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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풍력에너지는 풍력터빈의 지능화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량 예측 부분에서 컴퓨팅과의 결합이 확대되고 
있다. 풍력 발전은 기상상태에 따라 출력변동이 심하고 출력 예측이 어려워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서 신재생에
너지를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예측정보를 향상시켜 
예측한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산형 전원전력의 단기예측 모델을 설계한다. 제안된 모델
은 단기 예측을 위해서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결합하였으며, 물리모델에서 생산된 격자별 예측값 중 예측 지점내 
예측지점의 값을 추출하고, 물리 모델 예측값에 통계모델을 적용하여 발전량 산정을 위한 최종 기상 예측값을 생성
한다. 또한, 제안 모델에서는 실시간 기상청 관측자료와 실시간 중기 예측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단기 예측 
모델을 수행한다.

주제어 :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예측정보 시스템
Abstract  Recently, wind energy is expanding to combination of computing to forecast of wind power 
generation as well as intelligent of wind powerturbine. Wind power is rise and fall depending on weather 
conditions and difficult to predict the output for efficient power production. Wind power is need to reliably 
linked technology in order to efficient power generation. In this paper,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forecasts to 
enhance the predicted and actual power gener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wer of 
distributed power short-term prediction model is designed. The proposed model for prediction of short-term 
combining the physic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were produced in a physical model of the predicted value 
predicted by the lattice points within the branch prediction to extract the value of a physical model by 
applying the estimated value of a statistical model for estimating power generation final gas phase produces a 
predicted value. Also, the proposed model in real-time National Weather Service forecast for medium-term and 
real-time observations used as input data to perform the short-term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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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산형전원계통연계전력예측시스템은풍력과태양

광을중심으로기상예측모델들이개발되고있으며풍력

과태양광예측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한다[1,2]. 분산형

전원계통연계전력예측시스템은기상예측기술과전력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으로써 컴퓨팅과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시스템이다. 발전량예측기술은풍력예측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풍력 선진국인 덴마크, 독일,

스페인, 미국및기타선진국에서풍력단지및관련관리

시스템에 설치되어 중요한 운영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

다[3,4,5,6].

풍력예측시스템은현재기상물리모델WRF 시스템을

비롯한시계열분석, ARIMA 모델, 칼만필터, 인공신경망

등과 같은 방식에 기반한 풍력 발전량 예측기술들이 개

발하고있다[7,8]. 발전량예측기술의가장중요한기반

기술은 기상 예측 기술이며, 이외에 발전량 예측 정보의

최적화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9,10].

발전량 예측시스템은 최근 풍력터빈의 지능화뿐만아

니라풍력발전량예측부문에서도컴퓨팅과의결합이확

대되고 있다. 발전량 예측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지역의 기상 예측기술이며, 기상 예측을 위한 기본 툴을

그 지역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다. 기존 발전소는 잘못

된 예측 때문에 많은 연료와 운영비가 소비될 뿐만아니

라 석탄 또는 복합화력 천연가스 발전소로 구성된 기저

부하 발전소들의 재가동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전량 예측기술은 예측 정확도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예측 정확도가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정보의 활용도가 급

격하게증가하고있다[5]. 예측시스템의도입은발전량의

증가와 에러률의 축소로 현재 가동중인 많은 백업 발전

소의 수를 줄일 수 있다[11,12,13].

본 논문에서는 6시간이내의단기예측에대한분산형

전원 전력 예측시스템 모델을 제않나다. 제안된 모델은

단기 예측을 위해서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결합하였으

며 물리모델에서 생산된 격자별 예측값 중 예측 지점내

예측지점의 값을 추출하고, 물리 모델 예측값에 통계모

델을 적용하여 발전량 산정을 위한 최종 기상 예측값을

생성한다. 제안된 단기 예측 모델에서는 풍속 단기 예측

을 위해 자기회귀평균이동(ARI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기법과 신경망 회로(neural network)

기법을 결합한 일사량 단기 예측을 위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 또한, 제안모델은 ARIMA 모형을통해 1차로

단기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ARIMA 모형 예측 결과에

다시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단기 예측 정보

를 생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산형 전

원계통연계전력예측시스템에대해서알아본다. 3장에

서는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전력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풍력발전량예측정보오차율을분석하고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풍력 발전량 예측 기술
유럽내풍력선진국을중심으로 2001년 ANEMOS 컨

소시엄설립이래풍력관련대학, 연구소, 산업체, 전력운

영자등전문가들이모여 ANEMOS(7개국 23기관참여)

Project에서는 통계모델및물리모델의 예측정확도향상

을 위한 연구를 2006년까지 수행하였으며, 이후

ANEMOS.PLUS(8개국 22기관 참여) Project에서는 최

종사용자를위한비즈니스프로세스와풍력발전량장기

예측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SafeWind(9개국 23기관

참여) Project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예측

기법 및 불확실도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8,14,15].

미국의 전력회사(PJM, ERCOT 등)에서는 eWind,

Previento, WPPT등 발전량 예측프로그램을 실제 전력

시스템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9]. 동일한 기술이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offshare 또는

평탄한지형에설비되어발전량예측을실시하고있다[10].

2.2 기상 물리 모델
기상 물리 모델이란 수치 역학 방정식을 이용하여 대

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으

로, 기상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물리모델에는 대기의 상태를 계산하는 다양한 물리식과

물리과정 옵션이 있으며, 수차례 테스트 과정을 통해 지

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정하는데, 이는 특정지

점의 상세 예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며, 정확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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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JM ERCOT Midwest ISO NYISO CAISO SCE Hydro-Quebec

Effective

generation
164,895MW 80,076MW 138,556MW 38,190MW 48,954MW 미공개 43,664MW

Operation

Date
April. 2009 July. 2008 June. 2008

June. 2008

May. 2009
June. 2004 November. 2000 November. 2006

Using the

model
Previento eWind Previento eWind eWind eWind Anemos/WPPT

Prediction

Physical

models,

statistical

models,

Wind turbine

operating data

Prediction by

integrating

Physical

models,

statistical

models

Including

power curve

data

Physical

models,

statistical

models

Topography, the

observed data by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s,

such a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statistics

Topography, the

observed data by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s,

such a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statistics

Terrain,

observation and

planning capacity,

including power

outages, including

data and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tatistics

Analysis of the

availability of

Physic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the

generator

Use form

Power

production

planning,

preparedness

wind

generation

forecast

Power

production

planning

Transmission,

power failure

reliability

analysis

compared

against

intermittent

power

production

Generation planning

and use of feed

Electricity Sales

Used bid
Development Plan

Power

generation plan

By feeding

<Table 1> Major U.S. power company's wind generation forecasting system

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2,3].

예측모델로는 MM5, WRF, CFD, MEMO, SAIMM,

RAMS 등있으며, 기상예보를위한물리모델로 3차원기

상수치 모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구축한다. WRF 모델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존 예보모델인 MM5 (Mesoscale Model

Version5)의 개선된모델로써, 전세계적으로현업및날

씨예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NCAR의 중규모및미규모기상국(MMM), 미 국립해양

대기센터(NOAA), 예보사업소(FSL), 미공군 날씨국

(AFWA), 미해군사업소(NRL), 오클라호마 대학의 폭풍

예보 및분석센터(CAPS), 미 연방항공국(FAA) 및 다수

대학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공동 개발하였다[5].

비선형 복잡계인 대기의 운동을 모수화

(parameterization)하여 수많은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기상수치모델이라 한다. 물리법칙에 근거한 수치방정식

을 수치적으로 풀어서 시간을 전진시켜가면서 기상요소

의 예측값을 계산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바다와 산악이

많고, 관측지점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경우 예측모델이 바

람직하다.

3. 단기예측 모델 설계
이 절에서는 분산형 전원 전력 예측시스템에 단기예

측 기법을 적용하여 기상 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기상장

변동을고려한 6시간이내의단계예측모델을제안한다.

3.1 개요
분산형전원전력예측시스템은 6시간이내의단기예

측과 6시간부터 2주후까지의중∙장기예측자료가출력

가능하다. 분산형 전원 전력 예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물리모델은일반적으로중규모기상변화에따

라국지적인기상장변동을고려한 6시간이후의중기예

측모형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분산형 전원 전력 예측

시스템에서는현재 6시간이내의단기예측기법및모델

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단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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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the short-term prediction model process

측을 위해서 물리모델과 통계모델을 결합하였다. 본 논

문에서 단기 예측 결합 모델은 물리모델에서 생산된 격

자별 예측값 중 예측 지점내 예측지점의 값을 추출하고,

물리모델예측값에통계모델을적용하여발전량산정을

위한최종기상예측값을생성한다. 풍속단기예측에사

용되는 대표적인 통계기법은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신경망회로(neural network), 자기회귀평균

이동(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등이 있으며, 이

기법들중 2개이상의기법을결합하여사용하는경우도

있다.

제안된 단기 예측 모델에서는 풍속 단기 예측을 위해

자기회귀평균이동(ARI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기법과신경망회로(neural network) 기법을결

합한 일사량 단기 예측을 위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

제안모델에서는실시간기상청관측자료와실시간중기

예측자료를입력자료로사용하여단기예측모델을수

행한다. 단기예측모델을ARIMA 모형을통해 1차로단

기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ARIMA 모형 예측 결과에 다

시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단기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제안 모델에서는 실시

간 중기 예측 자료 생산을 위한 물리모델 외에, 단기 예

측을위한WRF 물리모델을별도로수행한다. WRF 물

[Fig. 2] Production process of wind speed 
shot-term forecas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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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Wind Speed Start-up Wind Speed(more than 3㎧)

Leading

Time

ARIMA
ARIMA+Neural

Networks Leading

Time

ARIMA
ARIMA+Neural

Networks

MAPE

(%)

RMSE

(m/s)

MAPE

(%)

RMSE

(m/s)

MAPE

(%)

RMSE

(m/s)

MAPE

(%)

RMSE

(m/s)

10 40.2 1.6 38.0 1.5 10 27.8 1.4 26.9 1.4

20 37.4 1.5 35.8 1.4 20 25.7 1.3 25.0 1.3

30 33.4 1.3 32.3 1.3 30 22.8 1.1 22.5 1.1

40 34.7 1.4 33.7 1.3 40 23.7 1.2 23.5 1.2

50 35.3 1.4 34.2 1.3 50 23.9 1.2 23.6 1.2

60 40.2 1.6 38.0 1.5 60 27.8 1.4 26.7 1.3

70 34.8 1.4 33.5 1.3 70 23.9 1.2 23.4 1.2

80 38.0 1.5 36.3 1.4 80 26.0 1.3 25.3 1.3

90 34.4 1.4 33.3 1.3 90 23.5 1.2 23.2 1.2

100 34.9 1.4 33.9 1.3 100 23.8 1.2 23.5 1.2

<Table 2> Error rate of short-term prediction model(Daegwallyeong)

Full Wind Speed Start-up Wind Speed(more than 3㎧)

Leading

Time

ARIMA
ARIMA+Neural

Networks Leading

Time

ARIMA
ARIMA+Neural

Networks

MAPE

(%)

RMSE

(m/s)

MAPE

(%)

RMSE

(m/s)

MAPE

(%)

RMSE

(m/s)

MAPE

(%)

RMSE

(m/s)

10 49.5 1.0 46.7 1.0 10 26.0 0.8 24.6 0.8

20 46.1 1.0 44.7 0.9 20 23.5 0.8 23.0 0.7

30 48.1 1.0 45.8 1.0 30 25.0 0.8 23.9 0.8

40 44.0 0.9 42.8 0.9 40 22.8 0.7 22.3 0.7

50 43.8 0.9 42.7 0.9 50 22.8 0.7 22.3 0.7

60 49.0 1.0 46.5 1.0 60 25.2 0.8 24.1 0.8

70 44.5 0.9 43.0 0.9 70 23.0 0.7 22.3 0.7

80 46.0 1.0 43.9 0.9 80 24.0 0.8 23.0 0.7

90 44.8 0.9 43.2 0.9 90 23.3 0.7 22.5 0.7

100 45.0 0.9 43.2 0.9 100 23.5 0.8 22.6 0.7

<Table 3> Error rate of short-term prediction model(Gunsan)

리모델을별도로수행하는과정에서생성되는 5분간격

의 기상 예측 정보는 신경망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한

다. 제안모델의풍속단기예측모델프로세스는그림 1

와 같다. 그림 1처럼 제안 모델의 운영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단기예측자료와실적자료가축적될것이며, 이자

료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통계 모델 개선을 통한 정확도

향상이가능하다. 특히, 발전 단지내의기상측정자료가

축적된다면, 해당 발전단지의 전력 예측 정확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3.2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제안 모델의 풍속 단기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는

대관령(2011년 10월 ～ 2012년 9월)과 군산(2011년 12월

～ 2012년 9월)에서 5분 간격의 풍향 및 풍속 자료를 이

용한다. 제안모델의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기

상관측표준화법에의해지상 10m 고도에서측정된자료

로써, 풍력발전량산정을위한발전기허브높이의풍속

과는 차이나 날 수 있으나, 지상과 허브 높이의 풍속 변

화 패턴은 유사하므로, 지상의 풍속을 이용하여 통계 모

형을구축하는데는무리가없다. 제안모델에서단기풍

력 예측 정보의 처리과정은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한다.

3.3 풍속 단기 예측 모델
3.2.1 자기회귀통합 이동 평균모형
제안 모델에서는 예측시스템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풍속 단기 예측을 위

한모형으로자기회귀통합이동평균모델(ARIMA,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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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60분

[Fig. 4]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short-term wind speed correlation model (Daegwallyeong)

10분 60분

[Fig. 5]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short-term wind speed correlation model (Daegwallyeong)

regressive intergrated moving average model)과 독립변

수들과의 회귀식이 통합된 모형을 사용한다. 통계 모형

생성을 위한독립변수는현재를 기준으로 5분전, 10분전

및 15분전 풍속과예측시간기준전정시풍속, 후정시

풍속 등 총 5가지로 선정한다.

실측 풍속과 선정된 5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각 예측

선행시간별(5분～360분, 5분 간격) ARIMA 모형을생성

한다. 생성된 ARIMA 모형 차수는 WS(종속변수(실측

풍속)에 대한 ARIMA 모형 차수), WS_0(현재를 기준으

로 5분전 풍속), WS_1(현재를 기준으로 10분전 풍속),

WS_2(현재를 기준으로 15분전 풍속), WS1(예측 시간

기준 전 정시 풍속), WS2(예측 시간 기준 후 정시 풍속

자) 등을 사용한다.

3.2.2 신경망 모델
제안모델에서는 ARIMA 모형을통해예측된풍속과

실측 풍속과의 차이가 기상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에근거하여, 신경망모델을통해ARIMA 모형의오차값

을 예측한 후, 이를 적용하여 풍속 예측값을 보정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물리 모델을 통해 풍속의 전반적인 패

턴을예측하고, ARIMA 모형을통해시간에따른변경망

으로 예측한다.

제안 모델에서 신경망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대관령

과 군산의 5분 간격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풍속, 풍

향, 기온, 습도및기압의총 5가지기상요소를사용한다.

기상 패턴은 풍향의 경우 0도부터 360도까지 45도 간격

으로총 8방위, 풍속의경우 0.5m/s 부터 15m/s 까지 5단

계, 15m/s 이상의총 6단계로나누어, 총 48가지기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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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으로 분류한다.

ARIMA 모형예측값의오차를기상패턴별로분류하

여, 신경망 모형을 종속변수와 기상요소 변수 등을 이용

하여 도출한다. 종속 변수는 ARIMA 모형 풍속 예측값

오차를 의미하고, 기상 요소 변수는 ARIMA 모형 풍속

예측값, 풍향, 기온, 습도, 기압등을 의미한다. 예측 시간

의단기물리모델예측값(풍향, 기온, 습도, 기압)의패턴

을 인식하여 해당 신경망 모형을 적용한 후, ARIMA 모

형예측값에적용하여ARIMA 모형과신경망모델이결

합된 단기 예측값을 산정한다.

4. 성능 평가  
제안 모델의 성능평가를 위해 풍속 단기 예측 모델은

1단계 ARIMA 모형와 2단계 신경망 모형으로 구축하여

성능 평가한다.

4.1 대관령 지역의 오차율
대관령 지역의 전체 풍속의 경우, 제안모델의 오차율

은 <표 2>처럼 선행시간동안 ARIMA 단독 모델이

ARIMA와신경망을통합한모델(MAPE)보다평균 1.6%

높게나타났다. 또한, ARIMA 단독모델에비해 ARIMA

와신경망통합모델의RMSE가평균 0.09㎧감소하였다.

<표 2>의시동풍속의경우, ARIMA 단독모델에비

해 ARIMA와 신경망 통합 모델의 MAPE가 평균 0.6%

감소하였으며, 최대 1.4% 감소하였다. 또한, ARIMA 단

독모델에비해 ARIMA와신경망통합모델의 RMSE가

평균 0.03㎧ 감소하였으며, 최대 0.1㎧ 감소하였다.

그림 4의 풍속단기예측값과실측값의상관도를분석

한 결과, 결정계수(R2)가 모든 예측 선행시간대에서 0.8

이상으로나타나제안모델의풍속단기예측모델이풍

속 예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군산 지역의 오차율
군산 지역의 전체 풍속의 경우, <표 3>처럼 ARIMA

단독모델에비해 ARIMA와신경망통합모델의MAPE

가 평균 1.9% 감소하였으며, 최대 3.0% 감소하였다. 또

한, ARIMA 단독모델에비해ARIMA와신경망통합모

델의 RMSE가 평균 0.03㎧ 감소하였으며, 최대 0.1㎧ 감

소하였다.

시동풍속의경우, ARIMA 단독모델에비해 ARIMA

와 신경망 통합 모델의 MAPE가 평균 0.9% 감소하였으

며, 최대 1.5%감소하였다. 또한, ARIMA 단독모델에비

해 ARIMA와 신경망 통합 모델의 RMSE가 평균 0.07㎧

감소하였으며, 최대 0.1㎧ 감소하였다.

그림 6의 풍속단기예측값과실측값의상관도를분석

한 결과, 결정계수(R2)가 모든 예측 선행시간대에서 0.65

이상으로나타났는데, 이는 대관령에비해상관도가낮으

나상관계수(R)이약 0.8정도로풍속예측에무리가없다.

5. 결론  
최근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급증하면서풍력과

태양광에너지원을전력계통에안정적으로연계할수있

는기술요구사항이증가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 3차원

기상수치모델인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기반으로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한다양

한기반작업을풍력과태양광의예측시스템에수행하여

풍력과태양광의예측정보오차율을비교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물리모델 최적화 전후 풍속보정으로 인한 발전

량예측결과는 2%～6%정확도가개선되었으며, 후류손

실보정은개선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어레이 온도보정으로 인한 발전량 예측결과는 3%～4%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며, 일사량 보정은 1%내외의 정확

도가 개선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

지원의 예측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실제 환

경에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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