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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wavelength 400–700 nm) is the spectral range of solar 

radiation used by plants for photosynthesis. It is necessary to use PAR data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surface vegetation growth, light energy–chemical energy conversion process, and terrestrial 

carbon cycle. In this study, a direct normal irradiance (DNI) spectroradiometer installed at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was used to observe direct insolation over the whole wavelength ranges 

including PAR. The variabilities in solar radiation and wavelength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solar 

zenith angle and the clearness index (an indicator of atmospheric turbidity), were analyzed using 

data collected during June–October, 2020. As the optical path increased, PAR DNI—having a short 

wavelength—showed greater attenuation than the near-infrared radiation (NIR). Additionally, an 

increase in the clearness index under the same optical path increased the PAR DNI relatively more. 

These results mean that the attenuation effect of atmospheric constituents under optical path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wavelength range. Based on the empirical model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observation data in Daejeon, the PAR DNI estimation model using DNI in the entire 

wavelength range were developed and evaluated. Although it was a short analysis period, each 

model showed an R2 of 90% or more, and the model with the clearness index, an indicator of 

atmospheric conditions, presented higher estimation accuracy. We expect that further data collection 

will enhance the accuracy of the model despite seasonal variability. Thus, this research will 

encourage broader applications of the model in other regions.

Keywords: 수평면전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광합성유효복사(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청천지수(Clear index), 태양천정각(Solar zenith angle), 경험추정모
델(Empirical esti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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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Broadband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W m-2]

 : Broadband Direct Normal Irradiance [W m-2]

 : Broadband 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W m-2]

 :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nce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W m-2]

 :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nce Direct Normal Irradiance [W m-2]

  : Near-Infrared Direct Normal Irradiance [W m-2]

 : 태양천정각

 : 수평면전일사량에 대한 청천지수

 : 법선면 직달일사량에 대한 청천지수

 : 위도

 : 태양적위

 : 시간각

 : PAR 영역에 대한 청천지수

 : 청천에서의 PAR 투과율

  : 청천에서의 PAR 법선면직달일사량

 : 대기외상한에서의 수평면전일사량

 : PAR 영역에서의 대기외상한 값

1. 서 론

태양복사 중 가시광선(Visible radiation; 400 ~ 700 nm)은 식물 광합성과 관련된 파장 범위로 광합성유효복

사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이후, PAR)로 표현한다. PAR 일사량은 지표식생 성장, 빛에너지-화

학에너지 전환과정, 육상탄소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저탄소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에 맞게 태양광, 풍력 등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태양광패널이 많이 설

치되고 있고 대부분 실리콘 태양광패널로 400 ~ 1100 nm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패널 파장 범위에 광합성유효

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전일사량 중 산란일사량보다 직달일사량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태양광패널을 통한 전

력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PAR의 직달일사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PAR 일사량을 관측

할 수 있는 지상관측 지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관측 지점을 확보하고 운영 중인 법선면직달일사량을 

이용한 PAR 일사량 추정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PAR는 구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는 파장이 짧은 PAR가 산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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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관측량은 순간값이고, 복사관측값은 관측시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구름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할 때 복사

량과의 매칭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1). 또한 PAR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에서 대기 중의 에어로졸에 영향

을 받는다. 그래서 구름과 에어로졸에 의한 영향을 모의하는 것이 PAR를 추정하는데 필수적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수평면전일사량을 기반으로 대기 중 구름, 수증기, 에어로졸, 미량 기체 등이 지표

에 도달하는 일사량에 미치는 감쇄효과를 반영한 경험모델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간단한 방

법으로 수평면전일사량(이후,  )과 PAR 수평면전일사(이후  )의 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에서 

를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값의 비율은 대기 상태와 시공간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 따라서 해

당 지역의 대기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상, 기후학적인 인자들과 일사량의 관계를 지표로 정의한 청천지수2-5)를 

PAR 일사량 추정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Hu et al.5)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중국 지역에 대해서 PAR 추

정 경험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모델의 추정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

에서 동시에 관측된 법선면직달일사량과 PAR 일사량을 이용하여, Hu et al.5)에서 제시한 다양한 경험모델 방

법을 적용 및 검증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연구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관측된  , 법선면 직달일사량(이후 

 ), PAR 법선면 직달일사량(이후  ) 값을 기반으로 하였다.   (285 ~ 2800 nm)는 CM11 pyranometer 

복사계(Kipp & Zonen),   (200 ~ 4000 nm)는 CHP1 pyrheliometer 복사계(Kipp & Zonen)를 통해 관측되

었다. 는 MS711-DNI (EKO)를 통해 관측되었으며, 전체 파장 범위 300 ~ 1100 nm, 0.4 nm 간격의 파

장해상도로 파장별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측정하고, 가시광 영역에 해당하는 값을 적산하여 PAR 일사량으로 산

출하였다. 모든 관측값은 1분 간격으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10분 평균값(W m-2)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

간은 2020년 6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총 120일의 관측값이 사용되었으며, 자료 전체에서 무작위 선별한 

70%로 경험모델을 개발하고 나머지 30%로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품질 관리 기준은 Kim et 

al.6)에서 제시한 아래의 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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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고도(m)이며, 는 태양-지구간 거리가 보정된 대기외상한 복사량, 는 태양천정각, Closr=100×

(×cos+- )/로 확률로 나타나는 폐색오차(Closure error)이다. 조건 1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에서 관측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얻어진 주변지형에 의한 가림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낮은 태양

고도에서 표면에 반사되거나 가림현상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7).

  또한 자료 품질 관리를 실시하였다.  , 와 동일한 장소에서 관측된 자료이므로, 앞서 언급한 

Kim et al.6)의 조건 1을 사용하여 이 75도보다 큰 경우의 관측값은 제외하였다. 또한 는 안에 포함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 보다 작아야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와 를 사용한 추정모델이 

분석되었고, Hu et al.5)에서는 /의 값을 0.29 ~ 0.62 범위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기간 동

안 관측값의 산포도를 확인해본 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값들이 0.2에서 0.6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대기외상한 은 의 39%에 해당하는데8,9), 대기를 통과하며 산란과 흡수가 파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므로 이 값에서 ±20%를 적용하여 0.2≤ /  ≤0.6에 해당하는 값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기간이 다소 제한적이나, 법선면직달일사량과 PAR 일사량을 동시에 관측하는 지점의 희소성 

및 짧은 기간에 대한 경험모델 구성 가능성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2.2 PAR 추정모델

선행연구들에서는 ⁄  와 기상요소를 동시에 적용한 경험모델이 정확한 PAR 추정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2,4,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값은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경험모델 방법론은 Hu and 

Wang4)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Hu et al.5)에서 이를 검증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에서 를 추정하

였지만, 특히 이 연구는 를 추정하는 모델로 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가장 간단한 모델(MODEL-A)은 ⁄  관계를 이용하여 개발되었고, 다음 식(1)과 같다.

MODEL-A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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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회귀계수이고, 분석된 지역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 비는 수증기와 구름에 따라 증가하고, 에어로졸과 태양천정각()에 따라 감소한다5,10,11). 이

러한 결과는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대기광학경로 상에 존재하는 수증기량, 구름, 에어로졸에 의한 흡수, 산

란, 투과되는 정도가 파장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전체 파장영역 일사량보

다 가시광영역(PAR)에서 수증기, 구름에 의한 감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에어로졸, 대

기광학경로 길이에 의한 감쇄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천지수 는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하

며 산란과 흡수과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2,3). 그래서 MODEL-B에선 MODEL-A와는 

달리 태양복사 중 직달 성분에 대한 청천지수 를 새롭게 정의하여 대기에서의 산란과 흡수과정을 나타내어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MODEL-B는 다음 식(2)와 같다.

MODEL-B : 
 ∙

  ∙
   (2)

a, b, c는 회귀계수다. 그리고 와 는 다음 식(3), (4)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4)

는 대기외상한 전천복사량을 나타내며, 지구와 태양사이의 기하학 관계 등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12). 

이 중 은 PAR 영역의의 대기외상한 값으로, 의 약 39%를 나타낸다8). 대기외상한 값은 다음 식(5)과 

같다.


 




sinsin




sin

 coscoscos




 (5)

는 의 대기외상한 값으로 4.1796  이다. 는 태양궤도보정인자고, 는 위도, δ는 태양적

위, 는 시간각이다.

자외선을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자외선 영역의 청천지수 를 사용하여 정확성 향상을 제시한 

바 있다13,14). 이와 유사하게 Hu and Wang4)에서도 PAR 영역의 청천지수 를 PAR 추정모델에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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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 도달하는 PAR 일사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의 비는 시공간적 변동성

이 아주 커, 이를 이용한 MODEL-A와 MODEL-B는 각 관측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차원의 매개변수는 지역적인 특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다음모델(MODEL-C)에서는 무차원의 매개

변수인 와 태양복사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직접적인 광학경로길이인 상대광학대기질량(relative optical 

airmass; m)을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다음 식(6)과 같다.

MODEL-C : 
 ∙ 

 ∙  (6)

a, b, c는 회귀계수다. 상대광학공기질량(relative optical airmass, m)은 태양복사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직

접적인 광학경로길이로 정의된다. m은 Kasten and Young15)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다음 식(7)과 같다.

m=1⁄[cos+0.050572  
 ] (7)

식(6)에서의 는 식(8)과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계산된 을 통해서 를 추정할 

수 있다.






(8)

지표면에 도달하는 는 에어로졸이나 구름과 같은 많은 감쇄요인에 의해서 세기가 감소한다. 

MODEL-D는 맑은 날씨에서의 모든 감쇄효과를 정량화하여 나타낸 청천에서의 PAR 투과율   (식

(10))과 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를 사용하여 를 추정할 수 있고, 다음 식(9)과 같다.

MODEL-D : 
 ∙ 

 ∙

 (9)





 

(10)

a, b, c는 회귀계수다. 식(10)에서  는 맑은 날씨에서 관측된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 값이

고, m의 함수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Hu et al.5)에 따라 가 0.7을 기준으로 그보다 클 때를 맑은 날씨

로 정의하였다. 맑은 날씨의 관측값 중에서 70%가  의 경험모델 개발에, 나머지 30%로 모델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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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Fig. 1은 m 값의 변화에 다른 지표에 도달하는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m이 증가함에 따

라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와 m의 함수로 구성하였다.

각 모델들의 회귀계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Estimation model parameters generated from KIER 10-min measured data

a b c

MODEL-A 0.39

MODEL-B 0.41 -23.61 1.50

MODEL-C 0.93 0.88 0.08

MODEL-D 0.97 0.90 0.02

Fig. 1 The relation between 


 and relative optical airmass under clear sky conditions (red points) and for all sky 

conditions (black points)

3. 결과 및 토의

3.1 대전에서의 PAR 변동성

Fig. 2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관측한 6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와 사이의 관계성 및 

와 태양천정각(), 와의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a에서는 와 사이의 slope가 0.39

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 =0.39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8). 이 값을 중심으

로 대기에서 흡수, 산란의 파장별 차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와 의 변화는 

과 구름에 의해 발생한다. 이 커짐에 따라서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하는 광학경로가 길어진다. 태양복사

의 에어로졸에 의한 감쇄효과는 파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16). 이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a)

에서는 광학경로에 따른 와 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Fig. 3(b)에서 보면 태양광학경로가 길

어지면서(cos이 작아지면서) 근적외선 법선면 직달일사량(이후,   )의 비는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대

기광학경로가 길어져도(태양천정각 증가), 가시광 영역보다 긴 파장 범위인 근적외 영역의 대기 투과도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며(Fig. 3(b)), 이 결과는 대기광학경로에 따른 파장별 일사량의 흡수, 산란, 투과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남을 관측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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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ation between 


 and (a) 


, (b) 

 and (c) 



Fig. 3 The relation between 

 and (a) 





, (b) 






3.2 PAR 추정 모델 결과

각 경험모델들의 추정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측값과 추정값의 관계를 Fig. 4에 나타내고, 자세한 통계값

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 MODEL-A는 두 일사량의 비율만 적용된 간단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0.98의  

로 높은 추정정확성을 보여준다. 이는 Hu et al.5)에서도 간단한 회귀식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 유사하

다. 하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서 Mean Bias Error (MBE)에서 낮은 정확성을 보이는데, 대기상태를 나타내는 지

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상태 지표는 공간, 계절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의 대전지역 그리고 짧은 분석 기간으로 인해 그 정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Table 2 Statistical estimators of each empirical models

slope yintercept 
 RMSE (rRMSE) MBE (rMBE)

MODEL-A 0.98 1.32 0.983
17.474

(15.31%)

-1.029

(-0.90%)

MODEL-B 0.98 2.74 0.982
17.533

(15.17%)

0.462

(0.40%)

MODEL-C 0.98 2.75 0.983
17.314

(15.01%)

0.212

(0.18%)

MODEL-D 0.98 2.51 0.983
17.425

(15.11%)

0.19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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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estimated 


 using (a) MODEL-A, (b) MODEL-B, (c) MODEL-C and (d) 

MODEL-D. Dashed line is one to one line and blue line is regression line

MODEL-B는 구름, 에어로졸, 수증기 등의 모든 대기감쇄효과가 포함되어있는 청천지수 가 적용되어 

MODEL-A보다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BE의 향상을 보였다. MODEL-C에서는 MODEL-B

보다   , RMSE, MBE 모두 향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MODEL-D에서는 다른 3개의 모델에 비해서 MBE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Hu et al.5)과 비교해 볼 때 추정정확성의 향상이 낮은데 이는 m의 함수로 구성된 

   추정모델에서의 문제로 판단된다. 즉, 경험모델의 특성상 장기간 자료로부터 분석된 기후학적 적

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지역에서의 개발된 경험모델 방법론이 한국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향후 장기간의 자료가 확보되

면 법선면직달일사량, 대기상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PAR 일사량 추정 모델의 성능을 향상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4. 결 론

대전지역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관측된 파장별 법선면 직달복사와 법선면 전직달일사의 관계

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관측된 을 가지고 을 추정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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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방법론에 이를 변형해 법선면 직달복사를 이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MODEL-A와 같은 단순 상수로 모수화를 하는 방법보다 대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쇄효과를 나타내

는 를 고려하였을 때, 더 좋은 설명성을 나타내었다. 보다 긴 기간의 자료가 확보되면 더 많은 효과를 고려

한 모델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뚜렷하게 발견될 것이다. 

또한 Hu et al.5)에선 MODEL-C와 MODEL-D가 사용한 무차원의 매개변수가 타지역에서의 사용가능성

을 확인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무차원의 매개변수(, m,  )가 지역적인 기후 변동

성을 제거하여 다른 기후를 가지는 타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향후 이

뤄질 연구에서는 타지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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