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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is composed of a meteorological forecasting module, calculation module of 

wind power output and HMI(Human Machine Interface) visualization system. The final information from this system is a 

short-term (6hr ahead) and mid-term (48hr ahead) wind power prediction value. The meteorological forecasting module 

for wind speed and direction forecasting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statistical model. In this system, the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which is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weather model, is used as the 

physical model and the GFS(Global Forecasting System) models is used for initial condition forecasting. The 100m 

resolution terrain data is us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is system. In addition, optimization of the physical model 

carried out using historic weather data in Jeju. The mid-term prediction value from the physical model is used in the 

statistical method for a short-term prediction. The final power prediction is calculated using an optimal adjustment 

between the currently observed data and data predicted from the power curve model. The final wind power prediction 

value is provided to customs using a HMI visualization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urther improve the accuracy of this prediction system and develop a practical system for 

power system operation and the energy market in the Smart-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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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세계 으로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보

량이 늘어남에 따라 신재생에 지의 효율  운용을 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 지의 경제

 효과를 증가시키기 한 기술은 향후 신재생에 지의 도

입 확 를 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풍력에 지의 경제  효과는 에 지원인 바람의 변동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신재생 에 지원은 기상상태에 따라서 

출력변동이 심하고 출력의 측이나 조정이 어려워 사 에 

발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1]. 따라서, 이러한 신재생에

지의 보 을 확 하고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신재생

에 지를 력계통에 안정 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

수 이다. 한, 향후 신재생에 지의무할당제(RPS)가 도입

될 경우, 소규모 신재생에 지 사업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분산형 원의 경제성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풍력에 지와 같은 신재생에 지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한 기술은 출력값을 측하여 출력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신재생 발 량 측 기술을 통해 신재생 에 지

원을 사 에 측한다면, 이를 익일 발 계획수립에 반 할 

수 있다면, 간헐  신재생에 지의 효율 인 발 과 응이 

가능하다. 특히, 풍력발  설비용량이 커질수록 풍력발 이 

력계통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출력 측을 한 기술 

 련 시스템 구축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풍력발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나라의 기상조

건과 지형 특성에 합한 출력 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력

계통 운 에 용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용 

감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2].

유럽의 경우, 7개국 23기 이 참여하는 형 로젝트 

ANEMOS를 통해 2002년 10월 풍력발 량 측시스템을 개

발 완료하 으며, 이 시스템은 재 그리스, 스페인, 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국에서 운 하면서 그 성능을 

검하고 있다[3]. 한, 덴마크에서는 1989년 출력 측에 

한 연구가 시작되어, 1994년에 풍력발 량 측시스템 

WPPT(Wind Power Prediction Tool)을 실용화하 다[4]. 

WPPT는 향후 개선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에는 WPPT Ver.2가 개발되어, 출력 측의 정확도가 향상

되었다. 한, 독일은 1991년에 출력 측에 한 연구가 시

작되어 2001년에 실용화 되었으며,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풍속 단기 측에 근거한 풍력 발 량 측시스템을 개발하

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력회사들이 부분 풍력발  출력 

측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개발된 eWind라는 

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독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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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Privento 등을 이용하고 있다[5].

우리나라와 지형   기상학  특성이 유사한 일본은 

2005년부터 3년 계획으로 NEDO 탁사업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재 실증시험 단계에 있다.

재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

서는 본 기술로 인한 경제  효과가 정량 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GE Energy가 운용하는 총 3,300

㎿에 해 출력 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간 125,000,000 

달러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1㎿당 연간 약 

45,000,000원(환율 1,200원 기 )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덴마크의 력회사인 Eltra사는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을 운용함으로서 연간 약 3억 DKK(약 

580억원)의 비용을 약하고 있으며, 향후 17년간 약 1조원

의 비용 감이 상된다고 하 다.

재 미국의 주요 력회사에서 운용 인 풍력발 량 

측 모델을 Table 1 주요 시스템 정확도를 RMSE(Root 

Mean Square Error)로 Table 2에 나타내었다.

Capacity
Date of 

operation

Forecast

Model

PJM 164,895㎿ 2009년 4월 Previento

ERCOT 80,076㎿ 2008년 7월 eWind

Midwest 

ISO
138,556㎿ 2008년 6월 Previento

NYISO 38,190㎿ 2008년 6월 eWind

CAISO 48,954㎿ 2004년 6월 eWind

SCE - 2000년 11월 eWind

Hydro-Que

bec
43,664㎿ 2006년 11월 WPPT

표  1  미국 북부 RTOs의 풍력 발  측모델

T able 1 Wind power forecast model in North America by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s

Previento eWind WPPT

6 hrs ahead 6%~8% 5%~7% 18%

24 hrs ahead 8%~10% 10%~15% 21%

표   2  풍력발  측모델의 RMSE(%)

T able 2  RMSE(%) of the wind power forecast models

우리나라의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 연구는 이제 시작단

계라 할 수 있다. 풍력발 량 련 기  연구로는 ‘풍속 패

턴 분류를 통한 풍력발  측 방법’  ‘신재생 에 지 발

량 측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과거 자료에 통계  방법

을 용하여 일정 시간별 는 연간 발 량을 산정하는 것

으로, 실시간 출력 측기술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시간 출력 측 련 연구로는 제주도의 주요 풍력발 단

지를 상으로 하여 기상수치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풍

력 발 량 측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이 재 진행 이다. 

그러나 계통운  실무에 용하기에는 정확도  측 주기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풍력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 기반 연구를 토

로 하여 신재생에 지의 력계통 연계와 효율  력 수  

계획 수립을 한 실시간 출력 측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다. 한, 본 시스템의 활용도와 측 정보의 가치 향상을 

해,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실제로 용 운용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 지  가장 변동성이 큰 풍력

발 의 실시간 출력 측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출력 측 시스템을 통해 풍력발  출력을 

사 (0~48시간)에 측하여 다음날 발 량 계획수립에 활용

할 수 있으며, 풍력에 지의 효율 인 발 과 공 이 가능하

다. 즉, 본 출력 측시스템을 통해 운 발 계획을 수립시 

운 비력을 효율 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에 따른 비용 감 효과가 기 된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에 조성 인 스마트그

리드 실증단지를 상으로 제주지역의 실시간 풍력발  출

력 측을 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에서의 운용을 통해 출력 측 시스템의 운용효과를 향

상시키기 한 기반을 마련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해 풍력

발  출력 측 시스템의 지속 인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운 발 계획 수립시 운 비력을 효율 으로 운용하여 경

제  계획에 따른 비용 감 효과와 풍력발  도입 확

를 기 한다.

2 . 본  론

2 .1  출력 측시스템 개요

2 .1 .1  시스템 구성도

본 실시간 풍력발  출력 측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

성되는데, “에 지원인 바람을 측하기 한 기상 측부분”, 

“기상 측 자료를 통한 발 량 측부분”, 그리고 “ 측된 정보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각화 부분”이다.

시스템의 메인서버에는 기상 측과 발 량 산정 모듈이 구축

되어 있으며, 모든 로세스가 메인서버에서 수행된다. 메인서

버에서 생산된 측정보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력발  출력 측에 있어 가장 요한 기상 측은 물리모델

(physical model)과 통계모델(statistical model)을 조합하여 수행

한다. 풍력발  단지에서의 상세 기상 측을 해 단지내 실시

간 기상측정 자료를 수신하고, 이를 기상 측을 한 입력자료

로 활용한다. 장 단지내에서 측정되는 실 기상측정 자료를 이

용함으로써, 해당 단지의 측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발 량 산정하기 해서는 해당 단지의 발 기 기  설계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발 기 출력곡선 정보를 비롯하여, 발

기 치에 따른 발 량 특성 등으로 측시스템 내에 사  설

정하여 최종 발 량 측 정보를 제공한다.

본 측시스템의 구성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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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풍력발  측시스템의 구성

Fig. 1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configuration

2 .1 .2  출력 측 정보 구성

본 출력 측시스템을 통해 최종 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단기(Short-term)  기(Mid-term) 풍력발  출력 측값

이다. 기(48시간 이내) 측정보는 물리 모델을 통해 1시

간 간격으로 측하며, 1시간마다 업데이트 된다. 단기(6시

간 이내) 측정보는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결합하여 5분 

간격으로 측하며, 10분마다 업데이트 된다.

이와 같은 출력 측주기는 풍력발 이 력계통에 미치

는 향, 안정 인 계통연계를 한 조건, 발   비력수

 계획 수립시 풍력발  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2 .2  출력 측을 한 제반 시스템

2 .2 .1  실시간 모 니터링 시스템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의 기  자료로 실증단지 내에 

치한 풍력 발  단지의 실시간 출력자료를 모니터링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지의 모니터링 자료는 측시스

템의 정확도 향상을 한 입력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모델 개

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된다. 

모니터링 단지에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정보는 크게 단

지내 기상자료와 발 량 출력자료로 나  수 있다. 기상자

료의 경우, 풍력발 단지내 기상측정장비에서 측정되는 기상

자료(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를 10분 간격으로 수신한다. 

발 량 출력자료의 경우, 풍력 발 기별 발 량을 포함하여, 

발 기에서 측정되는 기상자료(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를 

10분 간격으로 수신한다.

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외에, 발 기 정보  단지 

설계자료를 본 시스템에 구축하게 되는데, 주요 자료는 발

기 치 정보, 발 기 성능자료(출력곡선, 불확도 분석, 발

기별 후류 손실률 등)와 발 기 제원(모델명/기종, 정격 출

력, 시동/정격/종단 풍속, 타워  허  제원 등) 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정보는 풍력발 단지의 

실시간 기상  발 량 황을 사용자에게 제공됨과 동시에 

출력 측시스템의 로세스에 직 으로 활용된다. 실시

간 기상자료는 기상 측 모델 수행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한 자료동화 기법  통계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한, 발 량 자료는 DB화되어 시스템 개선시 활용된다. 발

기 정보  단지 설계자료는 기상 측 자료를 통해 최종

인 발 량 출력값을 측하는데 사용된다. 

실시간 단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자료 수신  DB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흐름도

Fig. 2  Flow chart of real-time monitoring system

2 .2 .2  기 상 측 물리 모 델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기상 측을 한 물리모델로 3차원 

기상수치모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구축한다. 물리 모델이란, 수치 역학 방정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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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에서 일어나는 상들을 물리 으로 계산하는 기

법으로, 기상 측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WRF 모델은 재 우리나라 기상청

의 보모델인 MM5(Mesoscale Model Version5)의 개선된 

모델로써,  세계 으로 업  날씨 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7〕. 이 모델은 NCAR의 규모  미규모 

기상국(MMM), 미 국립해양 기센터(NOAA), 보연구소

(FSL), 미공군 날씨국(AFWA), 미해군연구소(NRL), 오클라

호마 학의 폭풍 보  분석센터(CAPS), 미연방항공국

(FAA)  다수 학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공동 개발하

다. WRF 모델의 기상 보 과정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WRF-ARW 모델 시스템 흐름도

Fig. 3  WRF-ARW modeling system flow chart

2 .2 .3  상세 지 형자료 구축

풍력발 이 에 지원인 바람은 지형에 의해 크게 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바람 측을 해서는 물리 모델 내에 상 

지역의 지형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지

의 기상 측을 해서는 해상도가 놓은 상세 지형자료를 구

축하여 측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형 조건이 정확하게 반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형자료란 지형고도와 지표피복 자료

를 의미한다. 지형고도는 기류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지표 피복에 따라 지표 마찰력이 달라지므로 풍속에 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00m 간격 

해상도의 환경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실증단지를 포함한 제주

특별자치도 역(90km×50km)을 최종 측 역으로 설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모델 WRF에서 측 역 설

정시 Nesting(둥지격자) 기법을 용한다. 이 기법은 우리나

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Domain 1)을 상으로 모델을 

수행한 후 이 결과를 기장으로 하여 단계별로 작은 측 

역(Domain 2,3,4)으로의 측수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

정지역의 상세한 측자료를 생산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법이다. 

본 측 시스템의 측 역을 Fig. 4, 최종 측 역내

의 지형고도와 지표피복 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다.

2 .2 .4  기   경계 자료

물리모델은 (全)지구 보모델에서 생산된 기 기상장

을 입력자료로 기상 측 자료를 생산한다. 일반 으로 사용

되는 기 기상장에는 GFS, NAM, GEFS, HRW, EC㎿F 

등이 있는데, 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며, 지구를 

상으로 1°(degree) 간격의 보자료를 생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 기상장  미국에서 생산되는 

GFS(Global Forecast System) 보자료를 물리모델의 기 

기상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GFS는 미국국립환경 보센터

(NCEP :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

서 6시간 간격으로 생산되며, 본 시스템에서는 DATA 

SERVER에서 FTP로 하루에 4번 자료를 수신하여 물리모

델을 수행한다.

그림 4  측 시스템 역

Fig. 4  Domains of the forecasting system

그림 5  최종 역의 지형고도  지표피복

Fig. 5  Terrain height and land use of the fin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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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5   자료 동화 기 법

자료동화(Data assimilation)란 재의 기상태를 설명하

기 해서 유용한 모든 기상 측자료를 사용하여 물리 모델

에서 계산된 값을 실측값과 유사하도록 최 화 하는 과정이

다. 아무리 완벽한 물리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측시간이 지

날수록 측 오차는 증가 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동화 기법

을 통해 물리모델의 측오차를 최소화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 내 풍력 발 단지에서 수신되는 

모니터링 자료  실시간 기상자료를 물리모델의 자료동화 

과정에 입력하여 측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자료 동

화 기법의 개념도와 물리 모델 내에서의 자료 동화 과정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WRF 자료동화의 개념 그래   흐름도

Fig. 6 Concept graph and flow chart of data assimilation in 

WRF

2 .2 .6  물리 모 델  최 화

본 연구에서는 물리모델 측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물리 모델 최 화 과정을 진행하여, 최 의 시스템을 

설계한다. 측 모델의 최 화 작업은 과거 1년 이상의 기

간을 상으로 물리모델을 수행한 후 실측자료와 측자료

를 비교분석하고 기상패턴(주야간, 계 별 등)에 따라 다양

한 물리옵션 등을 테스트하면서 진행한다. 일반 으로 물리

모델에는 기의 상태를 계산하는 다양한 물리식과 물리과

정 옵션이 있으며, 수차례 테스트 과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가장 합한 옵션을 선정할 것이다. 이는 특정지 의 상세 

측에 있어서 필수 인 과정이며, 정확도 향상을 해서 필

수 인 과정으로써 매우 요하다.

물리 모델의 최 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WRF 모델을 수행하는 단계인데, 상지역

의 계 별, 월별, 주풍향별  시간별 기후분석을 통해 지역

을 표하는 기상패턴을 선정한 후, 해당 패턴이 나타난 기

간에 해 물리모델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물리 모델 수행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물리 모델 수행을 통해 계산된 1km 간격의 기상 

측값과 제주도내 주요 실측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는 물론, 제주도내에 치한 다

양한 지 의 기상실측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실증

단지내에 치한 행원, 성산 풍력단지를 포함하여 제주시, 

고산, 성산, 서귀포 기상 와 구좌, 한림, 유수암, 서 , 하원, 

문, 서귀포, 남원, 태풍센터, 아라, 우도, 표선면, 모슬포, 

성 악, 선흘리, 어리목 무인자동기상 측지 의 실측값을 

이용한다. 제주도내 기상   자동기상 측지 의 기상

측 자료를 이용한 계 별 바람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마지막 단계는 물리 모델내의 물리 과정 옵션 등을 변화시키면

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며, 모델값과 실측값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의 기상특성에 가장 합한 물리 옵션 환경을 설정한다.

(a)

Spring

(b)

summer

(c)

Fall

(d)

Winter

그림 7 제주의 계 별 바람장

Fig. 7 Seasonal wind field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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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2000 7.75 5.25 4.74 5.68 3.55 3.50 2.55 3.18 4.37 4.88 5.16 2.20 2.51 6.31 20.07  18.32  

2001 10.09  4.54 6.82 8.62 3.77 2.82 1.82 2.12 2.83 3.92 5.05 2.67 2.17 2.92 12.24 27.61 

2002 11.99  4.21 6.36 7.49 2.97 2.66 2.63 2.35 3.00 4.76 5.43 3.01 2.31 2.71 11.82 26.31 

2003 10.96  4.04 6.30 6.79 3.81 2.66 2.68 2.11 3.56 4.94 5.78 2.83 1.66 2.00 10.83 29.04 

2004 11.38  13.80 12.24 6.13 3.77 4.32 5.10 2.71 3.53 2.53 2.62 2.44 3.10 3.63 7.87 14.86 

2005 14.67  2.74 4.32 4.29 2.37 2.32 2.32 2.50 3.66 4.54 8.23 4.06 2.75 3.96 9.18 28.08 

2006 12.03  7.01 8.93 6.53 2.45 2.52 2.34 2.50 2.77 4.94 7.73 4.06 3.70 8.56 13.13 10.79 

2007 6.51  4.67 6.45 4.93 4.06 3.27 2.75 2.56 4.25 5.42 6.58 4.13 5.86 18.13 15.22 5.23 

2008 13.33  4.61 3.70 2.15 1.63 1.33 2.06 2.93 5.46 4.99 4.12 9.54 12.36 18.97 6.77 6.05 

2009 13.33  4.62 3.71 2.16 1.63 1.34 2.07 2.93 5.48 5.00 4.13 9.57 12.40 19.02 6.78 5.83 

Mean 11.20 5.55 6.36 5.48 3.00 2.67 2.63 2.59 3.89 4.59 5.48 4.45 4.88 8.62 11.39 17.21 

표   3  성산의 풍향빈도

T able 3  Frequency of the wind direction at Seongsan                                                         (Unit : %)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Mean

2000 2.64 3.12 3.22 3.22 3.33 3.38 3.02 2.59 2.88 3.15 3.34 2.38 2.34 3.24 3.55 3.56 3.23 

2001 2.96 3.08 3.67 4.04 3.78 3.51 2.97 2.47 2.67 3.11 3.56 2.86 1.94 2.31 3.05 3.43 3.27 

2002 2.09 2.90 3.64 3.56 3.32 3.39 2.73 2.39 2.78 3.38 3.52 2.83 2.14 2.62 3.40 3.40 3.13 

2003 1.90 2.72 3.41 3.46 3.32 2.86 3.06 2.43 2.52 2.99 3.34 2.32 1.74 1.99 2.77 3.01 2.84 

2004 2.13 3.25 2.97 3.17 3.30 3.47 3.65 2.94 3.29 3.19 2.76 2.88 3.22 3.53 3.22 3.32 3.10 

2005 2.43 2.79 3.61 3.66 3.27 2.92 2.67 2.64 2.69 3.39 4.19 2.93 1.87 2.16 3.08 3.51 3.14 

2006 2.56 3.42 4.11 3.99 2.89 2.98 2.65 2.48 3.13 3.71 4.10 2.46 1.83 2.75 3.34 3.77 3.28 

2007 2.26 3.69 4.01 3.82 3.75 3.33 2.78 3.06 3.59 3.80 4.08 2.56 2.42 3.50 3.45 3.01 3.37 

2008 0.55 3.61 3.99 3.48 3.62 3.02 2.59 2.41 3.68 4.08 3.17 2.34 2.86 3.53 2.64 2.71 3.01 

2009 2.75 3.56 3.47 3.41 3.28 2.94 3.29 4.14 4.24 4.32 3.24 3.12 3.08 3.87 2.99 3.35 3.41 

Mean 2.22 3.25 3.59 3.61 3.42 3.23 3.01 2.80 3.23 3.55 3.66 2.74 2.58 3.35 3.22 3.36 3.18 

표   4  성산의 풍향 등 에 따른 평균풍속

T able 4  Average wind speed classified by the wind direction at Seongsan                                       (Unit : ㎧)

2 .2 .7 단기  측을 한 통계 모 델  개발

본 연구에서의 출력 측시스템은 6시간 이내 단기 측과 

6시간부터 48시간까지의 기 측 자료를 출력하게 된다. 

일반 으로 물리모델은 규모 기상 변화에 따라 국지 인 

기상장 변동을 고려하는 측모형으로 6시간 이후의 기 

측에 합하다. 따라서 6시간 이내의 단기 측을 한 별

도의 측기법이 용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시간 이내의 단기 측을 해 통계 모델

을 개발하여 물리모델과 연동할 계획이다. 물리모델에서 생

산된 격자별 측값  실증단지내 측지 의 값을 추출하

여 통계모델을 용하여 발 량 산정을 한 최종 기상 측

값을 생성하게 된다.

단기 측을 한 통계 모델 개발방안에 한 도식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기법은 다

회귀(multiple regression), 신경망 회로(neural network), 

자기회귀평균이동(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등이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 내에 치한 발 단지내 과거 

기상자료와 제주도내에 치하나 최소 10년 이상의 과거자

료 분석을 통해 실증단지내 단기 측에 가장 합한 통계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한 본 시스템이 운

되면서 축 된 DB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 인 통계 모델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모델 개발시 활용

할 제주도내 기상통계 자료  성산기상 의 최근 10년간 

풍향별 발생빈도와 평균풍속을 Table 3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8 통계모델 개발을 한 기법

Fig. 8 Methods for developing the statis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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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8 풍력발 량 측 알고 리즘

본 시스템에서는 실증단지내 발 단지의 실시간 풍속 

측값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풍력 발 량 측값을 산정한

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력발 량은 풍력발 기별 

보정계수를 입력하고 제원과 출력요소를 고려하여 발 기별 

지형 치에 따른 후류손실률 계산과정을 거쳐 풍력 발 기

별 발 량을 산정하게 된다. 

일반 으로 풍속에 따른 발 량을 산정할 때, 발 기별 

출력곡선에 따라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풍

력발 기의 기기  유지․ 리 상태와 주  환경 등에 의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 측값을 통해 발 량을 

측할 때, 풍력발 단지내 발 기의 성능  불확실성 평가 

자료를 토 로 최종 발 량을 산정한다.

그림 9  풍력 발 량 산정 흐름도

Fig. 9  Flow chart of the calculation for wind power 

2 .3  실시간 운   정확도 검증

2 .3 .1  정확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측 정확도 향상을 해 단계별 

테스트  정확도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테스트  정확도 검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며, 3차 

정확도 검증 이후에는 지속 인 시스템 시험운 을 통해 최

화 과정을 수행한다. 1차 테스트와 정확도 검증은 본 시

스템의 실시간 자료가 아닌 과거 자료를 통해 수행하며, 이

후 검증 과정은 실시간 측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 측시스템의 정확도 검증시 기상

측 검증을 우선 실시한 후 출력 측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수행한다. 정확도 검증은 기본 으로 측값과 실측값의 오

차를 토 로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2 .3 .2  실시간 로세스

로세스의 시작은 물리 모델의 기 기상장인 GFS 자료

와 발  단지의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수신하여 물리 모델

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리 모델 수행이 완료된 후, 완료 시

을 기 으로 향후 54시간까지의 1시간 간격 바람 측 자료가 

생산되면, 6시간 이내의 측자료만 추출하여 통계 모델을 

용한다. 즉, 물리 모델의 바람 측 결과 , 6시간부터 54시

간까지의 측 결과는 기 측 자료로, 6시간 이내의 측 

자료는 통계 모델을 용한 후 단기 측 자료로 활용된다.

단기  기 바람 측 자료가 생산되면 각 발  단지의 

이아웃에 의한 보정 계수와 후류 손실률, 발 기별 출력 곡

선 정보를 용하여 발 기별 출력량을 산정한다. 이를 발

단지별 총 출력량으로 산정하여 최종 인 출력 측값을 산정

하게 된다. 바람  출력 측값은 메인서버에서 모니터링 자

료와 함께 DB화 되고, 시각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 형

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의 로세스

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출력 측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출력량

이 측되는 시스템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구동

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바람 측을 한 다양한 입력자료

들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것을 비롯하여 물리모델, 통계모델, 

발 량 산정  표출까지 안정 으로 연동되어 운 될 수 있

도록 가동시간을 설계한다. 가동시간 설계시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기상 측 모델 수행시간을 고려하여 본 시스템의 

하드웨어 사양 기 으로 가장 안정 이고 효율 인 시스템 운

이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 

본 출력 측 시스템은 6시간 간격으로 일4회 GFS 자료를 

수신하여 물리 모델을 수행한다. 본 시스템의 로세스에서 

물리 모델 수행을 통해 향후 54시간까지의 측자료를 생산하

는 이유는 물리 모델의 수행 시간 때문이다. 물리 모델이 6시

간 간격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6시간 후 물리 모델이 다시 수

행되는 시 을 기 으로 향후 48시간까지의 측자료를 생산

하기 해서는 6시간의 측 자료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리 모델이 수행 된 후 6시간 동안은 통계모델만 10분 간격

으로 수행되면서 단기  기 측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출력 측 시스템의 실시간 가동 모식도를 Fig. 11에 나

타내었다.

2 .3 .3  시각화 시스템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에서 생산된 정보는 웹 기반으

로 구축하여 별도의 PC에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세  설정은 사용자의 PC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시각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상과 발 량의 

황  측 자료이다. 기상자료는 실증단지내 기상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기상 황 자료와 기온, 풍향, 풍속 등

의 측자료이다. 한, 물리 모델에서 생산되는 기상 정보

인 측 역 내 기온, 일사량  풍속 수평 분포와 수평 바

람장을 제공한다. 본 출력 측시스템의 시각화 시스템 화

면 시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Trans. KIEE. Vol. 59, No. 12, DEC, 2010

제주 실시간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 개발을 한 개념설계 연구                                                                    2209

그림 1 0  풍력발  측시스템의 로세스

Fig. 1 0  Process of the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그림 1 1  풍력발  측시스템의 실시간 가동 모식도

Fig. 1 1  Real-time running schedule of the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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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풍력발  측시스템의 시각화 화면

Fig. 1 2 Visualization display of the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3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상으로 

실시간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을 설계하 다. 풍력발

의 실시간 출력 측 정보는 안정 인 력계통 연계  효

율 인 력시장 운 을 해 필수 인 정보로써, 시스템 운

용으로 인한 경제  효과와 활용도는 풍력 선진국을 심으

로 이미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 지원인 바람 측을 해 물리 모델과 

통계 모델을 결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최종 출력 

측 정보는 6시간 이내의 단기 측과 6시간부터 48시간 이후

까지의 기 측 정보가 제공된다. 단기 측 정보는 5분 

간격으로 제공되며 10분마다 업데이트되고, 기 측 정보

는 1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며 1시간 마다 업데이트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풍력 발  출력 측시스템은 바람 

측을 한 물리 모델로 3차원 기상수치모델인 WRF를 토

로 하며, 기 기상장 입력자료는 GFS를 사용한다. 한, 

물리 모델에 100m 간격의 상세 지형고도  지표 피복도 

자료를 구축하여 바람 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풍력 

발 단지가 치한 특정지 의 바람 측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해 제주도에 치한 기상   자동기상 측 지 의 

실측 자료를 이용하여 물리 모델의 최 화 과정을 수행한

다.

물리 모델을 통해 생산된 1시간 간격의 바람 측 자료 

 6시간 이내의 자료를 추출하여 통계 모델을 용한 후, 

단기 바람 측 자료를 생산한다. 단기  기 바람 측 

자료가 생산되면, 각 발  단지의 이아웃에 의한 보정 계

수와 후류 손실률, 발 기별 출력 곡선 정보를 용하여 최

종 출력량을 산정하여 시각화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측 정보를 제공한다. 한, 물리 모델은 6시간 간격, 통계 모

델은 1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구동되어 실시간으로 출력량

이 측되도록 설계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풍력발  출력 측시스템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통합운 센터에서 제주 지역을 상

으로 시험 운  단계를 거친 후 향후 신재생 측 출력 시

스템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풍력 발 량 

측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의 

시스템 운 을 통해서 신재생에 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력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 인 력계통 운

을 통한 신재생에 지 확  보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 력거래소 ‘제주 스마트그

리드 실증단지 신재생 발 량 측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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