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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floating LiDAR system (FLS) is investigated through a field test involving two steps. First, correlations 
among wind speeds, measured using the met mast and two LiDARs, are computed to analyze the acceptance criteria of LiDAR for 
measuring wind spe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slopes of single variant regression between mean wind speeds are 
below 1.03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s above 0.97. Next, correlations among wind speeds measured using the FLS and a 
fixed LiDAR are determined through a field test carried out in Doomi-doo, Tong-young, Gyeongsangnam-do. The FLS is installed 
300 m away from the fixed LiDAR on the ground. The results show that the slope of single variant regression is approximately 1.0275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s above 0.971. According to the IEA/wind 18 recommendation, it is found that the developed 
FLS measures valid wind speeds to assess win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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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풍력발전기 

나셀 높이 정도에 기상탑을 설치하여 약 1년 이상 풍황을 

측정해야한다. 기상탑의 여러 높이에서 측정 된 풍속, 풍

향 및 풍속구배 등을 통해 풍황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고, 

연간 에너지 발전량(AEP, annual energy production)을 

추정 하여, 풍력단지 개발에 관한 경제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해상풍력 개발 시, 각 풍황 자료는 AEP 예측에 중요

한 매개변수일 뿐 아니라, 측정된 파랑과 함께 해상 기초 

구조물의 설계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된다
[1~2]

. 

2000년대에 들어 전통적인 기상탑을 대체할 수 있는 원격

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인 라이다(LiDAR, 

light detction and ranging) 등이 등장하면서 이 풍황 측

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라이다의 측정 정확

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고
[3~4]

, 최근에는 높은 측정 정

확도가 요구되는 국제 표준의 출력 성능평가나 하중 측정 국

제표준에서 저고도 기상탑과 라이다를 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할 정도로 그 정확성이 인정받고 있다
[2]
.

근래 해상용 풍력발전기의 설치 대상 수심이 깊어지면

서, 수심 50 m 이상에서의 해상 풍황 측정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나, 이 경우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해상 기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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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ating buoy for LiDAR[9]

Table 1. Floating buo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Unit Present

Buoy mass kgf 15,708

Centroid m 0.013

Volume of displacement m
3

15.3

Center of buoyancy m 0.27

Distance to metacenter from center 

of buoyancy
m 7.17

Distance to metacenter from centroid m 7.39

Natural oscillation period sec 3.07

Slope due to wind deg. 3.75

Slope due to current deg. 0.51

Slope due to wave deg. 11.89

의 설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해상 풍력단지 개발 및 보

급 확산을 위해 해상 기상탑을 활용하는 방법론은 풍력단

지 개발 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3]
. 그 대안으로 

1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 부유식 라이다(FLS, floating 

LiDAR system)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부유

식 라이다의 정확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

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4~6]

. 그 이후 부유식 라이다에 

대한 기대로 유럽에서는 2015년 이후 해상 기상탑을 거의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첫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가 조성
[7]

된 이후 서해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계획되었으며,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8]

에서, 또 제 

9차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해상 

풍력발전이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해상풍력 단지 발굴이 동시 다발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해상풍력단지가 개발될 것이다. 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해상 기상탑을 설치할 경우 단지 발굴에 큰 비용이 발

생하므로, 부유식 라이다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된 LiDAR 탑재를 위한 부유식 

기상 부이를 활용하여
[9]
, 국산 FLS 개발하고 실제 해역에

서 실증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주 월정리의 기상탑

을 활용하여 취득한 풍황을 두 종류의 라이다로 계측한 데

이터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기상탑 측정 데이터와의 상관

성 분석을 통해, 두 라이다들을 통한 풍속 데이터 측정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경상남도 통영시 두미도의 북부 실해

역에서 실증을 수행하였다. 유효성이 검증된 라이다들 중 

하나가 설치된 국내 최초 FLS를 통해 실해역에서 풍황 및 

파랑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다른 하나의 라이다를 인근 육

상에 고정하여 부유식 라이다와 동시에 풍황을 측정하였

다. 육상 고정식 그리고 부유식 라이다로 측정한 풍속 간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부유식 라이다를 활용한 풍

속 취득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부유식 라이다 구성

바람과 파도 및 조류에 따른 동적 응답으로서 부유체는 

6-자유도 운동을 하며
[10]

, 일반 소형 부표 등의 경우처럼 

부유체에 지나친 경사각이 발생하면, 풍황 측정의 신뢰성

과 시스템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수치 

계산뿐만 아니라 수조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한 부유식 기

상 부이를
[9]
 활용하여, FLS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상탑에 

사용하는 컵 풍향/풍속계 등에 비해 전력 소모가 심한 라이

다에 사용할 독립 전원을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복합 전원

으로 구성하였다.

2.1 부유식 기상 부이

본 논문 내 부유식 기상 부이는
[9]
 고유 진동 주기가 3.07

초에 불과하여 큰 파도의 빈도가 높은 주기에서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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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hybrid power supply description

Fig. 3. Voltage history of hybrid power supply for 3 months Fig. 4. Met mast and LiDAR location in verification

있다. Outer column을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면 관성 모멘

트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고유진동 각속도가 줄어든다. 바

람과 파도가 동일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부유체의 최대 경

사각은 15° 정도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 활용한 부이의 형태와 특성은 각각 Fig. 1 및 Table 1과 

같다.

2.2 부유식 라이다용 전원 구성

일반적으로 기상, 대기오염 및 라이다 측정에서는 태양

광과 연료전지로 구성한 복합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위한 장소는 대부분 바람이 강한 곳이므

로, 개발 해상에서 풍력발전기의 단위면적당 전력 발생량

이 많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 개발 해역의 풍황 조사

를 위한 부유식 라이다의 전원은 태양광/연료전지에 소형

풍력발전기를 추가하여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Figure 2는 부유식 라이다에서 활용한 독립전원의 개념

도로, 태양광 약 900 W, 110 W 메탄올 연료전지(DMFC) 

2기, 풍력 160 W 3기로 구성되었다. 두 부분은 정상적으

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정상 전

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Figure 3은 3개월간 전압 변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후반부에 라이다 작동 한계인 10 V까지 전압이 강하한 

적은 있으나 대체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유식 라이다 검증

3.1 기상탑 대비 라이다 풍속 측정 검증

Figure 4와 같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인근의 100 m 높이의 육상 기상탑과 150 m 떨어

진 부지에 별도의 독립 전원을 설치하였다. 총 2기의 라이

다를 통해 계측한 데이터와 기상탑을 통해 취득한 풍속 데

이터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기의 라이다 중 하나

는 부유식 라이다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다른 하나는 실증 

시 대상 해역 인근 육상에 고정하여 부유식 라이다와 상대 

비교를 수행하는 라이다이다.

라이다와 기상탑에서 측정한 자료를 선형회귀분석 해보

면, Fig.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선형회귀분석 

시, 기상탑 풍황이 0 m/s일 경우 라이다 풍황 또한 0 m/s 

일 것을 구속하기 위해, single-variant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주변의 건물이나 풍력발전기 방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므로 이 방면을 제외하

고 유효각을 바다 쪽으로만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형 회귀분석 시 라이다와 기상탑으로부터 획득한 풍속 

간 상관성 오차는 3% 이내이며 결정계수는 0.97 이상으로 

확인되어, 높은 상관성과 선형회귀 분석의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진재ㆍ강승진ㆍ이광세ㆍ김홍우ㆍ김성완ㆍ안유옥ㆍ경남호

38  신재생에너지

(a)

(b)

Fig. 5. Wind correlation analysis with met mast data: (a), 
floating LiDAR, (b): fixed LiDAR)

Fig. 6. Location of coastal wave and LiDAR buoy

Fig. 7. Floating LiDAR system field test

3.2 부유식 라이다 실해역 설치

현장 시험을 위한 해역은 여러 후보지들 가운데 주민들

이 우호적이었고 활용 가능한 콘크리트 접안 시설이 있는 

두미도 해역으로 결정하였다. 해상의 부유식 라이다와 육

상의 고정식 라이다에 의한 측정치를 비교하기에 가장 적

합한 장소로 판단되었다. Figure 6과 7은 실험에 활용된 

기상 및 파고 부이의 위치와 FLS의 실해역 설치 과정을 나

타낸다.

실해역 실증실험 장소가 경상남도 통영시 두미도 북부 

해역으로 선정된 이후, 설치해역의 경사진 해저면의 특성

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사진 해저면에 대한 계류-앵

커 시스템 설계가 재수행 되었다. 기상부이 후면부의 계류

라인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에 위치하고, 계류라인

에 비교적 작은 장력이 걸리므로 길이를 18 m로 정하였고, 

수심이 깊은 전면부에 위치한 두 개의 계류라인의 길이를 

두 가지(43 m, 60 m)로 정하여 길이에 따른 기상 부이의 

운동, 계류 강도 및 위치 유지에 필요한 앵커 블록의 최소

중량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두 가지 계류라인 모두 주어

진 환경 조건에서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설계 기준을 만족하였다. 계류라인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

라 앵커에 작용하는 장력은 작아지므로 필요한 앵커 블록

의 중량도 따라서 감소하였다. 계류라인의 길이가 43 m일 

때의 앵커 중량은 약 26 ton이며, 계류라인의 길이가 60 

m일 때는 앵커 중량은 20 ton으로 산출되었다. 

3.3 실해역 파랑 측정

Figure 8과 같이, 부유식 라이다 시스템이 설치되고 난 

이후 2018년 2월의 평균 유의파고는 0.55 m로 낮은 파고

값을 보였다. 2018년 2월 14에 약 0.9~1 m의 다소 높은 

유의파고가 관측되었다. 이는 측정된 날짜 중에는 다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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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Wave characteristics: (a), wave heights; (b), daily 
mean wave period

Table 2. Wave scatter diagram

Fig. 9. Fixed LiDAR away from floating LiDAR system (distance 
300 m)

은 파고에 속한다. 유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파 주기 

또한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파랑 산포도를 통하여 측정 기간 동안 파랑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측정된 매시간 파랑 자료를 이용하여 파랑 산포도를 작성

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된 파랑산포도를 살펴보

면, 두미도 인근 해역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

의파고는 0.3~0.6 m 이며, 평균 파주기는 3-3.5 임을 알 

수 있다. 외해의 파랑자료와 비교하여 내만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굴곡된 해안선과 섬들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여 

매우 낮은 파랑 특성을 보이고 있다.

3.4 실해역 부유식 라이다 검증

Figure 9와 같이, 실증 대상 해역에 부유식 라이다를 설

치 한 후 측정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인근 육상(두미도 내 

방파제)에 고정식 라이다를 설치하였다. 부유식 라이다와 

약 300 m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식 라이다를 설치하

였다. 고정식 라이다는 인근 주택에서 전원 및 통신선을 연

결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용되었으며, 측정된 데이터

는 수시로 전송받아 부유식 해상 풍황측정시스템의 데이터

와 비교하며 실증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Figure 10은 실증 기간 동안 종 운동에 따른 부유식 라

이다 기울기 각도와 부유식 라이다와 고정식 라이다가 측

정한 풍속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3.2절에서와 제시한 바와 같이, 기상부이 설치해

역의 유의파고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이에, 실해역 

실증실험 기간 동안 비교적 낮은 파랑 특성으로 인해 부

유체의 횡 운동과 종 운동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기울기 각도가 10° 이상일 때는, 폰툰 설치로 인한 예비

부력의 증가로 장주기 영역에서 기상 부이가 파를 따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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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oating LiDAR data analysis: (a), FLS tilt angle; (b), 
wind speed correlation with fixed LiDAR

동하였기 때문으로 간주한다. 즉, 장주기 영역에 속하는 

파가 입사할 때 높은 파고로 인하여 파의 기울기가 커지면

서 기상부이의 종 운동이 커져 부유체 기울기 각도가 상승

한 것으로 고려한다.

실증 기간 내 풍속 측정 시 유효방위각의 제한으로, 부

유식 및 고정식 라이다를 통해 측정한 풍속 데이터는 3∼8 

m/s에 범위에 집중되었다. 기상탑과의 데이터 비교 시 8 

m/s를 기준으로 그 이하와 이상의 풍속 범위에서의 상관

관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부유식 라이

다를 통해 취득한 풍속이 고정식 라이다를 통해 얻은 데이

터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LiDAR 장비를 활용하여 풍력단지개발에 활

용하기 위해, 적은 무게의 제작비용이 낮으며 동적응답이 

우수한 폰툰형 기상 부이를 활용한 FLS를 실증하였다.

라이다, 기상탑, 요동 측정기, 전원, 파랑 등의 다양한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시스템을 설계하였고 그에 적합한 

통신 시스템으로는 LTE를 이용하였다. 이 시스템과 등명

기를 가동하기 위한 독립형 전원은 연료전지, 풍력, 태양

광을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주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

증을 거쳐 부유체에 장착되었다. 

부유식 라이다와 육상의 고정식 라이다를 이용하여 동

시 측정한 풍속 자료를 비교한 결과, 선형회귀분석 기울기

가 0.97~1.03 내 포함되어, 풍속에 관하여 IEA/wind 18

의 권고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증 시 평균적으로 낮은 파고임에도, 간헐적으로 발생

한 높은 파고로 부유체의 기울기 각도가 10도 이상되는 경

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LiDAR 장비를 가

지고 보다 양질의 바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는 기상 부이의 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유효한 

운동 한계를 벗어난 구간에서는 풍속 데이터의 보정하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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