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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imal 모델의 난류 스펙트럼(   , 

  ,   )

Abstract – 풍력발전의 출력 변동성은 바람의 난류에
큰 영향을 받으며 바람의 난류는 풍력터빈 설치지역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풍력발전의 출력 변동성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풍력터
빈 설치지역의 난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바람의 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람의 난류 조건
에 따라 풍력터빈 출력변동을 모의하였다. 그리고 모의
한 풍력터빈 출력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1. 서 론

풍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도 효율이 높고 경
제성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발전원이다. 그런데 풍력발전은 높은 변동성과 불확
실성으로 발전량 조절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풍력발전
출력의 변동성은 기존 전력 시스템에 전력 생산-소비의
불일치나 전력품질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풍력발전의 설치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
한 증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출력변동은 바람의 변동성에 주요한 영향
을 받는다. 바람의 변동성 중 풍속변동의 단주기 성분을
난류라 한다. 바람의 난류는 지형의 조도나 고도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풍력터빈 설계시 풍력터빈
설치지역의 난류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풍력터빈 설계
기준에서도 난류에 기반을 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따른 풍력발전 출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ESS
에는 풍력터빈 설치지역의 난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의 설치지역의 난류강도에 따
른 풍력발전의 출력을 분석하였다. 바람의 난류 모델과
풍력터빈 모델은 MATLAB/Simlink 툴을 활용하여 구
현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바람의 난류 조건에 따른 출
력터빈 출력변동을 수치와 파형으로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바람의 난류 성분 모델링
바람의 난류는 단기간 풍속의 변동을 의미한다[2]. 바

람이 가지는 파워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만큼 바
람의 난류성분은 풍력터빈 출력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난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표현
할 때 사용되는 개념에는 난류강도가 있다. 난류강도는
식 (1)과 같이 풍속의 표준편차 와 평균 의 비

로 정의된다.

 


(1)

난류는 지형이나 장애물, 주위 온도 차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발생된다. 난류는 풍력터빈의 하중이나 출력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풍력터빈 설치시 설치지
역의 난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IEC
61400-1에서는 풍력터빈 설치지역의 난류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3]. 표 1은 IEC 61400-1에서 제
시하고 있는 풍력터빈 설치지역의 난류강도에 따른 풍력
터빈 등급을 나타낸다.

표 1. 난류강도에 따른 풍력터빈 등급[3]

표 1에서  는 풍력터빈 설치지역의 평균 풍속

15m/s에서의 난류강도를 의미한다. IEC 61400-1에서
는 평균풍속에 따라 난류강도를 식 (2)와 같이 설정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터빈의 출력 변
동 모의를 IEC 614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터빈
등급에 따른 난류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2)

바람의 난류는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 실제 바람과 유
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계
적 방식에 따라 제시된 난류 모델에는 Kaimal과 von
Karman, mann 모델 등이 있다. 식 (3)은 기존 바람
의 난류 모델 중 Kaimal 모델의 난류 스펙트럼 식을
나타내며 그림 1은 난류 스펙트럼 파형을 나타낸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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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뮬레이션 상에서 생성한 풍속(  , 

   ,   )

그림 3. 풍력터빈의 출력







 



(3)

여기서, 는 주파수를 의미하며, 는 파워스펙트럼
밀도, 는 표준편차, 은 적분척도계수, 은 평균

풍속을 의미한다. 식 2의 Kaimal 난류 모델에서 주파
수에 대한 함수인 를 s-domain 함수로 변환하여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파워스펙트럼밀도가 일정한 백색
잡음을 통과시키면 그림 1과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가지
는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는 Kaimal 난류 모
델을 통해 시뮬레이션 상에서 생성한 풍속 파형이다.

  2.2 풍력터빈 출력변동 특성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로터를 통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기계적 에너지에서 발전기를 통해 전
기를 얻는 발전방식이다. 풍력터빈이 바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워는 식 (3)과 같다.

  


 

 (3)

식 (3)에서 는 공기밀도 [kg/m3]을 의미하며, 은
로터의 회전반경 [m], 는 출력계수를 의미한다. 그

림 2는 풍속에 따른 풍력터빈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2
에서 ①은 시동풍속으로 풍력터빈이 기동할 수 있는 최저
풍속이며 ③은 정격풍속으로 풍력터빈이 정격출력에 도달
했을 때의 풍속이다. 그리고 ④는 정지풍속으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정지풍속 이상의 풍속에서는 운전을 정지한
다.

풍력터빈은 ①과 ② 사이의 구간에서 바람으로부터 최대
의 출력을 얻기 위해 풍속과 로터 회전속도의 비를 조정
하며 최대전력추종제어를 하게 되며 ③과 ④ 사이의 구간
에서는 풍력터빈이 정격출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피치각
을 조정하며 정격출력유지제어를 하게 된다. 그리고 ②와
③ 사이에서는 풍력터빈 출력이 정격에 도달하기 전 로터
회전속도가 정격에 도달한 천이구간이다.

그림 3에서 풍력터빈 출력과 풍속 간의 기울기가 가
장 큰 구간은 ②이다. 즉, 동일한 풍속변동 조건에서 풍

력터빈 출력의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림 4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풍력터빈의 정상상태에서의 출력은 로터와 블레
이드에서 발생된 공기역학 파워와 발전기 출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수렴한다. 풍속변동에 따른 풍
력터빈의 출력은 블레이드 공기역학 특성이나 회전자 관
성, 제어기 응답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성분에서 감쇄가 일어난다. 특히 제어기나
전기적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응답특성이 매우 느린 기계
적 특성에 의해 감쇄가 크게 발생되는데 그림 5는 풍력
터빈의 전기적 특성과 제어적 특성이 이상적이라 가정하
고 기계적 특성만 고려하였을 때 그림 2와 같은 풍속에
따른 풍력터빈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5와 같은 풍력터
빈 출력에서 변동을 더욱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풍력터빈
내부에 에너지정장소자를 활용하거나 필터링, 관성제어
등의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은 배제하였다.

그림 4. 풍력발전 시스템 구성도

그림 5. 풍력터빈 모델 출력

  2.3 풍력터빈 출력 변동성 평가
풍력터빈 출력의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는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개념이 요구된다. 본 논문
에서는 풍력터빈 출력의 변동성을 표준편차, 평균 절대
편차, 최대 절대편차 등으로 나타내었다. 평균 절대편차
는 일정 주기 동안의 평균과 변량의 차인 편차의 절대
평균을 의미하며, 표준편차는 편차의 제곱루트를 평균한
값이다. 각 개념에 대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표준편차 : 


  



 


평균 절대편차 :　


  



 

최대 절대편차 : max    ⋯   

위의 개념들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출력을 일정 주기 동안 풍력발전 출력의 평
균값으로 평활하려 할 때, 표준편차는 출력의 순시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평균 절대
편차는 평균값으로 평활화 시 요구되는 에너지를 도출하
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절대편차는 평균값으로 평활
화 시 최대로 요구되는 순시 파워를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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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Turbulence

model

 8.25 m/s



class A : 0.23

class B : 0.20

class C : 0.17

 340.2

Wind T urbine 

model

 3.0 MW

 45.65 m

 13 m/s

  4 m/s

 25 m/s

   15.7 RPM

 12.6*106 kg*m2

*  : Mean wind speed,  : T urbulence intensity,  : 

Integral scale parameter,  : Rated wind turbine 

power,  : Rotor radius,  : Rated wind speed,    : 

cut- in wind speed,   : cut- out wind speed,  : 

Rated rotor speed,   : Rotor moment of inertia 

Data class Values

StD

A 0.4969 MW

B 0.4448 MW

C 0.3890 MW

AAD

A 0.4098 MW

B 0.3658 MW

C 0.3191 MW

MAD

A 1.9883 MW

B 1.9250 MW

C 1.8644 MW

StD :　Standard deviation

AAD : Average Absolute Deviation

MAD : Maximum Absolute Deviation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
입니다. (No. 20142010103010)

  2.4 시뮬레이션
풍력발전의 출력변동을 모의하기 위해 풍력터빈 모델

과 바람의 난류 모델은 MATLAB/Simulink를 통해 구
현하였다. 바람의 난류에 따른 풍력터빈의 출력변동은
그림 4의 ② 구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바람의 난류 모델을 설정하였다. 풍력터빈 모델은 전기
적, 제어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기계적 특성에 비해 응동
이 매우 빠르므로 전기적 특성과 제어적 특성은 이상적
이라 가정하고 기계적 특성만 고려하였다. 풍력터빈 출
력 모의는 표 1에 제시된 풍력터빈 등급(class A~C)
의 난류 조건에 따라 수행하였다. 표 2는 바람의 난류모
델과 풍력터빈 모델의 파라메터[2,3]를 나타낸다.

표 2. 시뮬레이션 모델 파라메터[2,3]

풍력터빈 출력의 표준편차, 평균 절대편차, 최대 절대
편차는 10분 주기로 연산하였으며, 10분 주기로 연산된
데이터의 표본을 약 4000개 정도 생성하여 도출하였다.
표 3은 표 2의 조건에서 풍력터빈 출력의 표준편차
(StD)와 평균 절대편차(AAD), 최대 절대편차(MAD)
를 나타낸다.

표 3. 시뮬레이션 결과

3. 결 론

바람의 난류 성분은 풍력발전 출력의 변동성을 야기하
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바람의 난류 특성
은 풍력터빈 설치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풍력터빈 설치지역의 난류 조건에 따라 풍력터빈
출력을 모의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풍력터빈 출력 변
동성을 표준편차와 평균 절대편차, 최대 절대편차 등 정
량적으로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풍력터빈 출력
의 표준편차와 평균 절대편차는 평균의 개념이 적용되어
표본의 증가에 따른 특정 값으로의 수렴이 나타났다. 그
러나 최대 절대편차의 경우, 확률적으로 생성한 풍력터
빈 출력을 순시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이 부분을 감안하
여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풍력터빈 또는 풍력발전단지의 출력의
변동성에 따른 계통의 전력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풍력
발전과 ESS의 연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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