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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ind tunnel tests of a scaled wind turbine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urbulent intensity of 

oncoming flow on turbine wake field. The scaled turbine model was carefully designed to satisfy the similarity conditions. The wind 

velocities and turbulent intensities were measured using hotwire anemometer in order to compare with existing wake model. It was 

found from the tests that the existing wake models well fit with test results at turbulent flow rather than at uniform flow. Finally 

modified wake model has been proposed based on the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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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ke effect in Horns Rev. wind farm(owned 

by Vattenfall. Phothographer Christian Steiness)

1. 서    론

풍력발 기의 발 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므로, 

풍력에 지 사업의 성공을 해서는 풍력발 기 설치 치의 

정확한 풍속 측이 가정 우선시 되어야 한다. 풍력발 단지

의 경우 각각의 풍력발 기의 설치 간격  치에 따라 그

림자 효과 등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며(Fig. 1), 이러한 간섭

효과는 체 발 량을 약 40%의 큰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

다(Crespo, 1999). 

간섭효과 등을 최소화하기 해 풍력발 기 사이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

면 당 에 지 발 량 감소  력 그리드 연결을 한 부

비용의 증가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한 부분의 풍력발

기가 기경계층(boundary layer) 범  내에 설치되어, 

주변 지형  랑 등의 향으로 복잡한 난류 특성을 가지

게 되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 발 량은 측 

시 발 량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추정 발 량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유럽  미국의 510개 풍력발 단지를 

상으로 평가한 결과 발 량은 측치의 약 93% 수 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난류의 특성

과 련된 풍속, 지형, 조도, 웨이크, 시어 등이 있다.

보다 정확한 풍력발 단지의 발 량 측을 해서는 각각

의 풍력발 기의 후류에 한 특성을 악하는 연구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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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자연 상의 바람은 다양한 난류 특성(평균 풍

속, 난류 강도, 난류 분길이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

존의 부분의 풍력발 기 후류 모델들은 평균 풍속에 집

하여 개발되었다. 최근 자연 경계층 조건하 난류강도에 한 

연구가 Chamorro(2009), Espana(2012)등에 의해 일부 

실험실 수 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난류 특성이 풍

력발 기 후류에 미치는 향에 한 정량 인 평가에 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한 최근 들어 실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

과 난류 강도의 변화가 풍력발 기 성능에 직 으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난류 강도를 가지는 낮

은 풍속조건에서 낮은 난류 강도 풍속조건보다 오히려 출력 

성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Yoo, 2008; Kim, 

2013). 이는 기존에 알려진 업 드형 Bergey XL.1에 한 

측정 결과(William, 201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에 다

양한 기류 조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후류 모델을 분석하고, 축소된 

풍력발 기 풍동실험을 통해 난류 강도의 변화가 풍력발 기 

후류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측정된 

난류 강도를 변수로 하는 수정된 wake model 식을 제안하

다. 

2. 풍력발 기 후류 모델

기본 으로 풍력발 기 후류 모델은 풍력발 기의 특성뿐

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난류 조건 바람 특성을 잘 반 하여

야 한다. 풍력발 기 후류 모델은 풍력발 기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보통 근 후류(near wake)와 원거리후류(far 

wake)로 분류한다. 풍력단지의 경우 부분 원거리후류에 

향을 받으며, 원거리후류 모델은 Jensen model, Larsen 

model, Frandsen model, Ainslie model 등이 리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후류 모델은 풍력발 단지 설계를 한 

상용 로그램인 WAsP, WindPRO, GH WindFarmer, 

FLaP 등에 재까지 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잘 알려진 Jensen model의 경우 난류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 풍속손실의 향만을 단순하게 고려한 

모델이며, 부분의 후류 모델은 별도의 난류 모델을 조합하

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리 사용되는 상용 로그램인 

WindPRO 최근 버 에 포함된 난류 모델은 DR(Danish 

Recommendation), Larsen, Frandsen/DIBt model, 그

리고 Quarton/TNO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비

교한 2개의 기본 wake model인 Jensen model과 Larsen 

model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 Jensen model 

일반 으로 사용되는 wake model  가장 오래된 모델

이며, Jensen(1986)의 의해 제시되었다. 굉장히 간단한 모

델이며, 기본 으로 풍력발 기 후류가 선형 으로 확산된다

고 가정하 고, 풍속 감소는 풍력발 기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제안하 다. 

풍력발 기 후류의 크기()는 식 (1)과 같고, 이때 감소

되는 풍속()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2)

여기서,   는 풍력발 기에서 떨어진 상 거리를 블

이드의 직경()로 나  값, ∞는 유입풍속(m/s), 는 

추력계수(Thrust coefficient), 는 후류 감소계수(Wake 

decay constant)이다. Jensen 모델에서 후류 감소계수는 

일반 으로 육상에서는 0.075, 해상에서는 0.04를 사용한다. 

2.2 Larsen model(EWTS II)

Larsen model은 Larsen(1996)에 의해 제안된 반해석

(semi analytical)  모델이다. Larsen model은 Prandtl's 

turbulent boundary layer equation으로부터 유도 되었으

며, EWTSII(European Wind Turbine Standards II)모델

로도 불린다. 

Larsen model은 풍력발 기 후류의 크기를 라고 하

면 Prandtl's 혼합 길이(mixing length)에 따라 다음의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은 무차원 혼합 길이(non-dimensional mixing 

length)이다. 

WindPRO에서는 무차원 혼합 길이를 아래와 같은 식 

(4)로 사용하 다.








 





 (4)

여기서, 는 추력계수, 는 블 이드의 면 , 는 블 이드

의 직경, 는 식 (5)에 의해 결정되는 근사매개변수(appro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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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ind-turbine model and measurement point

mation parameter)이다. 




 






(5)

식 (5)에서 나타난 매개변수 는 식 (6)에 나타나 있다.

       (6a)

      (6b)

여기서, 는 풍력발 기 허  높이에서는 난류 강도이며, 

는 풍력발 기 허  높이이다. 

2.3 기타 후류 모델

의 2가지 모델에 추가하여 Frandsen model이 후류의 

모멘텀만 고려하는 운동학 (kinematic) 웨이크 모델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재(implicit) 웨이크 모델은 Navier- 

Stokes 방정식에 바탕으로 두고 풍력단지 체의 유체 흐름을 

해석방법을 사용하며, Ainslie model이 표 이다.

이상의 후류 모델 등은 기본 으로 평균 풍속과 난류강도 

 추력계수() 등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난류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표 인 원거리 후류 모델에 

한 비교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a) Jensen model (b) Larsen model

(c) Frandsen model (d) Ainslie model

Fig. 2 Comparison of wake models(Renkema, 2007)

3. 풍력발 기 축소모형

풍력발 기 축소모형 실험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사가 

성립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이놀즈수의 향이다. 이놀

즈수 상사를 만족하는 축소모형 실험을 해서는 어든 모

형 크기에 비례하여 풍속이 증가되거나, 성계수가 다른 물 

등의 다른 유체를 사용하여야 하나 실 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블 이드의 이놀즈수가 후류에 미치는 향은 일반

으로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므로(Cal, 2010) 본 연구에

서는 이놀즈수의 향을 무시하 다. 

두 번째로 유입 풍속과 풍력발 기 블 이드의 선단속도의 

함수인 주속비(TSR, tip speed ratio)를 맞추어야 한다. 식 

(7)에 나타난 것처럼 모형이 축소에 따라 비례하여 블 이드

의 회 각속도 역시 증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터에 

외부에서 원을 공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블 이드의 회

각속도를 증가시켜 연구 상 풍력발 기 TSR를 맞추어서 

실험을 수행하 다(Chamorro, 2009; Kang, 2010).

 


(7)

여기서, 는 로터회 속도(rad/s), 은 로터회 반경(m), 

는 유입 풍속(m/s)이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풍력발 기는 미국 Southwest사가 

미국 에 지성 산하의 국립연구소인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와의 력을 통해 개발한 Skystream 

3.7 모델이다. 정격 출력은 2.4kW, 블 이드의 직경은 

3.72m이다. 풍동실험에 사용되는 풍력발 기는 1:70의 스

일을 용하여 블 이드의 직경은 약 53mm이며, 실제 풍력발

기의 TSR을 고려하여 축소된 풍력발 기에 연결된 모터를 

이용하여 능동 으로 제어하 다. 축소된 풍력발 에 사용된 블

이드는 헬리콥터 RC모형에 사용되는 Walkera Technology

사의 블 이드이며, 블 이드의 폭과 두께는 5.5mm와 0.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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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wake development after a 

single turbine according to wake models

Fig. 5 Wind-turbine model with grid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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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urbulence flow

Fig. 6 Reduction of mean wind speed according to 

turbulence conditions

이다. 

풍동실험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에 연결된 

북 학교 형풍동실험센터 소형풍동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시험부의 폭은 1m 높이는 1.5m, 최  풍속은 22m/s이

다. 1:70의 스 일을 가지는 풍력발 기 후류 측정을 해서 

Dantec사의 열선풍속계를 사용하 으며, 풍력발 기 직경의 

15배 거리까지 후류를 측정하 다. 풍력발 기 축소모형을 

이용한 후류 측정 사진은 Fig. 3에 나타나 있다. 

4. 풍동실험  결과

풍동실험 결과와의 비교에 앞서서 기존의 표 인 wake 

model의 후류 향권의 크기를 본 연구에서 고려한 축소된 

풍력발 기에 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비교를 한 각각의 

wake model은 MATLAB 7.8.0(R2009a)버 을 사용하여 

해석했으며, wake model에 필요한 평균 풍속  풍속 감소 

계수 등은 풍동실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사용하 다. 비교를 

한 해석결과는 Fig. 4에 나타나있다. 기본 으로 후류 

향권의 크기는 비교한 3가지의 wake model 모두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15D 거리에서 블 이드의 

직경 53mm의 약 1.7∼1.8배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풍력발 기 후류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풍력발 기 정

앙(C1)을 포함하여 총 4지 에서 후류를 측정하 다. 측

정 치는 Fig. 3에 나타나 있으며, 각각의 치에서 등류 

 약 5%의 난류(격자난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격자난류 조건하 풍동실험 사진은 Fig. 5에 나타나있다. 

풍동실험을 통해 1:70의 스 일을 가지는 풍력발 기 축

소모형의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평균 풍속 감율을 기존의 

후류 모델인 Jensen model과 Larsen model(C2지 )과 

비교하여 보았다(Fig. 6). 비교 결과 5%의 난류 강도를 가

지는 풍동실험 조건에서 풍력발 기 직경의 6배 이상 떨어진 

원거리 후류에서는 기존의 후류 모델과 비교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난류 강도의 향이 후류에 향

을 미치며, 풍력발 기 성능 평가를 해서는 보다 실 인 

난류 강도에 한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에 나타난 있는 것처럼 기존의 난류 강도 모델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난류 강도는 풍력발 기 제어를 

한 설치된 모터에 의해 발생한 비정상 인 난류 강도 증가 

측정되었다. 실제 풍력발 단지에 사용되는 형 풍력발 기

에서는 허   낫셀의 상 인 크기가 작아서 그 향을 

미미하다고 단된다. 

측정 치와 상 없이 떨어진 거리의 함수로 표 되어 평

균 풍속이 일정한 Jensen model과 달리 Larsen mod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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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urbulence intensity according to turbulen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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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duction of mean wind speed according to 

measurement point

측정 치에 따른 평균 풍속 감율의 직  비교가 가능하므

로, 풍동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Fig. 8). 풍동실험 결과 

풍력발 기 제어를 한 모터의 향으로 일부 근  후류 

역에서는 풍속 감 효과가 기존의 Larsen model에 비해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난류 강도 역시 일부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풍력발 기 직경의 6배 이상 떨어진 원거리 

후류 역에서는 기존 풍력발 기 후류 모델과 비교  잘 일

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를 한 모터의 향으로 풍력발 기 

축소모형 실험에서 발생된 비정상 인 난류 강도를 효과 으

로 보정하기 하여 측정된 난류 강도를 바탕으로 수정된 

Larsen model 식을 제안하 다. 제안된 보정식은 기본 으

로 Larsen model의 후류 향권의 크기의 함수에 포함된 

유입 풍속의 난류 강도 값에 후류에 측정된 실측 난류 강도

의 차이의 비율을 1차식으로 보정하 으며, Larsen model

의 후류 향 반경에 한 식 (6)에 추가 반 하 다. 보정

된 식은 식 (8)에 나타나 있고, 제안된 wake model과 기존 

결과 비교는 Fig. 9에 나타나 있다. 



  ∞ (8)

여기서, 는 풍동실험을 통해 풍력발 기 후류 방향()

에서 측정한 난류 강도의 차이, ∞는 유입 풍속이다. 

측정된 난류 강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난류 wake 

model은 실험 모형의 비정상 인 난류 강도로 인한 평균풍

속의 향 반경  크기를 5D 이상의 원거리 후류에서는 보

다 효과 으로 보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

안된 난류 강도 보정식은 1:70 스 일의 작은 풍력발 기 

모델을 상으로 제시되는 제안식이다. 폐쇄율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보다 큰 모델을 이용한 후류 측정 실험이 반드

시 필요하며, 향후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양한 난류 

강도와 평균 풍속 조건하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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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with proposed wake model

존의 모델보다 정 한 원거리 후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류 특성이 풍력발 기 후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축소된 풍력발 기를 이용하여 난류강도 조

건에 따른 후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원거리후류 

역에서 평균 풍속  난류강도가 등류 조건보다 격자 난류 

조건에서 기존의 후류 모델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측정 치에 따라 난류강도  평균 풍속의 변화를 보

이고 있으며, 이를 합리 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측정된 난류강도를 바탕으로 수정된 wake model 

식을 제안하 으며, 제한된 식은 실험 모형의 비정상 인 난

류강도로 인한 평균풍속의 향 반경  크기를 5D 이상의 

원거리 후류에서는 보다 효과 으로 보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폐쇄율의 향을 받지 않는 보다 큰 풍력발

기 모델을 이용하여, 원거리 후류 모델에 한 정 한 실험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다양한 난류 특성을 고려

하여 풍력발 기 후류에 미치는 향에 하여 평가하고 이

를 분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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