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 7. 14 - 16

제주 실시간 풍력발전 출력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념설계에 관한 연구
이영미*, 유명숙*, 최홍석**, 김용준**, 서영준**
(주)에코브레인*, 한국전력거래소**

A study on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real-time wind power forecasting system in Jeju
Young-Mi Lee*, Myoung-Suk Yoo*, Hong-Seok Choi**, Yoong-Jun Kim**, Young-Jun Seo**
*
**
ECO Brain Co., Ltd. , Korea Power Exchange
Abstract - The wind power prediction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lectric power system operation and electricity power market which is
allowed to participate the wind power. In this study, a real-time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is designed for the real application in electric
power system in Jeju.
The wind power prediction system is composed of meteorological
forecasting model, calculation module of wind power output and
visualization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penetration of the wind power generation
into the electric power system.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급량이 늘어
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
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상상태에 따라서 출력변동이 심하고 출력의 예측
이나 조정이 어려워 사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1〕. 따라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
이다.
신재생 전원 발전량 예측 기술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전에 예
측한다면, 이를 익일 발전계획수립에 활용하여 간헐적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발전과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나라의
기상조건과 지형 특성에 적합한 출력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적용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변동성이 큰 풍력발전의 실시간
출력예측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
도 구좌읍에 조성중인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실시간 풍력발전 출력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에서의 운용을 통해 출력예측 시스템의 운용효과를 향상시키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풍력발전 출력 예측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운영발전계획 수립시 운영예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적 급전계획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풍력발전 도입 확대를 기대한다.
2. 본

상 시킬 수 있다.
발전량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에서의 발전기 설계 정보가 필요하
다. 발전기 출력곡선 정보를 비롯하여, 발전기 위치에 따른 발전량 특성
등을 시스템 내에 설정하여 최종 발전량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본 예측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론

2.1 출력예측시스템 구성
본 실시간 풍력발전 출력예측 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원인 바람을 예측하기 위한 기상예측부분, 기상예측 자료를 통한
발전량 에측부분, 그리고 예측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각화 부
분이다.
시스템의 메인서버에는 기상예측과 발전량 산정 모듈이 구축되어 있
으며, 모든 프로세스가 메인서버내에서 이루어진다. 메인서버에서 생산
된 예측정보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력발전 출력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상예측은 물리모델(physical
model)과 통계모델(statistical model)을 결합하여 구성한다. 중기(48시간
이내) 예측은 물리 모델을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예보하며, 1시간마다 업
데이트 된다. 단기(6시간 이내) 예측은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결합하여
5분 간격으로 예보하며, 10분마다 업데이트 된다.
풍력발전 단지에서의 상세 기상 예측을 위해 단지내 실시간 기상측정
자료를 수신하여, 기상 예측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한다. 단지내에서
측정되는 기상측정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해당 단지의 예측 정확도를 향

<그림 1> 출력예측 시스템 구성

2.2 출력예측을 위한 제반 시스템
2.2.1 기상예보모델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위한 물리모델로 3차원 기상수치모
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WRF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모델인 MM5(Mesoscale
Model Version5)의 개선된 모델로써, 전 세계적으로 현업 및 날씨예보
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2〕. 또한 기상예보모델 WRF를 기반
으로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반 작업을 수행한다.
2.2.2 상세지형자료 구축
특정 지점의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기상모델의 해상도를 높게 하여야
하며, 해상도에 적합한 지형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이 에
너지원인 바람은 지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바람예측을
위해서는 상세 지형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최종 예측
영역으로 설정하고, 최종 영역에 대해 1km 이하의 해상도로 기상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현재 상세지형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중 우리나라 환경부
의 환경지리정보 구축을 우선으로 하며, 차선으로 미국국립지리원
(USGS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디지털 지형도 : 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를 구축한다.
2.2.3 자료동화기법
자료동화(Data assimilation)란 현재의 대기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
용한 모든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최적의 수치모델 초기자료를 생성
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치예보모델의 예보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써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 내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수신되는
모니터링 자료 중 기상자료를 물리모델의 자료동화 과정에 입력하여 단
지 예보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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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물리모델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물리모델 예보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
모델 최적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모델의 최적화 작업은 과거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물리모델을 수행한 후 실측자료와 예보자
료를 비교분석하고 기상패턴(주야간, 계절별 등)에 따라 다양한 물리옵
션 등을 테스트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모델에는 대기의 상태를 계산하는 다양한 물리식과
물리과정 옵션이 있으며, 수차례 테스트 과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정할 것이다. 이는 특정지점의 상세 예보에 있어서 필
수적인 과정이며,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써 매우 중요
하다.

템의 하드웨어 사양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2.2.5 단기예측을 위한 통계 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6시간 이내 단기예측과 6시간
부터 48시간까지의 중기예측 자료를 출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물리모
델은 중규모 기상 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기상장 변동을 고려하는 예보
모형으로 6시간 이후의 중기 예보에 적합하다〔3〕. 따라서 6시간 이내
의 단기예측을 위한 예보기법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시간 이내의 단기예보를 위해 통계 모델을 개발하여
물리모델과 연동할 계획이다. 물리모델에서 생산된 격자별 예보값 중 실
증단지내 예측지점의 값을 추출하여 통계모델을 적용하여 발전량 산정
을 위한 최종 기상예보값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2는 단기 예보를 위한 통계 모델 개발방안에 대한 도식이다. 기존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기법은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신경망 회로
(neural network), 자기회귀평균이동(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등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 내에 위치한 발전단지내 과거 기상
자료와 제주도내에 위치하나 최소 10년 이상의 과거자료 분석을 통해
실증단지내 단기 예측에 가장 적합한 통계모델을 개발하여 구축할 계획
이다. 또한 본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축적된 DB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
인 통계 모델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3> 풍력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그림 4> 예측시스템 가동 모식도

3. 결

<그림 2> 단기 예보를 위한 통계 모델 개발방안

2.2.5 풍력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풍력발전량 산정은 실증단지내 발전단지의 실시간 풍속 예보값을 이
용하여 최종적으로 풍력 발전량 에측값을 산정한다. 그림 3에서 보는바
와 같이 풍력발전량은 풍력발전기별 보정계수를 입력하고 제원과 출력
요소를 고려하여 발전기별 지형위치에 따른 후류손실률 계산과정을 거
쳐 풍력 발전기별 발전량을 산정하게 된다.
2.3 실시간 예측시스템 운영
본 연구에서 개발될 예측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량이 예측되는 시
스템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기상예보를 위한 다양한 입력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것을 비롯
하여 물리모델, 통계모델, 발전량 산정 및 표출까지 안정적으로 연동되
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설계한다.
그림 4는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가동 모식도 이다. 가동시간 구축시 가
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상예보 모델 수행시간을 고려하여 본 시스

론

본 연구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의 안정
적인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연계를 위한 토대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풍력발전 출력예측시스템은 제주 지역을 대상으
로 시험 운영 단계를 거친 후 향후 신재생 예측 출력 시스템의 기반 기
술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풍력 발전량 예측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그리드 실
증단지에서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력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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