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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 기상데이터를 활용한순환신경망기반태양광발전량 예측 시스템을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1) 기상정보 수집

기, 2)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 3) 순환신경망 예측모델, 4) 태양광 발전량 GUI로 구성된다. 기상정보 수집기는 최근 24시간에

대한 기상정보를 수집한다.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전달받은 기상정보와 태양광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저장한다. 순환신경망

예측모델은 최근 24시간의 기상 데이터와 발전량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향후 6시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

다. 태양광발전량 GUI는 발전량 예측결과를 시각화하여보여준다. 제안하는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평균 92%의 정확도로 6시간 이후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했다.

Ⅰ. 서 론

최근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관

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전력 공급자와 소비

자간실시간정보교환을통해전력공급의안정화및전력소비의합리화

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에서 핵심기

술 중 하나가 발전량 예측기술이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량 예측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1]. 그러나 여러가지 발전방법 중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은햇빛, 바람, 미

세먼지, 기온 등의 다양한 기상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태양광발전량예측은도전적인 기술이

슈로고려되어 왔다[2][3]. 본 논문에서는최근다양한시계열데이터분석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순환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발전량 예

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전 24시간 동안의 기상정보

(수집시간, 일사량, 습도, 강수량, 풍속, 기온, 미세먼지)를 수집한다. 그리

고 수집한 기상정보를 순환신경망 예측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향후 6시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다. 제안하는 발전량 예측 시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시

스템은 평균 93%의 정확도(R2 결정계수)로 6시간 후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Ⅱ. 본 론

제안하는시스템은 1) 기상정보수집기, 2)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 3) 순

환신경망 예측모델, 4) 태양광 발전량 GUI로 구성된다. 기상정보 수집기

는 농촌진흥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기상정보(일사량, 습도, 강수

량, 풍속, 기온,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전달

한다. 그림 1은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구조를보여준다. 기상정

보 데이터베이스는 전달받은 기상정보와 태양광 발전량을 수집시간과 함

께 저장한다. 순환신경망 예측모델은 DB로부터 불러온 최근 24시간 동안

의 기상정보, 발전량, 수집시간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이후 6시

간에대한발전량을결과값으로도출한다. 그림 2는 태양광발전량 GUI를

보여준다. 태양광 발전량 GUI는 날짜별, 시간별로 태양광 발전량의 실측

값, 예측값, 예측 정확도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그림 1.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

그림 2. 태양광 발전량 GUI



월 데이터 출처 태양광 발전시설 위치

1~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3~4

5~6

자체 생산 서울특별시 동작구
7~8

9~10

11~12

Number of input layer 8

Number of hidden layer 4

Number of LSTM units 200

Learning rate 0.001

Batch size 20

Loss function Mean Absolute Error (MAE)

Optimizer Adam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 월 평균

0.92 0.95 0.94 0.88 0.92 0.94 0.93

제안하는시스템의 성능을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수집된 1시간간격의 발전량데이터와 기

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1은 실험에서 사용된 월별 발전량 데이터 정

보를 보여준다.

표 1. 월별 발전량 데이터 정보

5월~12월의 발전량 데이터는 자체생산 데이터이며, 서울동작구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태양광 발전시설에서수집되었다. 1~4월의 발전량 데이

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이며, 진도에 위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수집되었고, 자체 생산한 발전량 데이터와의 용량 차이를 고려

하여 발전량 스케일이 더 작게 조정되었다. 기상데이터는 앞서 언급된 농

촌진흥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데이터를 사

용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70%는 훈련용 데이터로, 나머지 30%는

성능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했다.

순환신경망 예측모델은 이전 24시간의 시간별 기상정보와 태양광 발전

량을입력받고, 이후 6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결과값으로도출하는 Long

Short-Term Memory(LSTM) 모델로 정의했다. 그리고, 월별 발전량 패

턴의 차이를 고려하여 1~2월, 2~3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의 발

전량예측모델을 각각훈련시켰다. 표2는 실험에서 사용된 발전량예측모

델의 하이퍼파라미터를 보여준다.

표 2. 발전량 예측모델 하이퍼파라미터

실험결과, 태양광 발전량 예측 시스템은 평균 93%의 예측 정확도(R2 결

정계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

월~12월의 발전량 예측모델이 각각 92%, 95%, 94%, 88%, 92%, 94%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표 3은 월별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요약하여 보여

준다.

표 3. 월별 발전량 예측 정확도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상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순환신경망 기반의 태양광 발

전량 예측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1) 기상정보 수집기, 2)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 3) 순환신경망 예측모델, 4) 태양광 발전량 GUI

로 구성된다. 기상정보 수집기는 농촌진흥청·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최

근 24시간의 시대별기상정보를수집한다.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는수집

된 기상정보, 태양광 발전량, 수집시간을 저장한다. 순환신경망 예측모델

은최근 24시간 동안의 기상정보, 발전량 정보, 수집시간정보를입력값으

로 사용하여, 향후 6시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량 GUI는 발전량 예측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발전량 데

이터 및기상 데이터를사용하여실험을수행했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발

전량 예측 시스템은 평균 93%의 높은 정확도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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