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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바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풍속
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바람에 대
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바람은 짧은 시간대역에서 풍
속이 변동하는 난류성분을 갖고 있으며, 고도에 따라 표
면 응력이나 거칠기에 의해 평균풍속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발전시스템에 적합한 풍
속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영광해상에 설치된 기상타워 해
모수 1호(HeMOSU-1)의 풍속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1. 서 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풍력발
전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풍력터빈의 출력을 모
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속 모델을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성능 및 출력 특성을 평가함에 있
어서는 실제와 유사한 풍속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런데 바람자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불규칙하
고 불균일하며 풍속이 빈번히 변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바람의 풍속은 통계적인 방식을 통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주기 바람의 특성은 Kaimal 난류 모
델과 Von Karman 난류 모델이 주로 사용된다[1].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의 단기 출력 변동 특성 모
의를 위한 풍속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바람의 난류 성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바람
의 난류 성분을 구현하기 위해 Kaimal 난류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이를 MATLAB/Simulink 툴을 통해 구현
하였다. 그리고 바람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결과를 서남
해 기상타워에서 관측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바람 모델
 단일 풍력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풍속 모델
은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3)

  식(3)에서 U는 평균풍속을 의미하며, uramp(t)는 바람
의 램프 요소, ugust(t)는 바람의 돌풍 요소, uturbulence(t)는
바람의 난류 요소를 의미한다. 바람의 램프 요소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4)

  기존의 돌풍 요소는 사각 형태, 사다리꼴 형태, 정현
곡선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제안되었다[3]. 이

중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현 곡선 형태의 돌풍 요
소는 식(5)로 나타낼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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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 바람의 난류 성분 모델링
바람의 난류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스케일(일반적으

로 약 10분 이하)에서의 풍속 변동을 의미한다[1]. 난
류는 풍력터빈의 기계적 하중이나 생산 전력의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풍력터빈의 제어 시스템 성
능 및 전력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와 유사한 바
람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류 성분이 가지는
확률 특성은 주파수 영역에서 정의되는 파워스펙트럼밀
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통해 모델링할
수 있다. 풍속의 난류 스펙트럼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표현식은 Kaimal 스펙트럼과 Von Karman 스펙
트럼이 있다. 이 두 표현식은 식(6)과 식(7)와 같다
[1].

Kaimal : 



 







(6)

Von Karman : 



 







(7)

  식(6)~(7)에서 Su는 속도성분 스펙트럼을 의미하며, f
는 주파수, L은 속도성분 적분척도계수(length scales), 
U는 평균풍속, σ는 풍속도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의미한다. 여기서 풍속도 표준편차 σ는 평균풍속과 난
류강도 I(turbulence intensity)에 의존적인 값이며, 관계
식으로 나타내면 식(8)와 같다.

         


(8)

  본 논문에서는 Kaimal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난류 생
성 모델을 구현하였다. Kaimal 난류 모델을 전달함수의
형태로 근사화하면 식 (9)~(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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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aimal 필터 HKaimal(s)의 파라미터에 따른 주파수 응
답 특성은 그림 2와 같다.

(a) 난류 강도 I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b) 적분척도계수 L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그림 2. Kaimal 필터 HKaimal(s)의 주파수 응답 특성

  2.3 시뮬레이션
 풍속 시뮬레이션 모델은 평균 풍속과 난류 성분, 그리
고 중장주기 바람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여기
서 중장주기 바람 성분은 서남해 실측 데이터의 10초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남해 실측 데이터의
난류 성분과 시뮬레이션 모델 상의 난류 성분을 비교하
였다. 그림 3은 풍속 모델에 대한 블록도를 나타내며,
그림 4는 평균 11m/s 풍속에서의 서남해 실측 풍속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풍속을 비교한 파형이다.

그림 3. 풍속 모델 블록도

(a) 서남해 바람 실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모델 비교

(b) 그림 6(a)의 2000~2500초 구간 확대 파형
그림 4. 서남해 실측 풍속 데이터와 풍속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비교

그림 5. 서남해 실측 풍속 데이터와 풍속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의 주파수 성분 비교

(a) 실측 풍속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풍속 모델 출력에
따른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의 출력 비교

(b) 그림 6(a)의 2000~2500초 구간 확대 파형
그림 6. 서남해 실측 풍속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비교

시뮬레이션 상에서 실제 풍속과 유사한 난류 성분을
생성하기 위해 Kaimal 필터 HKaimal(s)의 파라미터를 서
남해 실측 풍속 데이터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여 조정
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의 서남해 실측 풍속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된 풍속 모델 출력의 주파수 성분
을 비교한 파형이다. 그리고 그림 6은 그림 4의 풍속을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의 출력을 나
타낸다.

3. 결 론

 풍력발전시스템 동적 특성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와 유사한 바람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실제 바람과 유사한 풍속 모델을 구현하기 위
해 바람의 난류 성분을 통계적 예측 방식인 Kaimal 난
류 모델을 통하여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Kaimal 난류
모델의 주요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서남해 실측 풍속 데
이터와 유사한 풍속 시뮬레이션 파형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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