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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구글,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 여부 의사결정을 지원 

 구글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견적 서비스에 

기계학습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 

 구글의 ‘프로젝트 선루프(Project Sunroof)’는 2015년에 공개된 태양광 패널 설치 견적 서비스로,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예상 발전량과 절약 가능한 전기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구글은 현재 미국의 50 개 주에 걸쳐 약 6,000 만 가구를 커버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독일에도 프로젝트 선루프 서비스를 확대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익스플로러(Data Explorer)’ 기능은 사용자 주변의 태양광 패널 도입 상

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기계학습 기술을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하여 지

도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물을 빨간 점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태양광 패널

의 도입 비율과 도입 개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 

 데이터 익스플로러 기능 개발을 위해 구글은 

먼저 상공에서 고해상도로 지붕을 촬영한 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인간

이 직접 확인하였음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한 이 결과를 알고리즘

의 첫 번째 훈련용 데이터 세트로 사용하여 

훈련을 반복해 시켰고, 나중에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미지에서 태양광 패널(태양광 발

전과 태양열 이용을 모두 포함)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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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익스플로러 기능(패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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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70 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알고리즘의 훈련을 계속하여 정확도가 향상되면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설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미국 언론들은 구글의 데이터 익스플로러 기능이 태양광 이용에 동조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도 

 예일대학 경제학과의 케네스 질링엄 교수에 따르면, 거리에서 이웃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

치되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자신의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도입할 경향성이 높음 

 질링엄 교수는 데이터 익스플로러 기능이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

고 자신만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 

 구글은 정책 입안자와 지역 사회 또는 각 개인이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익스플로러의 정보를 유용하게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음 

 (The Atlantic, 6. 12. & The Verge,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