/98.5%

Dimensions 2562mm×2272mm×956mm

System voltage 1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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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상 자료 분석

PVsyst를 활용한 연간 발전량 예측을 위해 사용한 기상정보는 PVsyst의 기본 제공 해외 기상정보인 Meteonorm 7.1과

NASA-SSE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들과 발전량 예측값 비교를 위해 기상청(KMA)의 기상정보를 사용하였다. Meteonorm은

스위스 Meteotest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세계 8,300곳 이상의 기상관측소에서 일사량, 온도, 습도, 강수량, 일별 강수량,

풍향, 풍속, 일조시간 등 8개 기상요소를 제공하고 있다[3]. NASA-SSE는 NASA-Surface Meteorology and Solar Energy 제공

기상데이터로 1983년부터 2007년까지 22년의 관측값으로 일사량, 평균기온을 포함한 14개의 기상요소와 22개 관측지점의 기

Fig. 4. Atmosphere effects on amount and distribution of solar

radiation reaching the ground [2].

Fig. 5. Solar radiation components resulting from interactions

with the atmosphere [2].

Fig. 6. Monthly global horizontal irradiation.

Fig. 7. Monthl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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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기상정보는 20년간(1988~2007)의 태양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기상자원 분석 보고서와

고해상(1km)의 태양광 기상자원지도(2009~2010)를 제공하고 있다[4]. 지평 태양광발전소의 기상청 기상정보는 대상지와 가장

근접한 기상 관측지점인 추평령 기상대(위도 36.22N, 경도 122.99, 해발고도 242.2m)의 기상정보를 활용하였다[5]. PVsyst를 활

용한 기상정보별 월별 일사량은 Fig. 6, 월별 온도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3.3 PVsyst 발전량 예측 Flow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예측을 위한 PVsyst의 시뮬레이션 순서는 Fig. 8과 같다[8]. 위도, 경도, 고도 및 시간대 등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장소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NASA나 Meteonorm의 PVsyst 기본 제공 기상정보를 이용하거나 본 연구와 같이

사용자 입력 기상청 기상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태양광 어레이의 설치 경사각과 고정형, 가변형, 추적형 등 태양광어레이의 설

치 형태를 선정한다.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선정한 후 모듈과 인버터에 따른 최적의 직, 병렬을 설계하는

System Sizing을 한 후 DC, AC의 손실을 적용하고 음영 영향 등의 태양광발전소의 시스템 변수 조정 단계를 거친 후 출력되

는 발전량을 계산하는 순서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하게 된다.

3.4 지평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예측

연간 태양광 발전량 계산식은 식(2)와 같으며[6] 여기서, PR(Performance Ratio)는 Yr(Reference Yield)와 Yf(Final System

Yield)의 비로 표현되며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성능저하 및 손실 요인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PR이 80% 이상이면

양호하고, 70% 이하이면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관련된 부품의 고장이나 음영의 발생,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Yf = It × Meff × A × PR (2)

여기서,

Yf : 연간 태양광 발전량[kWh]

It : 경사면 연간 총 일사량[kWh/m2]

Fig. 8.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volume prediction flow on PV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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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f : 태양광 모듈 효율[%] (at Standard Test Condition)

A : 태양광 어레이 면적[m2]

PR(Perfomance Ratio) : 모듈 성능비[%]

기상청 기상정보를 입력하여 PVsyst를 활용한 지평 태양광발전소의 연간 예측 발전량은 Fig. 9와 같이 수평면 일사량에서 태

양광 모듈과 인버터의 변환을 과정을 통해 계통연계점에서 3,761MWh의 연간 발전량이 예측된다[8]. Meteonorm 7.1과 NASA-

SSE의 해외 기상정보를 이용한 연간 발전량 예측값과 기상청 기상정보를 이용한 발전량 예측값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4. 태양광 실제 발전량을 통한 비교 분석

지평 태양광발전소는 2015.7.01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로 Table 5는 지평 태양광 발전소의 기상정보별 연간 발전량

예측값을 비교한 것으로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실제 발전량 계량값과 PVsyst를 활용한 3개의 기상정보별 1년간의 발전량 예

측값이다. 이들 중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실제 발전량 계량값 대비 기상청(KMA) 기상정보를 활용한 연간 발전량 예측값이

오차율 약 7.45%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기상정보별 연간 발전량 예측값 오차율 비교는 Fig. 10과 같다.

월별 발전량은 Fig. 11과 같이 Summer Season(Apr~Sep)에서는 NASA-SSE의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값이 한국전력

거래소의 실제 발전량 계량값과 유사함을 보이며, Winter Season(Oct~Mar)에서는 기상청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값이

실제 발전량과 유사함을 보인다. 이의 원인 중 하나로 Table 2의 태양광 모듈의 온도특성 원인으로 모듈 온도 1℃ 상승에 따라

0.43%의 출력 발전량이 감소되나 이의 영향은 무시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발전량과 차이의 주된 원인은 식(2)와 같이 태양광

Table 4. Comparison of predicted yearly power generation volume calculated using PVsyst.

Classification Meteonorm7.1 NASA-SSE KMA 

Produced energy [MWh/year] 3,678 4,452 3,761

PR(Performance ratio)[%] 82.8 89.7 89.8

Daily produced hour 3.26 3.95 3.34

Fig. 9. Loss diagram over the whole year on PVsys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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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효율과 태양광 어레이 면적의 고정값 이외에 가변값인 경사면 일사량과 비례관계가 성립됨으로, 이의 영향으로 Summer

Season에서 기상청(KMA) 기상정보를 활용한 연간 발전량 예측값이한국전력거래소의 실제 계량값과 오차가 큰 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actual power generation volume and simulated power generation volume at Jipyeong PV plant.

Classification

KPX Meteonorm7.1 NASA-SSE KMA

Produced. 

energy

[MWh]

Produced. 

energy

 [MWh]

Error rate

[%]

Produced. 

energy

 [MWh]

Error rate 

[%]

Produced. 

energy

 [MWh]

Error rate

[%]

Jan 256.8 239.2 6.85 339.7 -32.38 249.7 2.76

Feb 307.0 303.7 1.07 361.6 -17.78 288.2 6.12

Mar 351.7 331.7 5.68 432.7 -23.03 356.4 -1.33

Apr 410.9 336.6 18.08 469.8 -14.33 384.5 6.42

May 485.4 400.7 17.44 472.1 2.74 395.6 18.50

Jun 414.7 382.0 7.88 394.6 4.84 350.7 15.43

Jul 369.3 296.1 19.82 334.3 9.47 300.5 18.62

Aug 389.0 305.8 21.38 342.2 12.03 310.3 20.23

Sep 387.2 277.1 28.43 340.1 12.16 305.6 -21.07

Oct 349.0 303.9 12.92 352.8 -1.08 333.7 4.38

Nov 146.6 236.4 -61.25 298.5 -103.61 251.0 -71.21

Dec 196.4 234.3 -19.29 313.3 -59.52 234.8 -19.55

Year 4,064.0 3,677.6 9.50% 4,451.8 -9.54% 3,761.0 7.45%

Fig. 10. Graph showing comparison of error rate according to each type of input data.

Fig. 11. Graph showing comparison of predicted monthly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each type of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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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간 발전량 예측값은 태양광 발전소 구축 이전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연간 발전량 값을 이용하는 것이 대

부분이며, 계절별 발전량 예측값은 태양광어레이 설치 형태에서 계절별 태양광어레이의 각도 조정이 가능해 고정형 보다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는 경사 가변형 적용시에 고려되거나, 태양광 발전소 구축 후 월별 발전량 달성을 위한 목표값으로 운영단

계에서 이용된다. 

5. 결 론

철도분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 확대에 대비하여 지평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별 연간 발전량 예측값의 비

교 결과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실제 발전량 계량값 대비 기상청(KMA) 발전량 예측값이 약 7.45%의 오차로 정확도에서 기

상청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값이 해외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값 보다 높은 정확도로 분석되었다. Seasonal 발

전량을 비교하면 Summer Season(Apr~Sep)에서는 기상청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값이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경사면 일

사량이 실제값과 오차로 인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 실제 계량값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상청 제공 기상정보는 본 연구에

서 활용한 태양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기상자원 분석 보고서와 고해상(1km)의 태양광 기상자원지도(2009~2010)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광어레이 경사각 범위에서의 수평면 일사량과 경사면 일사량 측정 등

기상요소의 보다 세분화된 관측으로 제공 기상정보의 정확도 향상이 요구된다. 향후,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설계단계에서의

연간 발전량 예측에 기상청 기상정보를 활용한 한국 지형에 적합한 연간 태양광 발전량 예측 산정기법 모델 개발 연구로 태양

광발전소 구축비 절감을 실현하여 철도분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 확대와 신기후 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에너지화에 기여

함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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