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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의 신에

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자연 재생 에너지로 구

분된다. 이 중 태양광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

해 생태학적 영향이 적고 지속 가능한 자연 재생 에

너지이다[1]. 화석 연료와 달리 친환경적이며 오염물

질을 방출하지 않아 환경 오염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구축이 비교적 간단하

고 유지보수 및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큰 주목을 받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량 예측이 필요하다. 태양

광 발전 설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마이크로그리드

는 수요량의 변화로 부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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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통해 전력 공급을 안정화한다면 전력의 수요

와 공급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2,3].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태

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태

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일사량, 기온, 습도, 운량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4]. 발전량의 예측 정

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예측모형 구축 시 환경적 

특성에서 비롯된 기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기상 

변수를 고려한 연구에서는 입사각 센서, 온습도 센

서, 풍속 센서 등을 이용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발전량의 변화를 관측한다[5]. 기상 변수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온도와 풍속에 

따른 발전 효율 분석,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변화 추

이 분석, 기상 예보를 활용한 LSTM 기반 태양광 발

전량 예측 등의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6,7]. 기

상예보를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태양광 발

전량 예측기법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에 따라 태양

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는 과거와 미래의 풍속, 습도, 일조율 등의 기상데이

터와 과거의 발전량을 활용했다. 또한 과거 기상데이

터를 반영한 발전량은 미래의 해당 기상데이터를 반

영한 발전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적용했다

[8]. 본 논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상변수를 일반

화 가법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에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화 가법모형은 

일반화 선형 모형의 확장된 개념으로 다변수를 사용

하여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

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선형 관

계를 평활 함수와 같은 비모수적인 함수를 적용해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확장된 방법론이다[9].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사이트

에서 수집한 1분 단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진 발전량 

데이터 및 환경 센서 데이터를 이용했다. 태양광 발

전량과 환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관

계수를 기준으로 일반화 가법모형의 변수를 선정했

다. 선형 모델의 경우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에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화 

가법 모형은 다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 가법모형을 적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고 예측값의 정확도를 판단

했다. 모형의 적절성은 분산분석을 통해 도출된 오차

율로 판단했으며, 그 결과 해당 모형이 데이터에 대

해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된 발전량 예

측값을 실측값과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

써 전력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하고 향후 발전 설비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태양광 발전량 출력은 기상, 지리 및 설비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기상 요인으로 일사량, 습도, 운(雲)

량, 풍속 등의 환경적 요소가 존재한다[10]. 지리적 

요인으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위치 또는 해발

높이 등이 있다. 설비적 요인으로는 모듈의 설치 형

태나 설비 효율이 존재한다. 발전량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 중 기상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최근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1].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기계학습 분석이 있다. 대표

적으로 회귀분석에는 선형모형, 시계열 분석은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계

학습으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DNN

(Deep Neural Network)과 같은 모형을 이용한다

[12,13]. 선형모형은 통계적 분석방법의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예측모형이다.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직선을 찾아냄으로써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의 선형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14]. 시계열 분석모델

인 ARIMA 모델은 데이터에 계절성이 포함되고 순

간적인 기상조건을 포착할 수 있다[15-17]. 순간적인 

기상조건은 단기간에 걸쳐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미

래의 에너지 출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량이 큰 기상조건에 활용하기 유용하다.

기계학습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데이터를 활용

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학습할 수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인 

SVM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며, 문자 

인식, 신경정보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SVM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로 기상조건을 활용하여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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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출력 예측이 진행되었다[18,19]. 해당 연구에서

는 일기예보와 PV 출력에 대한 상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후 정규화되고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예

측 정확성을 향상한다. 딥러닝 모델인 DNN 알고리

즘 또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적용할 수 있다. DNN

은 은닉층을 2개 이상 지닌 학습 방법이다. DNN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과거 기후데이터 및 계절 정보를 

학습하여 발전량을 예측하였다[20].

3. 발전량 예측을 위한 일반화 가법모형

일반화 가법모형은 Hastie와 Tibshirani에 의해 

발명된 기존 일반화 선형모형에 가법모형을 결합한 

방법이다[21,22]. 이 모형은 평활함수와 같은 비모수

적인 함수를 사용하여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비선

형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

이의 관계는 선형 또는 비선형일 수 있는 유연한 패

턴을 보인다. 다수의 현상에서는 선형뿐만 아니라 비

선형적 관계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귀분석

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화 가법모형

은 다변수를 적용하여 반응변수와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화 가법모형은 식(1)과 같이 정의된다.

  ⋯         ⋯     (1)

식 (1)에서 는 설명변수, 는 반응변수, 는 각 

설명변수 에 대한 임의의 함수로 평활 함수 등이 

사용된다. 일반화 가법모형은 에 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형과 다르게 비선형적인 관계

를 반영할 수 있다. 비선형적 모형의 적합은 더 정확

한 예측력을 보일 수 있지만 해석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설명변

수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공선

성 문제는 일부 설명변수가 다른 설명변수와 상관관

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시 설명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절대 백분비 오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와 결정

계수(R-squared)를 적용해 평가하고자 한다. MAPE

는 평균 절대 오차율로 실측값에서부터 벗어난 예측

값에 대한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오차가 예측값에

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회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1

사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를 많이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2)

MAPE는 식 (2)로 표현하며 는 실제값, 는 예

측값이다.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후 실제값으로 나

눈 값을 모두 더해 데이터 개수로 나누어준다. MAPE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정계수는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에서 

는 실제값, 는 실제값의 평균이고 는 예측값

이다.

4. 발전량 예측 실험

4.1 실험 데이터 전처리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집한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와 환

경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Table 1은 600kW 단일 

인버터에서 수집한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의 테이블 

스키마이다.

Table 2는 환경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테이블 

스키마이다.

데이터 수집 시 기기 오류 또는 정기적인 노이즈

Table 1. Inverter data schema table in Pusan.

Column Data type Default Description

Pow_index
Pow_id
Pow_date
Pow_time
Pow_acp

Int(11)
Int(11)
Date
Time

Double(22,0)

Auto_Increment
‘1’
Null
Null
Null

Number
Inverter Id
Collected Date
Collected Time
Photovoltaic Power



1575일반화 가법모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값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표본을 정제하는 전처리과정을 진행한다. 이상값은 

다른 데이터보다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으로 데이터 

분석 시 모형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제거가 필

요하다.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의 사분위수를 계산하

여 최소·최대 극단값을 넘어가는 수를 이상값으로 

설정한다. 사분위 범위는 식 (4)와 같으며, 최대 극단

값은  , 최소 극단값은  로 계산

한다. 은 3사분위수로 하위 75%에 위치하는 값이

고, 은 1사분위수에 해당하며 하위 25%에 위치하

는 값이다.

    (4)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와 환경 센서 데이터는 초 

단위로 수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수집 패턴

을 1분 주기로 단위를 일치시키고 통합하여 활용했

다. 발전량 예측모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

해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을 진행했다. 정규화

는 데이터 범위를 0∼1 사이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속성들의 범위가 다양할 경우 회귀모형의 예

측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 정규화 공식은 식 (5)와 

같다. 값은 입력값을 의미하며 min는 입력값 
의 최솟값, max는 입력값 의 최댓값을 의미한다.

 maxminmin
(5)

4.2 데이터 상관성 분석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는 경

사일사량, 수평일사량, 외기온도 등이 있다. 일반화 

가법모형은 다변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설명변수의 수를 줄이지 않을 경우 과대 적합(Over-

fitting)이 발생하여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발전량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

관성 높은 변수를 모형에 적용하기로 한다. 상관계수

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상관

관계는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변화하

는 정도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상관계수 값의 범

위는 –1～1 사이로 절댓값 1은 완전한 선형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계수의 절댓값이 클수록 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수의 

부호는 직선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며 음의 상관관계

일 때 음수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양수로 나타낸

다. 상관계수 분석방법으로는 PCC(Pearson Corre-

lation Coefficient), SCC(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KCC(Kendall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이 있다. PCC는 적률 상관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

으며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측정과 모수 검정에 

사용된다. PCC는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 는 X, Y 변수들의 i번째 샘플 값, X , 는 

X, Y 변수의 평균값, M은 샘플의 크기를 의미하며  , 는 X, Y의 표준편차이다. SCC는 서열 상관관

계 분석방법으로 변수값 대신 순위로 바꿔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내 편차와 에러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데이터 표본 크기가 작거나 데이터에 이상점

이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SCC는 식 (7)과 같이 

순위변수 간의 PCC 상관계수로 정의된다.

    
     

∑ 
(7)

, 는 X, Y 변수의 순위변수 값,

는 순위변수의 공분산이며   와  는 순위변수의 표준편차이다.  ,  는 

Table 2. Environment data schema table in Pusan.

Column Data type Default Description

Env_index
Env_date
Env_time

Env_slopesolar
Env_levelsolar
Env_modtemp
Env_airtemp

Int(11)
Date
Time
Float(12)
Float(12)
Float(12)
Float(12)

Auto_Increment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mber
Collected Date
Collected Time

Solar Radiation(slope)
Solar Radiation(horizontality)
Temperature(equipment)
Temperature(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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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표현할 수 있으며 과 는  , 의 평균값

이다. 최종 도출된 SCC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는   로 각 관측치의 순위 차이며 
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연속형 변수이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PCC를 이용하기로 한다.

Fig. 1은 PCC를 이용하여 발전량과 수평일사량,

경사일사량, 기기온도, 외기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Table 3은 발전량과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

낸 표이다. 수평일사량과 경사일사량은 각각 0.968,

0.961이 도출되었으며 기기온도와 대기온도는 각각 

0.540, 0.840이 도출되었다.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장 큰 상관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수평일사량과 경사일사량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을 보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1로 도출되어 변수 사이 상관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두 변수는 독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다중공선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일사

량 변수 중 발전량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수평

일사량을 이용하였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외기 온도

와 기기 온도 간의 상관계수도 0.94로 매우 높으므로 

다중 공선성으로 인한 과적합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외기온도 변수만을 분석에 활용했다. 최종적으로 수

평일사량과 외기온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일반화 가

법 모형을 설계했다.

4.3 일반화 가법 모형 성능 평가

일반화 가법 모형의 반응변수를 발전량으로 설정

하고 외기온도와 수평일사량을 설명변수로 구성하

였다. 이 모형에 대한 수식은 식 (9)로 표현하며 s는 

평활함수를 의미한다.

    
(9)

Fig. 2는 일반화 가법모형의 스플라인을 적합한 

결과이다. 스플라인은 비선형 관계에 대하여 부드러

운 곡선으로 보간한 그래프이다. 실선은 부드러운 스

Fig. 1. Correlation matrix.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Env_levelsolar Env_slopesolar Env_modtemp Env_airtemp

Pow_acp 0.968 0.961 0.540 0.840

(a) (b)

Fig. 2. Natural smoothing splines fitted to (a) airtemp and (b) level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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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인 곡선을 나타내며 점선은 스플라인 오차 밴드

이다. 오차 밴드가 넓을수록 해당 범주에 데이터가 

넓게 분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그래프는 

외기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전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외기온도 약 

12° 이하, 35° 이상일 경우 점선 영역이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b) 그래프는 수평일사량이 증가함

에 따라 발전량이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평일사량 값이 약 1000 이상이 되면 발전량

은 감소한다. 수평일사량의 경우 오차 밴드가 적은 

것으로 보아 수평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하는 

발전량 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3은 일반화 가법모형을 적합하여 발전량의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측값은 파

란색 그래프, 예측값은 붉은색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예측값을 실측값과 비교했을 때 실측값의 추세를 따

라 결괏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형

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MAPE를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도출하

고 실측값과 예측값을 사용하여 잔차 분석을 수행했

다. 회귀식의 잔차 분석에서는 회귀분석 시 활용된 

데이터가 모형의 가정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모형의 가정을 만족한다면 잔차 그래프는 정규분포

를 따라야 한다.

Fig. 4는 일반화 가법모형의 잔차 그래프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타낸다. Fig. 4에서 (a)는 모형의 잔

차를 정규분포와 비교하는 Q-Q plot 그래프이다. x

축은 정규성을 따를 때의 분위 수, y축은 실제 데이터

들의 분위 수를 나타낸다. 점선은 실제 데이터값이

고, 빨간색의 직선은 정규분포의 값을 의미한다. 점

선이 직선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정규성을 가진다.

(a)에서 점선이 직선에 매우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

(b)는 잔차의 그림으로 0 주변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0 주위로 분포될수록 모형은 정규성을 띈다.

(c)는 잔차의 히스토그램으로 종 모양의 대칭적인 형

상이다. 종 모양의 형태일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

고 판단할 수 있다. (d)는 반응변수와 적합된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값이    직선에 가깝게 분포

할수록 정규성을 가진다. (a)～(d) 그래프의 분석결

과 도출된 각각의 잔차는 정규분포를 만족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모형이 잘 만들어진 회귀모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Fig. 5와 Table 4는 실제 발전량 데이터와 예측 

발전량 데이터 사이의 잔차를 보여준다. 잔차 검토 

결과 최대격차와 최소격차는 각각 310,780, 17만큼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44,034만큼의 격차가 발생하

Fig. 3. Prediction result of solar power generation using GAM.

Table 4. Residual results for observed and predicted data.

No
observation
data

predictive
data

residual

1 206,800 297,117 -90,317

250 468,000 479,284 -11,284

500 461,500 413,645 47,855

750 93,700 100,460 -6,760

1000 394,400 430,904 -3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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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와 관련하여 결정계수를 이용해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96%로 회귀 식에서 설

명변수가 반응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정계수만으로는 모형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

기 때문에 MAPE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MAPE 값이 14%로 도출되어 86%의 예측 정확

도를 보여준다.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인 종속변수의 평균

을 비교하는 통계적 기법인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활용하여 변수를 분석했다.

Table 5는 분산 분석 테스트 결과이다. 발전량에 

대하여 외기온도와 수평일사량의 P-Value 값이 2

  보다 낮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유의수준 0.001

(a) (b)

(c) (d)

Fig. 4. 4 Residual plots for diagnosis. (a) Theoretical quantiles, (b) residuals vs. linear predictor, (c) histogram of 

residuals, (d) response vs. fitted values.

Fig. 5. Residuals between observation data and predictive data.

Table 5. Results of ANOVA.

Variable F-Value P-Value

env_airtemp 4.2 < 2 
env_levelsolar 1174.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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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값으로 귀무가설 기각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두 집단의 평균값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발전량 및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형을 제안한다. 일반화 가법 모형을 이

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고 모형의 적절성을 판

단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했고 발전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장 적

합한 설명변수를 도출했다. 외기온도와 수평 일사량

을 설명변수로, 발전량을 반응변수로 모형을 구성했

다. 제작한 모형을 결정계수와 MAPE를 통해 평가한 

결과 96%의 설명도와 86%의 예측정확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설명변수가 반응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판

단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 분석을 통해 모형의 잔차

가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산 분석 결

과 모형의 유의수준은 0.001 이하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평균값이 다른 것이 확인되며 통계모형이 적

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일반화 가법모형은 모델

의 시간 복잡도가 크지 않아 사양이 낮은 하드웨어의 

이식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해당 모델을 다양한 IoT

장비에 이식하여 발전 설비의 상태 모니터링에 유용

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모형에 여러 지

역의 데이터를 추가로 적용하여 모형을 고도화시키

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여 모니터링 성능을 개선하

고자 한다.

REFERENCE

[ 1 ] M.S. Isha and S.B. Sunita, “Solar Panel

Monitoring and Energy Prediction for Smart

Solar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Ad-

vances in Applied Sciences, Vol. 8, No. 2, pp.

136-1452, 2019.

[ 2 ] R. Kim, K. Kim, J. Ahn, “Comparison Between

Random Forest and Recurrent Neural Net-

work for Photovoltaic Power Forecast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ol. 43, No. 5, pp. 347-356, 2021.

[ 3 ] W. Chung, S. Park, J. Moon, E. Hwang, “SHAP

based Solar Power Generation Forecasting

Scheme Reflecting Time Patter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pp. 262-264, 2021.

[ 4 ] W. Cha,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the

Annual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Anal-

ysis on Factors Affec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Docter’s Thesis of Soongsil Uni-

versity, 2015.

[ 5 ] C. Park, “Study on the Obsolescence Fore-

casting Judgment of PV Systems Adapted

Micro-Inverte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7, 864-872, 2015.

[ 6 ] B. Kim, V.C. Alba, C. Kim, Y. Kang, C. Yun

and H. Kim, “Non-Linear Regression Model

Between Solar Irradiation and PV Power

Generation by Using Gompertz Curve,” Jour-

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9, No. 6, pp. 113-125, 2019.

[ 7 ] H. Son, S. Kim and Y. Jang, “LSTM-Based

24-Hour Solar Power Forecasting Model

Using Weather Forecast Data,” KIISSE Tran-

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Vol. 26, No.

10, pp. 435-441, 2020.

[ 8 ] J. Kim, “A Solar Power Prediction Scheme

Based on Machine Learning Algorithm from

Weather Forecasts,” Journal of KIIT, Vol. 17,

No. 9, pp. 83-89, 2019.

[ 9 ] H. Kim and S. Lee, “An Ensemble Predictor

for Generalized Additive Mode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5, pp. 2403-2412, 2015.

[10] W. Cha, J. Park, U. Cho, and J. Kim, “A Study

on Solar Power Generation Efficiency Empiri-

cal Analysis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Wind Speed,”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 Vol. 64, No.

1, pp. 1-6, 2015.

[11] C. Park, S. Hong, S. Lim, B. Song, S. Park and

J. Huh, et al., “Inverter Efficiency Analysis

Model Based on Solar Power Estimation Using

Solar Radiation,” Processes, Vol. 8, No. 10,

1225, 2020.



158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1호(2022. 11)

[12] S. Hussein, H. Shima, and S. Robert, “Time

Series Forecasting of Solar Power Generation

for Large-Scale Photovoltaic Plants,” Renew-

able Energy, Vol. 150, pp. 797-807, 2020.

[13] Y. Lee, D. Kim, W. Sin, C. Kim, H. Kim, and

S. Han, “A Comparison of Machine Learning

Models i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orecast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Vol. 47, No. 5, pp.

444-458, 2021.

[14] Y. Lee, W. Shin, Y. Ju, H. Hwang, G. Kang,

S. Ko, and H. Chang, “Estimation of PV

Power Generation by Linear Regression Model

Using Voltage and Current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5 pp. 47-58, 2021.

[15] G. Reikard, “Predicting Solar Radiation at High

Resolutions: A Comparison of Time Series

Forecasts,” Solar Energy, Vol. 83, No. 3, pp.

342-349, 2009.

[16] H. Jeong, S. Hong, J. Jeon, S. Lim, and J. Kim,

“A Research of Prediction of Photovoltaic

Power Using SARIMA Model,”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5, No. 1, pp.

82-91, 2022.

[17] S. Ahzam, A. Shamshad, and S. Saif, “Spatial

Forecasting of Solar Radiation Using ARIMA

Model,” Remote Sensing Applications: Society

and Environment, Vol 20, 2020.

[18] H. Lee, “Use of the Moving Average of the

Current Weather Data for the Solar Power

Generation Amount Prediction,”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8, pp.

1530-1537, 2016.

[19] G. Kim, J. Choi, S. Park, B. Bhang, W. Nam

and H. Cha, et al., “Prediction Model for PV

Performance with Correlation Analysis of

Environmental Variables,” IEEE Jounal of

Photovoltaics, Vol. 9, No. 3, pp. 832-841, 2019.

[20] D. Lee and K. Kim. “Deep Learning Based

Prediction Method of Long-Term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Using Meteorological and

Seasonal Information,” The Jou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4, No. 1, pp. 1-

16, 2019.

[21] S. Ki and K. Kang, “A Study on Applying

Shrinkage Method in Generalized Additive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

tistics, Vol. 23, No. 1, pp. 207-218, 2010.

[22] M. Park and S. Lee, “A Study on Assessment

of Person's Functional Conditions in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Using Generali-

zed Additive Mode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 pp.

1821-1831, 2013.



1581일반화 가법모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윤 상 희

2020년 순천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2021년∼현재 (주)티이에프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2022년∼현재 순천대학교 스마트

융합학부 석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홍 석 훈

2005년 순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사)
2007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전자

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6년 (주)파루 신재생에너지기

술센터 선임연구원

2010년 (재)광양만권 u-IT연구소 책임연구원

2011년∼현재 (주)티이에프 대표이사

관심분야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O&M 시스템, 인공지

능, 데이터 분석

전 재 성

1997년 원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2021년∼현재 순천대학교 스마트

융합학부 석사과정 재학

2021년∼현재 (주)티이에프 생산

기술팀장/총괄부사장

관심분야 : 데이터 분석

임 수 창

2015년 순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사)
2017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컴퓨

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22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컴퓨

터공학과 박사졸업

2020년∼현재 (주)티이에프 기업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컴퓨터비전, 영상처리, 딥러닝, 객체추적, 시
계열분석

김 종 찬

2000년 순천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이학사)
2002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컴퓨

터과학과 졸업(이학석사)
2007년 순천대학교 대학원 컴퓨

터과학과 졸업(이학박사)

2013년 서울대학교 자동화 시스템 연구소 선임연구원

2021년∼현재 순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영상처리, HCI, 콘텐츠, 컴퓨터그래픽스, 기계

학습,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박 철 영

2010년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공학사)
2012년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공학석사)
2017년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공학박사)

2018년～현재 (주)티이에프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기계학습, 시계열 분석, I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