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데이터를활용한태양광발전량예측

5강. 데이터전처리



1. 수집된데이터의시간간격동일하게맞추기

2. 위성데이터의nc파일을csv파일로변환하기

3. 위성이미지좌표를위도경도로변환하여DSR값가져오기

4. 주소별로정리된csv파일

5. UTC시간을서울시간으로변경, 시간데이터타입변경

6. 하향단파복사관련데이터만골라서저장

7. 대체위도와경도

8. 세개의csv파일합치기



1 실습용데이터파일소개

실습을 위해 제공되는 파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위성 데이터와 지상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ground_weather_data 폴더명

지상 데이터(ASOS, AWS)



1 실습용데이터파일소개

sat_data 

위성 데이터(단파복사)

폴더명

jeju_geo_match_info.csv

sat_data폴더의 지역별단파복사파일들은위의
csv 파일을참조하여생성된파일입니다.



2 수집된데이터의시간간격동일하게맞추기

강수량
(1분간)

강수량
(1시간)

하향단파복사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강수량
(1시간)

기온
풍향
풍속
습도

(1시간)

하향단파복사
(1시간)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시간 간격입니다.

csv

csv

csv

csv

csv



2 수집된데이터의시간간격동일하게맞추기

Glob함수는확장자가특정파일만골라서리스트를
생성할때유용하게사용됩니다.여기서는 csv만
골라냅니다.그리고 Aws나asos폴더 안에는 2개의
파일이있습니다.

강수량데이터는파일명에 rain이라는문자열을포
함하고있습니다. ‘rain’문자열을포함하는파일만
아래코드를실행합니다. 

ASOS 1분당 강수량 AWS 1분당 강수량

AWS는ASOS보다지점컬럼이더존재

전처리를잘하시려면
파이썬이나 Pandas를많이
사용해보시는것을권장드립니다.
데이터사이언스에서전처리
는전체프로세스중에많은시간을
들이는비중이높은작업입니다.

한시간단위로강수량을누적

Datetime으로타입을변경
하고날짜시간조건으로필
터링합니다.문자열로는이
같은조건을사용하지못함.



3 위성데이터의 nc파일을 csv파일로변환하기

NC 파일에서 하향 단파 복사(일사량)를 활용하려면 csv파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변환을 위해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convert_file( ) 함수는
파일하나만변환해줍니다.

netcdf2csv, xarray, scipy



4 위성이미지좌표를위도경도로변환하여 DSR값가져오기

coordinate_transform.csv 파일의 일
부

위도 경도 위성이미지좌표

변환된 CSV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 본 파일은 2022년 3월 10일 10시 00분의 NC파일을 CSV로 변환 한 예입니다.

변환된파일을살펴보면 ydim과 xdim은위성이미지상의

x,y좌표값이고, DSR은하향단파복사(일사량) 데이터값

입니다. 여기서우리가알고자하는위치는위도와경도

입니다. 위성이미지상의 x, y값을위도와경로도바꿔주는

변환테이블인 Coordinate_transform.csv파일을활용합니다.



5 주소별로정리된 csv파일

강정동.csv

이 파일에는 ASR(흡수단파복사), DSR(하향단파복사), RSR(상향단파복사)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별로 ‘_DQF1’이라는 컬럼이 존재합니다. 이는 DQF1이 ‘1’인 경우에만 데이터가 유효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date 컬럼은 서울시간이 아닌 UTC시간으로 9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6 UTC시간을서울시간으로변경, 시간데이터타입변경

UTC시간을 서울 시간으로 변경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예) “2022-10-10 13:24”

읽어올 시간의 포맷과
시간이 국제시간으로 설정

현재 시간 존을 읽어온다.
(컴퓨터에 서울시간으로
설정된 내용을 읽어옴)

읽어온 시간과 동일한 포맷
으로 시간 문자열 생성

(서울 시간)



7 하향단파복사관련데이터만골라서저장

위성데이터의 csv파일에서 date, DSR, DSR_DQF1 컬럼만선별적으로가져옵니다.

csv파일을읽어서불필요한컬럼은삭제

합니다.

결측치를 0으로채우고앞에서만들었던

convTime함수를사용하여서울시간으로

변환한뒤다시데이터타입을 datetime

으로변경합니다.



8 세개의 csv파일합치기

하향 단파 복사, 강수량, ASOS 또는 AWS 데이터 합치기

강수량
(1시간)

하향단파복사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강수량
(1시간)

기온
풍향
풍속
습도

(1시간)

하향단파복사
(1시간)

csv

csv

csv

csv

하향단파복사 csv파일을읽어

merge_df생성

강수량 csv파일을읽어

precip_df생성

Aws, asos csv파일을읽어

aws_df생성

세 개의 csv파일을 합치고하나의 csv파일로저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