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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ized solar irradiance is normally derived from atmospheric transmission influenced by
atmospheric composition and conditions of the target area. Specially, for the area with complex coastal
lines such as Taean gun, the accurate estimation of solar irradiance requires for in depth analysis of
atmospheric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localized vertical profiles of the key atmospheric
parameters. Using MODTRAN (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 6, we report a
computational study on clear day atmospheric transmission and direct solar irradiance estimation of
Taean gun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3 ground stations and radiosonde measurement over 93 clear
days in 2018. The MODTRAN estimated direct solar irradiance is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normalized residual mean (NRM) is 0.28 for the temperature based MODTRAN
atmospheric model and 0.32 for the pressure based MODTRAN atmospheric model. These values are
larger than 0.1~0.2 of the other study and we understand that such difference represents the local
atmospheric characteristics of Taean gun. The results also show that NRM tends to increase noticeably
in summer as the temperature increases. Such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very useful for estimation
and prediction of the atmospheric condition of the local area with complex coasta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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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태양 일사량은 관측 지역의 대기 조성 및 기상에 따른 대기 투과율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특히,
태안 지역과 같은 복잡한 해안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의 일사량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소 지역에
대한 연직 기상 환경 자료를 통해 대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기투과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태안반도에 위치한 3개 지상관측소 및 라디오존데의 2018년도 기상 자료
를 이용하여 청명일에 대한 대기투과율 및 직달일사량을 MODTRAN (MODerate-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 6를 이용하여 수치모사하였다. MODTRAN 6로 계산된 직달일사량 추정 값은 일사계의 실제
관측 값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사량의 규격화 잔차 평균(Normalized Residual Mean)은 기온에 의한 대
기표준모델을 적용한 경우 0.28, 기압의 경우 0.32로 나타나서 타 연구의 0.1~0.2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지
역적 대기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로 갈수록 일사량 규격화 잔차
평균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태안 지역과 같은 복잡한 해안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의 대
기 모델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성으로 잦은 연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에어로졸의 구
성이 다양하고 변화가 커 적외선 투과율 계산 시 정확

적외선 영상의 복사량은 원격 탐사 영상의 주요 변수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며, 특히 지상으로부터 비행물체를 감지하는 등의 군

사적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Driggers et al., 2012).

여주고 있다(Vogelbacher et al., 2015). 이에 대해 에어로

졸과 다른 기상 변수들의 연관성 및 환경 기상 변수들

적외선은 대기를 투과할 때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에 흡

이 적외선 투과율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해안 지

수되기 때문에 대기에서의 적외선 투과율을 이용한 복

역에 국한된 대기의 여러가지 관측 변수들에 대한 데이

사량 신호 보정이 필요하다. Han and Hahn(2018)의 연

구에서는 화염의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적외선 영역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대기 투과율 계산에 적용해
야 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가 되는 태안지역은 한반도 서해안의

에서의 대기의 복사 에너지 흡수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Lisenko(2018)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및 가시광 영역에

서의 대기 투과율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구 지형 위성 관
측 자료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MODTRAN(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

mission) 6은 미국 공군과 Spectral science 사에서 제작한

대기복사전달 수치모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 대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보정하는 연구에 주로 많이

반도 지형으로써, 여름이 온난한 대륙성 기후(Dca)에

속하여 최저평균온도가 0°C 이하, 최고 평균온도가

22°C 이상으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Choi et al., 2018).
또한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이 크며 복잡한 해
안선과 크고 작은 섬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이 있

으며(Park et al., 2016),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주로 유입되는 중국과 접하고 있어 주변국의 미세먼지

활용되어 왔다(Berk et al., 2014). MODTRAN 6에서는 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Cha et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기상 정보 및 에어로졸, 대기 조

도의 대기환경은 복잡하고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크며,

도별, 계절별로 나눈 6가지 대표적인 표준 대기모델을
성 정보의 영향을 고려하고 대기 복사과정에서의 에너
지의 흡수 및 산란을 파장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Berk
et al., 2014; Stotts and Schroeder, 2019).

특별히, 해안 또는 해수면 인접 영역에서 MODTRAN

6는 에어로졸 모델로 NAM(NAvy Maritime) (Gathman,

1983), NOVAM(Navy Oceanic Vertical Aerosol Model)
(Jensen et al., 1998)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

al., 2016). 이러한 기후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안반
MODTRAN 6에서 제공되는 6가지 표준대기모델 중 단
일한 대기 모델만으로 연간 대기환경의 특성을 구현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태안군 안흥항 인
근에서의 에어로졸의 크기별 입자수 농도를 관측하여

분석하였으나(Lee et al., 2018), 해당 지역에의 대기 투과
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달일사량에 대한 수치모
사 연구는 전무하였다.

르면, 해안 지역의 경우 대륙과 해양이 접한 지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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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의미하며, 태양의 고도 및

사량은 전천일사계에서 측정된 수평면 전천일사량과

해당 파장에서의 대기 투과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하였다.

(Reno et al., 2012), 태양 일사량의 관측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대기의 광학적 특성을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

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관측된 태양 일사량의 데이터베이스(National

1) 연구자료

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Sengupta

AWS(G1~3)에서 관측된 2018년도 기상 자료를 이용하

사량을 지역별, 계절별로 분석하여 고 집광 태양에너지

km 정도 내륙방향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Solar Radiation Data Base)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 연

et al., 2018).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관측된 일

이용시스템 설치 최적지 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 있다(Jo and Kang, 2006).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년 동안 태안반도의 자동기

본 연구에서는 태안반도 부근에 위치한 총 3개의

였으며, 관측 지역은 Fig. 1과 같다. G3는 G1, G2와 약 30
G1과 G2는 태안반도 최 외곽 해안에서 수 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각 AWS에서 운용되는 기상 관측 장비와 관측 정밀

상관측시스템(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및 라디

도는 Table 1과 같다(Vaisala, 2002; 2004; 2018a; 2018b). 라

시할 수 있는 청명일의 기상 관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기온, 기압, 상대습도의 연직 기상 자료는 대기 모델 생

오존데(Radiosonde; RS)에서 관측된 구름의 영향을 무
를 만들고, 이를 MODTRAN 6의 표준대기모델과 비교
하여 가장 유사한 표준대기모델을 채택하여 법선면 직
달일사량을 계산하는 개선된 수치모사기법을 구축하
였다. 구축된 수치모사기법에서 계산된 법선면 직달일

디오존데는 G1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측된

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되었다. 라디오존

데 자료는 2018년 365일 중 160일 관측이 수행되었으며,
총 관측 횟수는 291번이다. 라디오존데 관측은 기상 상

황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주로 오전 11시경에 평균 85

Fig. 1. Geographical location of Taean observation sites. (a) The observation area in Korean peninsula, (b) the
magnified observation area in Ta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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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weather observation instruments

Parameter

Unit

Location

Instrument model

Pressure (P)

hPa

G1(RS)

Visibility (VIS)

km

Temperature (T)

°C

Relative humidity (RH)
Wind Speed (WSS)

Accuracy

RS-41, Vaisala

3 ~ 1100

± 1.0

G2

PWD22M, Vaisala

0.01 ~ 20

G3

CL31M, Vaisala

0 ~ 7500

G1(RS)

%

Cloud Base Height (HCB)

Range

RS-41, Vaisala
RS-41, Vaisala

G1(RS)

m/s

G2

km

WAA151, Vaisala

-95 ~ 60
0 ~ 100

0.4 ~ 60

± 0.4
± 4.0
± 3.0

± 0.17
± 5.0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pyranometer (LP02, Hukseflux) used in this study
Parameter

Specification

Spectral Range (µm)

0.285 ~ 3 (20% Transmission Points)

Field of View (deg)

Spectral Selectivity (%)

180

< ±5 (0.35 – 1.5 µm)

Measurement Range (W/m )
Non-stability (%)

0 – 2,000

2

< ±1 (change per year)

Non-linearity (%)

< ±1 (100 – 1,000 W/m2)

Tilt Response (%)

< ±2 (0 – 90° at 1,000 W/m2)

Directional Response (W/m2)

< ±25

Temperature Response (%)

< ±3 (-10 – +40°C)

분 동안 관측이 수행되었으며, 하루에 최대 5회까지 추
가 관측이 수행된 날도 포함되어 있다. 보통 지상에서

상공 15~20 km의 영역까지 관측이 수행되었으며, 1회
관측 시 고도 별 자료 수는 약 100~600개이다.

지상관측자료는 AWS를 통하여 일정한 시간간격으

로 상시 관측되었다. G2의 지상관측자료 중 풍속(Wind
Speed)과 시정거리(Visibility)는 대기 투과율 계산을 위

한 MODTRAN 6의 입력자료로 이용되었으며, 관측자

파장 적외선(< 3 µm) 영역에서 전천의 태양 일사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기기의 상세한 사양은 Table 2와 같다
(Hukseflux, 2017).

2) 연구방법
(1) 일사량 관측

전천일사계는 시야각 180도에서의 일사량을 측정함

으로써 수평면 전천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료는 매 10분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HI)을 얻을 수 있다. GHI는 법선면 직달일사량(Direct

용하여 구름의 유무를 파악하고, 일사량 분석 대상 일

Horizontal Irradiance; DHI)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관

G3의 운고계(Ceilometer)로 관측된 운저 고도 자료를 이
자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고공 및 지상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Normal Irradiance; DNI)과 수평면 산란일사량(Diffuse

계는 식 (1)과 같다(Reno et al., 2012).

GHI = DHI + DNI × cos(z)

MODTRAN 6을 통해 태양의 일사량을 계산할 수 있

Fig. 2는 법선면 직달일사량 및 수평면 산란일사량의

으며, 실제 일사량 관측치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중 청명일 93일에 대한 일

사량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MODTRAN 6 직달일

사량 계산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G2에서는

전천일사계(Pyranometer)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별 일

(1)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법선면 직달일사량은 태양으
로부터 직접 입사하여 태양 방향과 수직하는 평면에 도

달하는 일사량을 의미한다(Reno et al., 2012). 전천일사
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일사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

사량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관측되어 총 144회 관측치

제 전천일사계에서 관측되는 직달일사량의 성분은 법

로 이루어져 있다. 전천일사계를 통해 근적외선 및 단

선면 직달일사량에서 천정거리(z)를 보정한 수평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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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a) the Direct Normal Irradiance (DNI) and (b) the 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DHI).

달일사량(DNI × cos(z))이 된다. 태양복사에너지의 일

국기후표(2011)에 따르면 태안반도 주변 지역(서산시)
에서 1981년부터 2010년동안의 전운량이 2.4 이하인 맑

부는 지구대기를 통과하면서 전 방향으로 산란되며 그

은 날은 1년 중 23.5%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선별된

중 지구 방향으로 들어오는 성분이 수평면 산란일사량

태안 지역의 맑은 날은 25.4%에 해당하여 각각의 맑은

으로 전천일사계를 통해 관측된다. 구름의 영향이 없는

청명(Clear Sky; CS)일의 경우 수평면 산란일사량은 수

날이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면 전천일사량의 약 10~20%를 차지한다(Reindl et al.,

청명일(93일) 중 라디오존데 관측이 수행된 날은 모

두 47일이며, 해당 시간의 관측자료가 없거나 적합하

1990).

지 않은 경우 가까운 주변 시간대의 관측자료를 선택

연중 청명일을 결정하기 위한 구름 관측 데이터로 전

하였다. 또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일의 대

천일사계 주변 관측소 G3의 운고계 관측자료를 이용하

표 라디오존데 관측자료로 선택하였다. Table 3은 선별

였다. 일조시간 중 운고계 관측 자료에서 구름이 감지

된 시간이 120분 이내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명일을

된 맑은 날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며, 라디오존데와 일

선별하였으며, 2018년 중 총 93일에 해당하는 관측자료

사계의 관측 날짜가 다른 경우 괄호 안에 대체된 라디

가 청명일로 선별되어 연구에 이용되었다. 기상청의 한

오존데의 관측일을 명시하였다.

Month

Table 3. List of clear-sky days in 2018
Date

1

6(8), 13(12), 15

3

2, 6, 9, 10(9), 11(9), 12(14), 14, 22, 23, 27, 30(29), 31(29)

2
4
5
6
7
8
9

10
11

12

1, 2, 7, 8, 13, 17(19), 25(26), 26

9, 15(16), 17(16), 18, 19, 20(19), 21(23), 25, 27, 28(27)
4(3), 9(10), 14(17), 23, 24(23), 26(25), 28(29)
12, 20

Days
3
8

12
10

7
2

15(16), 16, 17, 18, 19, 20, 21(20), 23, 24, 28(25), 29(31), 31

12

1(8/31), 4, 5, 8(7), 9(10), 12, 22(21), 24(21), 29(27), 30(10/2)

10

1, 2, 3(2), 4(2), 6(9), 8(9), 15(14), 17(16), 22

3(2), 7(10), 12(11), 13(15), 17, 19(18), 20(22), 21(22), 24
1, 2, 3(2), 10, 13, 14, 20, 26, 30
19, 23(20)

Total

9
9
9
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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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TRAN에서의 태양 일사량 계산

만약 Iλ(0)의 복사강도를 가지는 단일파장(λ)의 광선

이 균일한 대기를 s만큼 통과하여 Iλ(s)의 복사강도를 가

지게 되었을 때, 복사 투과율 Tλ는 Beer-Bougure-Lambert
law에 따라 식 (2)와 같이 정의된다(Liou, 2002).
Tλ = Iλ(s) = e-k u
Iλ(0)
λ

(2)

었으며 특히 25 km까지는 1 km 간격으로 층이 구성되
어 있다(Stotts and Schroeder, 2019). 표준대기모델의 각

층마다 기온, 기압, 상대습도 및 가스 대기 조성에 대한
대표치가 할당되어 있다. 라디오존데의 측정치가 없는
오존,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 대기 조성의 경우 관
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선택된 표준대기모델에 내장

식 (2)에서 kλ는 파장 λ에서의 질량소산계수(mass

extinction cross section)이며 대기 조성 및 에어로졸 등의
영향을 받는 대기 흡수 특성을 나타낸다. u는 광선의 경

된 연직 가스 구성비를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모델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라디오존데 관측치
와 표준대기모델의 수치에 대한 규격화 잔차 평균

(Normalized Residual Mean; NRM)을 구하였다. 변수 A

로 거리(path length)를 의미하며, 태양 일사량의 경우,

에 대한 규격화 잔차 평균(NRMA)은 고도에 따른 A의

태양 광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광선의 경로 거리에서
지구의 대기층을 모두 통과하기 때문에, 복사 투과율을

본값 AMOD와 라디오존데 관측값 ARS을 식 (3)에 대입하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직 대기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여 구할 수 있다.

하다(Halthore et al., 1997).

변화를 나타낸 N개의 값에 대하여, 표준대기모델의 기

본 연구에서는 MODTRAN 6에서 연직 대기 환경 정

보를 적용하여 파장 별 대기 투과율 및 직달일사량을 계

산하였으며, Fig. 3은 MODTRAN 6에서의 일사량 계산
과정을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온(T), 기압(P), 상대습도(RH)의 라디오존데 연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과 가장 유사한 표준대기모
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표준대기모델의 연직 대

기환경 자료는 MODTRAN 6의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MODTRAN 6에서 제공하는 표준대기모델은 지역의

계절 및 위도별로 구분되며 중위도/겨울(MdLt Win), 중

|

1
AMOD (i) – ARS (i)
NRMA = N ∑Ni=1
ARS (i)

|

(3)

해안 지역의 에어로졸 특성을 수치 모사하기 위해

MODTRAN 6에 서 제 공 하 는 제 공 되 는 NAM(Navy
Maritime) 에어로졸 모델을 이용하였다(Gathman, 1983).
NAM은 해풍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 에어로졸의 유입

및 육지 에어로졸 분포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으며, G2
AWS에서 관측된 시정거리(VIS), 풍속(WSS) 및 하루 평

균 풍속을 입력 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구름 및 강수
의 경우, 청명일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에
어로졸 모델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기질량계수(Air

위도/여름(MdLt Sum), 냉대/겨울(SbAr Win), 냉대/여

Mass)는 1에서부터 1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수치가 클

의 총 6가지의 모델을 제공한다. 각 표준대기모델은 지

Schroeder, 2019). 전천일사계가 설치된 G2는 남쪽을 해

름(SbAr Sum), 1976년 표준대기(1976 Std), 열대(Tropical)
상에서 상공 100 km까지의 대기를 32개의 층으로 나누

수록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Stotts and

안으로 두고 있고 태양은 북반구에서 일조시간동안 주

Fig. 3. The diagram of the DNI calculation process with MODTR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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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 example of (a) the calculated transmittance and (b) the extraterrestrial
(TOA) and terrestrial(H1) solar irradiance from MODTRAN 6.

로 남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간격은 20 cm-1으로 설정하였다. 대기 통과 전 일사량

미국해양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

일사량(H1)을 파장별로 계산할 수 있으며, Fig. 4(b)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기질량계수를 1로 고정하였다.

stration)의 태양위치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관측 시각 및

(TOA)에 대기 투과율을 적용하면 지구 대기를 통과한

TOA 및 H1의 파장 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최종적

일자와 관측지점의 위·경도, 고도에 따른 태양의 천정

으로 H1을 파장에 따라 적분하여 해당 관측 시각에서

6의 입력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MODTRAN 6에서는

따르면 721.5 W/m2이 된다.

거리를 계산하여(Reda and Andreas, 2004) MODTRAN

의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수치 모사하였으며 Fig. 4(b)에

지구 공전 궤도에 따라 달라지는 일사량 변화를 고려하

여 대기권 밖 일사량(Extraterrestrial solar irradiance; ITOA)

3. 결과

을 파장별로 계산하였다.

MODTRAN 6의 LBLRTM(Line-By-Line Radiative

Transfer Model)을 통해 단위 파장 별 에너지 흡수 혹은
방출에 따른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Berk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연직 대기 환경정보, 지상의 기상

Fig. 5는 2018년 1월 8일에 해당하는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와 MODTRAN 6 표준대기모델 값을 기온, 기압,

상대습도에 대해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5(a)

정보 및 태양 위치를 고려하여 해당 일사량의 광선 경로

와 (b)는 각각 기온과 기압에 해당하며 표준대기모델과

거리에 대응하는 파장 별 대기 투과율을 계산하였으며,

관측된 연직 기상자료의 일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Fig. 4(a)는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계산 파

장 범위는 전천일사계 관측 범위와 동일한 0.285∼3 µm
이다. MODTRAN 6은 주파수 단위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 주파수 범위는 3333~35088 cm , 계산 주파
-1

Fig. 5(c)의 상대습도는 전반적으로 MODTRAN 6의 표

준대기모델과는 낮은 일치성을 보였다. 이는 지리적 영
향과 계절 및 일별 날씨 영향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
는 상대습도를 위도, 계절별로 기후적 대표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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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s of the vertical profiles of the MODTRAN 6 standard model and measurements ((a) Temperature, (b) Pressure,
(c) Relative Humidity) from radiosondes used in this study.

한 대기복사모델의 표준대기모델과의 일치 판단 요인

관측자료 중 약 43%의 경우 기온과 기압으로부터 결정

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표

된 표준대기모델이 서로 달랐으며, 7, 8월의 경우 표준

준대기모델 선택 시 상대습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기모델이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를 통해 결정된 표준대기모델의 월별 분포는 Table

은 10월 13일로 대표 일자를 정하였고, 해당 일자에 대

여름은 열대(Tropical)에 주로 분포하며, 봄·가을의 경우

산 결과를 Fig. 6 및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 6은 각 계

청명일로 선별된 93일의 기온 및 기압의 연직 관측

4와 같다. 대략적으로, 겨울은 중위도 겨울(MdLt Win),
에는 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76년 표준대기(1976

Std), 기압을 기준을 했을 때는 1976 표준대기(1976 Std)
와 중위도 여름(MdLt Sum)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계절별로 겨울은 1월 6일, 여름은 8월 2일, 봄·가을

한 MODTRAN 입력 변수의 값을 Table 5에, 일사량 계

절별 대표일자에 해당하는 일사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수평면 전천일사량(GHI)와 수평면 직달일사량
(DNI × cos(z)) 그리고 두 값의 차이(Difference)가 시간

Table 4. Distribution of the estimated standard atmospheric models in 2018
Month
1
2
3
4

SbAr
Win

MdLt
Win

1

6

1

1
4

5

1976
Std
1
6

7
8
9

11

12

1
3

SbAr
Sum

4

6

10

T

8

1

MdLt
Sum

1
2
1
3

Tropical

SbAr
Win

MdLt
Win

1976
Std

5

2

2
1

3
1

1

1
6
2

P

SbAr
Sum

3
1

9
7
4

7

3
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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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t
Sum

Tropical

8

2

7
1
9

4
4
3

3
7

1
5

Total

7
3

6
2
9
7
7
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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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put parameters for the DNI simulation at January 6, August 2, and October 13, 2018

Date (Pyranometer)

Date (Radiosonde)

Atmospheric model

Mean Visibility (km)

Mean Wind speed (m/sec)

8/2

8/2

17.77 ± 1.85

1.77 ± 1.14

10/13

10/15

Tropical (T)
Tropical (P)

16.82 ± 1.48

1.11 ± 0.82

1/6

1/8

MdLt Win. (T)
MdLt Win. (P)

18.15 ± 1.45

1976 Std. (T)
MdLt Sum. (P)

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겨울과 여름

2.79 ± 1.12

델간 계산된 일사량의 차이는 정오 부근에서 20.78

을 대표하는 Fig. 6(a)와 (b)의 경우 관측된 기온과 기압

W/m2로 약 3%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그래프의 경향성

에 따라 선택된 표준대기모델이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

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에 그래프 상에서는 구별없이 단선으로 표현하였다.

봄·가을로 대표되는 Fig. 6(c)의 경우, 관측된 기온과 기
압에 따라 선택된 표준대기모델은 각각 1976 표준대기

와 중위도 여름 모델로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두 모

수직면 전천일사량과 수평면 직달일사량의 차이를
표준대기모델과 마찬가지로 규격화 잔차 평균으로 계
산할 수 있으며, 일조 시간에 해당하는 일사량 데이터

에 대한 일간 NRM(E)를 구할 수 있다. 식 (1)에 따르면

Fig. 6. Measurements(GHI), simulations(DHI) and differences of solar irradiances with time of day in (a)
January 6, (b) August 2, (c) October 13, 2018.
Table 6. Results of the DNI simulation at January 6, August 2, and October 13, 2018

Date

Meridian altitude (deg)

duration of sunshine (h)

max. GHI (W/m2)

8/2

70.81

11.33

940

1/6

10/13

30.76
45.60

9.67

14.00

568
780

– 419 –

max. DNI * cos(z) (W/m2)
561.93
679.35

629.93(T)
624.99(P)

NRM (E)
0.17
0.21

0.18(T)
0.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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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면 직달일사량이 정확할 경우, NRM(E)은 일 평균
수평면 산란일사량이 전천일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평균 NRM(E)는 기온의 경우

0.28, 기압의 경우 0.32으로 계산되었으며, 청명일의 경

로 계산된다. Fig. 7은 각 관측일의 NRM(E)에 대한 히스

우 수평면 산란일사량이 전천일사량에서 차지하는 비

기압으로부터 결정된 표준대기모델을 일사량 계산에

나왔다. 이는 직달일사량의 계산 오차이거나 태안지역

토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Fig. 7(a)와 (b)는 각각 기온과

율이 보통 0.1~0.2 수준인 것과 비교하자면 값이 높게

Fig. 7. Frequency distributions of NRM(E) for (a) the model by temperatures and (b) the model by
pressures.

Fig. 8. Annual NRM variations of (a) temperature, (b) pressure, (c) relative humidity, (d) solar irradiance
in 2018. Blue line represents the value by the moving average method, respectively.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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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기 특성에 의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Fig 4의 각 표
준대기모델의 기온, 기압의 연직 분포선에 따르면, 기압
의 경우 기온에 비해 모델에 따른 프로파일의 차이가 크

에 대한 분산 기반 전역 민감도 분석(Thomassen et al.,
2018)을 수행한 결과 입력 변수의 불확도에 의해 야기
된 직달일사량의 불확도는 44.07 W/m2으로 계산되었

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디오존데 관측 오차 등을 생각

으며, 이는 관측된 일사량 629.97 W/m2의 7%에 해당하

해보았을 때, 기온의 프로파일을 통해 표준대기모델을

는 값이다. 입력 변수의 민감도는 시정거리의 경우

결정하는 것이 기압에 비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기온이 기압보다 더 작은 NRM(E) 값을 가

지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Fig. 8는 기온, 기압 및 상대습도의 표준대기모델과

관측자료의 NRM과 일사량에 대한 NRM(E)을 연중 시

0.9999, 풍속은 0.0055로 계산되었다. 민감도가 1에 가까
울수록 상대적인 영향이 큰 것이며, 이 경우에는 풍속

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정거리의 민
감도가 크다. 즉, 시정거리의 관측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직달일사량의 계산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음

간에 따라 나타낸 시계열 변화이다. 그래프의 중간 부

을 의미한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 또한 오차의 원인이 될 수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온과 산란

디오존데를 발사한 후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동쪽 방

일사량이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해당 지역의

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내륙의 정

대기 특성을 모델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긴 계산의

보가 편향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자료에 영

분은 1년 중 여름에 해당하는데, 일사량의 NRM(E)은
보이고 있으며, 이는 Fig. 6의 일사량 그래프의 비교를

오차일 수 있다. 습도의 경우 여름 부근에서는 NRM이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구역에서 1에 가까운 높은 NRM

라디오존데 운용 장소(G1) 및 일사계 운용장소(G5)
있다. G1과 G5는 약 800 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특히 라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실제 관측환경에서의 상대

5. 결론

습도가 표준대기모델의 상대습도와 매우 다른 프로파
일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반도 지역의 3개의 지상관측소

및 라디오존데를 통해 관측된 2018년 기상 자료를 기반

4. 토의

으로 하여 최초로 연간 청명일에 대한 표준대기모델을

MODTRAN 6에 설정된 위도별, 계절별로 대표되는

6가지 표준대기모델만으로는 한반도 서해에 위치해 대

기 변화가 빈번한 태안반도의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기

결정하였다. 태안반도의 대기는 계절별로 겨울은 중위

도 겨울(MdLt Win), 여름은 열대(Tropical), 봄·가을의 경
우 1976 표준대기(1976 Std)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된 표준대기모델의 연직 기상 환

어려우며, 환절기인 봄·가을의 경우 기온 및 기압의 관

경 자료 및 지상 관측 자료, 태양 위치를 MODTRAN 6

측으로 결정된 표준대기모델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에 입력하여 청명일에 대한 대기의 투과율 및 직달일사

가 약 43% 있었다. 또한 계절에 따른 NRM(E)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사량 및 계산 오차에 대한 분석
을 통해 NRM(E)로부터 대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량을 수치모사하였으며, 실제 관측한 전천일사량과 비
교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다. 일사량의 규격화 잔차 평

균은 기온에 의한 대기표준모델을 적용한 경우 0.28, 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겨울의 경우 타 계절에 비해 청명

압의 경우 0.32로 나타났으며,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일의 관측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확

로 갈수록 일사량 규격화 잔차 평균이 커지는 경향을 확

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할 수 있었다.

실제 관측 값이 그대로 입력되는 시정거리(Visibility)

와 풍속(Wind Speed)의 경우 각각 15%, 0.17 m/s 의 불확
2

도를 가진다. 2월 1일 12시 48분에 해당하는 일사량 값

본 연구를 통해 일사량 수치모사 및 일사계 관측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고, 태안반도에 대한 MODTRAN
6의 표준대기모델과 구별되는 대기 특성의 일부를 확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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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tmosphere, 26(3): 357-372 (in Korean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기 특성을 고려하여 태안반
도에 최적화된 대기모델을 구성하여 표준대기모델의
대체제로 활용한다면, 비교 원격탐사 및 비행체 탐지 등

with English abstract).

Choi, Y., Y. Kim, M. Kim, M. Park, S. Min, Y.-A.
Kwon, and M.-K. Kim, 2018. The Determination

에 널리 활용되어온 적외선 영역에서의 대기 투과율을

of Detailed Climate Classification and Future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Proj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High-

resolution Grid Climate Data and Trewartha

Climate Classification, Journal of Climate Research,

사사

13(4): 247-26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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