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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제주풍력단지에 대한 측정 데이터
(measured wind power outputs)를 기반으로 Fast Fourier
Transform(FFT)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풍력발전단지의
주파수 특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서    론

기존의 일반적인 발전기의 경우 생산되는 전력이 일정하게 유
지되는 반면에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생산되는
전력이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출력은 기존의 화력, 원자력과 같은 다른
발전원들과는 다르게 간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계통에 연계시킬 경우 계통운
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발
전의 경우 주변의 온도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출력이 실시간으
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출력 예측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풍력발전의 안정적인 계통 연계를
위해 국내 풍력 자원들이 갖는 발전출력의 변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풍력발전의 출력예측에 적용을 하여 보다 정확한 출력예측
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풍력단지의 출력 측정 데이터(measured
wind power outputs)를 이용하여 주파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고, 이를 통해 풍력발전 출력의 변동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큰 풍력발전의
출력을 입력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비 주기적 신호의 해석이 가능한 Fast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풍력발전의 주파수영역
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풍력발전 출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 풍력발전의 출력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2월에
측정된 제주도의 삼달, 행원, 한경 1, 한경 2, 성산 1, 성산 2풍력
단지의 출력 데이터를 이용해 FFT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풍력발전단지의 주파수 특성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2. 본    론

  2.1 제주도 풍력단지 데이터
이번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삼달풍력단지, 행원풍력단지, 한경 1풍력단
지, 한경 2풍력단지, 성산 1풍력단지, 성산 2풍력단지 총 6개의 풍력단지
의 2011년 12월의 분 단위 출력데이터를 이용하여 FFT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주파수 데이터를 통해 풍력발전 출력의 특성에 대한 분
석을 하였다.
그림 1은 6개 풍력단지의 출력을 시간영역(Time-domain) 그래프로
도식화한 자료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계열
(Time-domain)에서의 풍력발전 출력은 서로 상이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FFT를 사용하였다.

(a) 출력변동성(삼달, 행원풍력단지)

(b) 출력변동성(한경 1,2풍력단지)

(c) 출력변동성(성산 1,2풍력단지)

<그림 1> 제주도 6개 풍력발전 단지의 2011년 12월 분 단위 그래프 

  2.2 FFT
일정하게 반복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기신호는 물론이며 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 주기신호까지 모든 신호는 사인(Sine)함수와 코사
인(Cosine)함수의 합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여러 신호들의 합
성으로 구성되어있는 어떠한 신호는 시간 영역(Time-domain)에서 해석
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신호를 시간영역
(Time-domain)이 아닌 주파수영역(Frequency-domain)에서 분석하면 기
존 신호에 어떤 주파수의 성분이 어떠한 강도로 포함되어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파수영역으로의 변환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이라고 한다.[1]-[3]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면 주기함수의 경우 이산적(Discrete)으로 분포되
어있는 선(Line)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으며[4], 비 주기함수의 경
우 주파수 성분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푸리에
변환을 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5]

 
∞

∞

  (1)

자연 상수 e는 오일러공식에 의하여 사인(sine)함수와 코사인(cosine)함
수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신호를 사인함수와 코사
인함수의 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일러공식은 다음과 같다.

  cos (2)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비 주기적인 신호를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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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연산 과정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푸리에 변
환의 이러한 단점을 보안한 방법이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이다. FFT는 이산 푸리에 변환(DFT)을 고속산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푸리에 변환의 근사화를 통해 연산속도를 증가시킨
다. 이는 DFT에서 반복되는 계산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연산속도를
증가시킨 것이다. 고속 푸리에 변환(FFT)의 식은 다음과 같다.[6]

  
  

  


 



  (3)

고속 푸리에 변환 역시 오일러공식에 의하여 기존의 신호를 사인함수
와 코사인함수로 바꿀 수 있으며, N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연산을 수행
하고 샘플의 개수 N이 클수록 더욱 정확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5]
FFT는 다양한 비 주기적인 신호의 해석에 이용이 되며 본 논문에서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이용하여 큰 변동성과 비 주기적 특성을 가
진 풍력발전의 출력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

  2.4 FFT를 이용한 제주도 데이터 분석
풍력발전의 출력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성을 가진 비
주기함수로 시계열(Time-domain)에서의 변동성분석에 큰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 주기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면 풍력발전의 출력에 어떠한 주파수
성분이 어떤 강도로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주파수계열(Frequency-domain)에서 강도(y축의 크기)를 통해 풍력발
전의 출력을, 주파수(x축의 크기)를 통해 해당 출력 값이 기존의 신호에
서 몇 번 나타났는지 빈도수를 알 수 있다.
FFT를 통해 얻은 임의의 크기를 가진 주파수들의 합이 시계열
(Time-domain)에서의 변동성이 심한 신호임을 고려한다면, 주파수 분석
을 통해 시계열에서의 풍력발전 출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는 제주도의 6개 풍력단지에서 얻은 분 단위의 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실시하여 얻은 주파수영역에서의
풍력발전 출력의 주파수성분 크기와 그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a) 삼달, 행원풍력단지 FFT

(b) 한경 1,2풍력단지 FFT

(c) 성산 1,2풍력단지 FFT

<그림 2> 제주도 6개 풍력발전 단지의 FFT 그래프 

그림 1의 풍력발전 출력 그래프에는 6개의 발전단지에서의 출력이 서
로 각기 다른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시간영역(Time-domain)에서의 자
료를 통해서는 풍력발전단지들의 출력 특성에 대하여 고려를 할 수 없
었으나, FFT를 이용해 얻은 주파수영역(Frequency-domain)에서의 데이
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풍력발전단지에서의 출력이 서로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제주도 6개 풍력단지에서의 주파수 성분은 1[1/min]에서 가장 큰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5[1/min]와 10[1/min]에서 역시 출력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 성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파수 영역
(Frequency-domain)에서의 그래프 분석을 통해 시간영역(Time-domain)
에서 풍력발전단지의 출력이 1분에 한 번의 빈도수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1분당 다섯 번, 열 번의 빈도수로 출력 변동을 보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통해 제주도 6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주파수영역
(Frequency-domain)에서 출력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세기와 빈
도수에 대한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즉, 풍력발전 출력이 큰 변동성
을 가지고 있지만 FFT를 이용하여 출력의 주파수영역 분석을 하게 된
다면 일정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주도 풍력단지 PSD 그래프 

위 그래프는 제주도 풍력단지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Power
Spectral Density(PSD)그래프이다. 향후 다른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도
PSD를 수행할 계획이며,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풍력발전기의
PSD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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