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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irradiance is a major meteorological factor affecting solar energy generation. In this study, 

we develop a short-term solar irradiance forecasting model with a high time resolution to 

accurately predict the amount of solar energy generated and apply it to the real-time energy 

trade market. Two types of irradiance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and Direct Normal 

Irradiance) data observed at Daejeon, South Korea, are predicted using two time series analysis 

models (the ARIMA model, which does not consider seasonality, and SARIMA model which 

considers seasonality), which we compared to determine the model that is better suited to 

performing predictions. Comparing the prediction errors from 15 to 120 minutes, using RMSE 

and nRMSE as evaluation indices, GHI was better predicted using the ARIMA model from 15 

to 75 minutes, while the SARIMA model performed better from 90 to 120 minutes. For DNI, the 

ARIMA model showed higher accuracy than the SARIMA model during the entire prediction 

period.

Keywords: 일사량(Solar irradiance),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SARIMA(Seasonal ARIMA), 초단시간 일사량 예보(Short-term 
solar irradiance forecasting)

1. 서 론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2, No. 6, 2022106

과 생산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중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2012년 2.7%에서 2020년 

33.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1). 태양광 발전에는 다양한 기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일사량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이다. 즉, 태양광 발전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일사량 예측이 중요하다.

정확한 일사량 및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관련 선행 연구로 

Suh et al. (2018)2)은 ARIMA, ARIMAX, seaonal ARIMA 등의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광주와 청주 

지역의 일사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는 예보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Kim (2017)3)은 일사량 외 기상변수들과 

대기권 밖 일사량 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모델 및 ARIMA, ARIMAX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한 서울의 일

사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는 예보 모델을 구축하였다. El Alani et al. (2021)4)은 모로코의 하늘 영상 데이터

와 일사량, 기상 변수를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MLP (Multilayer Perceptron)을 결합한 

CNN-MLP모델에 적용하여 향후 15분 일사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Lee et al. (2019)5)과 Jung et al. (2022)6)은 

seasinal ARIMA, VAR, ARIMA 등의 시계열 분석기법과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보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상세화 된 시간해상도의 일사량을 예측하기 위해 초단시간 일사량 선행예보 모

델을 일사량만을 이용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대전 지점에서 15분 단위로 관측된 두 종류의 일사량[수평면 전일

사량(이하 GHI), 법선면 직달일사량(이하 DNI)] 데이터에 대해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ARIMA 모델과 계절

성을 고려한 SARIMA 모델이라는 두 가지 시계열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향후 15분부터 2시간 까지의 일사량을 

예측하고, 어느 모델의 예측 정확성이 더 우수한지 비교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계열 분석 모델

(1) ARIMA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은 과거의 관측값과 오차, 차분 절차를 이용하

여 현재의 시계열 값을 설명하는 모델로, auto-regressive (AR) 모델, moving average (MA) 모델을 동시에 포

함한다. 시계열 가 AR 모델의 차수 p, MA 모델의 차수 q와 차분 차수 d를 갖는   과정을 따

르며 평균 를 가질 때, 모델식은 식(1)의 형태로 표현된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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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AR 모델의 차수로, t 시점의 시계열 값에 (t-1),…,(t-p) 시점의 시계열 값이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d : 차분을 의미하며, t 시점의 시계열 값에 (t-d) 시점의 시계열 값을 빼서 정상 시계열로 만들어준다.

q : MA 모델의 차수로, t 시점의 시계열 값에 (t-1),…,(t-q) 시점의 연속적인 오차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는 각각 AR, MA 모델에 대한 다항식이고 는 후진연산자(Back shift operator)이며 d는 

시계열 의 차분 차수이다. 시계열 자료에 대한 ARIMA 모델의 적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상성

(Stationarity)에 대해 검정한다. 정상성이란 시계열의 평균이나 분산 등, 확률적인 성질들이 시간의 흐름에 영

향을 받지 않는(time-invariant) 것을 의미한다. 만약 비정상적일 경우, 변수변환 혹은 차분을 통해 정상성을 만

족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분자기상

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 등의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잠정 모델의 AICc 

(Correcte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통계량 등을 산출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델의 모수 p, d, 

q를 결정한다. 결정된 모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통계적 진단 방법으로는 잔차의 ACF와 PACF를 계산하여 잔

차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잔차 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모델을 예측 모델로 하여 미래의 

시계열 값을 예측한다.

(2) SARIMA (Seasonal ARIMA)

SARIMA (Seasonal ARIMA)모델은 ARIMA 모델에 계절성과 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이며, 시계열을 구

성하는 구성성분들이 확률적이거나 다른 성분들과 상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계열 가 계절주기 

S를 갖는     과정을 따를 때 식(2)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2)

여기서, B는 후진연산자이고  와 는 각각 p차, q차 차수를 가지는 비계절적 AR, MA 모델에 대한 다

항식이며,  
와  

는 각각 P차, Q차 차수를 갖는 계절적 AR, MA 연산자, d와 D는 각각 비계절적 

및 계절적 차분 차수를 의미한다. 

SARIMA 모델을 통한 시계열 자료의 예측은 ARIMA 모델의 절차와 비슷하나, 시계열 자료의 계절성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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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과 계절성 존재 여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

고, 존재한다면 비계절적 및 계절 차분을 통해 비정상성과 계절성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ACF와 PACF 그래프, 

AICc 통계량 등을 통해 비계절적 차수 p, q와 계절적 차수 P, Q를 선택하여 잠정 모델을 결정하는 모델 식별단

계이다. 세 번째로, 모델의 계수를 정확히 추정하고 잔차 분석 등을 통해 추정된 잠정 모델의 통계적 적합성을 

판단한다.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식별 단계로 돌아가 다른 잠정 모델을 선택하여 

모델의 계수 추정 및 적합성 검정을 반복한다. 위 단계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모델을 통해 시계열 자료

의 예측값을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분을 위하여 ARIMA 모델은 비계절적 모델로, SARIMA 모델은 계절적 모델로 정의한다.

3. 일사량 예보모델 구축 실험

대전지점 일사량 예보모델 구축을 위해 2019년 1월 21일 18:45 ~ 2021년 12월 31일 23:45, 약 3년간의 1분 

단위로 관측된 일사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에 결측치 대체를 진행하였으

며, 결측 시점을 기준으로 1분 전후 관측치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1분 전후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선

형보간을 이용하여 결측치 대체를 진행했다.

최종 데이터를 구성한 이후에는 2019년 1월 21일 18:45 ~ 2020년 12월 31일 23:45 데이터를 모델 구축

(training) 용도로, 2021년 1월 1일 00:00 ~ 2021년 12월 31일 23:45 데이터를 모델 평가(test) 용도로 구분했

다. 다음 Fig. 1은 GHI에 대해 모델 구축과 모델 평가 용도로 구분한 그림이다.

Fig. 1 Overview of training and test data set for solar irradiance data (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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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한 일사량 예보모델

(1) 시계열 기법을 이용한 GHI 예보모델

본 연구에서는 ARIMA (p, d, q) 모델에서의 p, d, q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모델 적합 판별 척도인 

AICc를 사용하였다. AICc (Correcte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7)는 기존 AIC에 모수의 개수로 패널티

를 준 척도이며, 낮을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SARIMA 모델 또한 ARIMA 방식과 마찬가지

로 AICc를 이용하여 모델의 차수를 결정하였다. Table 1은 AICc 척도를 이용하여 GHI에 대해 시계열 모델 차

수를 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wo time series models for GHI

GHI Time series analysis model

ARIMA ARIMA(4, 1, 2)

SARIMA SARIMA(1, 0, 2)(0, 1, 0)96

Table 1에서 채택된 ARIMA와 SARIMA 모델을 이용해서 GHI에 대해 15분부터 2시간까지의 일사량을 예

측하였다.

다음 Fig. 2과 Fig. 3는 모델 평가(test) 기간 중 일부인 2021년 1월 1일 00:00 ~ 2021년 1월 3일 23:45의 실제 

GHI 값과 각각 ARIMA 모델과 SARIMA모델을 이용한 15분, 30분, 60분, 120분 예측 GHI 값을 나타낸 그림

이다. 실선이 관측값이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점선이 각각 채택된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GHI

의 향후 15분, 30분, 60분, 120분 선행예보값이다. 모든 선행예보 구간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잘 맞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예보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의 일사량 최대값을 과대추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actual

forecast 15min

forecast 30min

forecast 60min

forecast 120min

Unit: W/㎡

Fig. 2 The actual value and predicted value of GHI for 15, 30, 60, 120 minutes using ARIM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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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forecast 15min

forecast 30min

forecast 60min

forecast 120min

Unit: W/㎡

Fig. 3 The actual value and predicted value of GHI for 15, 30, 60, 120 minutes using SARIMA model

(2) 시계열 기법을 이용한 DNI 예보모델

DNI도 GHI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시계열 모델에 대해 AICc를 이용하여 차수를 결정하였다. Table 2는 

AICc척도를 이용하여 DNI에 대해 시계열 모델 차수를 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Two time series models for DNI

DNI Time series analysis model

ARIMA ARIMA(5, 0, 0)

SARIMA SARIMA(3, 0, 5)(0, 1, 0)96

Table 2에서 채택된 SARIMA 모델을 이용해서 두 종류의 일사량에 대해 15분부터 2시간까지의 일사량을 예

측하였다.

다음 Fig. 4과 Fig. 5는 모델 평가(test) 기간 중 일부인 2021년 1월 1일 00:00 ~ 2021년 1월 3일 23:45의 실제 

DNI 값과 각각 ARIMA 모델과 SARIMA모델을 이용한 15분, 30분, 60분, 120분 예측 DNII 값을 나타낸 그림

이다. 실선이 관측값이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점선이 각각 채택된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DNI

의 향후 15분, 30분, 60분, 120분 선행예보값이다. 모든 선행예보 구간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잘 맞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SARIMA 모델을 이용한 선행예보 모델에서 일사량 값의 과대추정 및 과소추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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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ctual value and predicted value of DNI for 15, 30, 60, 120 minutes using ARIM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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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ctual value and predicted value of DNI for 15, 30, 60, 120 minutes using SARIMA model

3.2 ARIMA 모델과 SARIMA 모델을 이용한 일사량 예보모델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ARIMA와 SARIMA 모델을 이용한 일사량 예보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예측 오차 척

도로 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nRMSE (Normalized Root Mean Squre Error)를 이용하였다.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도 불리는 RMSE는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다룰 때 흔히 사용하는 측도이며, nRMSE

는 RMSE를 관측값의 (최댓값-최솟값) 혹은 평균값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표준화한 지표이다. 두 지표 모

두 추정값과 관측값의 차이로 정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수치가 작은 모델이 실제 관측값을 더 정확하게 추정

하는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RMSE 도출 시 RMSE를 관측값의 (최댓값-최솟값)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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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후 100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음 Table 3은 ARIMA와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평가 구간(2021년 1월 1일 00:00 ~ 2021년 12월 

31일 23:45)의 GHI를 예측했을 때의 예측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GHI의 예측에 있어 향후 15분 ~ 75분까지의 

예측은 ARIMA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일사량 선행예보 모델의 nRMSE가 6% ~ 10%로, 8% ~ 11%인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일사량 선행예보 모델보다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90분 ~ 120분까지의 예측은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선행예보 모델의 nRMSE가 10% ~ 

11%로 ARIMA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일사량 선행예보 모델의 nRMSE 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Comparing prediction errors of GHI with two time series models

ARIMA model SARIMA model

RMSE (Unit: W/m2) nRMSE (Unit: %) RMSE (Unit: W/m2) nRMSE (Unit: %)

Forecast 15 min 81.95 6.25 105.17 8.02

Forecast 30 min 95.80 7.30 116.19 8.86

Forecast 45 min 108.22 8.25 124.12 9.46

Forecast 60 min 118.94 9.07 128.79 9.82

Forecast 75 min 130.08 9.91 133.53 10.18

Forecast 90 min 141.72 10.80 138.05 10.52

Forecast 105 min 153.28 11.68 142.23 10.84

Forecast 120 min 164.14 12.51 145.51 11.09

다음 Table 4는 ARIMA와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평가 구간(2021년 1월 1일 00:00 ~ 2021년 12월 

31일 23:45)의 DNI를 예측했을 때의 예측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DNI의 예측에 있어서는 향후 15분 ~ 120분 

까지의 전 선행예보 구간에서 ARIMA 모델을 이용한 일사량 선행예보모델이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

한 일사량 선행예보모델이 더 낮은 예측 오차를 보여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Table 4 Comparing prediction errors of DNI with two time series models

ARIMA model SARIMA model

RMSE (Unit: W/m2) nRMSE (Unit: %) RMSE (Unit: W/m2) nRMSE (Unit: %)

Forecast 15 min 101.70 10.32 130.01 13.20

Forecast 30 min 118.91 12.07 149.12 15.14

Forecast 45 min 132.75 13.48 163.43 16.59

Forecast 60 min 142.98 14.52 172.93 17.56

Forecast 75 min 152.22 15.45 181.88 18.46

Forecast 90 min 161.31 16.38 190.00 19.29

Forecast 105 min 169.86 17.24 197.62 20.06

Forecast 120 min 177.70 18.04 204.24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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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점의 두 종류의 일사량 관측 데이터(GHI, DNI)에 대해 ARIMA와 SARIMA 모델이라

는 두 개의 시계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RMSE와 nRMSE 측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GHI의 

예측에 적합한 모델은 향후 예보 시간 별로 달랐으며, DNI 예측의 경우 전 선행예보 구간에서 ARIMA를 이용

한 선행예보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로 외생변수를 추가한 다양한 시계열 모델 적용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기온, 습도, 운량 등 일

사량 외 기상 변수를 사용한 ARIMAX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Exogenous Model) 모델

과 SARIMAX (Seasonal ARIMAX)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일사량 선행예보 모델이 외생변수를 추가하지 않

은 본 연구의 모델보다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사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기상변

수만을 외생변수로 사용해야 예측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간결함의 원칙을 만족하는 모델을 구축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 지점에서 관측된 일사량 외 기상 변수와 일사량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높은 상관

관계에 있는 변수를 사용한 ARIMAX 모델과 SARIMAX 시계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3년보다 더 긴 기간의 일사량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일사량의 주기성 및 계절

성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실제 관측치에 더 근접한 예측값을 얻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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