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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에 따른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 화

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원에 비해 고갈의 우려가 없고, 부지 선정의 제약이 크지 않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들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모델 내부

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예측 모델의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고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최근 주목을 받는 설명 가

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면, 예측 모델의 결과 도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어 모델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ong Short-Term Memory(LSTM)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에서 어떻게 예측값이 도출되

었는지를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HAP)을 통하여 설명하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법을 제안

한다.

1. 서론

교토의정서보다 더욱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조약인 파리협정의 효력이 2021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였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

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1].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의 다양한 배출원 중 에너지 부문과의 연관

성이 가장 크다[2].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87%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

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

의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의 경우 핵

분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능의 위험이 크고, 핵폐

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3].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고갈의 염려가 없고, 부지 선

정의 제약성이 크지 않는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4]. 이러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 모델이

필수적이다[5].

과거에는 이동 평균, 회귀 분석 방법 등과 같은

통계적 기법 기반의 예측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법과 딥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좋은 예측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6]. 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딥러

닝 기반의 모델의 경우, 모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

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예측모델을 통

해 생성된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모델을 완전히 신뢰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명 가능한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7].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사용자가 인공지능 모

델의 학습 과정과 예측 결과를 해석하여 출력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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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

한다[8].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였는

지를 해석할 수 있다면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Long Short-Term Memory(LSTM)을 사용하

여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에서 어떻게 예측 값이 도

출되었는지를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SHAP)을 통하여 설명하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

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

터 셋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에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

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 기반의 예측 모델과 제

안한 기법의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으로 본 논문의 끝

을 맺는다.

2.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을 학습하

기 위해 시간, 기상 데이터를 고려하였다. 태양광 발

전량은 태양광 패널의 표면에 입사하는 일사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태양광 패널에 입사 가능한

일사량의 최대치는 시간 데이터의 영향을 받으며,

실제로 태양광 패널에 도달하는 일사량은 다양한 기

상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다.

시간 데이터는 월, 일, 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다. 시간 데이터를 1차원의 데이터 형태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시간의 주기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9].

따라서 주기함수를 통하여 2차원 데이터로 변환해준

후 2차원 데이터를 입력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의 동네 예보에서 제공하는

일 평균 기온, 일 최저 기온, 일 최고 기온, 기온, 습

도, 풍속, 강수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1은 전체

입력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입력 변수

Month_X Month_Y
Day_X Day_Y
Hour_X Hour_Y
Average_Temperature Low_Temperature
High_Temperature Temperature
Humidity Wind_Speed
Precipitation

<표 1> 예측 모델의 입력변수 목록

3. 모델 구성

3.1. LSTM

Recurrent Neural Network(RNN) 모델은 은닉층

의 결과가 같은 은닉층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순환적

구조로 되어 있어 시간적 순서를 가진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모델이다[10]. 하지만, RNN 모델은 시

퀀스가 길어질수록 과거의 정보가 다음 단계로 잘 이

루어지지 않아 학습 가중치가 사라져버리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 LSTM은 이러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모델이다[11].

LSTM은 RNN과 동일하게 같은 네트워크를 반

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Cell state를 추가로 가

지고 있어 중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다음

state에 넘기며 장기기억을 보존한다. LSTM 모델은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3개의 gate

구조를 거쳐서 Cell state에 정보를 저장한다.

Forget gate에서는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하고,

Input gate에서는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Output gate에서는 출력값을 결정한다.

3.2. SHAP

SHAP은 각각의 입력변수에 대한 SHAP value를

계산함으로써 입력 변수와 모델의 결과값 사이의 관

계를 분석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이다[12].

SHAP value는 기계학습 모델의 조건부 기댓값 함수

에 대한 섀플리 값으로 정의된다. 섀플리 값은 게임

이론에서 게임의 참여자 간 협조로 얻어진 모든 이득

으로부터 참여자들의 기여분에 따라 배분되는 값을

의미한다.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예측 모델의 결과에

대한 변수 하나의 기여도를 모든 가능한 변수 조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한 값을 의미한다. SHAP은 각

각의 입력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과 크기까지 확인

할 수 있어서 SHAP을 사용하여 모델을 분석하면 각

각의 입력변수의 값이 변할 때 예측값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인

천, 부산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2018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단위로 수집된 태

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2는 각각의 장

소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적인 분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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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

평균 244.88 225.17

표준편차 374.29 343.14

첨도 0.59 0.36

왜도 1.39 1.34

최소값 0 0

최대값 1479.6 1274.4

관측 데이터 수 17520 17520

<표 2>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통계적 분석

4.1. 모델 정확도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기

계학습 모델들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훈련용, 2019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사

용하였다.

기계학습 기법은 Linear Regression(LR), Decision

Tree(DT), Support Vector Machine(SVM), Random

Forest(RF), Gradient Boosting Machine(GBM),

Adaptive Boosting(AdaBoost), MultiLayer

Perceptron(MLP)으로 총 7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예측

정확도로는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예

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표 3, 4와 같다.

모델 인천 부산

LR 158.57 139.28

DT 96.71 71.33

SVM 101.56 88.02

RF 73.29 56.35

GBM 82.90 70.18

AdaBoost 98.53 107.49

MLP 90.25 78.30

Proposed
Model

67.33 53.45

<표 3> 각 데이터에 관한 MAE 비교

인천 부산

LR 200.17 177.87

DT 203.48 162.55

SVM 151.92 122.81

RF 153.40 118.20

GBM 144.29 119.80

AdaBoost 170.60 166.21

MLP 146.76 122.78

Proposed
Model 127.79 99.72

<표 4> 각 데이터에 관한 RMSE 비교

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한 모델의

MAE나 RMSE 수치가 다른 기계학습 모델과 비교

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4.2. 모델 해석

그림 1, 2는 입력변수들의 SHAP value 값이 표

시된 분포도이며, SHAP value의 절대값이 높은 순

으로 나열되어 있다. 점의 색은 각 입력 변수의 값

이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며, 중앙선을 기점으로

왼쪽의 점은 예측값이 낮아지는데, 오른쪽은 예측값

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입력변수의 SHAP value 분포도(인천)

(그림 2) 입력변수의 SHAP value 분포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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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2 모두에서 Hour_X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시 데이터와

기온 데이터가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중요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STM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과거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의 영

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STM 모델을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고 SHAP을 통하여 설명하는 설명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데

이터 셋으로는 인천과 부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의 1시간 단위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과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제안한 LSTM 기반의 예측 모델의 성능이 가장 뛰

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해석기법 중 하나인 SHAP를 통

해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한 각 입력변수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한 각 입력

변수에 대하여 SHAP Value 등을 계산하고 SHAP

Value 들로부터 입력 특징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

를 분석한 결과 시 데이터와 기온 데이터가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보다 국내 데이

터뿐만 호주, 독일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수집된 태

양광 발전량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을 진행할 계획

이다. 해외의 기상조건에서는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기상 조건별로 데이

터를 군집화 한 뒤 군집별 예측 모델을 구성하고 데

이터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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