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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그리드와 련된 로젝트가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력 문제의 

장기  안정 책으로 분산 원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원의 출력 측을 해서 물리모델과 통

계모델을 조합하여 측 정보 오차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3차원 기상 수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분산형 

원의 측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어 안정 인 력계통 연계를 한 측시스템을 가능하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발 량 측 정확도가 4.6% 개선되었고, 온도보정 측 정확도는 3.5%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사량 보정 

정확도는 1.1% 향상되었다.

키워드 : 분산형 원, 날씨 측, 발 량, 측 시스템, 3차원 수치 모델

Abstract  Recently, the project related to the smart grid are being actively studied around the developed world. 
In particular, the long-term stabilization measures distributed power supply problem has been highligh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s to compare the error rate 
information which combined with the physic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to predict the output of 
distributed power. Proposed model can predict the system for a stable power grid-can improve the prediction 
information of the distributed power.  In performance evaluation, proposed model was a generation forecasting 
accuracy improved by 4.6%, temperature compensated prediction accuracy was improved by 3.5%. Finally, 
the solar radiation correction accuracy is improved by 1.1%.

Key Words : Distributed Power, Weather Forecasting, Generation, Forecasting System, Three-dimensional 
Numerical Weather Model

1. 서론

최근  세계 으로 스마트 그리드와 련된 로젝

트들이 선진국을 심으로 진행 에 있다. 스마트 그리

드는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해결책으로써 각 을 받고 있다[1]. 최근 

력을 생산하는 기 에서는 신재생 에 지를 이용하여 

사회  뿐만 아니라 경제 으로 력 문제를 장기 으로 

안정화시킬 책으로 분산 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분산 원  분산 원 측 시스템은 풍력과 태양 으

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원 출력을 측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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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JM ERCOT Midwest ISO NYISO CAISO SCE Hydro-Quebec

Prediction 
Method

Physic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Integrated data 
management to 
predict wind 
turbine

Physic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including 
power curve 
data

Physical 
models, 
statistical 
models

Comprehensive analysis with numerical and 
statistical forecast model by terrain, 
observation

Physic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generators
availability 
analysis

Usage 
type

Power 
production 
planning and 
wind power 
generation 
forecasts

Electricity 
production 
plan

Power 
transmission, 
power 
failures 
reliability 
analysis

Power 
generation 
plan

Electricity 
Sales

Developmen
t plan

Power 
generation 
plan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Prediction System

Division Data of 2002 year of world 2010 prospect 2020 prospect

Wind power generation (TWh / year) 64.8 512 3,093

Wind power ratio of the power demand (%) 0.4% 2.56% 11.98%

Annual installed wind power capacity (GW)
The cumulative wind power installed capacity 

(GW)
7.2
32

44.8
233

150
1,261

Market growth 35.1%(Last six years) 20% 10%

Wind Power Facility Fee ($ / kW) 765 555 447

Price development 7m / s standard (ф / kWh) 3.50 2.62 2.11

The average plant utilization rate (%) 25% 25% 28%

Years of market size (million $ / year)
The cumulative market size (million $)

63
115

249
1,338

671
6286

Year CO2 reductions (million tons / year)
Cumulative CO2 reductions (million tons)

42.3
73.8

307
1,345

1,856
11,786

Table 2. Vision of the world's wind power

Table 1은 선진국을 심으로 운 에 있는 풍력 발

 측 시스템을 측방법과 사용형태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2-4]. Table 1처럼 선진국에서는 발  

측 기술이 지역 특성에 맞게 최 화하여 발  측 정확

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5]. 특히, 미국

과 유럽은 발  측 정확도를 개선하기 해서 태양 발

 단지보다 풍력 발  단지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6-7]. 

그러나, 발 량 측시스템은 분산형 시스템에 사용되

고 있는 원이 증가할 경우 분산형 시스템의 출력 력

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경우, 타임 제어 응 문제와 역 

조류 증가의 문제로 인하여 변압기의 다운 조류가 어

든다. 한, 분산형 원이 연계된 배 선에는 정 압

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원의 날씨 연구 측 모델 기

반의 3차원 가상 수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발 량을 산정하기 해서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측 

정보 오차율을 비교 분석한다. 한, 발 량 측 시스템

을 활용하여 WRF의 데이터 동기화 알고리즘을 용하

여 측 정보 오차율을 낮추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산 력 

시스템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날씨 연구 기반의 

3차원 기상 수치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풍력과 태

양  측 정보  정보 오차율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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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태양  발 은 햇빛을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력

을 생산한다[8-10]. 태양  발 은 태양 지들을 묶어 

태양  패 을 만들어 사용한다. 태양 력의 수요가 증

가하면서 태양 지와 태양  어 이의 생산이 크게 늘

어나고 있다. 그러나 태양  발 은 타 에 지 발  방법

에 비해 계 , 시간, 지역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가능성

이 낮은 문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11,12]. 

그리고, 풍력 발 은 바람을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

는 발  방법이다. Table 2처럼 풍력 발 은  세계 으

로 많은 국가들이 생산 비 싼 비용으로 기를 생산하

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풍력 발 은 시스템이 단순하

고 회사간 성향이 상이하여 신뢰성 확보가 부족한 것이 

단 이다. 특히, 시스템 기술 방식이 outsourcing 에서 

inhouse 으로 바 어서 폐쇄성이 강하다[13-15].

3. 3차원 기상 예측시스템

3.1 개요

제안 모델에서는 분산 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력 

발 량을 측하는 것이 에 지 자원 감소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분산 원 시

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스마트 그리드와 련

된 새로운 력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16-23]. 제안 모델

에서는 분산형 원의 출력 측을 해서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조합하여 측 정보 오차율을 분석한다. 제

안 모델은 분산형 원의 측정보를 향상시키기 해 

력계통과 연계한 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3.2 기상 예측 물리 모델

제안 모델은 3차원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 측 

물리 모델의 수치자료를 얻는다. 

3.2.1 상세 지형 자료

실시간 기상 측에 사용되는 풍력과 태양  정보의 

자료는 상 지역에 따라 지형 조건이 정확하게 반 되

어야만 측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제안 모델에서는 환

경부의 환경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상세 지형 자료를 수집

한다. 환경부의 환경지리정보 이외에 수집되는 자료는 

미국의 국립지리원에서 수집하는 디지털 지형고도 자료

를 이용한다. 제안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형자료는 

지형고도와 지표피복 자료를 주기 으로 이용하여 해상

도를 구축한다.

3.2.2 예측 영역

제안 모델에서는 3차원 기상 측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측 역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설정하고, 상세 보

자료는 동아시자 지역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한다. 

한, 제안 모델에서는 바람 측 정보의 정확성을 해서 

환경지리정보를 구축하여 100m 간격으로 측정한다. 마

지막으로 최종 측 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km 

이하의 해상도를 이용하여 기상모델을 구축한다.

3.3 초기 및 경계 자료

제안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상 보 자료는 물리모델을 

통해 수집된 기상정보를 이용한다. 3차원 기상 측시스

템의 모델링에 사용되는 자료는 환경 지리 정보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의 표값을 사용한다. 한, WRF 기장

에 사용되는 자료는 미국에서 수집하는 GFS 보자료를 

사용한다. 이때, GFS 보자료는 미국 국립환경 측센

터 서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물리모

델에 용하여 생성한다.

3.4 자료 동기화 알고리즘

제안 모델에서 사용하는 자료 동기화 알고리즘은 Fig. 

1과 같이 동작되며, 자료 동기화 알고리즘의 목 은 수치 

보 모델의 오차율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Fig. 1에서, 

자료 동기화 알고리즘은 동아시아 지역 에서 풍력  

태양 을 이용한 발  단지에서 생성된 자료를 수신받아 

물리모델에 용함으로써 기상 보의 정확도를 향상시

킨다.

Fig. 1. Data Synchronization Algorithm of W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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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평가

4.1 환경설정

기상 측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서 Table 3과 

Table 4처럼 강원, 군산 지역의 풍력 단지와 엔알이 부안, 

천일 부안의 태양  단지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날씨 

측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지별 계량발 량 정시자료를 얻

는다. 한,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단지별 계량발 량 정

시 자료는 풍력 단지와 태양  단지에서 48시간동안 

측된 정보를 이용하며, 검증기간  측/계측 자료가 없

을 경우와 계량발 량이 9(zero)인 경우를 검증에서 제외

하여 선행시간과 계량발 량을 구한다.

Division Local Generator ID Capacity(kW)

Wind Force
Gangwon wp_00001 

~wp_00049 98,000

Gunsan wp_00070 
~wp_00079 7,900

Sunlight
enal buan pv_00050 433
Cheonil 
buan pv_00051 498

Table 3. Experimental Environment Setting

Division Content

Performance 
evaluation period

6 May 2016 19-10 days May 18, 
2016

Prior evaluation time 48h Prior Time
Source Evaluation Local per metering generation data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Condition

4.2 성능분석

제안 모델의 성능평가 결과, 풍력 발 량의 측 정보

에 한 오차율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고, 태양  발

량의 측 정보에 한 오차율은 Table6와 같이 나타났

다. Table 5의 결과를 기 으로 풍력 발 량의 측 정보

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해서 풍속 보정  후류 손실 과

정을 용하 다. 용결과, 기존 풍력 발 량에 비해 발

량 측 정확도는 4.6% 향상되었다. 그리고, Table 6의 

결과처럼 태양  발 량 측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해서 에러에 온도 보정  일사량 보정 과정을 용하

다. 태양  발 량 측 정보 한 풍력 발 량처럼 기

존 태양  발 량을 비교 평가한 결과, 온도보  측 정

확도는 3.5% 향상되었고, 일사량 보정 정확도는 1.1% 개

선되었다.

Division
Forecast prior time

1 hour 6 hour 12 hour 24 hour 48 hour

Total 
Average 11.9 12.4 13 13.8 14.9

Gangwon 12.1 12.6 13.4 14.2 15.8
Taegisan 14.6 14.9 15.6 16.5 17.5
Jeongbuk 9.0 9.7 10.3 10.7 11.4

Table 5.  Wind power forecasting error rate information 

NAME (%)

Division
Forecast prior time

1 hour 6 hour 12 hour 24 hour 48 hour

Total Average 10.6 10.9 11 11.7 12
Gochang 
Solar 10.3 10.4 10.7 11.2 11.9

Chenilbuan 11 11.2 11.5 12.1 12.4
Enalbuan 10.7 11.1 11.3 11.7 11.8

Table 6.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rror rate 

forecasts NAME (%)

5. 결론

최근 스마트 그리드와 련된 로젝트를 선진국을 

심으로 진행되면서 지구 온난화와 련된 여러 문제들

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원의 

출력 측을 해서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조합한 3차

원 기상 수치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 모델은 분산형 

원의 측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어 안정 인 력계통 

연계를 한 측시스템이 가능하 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발 량 측 정확도가 4.6%, 온도보정 측 

정확도는 3.5%, 일사량 보정 정확도는 1.1% 개선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시스

템에 용하여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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