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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은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전량의 사전 예측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

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발전량, 기상자료,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이용하고 머신러

닝 기반의 RBF 커널 함수를 사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였다. 

예측변수에 미세먼지 농도 반영 유무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한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고려한 예측 모형은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은 예측 모형 대비 6~20시 예측 모형에서는 

1.43%, 12~14시 예측 모형에서는 3.60%, 13시 예측 모형에서는 3.88%만큼 오차가 감소하였

다. 특히 발전량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하는 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더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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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certainty of renewable energy such as photovoltaic(PV) power is detrimental to the 

flexibility of the power system. Therefore, precise prediction of PV power generation is important to 

make the power system st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PV power generation using 

meteorological data including particulate matter(PM). In this study, PV power generation is predicted by 

support vector machine using RBF kernel fun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Comparing the forecasting 

performances by including or excluding PM variable in predictor variables, we find that the forecasting 

model considering PM is better. Forecasting models considering PM variable show error reduction of 

1.43%, 3.60%, and 3.88% in forecasting power generation between 6am~8pm, between 12pm~2pm, and 

at 1pm, respectively. Especially, the accuracy of the forecasting model including PM variable is increased 

in daytime when PV power generation is high.

Keywords : Machine learning, Photovoltaic power forecasting, Particulate matter, Support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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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을 추진 중이다. 2018년 7월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전력 수요관리 강화, 석탄화력 발전 비중 축

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겠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등의 분산형전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김광인 외, 2019) 정부는 친환경 발전원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총 발전량 중 재

생에너지 비중을 20%, 63.8GW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 

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 약 36.5GW룰 태양광으로 발

전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

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특성으로 변동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변동적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병입될 때 전력계

통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적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을 예측하기 어

려운 불확실성과 출력의 변화폭이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전력계통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 전력계통의 안전도 저하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동적 신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량

이 지역별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정확한 발전량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태양광 발전량 사전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안정적 전력계통 연

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현 가

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량이 기상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기

상자료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기반 태양광 발전량 사전 예측 모델을 수립하고 그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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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의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반

적인 기상자료(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 자료(PM10, PM2.5)를 함께 고려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OECD의 세계 각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1µg/m
3
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1),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과 개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미숙 외(2017)는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킨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세먼지는 태양광 발전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언

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평균 19%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 자료(PM10, 

PM2.5)를 기상자료와 함께 머신러닝 기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에 반영하여 미세먼

지 농도의 반영 여부에 따라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량 사전 예측 정확도 제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시스템 구축에 활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전력 

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태양광 발전량 예측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태

양광 발전량 예측 모형을 설정하고, 제4장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미세먼

지 농도의 반영 유무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한다.

1) OECD.Stat[Website], (2019.9.1),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2722)

2) 서유진,“미세먼지 심한 날, 태양광 발전량 19% 줄어”, 중앙일보, 2019.3.13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미세먼지 높았던 3.1-6일과 직전 6일 발전량 비교”

4) 이는 태양광 발전소 12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6일간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이므로 표본이 작긴

하지만, 공기 중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 효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는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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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1.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왕철 외(2014)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설비요

소, 지리 · 지형 요소, 기상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설비요소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방향, 각도, 고정식/추적식 등과 같은 발전설비 형식과 모듈, 인버터 등의 

효율을 의미하며, 지리 · 지형 요소는 발전소 설치 지역의 위도, 경도, 고도 등을 의미한다.

태양광 발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사량, 기온 등의 기상요소이다(손정

훈 외, 2019).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므로 태양에서 

오는 빛의 복사를 의미하는 일사량이 발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태

양전지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온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온도 역시 발전량에 영향을 미친다(이강혁 외, 2016). 상대습도는 대기 중의 수증기량

을 나타내는데, 강수 또는 구름이 많은 날은 상대습도가 높아 일사가 직접적으로 차폐된

다. 맑은 날에도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일사를 산란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상대습도

가 증가할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습도 또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풍속의 경우 바람이 강할수록 태양광 패널의 표면 온도를 

하강시켜 발전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순환 외, 2014). 그 외 운량, 풍향, 

강수량 등도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강혁 외, 

2016).

최근 기상 요인들 중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언급되고 있

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크게 PM10과 PM2.5 등으로 구분되는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

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5) 미세먼지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의 소금 및 

꽃가루 등의 자연적 발생원과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의 

날림 먼지 및 소각장 연기 등의 인위적 발생원이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으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와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의 다

5) 에어코리아[웹사이트], (2019.9.1), https://www.airkorea.or.kr/web/airMatter?pMENU_NO=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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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환경부, 2016). 

한진목 외(2018)에 따르면 대기 중의 누적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태양전지 셀

의 오염면적이 증가한다. 이는 미세먼지가 태양전지 셀의 오염원으로서 태양광 발전 시

설의 발전 출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기 중의 미세먼지 자

체가 태양 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에 의한 반사 또는 산란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빛의 반사는 입사하는 빛이 물체에 부딪칠 때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현상이고, 빛의 산란은 태양 빛이 공기 중의 질소, 산소, 먼지 등과 같은 작은 입자

들과 부딪칠 때 빛이 사방으로 재방출되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 지표면에 도달해

야 할 복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사량은 감소하게 된다(조덕기 외, 1996).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구

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요하며, 이 응결핵은 구름의 주성분인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작은 입자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대기 중의 소금이나 

흙 알갱이가 응결핵의 역할을 하지만, 만약 미세먼지가 이 역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

우보다 작은 입자가 응결핵이 된다. 이로 인해 구름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구름

의 표면적이 늘어 더 밝은 구름이 형성되며, 이는 태양복사를 더 많이 반사시키게 된다

(Twomey, 1977). 즉,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중요

한 변수로써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량 예측 관련 선행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 예측 관련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Sharma et al.(2011)은 스마트 그리드 망에서 재생에너지의 변

동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에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미국 National Weather Service(NWS)의 기상자료를 기반

으로 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루 중 정오시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10개월 동안의 기상 및 발전량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1~8월 데이터를 훈련데

이터로, 9~10월 데이터를 테스트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운량자료 기반 예측 

모델과 다중커널함수를 이용한 Support Vector Machine(SVM) 예측 모델의 성능을 

Root Mean Squared Error(RMSE) 값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는데, 연구 결과 SVM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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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성능(RMSE 128W/m
2
)이 기존 운량자료 기반 예측 모델의 성능(RMSE 178W/m

2
)

보다 27%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da Silva Fonseca Jr. et al.(2012)은 일본 기타큐슈 지역 1MW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 

예측을 위해 운량을 포함한 기상자료 데이터를 SVM 모델에 적용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 중 마지막 1년간의 데이터가 예측 용도로 사용되었다. 운량 정보

의 사용 유무에 따라 RMSE, Mean Absolute Error(MAE) 값을 이용하여 예측 성능을 비

교한 결과, 운량 정보를 제외했을 경우가 운량 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대비 RMSE가 

32%, MAE가 42% 이상 증가하여 운량 정보가 예측에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Shi et al.(2012)은 중국지역에서의 기상상태 자료를 기반으로 SVM을 활용하여 태양

광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0개월간 15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후 24시간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였으며, 기상상태를 맑음, 흐림, 안개, 비 4단계로 구분하였다. 

기상상태로 구분된 4가지 예측 모델을 생성하여 각 모델의 오차를 비교한 결과 맑음, 안

개 모델이 타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였다. 대상지역인 중국 남부 지역에는 맑고, 안개

가 낀 날의 비중이 많으므로 연구 결과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Mei and Ma(2013)는 과거 기상자료 및 발전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

측을 위한 Radial Basis Function(RBF) 커널 기반 SVM 모델을 생성하였다. 여기서 

SVM 모델의 학습속도를 올리기 위해 러프세트이론(rough set theory)을 활용하여 불필

요한 변수를 제거하였다. 또한 계절 속성, 일조시간, 일사량, 기온 등과 같은 날씨 특성이 

유사한 날들을 기준으로 과거 기상 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분류하고, 전체 데이터를 사용

하는 대신 유사한 날들 별로 데이터를 일부 사용하여 모델을 간략화하였다.

Ramli et al.(2015)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SVM 및 Artificial Neural Networks(ANN)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와 예측 처리속

도 측면에서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SVM 모델의 예측 정확도(RMSE 

18.3~31.1W/m
2
)가 ANN 모델의 예측 정확도(RMSE 61.7~95.5W/m

2
) 대비 더 우수했으

며, SVM 모델의 예측속도(2.15초) 또한 ANN 모델의 예측속도(4.56초) 대비 더 빠른 것

으로 나타나 SVM 모델의 예측 성능이 ANN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Das et al.(2018)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과 모델 최적화 연구에 대한 리뷰를 진행

하면서 SVM 모델은 최근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유연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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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모델임을 언급하였다. 저자들에 따르면 SVM 모델의 강점은 ANN 모델과 달리 학

습 데이터의 양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학습이 가능하며, Neural Networks(NN) 모델처럼 

국지 최솟값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SVM 모델을 사용하면 

태양광 예측과 관련된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Vakili et al.(2017)은 이란 테헤란 지역의 1일(1day)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였다. 예

측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기상자료(상대습도, 풍속, 최고 · 최저 기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였다. 태양광 발전량 학습을 위해 ANN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예측변수에 미세먼지 자료의 포함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자료를 포함한 경우가 미포함의 경우 대비 평균절대백분율오차(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MAPE)가 2.99% 감소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먼저 송재주 외(2014)는 국내 실증단지 내 발전단지의 실시간 기상 

자료 예측값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일사량 단기 예측을 위해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일사량 예측을 위한 예측변수는 

날짜, 시간,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기압 등을 사용하였다. 2012년 1년간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월별 일사량 예측을 수행한 결과 단순히 신경망 모델만 적용했을 경우(MAPE 

27%, RMSE 107W/m
2
)보다 신경망 모델에 정오시간대 오차 보정을 적용할 때(MAPE 

25%, RMSE 98W/m
2
) 일사량 예측값 평균은 실측값에 더 근접하고 정확도가 향상되었

다. 일사량 단기 예측값과 실측값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R
2
)는 0.85 이상으

로 높은 상관도를 보였다.

이강혁과 김우제(2016)는 2013~2014년간의 발전량, 기상실측, 기상예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24시간 사전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Support 

Vector Regression(SVR)을 이용하여 일사량 예측을 실시하고, 이 예측된 일사량으로부

터 최종 발전량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발전량 예측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구름 두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통해 하늘상태가 맑은 날에는 태양광 발

전량 예측 성능이 좋고, 구름이 많은 날에는 구름 두께의 불확실성으로 예측 성능이 저하

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배국열 외(2017)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ANN과 RBF 커널 기반의 SVM을 이용

한 태양광 출력 예측 기술을 제안하고 해당 기법의 예측오차 확률 분포함수를 도출하였

다. 또한 기상 입력변수와 관련하여 날씨 예측오차가 태양광 출력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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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태양광 출력 예측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RMSE, Mean 

Relative Error(MRE), R
2
를 평가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비교 결과 SVM 기법의 성능 

(RMSE 58.72W/m
2
, MRE 3.82%, R

2
 0.9562)이 ANN 기법의 성능(RMSE 71.41W/m

2
, 

MRE 5.47%, R
2
 0.9234)보다 우수하였으며, 기후 예측 오차를 반영하여도 SVM 기법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건주 외(2017)는 태양광 발전소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에서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014년 영암발전소의 발전량 데이터와 기상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 결과 일조량과 일사량은 태양광 발전량과 양의 상관관계, 습

도와 미세먼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약 

100µg/m
3
 이상의 미세먼지 농도에서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미세먼지가 태양광

의 발전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밝혀진 RBF 커

널을 활용한 SVM 모델 기법을 적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수행하였다. 기존 국내

외의 연구들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연구는 많은 반면, 미세

먼지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건주 외(2017)는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미치는 것을 밝혀냈지만, 머신러닝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예측 성능에 대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본 연구와는 연

구 방향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Vakili et al.(2017)은 기상자료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여 ANN 모델 기반 1일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SVM 모델 

기반 1시간 단위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머신러닝 개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데이터라는 형태로 얻어지는 경험(experience)

으로부터 특정한 목표 작업(task)에 대한 성능(performance)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성준 외, 2016). 머신러닝은 통계학,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이 종합적

으로 관련된 연구 분야이며, 예측 분석이나 통계적 머신러닝으로도 불린다. 최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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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음식 주문, 쇼핑, 맞춤형 온라인 라디오 방송과 사진에서 친구 얼굴을 찾아주는 일

까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웹사이트와 기기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핵심기술

로 채택하고 있다.

머신러닝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도학습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구현하기 쉬운 알고리즘으로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있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지도학습은 학

습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예측하느냐에 따라 회귀(regression)와 분류(classific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은 출력값이나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킨다.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은 데

이터 내 어떠한 관계(relationships)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결과 정보가 없는 데이터들

에 대해 특정 패턴을 찾아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합쳐서 군집화(clustering)하는 학습 

방법이다(문성은 외, 2016).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최근 알파고의 학습으로 유명해진 

기법이다. 강화학습의 핵심은 보상(reward)으로, 컴퓨터는 보상을 받는 행위를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나가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 강화학습

의 목표는 보상의 최대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 최대치의 보상을 얻기 위해 컴퓨

터는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 및 미세먼지 농도자료라는 입력 데이터와 태양광 발전량이 

라는 출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알고리즘이 태양광 발

전량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도학습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비선형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SVM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2.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구조적 위험 최소화(Structural 

Risk Minimization, SRM) 원리에 바탕을 둔 머신러닝 지도학습 방법이다. SRM은 기대 

되는 위험의 상한 경계를 최소화하므로 훈련 데이터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Nasie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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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차원 선형 분류 문제

(출처: Cortes and Vapnik, 1995)

SVM의 기본 아이디어는 학습 데이터를 2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선형 평면을 구하

는 것으로, 2차원 선형 분류 문제는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이며, 두 클래스 사이의 가장 큰 마진(margin)을 결정한다.

를 예측변수, 를 응답변수라고 할 때, 학습데이터는      ∈


∈   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를 분류하는 최적의 평면을 구하는 문제

는 식 (1)이 최소가 되는 와 를 구하는 문제가 되며 제약조건은 식 (2)와 같다. 여기서 

는 이 평면과 수직인 법선벡터이며, 는 가 0일 때의 절편을 의미한다.

minimize  



∥∥

 



⋅  (1)

subject to 
⋅  ≥                                (2)

이 최적화 문제를 라그랑지안 문제로 변환하면 식 (3)으로 표현되고, 이를 쌍대(dual) 

문제로 다시 변환하면 식 (4)와 같으며 제약조건은 식 (5)가 된다. 여기서 는 라그랑지

안 승수이다. 따라서 최적의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 (4)가 최대가 되는 를 구하면 

된다(Vapni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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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프트 마진 분류 문제

(출처: 구경민, 2002)

minimize     


⋅ 




⋅    ≥        (3)

maximize   


 








                          (4)

subject to 


    ≥  for                                 (5)

선형 분류 문제 중에는 에러 없이는 학습 데이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림 2>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slack 변수 ξ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slack 변수는 오차를 허용하면

서 선형적으로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변수이다. slack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평면을 

구하기 위한 문제와 제약조건은 식 (6)과 식 (7)로 표현된다(Vapnik, 1995). 여기서 C는 

일반화 파라미터(regularization parameter)이며, 오버피팅(overfitting)을 조절하기 위한 

페널티(penalty) 항이다(Cortes et al., 1995).

maximize   


 








                           (6)

subject to 


    ≤  ≤  fo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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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차원공간으로 매핑

(출처: Nasien et al., 2010)

SVM 알고리즘은 비선형 분류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비선형 분류를 위해서는 주어

진 데이터를 고차원 특징 공간으로 매핑(mapping)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

로 실행하기 위해 커널 함수를 사용한다(Nasien et al., 2010). <그림 3>은 데이터를 고차

원 공간으로 매핑하여 비선형 분류 문제를 선형 분류 문제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비선형 입력 데이터는 아래 식 (8)에서처럼  함수에 의해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

된다. 보통 커널함수  를 사용하는 데,    라고 하면, 식 (8)

은 식 (9)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약조건은 식 (10)과 같다. 따라서 식 (9)가 최대가 되는 

를 찾으면 최적 평면을 구할 수 있다.

maximize   


 








                     (8)

maximize   


 







                       (9)

subject to 


    ≤  ≤  for                           (10)

SVM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회귀문제 영역까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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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VR의 비선형 회귀문제 및 파라미터

(출처: Drucker et al., 1997)

회귀문제를 위한 SVM 기법을 SVR이라고 한다. <그림 4>는 SVR의 비선형 회귀문제 

및 파라미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ε은 한계점(threshold)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ξ는 오차를 허용하

기 위한 slack 변수이다. SVR은 모든 예측값들이 실제값으로부터 ε범위 안에 놓이도록 

한다. 이를 만족하는 최적의 평면을 구하기 위한 문제는 식 (11)이 최소가 되는 와 를 

구하면 되며 이때 제약조건의 식 (12)와 같다(Drucker et al., 1997). 이후 과정은 앞서 분

류 문제와 동일하게 쌍대문제로 변환하고 커널함수를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들을 고차

원공간으로 매핑시킨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minimize  


⋅  



 
                             (11)

subject to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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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BF 커널 함수

를 적용한 SVR기법을 사용하였다. RBF 커널 함수는 식 (13)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론

적으로 데이터들을 무한대의 차원으로 매핑이 가능하다(Das et al., 2018).

   exp ∥ ∥
                                       (13)

RBF 커널 함수에서  , 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이며, ∥ ∥는 유클리디안

거리, 는 가우시안 커널의 폭을 제어하는 매개변수이다. RBF 커널 SVM은 매개변수 C 

및 가 사용자에 의해 세팅되어야 한다. C는 데이터 샘플들이 다른 클래스에 놓이는 것

을 허용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는 결정경계의 곡률을 결정한다. 따라서 좋은 성능을 얻

기 위해서는 최적의 매개변수 C 및 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IV. 연구결과

1. 데이터

본 연구는 기상자료(일사량,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풍향, 운량)와 미세먼지 농도자

료(PM10, PM2.5)를 반영하여 머신러닝 기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수립하고, 변수

로 미세먼지 농도자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분석 대상인 태양광 발전소의 선정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한국남부발전(주)의 발전소 통합 발전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의 태양광 발전소 중 준공시기가 다소 오래된 부

산 태양광 발전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기준으로 준공시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타 발전소보다 더 오랜 기간의 발전량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남부

발전(주)의 부산 복합태양광은 전체 용량이 390kW이며, 한국남부발전(주)의 부산발전 

본부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부산 복합태양광 발전소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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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산 복합태양광 발전소 기본 정보

(출처: 한국남부발전(주))

구분 내용 비고

발전소명 부산 복합태양광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7 부산발전본부 내

준공시기 2008년 7월

설치용량 389.96kW

모듈 170W × 1,428개, 200W × 736개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인버터 100kW × 3대, 50kW × 3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의 

시간당 발전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설비요소

와 지리 · 지형 요소는 고정적인 요인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사량, 기온 및 

미세먼지 농도 등의 기상요소만 고려하였다.

현재 기상 예보자료 중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운량 데이터는 3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강수량 데이터는 6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운량 데이터는 관측 자료의 경우 

0~10까지의 수치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보 자료의 경우 0~2까지를 “맑음”, 3~5를 “구름  

조금”, 6~8을 “구름 많음”, 9~10을 “흐림”으로 범주화하여 등급으로 제공된다. 미세먼

지 농도 예보자료도 매일 4회(5시, 11시, 17시, 23시) 수치가 아닌 등급으로 제공되며, 

PM10, PM2.5 농도 수치 기준으로“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4단계로 구분하여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매 시간별 기상 자료, 미세먼지 농도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였다.6) 기상자료는 기상자료 

개방포털의 과거 시간별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하였고, 미세먼지 농도 자료는 한국 

환경공단 에어코리아(Air Korea)의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및 측정소별 관측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측정소 중에서 부산 복합태양광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대신동 측정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7)

6)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할 변수(월, 시간,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PM10, PM2.5) 데이터 중 누락이 

발생한 시간의 데이터는 제외하였음.

7) 대기오염 관측소에서 발전소까지는 지도 상에서 직선거리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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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데이터

(training data)와 평가 데이터(test data)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 중 학습 

데이터의 비중을 75%, 평가 데이터의 비중 25%로 하고, 랜덤 샘플링을 통해 학습 데이

터 세트(training data set)와 평가 데이터 세트(test data set)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예측변수(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PM10, PM2.5) 데이터의 단위가 

다르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시 예측변수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

다. 여러 데이터 전처리 방법 중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서는 정규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Das et al., 2018). 각 데이터의 변환 공식은 식 (14)와 같다.

 
max

 min

  min
                                     (14)

본 연구의 목적은 일사량 및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세먼지 농

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측변수에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예측 모델

과 미세먼지 농도를 제외한 예측 모델의 성능을 서로 비교하였다.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

는 MAE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식 (15)와 같다. 여기서  for 는 예측값, 는 

실제값을 나타낸다. 모델별로 MAE 값을 구하고 비교하여 최소의 MAE 값을 가지는 모

델을 최적의 예측 모델로 간주하였다.

 




  



 for                                        (15)

또한 발전 시간대를 고려하여 예측 모델을 시간대별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미세먼

지 농도 포함 유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하루 중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는 6시

부터 발전이 종료되는 20시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다음으로 

하루 중 태양광 발전량이 비교적 많은 시간대인 12~14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

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하루 중 최대가 되는 13시 데이터만을 사용

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때 12,733개의 데이터 중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각각 

8,902개, 2,031개, 657개이다. 이를 통해 각 시간대별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

간 변수가 예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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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세먼지를 포함한 예측변수 조합별 일사량 예측 성능

예측변수
MAE(MJ/m)

6~20시
*

12~14시 13시
**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1584 0.2309 0.2409

월, (시간), PM10,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1592 0.2315 0.2403

월, (시간),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1606 0.2329 0.2425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2311 0.3367 0.3160

월,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4206 0.2271 -

월, (시간), PM10, PM2.5,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1624 0.2401 0.2424

월, (시간), PM10, PM2.5,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운량 0.1586 0.2314 0.2423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운량 0.1578 0.2301 0.2381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습도, 운량 0.1587 0.2292 0.2367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운량 0.1649 0.2566 0.2421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0.2253 0.3310 0.3459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0.1576 0.2280 0.2325

월, (시간), PM10,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0.1583 0.2281 0.2240

월, (시간),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0.1587 0.2293 0.2354

월, (시간), PM10, PM2.5, 기온, 습도, 운량 0.1578 0.2264 0.2400

월, (시간), PM10, 기온, 습도, 운량 0.1585 0.2264 0.2329

월, (시간), PM2.5, 기온, 습도, 운량 0.1589 0.2285 0.2399

월, PM10,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 0.2241 -

월, PM10,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 0.2227 -

월,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 0.2254 -

월, PM10, PM2.5, 기온, 습도, 운량 - 0.2243 -

월, PM10, 기온, 습도, 운량 - 0.2229 -

월, PM2.5, 기온, 습도, 운량 - 0.2253 -

 
*

6~20시 모형의 경우 시간 변수를 제외했을 경우 오차가 커지므로 시간 변수 및 다른 변수를 제외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13시 모형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13시 기준으로 동일하므로 시간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2. 일사량 예측 모델

현재 우리나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과거 일사량 관측치는 제공하지만, 기상청 동

네예보 시스템에서 일사량 예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량 예



미세먼지의 영향을 고려한 머신러닝 기반 태양광 발전량 예측

• 485 •

<표 3> 일사량 예측 모델 성능 비교

구분
예측변수

MAE(MJ/m
2
)

공통 예측변수 미세먼지 반영

6~20시 월, 시간,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 0.1594

PM10, PM2.5 0.1576

12~14시 월,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 0.2286

PM10 0.2227

13시 월,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 0.2279

PM10 0.2240

측을 위해서는 일사량을 먼저 예측하여야 한다. 일사량 예측 모델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예측변수는 월, 시간, 미세먼지 농도(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이다. 이 중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예

측변수들의 조합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마다 예

측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생성된 예측 모델의 일사량 예측치와 과거 일사량 관측치를 비

교하여 최적 예측 모델을 선정하였다.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시간대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포

함한 예측변수 조합 중 일사량 예측 모델의 MAE 값이 최소인 모형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예측에 적용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SVM의 매개변수 C 및  값은 그리드서치를 통

해 도출된 최적인 값을 사용하였다. 예측변수 조합별 MAE 값 결과는 <표 2>와 같다.

미세먼지 농도가 제외된 일사량 예측 모델은 앞서 구한 미세먼지 농도가 포함된 일사

량 예측 모델의 최적 예측변수 중 미세먼지 농도 변수를 제외한 예측변수 조합을 적용하

였다. 미세먼지 농도 포함 유무에 따른 최적의 일사량 예측 모델은 <표 3>과 같다.

3가지 시간대 유형별로 최적의 예측변수 조합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풍향, 풍

속 변수가 예측변수에서 제외될 경우 일사량 예측 모델의 MAE 값이 작아지고, 미세먼

지 농도 자료가 포함될 때 일사량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된 일사량 예측 모델을 통해 예측된 일사량 데이터는 다음 절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의 예측변수로 사용된다.



성상경 ․조영상

• 486 •

3.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본 연구에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해 사용한 예측변수는 월, 시간, 미세먼지 농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이다. 앞 절에서의 일사량 예

측 모델 수립과 마찬가지로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를 찾아내기 위

해 예측변수들의 조합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사량 예측과 동

일하게 각각의 경우마다 예측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생성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MAE 값을 비교를 통해 예측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3가지 유형의 시간대별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때 예측변수 

중 일사량 변수는 관측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예측변수 조합 중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을 MAE 값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예측에 적용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SVM 의 매개변수 C 및  값은 그리드서치를 통해 도출된 최적인 값을 사용하

였다. 예측변수 조합별 MAE 값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사량 예측 모델과 마찬가지로 풍향, 풍속 변수가 예측변수에서 제외될 때 MAE 값

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농도 자료는 PM2.5를 제외하고 PM10만 사용

했을 때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M10 변수와 PM2.5 변수간 다중공선

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전체 12,733개의 시간별 데이터에서 PM10 변수

와 PM2.5 변수 간 상관계수는 0.8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월, 시간 데이터의 변수 사용 유무에 따라 오차가 크

게 변화하므로 태양광 발전량이 계절 및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고, 기상자료 

중에서는 기온, 습도, 운량 데이터가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적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은 모든 예측변수 조합 중 예측성능을 MAE로 비교하

여 가장 작은 MAE 값을 가지는 모델을 최적의 예측 모델로 선정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제외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은 앞서 구한 미세먼지 농도가 포함된 태양광 발

전량 예측 모델의 최적 예측변수 중 미세먼지 농도 변수를 제외한 예측변수 조합을 적용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미세먼지 농도 포함 유무에 따른 최적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은 <표 5>와 같으며, 미세먼지 농도 자료가 포함될 때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성

능이 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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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세먼지 포함한 예측변수 조합별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

예측변수
MAE(kWh)

6~20시
*

12~14시 13시
**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3623 9.5626 9.3797

월, (시간), PM10,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3532 9.5294 9.1519

월, (시간),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3733 9.6383 9.3013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7969 9.7702 9.3614

월,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6.4219 9.7192 -

월, (시간), PM10, PM2.5,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4544 9.6979 9.4738

월, (시간), PM10, PM2.5,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3658 9.5725 9.3662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4.2833 9.5835 9.2215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습도, 운량, 일사량 4.3663 9.5747 9.3731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운량, 일사량 4.4187 9.6384 9.4466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일사량 4.7904 11.3515 10.6465

월, (시간), PM10,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4.2759 9.5476 9.1397

월, (시간), PM10,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4.2463 9.4162 8.9178

월, (시간),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4.2934 9.6167 9.0570

월, (시간), PM10, PM2.5,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4.2689 9.5708 9.1394

월, (시간), PM10,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4.2362 9.4350 8.8602

월, (시간), PM2.5,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4.2815 9.6252 9.0531

월, PM10,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 9.6872 -

월, PM10,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 9.7073 -

월, PM2.5,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 9.7754 -

월, PM10, PM2.5,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 9.6988 -

월, PM10,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 9.6261 -

월, PM2.5,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 9.7312 -

 
*

6~20시 모형의 경우 시간 변수를 제외했을 경우 오차가 커지므로 시간 변수 및 다른 변수를 제외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13시 모형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13시 기준으로 동일하므로 시간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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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성능 비교 결과

구분
발전량 MAE(kWh) 미세먼지 미반영 대비

오차 감소율미세먼지 반영 미세먼지 미반영

6~20시  6.1867  6.2765 1.43%

12~14시 12.2203 12.6764 3.60%

13시 12.4539 12.9565 3.88%

<표 5>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성능 비교

구분
예측변수

MAE(kWh)
공통 예측변수 미세먼지 반영

6~20시 월, 시간,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 4.2678

PM10 4.2362

12~14시 월, 시간,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일사량
× 9.4776

PM10 9.4162

13시 월, 기온, 습도, 운량, 일사량
× 9.0417

PM10 8.8602

4.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성능 비교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시간대별로 일사량 예측 모델 및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살펴보았고, 본 절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변수에 함께 고려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

을 경우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일사량 

예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 먼저 주어

진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예측하고, 이 예측된 일사량을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

델의 예측변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는 SVR을 이용하여 24시간 앞의 태양광 발전량

을 예측한 이강혁과 김우제(2016)의 연구와 동일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도출한 3가지 시간대별 최적의 예측변수 조합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여 MAE를 구하였다.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

했을 경우와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

다. <표 6>에서 6~20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MAE가 12~14시, 13시 태양광 발전량 



미세먼지의 영향을 고려한 머신러닝 기반 태양광 발전량 예측

• 489 •

<그림 5> 6~20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그래프(일사량 예측값, 미세먼지 농도 반영)

예측 모델의 MAE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성능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6~20시 태

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예측 변수 중 시간 변수가 포함됨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의 대량

의 학습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면서 예측 성능이 상대적으로 향상된 결과라 판단된다.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는 6시부터 종료되는 20시까지의 발전량 예측 모델에서 미세먼

지 농도를 반영했을 경우가 미반영했을 경우보다 오차가 1.43% 감소하였다. 태양광 발

전량이 많은 주간 12~14시 시간대의 발전량 예측 모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했

을 경우 오차가 3.6% 감소하였으며,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인 13시 시간대의 발전량 예

측 모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했을 경우 오차가 3.88% 감소하였다. 즉,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이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 예측 

성능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성능을 비

교할 때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전체 시간대(6~20시)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비교적 많

은 주간 시간대(12~14시, 13시)의 발전량을 예측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하는 모

델이 예측 성능이 더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와 일사량 예측값을 반영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평가 데

이터에 대한 실제값과 예측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 <그림 6>, <그림 7>과 같

다. 가로축은 랜덤으로 샘플링된 평가 데이터 세트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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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2~14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그래프(일사량 예측값, 미세먼지 농도 반영)

<그림 7> 13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그래프(일사량 예측값, 미세먼지 농도 반영)

태양광 발전량을 나타낸다. 여기서 청색 포인트는 실제값, 주황색 포인트는 예측값을 나

타내며, 동일한 세로축에 대해서 청색 포인트와 주황색 포인트의 간격은 태양광 발전량

의 오차를 의미한다.

샘플 수가 적은 12~14시, 13시 예측 모델을 살펴보면 발전량이 큰 경우 대비 작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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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 예

측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재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태양광 발전 성능이 준수한 경우의 기상조건과 태양광 발

전 성능이 저조한 경우의 기상조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상조건이 양호한 날이 

그렇지 않은 날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상상태가 나쁜 날의 

학습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조건에 대해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출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

성과 출력의 변화폭이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전력계통에 병입될 때 전력계통의 유연

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정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사전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

측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최근 사회 환경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발전량, 

기상자료, 미세먼지 농도자료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사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머신러닝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비선형 문제에 비교적 성능이 우수하다

고 알려진 RBF 커널 함수 기반의 SVM 모델을 적용하였다. 보다 정확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예측 모형 및 기법들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측변수에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과 미세먼지 농도를 제

외한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지표 MAE를 사용하여 서로 비교한 결과 최종적으로 미세

먼지 농도를 반영한 발전량 예측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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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려한 예측 모형은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은 예측 모형 대비 6~20시 예측 모형에

서는 1.43%, 12~14시 예측 모형에서는 3.60%, 13시 예측 모형에서는 3.88%만큼 오차

가 감소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발전량을 예측할 경우 성능이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상자료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에서 미세먼

지의 농도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서 미

세먼지 농도자료를 반영할 경우 PM10, PM2.5 데이터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PM10 데이터

만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측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일사량 및 발전량 예측 모델을 얻기 위해서 기상자료로 구성된 다양한 예측변수 

조합을 검토하였으며, 기상자료 변수 중 풍향, 풍속 정보는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성능

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기온, 습도, 운량 정보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수행

하는 다른 알고리즘의 개발 및 적용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태양광 사전 예

측 모델을 수립한다면 태양광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전력계

통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사량 및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

거 1시간 단위로 구성된 기상자료 및 미세먼지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농도 예보자료는 3시간 또는 6시간 단위로 발표되고 1시간 단위

의 수치로 제공되지 않아 1시간 단위의 태양광 발전량 단기 예측에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의 예보자료를 머신러닝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태양광 발

전량 예측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시간 

또는 6시간 단위의 데이터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각 1시간 단위의 추정된 값을 사용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대안으로 향후 기상청 및 관련 기관들이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농도자료를 1시간 단위의 수치화 데이터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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