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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출력의 공간예측 향상을 위한 

상관관계감소거리(CoDecDist) 모형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rrelation Decay Distance(CoDecDist) Model for Enhancing 

Spatial Prediction Outputs of Spatially Distributed Wind Farms)

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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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ind farm outputs depend on natural wind resources that vary over space and time, spatial

correlation analysis is needed to estimate power outputs of wind generation resources. As a result,

geographic information such as latitude and longitude plays a key role to estimate power outputs of

spatially distributed wind farms. In this paper, we introduce spatial correlation analysis to estimate the

power outputs produced by wind farms that a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We present spatial

correlation analysis of empirical power output data for the JEJU Island and ERCOT ISO (Texas) wind

farms and propose the Correlation Decay Distance (CoDecDist) model based on geographic correlation

analysis to enhance the estimation of wind power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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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PS 제도에의해 2022년까지신재생에너지가총발
전량의 10%, 6차 전력수급계획에의해신재생에너지
설비가 2027년까지 32GW까지확대되는등향후신재
생에너지설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풍력발전은 기존
발전설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환경제약으로 출력
간헐성이 존재하므로 계통 계획 시 불확실성을 고려

한풍력발전의예측은매우중요하다. 풍력발전은기
존발전설비와달리시간(time)과공간(space)의환경
제약으로출력간헐성이존재하므로계통계획시불
확실성을 고려한 풍력발전의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1-3].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출력을 예측하는 기법은 풍속
을예측하고터빈의풍속과발전출력특성곡선(Power
Curve을 이용하여 출력을 예측한다. 택사스 ERCOT
ISO에설치된실제풍력터빈(E.ON wind turbine) 출
력 예측오차사례를살펴보면, 예측오차가 35.6%로
분석[5]되었고이러한예측오차범위제약에따라계통
연계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측오차의 개선을
위해 물리적인 모델과 통계적인 모델을 결합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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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시간 영역(temporal
aspect)만을 고려한 기존의 모델에 한계가 나타내고
있다.
2014년 7월 “Wind & Solar Forecasting EPRI
Workshop”을 통해 확률기반의 공간예측 기법 도입
필요성[5]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영역과 함께
공간영역(spatial aspect) 특성반영의필요성이대두
되고있고공간영역특성분석을위해풍력발전단지
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관관계 분석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앞서 기술한대로 기존 발전원들에 비교하
여 풍력발전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때문에출력의변동성이심하며, 따라서풍력발
전원을 전력계통에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출력을예측하는단계가필수적이며, 풍속만
을 단일변수로 예측을 하는 기존의 예측법과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temporal limits) 및 공간적인 제약
(spatial limits)을 고려하는 새로운 예측 알고리즘
[6-7]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풍력발전단지출력
의공간예측오차개선을위해풍력발전단지의최적
구성을 위한 기준(threshold) 모형 및 예측오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풍력발전 예측알고리즘의 성능개선을 위해 풍력발
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출력이 간헐적인 특성
이있기때문에계통운영에많은제약이따르고이에
따라국내풍력자원들이갖는지역별상관관계를분
석하여 풍력발전의 예측에 적용해야 한다. 그림 1은
시간영역(time scale) 기준으로풍력발전출력예측의
응용사례를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있듯이공
간예측(spatial prediction)은 장기(long-term) 예측과
관련되어있고계절별출력패턴또는풍력발전을포
함한장기전원계획수립에적용될수있고이를위한
풍력발전출력의공간예측알고리즘개발이필요하다.
본논문에서는풍력발전단지의예측오차개선을위
한 상관관계감소거리(Correlation Decay Distance,
CoDecDist) 모형을제안한다. 제안한CoDecDist 모형
의성능검증을위해제주도풍력실증데이터를통해
상관관계특성을분석하고미국 ERCOT ISO의 풍력
단지실증데이터를이용하여 CoDecDist 모형을적용
한 예측오차 개선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1. 시간 영역 기준의 풍력발전 예측 활용
Fig. 1. Applications of Wind Power Forecasts

based on Time Scale

2. CoDecDist 모형 산정

2.1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풍력발전 공간

예측 DB 모델링

2011년제주지역풍속및출력데이터를기반으로상
관관계분석및풍력발전공간예측DB모델링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풍력발전단지로부터 취득된 데이터
(measured data)를 상관관계분석을위해두개의입
력데이터(위치(위도&경도) 데이터, 측정된 풍속(출
력) 데이터)로분류하여DB를구성한다. 기존풍력발
전 단지의 위치 및 출력을 나타내는 입력데이터는
csv(comma-separated values) 양식을 사용한다.
그림 2에공간모델링을위한DB구성요소를나타내
었다. 예를 들어 2011년 제주지역 6개 풍력단지의데
이터를 기반으로 풍력발전 출력의 공간예측(Spatial
Prediction) 수행을위해풍력발전의출력을나타내는
공간 속성(attribute) DB 데이터와 풍력발전 단지의
위치(위도 및 경도)를 나타내는 공간 위치(location)
DB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풍력발전단지의공간적상관관계분석및신
규풍력발전단지출력의공간예측수행을위해측정
된입력데이터(csv 기반의풍력발전출력)와 위도및
경도기반의위치데이터(csv 기반의위도/경도)를 구
성되며, 두 개의 입력데이터는 상관관계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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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cDist 모형구현에활용된다. 표 1에세부적인데
이터를 나타내었다.

그림 2. 공간 모델링을 위한 DB 구성 요소
Fig. 2. DB components for spatial modeling

표 1. 제주 풍력발전 DB 모델링
Table 1. DB Modeling of JEJU Wind Farms

(a) 위치데이터(csv 기반의 위도/경도)

(b) 풍력발전 출력데이터(csv 기반의 풍력발전 출력)

2.2 상관관계감소거리(CoDecDist) 모형

2011년 12월 데이터를 이용하여 Matlab 환경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된 위치 모델링(풍
력발전단지의위도/경도) 및 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
는풍력발전출력의상관관계　분석을수행하였다. 그
림 3에제주풍력발전단지위치및상관관계분석결
과를나타내었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거리가가까
운 풍력단지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거리
가 먼 풍력단지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감소하
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3에서볼수있는지역적
으로 분산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의 상관관계는 지
수적으로감소(exponentially decay) 감소하며, 상관관
계를 Curve Fitting해 보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1)

 : 풍력발전 출력 상관관계
 : 풍력발전 단지간 상호거리
 : 과 와 같아지는 거리

그림 3. 풍력발전 위치 지도 및 상관관계
Fig. 3. Location Map and Correlation Table

상관관계감소거리(CoDecDist)는 하나의 풍력발전
단지와 모든 다른 풍력발전 단지의 상관관계가
1/e(0.367879441) 아래로 감소되는 곳의 거리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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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풍력발전출력의공간예측향상을위해최적의
풍력발전단지(Optimal Wind Farm Set) 선택을 위한
탐색반경은 CoDecDist 거리로산정할수있다. 풍력
발전 출력의 공간예측을 위해 최적의 풍력발전단지
(Optimal Wind Farm Set) 선정을위한CoDecDist 모
형 적용 개념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풍력발전 위치 지도 및 상관관계
Fig. 4. Location Map and Correlation Table

상관관계감소거리(CoDecDist) 모형은 신규 풍력단
지(target wind farm)의 출력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풍력단지의 그룹(set 또는 subset)을 결정하는
기준(threshold, 기존 풍력단지포함여부결정)으로활
용되며, 그유효성은미국ERCOT ISO 풍력발전단지
에 적용된다.

3. 사례연구

3.1 제주풍력단지 CoDecDist 분석

2011년 제주지역풍력발전출력의상관관계계수()
를 CoDecDist 계산식(식 (1))에대입하여상관관계감
소거리(CoDecDist)를 구하였다. 그림 5는 2011년 제
주지역 풍력발전 출력의 상관관계계수에 로그스케일
을 적용한 상관관계도이며, 각각의 상관관계도를
curve fitting해 보면 선형으로감소하는형태가나타
난다. 그림 5는각월별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각 세부 그림의 가로축은 풍력발전 단지간의 상호거

리(km)이며, 세로축은 Log-scale로 변환된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낸다. 상관관계 계수가 선형적으로 감소
하는 경도(slope)의 정도에 따라 월별 풍력발전단지
그룹(wind farm set)을결정할수있으며최적의풍력
발전단지 선정을 통해 공간예측 오차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 CoDecDist 산정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Log-scale)

Fig. 5. Correlation calculation based on log-scale
for calculating CoDec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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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월별 CoDecDist 산정
Fig. 6. Monthly CoDecDist calculation

그림 6은 2011년 제주지역 풍력데이터에 대한
CoDecDist를 월별 변동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월의 CoDecDist 값이 40.83으로 가장
낮은것을알수있다. 즉가장좁은범위의기존풍력
단지의그룹(wind farm set)이결정될것으로예상된
다.
그림 7은 계절별 CoDecDist 산정결과를 나타내었
다. 여름(107.50)에 최대 CoDecDist가 나타나고, 겨울
(61.26)에 최소 CoDecDist가 나타남을그래프로도확
인할수있으며, 여름과겨울간의뚜렷한차이를볼수
있다. 여름과 겨울의 뚜렷한 CoDecDist의 차이는
CoDecDist가 계절에 따른 변동성(Seasonality)이 있
음을의미하고, 공간예측모델링시, 계절적인특징을
반영한 CoDecDist를 적용하는것이풍력발전의예측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시즌별 CoDecDist 산정
Fig. 7. Seasonal CoDecDist calculation

제주지역의 경우 6개 단지의 풍력단지를 기준으로
DB가 확보되어 CoDecDist 월별/계절별 특징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고 추가적인 풍력단지의 DB를 구축한
후 공간예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 ERCOT
ISO의풍력단지출력은 11개풍력단지가확보되어풍
력발전 출력의 공간 예측에 적용되었고 다음 절에서
세부사항을 기술한다.

3.2 CoDecDist 모형 적용 출력예측 개선

미국 Texas 풍력단지McCamey 지역의 2009년 측
정데이터를기반으로 CoDecDist 모형을적용했을경
우, 풍력출력의예측개선사항을분석해본다. 풍력발
전 출력예측은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4]을
적용하였고본연구에서적용된공간보간법은크리깅
(Kriging Techniques) 기법을 적용하였다. 크리깅은
알려진주의의값들의선형조합으로미지값을예측하
는기법으로반드시가중치(weighting factor)를산정
해야한다. 가중치를산정하는방법은예측값과참값
사이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하며(minimum
variance), 예측값이편향되지않도록(unbiased) 산정
되어야한다. 크리깅기법은식 (2)에서볼수있는기
존측정데이터(measured data, )를 이용하여목

적데이터(target data, )를 공간모델링을 통하여
weighting factor()를산정한다. 여기서벡터 s는측

정데이터및목적데이터의위치(위도, 경도)를나타낸
다. 공간보간법의 장점은 기존의 이력데이터가 필요
없으며, 공간특성을반영한확률기반수학적모델링
이다[6-8].

 
  



 ×  (2)

아래 그림은 Texas MaCamey 지역 풍력발전단지
위치와설비용량을나타내었고Wind Farm G를풍력
발전출력을위한신규풍력단지로가정하였다. Wind
Farm G는실제운영중인풍력단지이지만크리깅기
법을 통한 공간예측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규풍력단지로가정하였으며, 공간예측으로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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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결과를 산정한 후 실제 측정된 값의 비교분석을
수행을 통해 예측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8. Texas McCamey 지역 풍력단지 위치도
Fig. 8. Wind farm locations in McCamey area

아래 그림은 McCamey 지역 풍력단지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표현된 검은색(●) 상관관계
계수는Wind FarmM에기인한다. 제안된CoDecDist
모형 분석을 통해 공간모델링 및 공간예측 적용시
Wind Farm M 제외대상 풍력단지로 산정되었다.

그림 9. CoDecDist 모형을 포함한 상관관계 분석
Fig. 9. Correlation analysis with CoDecDist model

풍력단지 M(wind farm M)을 포함한 경우(파란색
선) 및 제외한 경우(붉은색선)의 실제 풍력발전 출력
과의비교결과를그림 10에나타내었다. 그림 10에서
볼수있듯이풍력단지M(wind farm M)을제외한경
우, 실제 측정값(검은색선)을 잘 추정하고 있음을 확

인할수있다. 그림 10에서살펴보면 7월(July)의경우
예측된데이터의값이 6월에비해낮은값인데측정된
출력값은반대의경우가나타남을알수있다. 전체적
으로CoDecDist 모형을적용한예측결과는실제측정
결과를 잘 추정하고 있지만 7월의 경우 다소 추정에
차이를보이고있으며, 실측데이터가취득되는풍력발
전단지의 SCADA로부터데이터취득시오류로판단
된다. 향후 예측치가실측치를추정하지못하는경우
에 대한 면밀한 분석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0. CoDecDist 모형을 적용한 풍력발전 출력 개선
Fig. 10. Enhancement of wind farm outputs

through the CoDecDist Model

4. 결  론

시간(Time)과공간(Space)에따라풍력발전출력의
변동성이영향을받기때문에풍력발전자원의출력예
측시시간적인제약(temporal limit)과함께공간적인
제약(spatial limit)을 검토하기위해공간적상관관계
분석모형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으
로 분산되어 있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데이터를 이
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의 공간적
특성을모델링하여풍력발전출력의공간예측(Spatial
Prediction)을 수행하였다.
풍력발전 단지 출력의 공간예측 오차 개선을 위해
풍력발전 단지의 최적 구성을 위한 기준(threshold)
값으로 CoDecDist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내 제주 풍
력단지를 대상으로 CoDecDist 모형의 월별/계절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미국 Texas 지역의 풍력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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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CoDecDist 모형을 적용하여
최적의 풍력단지 Set를 구성하였고 풍력발전 출력예
측개선효과를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제시하는풍
력발전단지의최적구성을위한기준으로CoDecDist
모형을적용하여공간모델링을통한예측오차를기대
할수있으며, 공간모델링기반의장기풍력단지출력
예측오차를통해장기전원계획및신규풍력단지건
설에따른송전망계획등에적용가능할것으로사료
된다.
향후, 제주지역풍력단지의추가적인DB확보를통
해 신규풍력단지의 출력예측을 위한 공간 모델링 수
행및 CoDecDist 모형적용을수행할예정이며, 전기
적인풍력발전의출력과풍력발전의에너지원인풍속
을 대상으로 예측 및 비교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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