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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화석 연료 양의 한계 때문에 재생 가능한 력 생산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재생 에 지  태양  에 지의 력 생산 비율은 차 증가함에 따라 집 형 태양  

발  시스템은 높은 력 생산량으로 각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태양  첩률이 높을 때 가장 

높은 발  효율을 내기 때문에 허용 오차 범 가 작은 정  태양 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나이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한 계층  추  시스템

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완 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모델링 하는데 강력한 모델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제안하는 계

층  확률 시스템에서는 불확실한 하늘 상황을 9개로 분류하고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 날씨 상황을 추론한다. 한 나이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하여 추론된 날씨 상황을 고려한 효율 인 

추  방법을 분류하고 선택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해 실제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

고 평균 93.9%의 정확도(Accuracy)를 보 다. 한, 제안하는 시스템과 핀홀 카메라 시스템의 태양  

발  효율을 비교한 결과 약 16.58%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키워드: CPV 태양  발 , 태양  추  시스템, 베이지안 네트워크

Abstract The power production using renewable energy is more important because of a limited 

amount of fossil fuel and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A concentrative photovoltaic system comes 

into the spotlight with high energy production, since the rate of power production using solar energy 

is proliferated. These systems, however, need to sophisticated tracking methods to give the high power 

produ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hierarchical tracking system using modular Bayesian networks 

and a naive Bayes classifier. The Bayesian networks can respond flexibly in uncertain situations and 

can be designed by domain knowledge even when the data are not enough. Bayesian network modules 

infer the weather states which are classified into nine classes. Then, naive Bayes classifier selects the 

most effective method considering inferred weather states and the system makes a decision using the 

rules. We collected real weather data for the experiments and the averag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is 93.9%. In addition, comparing the photovoltaic efficiency with the pinhole camera system 

results in improved performance of about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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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로  

세계 으로 재생 에 지를 이용한 발 에 심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태양 은 이러한 재생 에 지 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

다[1]. 특히, 태양  발  시스템  집 형 태양  발  

시스템(CPV)은 높은 력 생상량으로 각  받고 있다. 

집 형 태양  발  시스템은 입사되는 태양빛의 방향

을 태양 지 모듈 집 면의 법선 방향으로 유지할 경우 

최 의 성능을 얻을 수 있으며, 도, 경도, 고도, 시간

을 입력으로 태양의 치를 추 하는 황도 계산 추  

방식, CCD 카메라와 편  필터를 이용한 태양 원의 

심 추  방식, 핀홀 카메라를 이용한 핀홀 추  방식과 

같은 다양한 태양 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추  방식들은 변화하는 날씨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발  효율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날씨 환경에서 효율 인 집

형 태양  발 을 하기 한 계층  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계층  추  시스템은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불확실한 날씨 상황을 추론한다. 

Martinez-Chico가 분류한 9개의 날씨 상황을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론한다. 베이지안 네트

워크는 입력값의 불완 성을 고려하고 계산량을 감소시

키기 해 간노드를 이용하여 트리구조로 설계한다. 

나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추론된 재 날씨 상태와 

기상청 정보를 이용하여 4개의 추  방법  효율 인 

방법을 분류하고, 미리 정의된 규칙을 이용하여 최 의 

방법을 선택한다.

2. 련 연구

2.1 집 형 태양  발

그림 1은 태양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시키는 태

양  발 (PV) 시스템  집 형 태양  발 (Concen-

trative photovoltaic: CPV)시스템으로 태양 을 셀에 

집속하는 장치를 부가 으로 사용하여 발  효율을 증

가시키는 방식이다. 집 형 태양  발 은 1970년 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상업  가치가 증가하여 재사용 

에 지 분야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2].

집 형 시스템에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  추  시스

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 을 한 학계는 

기본 으로 망원경과 같은 원리로, 먼 물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게 되어있다. 따라서 해를 정확하게 향하지 

않고 그 각도가 약간만 틀어지더라도 이 어 나서 

태양 지 셀에 집 할 수 없으므로, 항상 태양을 향하도

록 하는 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집 도가 높을수

그림 1 CPV 태양  추  시스템 구조

Fig. 1 CPV Solar System Structure

록 그 정도가 심하므로 정 한 추  시스템은 더욱 

요하다.

2.2 태양  추  시스템

태양  추  시스템은 태양 지가 항상 태양을 수직

으로 향하게 하여 하루 종일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

표로 한다. 태양  추  시스템은 표 1과 같이 크게 핀

홀카메라를 이용한 추  시스템과 그 이외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핀홀카메라를 이용하여 태양의 심

을 추 하는 시스템은 정 도가 매우 높아 CPV시스템

에 용되었지만 태양 원의 세기가 강한 날씨가 아니

면 입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Changjun 등

은 핀홀카메라의 이미지 상을 이용하여 태양을 이용

한 발  장비의 용 방안을 제안하 다[3]. Davis 등은 

핀홀카메라 상을 통한 태양의 심 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 다[4]. Sansoni 등은 태양  발 을 한 최

의 즈 상태를 분석하 다[5]. Arturo 등은 이미지 처

리를 기반으로 태양의 심 좌표를 추출하여 태양  추

시스템에 용하 다[6]. Xu는 태양과 추 에 있어 

날씨를 구분하는 태양  추 을 실행하 다. 날씨를 맑

은 날, 흐린 날, 비오는 날로 구분하고 이미지를 분석하

여 태양 을 추 하 다[7]. Alata 등은 퍼지 제어를 이

용한 태양추  시스템을 제안하 다[8]. 하지만 기존 핀

홀 카메라를 사용하는 추  시스템은 태양  추 의 정

확도는 높지만 재 태양  발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

의 날씨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 핀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  추  시스템은 그 정확

도가 비교  낮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재 하늘 상태를 추론하고, 추론된 결

과를 고려한 최 의 추  시스템을 결정한다.

2.3 베이지안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을 모델링하기 

한 표 인 방법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이다. 그래 는 노드, 아크, 조건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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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태양  추  시스템 련 연구

Table 1 Related work of tracking system

Pinhole

camera
Authors Weather state Accuracy Description

Yes

 Changjun, et al.

(2011) [3]
X High Image processing using pinhole camera for solar device

Davis, et al.

(2008) [4]
X High Center tracking method using pinhole camera image processing

Sansoni, et al.

(2007) [5]
X High Optimal lens state for image processing

No

Arturo, et al.

(2010) [6]
X Low Center tracking method using binary image processing

Xu, et al.

(2009) [7]
O Low Weather state classification for tracking solar generation

Alata, et al.

(2005) [8]
X Low Sun tracking using fuzzy control

테이블(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로 구성되

며 부모노드와 자식노드 사이의 인과 계를 확률을 이

용하여 추론한다[9].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주어진 증거

값  에 해 의 신뢰값 를 식 (1)과 같이 계

산한다.

          
 

 (1)

노드 의 부모노드인 에서 조건부 확률 테이블 

 를 구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라고 할 때,  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

을 체인룰(Chain Rule)을 통해 구한다.

   

          


 



 

(2)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  라미터를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K2알고리즘이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학습 방법은 도메인에 한 이해가 부족하

더라도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

계 분석을 통한 구조와 라미터를 설계하는 것이다. 상

계 분석을 통한 설계 방법은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Park과 

Cho는 가정 환경에서의 서비스제공을 해 로 의 센서

와 사용자의 상황과의 상  계 분석을 통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하 다[10]. Chen 등은 환경문제에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 방법을 정리하 다[11]. Min 과 

Cho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의 상황을 추론하고 최  화 상 를 추천하 다[12]. 

이처럼 다양한 도메인에 용한 상 계 분석을 통해 

설계된 네트워크의 정확도는 입력값에 따라 목표한 시

나리오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한다[13].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시간 복잡도는 LS알고리즘을 통

하여 식 (3)과 같이 계산한다[14]. 이때 은 노드의 수를, 

는 최  부모 노드의 수를, 은 각 노드의 값(value)의 

수를, 는 최  클리크(Clique)의 수를 나타낸다.

             (3)

3. 제안하는 방법

이  태양  추  시스템은 동 으로 변화하는 하늘

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핀홀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황

도 계산 추  방법으로 태양을 추 하 다. 그러나 태양

이 약해 직달일사량이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태양이 

구름에 가리는 경우 핀홀 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핀홀카메라에 의한 태양  추 이 불가

능한 상황일 때, 동 으로 변화하는 하늘의 상태를 모듈

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 하고, 나이  베

이즈 분류기를 이용하여 효율 인 방법으로 분류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3.1 추  시스템

그림 2는 제안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기반 계층  태

양  추  시스템의 체 구조이다. 핀홀 카메라 상태 

결정 모듈은 핀홀 카메라 정보의 입력으로 핀홀 카메라

를 사용한 추  시스템의 사용 유무를 결정한다. 핀홀 

카메라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데이터 획득 모듈에서는 

카메라 상 정보와 기상청 날씨 정보를 획득한다. 카메

라 상 정보로는 이진화 상, 양자화 상, 옵티컬 

로우, 소벨 모서리 상 등의 정보이며, 기상청 날씨 정

보는 날씨 상태, 강수 상태, 풍속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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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체 시스템 구조

Fig. 2 System structure

처리 모듈에서는 획득한 입력 값을 확률 모델에 사

용하도록 처리를 수행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입력 

노드의 상태 수와 계산량이 비례하므로 계산량을 감소시

키기 해 연속 인 데이터의 입력값을 규칙과 이미지처

리를 이용하여 분리된 의미값으로 변환한다. 계층  확

률 추론 모듈에서는 두 단계를 거쳐 추론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카메라 정보를 이용하여 날씨 상태의 모호성

을 고려하여 추론한다. 나이  베이즈 분류기는 각 추론 

방법  재 상황에서 효율 인 방법을 선택한다. 규칙

기반 추  방법 선택 모듈에서는 미리 정의한 임계치를 

넘는 방법  효율성이 가장 높게 분류된 방법을 선택한

다. 추 장비 제어모듈에서 직  장비를 제어한다.

3.2 입력값 처리

불확실한 상황을 추론하기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계산 복잡도는 각 노드의 상태 수와 비례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입력값은 표 2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

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된 상 정보는 국소 인 하

늘 상태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재 하늘의 태양

의 심원 추출 여부를 이진화 상, 양자화 상, 회색 

이미지, 소벨 이미지처리를 이용하여 획득한다. 소벨모

서리와 캐니 모서리 특징을 이용하여 짙은 구름의 존재

할 확률에 해 고려한다[15,16]. SURF 특징  추출 알

고리즘은 물체 인식  공간 인지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으로 상의 스 일, 조명, 회 , 시  변화에 강인한 특

징 을 추출한다[17].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름에서

의 특징 을 검출하여  하늘 상황에서의 구름의 존재

를 표 한다. 옵티컬 로우는 매 래임마다 추 된 특

징 들이 움직인 벡터로 빛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18]. 세그멘테이션은 빛의 강도와 색상

의 유사도를 역으로 구분짓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된 이미지 정보는 빛의 강도 빛

의 퍼짐, 빛의 세기와 구름의 분포, 구름의 흐름에 한 

특성을 고려한다.

기상청의 날씨 정보는 그 지역의 반 인 하늘 상태

를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날

씨, 강수, 풍속, 습도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날

씨정보는 재 국소 인 날씨 정보에 반 으로 향

을 미치는 정보이다.

3.3 날씨상황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

국소 인 날씨상황을 분류하기 한 기 은 불확실성

을 포함하며, 입력값으로 텍스트 값과 수치 값으로 표

되는 다양한 형태를 사용한다. 한 데이터 획득 시 일

부 정보에 한 센서 오차가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날씨상황을 추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방법을 통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듈

형으로 설계한다.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한 첫 단계로 날씨상황을 정

의한다. 날씨상황 분류 연구는 기상학 분야에서 오래

부터 진행되어온 분야다[19]. Lopez등은 구름의 형태에 

따른 stratocumulus, cumulus, and cirrus에 따른 일사

량에 해서 조사하 다[20]. Roser와 Moosmann은 자

동차 운 자의 시아를 고려한 운  보조 시스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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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처리에 따른 상태값 정의

Table 2 Value definition trough preprocessing

Info. Type Result of preprocessing Value

Camera

Binary image
Circle at binary {Success, Failure}

Binary bright ratio {More white, Less white, Black}

Quantized image
Circle at quantized image {Success, Failure}

Quantized image brightness distribution {More white, Less white, Black}

Gray image Circle at gray image {Success, Failure}

Soble edge
Circle at Soble {Success, Failure}

Soble edge rate {Large, Middle, Small}

Canny edge Rate of Canny edge {Large, Middle, Small}

Optical flow
Average size of optical flow vector {Large, Middle, Small}

Number of feature {Large, Middle, Small}

SURF feature Number of feature {Large, Middle, Small}

Segmentation Number of segments {Large, Middle, Small}

Color histogram
Gray color distribution {Large, Middle, Small}

Blue color distribution {Large, Middle, Small}

Weather

Weather Weather state {Sunny, More Cloudy, Little Cloudy, Rainy/Snowy}

Rain Rainfall state {Yes, No}

Wind Wind {Strong, Medium, Weak}

Humidity Humidity {High, Middle, Low}

그림 3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 단계

Fig. 3 Design steps of Bayesian network

날씨 이미지를 clear, light rain, heavy rain으로 분류

하 다[21]. Sheridan은 6개의 라미터(maximum tem-

perature, minimum temperature, 16h EST dew point, 

mean daily cloudy cover, 16h EST dew point depre-

ssion, diurnal dew point change)를 이용하여 북미지

역의 날씨를 6개의 형태(dry polar,dry moderate, dry 

tropical,moist polar, moist moderate, moist tropical) 

로 분류하 다[22]. Martinez-Chico는 태양  발  응

용 분야에서의 날씨 상태를 직달일사량의 크기에 따라 

표 3과 같이 하늘의 특성을 구름의 종류, 색상, 모서리

의 형태로 구분하여 9가지의 상황으로 정의하 다[23]. 

본 논문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재 지엽 인 하늘상태

와 직달일사량의 크기변화를 고려한 태양 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직달일사량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늘상태에 따른 선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토 로 구름의 종류, 색상, 형태 등의 물리  특

성을 획득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하늘의 상황을 구분한 

Martinez-Chico의 9개의 상황을 정의하 다. 날씨 상황

이 무 다양하게 되면 센서 데이터에 무 민감하고 

날씨상황을 무 게 정의하게 되면 날씨상황을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하늘 상황 경계의 불확실성을 

확률모델로 고려하 고 비나 과 같이 직달일사량이 

미미하게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날씨상황을 추론하기 한 입력값을 정

의한다. 날씨상황을 추론하기 한 입력값은 카메라 정

보를 이용한다. 카메라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되는 입력

값은 태양, 빛, 구름에 한 입력값으로 구분된다. 태양

에 한 입력값은 이진화 상, 소벨 모서리 상 등을 

통한 원 추출 방법으로 태양의 심원을 추출하여 태양

의 상태를 확인한다. 빛에 한 입력값은 빛의 흐름과 

세기, 밝기 정보를 처리를 통해 획득한다. 구름에 

한 입력값은 옵티컬 로우의 특징 과 모서리 성분 비

율, 색상 분포 등을 통해 구름의 정도를 악한다. 표 4

는 정의된 입력값이다.

각 모듈은 간노드(Intermediate node)를 이용하여 

계층 으로 설계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입력노드인 

상의 찰값의 집합   와 네트워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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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날씨상황 정의

Table 3 Weather state definition

Case Cloud Color Edge Description

1 Altostratus Right blue Almost no Uniform distribution of clouds, Almost no solar power generation

2 Nimbostratus Dark gray Strong Clouds with rain, Decline of amount of radiation

3 Cirrostratus Right blue Almost no Thin and uniform distribution of the clouds

4 Altocumulus Gray Strong Little fluffy clouds in the blue sky

5 Cirrus White Almost no Thin and uniform distribution of the clouds

6 Cirrostratus White Strong Elongated thin clouds, sun light blocking

7 Cirrus Blue Week Imperceptibly faint cloud

8 Altostratus White Strong Cleaved form of white clouds

9 Sun Blue None Sun alone

표 4 베이지안 네트워크 입력노드 정의

Table 4 Input node of Bayesian network

Type Input node Description

Sun

Circle at binary image

Sun without cloud in sky through circle detection using preprocessing
Circle at Soble image

Circle at quantized image

Circle at gray image

Light

Bright distribution at binary image
Brightness of image

Bright distribution at quantized image

Average size of optical flow vector Strength and flow of light in the image

Gray color distribution

Color distribution in imageBlue color distribution

White color distribution

Cloud

Number of feature through optical flow

Thickness and ratio of the clouds through the number of featuresNumber of Canny edge ratio

Number of Soble edge ratio

의 출력값인 날씨상황 , 그리고 간노드     

로 구성된다. 간노드를 사용하여 입력값의 불완 성을 

보완하 다. 를들어 태양 원 추출을 한 방법인 이진

화 상 양자화 상, 회색 상, 소벨 상을 하나의 

간 노드로 묶어 입력값이 불완 하게 획득되었을 경

우 다른 입력값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표 5는 간노드와 련 입력 변수이다.

다음으로 상 계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 노드들의 

인과 계를 악하고 구조와 라미터를 결정한다. 일반

인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들 간의 방향은 ‘원인→

결과’이지만 설계시 CPT 테이블의 크기 감소를 해 

‘결과→원인’ 방향으로 설계한다. 단 하나의 모듈에서 

노드들간의 방향성에 일 성을 유지한다. 그림 4는 

GeNie 툴을 이용하여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날

씨상황 1 베이지안 네트워크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설계 방법은 날씨의 

상태 종류에 따른 모듈화 설계, 간 노드를 이용한 설

계, 역방향 설계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

의 복잡도는 식 (4)와 같이 감소한다. 식 (4)는 식 (3)에

서 부모노드의 수를 간노드를 이용하여 2개로 제한하

기 때문에 에 2를 입하고, 네트워크의 모듈 수인 

로 최  노드의 수 을 나 다.

     ′≅

 

   


  (4)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카메라 이미지의 찰값 

과 간노드   이고 날씨상

황 노드 인 체 노드  로 

구성된다. 이때 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베이지안 네

트워크의 체인룰을 통해 식 (5)와 같이 구한다.

      

          

 
   



  

 (5)

3.4 최  태양  추  방법 결정

날씨상황에 따른 태양 을 추 하기 한 방법은 표 6

과 같다. 각 방법은 날씨상황에 따라 장 과 단 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재 날씨상황에 한 발  효율이 다

르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재 상황에서 효율 인 추  

방법을 나이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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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날씨상황 추론 네트워크의 간노드

Table 5 Intermediate nodes of weather state inference network

Intermediate node Value Related input node

Center point of sun {Success, Failure}
Circle at binary image, Circle at Soble image, Circle at 

quantized image, Circle at gray image

Bright area {Yes, No}
Brightness distribution at binary image

Brightness distribution at quantized image

Heavy clouds {Yes, No} Gray color distribution,

White color distributionWhite clouds {Yes, No}

Edge ratio {High, Middle, Low}
Number of Canny edge ratio,

Number of Soble edge ratio

Clouds {Yes, No} Number of features through optical flow,

Number of features, Number of segmentatsThin clouds {Yes, No}

Completely covering the sky by clouds {Yes, No} Bright area, Center point of sun

Deep white clouds {Yes, No}
Clouds, White clouds,

Gray color distribution

Blue sky {Yes, No}

Clouds, White clouds,

Num of segmentation,

Blue color distribution

Pale white clouds {Yes, No} Thin clouds, White clouds

그림 4 설계한 날씨상황 1 베이지안 네트워크

Fig. 4 Bayesian network Design for weather case 1

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나이  베이즈 분류기는 각 입력 

노드가 인과 계가 없는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하고 분

류하는 모델로, 날씨상황 추론모듈의 출력인 각 상황별 

날씨 확률값과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입력값으로 사용

한다. 날씨상황별 확률 값은 모듈화에 의해 서로 인과 

계를 갖지 않는 조건부 독립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상청

의 날씨 정보는 범주 속성의 독립된 값이다. 나이  베이

지안 네트워크는 태양 추 방법을 , 

날씨상황 확률을  , 기상청의 날씨 정보

인 날씨상태  , 강수상태  , 습도상태  , 

풍속 상태를 입력값으로 그림 5와 같이 구성된다.

재 상황에 한 추론된 각 방법별로 발  효율에 

따라 미리 정의한 규칙을 이용하여 최 의 방법을 결정

한다. 규칙은 각 방법별 정의한 임계치를 과하는 방법

을 선택한다. 임계치를 과하는 방법들  최고의 효율

로 추론된 방법을 선택한다. 추론 결과가 같은 경우 임

의의 방법을 선택한다. 만약 임계치를 과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 기본으로 정의한 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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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태양 추  방법의 특징

Table 6 Characteristics of solar tracking method

Method Description Advantage Disadvantage

Binary image 

processing

Bright areas detection through 

binary processing
Bright area in the center core

The light intensity is below the 

threshold, the tracking does not 

work

Circle detection 
Center point detection through 

gray image transformation

Presence of the sun alone or 

covered by thin clouds
Malfunction by Circular clouds

Segmentation
Regions of the light intensity 

detection in segmentation

Tracking possibility is situation 

when the solar generation is 

bounced

Malfunction by smoothing 

preprocessing 

Ecliptic calculations

Input angle and azimuth of the 

sun tracking using latitude, 

longitude and time

Weather independent
Input error, inefficiencies when 

sun is covered

그림 5 태양추  방법의 효율성 추론 나이  베이지안 분류기

Fig. 5 Naive Bayes classifier for inferring the usability of tracking methods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의 유용성을 악하기 

하여 날씨상황 추론 모델에서 사용된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실제 CPV 태양  발  시스

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발  효율에 해 비교 

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4.1 실험 환경 구성

본 실험의 목표는 핀홀 카메라 추 이 불가능한 상황

에서 날씨상황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정확도 

검증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발  효율에 있다. 방법을 검

증하기 해 다양한 날시에서 카메라 상과 기상청 정

보를 수집하 다. 3분을 데이터 수집 주기로 하루 5시간, 

16일에 거쳐 1600여장의 날씨 데이터를 확보 하 다.

태양  발  효율을 측정하기 하여 CPV 태양  발

 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스템은 핀홀 카메라, 

웹캠, 팬틸트, 태양  집  즈, 열 소자가 장착되어 

있으며, 핀홀 카메라의 성능으로 홀 사이즈 0.2mm, 분

해능 0.02 deg/pix 성능이 장착되었고, 320×240 성능의 

웹캠, 구동 장치로 2 자유도의 팬틸트 장치, 이상 압 

4.2V, 이상 류 2.5A, 10.5W의 열 소자를 사용하 다.

4.2 날씨상황 추론 네트워크의 정확도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해 

실제 수집된 데이터로 실험 후 혼동 행렬을 표 7과 같

이 작성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1630장으로 Case9

의 상황이 193장으로 제일 많이 수집 되었으며 Case 7

이 165장으로 가장 게 수집되었다. 혼동 행렬에서 측

정치의 오차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률(Precision), 실제 

정답  실험에서 맞춘 정답의 수를 나타내는 재 율

(Recall), 시스템의 결과  얼마나 맞았는지를 측정하

는 정확도(Accuracy)를 계산하 으며 각각 평균 75.27%, 

81.14%, 93.9%의 결과를 그림 6과 같이 확인하 다.

날씨상황의 특성이 강한 Case1과 Case9가 각각 99%, 

92.7%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 으며 Case2와 같이 

비를 동반하는 상황은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 다. 

한 Case6, Case7, Case8의 경우는 Case4와의 구분이 

잘 안되었는데 이는 Case4의 특징인 솜털 구름 형태가 

3개의 상황 모두에 걸쳐 있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4.3 태양  발  효율

태양 추  방법 선택에 한 성능 평가 실험을 해 장비 

5 를 동일한 치, 시간의 조건에 치시킨 다음, 각 태양 

추  방법별 발  효율 비교와 시스템의 태양 추  방법 

선택에 해 실험하 다. 각 장치별로 이진화 처리 추  방

법, 원 심 추  방법, 세그멘테이션 기반 추  방법, 황도 

계산 추  방법,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설정하 다. 그

림 7은 기상청 날씨를 기 으로 구름이 조 인 날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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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날씨상황 추론 모델의 혼동 행렬

Table 7 Confusion matrix of weather state inference model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 190 58 1 0 0 7 0 0 0

Case2 2 127 4 0 0 0 0 0 0

Case3 0 0 164 0 0 0 0 1 0

Case4 0 0 0 156 0 35 64 65 0

Case5 0 0 0 0 136 1 0 0 3

Case6 0 0 0 0 40 126 1 0 0

Case7 0 0 0 18 0 1 84 0 0

Case8 0 0 0 5 7 4 0 101 11

Case9 0 0 0 0 0 0 16 5 179

그림 6 날씨상황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류 결과

Fig. 6 Result of weather state inference BN

태양이 구름에 의해 빛의 산란이 발생하는 상황에 한 발

 효율이다. 13시 8분부터 구름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면

서 기존 방법들의 발 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날씨 상황에서 최 의 방법인 세

그멘테이션기반 추 방법을 선택하여 발 량을 유지한다.

제안하는 계층  확률 시스템과 기존 핀홀 카메라 만

을 사용한 태양  추  시스템과 동일한 시간과 치에 

장치한 다음 발  효율을 비교하 다. 그림 7은 기상청 

날씨 기 으로 구름이 조 인 상황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태양  발  효율을 비교한 그래  이

며, 태양 이 강할 때는 핀홀 카메라 추  시스템과 유

사한 발  효율을 보이지만 태양 이 구름에 가리는 상

황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의 발  효율이 기존의 핀홀 카

메라 추  시스템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동일한 시간 에서 기존 핀홀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

템의 발 량 차이를 나타낸 그래 이다.

추가 으로 태양 을 잘 받을 수 있는 고층 빌딩 옥상

에서 7일에 걸쳐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태양  발  시

스템을 구축한 뒤 발 량을 측정하 다. 7일간 기상청 

날씨 기  맑은 날씨와 구름 조 , 구름 많음의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의 발 효율이 약 16.58% 향상됨을 확인하 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기반 CPV 태양  

추  방법을 제안하 다. 입력값은 카메라 상 분석을 

통한 처리와 기상청 정보를 이용하 으며, 재 날씨

상황을 추론하기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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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추  방법별 태양  발  효율 실험 결과

Fig. 7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of each tracking method

그림 8 태양  발 량 비교실험 결과

Fig. 8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그림 9 발 량 비교실험 결과

Fig. 9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설계하 다. 한 나이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하여 

재 날씨상황에 따른 추  방법의 합도를 추론하고, 추

론된 결과에 따라 정의된 규칙을 이용하여 최 의 추  

방법을 결정하 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상 계 분석

을 통하여 9개의 날씨 모듈로 설계하 으며, 계산량을 

이고 입력값의 불완 성을 보완하기 해 간 노드

를 사용하여 설계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용성을 

악하기 하여 1630개의 실제 수집한 데이터로 베이

지안 네트워크의 정확률을 악하 으며 각각 평균 75.27%, 

81.14%, 93.9%의 정확률, 재 률,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한 기존의 발  시스템과 태양  발  효율을 비교해

본 결과 16.58%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최 의 추  방법을 결정하기 한 의사 결

정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이며, 

날씨상황 추론 확률의 정확률을 높이기 해 추가 인 

특징 입력값을 사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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