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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블레이드가 허브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블
레이드 위치에 따라 바람전단(wind shear)과 타워 그림
자 효과(tower shadow effect)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리고 바람 전단과 타워효과는 풍력터빈의 주기적인 출력
변동을 야기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바람 전단과 타워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기
반으로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토크 상에 나타나는 바람
전단과 타워 효과의 영향을 파형으로 나타내었다.

1. 서 론

해상 풍력용 터빈은 용량이 5MW 규모에 이르고 대
형 블레이드 및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터빈의 출력 특성을 정확히 이
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속의 변동과 파랑 등 해상의
조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터빈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주기적인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에서 풍력터빈의 주기적인 출력 맥동을
야기시키는 요인에는 바람 전단(wind shear), 타워 그림
자 효과(tower shadow effect), 블레이드 공기역학적 불
평형(블레이드 트위스트 편차 및 피치각 오차 등에 의해
발생), 블레이드 무게 불평형, 요각 오차 등이 있다. 여기
서 블레이드 공기역학적 불평형이나 블레이드 무게 불평형,
요각 오차 등은 주로 제조공정 상의 문제나 제어 시스템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며,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는 풍력터빈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용 가변속 대형 풍력 터빈을
대상으로 구조적 특성에 의한 출력변동 요인인 바람 전
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다.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는 수
식적인 모델링을 통해 MATLAB/Simulink 상에 시뮬
레이션 모델로 구현하였으며, 풍력터빈의 공기역학적 토
크 상에 나타나는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를 파형
으로 나타내었다.

2. 본 론

  2.1 바람전단 (Wind shear)
풍속은 지면의 마찰 및 공기의 점성에 의해 높이에 따

라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가지며, 이를 바람전단
이라 한다. 이로 인해 풍력터빈의 블레이드는 수직 상방
을 지날 때와 수직 하방을 지날 때에 서로 다른 바람을
맞게 된다. 이러한 바람전단을 블레이드 직경과 허브의
높이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1)과 같으며 식(1)
에 사용되는 변수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1, 2].

   
cos

 (1)

여기서 는 기준풍속인 허브높이에서의 평균풍속을

의미하며, 은 블레이드의 반지름, 는 풍력터빈 허브

의 높이, 는 경험적 바람전단 지수를 의미한다. 바람
전단 지수는 터빈 설치 지역의 표면 거칠기에 관계
되는 값이다. 표면의 거칠기가 높을수록 바람 전단
지수의 크기가 높으며, 높이에 따른 평균풍속의 변
화가 크다. 표 1은 지역의 지형이나 지물에 따른
일반적인 바람 전단 지수를 나타낸다[1].

고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표면의 마찰에 의해 높
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바람 전단
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풍력터빈의 블레
이드 길이가 길수록 로터 회전반경이 넓어져서 바
람 전단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3은 식(1)에서
터빈의 블레이드 길이 과 허브 높이  , 경험적 바
람 전단 지수 의 변화에 따른 바람 전단 효과를
나타낸다.

표 1. 지형이나 지물에 따른 경험적 바람 전단 지수

Terrain
Empirical wind 

shear exponent

Smooth, hard Ground, lake, or Ocean 0.10

Smooth, level, grass- covered 0.14
Tall row crops, low bushes with few trees 0.20

Many trees, Occasional buildings 0.24

그림 1. 바람 전단 수식에 사용되는 치수

그림 2. 바람 전단 시뮬레이션 모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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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터 회전반경에 따른 바람 전단

(b) 허브 높이에 따른 바람 전단

(c) 바람전단 지수에 따른 바람 전단
그림 3. 파라미터 조정에 따른 바람 전단 비교

  2.2 타워 그림자 효과 (tower shadow effect)
풍력터빈의 타워는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

용한다. 이로 인하여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타워를 지
날 때 토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를 타워
그림자 효과(tower shadow effect)라 한다. 블레이드
가 세 개인 풍력터빈의 경우 타워 그림자 효과에 의한
전력 맥동이 로터 회전 속도의 세 배의 주파수로 발생된
다[2, 3, 4].

타워 그림자 효과는 로터 회전반경이  [m]이고 타워
반지름이  [m] 그리고 타워와 블레이드의 간격이 
[m]인 풍력터빈에 대하여 블레이드 위치 에 대한 함
수로 나타낼 수 있다. 타워 그림자 효과에 대한 수식은
식(2)와 같다[2, 3]. 식(2)는 타워 그림자 효과가 발생
하는 구간인  ≤  ≤ 에서 유효한 함수이다.

     sin   
  sin   

(2)

그림 4. 타워 그림자 효과 수식에 사용되는 치수

그림 5. 타워 그림자 효과 시뮬레이션 모델 블록도

(a) 로터 회전반경에 따른 타워 그림자 효과

(b) 블레이드-타워 간의 간격에 따른 타워 그림자 효과
그림 6. 파라미터 조정에 따른 타워 그림자 효과 비교

그림 6은 식(2)의 변수에 따른 타워 그림자 효과를
나타낸다. 블레이드와 타워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터빈
은 타워 그림자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로터의 회
전반경이 작을수록, 또는 타워의 반경이 클수록 블레이
드 위치에 따른 타워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 넓
어진다.

2.3 타워효과와 바람전단에 따른 공기역학 토크
2.1절~2.2절을 기반으로 구현된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 모델을 풍력터빈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블레이드 공기역학 토크 상에 나타나는 바람 전단과 타
워 그림자에 의한 영향을 모의하였다. 시뮬레이션 툴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였으며, 풍력터빈 모델은
3MW 급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7은 풍력터빈 시뮬레이
션 모델 블록도를 나타내며,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
에 대한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표 2. 풍력터빈 모델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s

Rated power 3 MW

Gear ratio 77

Generator type PMSG

Rated rotor speed 18.7 rpm

Rated wind speed 12.5 m/s

Rotor diameter 100 m

Hub height 80 m

그림 7.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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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평균 풍속 11m/s에서 각 블레이드의 선단
에서의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
고 그림 9는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따른 풍
력터빈의 블레이드 공기역학 토크를 나타내는 파형이다.

그림 9를 보면 바람 전단은 세 블레이드가 평형을 이
루어 합성되면서 그 영향이 상쇄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맥동에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타워 그림자 효
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토크 상에 큰 맥동을 야기 시
켰다.

그림 10은 풍력터빈의 정격 풍속 구간에서 난류 성분
까지 고려한 블레이드 공기역학 토크를 나타내는 파형이
다.

(a) 각 블레이드에 나타나는 바람 전단 영향

(b) 각 블레이드에 나타나는 타워 그림자 효과
그림 8. 각 블레이드에 나타나는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

그림 9.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따른
블레이드 공기역학 토크

(a) 풍속 조건

(b) 블레이드 공기역학 토크
그림 10. 난류 성분이 고려된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따른 블레이드 공기역학 토크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풍력터빈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출력
맥동의 원인인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는 MATLAB/
Simulink 툴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
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에 따른 풍력터빈의 공기역
학 토크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하였다.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는 블레이드 수와 로터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출력 맥동을 야기한다. 여기서 바
람 전단은 세 블레이드의 평형으로 인해 그 영향은 미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출력 맥동에 기여하였으며, 타워 그
림자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출력 맥동을 야기하였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 논문을 기반으로 풍속시뮬레이터
상에 바람 전단과 타워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고 M-G
세트와 풀-스케일 컨버터(full-scale converter)에 풍
속시뮬레이터를 연계하여 실험적으로 풍력터빈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출력 변동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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