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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forecast performance of solar rad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solar 

radiation data provided by the UASIBS-KIER model of KIER with the solar radiation forecast 

data generated by the GFS model of the NCEP. In this study, the spatial and temporal 

downscaling of the GFS model, a cumulative solar radiation forecast model per 3 hours units, 

was conducted to measure forecast performance. First, in the case of spatial downscaling, 

K-means clustering of solar radiation values corresponding to all latitude and longitude values 

of the Korean Peninsula was performed, and seven clusters were formed. Second, in the case of 

temporal downscaling, the cumulative solar radiation forecast value over 3 h was converted to 

the cumulative solar radiation value over 1 h. To measure the downscaling performance, the 

downscaling results of the cumulative  forecast over 1 h of the GFS model were compared with 

the observed solar radiation values of the UASIBS-KIER model. We performed downscaling by 

using the same average ratio as the cumulative value over 3 h. In addition, we performed 

downscaling by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mulative value over 1 h by the 

UASIBS-KIER  model. Based on the rRMSE and rMAE, the use of the correlation was found to 

be more efficient that the use of the same average ratio.  

Keywords: 수평면전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상세화(Downscaling),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보간법(Interpolation), 상관관계(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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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7년도에 개발한 UASIBS-KIER (University of Arizona Solar Irradiance Based on 

Satellite-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모델을 통해 1km 공간 해상도에 대한 수평면 전일사량을 천리안 

위성 영상 기반 태양자원지도의 형태로 제공한다. GFS (Global Forecast System)은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 생성한 일기예보 모델로, 2019년 SW 업데이트를 통해 예측력이 강화되었

다. GFS 모델은 3시간 단위의 누적 일사량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값을 1시간 단위 누적 일사량으로 상세화 

시키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Fiseha (2012)1)는 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이용하여 기온을 상세화 했으며, Lee (2014)2)

는 비매개변수 방법을 이용하여 일단위 강수량을 시간단위로 상세화 하였다. 그리고 Gutiérrez (2004)3)는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상세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시간 단위 누적 일사량 예보 모형인 GFS 모델의 공간적 상세화 및 시간적 상세화를 실시한

다. 공간적 상세화의 경우 모든 위 ․ 경도 값에 해당하는 일사량 값을 한반도의 영역별 클러스터링을 실시하고, 

시간적 상세화의 경우에는 3시간 단위 누적 일사량 예보 데이터 값을 1시간 단위 누적 예보 일사량 값으로 변환

한다. 이 때, 상세화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GFS 모델의 1시간 누적 예보 일사량으로 상세화 한 결과를 

UASIBS-KIER 모델의 관측 일사량 값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의 상세화 성능이 좋은지 정확도를 평가한다. 

2. GFS 모델의 공간적 상세화

2.1 사용된 데이터 

제공된 GFS 모델 데이터에서 동북아시아 전역까지를 포함한 17,113개의 위 ․ 경도 자료에서 한반도 지역에 

해당하는 189개의 위 ․ 경도 데이터를 이용한다. 자료는 UTC 시간 기준 으로 격자에서 예보시점부터 0시간, 3

시간 그리고 192시간까지의 3시간 단위 누적 일사량 예보 값이다. 관측자료의 기간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29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서는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까지의 예측 일사

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K-means 방법을 사용한다.

2.2  K-means를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최적의 군집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인 실루엣(Silhouettte) 결과는 Fig. 1과 같다. 실루엣 결과로 얻어진 최적의 

군집 개수는 2개지만, 한반도 일사량 군집이 단순하게 나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번째로 높은 값인 7개로 군

집 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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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lhouett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Table 1은 3시간 단위 누적 일사량 예보의 위 ․ 경도 데이터를 이용해 군집화를 한 다음 군집별로 지역 분포 및 

일사량 관측 지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Distribution of Regions by Clusters

Cluster Region Number

1 Seoul / Gyeonggi-do 37

2  Gangwon-do / Chungcheongbuk-do 14

3 Chungcheongnam-do 28

4 Gyeongsangbuk-do 30

5 Jeollabuk-do 23

6 Jeollanam-do / Jeju Island 26

7 Gyeongsangnam-do 31

3. GFS 모델의 시간적 상세화

3.1 사용된 데이터

GFS 예보 모델 데이터는 0시간부터 3시간, 0시간부터 6시간으로 누적되어있는 일사량을 3시간 단위로 차분

하였다. UASIBS-KIER 모델의 자료는 해상도를 GFS 모델과 맞춘 다음 한반도 지역의 189개의 위 ․ 경도에 해

당하는 1시간 누적 일사량 값을 사용하였다. 

3.2 Downscaling (상세화)

첫 번째 방법은 3시간 단위로 얻어진 일사량에서 한 시간 누적된 일사량을 계산하기 위해 평균을 적용한다. 

시점과  시점의 차이에 대해 같은 가중치를 두고  ,   시점이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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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GFS 3시간 누적 예보 모델을 상세화하기 위해 참값에 해당하는 UASIBS-KIER 모델 기반의 

1시간 누적 일사량과 GFS 모델의 3시간 누적 예보 일사량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상세화를 한다. 

UASIBS-KIER 모델의 3시간 누적 일사량 대비 1시간 누적 일사량에 해당하는  ,   그리고  의 상대

적인 비율을 계산한다. GFS 모델의 3시간 누적 예보 일사량 값에 계산한 비율을 각 시점의 가중치로 두었다.

3.3 Downscaling (상세화) 결과 및  정확도 비교

189개의 좌표 중 하나인 위도 33.25, 경도 126.25 좌표의 2018년 2월 19일 12 UTC (21 KST)에 생산된 모델

의 3시간 누적 예보 일사량 값을  1시간 누적 예보 일사량으로 상세화한 결과다. Fig. 2는 평균 방법을 이용하였

고, Fig. 3은 상관관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의 상세화 성능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rRMSE (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측도와 rMAE (relative Mean Absolute Error)측도를 이용한다. Table 2는 상세화 결과에 대한 rRMSE

Fig. 2 The Graph of Downscaling Result using Average Method ( )

Fig. 3 The Graph of Downscaling Result using Correlation Meth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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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MAE를 나타낸 결과다.

Table 2 Comparison of rRMSE and rMAE between Methods

(1) Use of Average (2) Use of Ratio

rRMSE 0.2461 0.2332

rMAE 0.1312 0.1150

Table 3은 군집별 rRMSE와 rMAE 값을 나타낸 결과다. 앞선 군집화에서 형성된 7개의 군집에 대해서 같은 

방법을 적용해 상세화 성능을 평가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rRMSE and rMAE between Methods by Clusters 

Cluster
rRMSE rMAE

(1) Use of Average (2) Use of Ratio (1) Use of Average (2) Use of Ratio

1 0.2447 0.2311 0.1304 0.1141

2 0.2517 0.2383 0.1347 0.1183

3 0.2366 0.2244 0.1264 0.1107

4 0.2430 0.2302 0.1301 0.1144

5 0.2555 0.2447 0.1364 0.1200

6 0.2379 0.2244 0.1261 0.1102

7 0.2387 0.2260 0.1261 0.1104

4. 결 론

위의 Table 2와 Table 3을 통해 평균으로 상세화한 방법과 비율을 이용하여 상세화한 방법의 정확도를 비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rRMSE와 rMAE를 확인한 결과  3시간 누적 일사량의 비율을 고려한 방법이 평균을 이용한 상세화보다 

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군집별로 rRMSE와 rMAE를 비교한 결과 모든 군집에서 상관관계 방법 중 3시간 누적 일사량의 비율을 

고려한 방법이 평균을 이용한 상세화보다 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향후 상세화에 있어서 Linear interpolation뿐 아니라 Polynomial interpolation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세

화를 하거나 더 나아가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 SVM (Support Vector 

Machine) 방법을 사용한다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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