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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해상 풍력 로젝트 성공여부는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풍력자원 확보와 

풍력단지 최 배치에 의해 좌우된다. 풍력단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풍향을 고려한 풍력터빈들의 최 배치 방

법이 요하며, 이는 풍상측에 치한 구조물을 통과하는 유체가 발생시키는 후류 향을 최소화시키는 것과 연

이 있다. 후류효과 측성의 정확도는 이를 히 모의할 수 있는 후류모델과 모델링 기법에 의해 결정되어

지며, 특히 산악  다도해지역과 같은 복잡지형에서는 고해상도 기반의 정확한 후류 측이 필수 으로 요구된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용 CFD 모델인 WindSim을 활용하여 국내 산악 복잡지형에 치한 육상풍력단지 

정지의 후류모델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후류확산 형태를 분석하고 향후 복잡지형 풍력발  로젝트의 기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lobal energy paradigm is rapidly changing by centering on carbon neutrality, and wind energy is positioning 

itself as a leader in renewable energy-based power sources. The success of onshore and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focuses on secu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which depends on securing high-quality wind resources and 

optimal arrangement of wind turbin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wind farm, the optimal arrangement method of 

wind turbines considering the main wind direction is important, and this is related to minimizing the wake effect 

caused by the fluid passing through the structure located on the windward side. The accuracy of the predictability of 

the wake effect is determined by the wake model and modeling technique that can properly simulate it. Therefore, in 

this paper, using WindSim, a commercial CFD model, the wake diffusion pattern is analyzed through the sensitivity 

study of each wake model of the proposed onshore wind farm located in the mountainous complex terrain in South 

Korea, and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for wind energy projects in complex terrai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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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탄소 립을 심으로 세계 에 지 패러다임이 

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풍력에 지는 신재생

에 지기반 력원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 지를 국가 력믹스의 최우선 력원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 드에 맞춘 에 지 흐름이

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그린뉴딜을 한 에 지 

환정책의 주요 모델로 풍력에 지 시장이 속도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풍력에 지는 RE100, 리

기후변화 약 성과 달성의 가장 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 지로 각 받고 있다

[1-3].

육·해상 풍력 로젝트는 향후 설치될 풍력터빈 허

고도 기  2/3 높이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실제 

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분석결과가 포함된 

사업타당성평가에 의해 사업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

[4].  풍력발 단지의 경제성은 연간발 량, 즉 AEP 

(: Annual Energy Production)에 의해 좌우되는데, 

AEP는 결국 사업자가 행하고자 하는 로젝트 상

지역에 한 양질의 풍력자원 분포여부에 의해 결정

된다. 고풍속의 풍력자원이 높은 빈도로 지속 으로 

발생하는 환경 하에 풍력터빈의 최 배치가 이루어진

다면 좋은 연간발 량을 기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소형풍력을 포함하여 바람이 구조물을 통과하게 되면, 

풍상측 유체 비 왜곡된 성질의 변형 유체가 구조물

의 후방으로 발생하게 된다[5-7]. 

이는 유체가 특정 구조물을 통과할 때, 구조물 표

면 구성성분과 형상에 의해 경로를 변경하거나 구조

물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다. 풍상측의 

층류(Laminar Flow)가 구조물을 조우하면서 난류

(Turbulent Flow)의 성격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그 

성격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소요 시간이나, 

난류형태로 확산되는 반경  거리는 기안정도에 

의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8-10].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은 좁은 국토범 에서 복잡한 형태의 지형조건

이 분포하는 경우, 국지 인 기경계층 특성이 지역

에 따라 아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자원평가 시 기안정도를 포함한 상세 기상요소 분

석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11-14]. 

후류효과가 풍력터빈 배치에서 요시되는 이유는, 

풍력터빈을 통과한 바람은 일반 으로 통과 보다 

풍속이 낮아지고 난류성분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풍속

규모가 낮아지면서 후방 열에 있는 풍력터빈은 발

량이 하되기 마련이고, 난류성분이 증가한 바람을 

직 으로 받아들이면서 블 이드  타워 등 구조

물의 하 에도 부정 인 향을 받아 수명단축을 야

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풍력단지 내 터빈 배치시 

주풍 방향으로는 후류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이격거

리를 충분히 두어 최 의 연간발 량과 구조물 안정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5].

한편, 후류효과 시뮬 이션 분석시 여러 종류의 후

류모델을 용시킬 수 있다. 후류확산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이 포함된 후류모델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으며, 주변 지형환경  국지  기환경특성에 

합한 후류모델을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로젝

트 상지역이 규모 지형지물이 분포하지 않는 평

탄한 지형이거나 해상인 경우에는 단순한 선형 모의

형태의 후류모델이 합하나, 수평 으로 고도변화가 

큰 산악지형이나 구릉지역의 경우에는 비교  더 많

은 함수를 고려한 복잡한 후류모델이 요구될 수도 있

다[17-19]. 

일반 으로 산악지역과 같은 복잡지형에 해서는 

통 인 선형 풍황분석모델인 WindPRO보다는 산

유체역학 기반의 비선형 모델인 WindSim이 더 합

하다고 권장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월에 계획되고 있는 산악 

육상풍력 로젝트를 상으로 후류모델별로 어떠한 

특성의 후류확산형태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해당 특성차이의 원인 역시 도출해보고자 한다. 최근, 

WindPRO에도 CFD-WAsP 모듈이 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지형 

풍황특성을 잘 모의할 수 있는 WindSim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2장에서 분석 상 발 단

지와 기상탑 측자료 정보, WindSim SW에 해 소

개하며 3장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후류모델 3

가지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국지 풍

력자원을 용한 후류모델별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5

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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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자료  방법

2.1 분석 상 가상 발 단지

분석 상 가상 발 단지는 강원도 월군 상동읍에 

치하고 있으며, 동해 해안선으로부터 약 43k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인근 지역은 해발 1,007m∼1,426m의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총 46.2MW의 풍력단

지 구성을 해 4.2MW 풍력터빈 11기를 모델링하

다(그림 1). 풍력터빈이 배치된 지   가장 높은 고

도는 1,225.9m이며(T1), 가장 낮은 고도는 1,014.5m이

다(T9). 분석에 활용될 풍력터빈 기종으로 Vestas 社

에서 개발한 V136-4.2MW을 선정하 으며 로터직경

은 136m, 허 고도는 132m에 해당된다. 기타 풍력터

빈 세부사양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로젝트 연구 상지 치  풍력단지 
터빈 배치도

Fig. 1 Location of project area and arrangement of 
wind turbines

2.2 기상탑

설치된 기상탑은 6번 풍력터빈과 동일한 좌표에 

치하며, 기상탑 제거 후 풍력터빈을 배치함을 가정하

다.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

간 측된 기상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으며, 고도별 

측센서 종류와 측항목은 터빈사양과 함께 표 1에 

나타나 있다.

2.3 WindSim SW

일반 인 규모 수치모델의 경우 수 km의 격자 

해상도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 연구 상지와 

같은 산악 복잡지형에서의 유체흐름 특성을 자세히 

모의하는데 있어 제한 일 수 밖에 없다[15]. 이러한 

선형 로그램의 경우, 지형변화에 따라 연직방향으로 

풍속의 증가 는 감소하는 부분을 집 으로 모의

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표 인 선형모델로 알려져 

있는 WindPRO나 WAsP과 같은 경우, 유체의 경계부 

변화와 련된 향을 고려하며 허 고도 부근에서의 

풍황분석을 주로 수행한다. 어떠한 수식도 정확한 자

연 상을 모의할 수는 없지만 수평 으로 지형변화나 

장애물이 많은 산악과 같은 복잡지형에서는 유체역학

인 난류 유동의 특성을 잘 모의할 수 있는 비선형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십∼

수백미터의 고해상도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CFD 모

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WindSim 

AS 社에서 개발한 WindSim을 활용하 다. WindSim

은 RANS 기반의 비선형 유동해석 로그램이기 때

문에 복잡지형의 난류나 유동박리(Flow Separation)

와 같은 특수한 와류 상을 선형모델에 비해 정확히 

모의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Item Description

Met. 
Mast

Period 2017.08.01.~2019.07.31. (10 min)

Location  37.14°E, 128.88°N

Height 80.0 m

Observ. 
data

Wind Speed (35m, 60m, 78m, 80m), 
Wind Direction (35m, 78m), 

Air Temperature (75m), 
Air Pressure (75m)

Wind 
Turbine

Model V136-4.2MW (Vestas)

Rated 
power

4,200kW

Rotor 
diameter

136m

Hub 
height

132m

Cut-in 3m/s

Cut-out 32m/s

Re 
cut-in

30m/s

Turbine 
class

IEC-ⅡB S

표 1. 기상탑 정보  풍력터빈 사양
Table 1. Information of meteorological mast and wind 

turbine model 

WindSim SW는 그림 2와 같은 지형(Terrain), 기

상분석(Wind Fields), 객체(Objects), 객체 용 결과

(Results), 풍력자원 결과(Wind Resource), 연간발

량(Energy) 로세스에 의해 모델링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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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indSim SW 모델링 차 모식도
Fig. 2 Schematic diagram for modeling by WindSim 

SW

Ⅲ. 후류모델

후류 발생에 의한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먼  

단일 터빈에 한 후류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이 필요하며, 특정 풍력단지 내에서의 복합 인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풍력터빈 상호간의 풍향별 

후류의 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풍력

터빈의 후류 향을 계산하기 한 수학  모델은 크

게 해석  방법과 수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후류 향 분석을 한 해석  방법으로는 

Jensen 모델[16]과 Larsen 모델(17), Ishihara 모델[18] 

그리고 Frandsen 모델[19] 등이 있으며, 수치  방법

은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모델

과 Eddy viscosity 모델이 표 이다. 수치  방법은 

해석  방법에 비해 정 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수렴

성이 낮고 많은 계산시간과 방 한 데이터 용량이 요

구된다. 반면, 해석  후류모델들은 수치  방법에 비

해 정 하지는 않지만 수식이 단순하고 계산속도가 

빠르며, 국지  미기상 범 에서의 반 인 후류변화

의 패턴과 특성을 악하는데 용이하다[13].

본 연구에서는 해석  후류 분석방법 3가지를 활용

하여 후류 모의 민감도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1 Jensen 후류모델

Jensen 후류모델은 가장 통 이고 단순한 형태의 

해석  선형 모델  하나이다. 후류는 로터디스크 이

후로 선형 으로 확산되며, 풍속의 손실은 터빈의 이

격거리를 변수로 하여 변화한다. Jensen 모델의 각 

섹터별 후류 반경은 식 (1)과 같고, 후류가 최 치로 

성장했을 때의 풍속 손실은 식 (2)와 같다. 그림 3에

서 보는 것과 같이 로터디스크 후방의 직경이 거리에 

비례하여 선형 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한 후류 

내부의 풍속도 후류 진행 방향에 해 일정하다고 가

정한다[16]. 

식 (1)과 식 (2)는 로터디스크 후방으로부터 이격거

리에 따른 상 거리는 x/D에 의해 변화한다.

그림 3. Jensen 후류모델 모식도
Fig. 3 Schematic construction of Jensen wake model

Dr은 로터디스크의 직경을 의미하며, CT는 풍력터

빈의 추력계수(Thrust Coefficient)를 나타낸다. 

식 (3)의 후류감소계수(wake decay coefficient)는 

Jensen 후류모델에서 유일하게 조정이 가능한 변수이

며, 풍력터빈 로터디스크 후면으로 확산되는 후류 형

태의 기울기 정도를 나타낸다. A는 일반 으로 0.5에 

해당하는 상수이며, h는 풍력터빈의 허 고도, z0는 

지형거칠기(Roughness length)를 나타낸다. Jensen 

모델은 후류의 형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정하기 

때문에 세 한 풍속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거

리에 따른 후류변화  풍속감소율은 잘 나타내기에 

기본 인 형태의 모델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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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arsen 후류모델

Larsen 후류모델은 Prandtl 혼합거리 이론 기반의 

난류 경계층 방정식을 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모델

이다. 기본 형태는 Jensen 모델과 그 체계를 같이하

지만 로터디스크 후방으로의 후류성장  확산이 선

형 이지 않으며, 평균 유동흐름에 의해 원형 칭형

태의 섭동이 발생함을 가정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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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는 Larsen 후류 모델의 각 섹터별 후류 반경

을 나타내고 식 (5)는 후류에 의한 풍속 손실을 나타

낸다. 식 (6)은 로터디스크 회  면 을 나타내며 식 

(7)은 무차원 혼합거리를 나타낸다. 

3.3 Ishihara 후류모델

Ishihara 후류모델은 후류에 의한 난류(Wake 

Turbulence)와 자연 난류(Ambient Turbulence)가 동

시에 고려된 총난류(Overall Turbulence)에 하여 후

류회복의 으로 난류 향을 설명한다. 선형 해석  

방법인 Jensen 후류모델이 Top-hat 형태의 단순 후

류확산모형 가정 기반이라면, Ishihara 모델은 가우시

안(Gaussian) 형태의 후류확산을 가정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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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는 후류로 인한 풍속 손실을 나타내며, 식 

(10)은 후류의 성장 정도, 식 (11)의 변수 p는 자연 

난류와 후류난류의 합으로 총난류를 나타내는 함수이

다. 식 (12)는 로터디스크 후방으로 발생되는 후류 난

류를 나타내며  식들에 포함된 k 값들은 경험  상

수에 해당되어 일반 으로 활용되는 값을 용하 다

(k1=0.27, k2=6, k3=0.04). 

Ⅳ. 분석결과

4.1 풍황분석결과

기상탑 측자료를 활용하여 풍황자원 분석을 수행

하 다. 본 연구는 발 량 산출에 따른 사업경제성 평

가가 목 이 아니기에 기상탑 고도별 측항목들의 

장기풍황보정(MCP, Measure-Correlate-Predict)은 수

행하지 않았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16

∼18시 사이에 풍속이 피크를 나타내며, 78m의 평균

풍속은 약 5.45m/s로 나타났다. 한, 주풍은 292.7도

에 해당하는 서북서풍 계열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연평균 주풍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그림 6에 와이블 함수에 따른 풍속 별 출 빈도를 

나타내었다. 와이블 함수는 식 (13)과 같으며 척도계

수 c와 형상계수 k를 변수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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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형상계수 k는 1.806, 척도계수 c는 

6.367 m/s의 값을 나타냈다.

4.2 WindSim 모델링

복잡지형의 상세 풍력자원 분석을 수행하기 해 

상용 CFD 로그램인 WindSim을 활용하여 모델링

을 수행하 다. 지형자료를 생성하기 한 기 입력자

료로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SRTM (Shuttl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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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graphy Mission) 1 sec (10m) 자료를 사용했고, 

지면 거칠기는 환경부 자료를 활용하 다.

그림 4. 고도별 풍속 센서에 따른 일  평균풍속변화 
Fig. 4 Diurnal wind speed change at each height

그림 5. 측지역 76m 고도 평균 풍향 분포 
Fig. 5 Averaged wind direction at 76m height

그림 6. 측지역 76m 고도 풍속출 빈도 분포 
Fig. 6 Weibull distribution at 76m height

도메인의 수평격자 해상도 30m이며 총 격자의 수

는 2,484,000개로 설정하 다. 지형자료 입력을 통한 

분석 상지역의 지형특성분포(지형고도, 기울기)는 그

림 7에 나타나있으며, 모델링 수행을 한 기본정보는 

표 2에 나타나있다. 

Item Description

x range 475837.5-497734.2

y range 4098525.2-4119444.0

Refinement None

Height distribution factor 0.1

Grid spacing [m] 30.3

Number of cells 2,484,000

Number of cells in Z direction 20

Height of boundary layer [m] 500

Turbulence model Standard k-epsilon

Number of iterations 500

표 2. WindSim 입력자료 설정 사항
Table 2. Input data and configuration of WindSim 

(a) (b)

그림 7. 분석 상지역 지형고도(a)  지형경사도 분포(b) 
Fig. 7 Geographical height data (a) and terrain 

inclination (b) of study area 

그림 8은 WindSim을 통해 격자별로 산출된 풍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풍력자원지도이며, 능선을 

따라 고도가 높을수록 풍속이 강한 형태를 보인다. 주

풍향인 서북서쪽의 풍상측을 살펴보면 기상탑이 설치

된 지역보다 고도가 더 높은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형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규모 에디

성 난류들로 인해 난류강도 한 0.22정도의 상 으

로 강한 값을 나타냈다.

분석 상지역의 와이블 함수 척도계수와 형상계수

의 공간  분포를 그림 9와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척도계수는 풍속의  규모스 일을 의미하며, 형

상계수는 와이블 분포함수 첨도의 정도를 나타낸다. 

형상계수가 클수록 와이블 분포함수는 좁은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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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이는 특정 풍속 의 출 비율이 꾸 히 높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림 9의 척도계수는 풍력단지 

근처에서 주풍방향으로 5.2∼10.2 m/s의 범  내 특성

을 나타냈고, 그림 10의 형상계수는 평균 으로 1.6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형상계수 분포로 살펴보았

을 때, 풍력단지가 정된 지역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값의 형상계수 값을 보 고, 이는 특

정 풍속 의 출 빈도가 꾸 히 높게 나타남을 의미

한다. 즉, 해당지역의 풍력자원이 평균풍속으로부터의 

변동폭이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 8. WindSim 풍력자원지도 첩에 따른 풍속분포도 
Fig. 8 Wind speed distribution using wind resource map 

grid data by WindSim

그림 9. WindSim 와이블 척도계수(c) 첩에 따른 
라미터 분포도(unit: m/s) 

Fig. 9 Weibull scale parameter (c) distribution using 
grid data by WindSim

그림 10. WindSim 와이블 형상계수(k) 첩에 따른 
라미터 분포도(unit: -)

Fig. 10 Weibull shape parameter (k) distribution 
using grid data by WindSim

4.3 후류모델 민감도 분석

배치된 풍력터빈들을 기 으로 후류모델별 후류확

산형태  발 량에 향을 주는 정도를 정량 으로 

산출하기 해 동일한 WindSim 로젝트 내에서 후

류모델만 변경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후류모델은 각각 Jensen 모델(Model 1), 

Larsen 모델(Model 2), Ishihara 모델(Model 3)이며, 

모두 WindSim에 기본 으로 내재된 인터페이스 후류

모델에 해당된다. 

표 3에 각각 다른 후류모델을 용시킨 후류효과에 

의한 발 량 손실률을 터빈별로 나타내었다. 선형 해

석  방법에 해당하는 Jensen 후류모델의 경우, 세 

가지 모델  가장 많은 후류손실을 상하는 결과를 

산출하면서 보수 인 시뮬 이션 형태를 보 다. 반면 

비선형 으로 후류확산을 모의하는 Larsen 후류모델

은 본 연구 상지역에서 가장 은 후류손실을 상

했다. 그림 11의 상단에 풍력터빈별 지형고도를 나타

내었는데, Larsen 후류모델과 다른 두 모델의 손실률 

차이가 T7∼T11에서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T1

∼T6의 풍력터빈들에 비해 손실률 차이가 크게 나타

난 터빈들은 상 으로 낮은 고도에 치하고 있었

다. 한, T7∼T11 풍력터빈들이 풍상측인 북서쪽으

로 고도가 높은 능선을 직 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

문에 Larsen 후류모델이 격한 지형고도 변화의 

향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할 수 있어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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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모델별 손실률의 정확도를 단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향후 실제 풍력단지가 공된 뒤 풍황 측

자료와 발 량자료가 수집되는 조건 하에 실측데이터

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1의 풍향별 후류손실률을 비교 결과를 살펴

보면, T9를 제외한 풍력터빈은 풍상측에 다른 풍력터

빈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서쪽으로부터의 후류

손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T9 풍력터빈

은 주풍향 풍상측에 치하는 T8과, 능선의 연장선상

에 치한 T10의 후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난다. 표 3에서 확인한 것처럼, Larsen 후류모델 모

의결과는 모든 풍향별 자료에서 Jensen 모델과 

Ishihara 모델에 비해 상 으로 은 후류손실을 모

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와 13은 각각 78m와 132m 고도의 풍속을 

사용하여 모의한 후류확산형태와 스 일에 한 분포

도이다. 그림 12는 기존의 기상탑 78m 측자료를 그

로 활용한 결과이며, 그림 13은 V136-4.2MW 풍력

터빈의 허 고도에 해당하는 132m의 풍속을 고도별 

연직 풍속 단(Vertical Wind shear) 구배를 통해 추

정하여 모의한 후류확산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12(a)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Jensen 후류

모델이 가장 큰 규모의 후류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반

면, Ishihara 모델은 범례상 수치로 확인하 을 때, 후

류손실의 최 치는 세 모델  가장 낮은 값을 보

지만 풍하측으로 가장 범 하게 후류가 확산되는 

형태를 보 고 각 풍력터빈 개별 후류들의 첩도 활

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에 해당하는 풍력터빈 허 고도 부근의 후

류확산 형태를 살펴보면, 78m 모의결과에 비해 후류 

확산정도가 히 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평탄한 지형에서는 하층보다 상층의 풍속

이 난류강도(TI, Turbulence Intensity)나 난류운동에

지(TKE, Turbulent Kinetic Energy)와 같은 난류 

지표성분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15]. 하지만 

132m의 상층풍속 기반의 후류확산 민감도 분석결과

를 비교해보면, 스 일 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8m

에서의 후류손실정도보다 132m에서의 후류손실정도

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상 으로 왼쪽에 치우진 

터빈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발생하는데, 에서 언 했

던 것처럼 T7∼T11의 풍력터빈들이 고도가 더 높은 

풍상측 능선의 향을 직 으로 받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한편, 78m에서 후류확산 범 가 가장 넓

었던 Ishihara 모델이 132m에서는 가장 좁은 범 의 

확산형태를 보 다. 추가 인 기경계층 내 고해상도 

수치모델링이 필요하겠지만, 난류운동에 지나 난류강

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델이 Ishihara 모델일 

것으로 단된다.

Turbine 
No,

Wake Loss [%]

Jensen Model
(Model 1)

Larsen Model
(Model 2)

Ishihara Model
(Model 3)

T1 2.15 1.66 1.77

T2 3.86 2.16 3.50

T3 3.44 2.21 3.24

T4 6.43 5.47 4.85

T5 8.29 5.39 6.22

T6 4.94 2.64 4.13

T7 6.97 2.96 5.29

T8 3.76 1.80 3.47

T9 16.26 10.69 9.93

T10 2.46 0.75 2.17

T11 2.05 0.41 1.59

All 5.51 3.29 4.21

표 3. 후류모델별 후류손실률
Table 3. Wake losses by each wake model

Ⅴ. 결론

복잡한 산악지형의 가상 육상풍력단지를 상으로 

후류모델별 후류확산형태와 손실정도에 한 민감도

를 분석하고자 하 다. 2년간의 실제 기상탑 측자료

를 활용하여 풍황분석  단지배치를 목 으로 하는 

상용 CFD 툴인 WindSim 기반 시뮬 이션 결과를 

도출하 다.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선형 해석  방법인 

Jensen 후류모델은 분석 상지역에서 가장 높은 형태

의 후류손실률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가장 보수 인 

형태로 높은 수치의 손실률을 가정할 수 있는 후류모

델이었다. 격하게 고도가 변화하는 산악 복잡지형에

서 선형 형태로 후류가 확산됨을 가정하기 때문에 불

확실성을 상 으로 많이 내포할 수는 있다고 단

되지만, 국지 인 지형 /기상학  특성에 따라 더 정

확한 후류모델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단된다.



(a) T1 (b) T2 (c) T3 (d) T4

(e) T5 (f) T6 (g) T7 (h) T8

(i) T9 (j) T10 (k) T11

그림 11. 풍향에 따른 각 풍력터빈별 후류손실 변화 비교
Fig. 11 Comparison of wake loss changes by each wind turbine according to wi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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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 Model (Model 1) Larsen Model (Model 2) Ishihara Model (Model 3)

(a) (b) (c)

(d) (e) (f)

그림 12. 후류모델별 산악지형 내 78m 고도 후류손실정도(m/s)  후류확산형태 비교
Fig. 12 Comparison of wake diffusion patterns in mountainous terrain at 78m height by each wake model

Jensen Model (Model 1) Larsen Model (Model 2) Ishihara Model (Model 3)

(a) (b) (c)

(d) (e) (f)

그림 13. 후류모델별 산악지형 내 132m 고도 후류손실정도(m/s)  후류확산형태 비교
Fig. 13 Comparison of wake diffusion patterns in mountainous terrain at 132m height by each wa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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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en 후류모델은 Jensen 모델과 달리 비선형 후

류확산모델이며 난류경계층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 

난류의 성장  소멸과 련된 에 지 캐스 이드

(Energy Cascade) 상을 잘 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 상지에서는 다른 두 후류모델에 비해 

히 낮은 형태의 후류확산 패턴을 나타냈다. 다만, 

실제 풍력단지가 운 되어 후류에 의한 직·간 인 

발 량 손실과 련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한 

Larsen 모델이 보여  은 후류손실률 모의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섣불리 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Ishihara 후류모델은 세 후류모델  가장 범

한 후류확산범 를 나타냈고, 인 한 풍력터빈들 간의 

개별 후류들의 상호간섭도 가장 활발하게 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Jensen, Larsen, Ishihara 후류

모델 외에도 지 않은 후류 모델들이 상용 소 트웨

어에 내장되어 있으며, 많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후류모델들의 구조와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정확도 향

상을 해 개선되고 있으며, 각 후류모델들의 우수성

은 그 우 를 쉽게 별할 수 없다. 모든 후류모델의 

수식에 포함된 여러 변수들은 ·경도 변화에 따른 

기상학 인 특성과 지형  특성에 의해 큰 차이를 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악 는 다도해상과 같은 지

형 으로 복잡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에서는 상발 량을 산출하는 모의과정에서 여러 종

류의 후류모델을 용시킴으로써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복잡

지형의 후류모델과 련된 여러 기 연구  사례분

석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산악복잡지형의 후류모델의 특성을 비

교분석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했다는 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향후 실제 풍력발 단지 설계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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