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7737/KMSR.2016.33.1.035

풍력단지의 발 량 추계  모형 제안에 한 연구*

류종
1
․최동구

2†

1
홍익 학교 상경 학, 

2
포항공과 학교 산업경 공학과

Development of a Stochastic Model 

for Wind Power Production

Jong-hyun Ryu1․Dong Gu Choi2
†

1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2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POSTECH

Abstract 

Generation of electricity using wind power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worldwide in recent years mainly 

due to its minimal environmental impact. However, volatility of wind power production causes additional problems 

to provide reliable electricity to an electrical grid regarding power system operations, power system planning, and 

wind farm operations. Those problems require appropriate stochastic models for the electricity generation output 

of wind power. In this study, we review previous literatures for developing the stochastic model for the wind power 

generation, and propose a systematic procedure for developing a stochastic model. This procedure shows a way 

to build an ARIMA model of volatile wind power generation using historical data, and we suggest som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addition, we apply this procedure into a case study for a wind farm in the Republic of Korea, 

Shinan wind farm, and shows that our proposed model is helpful for capturing the volatility of wind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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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신재생에 지가 력시장에 빠르

게 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국제에

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 발

표한 보고서는 향후 신재생에 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15년 뒤인 2030년에는 신재생에 지가 석탄

을 제치고 세계 최  력원이 될 것이며, 태양 과 

풍력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15]. 우리나라도 에 지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12년 3.66%의 

신재생에 지 발 량 비 을 2035년까지 13.4%로 

확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풍력이 30% 

이상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할 망이다[3]. 제

주  서남해 등 규모 풍력단지의 개발 투자가 확

되어 2035년까지 12.8GW의 풍력발 설비가 보

될 계획이며(2014년 555MW), 이는 2014년 우리

나라 총 발 설비 규모가 85.8GW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용량임을 알 수 있다.

풍력은 발 량이 주로 기상 조건에 의해 결정되

어 앙 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간헐

성(intermittency)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풍력 발 설비가 용량으로 력시

스템에 도입될 경우, 계통운 (power system op-

eration)이나 수 계획(power system planning)을 

한 기존의 혼합정수 선형계획법(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모델링 방식[1]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2000년  반 이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풍력의 간헐성을 고려한 추계  계

획법(stochastic programming) 모델링 방법론 개

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11-13, 18, 21, 

25]. 최근에는 이와 같은 력공 사(electric utility 

company) 혹은 계통운 사(grid operator) 에서

의 문제뿐만 아니라, 풍력발  사업자들 에서의 

문제들에 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풍력발 단지의 발 량 패턴, 계통과의 송 용량, 

 도매 력시장에서의 력 가격 등을 고려한 풍

력발 단지 최  운  방법에 한 연구[16, 27]와 

풍력발  단지와 배터리 등 ESS(energy storage 

system)와의 연계 의사결정 연구[14, 26, 28]에도 추

계  계획법 모델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

한 추계  계획법 모델링 방법론은 풍력의 발 량

과 같은 불확실성을 가지는 라미터들의 추계  모

형(stochastic model)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풍력 발 량의 추계  모형을 신

하게 도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몇

몇 풍력발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발

단지들의 낮은 기술  효율성을 극복하기 하여 

실제 측정된 풍속 혹은 발 량 자료의 확보  신

한 분석이 강조되고 있다[2, 4].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 량의 추계  모형을 도

출하는 과정에 한 이  연구들을 검토하여 방법

론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라남도 신안군 비

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되어 2008년 12

월부터 상업운 을 시작한 3MW 규모의 신안 풍력

발 단지의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2년

간 시간별 발 량 시계열(time series) 자료를 활용

하여 해당 풍력발 단지에 합한 추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풍력 발 량의 추

계  모형 도출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제안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방법론을 활용한 신

안 풍력발 단지 발 량 추계  모형 추정 사례 연

구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론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풍력 발 량의 추계  모형에 한 이  연구들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근 방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통 으로 풍속(wind speed)의 

시계열 자료를 추계  모형화하여 이를 발 량으로 

변환하는 방식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

으며, 최근에는 발 량 시계열 자료를 바로 추계  

모형화하는 방식을 활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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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풍력 발 량 시계열 자료의 추계  모형화를 한 두 가지 근 방법

다. 비록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두 번째 

근 방법에서 발 량은 풍력 발 기의 물리 인 최

소-최 값이 정해져 있어 이러한 자료는 일반 인 

통계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단 이 있으나, 첫 

번째 근 방법에 비해 모형의 오차가 세제곱근으

로 어드는 장 이 있다[10].1) 한, 실제 발 량 

자료는 풍향의 부정합성, 발 기 고장수리 등에 의

한 운 정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반 되어 있지만, 

풍속 자료를 발 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 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  반부터 최근까지 첫 번째 근 방법

을 바탕으로 많은 논문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

고, Aksoy et al.[2] 논문은 풍속을 추계  모형으

로 표 하는 5가지 방법론을 <표 1>과 같이 정리

하 다. 몇몇 Markov chain 모형[19, 23] 혹은 Wa-

velet-based approach[17]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들

이 수행되었으나,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 모

형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들이 가장 일반 이다. 

기에는 단순한 AR(1) 혹은 AR(2) 모형을 많이 활

용하 으며[4], 최근에는 자기회귀이동평균(autore-

gressive moving average, ARMA) 모형, 자기회귀

이동평균(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 등 더욱 복잡한 모형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6, 22, 24]. 2000년  

반 이후 풍력 발  설비가 보 됨에 따라, 두 번

째 근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몇몇 논문들이 발표 

되었다. Papaefthymiou and Klockl[20]은 풍속 시

계열 자료를 발 량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고 이를 

1) 풍력 발 량은 시동풍속(Cut-in speed)과 정격풍속

(Rated speed) 사이에서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Markov chain 모형에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 고, 

Chen et al.[10]는 발 량 시계열 자료를 ARIMA 

모형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발

량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모형을 추정하

고자 하며, 이는 두 번째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 풍속을 추계  모형으로 표 하는 5가지 
방법론

∘Normal distributed independent random numbers
∘Weibull distributed independent random numbers
∘Autoregressive models
∘Markov chain model
∘Wavelet-based approach

3.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AR 모형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추계  모형

을 제안하고자 하며, AR 모형의 발 된 형태인 

ARIMA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ARIMA(p, d, q)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이 표

된다. 

 ⋯ 
 (1)

         ⋯  


여기서, 는 시계열 자료, 는 백색잡음(white 

noise) ∼ 
 ), 는 AR의 차수, 는 차분의 

차수, q는 MA의 차수를 나타낸다. 는 후향연산자

(backward operator)로서,    와 같이 표

된다. 따라서,  식의  ⋯ 
는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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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고, 는 차분부분이며, ⋯   

 
는 MA 부분이다. 이때, 와 가 모두 0이면, 

이는 AR(p) 모형에 해당된다.

일반 으로 비정상 (non-stationary)  비정규

(non-Gaussian) 특성을 가진 풍력 발 량 시계열 

자료를 한 ARIMA 모형으로 추정하기 해, 다

음과 같은 Box-Jenkins의 3단계 모형 합법을 활

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의 식별(model identi-

fication) 단계에서는, 주어진 시계열 자료 를 분

석하여 자료의 비정상성  비정규성을 보이고, 이

를 정상   정규  시계열 자료 로 변환 한 후, 

모형의 차수 p와 q를 정하는 것이다. 비록 정상성 

 정규성을 검정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부분의 이  연구들과 같이 의 계  변

동성과 경험  확률 도함수(empiric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를 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Box-Jenkins 모형 합

법에서 활용하는 Box-Cox의 멱변환(power trans-

formation)을 거친 후 차분법(differencing) 혹은 계

차분법(seasonal differencing)을 용하는 방법

과, Brown et al.[7]  Torres et al.[24] 연구에서

와 같이 계 성(seasonality)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는 를 로 변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하여, 

멱변환 이후 계 성을 제거한 후 차분법을 용하

는 두 방법을 혼합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자

료의 정규화를 하여 로그(log)변환, 제곱근(square 

root) 등 다양한 형태의 단순 멱변환을 사용하거나, 

Box-Cox 멱변환을 고려할 수 있다. 최 의 Box- 

Cox 멱변환을 하는 차가 있으나 시동풍속제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풍력발 량이 0인 경우가 

많고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풍력발

량의 분포를 보면 발 량이 0 혹은 최 발 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멱변환으로 종모양(bell 

shaped)의 정규분포화 하기는 어렵다. 식 (3)에서와 

같이 계 성을 제거하면 정규성을 회복하는 효과

가 있으나 계 성 제거  멱변환 효과를 최 로 

하기 한 차는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다. 여

러 가지 멱변환을 시도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제곱근 변환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고 별도의 차 없이 아래 식 (2)와 같이 제곱근 

변환을 고려하 다. 

     (2)

일반 으로 풍속 혹은 풍력 발 량은 계 별  

시간별 계 성이 있으며, 이러한 계 성을 제거하기 

하여 식 (3)과 같이 자료 표 화를 수행하겠다.

        (3)

이때, 과 는 각각 달, 시간 에 해당

하는 멱변환 자료 들의 평균값과 표 편차 값을 

나타낸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시간 별 자

료들의 평균  분산 값을 계산하고, 각 측 값이 

해당하는 월  시간 에 해당하는 값을 바탕으로 

시계열 자료 를 표 화하는 것이다. 를 들어, 

1월에는 31일이 있으므로, 1월 12시에 해당하는 

와 는 31일치의 12시에 해당되는 자료들

의 제곱근의 평균 값과 표 편차 값이며, 본 연구에

서와 같이 2년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총 62일

치의 12시에 해당되는 자료를 이용한 값들이다. 

표 화된 시계열 자료 를 바탕으로, 표본 자기

상 함수(sample autocorrelation function, sample 

ACF)와 표본 부분자기상 함수(sample partial au-

tocorrelation function, sample PACF)의 그림을 그

리고, 두 그림을 바탕으로 차분 차수 를 결정하고, 

아래 식 (4)과 같이 최종 으로 변환된 시계열 자

료 ′를 완성하겠다. 

′    (4)

최종 시계열 자료 ′는 정상   정규  특성

을 가지며, ARMA 모형으로 추정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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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CF와 PACF에 따른 ARMA 모형 추정 방법

AR(p) MA(q) ARMA(p, q)

ACF
지수함수  감소 혹은 축퇴하는 
사인 곡선

차부터 단형
시 부터 지수함수  감소 
혹은 축퇴하는 사인 곡선

PACF 차부터 단형
지수함수  감소 혹은 축퇴하는 
사인 곡선

시 부터 지수함수  감소 
혹은 축퇴하는 사인 곡선

의 표본자기상 함수와 표본부분자기상 함수를 바

탕으로, 아래 <표 2>와 같은 규칙을 통해 ARMA 

모형의 차수 와 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한 간단한 모형이 선호되며, 이를 약성의 법칙

(principle of parsimony)이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최 의 ARIMA 모형의 차수를 결

정하기 해서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많이 활

용되는 척도에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

rion), AICc(corrected AIC), 그리고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있는데[8], 식 (5)～식 (7)

과 같다. 

     (5)

 


  (6)

   (7)

여기서 은 우도함수(likelihood)값이고, 는 표

본크기이며, 값은 식 (1)에서 의 값이 0이 아니

면 1의값을 가지며 0이면 0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척도의 값이 가장 작은 모형을 최  모형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다. AICc와 BIC는 AIC 기 으로 모

델 선택을 하 을 때의 과 합(overfitting)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 

AICc 값이 AIC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므로, BIC 

값을 척도로 고려하 다.

모형의 식별 과정에서 최  모형이 선택되면, 이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 으로 많이 쓰이는 최 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활용하여 모형의 계

수를 추정하 다. 다음 단계로 계수 추정으로 완성

된 ARIMA 모형이 수집된 시계열 자료에 합한가

를 확인하는 모형의 진단(model diagnostic) 단계를 

수행하 다. 표 화 된 시계열 자료 와 합치 

의 차이, 즉 잔차(residual) 계열의 ACF와 PACF 

확인을 통해, 잔차 계열이 백색잡음의 성질을 띄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된ARIMA 모형

이 한 모형임을 확인하 다. 

4. 사례 연구

4.1 모형의 식별

우선,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신안 풍력

발 단지에서 측정된 시간별 발 량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비정상성과 비정규성을 보이고자 

한다. 시계열 자료 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그

림 2>에서와 같이 특정 시 ( ：2011년 1월)에는 

발 량이 많아 발 량이 0인 구간이 으나 다른 특

정 시 ( ：2010년 6월)에는 발 이 0인 구간이 상

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 계  차이

를 분석하기 해,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의 

월별 평균값과 표 편차 값을 확인하 다. 그 결과 

발 량과 발 량의 변동성의 계 성이 있음을 확인

하 다. 한, 각 계 의 시간별 발 량도 <그림 4>

에서 보여주듯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결론 으로, 신안 풍력발 단지의 발

량 시계열 자료, 는 계 별  시간별 요인을 가

지는 계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비정

상 인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는 <그

림 5>에서와 같은 경험  확률 도함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정규 인 자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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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별 발 량의 히스토그램(Histogram)

이러한 비정상   비정규  발 량 시계열 자료 

를, 제 3장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정상   정규

 시계열 자료로 변환 할 수 있다. 식 (2)와 같이 제

곱근 변환을 수행한 후, 식 (3)과 같은 표 화 과정

을 통해 를 얻었다. <그림 6>에서는 <그림 2>

에서 보여주었던 2010년 6월과 2011년 1월 발 량 

시계열 자료의 제곱근 변환  표 화 후 자료 를 

보여주고 있다. 시계열 자료 의 차분 차수 를 결

정하기 해, 에 한 sample ACF와 sample PACF, 

   에 한 sample ACF와 sample 

PACF를 확인하 다. <그림 7>에서 보여주듯이 

에 한 sample ACF는 지수함수 으로 지속  감소 

추세가 있으며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 계 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의 sample ACF와 sample PACF를 계산한 결과 

모든 값들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따라서 

차분을 고려하여 ARIM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오

히려 과 합(overfitting)의 결과를 래할 가능성

이 있다고 단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사례 연

구에서는 차분 차수 를 0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하며, 최종 으로 변환된 시계열 자료 ′는 와 

같다(′). 
최종 으로 변환된 시계열 자료 를 바탕으로 

ARMA 모형을 추정하기 해, <표 2>에서의 방

법을 <그림 7>의 sample ACF와 sample PACF에 

용하여 차수 와 를 정의하 다. 의 sample 

ACF는 지수함수 으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

며, sample PACF는 k(lag)가 2부터 갑자기 0에 가

까운 값을 가진다. 이는 의 한 ARMA 모형

을 추정하는데 있어, ARMA 모형의 차수 와 가 

각각 1과 0에 해당하는 AR(1) 모형이 가장 합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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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 한 다양한 ARMA 모형들의 추정 계수와 AIC  BIC 척도값

ARIMA(p, d, q)
Estimated 
Parameters

log(likelihood) AIC BIC
Estimated   
of residuals

ARIMA(1, 0, 0)    -6751.2 13506.5 13522.0 0.1265

ARIMA(0, 0, 1)    -16597.2 33198.3 33213.8 0.3893

ARIMA(0, 1, 0) -7046.5 14095.1 14102.9 0.1309

ARIMA(1, 1, 0)    -7046.5 14088.0 14103.6 0.1309

ARIMA(1, 0, 1)
  

  
-6750.1 13506.2 13529.5 0.1265

ARIMA(1, 0, 2)

  

  

  

-6737.0 13484.1 13522.9 0.1263

ARIMA(2, 0, 0)
  

  
-6750.2 13508.4 13539.5 0.1265

ARIMA(2, 0, 1)

  

  

  

-6743.3 13496.4 13535.3 0.1264

ARIMA(2, 0, 2)

  

  

  

  

-6737.2 13486.7 13533.2 0.1263

4.2 모형의 추정  진단

최 우도추정법을 이용하여 의 가장 합한 모

형으로 선택된 AR(1)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 고, 

추정된 모형은 아래 식 (8)과 같다. 

  ×   (8)

이때  ∼ 
   인 정규분포를 따

른다. 

<표 3>은 AR(1) 모형뿐만 아니라, 다른 차수를 

가지는 모형들을 기 으로 추정된 계수와 각 모형

들의 AIC  BIC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

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BIC 척도를 기

으로 가장 합한 모형은 AR(1)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앞서 차분 차수 를 1로 설정하 을 경우 추정

될 ARMA(0, 1, 0) 모형에 비해서도 AR(1) 모형이 

낮은 BIC 척도 값을 가지고 있어, 차분 차수 를 0

으로 설정한 것이 합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AIC 척도를 기 으로는 ARMA(1, 2) 

모형이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MA부분의 

계수들     이 아주 작은 값들

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향력이 크지 않고, 간

단한 모형을 선호하는 약성의 법칙에 따라 AR(1) 

모형이 가장 합한 모형임을 최종 으로 결론 지

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AR(1) 모형의 잔차 계열의 

값들과 ACF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형의 진단 단계

를 거쳤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잔차 계

열의 값들은 백색잡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ACF의 

값들도 0에 가까운 값들을 가지므로 특별히 다른 

차수들에 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3 시뮬 이션을 한 데이터 생성

결정된 AR(1)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 이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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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추정된 AR(1) 모형의 잔차 계열 값  잔차 계열의 ACF

용하기 하여 데이터를 아래의 단계를 이용하여 

생성해 보았다. 

Step 1：추정된 계수의 값들을 이용하여 표 화 

된 데이터 
를 생성한다. 


  × 

 


잔차(residual) 
의 값은     

를 따르는 임의의 수로 생성한다. 

Step 2：제 4.1장에서 실행된 변환과정을 역으로 

실행하기 해 Step 1에서 생성된 데이터


를 해당되는 월과 시간의 평균 

과 표 편차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변환한다. 


 

× 

Step 3：
의 제곱 변환을 하고 난 

가 발 량

에 해당한다. 이때, 실제 발 량 자료 

는 발 소의 용량에 따라 최소값과 최

값     범  내의 숫자들이다. 따

라서, 
  한 최소값과 최 값의 범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

은 변환 과정을 통해 얻는다. 


 










     


     



 

신안풍력발 소의 경우 최소  최  발 량은 

     이다.  단계를 이용하여 시

뮬 이션 된 1월과 6월의 발 량 자료를 <그림 9>

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와 비교하면 해당 

월의 발 량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풍력단지의 발 량 추계  모형 제안에 한 연구 1 45

May 31 Jun 05 Jun 10 Jun 15 Jun 20 Jun 25 Jun 30

0
10

00
25

00

S
im

ul
at

ed
 D

at
a

Jan 01 Jan 06 Jan 11 Jan 16 Jan 21 Jan 26 Jan 31

0
10

00
25

00

S
im

ul
at

ed
 D

at
a

<그림 9> 1월과 6월의 신안풍력발 소 발 량 시뮬 이션 자료

5. 결  론

풍력발 소의 발 량은 바람 세기의 간헐성과 장

비의 고장  정비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요인들 때

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 안정 이고 효율 인 

력수 을 해서는 이러한 발 량의 변동성이 고

려된 력계통 운 계획  장장치 운 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즉, 정확한 발 량의 측 정보를 

바탕으로 최 화된 장기  단기계획이 이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발 량의 측  모형화

는 풍력발 단지의 효율  운 에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시계열 모형인 ARIMA 모형

을 기반으로 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차와 유의

들을 정리하 다. 이때, 일반 으로 활용하는 시

계열 자료의 정상화  정규화 차를 풍력 발 량 

시계열 자료의 특성에 맞게 히 변형하여 제시

한 것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를 국내 신안 풍

력발 단지에서 측된 실제 발 량 시계열 자료 

분석에 활용하 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신안 풍력발 단지의 발 량 자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해서, 시간별  계 별 계  요인들

이 발 량의 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하

다. 뿐만 아니라, 한 시계열 모형을 개발하

기 해서 비정상   비정규 인 특성을 갖는 발

량 자료를 정상   정규  특성을 가지는 자료

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변환

된 발 량 데이터를 모델링 하기 해 약성의 법

칙  다양한 척도를 기 으로 ARIMA 모형의 다

양한 차수들을 실험한 결과, AR(1) 모델이 신안풍

력단지의 발 량 추계  모형으로서 합함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풍력 발 량 자료를 모

형화 하는 과정은 신안 풍력발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풍력발 단지의 발 량을 측  모형화 하

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모형은 풍력발 단

지를 포함한 력시스템을 효율 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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