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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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 data are used in various fields of 

research, such as that focusing on surface vegetation growth, the light energy–chemical energy 

conversion process, and the terrestrial carbon cycl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variability 

between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GHI) and PAR according to the solar zenith angle, the 

clearness index, using GHI and PAR observations from 2016 to 2020 at Anmyeondo Flux 

Tower of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We confirm that the PAR decreases and the 

variability of the ratio of PAR to GHI increases as the atmospheric optical path increases. We 

also confirmed that the PAR increased and the ratio of PAR and GHI decreased as the clearness 

index increased. Using the results of these relationships and prior studies, we develop and 

evaluate empirical models that estimate PAR from GHI. The R2 representing the estimation 

accuracy of the model was 0.988 to 0.996, indicating very high accuracy. With these results, the 

observation data from the KFRI’s Wando, Pyeongchang, and Samcheok Flux Towers during the 

same period showed that R2 was very high at 0.977 ~ 0.988, confirming its transferability in 

other regions. Despite the high R2, the Mean Bias Error (MBE) for each site was shown to be 

different. To solve this problem, a model with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was developed 

to apply regional conditions for each site, and showed similar R2 to prior models with less MB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policy references such as attracting 

solar power complexes by drawing up a seasonal map of the Korean peninsula of PAR with 

solar radiation data observed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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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GHI : Global Horizontal Irradiance [W m-2]

PAR :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nce [W m-2]

 : 태양천정각

 : 수평면전일사량에 대한 청천지수

 : 위도

 : 태양적위

 : 시간각

 : PAR 영역에 대한 청천지수

 : 청천에서의 PAR 투과율

 : 청천에서의 PAR

 : 대기외상한에서의 수평면전일사량

 : PAR 영역에서의 대기외상한 값

RH : 상대습도

T : 기온

1. 서 론

태양복사에서 400 ~ 700 nm의 파장범위는 식물광합성에 사용되고, 광합성유효복사 Photosynthetically Active 

Ratiation (이후, PAR)라고 한다. 육상탄소순환, 빛에너지-화학에너지 전환과정, 지표식생 성장과 같은 식물광

합성과 관련된 분야에서 PAR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최근 저탄소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에 

맞게 태양광, 풍력 등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태양광 연구개발에 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그 기대가 큰 상황에서, 태양광패널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설치

된 태양광패널의 소재는 대부분 실리콘으로 400 ~ 1100 nm에서 작동하고, 광합성유효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차 생산량과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증가에 따라 태양광패널을 통한 전력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PAR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PAR 지상관측지점이 제한적이기에, 다수의 관측 지점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관측중인 수평면전일사량을 이용한 PAR를 추정하는 모델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수평면전일사량에서 짧은 파장인 PAR는 산란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구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Caldo et al.1)에 따르면, 복사관측값은 일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인데 반해 전운량은 순간값이므로,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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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 변동성이 클 때 복사량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PAR는 에어로졸에도 영향을 받는다2). 그

러므로 PAR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름과 에어로졸의 영향을 모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수평면전일사량(Global Horizontal Irradiance, 이후 GHI)을 기반으로 지표면 PAR 

일사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증기, 구름, 미량기체, 에어로졸 등의 감쇄효과를 반영한 경험모델이 제시되었다. 

PAR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GHI와 PAR의 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

에 GHI에서 PAR를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GHI와 PAR의 비는 대기상태에 따라 달라져, 시공간적인 변동성

이 크게 나타난다3). 따라서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할 때 에어로졸과 가스, 구름의 복합적인 감쇄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청천지수2-5)를 PAR 추정모델에 적용하여 PAR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Hu et al.2)에서는 한

국과 인접한 중국의 북동부에서 PAR를 추정하기 위해 기상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

한 방법으로 PAR 추정 경험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추정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산림

과학원이 운영하는 플럭스 타워에서 동시에 관측된 GHI와 PAR를 이용하여, Hu et al.2)에서 제시한 다양한 경

험모델 방법을 적용 및 검증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연구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면도(S1), 완도(S2), 평창(S3), 삼척(S4) 4곳의 

플럭스타워에서 관측된 GHI, PAR, 상대습도(이후, RH), 기온(이후, T)값을 기반으로 하였고, 해당 지점 분포

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측소의 자세한 위경도 및 높이는 Table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GHI (300 ~  

2800 nm)는 CNR4 net radiometer 복사계(Kipp & Zonen), PAR(410 ~ 655 nm)는 SQ-100 quantum sensor 

(Appoge), RH와 T는 HMP155 온습도계(Vaisala)를 통해 관측되었다. 관측값의 단위는 GHI가 에너지플럭스

밀도단위   이고, PAR는 광합성 유효 광량자속 밀도단위      로 산출되는데 편의를 위해 

PAR 관측값에 4.55를 나눠 에너지플럭스밀도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6,7). 모든 관측값은 30초마다 관측되

고, 30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년의 관측값

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자료의 품질 관리 기준은 GHI는 Hu et al.2)에서 제시한 아래의 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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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3번 조건의 경우, GHI와 PAR는 대기외상한에서의 값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2번 조건은 아

주 흐린 날씨에서의 최소값보다 낮은 값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PAR/GHI의 값의 범위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2,8,9). 

추가적으로 개발된 PAR 추정모델을 이용하여 PAR 한반도 지도를 그리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60개의 

종관기상관측소(ASOS)에서 관측된 시간 평균 수평면전일사량과 상대습도, 온도 관측값을 사용하였다.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observation sites

Table 1 Geophysical information of observation sites

Station Latitude (°N) Longitude (°E) Height (m)

Anmyeondo (S1) 36.57 126.32 28

Wando (S2) 34.31 126.75 10

Pyeongchang (S3) 37.48 128.52 1187

Samcheok (S4) 37.22 129.30 283

2.2 PAR 추정모델

앞선 연구들에서는 PAR를 추정하는데 있어 PAR/GHI의 비와 기상요소를 모두 사용할 때 보다 정확하게 추

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3-5). 그리고 이 두 요소는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 지역별 분석이 선행될 필요

가 있다. 시공간적인 변화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경험모델 방법론은 Hu and Wang5)에 의해 제

안되었으며, Hu et al.2)에서 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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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A는 가장 간단한 모델으로, 단순히 PAR와 GHI간 비를 이용하였다.

MODEL-A :   ∙ (1) 

a는 회귀계수로, 분석된 지역과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PAR와 GHI의 비는 태양천정각()과 에어로졸에 따라 감소하고, 수증기와 구름에 따라 

증가한다2,10,11). 해당 결과는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할 때 수증기, 구름,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흡수, 투과되는 

정도가 파장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청천지수 를 사용하면 산란과 흡수과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4). MODEL-B는 를 사용하여 대기에서의 산란과 흡수과정을 나타내 PAR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MODEL-B :   ∙ ∙
  (2)

a, b, c는 회귀계수다. 그리고 청천지수 는 아래 식(3)과 같다. 






(3)

는 대기외상한 수평면전일사량으로, 태양과 지구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로 식(4)로 계산할 수 있다12). 이 

중 은 PAR 영역의의 대기외상한 값으로, 의 약 39%다13).

  



sinsin





 coscoscos



 (4)

는 태양상수로 1367   이다. 는 태양궤도보정인자고, 는 위도, δ는 태양적위, 는 시간각

이다.

자외선을 추정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정확성 향상을 위해 자외선 영역의 청천지수인 를 사용하였다14,15). 

유사한 방법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PAR 일사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PAR 영역의 청천지수 를 사용하여 

정확성 향상을 확인하였다. MODEL-C는 와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하는 직접적인 광학경로인 상대광학

대기질량(relative optical airmass; m)을 사용해서 나타냈다. PAR와 GHI와의 비는 시공간적 변동성이 커, 이

를 이용한 앞의 두 추정모델은 각 관측소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 Hu et al.2)에서 와 m과 같은 무차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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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는 지역적인 기후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MODEL-C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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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적인 광학경로길이로 정의된다. m은 Kasten and Young16)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다음 식(6)과 같다.

m=1⁄[cos+0.050572 
  ] (6)

식(6)에서의 는 식(7)과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계산된 을 통해서 PAR를 추정할 수 

있다.






(7)

구름이나 에어로졸과 같은 감쇄요인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PAR의 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MODEL-D는 청천에서의 PAR 투과율   (식(9))을 사용해 맑은 날씨에서의 보편적인 감쇄효과를 나

타내었고, 를 같이 사용하여 대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현하였다(식(8)).

MODEL-D : 
 ∙

 ∙

 (8)







(9)

a, b, c는 회귀계수다. 식(9)에서 는 맑은 날씨에서 관측된 지표에 도달하는 PAR 일사량 값이고, m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맑은 날씨는 Hu et al.2)의 방법과 동일하게 가 0.7을 기준으로 그보다 클 때로 정

의하였다. PAR 추정모델 개발과 동일하게 안면도에서의 3년 관측값을 이용해   추정모델을 개발하였

으며 2년 관측값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각 모델들의 회귀계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2은 m 값의 변화에 따른 지표에 도달하는 PAR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m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와 m의 함수로 구성하였다. Fig. 3과 Table 3은 S1에서 개

발된   추정모델을 각 사이트에 적용한 결과로 지점별로 오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가 S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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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986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타지역에서도 0.951 (S2), 0.925 (S3), 0.947 (S4)로 높게 나와 m을 통해 

을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Estimation model parameters

a b c

MODEL-A 0.43

MODEL-B 0.46 -41.36 11.99

MODEL-C 1.10 0.87 -0.11

MODEL-D 1.34 0.88 1.25

Fig. 2 The relation between PAR and relative optical airmass for all sky conditions (black points) and clear sky conditions 

(red points) at Anmyeondo Station (S1). The data from 2018 to 2020 at S1 was used to develop the 


 estimation 

model and one from 2016 to 2017 was used to evaluate the model

Fig. 3 The comparisons between measured PAR and calculated PAR under clear sky (


>0.7) at (a) S1, (b) S2, (c) S3, (d) S4

Table 3 The etatistical estimators of 


 estimation model at sites.

slope yintercept 
 RMSE   (rRMSE) MBE   (rMBE)

S1 0.99 1.91 0.986 12.605 (4.52%) 0.155 (0.06%)

S2 1.00 2.57 0.951 23.354 (8.91%) 2.280 (0.87%)

S3 1.01 4.63 0.925 28.479 (11.12%) 6.620 (2.59%)

S4 1.05 21.50 0.947 19.103 (6.78%) 33.657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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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S1에서의 PAR 변동성

Fig. 4는 S1에서 관측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의 PAR와 GHI 사이의 관계성 및 PAR와 태양천정각

(), 와의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에서는 PAR와 GHI사이의 slope가 0.43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

서 언급한 / = 0.39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값을 보이나 다르다13). 이는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하며 수증기, 에어로졸, 가스 등에 의한 감쇄가 PAR보다 긴 파장에서 보다 많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값을 중심으로 흡수, 산란의 파장별 차이에 따라 PAR와 GHI의 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AR와 GHI의 변화는 과 구름에 의해 발생한다. 이 커짐에 따라서 태양복사가 대기를 통과하는 광학경로

가 길어진다. Fig. 4b에서는 광학경로가 짧아짐에 따라(cos가 커짐에 따라) PAR의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광학경로에도 에 따라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하게 Fig. 4c를 

통해서 하늘이 맑을 때(가 높은 값을 나타낼 때), PAR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에서 광학경로길이에 따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PAR는 GHI와 , (m)에 따라 변함을 확

인하였다.

Fig. 4 The PAR versus (a) GHI, (b) cos

 and (c) 


 at Anmyeondo Station (S1)

Fig. 5는 PAR와 GHI의 비를 와 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Fig. 5a를 통해서는 광학경로가 길어짐에 따라

(cos가 작아짐에 따라) PAR/GHI의 비가 넓게 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광학경로가 길 때, 태양복사가 대

기를 통과하며 많은 대기성분과 반응하여 비의 변동성이 커짐을 나타낸다3,17). 또한 Fig. 5b에선 가 작아짐에 

따라(대기혼탁도가 증가함에 따라) PAR/GHI의 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기혼탁도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가 PAR영역에서 긴 파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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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AR/GHI ratio versus (a) cos

 and (b) 


 at Anmyeondo Station (S1)

3.2 PAR 추정 모델 결과

안면도에서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 3년의 자료로 모델 개발을 하였고, 2016년과 2017년, 총 2년의 

자료로 모델 검증을 하였다. Fig. 6을 통해 S1에서의 각 경험모델들을 통해 추정한 추정값과 관측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자세한 통계값은 Table 4에서 나타내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인 MODEL-A은 0.988의  로 높은 추

정정확성을 보였고,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2). 하지만 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Mean Bias Error (MBE)에서 다른 모델에 비해 낮은 정확성을 보인다. 이는 대기상태가 계절과 시간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MODEL-A는 단순히 PAR와 GHI간 비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 6 A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estimated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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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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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al estimators of each empirical models at S1

slope yintercept 
 RMSE   

(rRMSE)

MBE  

(rMBE)

MODEL-A 0.98 -0.04 0.988
12.957

(8.22%)

-3.861

(-2.45%)

MODEL-B 0.98 1.74 0.991
11.347

(7.09%)

-1.415

(-0.88%)

MODEL-C 0.99 -0.10 0.993
9.631

(6.02%)

-1.698

(-1.06%)

MODEL-D 0.99 -1.07 0.996
7.532

(4.72%)

-1.88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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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A보다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BE,   모두 향상을 보였고 특히 MBE가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MODEL-C에서는 MODEL-B보다   , RMSE 모두 향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MODEL-D

에서는 다른 3개의 모델에 비해서 RMSE와  에서 가장 높은 추정정확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Hu et al.2)

과 비교할 때 비슷한 결과로 청천에서의 PAR 투과율인 와 청천지수 를 사용하여 대기상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AR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3.3 타지역에서의 PAR 추정 모델 결과 및 사용가능성 평가

S1에서 개발된 PAR 추정모델을 가지고 타지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2, S3, S4의 5년간 자료

로 검증하였고, 자세한 통계값은 Table 5에서 나타내었다. S1에서와 동일하게 모든 관측지점에서 다른 모델에 

비해 MODEL-D에서  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RMSE도 가장 낮아 가장 좋은 추정정확성을 나타냈다. 반

면, 가장 간단한 모델인 MODEL-A는  가 가장 낮고 RMSE도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는 관측소별 지역적인 

기후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Hu et al.2)와 같은 결과이다. 즉,  ,  , 

m과 같은 무차원의 매개변수는 지역적인 기후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한 

MODEL-C, MODEL-D는 타지역에 대해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나타내었고, 특히 MODEL-D는 보다 

좋은 추정정확성을 나타내었다.

관측소별 과대모의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각 관측소의 지

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월별 상대습도의 변화와 PAR/GHI의 비의 변화를 Fig. 7을 통해 나타내었다. 겨

울에 건조하고 여름에 습한 한반도의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여름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많아, 그

로 인해 PAR보다 긴 파장인 적외선에서의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 PAR/GHI의 비가 크게 나타난다. 이와 반대

로 겨울엔 수증기가 적어 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 Hu et al.2)와 동일한 결과다. 이러한 변동성과 

PAR/GHI의 비의 크기가 관측소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가장 낮은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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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다른 관측소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S4의 경우, PAR/GHI의 비가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PAR 추정 

모델을 통해 추정된 PAR 값이 다른 모델에 비해 MBE가 15 ~ 17%로 크게 과대모의를 하는 것을 Table 4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관측소별로 가지는 지역적인 기후변동성이 각기 달라 입력변수들이 각 관측소별

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Table 5 Statistical estimators of each empirical models at S2, S3, S4

slope yintercept 
 RMSE   (rRMSE) MBE   (rMBE)

S2

MODEL-A 1.04 0.27 0.982 16.050 (10.79%) 5.387 (3.62%)

MODEL-B 1.03 4.16 0.983 15.435 (10.17%) 8.478 (5.58%)

MODEL-C 1.04 2.75 0.984 15.185 (10.04%) 7.848 (5.19%)

MODEL-D 1.04 2.00 0.985 14.581 (9.69%) 7.067 (4.70%)

S3

MODEL-A 1.06 -2.84 0.977 17.479 (12.35%) 5.474 (3.87%)

MODEL-B 1.06 0.48 0.977 17.563 (12.19%) 8.059 (5.59%)

MODEL-C 1.06 -0.73 0.977 17.521 (12.21%) 7.452 (5.19%)

MODEL-D 1.06 -1.46 0.979 17.024 (11.88%) 7.331 (5.11%)

S4

MODEL-A 1.15 3.32 0.979 18.037 (11.90%) 22.881 (15.10%)

MODEL-B 1.14 8.21 0.983 15.982 (10.31%) 26.344 (17.00%)

MODEL-C 1.15 6.25 0.985 15.197 (9.89%) 25.020 (16.28%)

MODEL-D 1.15 5.43 0.988 13.381 (8.74%) 24.509 (16.00%)

Fig. 7 Monthly variation PAR/GHI and RH. The vertical bar indicate the minimum and maximum of PAR/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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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와 같이 관측소마다 지역적인 기후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를 추정한 결과인 Table 3 과 

PAR 추정결과인 Table 5에서 관측소별 나타나는 오차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인 기후변동성

을 반영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PAR 추정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앞선 4개의 모델 중 무차원

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S1을 비롯한 모든 관측소에서 가장 높은 추정정확성을 보인 MODEL-D에서 상대습

도와 기온을 추가하여 새로운 모델 MODEL-E을 정의하고자 기존에 S1에서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여 타관측

소에 적용했던 방법과 달리 모든 관측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자료를 모델 개발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자료를 모델 검증에 사용하였다. MODEL-E는 다음 식(10)과 같다.

MODEL-E : 
 ∙

 ∙

∙
∙

 (10)

a는 회귀계수로, 0.081 K-1이다. 여기서 RH는 기존의 %에서 100을 나눠 사용했으며, T도 절대온도(K)로 변

환하여 사용하였다. 는 앞선 식(7)과 같고, 식(7)에서의 기존에 m만으로 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RH와 T를 고려하여 다음 식(11)과 같이 나타내었다. 


 ∙  ∙

∙
 (11)

a는 회귀계수로, 32.196 W m-2 K-1 이다. Table 6과 Table 7은 앞서 말한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의 자료로 새로운 에 대한 추정모델과 기존의 m만 사용한   추정모델에 대한 비교와 

MODEL-D와 MODEL-E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검증은 모두 2019, 2020년 총 2년으로 동일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 Table 6과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RH와 T를 고려했을 때,  와 RMSE는 유의미하게 향상

되지 않았지만, MBE에 있어 아주 큰 감소가 일어났다. 이는 RH와 T로 지역적인 기후변동성을 고려해주었을 

때, 관측소별로 발생했던 과소/과대모의했던 현상이 보완됨을 나타낸다.

Table 6 Statistical estimators of 


 estimation models

slope yintercept 
 RMSE   

(rRMSE)

MBE  

(rMBE)

m 1.01 8.69 0.943
23.873

(9.01%)

10.218

(3.86%)

m, RH, T 0.95 12.69 0.946
21.769

(8.56%)

-0.31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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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between MODEL-D and MODEL-D

slope yintercept 
 RMSE   

(rRMSE)

MBE  

(rMBE)

MODEL-D 1.05 2.07 0.982
16.016

(10.75%)

9.091

(6.10%)

MODEL-E 0.98 2.36 0.984
13.905

(9.97%)

-0.449

(-0.3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가장 추정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MODEL-E가 한반도 전지역에 대해서 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ASOS) 60개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수평면전일사량을 이용하여 각 

관측소의 PAR를 추정하였고 내삽법 중 하나인 역거리가중치법을 이용해 10시에서 14시까지의 월평균 PAR 한반

도 지도를 Fig. 8와 같이 나타내었다. 5월에 가장 높은 PAR값을 나타내었고, 12월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태양고도각의 변화와 계절적인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여름(JJA)이 봄(MAM)보다 태양고도각이 높지만, 

한반도의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 맑은 날씨가 적어 높은 태양고도각에도 불구하고 

PAR값이 봄보다 낮게 나타난다. 특히 장마가 진행되는 7월에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장마가 끝나는 

8월에 상승한다. 이후 태양고도각이 감소하며 9월부터 PAR가 낮게 나타나고 12월에 PAR가 최소로 나타난다.

Fig. 8 The seasonal average estimated PAR map from 10 to 14 H using MO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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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면도 플럭스 타워에서 관측된 수평면전일사량과 광합성유효복사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관측된 GHI를 사용해 PAR를 추정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험모

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MODEL-A처럼 단순 상수로 모수화하는 방법보다 를 사용해 대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쇄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보다 좋은 설명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MODEL-D는 안면도에서 가장 높은  와 가장 낮은 

RMSE로 가장 좋은 추정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안면도 자료를 사용한 PAR 추정 모델을 

완도, 평창, 삼척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타 관측소에서도  가 0.977 ~ 0.988로 높은 추정정확성을 보여 타

지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MODEL-D가 모든 관측소에서 가장 높은  와 가장 낮은 RMSE

를 보여 무차원의 매개변수인 청천에서의 PAR 투과율 와 청천지수 을 사용할 때, 지역적인 기후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정확성을 나타냄을 보였다. 즉, 관측소의 GHI 관측값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 와 m으로 계산할 수 있고 MODEL-D를 이용해 높은 정확성으로 PAR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관측소별로 과소/과대모의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RH와 PAR/GHI에 대한 분석을 한 결

과, 지역적인 기후변동성이 반영되어 해당 편향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

한 PAR 추정을 위해 지역적인 기후변동성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높은 추정정확성을 보여줬던 MODEL-D에 

RH와 T를 추가하여 새로운 추정모델인 MODEL-E를 정의하여 MODEL-D와 비교한 결과,  와 RMSE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MBE에서 큰 향상을 나타냈다. 그래서 기후변동성을 반영한 MODEL-E가 지형에 따

라 다른 기후를 나타내는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용된 관측소가 대부분 해안지역에 

위치해있고, 내륙지역에 위치한 S3는 해발고도가 높다. 또한 플럭스타워의 특성상 도심지역이 아닌 교외지역에 

위치한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내륙지역이나 도심지역에 대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기후변동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MODEL-E는 상대습도와 기온을 모두 포함해, 수평면전일사량

만을 필요로 하는 MODEL-D보다 정확하게 PAR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 많은 종류의 관측값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MODEL-D도 아주 높은 추정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측소별 산출되

는 관측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소(ASOS)의 수평면전일사

량과 MODEL-E를 이용한 월별 PAR 한반도 지도를 나타내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PAR 분포가 월마다 변화하

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PAR를 입력변수로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방법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적합한 장소선정 등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의 관측값을 확보해 한반도 전체지역에 

대해서 오차가 줄이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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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원으로 UV, PAR 파장 영역별 일사량 및 DNI 추정 경험모

델 개발 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입니다(과제번호 : 2020-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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