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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상 풍력자원 동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 현 구 박사

개 요.Ⅰ

해상 풍력자원 분석의 중요성1.

신재생에너지원 중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풍력발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정책적 보급지원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말 현재 육상풍력의 누적설비 용량. 2010

은 이고 해상풍력은 에 이른다199.5GW 3.6GW .1) 육상풍력은 설치장소의 제약과 소음 경관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년 중반부터 풍력발전의 개발방향은 서서히 해상풍력으로 전환되고 있2000

다 해상은 육지에 비해 풍황 이 우수하여 발전수익이 증가하므로 조만간 해상기초 및 설치. ( )風況

공사비를 상쇄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 된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력자원이다 그러나 육상과는 달.

리 해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직접 관측자료는 극소수의 해상부이 가 전부이다 해상 풍황탑(buoy) .

설치비용은 육상 풍황탑 설치비용의 배 이상이기 때문에 해상 풍황탑을 배제한 풍력자원 평가20

의 불확실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해상풍력 수행의 사업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해상 풍력자원.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해상영역에서 고해상도 풍속분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해상풍 벡터SAR(Synthetic Aperture Radar: )

추출이 최근 해상풍력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인공위성 영상2. SAR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능동센서인 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도 고해상도SAR

의 관측이 가능하며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플랫폼의 제한을 받지 않아 관측 상에 따라 인공위성, ,

헬리콥터 전투기 비행기 등에 폭넓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그 활용범위도 넓어서, , . SAR

육상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해상에서는 내부파 중력파 기름유출 적조 판별 극지에서는, , , , ,

빙하 선박의 탐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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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영상이란 후방 산란계수를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입사파 방향으로 반사되는SAR ,

후방산란은 파가 조사된 표면 상태에 따라 후방산란 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지표면이 매끄러. ,

운 경우에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후방산란 되는 파가 적어 후방 산란계수는 낮고 지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후방 산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상에서 매끄러운 면은 후방 산란계수가. SAR

낮기 때문에 검은 영상으로 거친 면은 후방 산란계수가 높기 때문에 밝은 영상으로 표현된다, .

센서는 파랑 위에 나타나는 잔물결의 표면장력파 에 반응한 후방SAR ( ) (capillary wave)波浪

산란계수를 측정한다 둥근 파봉과 자형 파곡을 갖는 파형을 보이며 규칙성 있게 배열되는 표. V ,

면장력파는 파장이 수 센티미터 정도로 짧기 때문에 상 적으로 파의 곡률이 크고 해수면의 표면

적을 증가시키므로 표면장력이 중요한 복원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센서를 탑재한 인공위성으로는 유럽 캐나다SAR SEASAT, ERS-1,2( ), RADARSAT-1,2( ),

유럽 일본 독일 등이 운용되고 있다 해상풍 추출에 사용되ENVISAT( ), ALOS( ), TERRASAR-X( ) .

는 밴드는 주파수 의 밴드이며 의 파장을 관측하는 밴드 센서4~8GHz C- , 3.7~7.5cm C- SAR

가 탑재된 인공위성으로는 과 이 있다 은 기존 센서에서 한ENVISAT RADARSAT . ENVISAT SAR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센서를 탑재하였으며 회귀주ASAR(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

기는 일로서 동일 영역을 달에 한 번 촬영하게 된다 입사각은 이나 모드별로 차이가35 1 . 15~45°

있다 밴드로 촬영되는 위성영상 중 이미지모드 와 웨이브모드 는 공. C- (image mode) (wave mode)

간해상도가 이며 빙하 기름유출 표면 지형 토양수분 홍수 해수파 등의 관측에 활용된다30m , , , , , , .

해상풍 벡터 추출3.

해수면 위로 부는 바람에 의해 생성되는 표면장력파는 풍향 풍속에 따라 변화하므로 해수면 거,

칠기와 해상풍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으로부터 해상풍 벡터를 추출할 수 있다SAR .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해상풍을 추출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그림 과 같다SAR < 1> .

자료 : BTM Consult ApS, “World Market Update 2010”, 2011.

그림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해상풍 벡터 추출 프로세스< 1>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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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센서에서 측정된 파의 후방 산란계수로 기록된 이미지는 기하보정 방사보정, SAR ,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해상풍 추출이 가능한 영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풍속분포를 추출하기 위하여 풍향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후방 산란계수와 해상풍의 상관 관계로부터 풍속분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선, CMOD

택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수면 위 높이에서 중립 기 상태에서 해상풍 벡터. 10m (sea

를 추출하게 된다surface wind vector) .

동향 분석.Ⅱ

국내 동향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그림 와 같은 고해상도 한반도 해상풍력 자원지도를 작성함에< 2>

있어서 중규모 수치 기상모델의 해상풍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mesoscale)

인공위성 자료를 사용하였다QuikSCAT .3)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센서와 동일QuikSCAT SAR

한 원리인 초단파 산란계 센서를 이용하지만 추출되는 해상풍의 공간 해상도가(scatterometry)

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설명력 측면에서 공간해상도 인 인공위성 영상과는 비교25km 30m SAR

가 되지 않는다 이러므로 한반도 해상 풍력자원 지도의 신뢰도 검증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고.

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것이 국내 풍력분야에 있어서 인공위성 영상을 적용한SAR SAR

최초의 사례이다.4)

자료:www.kier-wind.org

그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반도 풍력자원 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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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인공위성 영상으로 한반도 해상 풍력자원 지도를 검증한 한 가지 사례를 보여< 3> SAR

주는 것이다 즉 해상풍 추출 영상은 진도 남해상에서 미만의 풍속분포를 예측하였으. , SAR 5m/s

나 공간해상도 의 중해상도 풍력자원 지도는 로 이보다 높은 풍속을 예측하였다 특히3km 7m/s . ,

보성만 내해 에서 해상풍 추출 영상은 이하의 저풍속을 예측한 반면 중해상도 풍( ) SAR 4m/s內海

력자원 지도는 이보다 높은 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보성만 해안 기상관측 자료를 외삽하여6m/s .

추정한 동일지역의 풍속은 해상풍 추출 영상과 동일한 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SAR 3~4m/s .

검증으로부터 복잡한 해안지형 및 도서지형의 저항에 의한 풍속약화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중해상도 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최종적으로(Simulation) (3km) ,

공간해상도를 고해상도 로 향상시킨 한반도 풍력자원 지도를 구축하게 되었다(1km) .5)

좌 해상풍 추출 영상 중 중해상도 풍력자원 지도 우 기상청 지면관측 자료( : SAR , : , : )

자료 김현구 황효정 김동혁: , , , “해상풍 평가를 위한 풍속추출 알고리즘 비교SAR ”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2011.

그림 한반도 남해상 해상풍 비교분석 사례< 3> 7)

최근의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반도 해상영역에서 안정적인 풍속을 산출하는 해상풍 추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반도 동해6) 남해 해상에서, 7) 안정적인 풍속을 산출하는 알CMOD

고리즘을 판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두 연구 모두 알고리즘이 이하의 저풍. CMOD4 4m/s

속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해상풍 벡터추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는 춘계 기상 표일에 하여 해상풍 추출 알고리즘을 비교분석한 사례로< 4> ,

알고리즘이 전반적으로 풍속을 과 예측한 반면 와 는 유사한 풍CMOD-IFR2 CMOD4 CMOD5

속값을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량적 오차분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초고해상도.

해상 풍력자원 지도와 비교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례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풍속(100m) CMOD4

오차 가 가장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를 한반도 남해상 해상풍 추출에 적합한 알고RMSE CMOD4

리즘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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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중 우( : CMOD-IFR2, : CMOD4, : CMOD5)

자료 : Christiansen, M. B., Hasager, C.B., “Using Airborne and Satellite SAR for Wake Mapping Offshore”,
Wind Energy, 9, 2006.

그림 해상풍 추출 알고리즘에 따른 한반도 남해상 풍속분포 추출결과 비교< 4> 10)

해외 동향2.

국제공동 프로젝트는 발틱해 아일랜드NORSEWInD(Northen Seas Wind Index Database) ,

해 및 북해에 한 해상 풍력발전기 허브 높이에서 고품질 해상 풍력자원 지도 작성을 목표(hub)

로 하고 있다 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NORSEWInD .

발틱해 아일랜드해 북해의 고품질 해상 풍력자원 지도 작성, ,•
상지역의 가용한 모든 실측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격 경쟁력 있는 해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개발•
풍력산업계에 원격탐사의 신뢰성을 입증하여 원격탐사 장비의 수용성 제고•
해석 상 인근지역 실측자료를 이용한 첨단 단기간 예보모델 개발•

유럽연합에서 총 백만 유로를 투입한 프로젝트에는 학7 NORSEWInD (Danish Technical

연구소 풍력자원평가 컨설팅University, University of Strathclyde), (RISOE DTU, INETI),

회사(Oldbaum Services, Garrad Hassan & Partners, WINDTEST, Kjeller Vindteknikk,

전력회사 엔지니어링회사Kaiser Wilhelm Koog, Nautilus Associates), (DONG Energy, 3E),

인공위성회사 등 개국 개 기관이(Scottish Enterprise, Statoil Hydro ASA, ISET), (CLS) 8 15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다.

프로젝트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음과NORSEWInD 2008 2012 4

같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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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원격탐사장비 설치위치 선정 원격탐사장비 보정 및 검증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1 : ; ;•
베이스 구축 및 해상 풍력자원 지도 형식 결정 풍력예보 알고리즘 개발 해상 풍; ;

황탑 구조물에 의한 유동장 교란 모델링

차년도 원격탐사장비 해상 설치 및 측정캠페인 수행 해상 기경계층 전단형태 분석 측2 : ; ;•
정자료 및 인공위성 영상 보정

차년도 원격탐사 측정캠페인 수행 측정자료를 반영한 풍력예보 알고리즘 개발 중규모3 : ; ;•
수치기상 해석과 측정자료 연계

차년도4 :• 모든 측정자료 총괄평가 지리정보해석 및 해상 풍력자원 지도의 웹 인터페이스 개발;

현재 차년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그 중간 결과물로 그림 와 같이 지난 년간 촬영된3 , < 5> 8

약 장의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작성된 발틱해 해상 풍력자원 지도가1,000 ENVISAT ASAR

제시되었다 그림 의 해상 풍력자원 지도는 풍력밀도. < 5> (W/m2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덴마) ,

크 스웨덴 폴란드 독일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예정 포함 가 표시되어 있다 발틱해의 풍력밀도, , , ( ) .

는 249W/m2에서 934W/m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이순환 이화운 김동혁 김현구: , , , , “한반도 평가를 위한 초기 공간해상도와 위성자료 동화의 관계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3(6), 2007.

그림 발틱해 해상 풍력자원 지도< 5> 3)

독일의 해상 풍황탑을 비롯한 개 풍황탑 측정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된 발틱해FINO 17

해상 풍력자원 지도의 품질수준은 풍속의 경우 표준편차 결정계수 풍향의 경1.9m/s, (R2) 0.78,

우 표준편차 도 결정계수 의 정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20.1 , 0.95 .8)

현재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해상 풍력자원 분석 분야의 선두주자는 덴마크 로 미Risø DT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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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존스홉킨스 학과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하여ENVISAT ASAR

웹페이지를 통해 인공위성의 이동경로를 따라 전세계에 한 실시간 해상풍 추출 영상을 제공하

고 있다.9)

인공위성 영상의 새로운 활용방법으로 해상 풍력단지 후류분석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SAR . <

의 좌측 영상은 덴마크 일 의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해상풍을 추출한 것으6> Horns Rev SAR

로 중앙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이 해상 풍력단지이다, Horns Rev .

자료 김현구: , “국가바람지도(National Wind Atlas)” 설비저널, , 38(7), 2009.

그림 덴마크 해상풍 추출 영상 좌측< 6> Horns Rev ( )5) 및 해상 풍력단지 후류 사진 우측( )

육상 풍력단지와 다르게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그림 의 우측 사진과 같이 풍력발전기 후류< 6>

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동일 해상풍력 단지 내에서 후류에 의한 풍속감소로 발전(wake) .

량 손실이 나타나고 수십 떨어진 인근 해상풍력 단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이 나km

타난다 그러나 현재는 해상 풍력발전기에 적합한 후류손실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 단지 운.

영 자료를 분석하여 해상 풍력발전기 후류손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그 중 한 가지 연구방향이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해상풍력 단지 후류분석이다. SAR .

그림 의 좌측 그림을 살펴보면 화살표로 표시된 주 풍향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육풍이< 6>

불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육풍은 사각형으로 표시된 해상풍력 단지를. Horns Rev

거치면서 풍력발전기의 후류손실에 의해 풍속감속이 발생하며 그 영향은 주풍향을 따라 수십,

후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간적 형태를 뚜렷이 포착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기 후류손실 모km .

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해상도의 해상풍 추출 영상을 비교분석하여 검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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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해상풍 벡터를 추출하는 기술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SAR

펴보았다 현재까지 해상에서의 관측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해상 풍력자원평가의 위험도가 매우.

높았으나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해상풍 벡터를 추출하는 기술에 의하여 광역 해상 풍력자SAR

원평가의 공간 정밀도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해상 풍력단지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우리나라는 년말 발사 예정인 아리랑 호에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므로 향후 우. 2011 5 SAR ,

리나라의 인공위성에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해상풍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학분SAR

야에 활용할 뿐 아니라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 해상풍 분석기술을 선진국과 동등 이상으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는 해상풍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북유럽 해상의 고해상NORSEWInD SAR

도 풍력자원 지도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인공위성 운영기간 및 긴 회귀주기로 인.

하여 연단위 통계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인공위성 영상 개수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규SAR

모 수치기상 모델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해상풍은 기. SAR

의 열성층 효과를 배제한 해상 높이에서의 중립풍속((thermal stratification) 10m (neutral

이기 때문에 이를 풍력발전기의 허브 높이인 이상의 고도로 외삽wind speed) 60m

할 경우 상당한 예측오차가 발생한다 인공위성 영상 해상풍 추출과 관련된(extrapolation) . SAR

제반 오차요인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규모 수치 기상모델 뿐만 아니라 라이다 소다 등의 원격탐사,

장비를 이용한 해상풍 연직구조 규명을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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