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JICS) 2022. Apr.: 23(2): 29-35  29

태양객체 정보  태양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치의 자외선 지수를 산출하는 DNN 모델☆

DNN Model for Calculation of UV Index at The Location of User Using 
Solar Object Information and Sunligh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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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외선은 노출 정도에 따라 인체에 유익 는 유해한 향을 미치므로 개인별 정 노출을 해서는 정확한 자외선(UV) 정보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기상청에서 생활기상정보의 한 요소로 자외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외선 지수(UVI, Ultraviolet 

Index)로 사용자 치의 정확한 UVI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확한 UVI의 취득을 해 직  계측기를 운용하지만 비
용이나 편의성에 문제가 있고, 태양의 복사량과 운량 등 주변 환경요소를 통해 자외선 양을 추정하는 연구도 소개되었으나 개인별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개인별 치에서의 정확한 UVI 제공을 한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을 이용한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기 수집한 하늘이미지  태양  특성을 분석하여 태양의 치  크기, 조도 등 
UVI와 상 도가 높은 요소들을 선정한 후 DNN 모델을 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 이후 하늘이미지로부터 Mask R-CNN을 통해 추출

한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을 입력하여 UVI를 산출하는 DNN 모델을 구 한다. 국내 UVI 권고기 을 고려, UVI 8이상과 미만인 

날에 한 성능평가에서는 기 장비 비 MAE 0.26의 범  내 정확한 UVI의 산출이 가능하 다.

☞ 주제어 : 자외선 지수, 이미지, 태양 객체특성, 사용자 치, 태양  특성, 딥러닝

ABSTRACT

UV rays have beneficial or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depending on the degree of exposure. An accurate UV information 

is required for proper exposure to UV rays per individual. The UV rays’ information is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s one component of daily weather information in Korea. However, it does not provide an accurate UVI at the user’s 

location based on the region’s Ultraviolet index. Some operate measuring instrument to obtain an accurate UVI, but it would be costly 

and inconvenient. Studies which assumed the UVI through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lar radiation and amount of cloud have 

been introduced, but those studies also could not provide service to individual.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deep learning model 

to calculate UVI using solar object information and sunlight characteristics to provide an accurate UVI at individual location. After 

selecting the factors, which were considered as highly correlated with UVI such as location and size and illuminance of sun and which 

were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ky images and solar characteristics data, a data set for DNN model was constructed. A DNN 

model that calculates the UVI was finally realized by entering the solar object information and sunlight characteristics extracted through 

Mask R-CNN.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UVI recommendation standards, it was possible to accurately calculate UVI within the 

range of MAE 0.26 compared to the standard equipm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for days with UVI above and below 8. 

☞ keyword : UVI, Image, Solar object characteristics, User location, Sunlight characteristics,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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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키는 유해요소로 인식되었으나[1], 최근에는 비타민

D 합성  근골격계에 미치는 정  향이 알려지면

서 자외선에 한 정 노출을 권장하고 있다[2, 3]. 이러

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외선에 한 심  련 정보

에 한 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가장 표 인 자외선 

련 정보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 지  자

외선(280~380nm) 역에 해당하는 복사에 지의 양을 지

수(1~15)의 형태로 나타낸 자외선 지수(UVI, Ultraviolet 

Index)이다[4]. 국내 기상청에서는 UVI를 건강 리를 

한 필수 환경인자로 선정하여 생활기상정보의 한 요소로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5]. 그러나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UVI는 지역(행정구역) 단 의 값이라는 한계가 있

어 각 개인별 치에서 구름, 날씨 등 환경 인 요인에 의

해 달라지는 정확한 UVI 수치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6, 7]. 개인별 UV 정보 취득의 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연구에서는 태양 의 분 (Spcetral Irradiance) 계측 결과

로부터 UVI를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하 고 소형의 UV센

서를 용하여 휴 가 가능한 UVI 계측기를 제안하 다

[8]. 그러나 일반인이 태양 의 분 데이터를 수집  처

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소형의 UVI 계측기도 휴 의 

불편함  별도의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하여 쉽게 사용할 

수 없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분석 기술이 발 하면서 

기, 환경, 기후 련 다량의 상  센서 데이터를 취득

한 후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날씨  환경 정보를 도출하

고 있다. Sabburg와 Wong(1997)은 태양 심 천 카메라

(all-sky camera) 시스템을 통해 천 상(all-sky image)과 

태양복사 에 지를 함께 측하여 연  분석을 시도하

다[9]. 이들은 천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늘 상을 취득

한 후 운량 등의 날씨 련 정보를 도출하 다[10]. 한 

총 오존의 환경 요소와 태양 천정각을 이용하여 UV 련 

정보를 추출하려는 연구도 소개되었다[11]. 그러나 이러

한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UVI와 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태양 의 특성과 하늘 이미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외선 련 정보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한 사

용자 치에서 주변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자외선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각 개인별 치에서의 정확한 자외선 

지수를 제공하기 해 하늘이미지 내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을 이용하여 UVI를 산출하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먼  약 10개월 동안 촬   계측을 통해 수집

한 하늘이미지와 태양  특성을 분석하여 UVI의 산출을 

해 필요한 상  요소들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태양

객체 정보(태양의 크기와 치)와 태양  특성(조도, 태양

천정각)의 요소들을 입력하여 UVI산출하는 딥러닝 모델

을 구 하고 데이터 셋 기반의 학습을 수행한 후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의 성능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주

변의 환경정보(하늘이미지, 태양  특성)와 딥러닝 모델

을 연계 용함으로써 개인 치별 정확한 UVI 정보의 

산출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2. 자외선 지수 산출 모델의 데이터 셋 구성

사용자 치에서 취득 가능한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UVI 정보를 산출하기 해 UVI와 연 이 있는 환경 요소

들을 특정하 다. 자외선의 세기는 태양의 치  태양 

주변의 구름과도 한 향이 있으므로[12] 하늘 상

을 통해 태양객체에 한 정보들을 추출하 다. 한 하

늘이미지의 취득과 함께 동시간 에 동일 지 에서 계측

된 태양 의 조도를 함께 고려하 다. 본 연구에 용된 

데이터셋은 미공개 데이터로, 2019.10 ~ 2020.7의 기간 동

안 도 36.8522, 경도 127.1508에 치한 학 건물의 옥

상층에서 매 1분 마다 방향 카메라(Gear 360:2017, 

SamSung, Korea)를 통해 직  촬 한 하늘이미지와 분

복사계(CAS 140CT, Instruments, Germany)를 통해 계측한 

태양 의 조도를  수집하여 구성하 다.

2.1 하늘이미지 내 태양객체 정보 추출

하늘이미지의 측정에 사용한 방향카메라는 사용자 

치에서의 체 하늘 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3]. 그러나 UVI는 태양과 그 주변의 구름의 향을 

받으므로 하늘이미지 체 보다는 태양과 그 주 의 일

정 역에 한 이미지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14]. 이를 

해 상 내 특정 객체의 검출에 유용한 딥러닝 알고리

즘인 Mask R-CNN(Region-Convolution Neural Network) 모

델을 용하 다[14, 15]. 그림 1은 하늘이미지로부터 태

양객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표시된 Mask R-CNN 모델은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뿐만 아니라 해당 객체 역의 크기  좌표 정

보를 함께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 다. Mask R-CNN 모델

은 용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에 한 사  정보가 입

력되어야 하므로 그림 1의 (a)와 같이 다양한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총 200장의 하늘이미지를 선정한 후 라벨링을 

수행하 다. (b)는 라벨링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한 Mask R-CNN 모델을 실행시키는 단계이며 (c)는 

태양객체의 탐지 결과이다. Mask R-CNN 모델을 통해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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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과 흐린 날의 오 , 정오, 오후의 하늘 상 내에서 정확

하게 태양 객체를 탐지하 다. 이후 (d)에서는 태양객체 정보

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태양객체의 심 (x, y)과 태양객체의 

Width, Height, 태양객체 역의 면 (Area) 정보를 추출하 다.

오전 정오 오후

(a) 

하늘이미지

라벨링

맑은날

흐린날

     ↓                    ：            ：             ：

    (b) Mask R-CNN 기반 태양 객체 탐지
     ↓                    ：            ：             ：

(c)

태양객체

탐지 결과

맑은날

흐린날

        ↓                    ：            ：             ：

(d)

태양객체

정보 추출 

 - x, y : 객체 중심점
 - Width, Height : 객체 영역
            가로, 세로 크기 
 - Area : 객체 영역 면적

(그림 1) 태양객체 정보 추출 과정

(Figure 1) Process of extracting solar object 

information

2.2 태양  특성 정보 수집  데이터 셋 구성

사용자 치의 UVI 산출을 해 필요한 주변의 환경

정보로써 태양  특성을 함께 수집하 다. 태양  특성으

로는 자외선의 세기와 한 연 이 있는 태양 의 시

간별 조도를 선정하 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태양천정각의 값을 추가하 다. 이때 태양 의 조도는 분

복사계를 태양 트래킹 장비에 용하여 측정하 고 측

정 시 에서의 태양천정각과 시간의 정보를 함께  

기록하 다. 그림 2는 시간별 조도와 태양천정각의 수집 

황을 표시하기 하여 각각 맑은 날과 흐린 날 하루에 

한 를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2는 비슷한 시기의 맑은 날(a)과 흐린 날(b)에 

한 조도와 태양천정각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천정각의 값은 맑고 흐림의 날씨와 무 하게 일정한 

패턴을 보 지만 조도는 날씨나 구름 등의 향 탓으로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 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경

우 조도, 태양천정각 등의 태양  특성과 구름이나 날씨

등의 향을 악할 수 있는 태양객체 정보를 함께 고려

할 경우 보다 정확한 UVI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단

하 다. 이후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의 설계  구 을 

해 필요한 데이터 셋을 구성하 고 표 1은 데이터 셋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맑은날(2020.04.05) (b) 흐린날(2020.05.04)

(그림 2) 태양  특성: 조도, 태양천정각

(Figure 2) Sunlight characteristics: illuminance and 

solar zenith angle

시간
태양객체 정보 태양광 특성

x y Width Height Area 조도
(lux)

UVI
(1~15)

Solar_Z
enith(°)

20.04.08 
6:36

1182 1228 920 243 102637 10939 0.1499 85.117

20.04.08 
6:37

1198 1218 875 258 112616 11921 0.1365 84.918

20.04.08 
6:38 1184 1217 828 256 107097 12918 0.1678 84.718

20.04.08 
6:40

1198 1231 754 234 95676 14977 0.1936 84.319

……………………………

(표 1) 자외선 지수 산출을 한 데이터 셋

(Table 1) Data set for calculation of UVI

표 1과 같이 태양객체 정보는 태양객체의 심 좌표인 

x, y, 가로와 세로축의 크기인 Width, Height, 태양객체 

역의 면 으로 구성하 다. 태양  특성은 조도, UVI, 태

양천정각이다. 이후 동시간에 한 이미지를 함께 구성하

여  총 59,155건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표 2는 데

이터셋 구성을 한 각 단계별 데이터의 처리 수량이다.

구  분 수  량

하늘이미지 라벨링 200개(맑은날, 흐린날100개씩)

태양객체 탐지 결과 73,450건

태양객체정보+태양 특성 59,155건

(표 2) 수집 데이터 셋의 각 단계별 수량

(Table 2) Quantity of each step in the collected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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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외선 지수 산출 딥러닝 모델

하늘이미지의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을 이용하

여 사용자 치에서 자외선 지수(UVI, Ultraviolet Index)를 

산출하 다. 이를 해 UVI와 각 데이터 셋 요소들 간의 

상 도를 분석한 후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

다. 한 UVI의 산출 정확도의 향상을 한 모델의 최

화를 수행하 다. 이후 데이터 셋 기반의 학습을 수행함

으로써 사용자 치에서 UVI를 산출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 하 다.

3.1 자외선 지수 산출 모델의 설계

사용자 주변의 환경 요소들을 이용하여 UVI를 산출하

는 딥러닝 모델의 구 을 해서는 출력 값인 UVI와 상

도가 높은 입력 인자들의 선정이 필요하 다. 2장에서 

제시한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요소의 상 도를 분

석하 고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UVI와 수집 정보간 상 도 분석

(Figur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UVI and 

collected data

상 도 분석 결과 UVI는 태양  특성인 조도(Illum)와 

상 도가 0.89로 가장 높았고 태양천정각(Solar_Zenith)과

도 –0.89로 가장 높은 음의 상 도를 보 다. 한 태양

객체 정보 에서는 태양의 y축 치와 –0.86으로 높은 

음의 상 도를 보 고 x축 치 등의 나머지 태양 객체 

요소들과도 최소 –0.43 이상의 높은 음의 상 도를 보

다. 상 도 분석시 x는 하늘 이미지 심으로부터 태양 

객체간의 심까지의 거리를 용하 다. 그림 3의 상

도 분석 결과 데이터 셋 내의 모든 구성요소가 UVI 산출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을 입

력으로 하여 UVI를 산출하는 기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

다. 이때에는 각 월에 한 정보가 UVI의 산출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  연구[16]를 고려하여 월에 한 

정보를 One-Hot Encoding기법을 통해 추가로 용하 다.

3.2 자외선 지수 산출 모델의 구   학습

자외선 지수 산출 DNN 모델의 구축을 해 Ubuntu 

OS에 제 린(Zeppelin)을 설치하 고, 딥러닝 오 소스 

임워크인 텐서 로우(TensorFlow) 와 라스(Keras)

를 이용하여 자외선 지수 산출 모델을 구 하 다[17]. 

기 딥러닝 모델은 한 개의 입력층, 각각 128개의 노

드를 가지는 세 개의 은닉층, 한 개의 출력층으로 구성하

다. 이때 입력층에 용될 각 인자 값들을 0~1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수행하 고 체 데이터 셋의 

약 49%를 학습, 21%를 검증, 30%를 테스트 데이터 셋으

로 랜덤 분할한 후 사용하 다. 이때 최 화함수는 Adam, 

활성화함수 ReLU, Epoch는 500, 손실 함수는 MAE(Mean 

Absolute Error)로 설정하 고, 기 딥러닝 모델은 테스트 

셋 내의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수행 시 MAE가 0.27로 확

인되었다. 이후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의 최 화를 하

여 이어의 개수와 노드의 개수를 변경해 가며 최 의 

라미터 값을 찾는 그리드 서치를 수행하 고[18], 그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모델 최 화를 한 그리드 서치 결과

(Figure 4) Grid search results for optimization of 

the model

그림 4와 같이 은닉층을 2~6개, 각 이어의 노드수를 

8~512개로 진 으로 변화시켜 가며 각 설정 상태에서

의 MAE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은닉층 5개, 각 이어의 

노드 개수가 128개 일 때가 최 의 MAE 수치를 보 고 

그 이상으로 은닉층과 노드의 개수를 증가시켜도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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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그리드 서치의 결과를 반

하여 UVI 산출 모델을 확정 구 하 고 그림 5는 UVI 산

출 모델의 구  결과이다.

(그림 5) UVI 산출 DNN 모델

(Figure 5) DNN model for UVI calculation

(a) 2020년 04월 29일 (최  UVI 8이상, 맑음)

(b) 2020년 07월 03일(최  UVI 8미만, 흐림)

(그림 6) 성능 실험 결과

(Figure 6) Result of performance experiments 

4. 실험  평가

국내 UVI의 권고 기 을 고려하여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최  UVI 8 이상)에 해당하는 날과 그 지 않은 날 

하루씩을 선정한 후, 제안모델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상일의 선정은 객  평가를 해 테스트 셋

에서 배제된 날들을 상으로 하 고, 각 일별 일출~일몰

간 하늘이미지와 조도 값을 이용하 다. 이때 기  UVI는 

동일 시간, 장소에서 분 복사계 (CAS 140CT, Instruments, 

Germany)를 통해 취득한 UVI의 계측 결과를 비교하 고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a)는 UVI가 “매우 높음”, (b)는 “높음”에 해당하는 날

에 한 결과이며 두 날짜에서 모두 평균 오차(MAE)

가 0.26으로 나타나 보여 제안방법은 MAE 0.26의 평균 

오차범  내에서 정확한 UVI 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한 이 의 연구를 토 로 태양의 조도를 기반으로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을 구 하여[18], 동일 날짜에 한 

비교 성능 평가를 수행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날짜 

MAE

(기존) 조도 기반
uvi 산출

(제안) 태양객체+조도 
기반 uvi 산출 

‘2020.04.29.
(UVI 매우높음)

0.31 0.26

‘2020.07.03.
(UVI 높음)

0.69 0.26

평균 0.50 0.26

(표 3) 제안 모델의 비교 성능 평가

(Table 3) Comparative performance evaluation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태양객체정보 기반 UVI 산출 

방법은 평균 MAE가 각각 0.50과 0.26으로 나타나 제안방

법이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특히 UVI가 “높음”에 

해당하는 날(2020.07.03. 여름, 흐림)에서 성능 차이가 컸

다. 이를 통해 구름  날씨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이

의 방법보다 태양의 객체 정보를 함께 사용한 제안방법

이 보다 강건한 UVI의 산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각 개인의 건강 리를 해 태양객체 

정보와 태양  특성에서 UVI를 산출하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은 사용자 주변에서 취득 가능한 

하늘이미지와 태양  특성을 이용하여 해당 치에서 

UVI를 산출하 다. 이를 해 약 10개월간 방향카메라

를 사용하여 하늘이미지를 촬 하 고 동 치, 동시간

에서 분 복사계를 통해 태양 의 조도  UVI의 특성

을 수집하 다. 이후 하늘이미지에서 태양객체정보를 취

득하기 하여 Mask R-CNN 모델을 용하 고 태양객

체의 x, y 좌표와 크기 정보 width, height  면  정보 

Area를 도출하 다. 한 동일 시 에서의 태양  특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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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illum), UVI, 태양천정각(Solar_Zenith)의 값을 수집하

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 다. 이후 상  분석을 통해 정확

한 UVI 산출을 한 입력 요소를 선정한 후 Zeplin 환경

에서 TensorFlow 기반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을 설계  

구 하 다. 태양객체 정보(x, y, width, height, area)와 태

양  특성(illum, Solar_Zenith)에 월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

하여 UVI를 산출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 다. 이후 

그리드서치 방법을 이용한 모델의 최 화를 수행하여 5

개의 히든 이어, 각 이어마다 128개의 노드를 가지는 

UVI 산출 딥러닝 모델을 최종 구 하 다. 국내 UVI 권

고기 을 고려하여 UVI가 8이상(매우높음)과 미만에 해

당하는 날을 각각 하루씩 선정하여 수행한 제안 방법의 

성능 평가에서는 평균 오차 0.26의 범  내에서 정확

한 UVI를 산출하여 사용자 치에서의 UVI 정보의 제공

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하늘이미지와 태양  특성의 실측 자

료를 보강하여 제안 방법의 추가 인 성능 향상을 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 UVI외 미세먼지 등 다른 환

경 요소의 산출을 해 사용자 주변 환경 요소들의 추가 

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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