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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로터-후류 상호간섭 및 소음전파를 고려한 

풍력 발전 단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손은국 

 

본 연구는 풍력 발전 단지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환경적 쟁점인 로터-

후류 상호간섭 및 단지 내 여러 터빈으로부터 전파되는 소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다양한 수치 기법들을 개발 및 

통합 적용하였다. 공력 성능 해석을 위한 기법으로는 고전적인 블레이드 요소-

운동량 이론에 블레이드 회전 방향으로 달라지는 성능 계산을 고려하기 위한 

동적 후류 모델을 적용 하였다. 게다가 포텐셜 유동 기반 해석에 있어서 실속 및 

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유효 받음각과 순환값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비선형 와류보정 기법이 적용된 블레이드 와류 격자 기법을 이용하였다.  

블레이드 회전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원 성분인 두께 및 하중 소음을 

해석하기 위하여 Ffowck Williams-Hawkings 방정식에서 낮은 마하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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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극 성분을 배재한 Farassat formulation 1A 를 사용하였고, 광대역 소음원 

성분을 익형 형상 및 경계층 유동 변수로 모델링한 반 경험식으로 해석하였다.  

더욱이 넓은 영역에서의 수치적 계산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음향 구를 생성하여 

소음전파 예측에 활용하였다.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난류 경계층 모델 기반인 Ainslie 의 와점성 후류 모델을 확장 

적용하였고, 변형된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풍동 및 실 측정값과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기 상태 및 지형 형상에 의해 수음자 위치에서 

달라지는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이용하였다. 

단지 내 후류 영역에 놓인 각 터빈에서의 성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빈 간 간격, 앞 터빈의 추력 변화, 대기 난류 강도 변화 및 대기 안정성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였다. 터빈 간격이 좁을수록 성능이 뒤 터빈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앞 터빈의 운동량 감소로 인해 뒤 터빈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앞 터빈의 추력이 상승하면 역시 운동량 감소가 

상승하여 뒤 터빈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대기 난류 

강도가 증가 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이 발생됨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대기 

난류 강도가 높을수록 후류 영역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후류 영역 끝단에서의 

외부 유동과의 혼합으로 인해 속도 회복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가 

안정한 즉, 고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심한 경우 블레이드 상　하단 부의 속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루트 부 굽힘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고, 공력 성능 또한 줄어 

들게 된다. 또한 개발된 기법을 하나의 최적 알고리즘으로 구축하여 터빈 간 

간격에 따른 공력 및 소음 최적 결과를 도출 하였다. 특히 단지 크기가 정해져 

있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터빈 간격이 전체 성능 향상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하였고, 개별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서의 운동량 감소가 고려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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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로터-후류 상호간섭 및 소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수치 해석 기법 개발 및 풍력 발전 단지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넓은 해석 영역에서의 계산상의 비용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수치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성능 변화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양한 설계 변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비록 계산상의 효율을 

강조하였지만,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일렬 배치 단지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풍력 발전 단지, 로터-후류 상호간섭, 공력 해석, 소음 전파,  

최적 설계 

학  번 :  2008-3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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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지난 2011 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력 수급의 환경적 측면을 더욱 

가속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차 석유 파동 이 후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계속적인 원유 값 상승과 더불어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감 증가 등으로 인해 2000 년대 이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태양 복사에너지를 기준으로 지구 자체에서 보유 

하여 변환 가능한 에너지의 절대량으로 보면 풍력 에너지의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이 파랑 및 해양 에너지, 바이오 매스, 수력 에너지 순으로 알려져 있다. 

[1] 

2000 년대 이후로 풍력 에너지 시장은 연간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2012 년 풍력 발전기 세계 신규 설치 용량은 44.7GW 으로 전년대비 

11.0%로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불황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2012 년 한 해 동안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영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상위 

10 개 기업에 5 개나 오르고 있어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 

최근 들어 세계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 풍력 발전 단지의 건설이다. 2000 년대 

이후 100 MW 급 이상의 초대형 풍력 발전단지의 건설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풍력 발전 단지 중 가장 큰 전력량을 생산하는 곳은 미국의 Alta 

풍력 단지 이며 1,020 MW 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Dabancheng 단지가 200 

MW 로 육상 단지로는 세계에서 3 번째 전력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다. 최근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영국이 가장 큰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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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단지를 보유 하고 있다. 현재 Walney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발전량 

367 MW 을 생산 할 수 있는 터빈이 설치되어 운용 중이다. 이러한 대형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성숙도와 거대 자본의 투입, 각 국의 강력한 

에너지 안보 의식이 뒷받침 되었고, 중공업 산업의 기반 시설물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의 강세가 이어져가고 있다. [3] 

이러한 대형 풍력 발전 단지의 등장으로 인해 전력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신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순기능도 있지만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점도 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이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너지가 꾸준히 유입된다면 꾸준한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용중인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의 가동률(Capacity factor)은 40%를 넘지 못한다. 

게다가 기존의 대형 풍력 발전 단지는 앞선 터빈에 의해 발생하는 후류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 방향에 따라 최대 30% 이상의 출력 저하가 발생한다. 또한 

육상 풍력 발전단지는 아직 까지도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전력 생산량을 

부담하고 있지만, 초기 풍력 발전기 설치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소음문제로 

인해 상당히 큰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바람이 

불어 전력 생산을 하면 좋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 하고 있는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고 행복 추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발생 

등의 원인을 들어 추가적인 설치를 거부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유럽이나 

선진국을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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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에서 발생하는 후류는 크게 근방 후류(Near wake) 및 원 후류(Far 

wake)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근방 후류는 터빈으로부터 

직경의 1 배에서 2 배 사이만큼의 거리에 발생하는 유동의 불규칙한 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이러한 후류는 터빈 블레이드 유동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블레이드 끝단(Tip)에서 발생하는 와류(Vortex)나 블레이드 각 단면(Section) 

뒷전(Trailing edge)에서 발생하는 와류 성분들로 인해 발생하는 

유도속도(Induced velocity)들이 블레이드 각 단면의 유효 받음각(Effective 

angle of attack)을 변화 시키고 이로 인해 양력(Lift) 및 항력(Drag)등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성분들은 각각 블레이드 회전 방향 성분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에 영향을 끼치는 바 각각 출력(Power 혹은 Torque)과 

추력(Thrust)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와류 성분의 거동을 관찰하고 

특성 분석 연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수치적,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나 Corten(2001)은 유효 받음각의 변화로 인해 실속(stall)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속 깃발(Stall flag)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가시화 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4] 또한, Whale(2000) 등은 입자 영상 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끝단 와류의 생성과 진행에 대한 

실험적 및 수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5] Grant(2000)는 레이저 시트 가시화를 

통해 끝단 속도 비(Tip speed ratio)에 따른 와류 거동의 실험적, 수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6]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 기반의 기법도 꾸준히 개발 되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Sørensen(1992)에 의해 로터 블레이드 전체를 풀지 않고,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힘을 원판에서 발생하는 외력으로 모델링하여 접근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7]  

터빈 뒤 직경의 2 배 거리 이상 지난 원 후류에서는 앞선 터빈의 성능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은 뒤 터빈에 유입되는 속도 저감과 난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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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이다. 이중 속도 저감으로 인해 뒤에 놓인 터빈의 출력이 저감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러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는 추세이다. Smith (1991)등에 의해 원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비 대칭적인 난류 및 속도 저감 특성이 

발생 하였음을 보여줬다. [8] 이보다 전에 Alfredsson(1979)는 원 후류에 대한 

풍동 내 실험을 통해 터빈 뒤로부터 감소 하는 평균 유동 속도를 측정 하였다. 

[9] 이러한 원 후류에서의 유동장 및 난류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 기법 

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그 중 Co-flowing jets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해적인 

접근을 Lissaman(1979)과 Voutsinas(1990)가 수행하였다. [10] [11] Katic 

(1986)은 후류 반경이 진행 방향의 거리 만큼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선형 특성을 

갖는 간단한 모델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터빈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며, 과도한 속도 감소를 예측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2] 다음으로 Ainslie(1988)는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고 와점성 계수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와점성 모델(Eddy viscosity model, EVM)을 제안하였다. 

[13] Crespo (1985)는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유동 방향의 점성 영향을 

배제하고 역시 유동방향의 압력 변화를 무시한 포물선 형태로 변형된 Navier-

Stokes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하는 UPMWAKE 모델을 제안하였다. [14] 

이러한 방법들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UPMWAKE 등은 비록 Navier-

Stokes 방정식보다는 계산 시간이 단축되지만 아직까지도 단지 전체에 대한 

영향을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정확도도 아직은 신뢰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EVM 모델은 2 차원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입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대기 안정 특성과 결합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풍력 발전기의 소음은 주로 기계적 장치 및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의 

공력 소음이 있다. 현재는 기술적 발달로 인해 기계적 소음원의 대부분은 차폐가 

가능하여 터빈 근처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기계 소음은 그 특성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구조물은 외부 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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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어 있어 바로 공기 중에 전파 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풍력 

발전기 소음의 대부분은 블레이드와 약간의 타워 성분이 존재한다. [15] 

Wagner 은 풍력 발전기의 공력 소음은 톤 성분과 광대역 성분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톤 소음은 저주파 소음원으로 분류하여 블레이드 회전 수에 

비례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두께소음(Thickness noise), 

하중소음(Loading noise)으로 불린다. 그리고 광대역 성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난류 유입소음(Inflow turbulence noise)와 익형 자체 소음(Airfoil self-

noise)으로 발생 원 별로 구분하였다. [15] Lowson 은 소음 발생 메커니즘 별로 

예측 코드를 나뉘었고, 간단한 몇 개의 파라미터의 조정 만으로 소음의 크기를 

예측 하였다. [16] 또한, NACA0012 익형 실험을 통해 익형 뒷전(Trailing 

edge)에서의 경계층 내 특성 길이에 따른 소음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방대한 실험을 통해 익형 자체 소음에 대한 경험식을 도출 해 내었다. [17] 

Tadamasa 는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기반의 CFD 

기법을 이용하여 유동장을 계산한 후 FW-H(Ffowcs Williams-

Hawkings)방정식을 사용하여 소음 예측을 시도 하였다. [18] 소음원 위주의 

연구뿐만 아니라 수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Pedersen 은 풍력 발전기 주변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및 두통 등에 

대한 증상과 소음도 크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Punch 는 풍력 

발전기의 소음이 청각 손실 및 수면 방해 현상 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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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후류와 터빈 로터 간의 상호 간섭 현상으로 

인한 단지 특성을 파악하고,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풍력 터빈의 공력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 및 와류 

격자 모델 등의 공력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공력 해석 모델의 결과 중 

블레이드 각 섹션에서의 유효 받음각(Effective angle of attack), 섹션 별 흐름 

유도 계수(Flow induction factor), 경계층 두께(Boundary layer thickness) 

등의 정보를 소음 계산을 위한 입력 값으로 활용한다. 음향 상사법을 기반으로 

두께소음과 하중소음의 수치적 적분이 용이하도록 변형된 F.Farassat 1A 

방정식을 사용하여 저주파 톤 성분을 계산하고, Brooks 등이 제안한 반 경험식을 

사용하여 광대역 소음원 성분들을 예측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 값들은 가상의 

음향 패널에 위치 시켜 실외 소음 전파 예측 모델에 적용 시켜, 빠른 계산 

시간을 도모 하였다. 

또한 터빈 뒤 후류 영역에서의 유동 특성은 Ainslie 가 제안한 EVM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후류 예측 모델을 통해 단지에 분포한 

터빈들의 공력 특성, 추력, 토크, 출력 들을 계산하고 또한 이로부터 발생하는 그 

다음 후류 속도 분포, 그 다음 터빈의 성능 특성을 예측 하였다. 더욱이 앞서 

기술한 소음원 정보를 음향 구로 활용하여 음향 음선 이론을 이용한 원거리 소음 

전파 예측을 시도 하였다. 대기 및 다양한 지형에서 전파될 때 음선의 전파 경로 

및 그 크기를 실시간으로 예측 할 수 있도록 수치적 알고리즘이 구현되었고, 

단일 소음원뿐만 아니라 다 수의 소음원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러한 단지 모델 등을 이용하여, 각 터빈 간 간격에 따른 성능 변화 

그리고 원거리에서의 소음 전파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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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 터빈 공력 및 소음 해석 

 

2.1. 공력 해석 기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공력 해석 기법은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EMT)와 와류 격자 모델(Vortex Lattice 

Method, VLM)으로 나뉜다. 블레이드 주변 유동의 실속(Stall), 

박리(Separation) 등과 같이 비선형 특성이 지배적인 구동 조건에서의 

유동이라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통한 정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아직 까지도 계산 수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풍력 발전 단지 같이 해석 영역이 광범위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최적 설계를 위한 해석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성능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면을 감안하여 VLM 과 BEMT 방법을 사용하였다. 

 

2.1.1. 와류 격자 기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와류 격자 기법(Vortex Lattice Method)은 포텐셜 

유동을 기반으로 하는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 특성을 갖는 Laplace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하는 해석 기법이다. 비압축성 특성을 만족 

시키는 속도를 속도 포텐셜로 가정 할 경우 다음과 같은 Laplace 방정식을 

자동으로 만족하게 된다.  

 2 0   (2.1.1) 

와류에 의한 속도장은 Biot-Savart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으며, 

순환강도(strength of circulation,  )를 갖는 와류선(vortex filament)으로부터 

유도 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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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 dl
V

r
 

  
 
  (2.1.2) 

여기에 비침투 경계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속도 포텐셜 식을 나타내면, 

  0 0rV r V n     
    

 (2.1.3) 

위 수식 (2.1.3)을 소스(Source)와 더블릿(Doublet)에 의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Green 의 상반정리(Green’s reciprocal theorem)를 이용하여 

얻게 되는 결과이다. [21] 

후류를 모사하는 방법은 등와류 선도(Constant Vorticity Contour)와 

와류고리 모델(Vortex Ring Model)이 있다. 등와류 선도 후류 기법은 뒷전 

격자의 순환 값에 따라 하나의 와류선으로 대치 하는 방법으로 헬리콥터와 같이 

블레이드 하중 분포가 끝단에서 급격하게 변하거나 단면에 따라 그 변화폭이 큰 

경우 계산적인 측면에 이점이 있다. 하지만 풍력 블레이드와 같이 하중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순환강도가 전체적으로 변화폭이 작은 경우 와류 강도를 하나의 

와류선으로 모사하는 방법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따라서 후류 모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와류 고리(vortex ring) 모델을 사용한 

후류 모사를 수행 하였다. 후류 패널은 바로 이전 시간에서의 블레이드 뒷전의 

순환(Circulation) 값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바로 이전 시간의 블레이드 뒷전 

패널이 떨어져 나와 후류 패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2]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경우 최근에 개발되어 오는 추세를 비추어 보면 

크기가 매우 큰 대형 구조물이며 이렇게 큰 구조물인 블레이드는 대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대기 상태는 일정한 유동 상태를 유지 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자주 변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경은 풍동과 달리 대기 경계층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풍속 변화(Wind shear)가 존재하고, 풍속 방향 

변화에 따른 요 에러(Yaw error)가 발생하여 비정상 유동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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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공력 값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 수행하는 공력 Table Look up 

과정에서 실제 양력 및 모멘트 계수 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드 방향의 구속 와류를 가감시켜서 테이블과 VLM 으로 계산된 

양력 및 모멘트 계수 간의 에러가 일정 기준을 만족 할 때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하는 비선형 와류보정 기법을 적용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22] 

 

 
, ,

, ,

l l VLM l look up l

m m VLM m look up m

f C C
iterative procedure until

f C C








  
   

 (2.1.4) 

 

2.1.2. 블레이드 요소 – 운동량 이론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은 1935 년 Glauert 에 의해 소개 되었다. 무한대 

수의 블레이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반경 방향의 고리 단면에서 작용하는 힘과 

1 차원 운동량 방정식을 조합하여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을 정립하였다. 

[23] 각 고리단면은 공기역학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며 따라서 각 단면에서의 

흐름 유도 속도는 각각 다르다. Figure 2.1.1 은 각 고리 단면, 즉 익형에서의 

속도 성분에 대한 도시이다. [24] 

 
Figure 2.1.1 블레이드 섹션에서의 회전 속도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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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회전 속도 ( V


)와 풍속( V


)에 의해 각 단면에 유입되는 유동의 

실제 속도( relV


)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결정되는 회전 단면 대비 유동 속도 

벡터가 이루는 각(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tan
V

V
  



 
  

 


  (2.1.5) 

실제 블레이드 단면의 유효 받음각은 비틀림 각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단면 

별 피치 각을 제외한 값이 된다. 

      (2.1.6) 

이 유효 받음각을 이용하여 양력 및 항력을 계산하면, 

 
1

2 rel lL V C S


 (2.1.7) 

 
1

2 rel dD V C S


 (2.1.8) 

수식 (2.1.7), (2.1.8)과 같이 된다. 여기서 회전면에 수직인 성분과 평행인 

성분의 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양력과 항력 벡터를 회전면에 수직 및 평행인 

성분으로 나눈 것과 같다. 

 cos sinnF L D    (2.1.9) 

 sin costF L D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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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F 은 수직 방향 힘이며, 이 힘은 추력과 관련이 있는 힘 성분이며, 

tF 는 회전 방향, 즉 접선 방향의 힘 성분으로 로터의 토크와 관련 짓는 힘 

성분이다. 각 힘 성분들을 이용하여 추력과 토크를 계산 할 수 있다. 

 

 
0

r R

nr
T B F dr




   (2.1.11) 

 
0

r R

tr
Q rB F dr




   (2.1.12) 

 

다음은 Figure 2.1.2 과 같이 일 차원 운동량 이론을 가정해 보면, BEMT 을 

통해 얻게 되는 축 흐름 유도 계수 및 접선 흐름 유도 계수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25] Figure 2.1.2 의 가운데 원판을 통해 외부 유동( 1U )이 2 3 4, ,U U U 의 

속도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질량 흐름율(Mass flow rate)이 같다면 다음과 같이 

정상 상태에서의 추력을 쉽게 예측 가능하다. [25] 

  1 4T m U U   (2.1.13) 

여기서 추력은 또한 단면과 디스크 전후(2, 3) 에서의 압력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2 2 3T A p p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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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1차원 운동량 이론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하여 디스크 전후의 압력 차이를 다음 식들을 이용하여 

유도 할 수 있다. 

 2 2
1 1 2 2

1 1

2 2
p U p U     (2.1.15) 

 2 2
3 3 4 4

1 1

2 2
p U p U     (2.1.16) 

따라서 추력은 다음과 같게 되며, 

  2 2
2 1 4

1

2
T A U U   (2.1.17) 

여기서 1 차원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추력(수식 (2.1.11))과 블레이드 

요소 이론으로부터 얻은 추력(수식 (2.1.17))이 같아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흐름 유도 계수들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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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sin
1

n

a
C




 
  
 

 (2.1.18) 

 

1
4sin cos

' 1
t

a
C

 


 
  
 

 (2.1.19) 

, 'a a 은 각각 축 유도 계수(Axial induction factor), 접선 유도 

계수(Tangential induction factor)으로 불린다. 그리고 축 유도 계수가 0.4 이 

넘어가면 1 차원 운동량 이론의 가정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Glauert 의 보정식을 통해 추력 계수를 보정하게 된다. 

 

 
 
 

4 1 1/ 3

4 1 1/ 4(5 3 ) 1 / 3T

a a F a
C

a a a F a

  
    

 (2.1.20) 

 

혹은 임계 축 유도 계수를 0.2 로 가정한 Spera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정 

하기도 한다. [26] 

 

 
 

 2

4 1

4 (1 2 )

c

T
c

a a F a a
C

a a a F a a

   
  

 (2.1.21) 

 

여기서 단면에 유입되는 속도에 삼차원 효과를 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 

 0rel rotV V V W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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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는 단면에 더해지는 유도 속도 성분으로 매 회전 시 발생하는 유도 

속도를 계산이 된다면, 비정상 상태에서의 로터의 추력 및 토크를 계산 할 수 

있다. Bramwell 은 헬리콥터 전진비행 시 추력 방향의 유도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27] 

 
2 '

n

T
W n W

A V
  
 

  (2.1.23) 

여기서 'V


는 풍속에 추력 방향 유도 속도 성분을 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V V n n W  
    

 (2.1.24) 

만약 양력만이 유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수직 및 

접선 방향의 유도 속도 성분을 계산 할 수 있다. [24] 

 

 0

cos

4
n

g

BL
W

rF V f n n W








 
     (2.1.25) 

 

 0

sin

4
t

g

BL
W

rF V f n n W








 
     (2.1.26) 

 

2.1.3. 공력 성능 검증 

앞서 기술한 공력 해석 기법들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해석 조건에서 

수행되어 검증이 된 바 이번 절에서는 풍력 터빈 블레이드가 비정상 상태에 놓인 

요 에러 시의 성능 해석 결과만을 나타내도록 하겠다. 비교에 사용된 블레이드는 

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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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L)에서 재작한 Phase-VI 로터 블레이드 이다. 2 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로터 시스템으로서 블레이드 직경은 10m 정도가 된다. S809 단일 익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블레이드 루트부터 끝단까지 반경 방향으로 0.30, 0.47, 0.63, 

0.80, 0.95 위치에 단면별 압력 측정을 위한 장치가 설치 되어 있고, NASA 

Ames 에서 운용하고 있는 풍동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다음 표는 Phase-VI 

로터 블레이드의 섹션 별 코드 및 비틀림 분포를 나타낸다. [28-30] 

 

/r R  Chord ( m ) Twist (  ) 

0.250 0.737 20.040 

0.388 0.666 7.979 

0.466 0.627 4.715 

0.570 0.574 2.083 

0.633 0.542 1.115 

0.691 0.512 0.494 

0.752 0.482 -0.015 

0.800 0.457 -0.381 

0.873 0.420 -0.920 

0.934 0.389 -1.352 

0.994 0.358 -1.775 

Table 2.1.1 NREL Phase-VI 로터 블레이드 재원 

 

다음 그림은 풍속에 따른 Phase-VI 로터 블레이드의 토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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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풍속 변화에 따른 Phase-VI 토크 변화 비교 

 

풍속 6 ~ 9m/s 구간은 Phase-VI 로터 블레이드가 풍속에 따라 토크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수치 모델과 더불어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비선형 와류보정 기법을 적용한 VLM 기반인 Wind Turbine 

Flow, Aeroacoustics and Structure analysis (WINFAS)의 해석 결과와 앞서 

기술한 동적 후류 보정기법을 적용한 BEMT 방법이 실험치와 다른 수치 기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풍속 10 m/s 이후 

부터는 블레이드가 부분적으로 실속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항력이 증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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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치 기법이 실험 값을 정확하게 모사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적인 경향성은 비교적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Phase-VI 로터가 비정상 상태에 놓여있을 때 성능 결과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60 요 에러 발생 시 반경 방향 0.3, 0.63, 0.95 위치에서 

블레이드 1 회전시 방위각에 따른 단면에 수직한 힘 성분에 대해 나타내었다. 

 
Figure 2.1.4 Phase-VI 로터 블레이드 형상 및 공력 비교 위치 

 

Figure 2.1.4 는 Phase-VI 로터 블레이드의 전체적인 형상과 수직 방향 힘 

성분 비교를 위한 각 단면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 1 번 지점이 / 0.3r R  , 2 번 

지점이 / 0.63r R  , 마지막 3 번 지점이 / 0.95r R  에 해당된다.  

 



 

18 
 

 
Figure 2.1.5 각 단면에서의 수직 방향 힘 성분 비교 



 

19 
 

각 반경 방향 단면에서의 수직 방향 힘 성분을 앞서 기술한 

와류격자기법(WINFAS) 및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BEMT with DWM) 

해석 결과와 실험값을 Figure 2.1.5 에 나타내었다. / 0.63r R   및 

/ 0.95r R  위치에서의 수직 방향 힘 성분은 비록 요 에러가 발생하였을지라도 

회전 방향으로 힘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두 기법 모두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예측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로터 허브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단면 / 0.3r R  의 위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 및 회전 방향으로 

변하는 힘 성분의 경향성은 비교적 일치하나 값의 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1.1 의 비틀림 각(twist)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터 허브에 가까운 위치에서는 피치 각이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 실속 

현상이 발생하기 쉬울 뿐만 비정상 상태인 유동 조건을 고려 해보면 실험 값을 

잘 예측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소음 해석 기법 

풍력 블레이드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로서 그 주요 소음원은 

공력 소음원의 특징을 갖는다. 회전하는 특징으로 인해 회전 속도에 비례한 

주파수 성분이 발생하며, 이는 저주파 톤 성분이 되며 주로 두께소음과 

하중소음이 이러한 회전익 통과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 BPF)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소음원 성분들은 주로 Lighthill 의 음향상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Ffowcs Williams-Hawkings Equation(FW-H equation)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대기 난류 성분 및 익형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계층 내에서 발생하는 

블레이드 뒷전(trailing edge)에서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원 

성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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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음향 상사법 

블레이드 저주파 소음원 성분인 두께 및 하중 소음의 발생 메커니즘은 

간단히 기술하자면 두께소음은 블레이드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의 변위에 의해 

기인한 소음이며, 반면에 하중 소음은 움직이는 블레이드 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되는 유체의 힘에 의해 발생한다. Lighthill 의 음향상사법을 일반적인 

움직임과 매우 다양한 표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화 하였다. 특히 

Generalized function 을 사용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임의의 물체 표면 

주변에 작용하는 홀극, 이중극, 사중극 항의 영향이 포함된 비균질 파동 방정식을 

유도 하였다. [31, 32] 움직이는 물체의 내부에 외부의 교란되지 않은 유동과 

동일한 유체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유체의 변수들은 이 물체 표면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불연속(discontinuity)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연속 

특성을 갖는 유체 변수들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 함수 

이론(Generalized function theory)를 사용한다. 이 이론은 불연속 특성을 갖는 

함수를 다룰 때 특히 유용하다. 이 일반화 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신호처리, 

음향학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또한 상미분, 편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33-35] 

0x 지점에 불연속 특성을 갖는 함수 ( )h x 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일반화된 

미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 ) '( )
dh

h x h x h x x
dx

      (2.2.1) 

'h 은 ( )h x 의 상미분을 나타나며, ( )x 는 Dirac delta 함수이다. 이는 함수 

( )h x 가 0x 지점에서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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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 함수 ( )h x 의 일반화 함수 이론에 의한 미분 식과 상미분 식과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화 미분에 대해 1 2 3x ( , , )x x x 의 함수인 (x)q 가 

 x 0f  인 불연속 지점을 겪게 될 때 일반화 함수 이론에 의해 ix 에 의한 

미분 식을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q q q f f       (2.2.2) 

(x, ) 0f t  을 소음을 발생 시키는 영역을 둘러싼 움직이는 물체의 

표면이라고 놓으면 0f  은 소음원을 둘러싼 표면 내부를 나타내고, 0f  은 

외부 유동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함수를 정의하여 물체 표면뿐만 

아니라 표면 외부 유동에서의 비균질 파동 방정식을 유도 하기 위함이다. 

0f  인 지점을 지나는 유체 요소들은 가상의 불연속 특성을 가지며 표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불연속 특성이 없다고 놓을 때 질량 보존식 및 운동량 

보존식을 일반화 함수 이론으로 미분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불연속 특성에 

의한 소음원 성분들을 유도 할 수 있다. [36] 

      0i n n nu v u v f
t t

     
      

 (2.2.3) 

        i i j ij i n n ij j
j

u u u P u u v P n f
t x
             

(2.2.4) 

일반적인 미분을 적용하면 위 질량 보존 및 운동량 보존식의 우항은 0 이 

되지만 불연속 특성을 지니는 표면을 지날 때 유체는 위 수식 (2.2.3), (2.2.4)와 

깉이 소음원 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Ffowcs Williams-Hawkings(F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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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은 Lighthill 의 유도 과정과 동일하게 (2.2.3)인 질량 보존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수식 (2.2.4)인 운동량 보존식을 공간에 대해 미분 한 이후 시간 

미분인 질량 보존식에서 운동량 보존의 공간 미분식을 빼 줄 경우, 다음과 같이 

음파 연산자 (
2
 )을 이용하여 FW-H 방정식을 얻는다. [36] 

 

      

    

2

0

2

' x,

ˆ

( )

n n n

ij j i n n
i

ij
i j

p t v u v f
t

P n u u v f
x

T H f
x x

  

 


    

      

     



 (2.2.5) 

우변의 세 번째 항은 다른 두 항과 다르게 Heaviside 함수가 보여주듯이 

표면 밖인 체적에 미치는 사중극 항이 되며, 다른 두 항은 수식 (2.2.5)의 Dirac 

delta 함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0f  에 작용하는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0f  가 물체 표면과 동일하다면 위 수식 (2.2.5)는 다음과 같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W-H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2

0

2

ˆ' x,

( )

n ij j
i

ij
i j

p t v f P n f
t x

T H f
x x

         

     



 (2.2.6) 

 

물체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유체의 변위로 인한 소음이 수식 (2.2.6)의 첫 

번째 항인 홀극 성분인 두께 소음원이며,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 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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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상태에에서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 소음원 그리고 앞서 설명한 

사중극 항이 있다.  

여기서 수식 (2.2.6)의 시간 및 공간 미분항에 대해 변형된 Farassat 

Formulation 1A 를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 1A 식은 Farassat Formulation 

1 에서 지연시간 함수를 도입하여 수음자 위치를 고정 시킴으로써 시간 미분항을 

적분식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게 하여 수치적 계산이 용이하도록 변형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6] 

      ' x, ' x, ' x,T Lp t p t p t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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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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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2.2. 반 경험식 

앞서 기술한 FW-H 방정식 기법을 이용하여 저주파 소음원 성분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는 반면에, 대기 난류와 상호 작용에 의한 난류 유입 

소음(Turbulence inflow noise) 그리고 익형의 끝단(Trailing edge)과 난류 

경계층 내의 에디(Eddy)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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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Howe 에 의하면 익형 끝단(trailing edge)에서 

에디로 인해 발생하는 표면 압력 변화에 의한 소음 성분이 수식 (2.2.6) 우항의 

마지막 성분인 사중극 항의 영향보다 더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7, 

38] 또한 Brooks 등은 NACA0012 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경계층 두께, 

운동량 두께 및 변위 두께에 의한 익형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 

하였다. 또한 방대한 실험을 통한 스케일 식을 도출하였고 이 수식들은 각각 

난류경계층 소음(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TBLTE), 

실속/박리 소음(Separated/Stalled flow noise), 층류 경계층 와류 흘림 

소음(Laminar boundary layer vortex shedding noise, LBLVSN), 끝단 

소음(Tip noise), 뭉툭한 끝단 소음(Blunt trailing edge noise, BTEN)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 

 

(TBLTE) 

일반적으로 낮은 마하 수에서 난류 내의 에디 성분들은 소음원 측면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날카로운 뒷전과 마주치게 

되면 소음원으로서 영향이 무시할 수 없다. 뒷전에서 난류 에디에 의한 영향을 

Ffowcs Williams 와 Hall 에 의한 스케일 법칙에 따라 나타내면 뒷전에서의 마하 

수, 변위 두께, 받음각 및 블레이드 단면과 수음자와의 거리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 영향을 계산 할 수 있다. 

 

  , , ,/10 /10 /10

, 1010log 10 10 10p p s p pL L L

p TBLTEL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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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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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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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각각의 흡입면, 압력면, 그리고 최대치 Strouhal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0.6

1, , 0.02ps
s p

ff
St St St M

U U

     (2.2.14) 

 

(LBLVSN) 

압력면에서의 경계층 두께 길이에 관해 나타낸 Strouhal 수에 의한 영향과, 

실험적인 스케일 함수 1 2 3, ,G G G 와의 관계로 LBLVSN 의 크기를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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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 

여기서, 압력면의 Strouhal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pf
St

U


  (2.2.16) 

 

(Tip noise) 

끝단 에서의 소음 크기는 다음과 같이 스케일링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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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여기서의 Strouhal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tvf l
St

U
  (2.2.18) 

 

(BTEN) 

뒷전에서의 뭉툭한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뭉툭한 

각도( TE )에 의한 영향을 받고 5G 는 Strouhal 수와 뒷전 각도에 의해 

결정되는 스펙트럼 형상 함수 이며 4G 는 최고치를 결정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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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9) 

 

여기서는 경계층 변위 두께에 대한 평균 값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압력면, 흡입면의 경계층 변위의 평균으로 정의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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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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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발전 단지 공력 및 소음 해석 

 

본 장에서는 앞선 2 장에서 기술한 단일 터빈 공력 해석 기법 및 소음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풍력 발전 단지 공력 및 소음 해석에 적용하였다. 터빈 

블레이드 공력 및 소음 접근 방법은 동일하나, 단지에서의 공력 및 소음 해석을 

위해서는 한 단계씩 더 수치적 방법을 거치게 된다. 

풍력 발전 단지에서의 전체 출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유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전체에 대한 유동 분석을 단일 터빈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터빈은 자유류에 의해 블레이드로부터 발생한 힘에 

의해 회전하고 토크를 발생시켜 전력 생산을 하게 된다. 이때 유동 조건은 

자유류 조건이기 때문에 풍속 조건과 운용조건 및 블레이드 형상 정보만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터빈부터는 자유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유동은 앞 터빈에 의해 유동의 

운동량이 감소하였고, 대기 난류 강도가 증가한다. 풍속의 구배를 무시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 터빈과 같이 블레이드 허브로부터 끝단까지 단면에 유입되는 

속도는 동일하다. 비록, 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속도 성분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동일하다. 반경 방향으로 회전 속도 및 그에 따른 

받음각, 하중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앞 터빈의 각 단면마다 발생한 힘의 성분은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른 운동량 감소도 제각각 이루어진다. 이는 뒷 터빈에 

유입 되는 풍속의 조건이 자유류와 같지 않고 블레이드 각 단면마다 다르게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먼 후류(far wake)에서의 속도 성분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적 접근이 필요하고 주로 가까운 후류(near wake)와는 다른 

해석 기법이 사용된다. 

풍력 발전 단지 소음 측면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2 장에서 기술한 

소음 해석 기법이 단일 터빈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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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더 필요 한 것이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이다.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은 항공기, 도로, 철도 소음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예측 기법이다. 이는 

음선의 전파 경로 및 크기를 예측 함으로서 수 km 거리에 떨어져있는 곳에서도 

해당 소음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시 

주로 사용 되는 방법이며, 풍력 단지 주변으로 전파 되는 특성을 보기 위한 해석 

방법으로 적절하다. 실외 소음 전파 시 소음원으로부터 수음자 위치까지 

전파되는 경로 상의 대기, 지형 특성에 의해 전파되는 크기 및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수들이 활용 된다. 또한 소음 전파 예측의 단계는 앞서 

2 장에서 기술한 단일 터빈 블레이드의 공력 해석, 소음 해석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단계이며, 풍력 단지 측면에서 보면 단지 내 후류에 의한 터빈 블레이드 

공력 해석 이후에 수행 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순으로 단지 내 소음 전파를 

예측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적절한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하다. 

3 장 1 절 및 2 절에서는 풍력 단지 후류와 터빈 블레이드의 공력 간섭에 

대한 해석 기법, 성능 예측 및 소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더욱이 마지막 

3 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수치 기법을 활용한 풍력 발전 단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3.1. 풍력 발전 단지 후류 예측 기법 

후류는 앞서 1 장 연구 배경에서 기술 하였듯이 가까운 후류(Near wake) 및 

원 후류(Far wake)로 나뉜다. 가까운 후류 영역에 대한 모사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Navier-Stokes 방정식 보다 계산 수행 시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와류 후류 모델 혹은 로터를 원판으로 가정하고 원판에서 

발생하는 힘의 성분을 고려한 액츄에이터 디스크 모델 등이 있다. Navier-

Stokes 방정식은 유동의 특성에 따라 난류 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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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류(far wake)의 경우 이론적 접근을 통해 간단한 수식을 적용하기도 하고, 

다시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자 수치적 접근을 한 방법도 있다. 

운동량 방정식에서 점성의 영향이 지면 근처에 아주 가까운 영역에만 끼친다고 

가정하면, Prandtl 이 제안한 경계층 이론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보다 훨씬 수치적 구현 및 

계산 시간 측면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9] 

풍력 발전 단지의 유동 예측을 위한 예측 기법 중 본 연구에서는 Ainslie 가 

제안한 와점성 후류 예측 기법(Eddy viscosity)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을 진행 

하였다. 하지만 초기에 Ainslie 가 제안한 모델은 2D 기반의 해석 기법이기 

때문에 유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높이 방향으로 분포하는 속도 만을 계산 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이뿐만 아니라, 로터 회전 

평면에 분포하는 속도 성분을 예측 하기 위한 와점성 후류 예측 기법을 

확장하였다.  

 

3.1.1. 와점성 후류 예측 기법 

Ainslie 에 의해 제안된 후류 해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2 차원 난류 경계층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하는 와점성 후류 예측 기법은 실험을 통한 

와점성의 함수화와 더불어, 대기 상태에 따른 와점성 계수 변화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다. [13] 

 

 
u u u

u v r
x r r r r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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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1.1)과 같이 2 차원 원통 좌표계의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ε은 와점성 계수 이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 c MFK b u u K     (3.1.2) 

 

수식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식 (3.1.1)을 풀기 위해 와점성 계수의 

크기를 로터 허브 중심 높이에서의 속도 차이와 후류의 너비로 모델링 하였고 그 

값을 실험적으로 구축하였다. 수식 (3.1.1)을 풀기 위한 별도의 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F 는 거리에 

따른 와점성 계수를 보정 해주기 위한 필터 함수로서 통상적으로 5.5D 

이상에서는 1 로 놓고 있다. [13] 

수식 (3.1.1)을 유동 방향(x)으로 계산 하기 위하여 r 방향으로는 Crank-

Nicolson 을 사용하고, Implicit Euler 방법을 사용하여 공간 진행 형식으로 수치 

적분을 수행 하였다. 위 수식 (3.1.1)을 차분화하면 다음과 같은 삼중대각 행렬 

형태의 차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1, 1 1, 1, 1 . .
j j jM i j A i j P i j je u e u e u R H S      

 (3.1.3) 

 

여기서 좌측 항의 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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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그리고, 우측 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 1 , 1, 1. .
j j jj M i j A i j P i jR H S r u r u r u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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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2j

i j
A

u
r

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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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0) 

 

Ainslie 에 의해 제안된 후류 해석 기법은 수식 (3.1.1)에서 본 바와 같이 

2D 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다음 Figure 3.1.1 과 같이 거리 별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된다. Figure 3.1.1 에서와 같이 r/R=0 을 기준으로 대칭인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지배 방정식의 형태로부터 유추 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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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후류 속도 분포 

 

위 계산 결과는 유입류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이상적인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 결과 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터빈이 가동되는 환경은 이와 다르게 

지표면 근처 속도 u=0 이며, 반면에 터빈의 높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는 자유류 

속도에 매우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3.1.1 에서는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반영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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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와점성 후류 모델의 확장 

수식 (3.1.1)을 준 삼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Ainslie 가 제안한 초기 후류 

속도 분포인 Gaussian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2 /

( ) ( ) ; 0 , 0 2
N i iU u z G r i N

 
 

      (3.1.11) 

 

여기서 ( )u z


는 로터 회전 방향으로 블레이드 끝단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 

성분이며, ( )G r 는 Ainslie 가 제안한 Gaussian 함수 이다.[13] 위 수식 

(3.1.3)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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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 

 

수식 (3.1.4)와 같이 초기 후류 속도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u 는 

마찰 속도이며, W 은 Businger-Dyer 관계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Ref] 수식 (3.1.3)을 로터 허브 위치에서의 자유류 속도 8.5m/s 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를 계산 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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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후류 속도 분포 (안정한 대기 상태, 1 1.0L m  ) 

 

 

Figure 3.1.3 후류 속도 분포 (불안정한 대기 상태, 1 1.0L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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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n-Obukhov 상수(
1L
)에 따른 대기의 안정 상태에 따른 속도 분포를 

높이 방향으로 나타내었다. 위 Figure 3.1.2 와 Figure 3.1.3 은 높이 방향 풍속 

변화를 고려 했을 때 발생하는 후류에서의 풍속 분포이다. Figure 3.1.1 과는 다

르게 터빈 허브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 이는 각 경계 부근에서의 유입

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입류가 일정하지 않는 실제 풍속 분포의 

경우 위와 같은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모델을 적용 할 경우 

다음 Figure 3.1.4 과 같이 로터 평면에서의 속도 분포 값을 계산 해 낼 수 있다.  

 

Figure 3.1.4 각 후류 위치에서 로터 평면의 속도 분포 

 

Figure 3.1.4 의 a)는 직경의 3 배 거리만큼 터빈 뒤에 떨어진 로터 평면 

상의 유동의 속도 분포를 나타내며, b)는 직경의 5 배 뒤 위치에 놓인 로터 

평면에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허브 높이를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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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며 높이에 따른 유입류 속도 분포에 따라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도 잘 

모델링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1.3. 후류 모델의 검증 

앞서 기술한 수식 (3.1.3)을 초기 후류 속도 분포로 가정하여, 3.1.1 절에서 

기술한 수치 기법을 활용한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Garrad and 

Hassan 에서 실시한 풍동 실험 결과와 동일한 조건 하에 유동 속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실제 운용 중인 Vindeby 풍력 발전 단지에서 측정한 유동 속도 

자료를 활용 하였다. [40] 아래 Table 3.1.1 과 같은 조건에서 검증을 

수행하였다. 

 

Validation 

type 
Test cases 

Wind 

tunnel 

test 

Rotor 

geometry 
0.27D m , 0.30hubh m  

Wind 

speed 
4.1 / hubV m s at h   

Case 1. 1 2.9, 0.62, 9.0%tC TI     

Case 2. 2 4.0, 0.79, 9.0%tC TI     

Field test 
Rotor 

geometry 
35.0D m , 38.0hubh m , 450.0ratedP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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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5.0 / , 6.0%, 8.0%,V m s TI Neutral atmosphere    

Case 4. 5.0 / , 6.0%,V m s TI Stable and Unstable atmosphere    

Case 5. 7.5 / , 8.0%,V m s TI Neutral and Unstable atmosphere    

Table 3.1.1 유동 검증 조건 

 

먼저 Figure 3.1.5 와 Figure 3.1.6 은 풍동 실험 값과의 비교한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허브 높이에서 풍속 4.1 m/s 를 기준으로 예측된 결과이며, 1 2.9  , 

2 4.0   두 경우이며, 각각에서의 터빈의 출력 계수 및 난류 강도는 Table 

3.1.1 의 조건을 따른다.  

 

Figure 3.1.5 터빈 후류에서의 유동 속도 검증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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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터빈 후류에서의 유동 속도 검증 (Case 2)  

 

로터 허브 높이 0.3m 를 기준으로 아랫면의 값은 지면의 영향으로 인해 예측 

결과의 오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나, 허브 높이를 중심으로 상단부의 속도 

분포는 비교적 낮은 오차 범위 내에 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1.7 은 Vindeby 풍력 발전 단지에서의 풍속 측정값을 수치 계산과 

비교한 그림이다. 세로축은 높이 방향 길이이며, 가로 축은 측정된 풍속 값을 

유입류로 정규화한 값을 나타낸다. 네모 실선은 단지에서의 실제 유입류 분포가 

되며, 원 점선은 수치적으로 구현한 유입류 속도 이다. 풍속 및 대기 난류 강도는 

Table 3.1.1 의 Case 3 에 나타낸 값을 사용하였으며, 중립 대기 상태에서의 

풍속 분포이다. 채워진 네모 실선은 터빈 뒤 9.6D 위치에 놓인 Sea Mast 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굵은 점선이 ECN 에서 계산 한 결과이며, 굵은 원의 실선이 현재의 기법으로 

예측 된 값이다. Sea Mast 에서 측정 된 값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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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으며, 터빈 허브 높이를 기준으로 ECN 의 해석 결과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40] 

 
Figure 3.1.7 풍력 발전 단지 후류에서의 유동 속도 검증 (Case 3) 

 

다음 Figure 3.1.8 은 Table 3.1.1 의 Case 4 에 해당되는 각 선의 의미는 

앞서 기술한 것과 일치하며 그림 좌측 a) 안정한 대기, b)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의 측정 값과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 안정 상태에 따른 유입류 

속도 분포를 수치적으로 구현 하는 것은 실제 단지 측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내포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동일한 유입류 조건을 생성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Figure 3.1.8 에서 발생하는 결과 값의 오차가 불가피 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3% 이내의 오차 범위 안에 값이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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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풍력 발전 단지 후류에서의 유동 속도 검증 (Case 4) 

 

 

Figure 3.1.9 풍력 발전 단지 후류에서의 유동 속도 검증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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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는 Table 3.1.1 의 Case 5 인 경우에서도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불안정한 대기에서의 결과에서 

오차가 증가했지만 이 역시 5% 오차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결과이며, 값의 차이가 

있고 속도 회복 경향성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1.5 ~ Figure 3.1.9 들의 결과처럼 일부 구간에서 측정값 대비 예측 

값의 오차가 존재하지만, 다음 Figure 3.1.10 을 통해 이러한 오차는 출력 

예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앞서 기술한 공력해석 모델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후류 예측 기법이 다른 모델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41] 

 

Figure 3.1.10 Horns Rev 풍력 단지에서 측정된 정규화된 터빈의 출력 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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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풍력 발전 단지 소음 전파 예측 기법 

 

3.2.1. 음향 구 

풍력 발전 단지 원거리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설명 하기에 앞서, 음향 

구(Acoustic sphere)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비선형 전파 특성을 

배제하고 선형 전파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소음원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이다.  

 

 

Figure 3.2.1 풍력 터빈의 음향 구 

 

Figure 3.2.1 는 앞서 2.2 절에서 기술한 풍력 터빈의 공력 소음원 성분들을 

계산하여 구축된 음향 구의 모습이다. 터빈 로터 블레이드 전체를 포함하도록 

동일한 거리로 둘러싸서 가상의 음향 패널 위치에서의 소음 값들을 지정 해둔다. 

음향 패널 위치까지 도달하는 풍력 소음의 비선형 전파 특성은 고려 된 상태이며, 

이 지점부터 선형 전파 가정을 통해 원거리 소음 전파 예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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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음향 음선 이론 

음향 음선 이론(Acoustic ray theory)은 대표적인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음파의 수직 성분인 음선(ray)의 진행 경로를 예측 하는 

기법으로서 파동 방정식(wave equation)으로부터 유도 된 Eikonal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한다. 특히, 대기 상태에 따른 적용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실외 소음전파 예측 모델에 가장 적합하다. 

먼저 Eikonal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 가능하다.  

 

 
2

2
2 2

1 p
p

c t


 


 (3.2.1) 

 

여기서 압력 항을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 하면, 

 

 
( )( ) ( ) i t rp x A r e    (3.2.2) 

 

여기서 소리 속도의 변화가 작다고 가정할 경우 수식 (3.2.2)를 수식 

(3.2.1)에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된다. 

 

 
2 2

22 2
2

2 0.
A A

j
A c A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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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리 속도의 변화가 특성 길이보다 변화가 작을 때 다음과 같은 

Eikonal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2

2

1

c
   (3.2.4) 

 

평면파 가정을 통해 수식 (3.2.4)의 음선  의 미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d
c

dt c
     (3.2.5) 

 

이차원 공간 (x-z)평면에서 위 수식 (3.2.5)을 다시 표현 하면, 

 

  1
cos sin

c
    x ze e  (3.2.6) 

 

여기서 음선의 다음 진행 위치를 예측 할 수 있으며, (x-z)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구할 수 있다. [42] 

 

 1 1cosn n nX r X   


 (3.2.7) 

 1 1sinn n nZ r Z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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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Snell’s 법칙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cosn nd c c

dt x z

   
 
 

 (3.2.9) 

 

n 는 이전 위치에서의 진행 각도이다.  

위 수식 (3.2.9)를 활용하여 지면에 도달하는 고유 음선(eigen-ray)을 

찾아야 한다. 음선과 수음자와의 수직 거리를 변수로 설정하여 Newton-

Raphson 을 활용하였다. Figure 3.2.2 는 Newton-Raphson 에서 사용되는 수렴 

변수인 n


의 정의를 나타낸다. Figure 3.2.2 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n


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2

a b
n b

a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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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고유 음선 예측을 위한 Newton-Raphson 기법 설정 변수 

 

수음자가 위치한 지면에 도달하는 음선의 성분 및 소음원 크기를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기 및 지형 효과가 고려된 소음도 크기를 계산 하게 된다. 

 

 R S Geo Atm TerrL L L L L       (3.2.11) 

 

RL 는 수음자 위치에서의 소음도의 합, SL 는 음향 구의 음향 패널 내에 있는 

소음원 크기, GeoL 는 거리에 따른 기하학적인 감쇠, ,Atm TerrL L  는 각각 

대기효과 및 지형효과에 의해 감쇠되는 양을 나타낸다.  

 

3.2.3. 대기 효과  

음선의 전파 경로는 대기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전파 한다. 전파 경로가 

달라지는 주된 이유는 유효소리 속도의 변화이며, 이를 대기 안정성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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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되어야 한다. 유효 소리 속도는 effc 으로 표현 되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effc z c z u z   (3.2.12) 

 

수식 (3.2.11)으로 나타낸 유효 소리 속도는 온도 만으로 정의 되는 소리 

속도 ( )c z 와 해당 고도에서의 바람 속도, ( )u z ,로 구성 된다. 대기 경계층 

내에서의 압력과 밀도의 관계는 이상기체의 단열과정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
.

T
const

p  
  (3.2.13) 

 

온위(potential temperature,  )를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

0p
T

p

 




 
  

 
 (3.2.14) 

 

온위는 건조한 단열 대기 상태에서 높이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대기의 바람 속도와 온위를 다음과 같이 평균과 섭동 항으로 나뉘어 표현 할 수 

있다.  

 

 'u u u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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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v   (3.2.16) 

 'w w w   (3.2.17) 

 '     (3.2.18) 

 

각 수식 우측 항의 첫 번째 성분은 평균값을 의미하고, 두 번째 성분은 난류 

섭동 항을 의미한다. 평균값 성분들끼리 관련된 흐름을 이류흐름(advective 

flux), 난류 성분들 간의 흐름을 맴돌이 흐름(eddy flux)들로 구분 짓는다. 

맴돌이 흐름 중 수직방향의 운동학적 맴돌이 열 흐름(a vertical kinematic eddy 

heat flux)성분이 대기의 안정성을 판별하는 주요한 성분으로 작용한다. 

낮에는 주로 지표면이 태양 복사열에 의해 대기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갖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의 공기는 경계층 상단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다. 만약 공기의 

움직임이 위로 향하게 되면, 즉 ' 0w  의 성분이 발생하면, 해당 성분의 유체 

요소는 경계층 상단에서의 주위 보다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온위의 섭동 성분이  

' 0  의 값을 갖게 된다. 이때의 대기를 불안정한 상태로 정의되고( ' ' 0w   ), 

반대로 밤에는 지표면이 대기보다 더 낮은 온도를 갖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의 

유체 요소는 경계층 상단보다 낮은 온도가 형성된다. 역시 이 순간에도 유동의 

속도가 위로 향하게 되면( ' 0w  ), 경계층 상단에서의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 0  의 값을 갖게 된다. 즉, ' ' 0w   의 값을 갖게 되며, 이때의 

대기 상태를 안정한 상태라 불리게 된다. 이러한 대기학적 유사성 관계를 

이용하여 대기 상태에 따른 온도 분포 경향을 유도 할 수 있다. [43, 44] 

대기 안정 상태를 구분 짓는 방법 중의 하나가 Monin-Obukhov 유사성 

이론을 이용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로 대기 안정성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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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s

u
L

g w


 

   (3.2.19) 

 

수식 (3.2.17)의 L 은 Monin-Obukhov 파라미터라 불리기도 하며, 흔히 

역수(
1L
)로 사용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안정성 변수 값에 따라 대기 안정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며, 그에 따른 Businger-Dyer 관계식을 사용한다. 

 

( 1 0L  , 안정 대기) 

 5w t

z

L
     (3.2.20) 

 
   2

4.25 0.5
7ln 0.852

/ /
w t

z

L z L z L
        (3.2.21) 

( 1 0L  , 불안정 대기) 

 
2

11 1
2ln ln 2 tan

2 2 2w

x x
x

  
     (3.2.22) 

 
21

2ln
2t

x 
  (3.2.23) 

여기서 

1/4

1 16
z

x
L

   
 

이며, 안정 대기 상태에서 / 0.5z L  인 경우에는 

수식 (3.2.20)을 사용하고, / 0.5z L  에서는 수식 (3.2.21)을 사용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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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대기 안정 상태를 고려한 임의의 위치에서의 풍속 

및 소리 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3, 44] 

 

 *

0

( ) ln w

u z
u z

z



 

  
 

 (3.2.24) 

 *
0

0

( ) ln t

z
z

z

  

 

   
 

 (3.2.25) 

 

3.2.4. 지형 효과 

음선이 지면의 수음자 위치에 도달할 때 수음자 주변의 지형에 의해 가장 큰 

크기의 변화가 발생한다. 지면에 의해 반사가 발생하고 또한 장애물 등에 의한 

회절 효과로 인해 감쇠되어 수음자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수음자 위치에서의 음압 크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소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1 2

1 2

ikR ikR

c

e e
p S QS

R R
   (3.2.26) 

 

S 는 소음원의 크기이며, Q 는 구면파 반사계수, 1 2,R R 는 각각 

소음원으로부터 수음자 위치에 직접 도달하는 경로의 길이, 지면에 반사되어 

도달하는 길이를 의미한다. 위 복소함수로 표현된 음장에서 수음자 위치에서의 

복소 음압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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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2

1

2

10log 1 ik R RR
L Q e

R
    (3.2.27) 

 

여기서 반사계수 Q 는 다음과 같은 적분 식으로 정의 되는데, 수치적 적분 

한계를 통상적으로 
 2 2

max

r i

r

Z Z
q

Z

 
 까지 진행한다. 여기서 ,r iZ Z 는 각각 

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의미한다. 임피던스 모델은 Attenborough 및 

Delany and Bazley 모델 들이 주로 사용되며 각각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45] 

 

(Attenborough) 

 

224 1

3
f

pr

sq
k N i

c

 
 

 
      

 (3.2.28) 

 

224 /

3
fsq c

Z i
k

 


 
    

 (3.2.29) 

(Delany and Bazley) 

  0.700 0.595

0

1 0.0978 0.189k X i X
c

   
   
 

 (3.2.30) 

 0.754 0.7321 0.0571 0.087Z X i X     (3.2.31) 

 

, , ,fs g  는 각각 지면의 다공률, 형상 요소비, 입자형상 요소, 

유동저항을 나타낸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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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이 전파되는 경로는 일반 평면이 아니고 다양한 형상이 나타나는 지형에 

전파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에서의 반사 경로를 예측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형 형상에 따라 반사각을 계산 할 수 있다. 

음선이 전파 도중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장애물에 반사되어 나가는 성분이 

있고 장애물 상단부에서부터 회절 되어 전파되는 성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시한 것처럼 쐐기 형상으로 장애물 모델링이 가능하고 그 

형상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회절 감쇠되는 양을 계산하게 된다. [46] 

 

 

Figure 3.2.3 장애물 회절 모델링 

 

쐐기형 모델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s 와 r 을 계산하여 음선이 굴절 할 

경우 장애물에 의한 회절 현상을 고려 할 수 있다. 소음원과 수음자의 위치에서 

쐐기의 꼭지점과 이루는 각을 각각 ,s r  으로 정의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소음원과 수음자에서의 s 와 r 를 고려한 식을 완성할 수 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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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s s s      (3.2.32) 

 ,0r r r      (3.2.33) 

 

지형과 소음원, 지형과 수음자 사이들 간에 형성되는 전파 각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과 같이 장애물에 의한 감쇠와 쐐기 형상 표면에서 감쇠되는 양을 

계산하여 회절에 의한 소음 감쇠 량을 계산 하게 된다. [46] 

 

 210log cos
2

s r
barrierD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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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3.2.5. 풍력 발전 단지 소음 예측 

앞에서 기술한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장 2 절 및 3 장 2 절에서 기술한 소음예측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터빈 블레이드의 정확한 운용 조건, 대기 환경, 지형 형상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음원 즉, 

터빈의 스펙트럼 정보를 기반으로 원거리 전파 시 감쇠되는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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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의 지형 및 터빈 위치 정보는 Prospathopoulos 의 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해당 지역은 그리스 Andros 섬 북쪽에 위치한 Kalivari 지역으로 

Vestas 27 모델(225kW, 직경 32m) 7 개가 설치 되어있다. 소음원 정보는 

Prospathopoulos 의 스펙트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용하였고, 7 개 

터빈 에서 발생한 소음의 합을 앞서 기술한 대기 굴절, 지면 반사, 회절 효과를 

고려하여 Figure 3.2.4 에 나타내었다. [47] 음선의 반사가 여러 번 발생하는 

지형에서는 고유 음선의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 계수 오차에 의해 고주파 

영역에서 결과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스펙트럼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예측 함을 볼 수 있다. 

 

Figure 3.2.4 Kalivari 지역 형상 및 소음 스펙트럼 비교 

 

다음은 임의의 산악지형에서의 풍력 발전 단지 소음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육상에서는 산악지형에 대부분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악지형에서 풍력 발전 단지 소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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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3MW Generic Blade 

Type Upwind 3-Bladed (HAWT) 

Rotor radius 48.5 m 

Blade length 46.5 m 

Cut-in wind speed 4 m/s 

Cut-out wind speed 25 m/s 

Rated wind speed 12 m/s 

Rated power 3 MW 

Table 3.2.1 GH 3 MW 터빈 재원 및 운용 조건 

 

아래와 같이 임의의 8 지점에 동일한 터빈이 설치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정격풍속에서의 소음 전파 예측을 시도 하였다.  

 

Figure 3.2.5 소음 전파 예시 산악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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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음자 시간 간격은 0.1sec 로 설정하여 예측하였으며, 각 수음자 위치마다 

소음이 도달 하는 지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Figure 3.2.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음자 시간 간격 마다 해당 지역의 소음도가 달라진다. Figure 3.2.6 는 수음자 

시간 1.0 sec 간격으로 도시하였으며, 최대 30.0 sec 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하도록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림의 까만 실선들은 높이 등고선을 나타내며, 

풍력 발전기 위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음이 전파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산악 지형에서의 계산 이다 보니, 터빈과 수음자 사이의 지형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 음선이 없는 경우에는 회절 현상을 고려한 모델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감쇠된 소음값이 예측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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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산악 지형에서 풍력 발전 단지 소음 전파 실시간 예측 

 

30 초 동안 발생한 소음의 등가 소음도(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eqL )를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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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과 수음자 사이에 장애물이 많이 존재하는 산악지형 이기 때문에 터빈과 

가까운 위치라도 낮은 소음값이 분포하는 지역이 관찰되며, 터빈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지형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크기는 낮지만 소음이 

전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3.2.7 풍력 발전 단지 등가소음도 

 

3.3. 풍력 발전 단지 특성 분석 

풍력 발전 단지의 공력 및 소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수치기법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먼저 2 장 1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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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터빈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에 대한 해석을 수행 후 각 단면에서의 받음각, 

블레이드 단면에서의 속도, 추력 계수 등의 공력 변수들을 입력 값으로 후류 

또는 소음 예측을 수행한다. 소음은 2 장 2 절에서 기술한 불연속 주파수 성분과 

광대역 성분을 터빈 블레이드 가동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산을 수행하고 

3 장 2 절에서 기술한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활용한 단지 전체 소음 값을 

예측 한다. 혹은, 3 장 1 절에서 기술한 원 후류 모델을 활용하여 단지 내 앞 

터빈과 다른 터빈 들 간의 공력 간섭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터빈의 

수에 따라 공력-원 후류의 해석 절차를 반복적으로 계산 하게 된다. 

블레이드 공력 해석- 후류/소음 예측 – 블레이드 공력 해석 등을 하나의 

사이클로 놓고, 단일 풍속에서 단지 전체 출력, 연간 에너지 생산량 등을 

목적함수로 활용하여 단지에서의 최적 성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터빈은 풍속 12.5 m/s 에서 정격출력 3 MW 의 전력 생산량을 

갖는 터빈으로 블레이드 직경은 90m, 허브 높이 68m 인 터빈 재원을 

사용하였다. 각 풍속에 따른 RPM, 피치 각, 출력 및 굽힘 모멘트는 Figure 

3.3.1 에 나타내었다. 피치 각은 정격 출력 이상 구간부터 하중 증가를 차단 하기 

위해 12.5 m/s 구간 이후로 점점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루트부 굽힘 

모멘트는 12.5 m/s 부터 감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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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 3MW 터빈 풍속에 따른 성능 분포 

 

3.3.1. 터빈 간격에 따른 성능 분석 

앞 터빈과의 간격 변화에 따른 뒤 터빈의 성능 변화를 살펴 보았다. Figure 

3.3.2 는 각각 다른 풍속에서 터빈 간격을 변화 시켜가며 성능 변화를 도시 한 

것으로서, 거리를 제외 하고 모든 값을 첫 번째 터빈의 성능 값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따라서 거리 0 에서의 터빈 성능은 1 이 되며, 터빈 직경의 4 배, 5 배 

순으로 변화 시켜가며 무차원 값을 나타낸 것이다. 풍속 5.5 m/s 부터 값을 

나타내었으며, Figure 3.3.2 의 a)에서는 풍속이 높아 질수록 앞 터빈과의 간격이 

좁으면 성능이 크게 하락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b)에서는 풍속이 높아질수록 

터빈 간격의 증가에 따라 성능 저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표현 해 보자면, 터빈 성능 구간이 정격 출력이 되기 이전에는 최고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풍속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출력을 

가지게 되어 운동량 감소가 심각하게 발생한 결과이다. 반면에 정격 출력 

이상에서는 피치 각 조절을 통해, 시스템 수명 보호를 위한 하중 저감을 하기 



 

61 
 

위해 강제적으로 추력 및 출력 계수를 낮추게 된다. 이로 인해 앞 터빈으로 인한 

운동량 감소가 줄어들었고, 이는 그 다음 터빈 위치에 분포하게 되는 유입류 

속도를 상대적으로 증가 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격 출력 이상인 풍속 구간에서 

앞 터빈에 의한 출력 저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Figure 3.3.2 터빈 간격 변화에 따른 단일 터빈의 성능 변화 

 

또한 유입류 자체가 높은 풍속인 경우, 후류 영역과 경계인 지점에서 

외부유동 과의 혼합이 잘 되어 후류에서의 속도 회복이 더 빠르게 발생한다. 

이는 Figure 3.3.2 의 a), b) 모두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는 풍속이 높을수록 

출력 회복량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3.3.2. 추력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 

앞 터빈의 추력 변화에 따른 뒤 터빈의 성능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앞 터빈의 추력 계수를 임의로 0.3 ~ 0.9tC  로 변화 시켰다. 풍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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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2.5 /V m s  사이 간격을 설정하였고, 각 풍속마다 추력 변화에 따른 

뒤 터빈의 축 출력에 대한 거리 변화를 Figure 3.3.3 과 Figure 3.3.4 에 

나타내었다. 앞서 도시한 그림과 같이 출력의 값은 앞 터빈의 값으로 무차원 

시킨 값으로 나타내었다. 앞 터빈의 추력 계수가 커짐에 따라 뒤에 놓인 터빈의 

출력은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풍속의 크기가 빨라질수록 출력 감소의 폭도 

커지는 것을 Figure 3.3.3 과 Figure 3.3.4 을 통해 알 수 있다. 터빈 간격 

4D 에서의 값을 보면 풍속 5.5 m/s 일 때 추력계수의 변화( 0.3 ~ 0.9tC  )에 

따른 축 출력의 변화는 0.6385 ; 0.3shaft tP C  에서 0.4347 ; 0.9shaft tP C   

으로 낮아졌다. 더욱이 풍속 12.5 m/s 일 때 추력계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는 0.7017 ; 0.3shaft tP C  에서 0.3104 ; 0.9shaft tP C  으로 낮아졌다. 

풍속이 높고, 추력 계수가 높을수록 성능 감소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반면에 

출력 회복의 정도는 더욱 가파르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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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추력 계수 변화에 따른 뒤 터빈의 성능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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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4 추력 계수 변화에 따른 뒤 터빈의 성능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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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 

대기 난류 강도에 따른 후류에서의 터빈 성능 변화를 살펴 보았다. 대기의 

난류 강도는 일반적으로 육지는 10% 전후, 해상은 2%~10% 정도 분포된다. 

흔히 난류 강도가 높으면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하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난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지만, 다음 그림 Figure 3.3.5 을 

보면 단지 내에서는 후류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Figure 3.3.5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거리 별 터빈 성능 변화 ( 5.5 /V m s  ) 

난류 강도 변화 ( . 4.0% ~ 10.0%ambTI  )에 따른 거리 별 터빈 출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측 그림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0.3393 ; 4.0%shaftP TI  인 반면 0.3566 ; 10.0%shaftP TI  으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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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6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거리 별 터빈 성능 변화 ( 6.5 /V m s  ) 

 

Figure 3.3.7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거리 별 터빈 성능 변화 ( 8.5 /V m s  ) 

풍속이 높고, 대기 난류 강도가 높은 경우 거리가 증가 할수록 출력 회복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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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8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거리 별 터빈 성능 변화 ( 10.5 /V m s  ) 

 

Figure 3.3.9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거리 별 터빈 성능 변화 ( 12.5 /V m s  ) 

난류 강도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 원인을 파악 하고자 다음과 같은 변수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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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U 는 자유류 속도, 혹은 유입류 속도를 나타내며, 
iwu 는 원 후류가 시작 될 

때 초기 후류에서의 속도를 의미한다. 
xwu 는 블레이드 직경 길이로 무차원된 

변수 x 만큼 터빈 뒤로 후류가 진행 되었을 때 x 위치에서의 속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수식 (3.3.1)과 같은 의미로 터빈 뒤 후류에서 감소한 속도를 

분자로 초기 원 후류 위치에서부터 임의의 위치 x 에 까지 회복된 속도를 

분자로 취하면 후류에서의 속도 회복률(velocity recovery rate)를 정의 할 수 

있다. 위 식을 사용하여 후류 위치에서 난류 강도 증가에 따른 속도 회복률을 

계산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다. 

 

Figure 3.3.10 난류 강도 변화에 따른 속도 회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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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난류 강도 5.0 %TI  일 때 속도 회복률은 29%이지만, 

20.0 %TI  일 때는 34%의 속도 회복이 발생한다. 이는 터빈들 간에 동일한 

거리 일지라도, 대기 난류 강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더욱 높은 효율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난류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는 곳이라면 터빈 간 

간격을 다른 곳 보다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3.4. 대기 안정 상태에 따른 성능 분석 

앞서 3 장 2 절에서 기술한 대기 안정성 변화에 따른 터빈 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 하였다. 대기 안정성에 따라 수식 (3.2.24)와 같이 풍속 분포를 예측 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하여 수식을 다시 나타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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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 w

u z
u z

z



 

  
 

 (3.3.2) 

여기서 Businger-Dyer 관계식(수식 (3.2.20)~ (3.2.23))으로부터 대기 

상태에 따른 w 을 결정하게 되고, 지면 거칠기 길이(Roughness length, 0z )에 

따른 속도분포를 결정 하게 된다. Monin-Obukhov 길이인 대기 안정성 

파라미터, 수식 (3.2.19),를 사용하여 대기 상태를 반영하였다. 해당 수식을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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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해석 상의 편의를 위하여 안정한 대기는 1 110L  , 중립 대기는 

1 1100,000L  , 불안정 대기는 1 110L    값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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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1 은 위 파라미터 값을 기준으로 예측된 풍속 분포이다. 안정한 

대기 일수록 3 장 2 절의 설명과 값이 위 방향 대류 성분이 발생하지 않아 지면 

근처는 속도가 느리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풍속 값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불안정한 대기는 이와 반대로 낮은 고도부터 높은 고도에 이르기까지 풍속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파라미터 변수가 0 에 가까워지도록 값을 설정하면 

중립 대기라 불리는 상태로 수렴해가며, 이는 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의 

대기의 중간 정도의 속도 분포를 갖게 된다. 

 
Figure 3.3.11 대기 안정 상태에 따른 풍속 분포 

 

위 안정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음 Figure 3.3.12 과 같이 동일 풍속에서 

거리 별 출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안정한 대기는 로터 상단부의 속도가 높아 

높은 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로터 상∙하단부 간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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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커서, 블레이드 루트부 모멘트가 증가하고 출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반대의 속도 분포를 갖는 불안정한 대기는 로터 상∙하단 간의 풍속 차이가 작기 

때문에 루트부 굽힘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작고, 풍속 분포도 상대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경우보다 높은 출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3.12 대기 안정 상태에 따른 거리 별 출력 변화 

 

3.3.5. 단지 최적 설계 

본 논문의 최적 설계 단계에서는 주어진 단지 크기 내에서 터빈 간 간격 

변화에 따른 최적의 공력 성능 및 최저 소음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 하였다. 

터빈 간격은 앞, 뒤 터빈의 공력 성능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나, 단지의 

크기를 제한할 경우 두 터빈 간의 간격 변화만으로 연속적인 유동 특성 변화가 

발생하여 그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형 특성의 문제에서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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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찾는데 적합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생물학적 

진화론적인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알고리즘화 한 것으로 우성 특성을 가지는 

개체군끼리의 선택, 교배, 돌연변이 등을 활용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48] 각각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선택, Selection) 

집단 중에서 적응도에 분포에 따라서 다음단계로 교배를 행하는 개체의 생존 

분포를 결정한다. 이때 선택된 개체를 부모 해(parent)라 하며 적응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많은 자손을 남기는데 유리하다. 

 

(교배, Crossover) 

무작위로 선택된 2 개의 부모 해 사이에서 유전자를 바꾸어 새로운 개체를 

발생 시킨다. 무작위성에 의해 효율적으로 새로운 조합의 개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개체를 자식 해(offspring)라 하며, 교배의 목적은 부모 해에 있는 

우수한 속성을 자식 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돌연변이) 

유전자의 어떤 부분의 값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킨다. 부모 해에 없는 속성을 

도입하여 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유전연산자에 의해 세대교체를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우수한 해의 집합을 생성 하는 것이 전체 유전알고리즘 

프로세스의 목표이다. 유전알고리즘이 기존의 최적화 이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목적함수의 도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수의 변수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나타낸 집단을 사용함으로써 병렬연산 및 동시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확률적인 방법에 의해 전역탐색을 수행하므로 국부 해를 최적해로 찾을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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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알고리즘 역시 다양한 모델에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다. 이중에 하나인 Multi-Island Genetic 

Algorithm(MIGA)는 전체 설계 영역에서 최적 값을 찾는데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한 세대의 개체군(Population)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섬(island)에 배치시킨다. 개체의 정보 교환은 이주(Migration)에 의해 각각의 

섬끼리 이루어진다. 전체 영역에서 최적화가 진행되어 최적 값이 아닌 국부 해를 

최적해로 찾을 확률이 현저히 낮은 알고리즘이다. 

풍력 단지 공력 출력 최적 설계를 위하여 바람 방향의 단일 열에 대한 최적 

설계를 하였다. 50D 거리를 단지의 길이 방향 최대 거리로 설정하였고, 먼저 

터빈 6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간격을 조정 하도록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목적함수(Object function)는 Grady 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하였다. [49] 

 
Cost

Object function
Power

  (3.3.4) 

여기서 Power 는 단지 전체의 출력을 의미하며, Cost 는 비용 함수로 다음과 

같이 터빈 개수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간단한 모델 식을 적용하였다. [50] 

 

 
20.001742 1

3 3
NCost N e   

 
 (3.3.5) 

 

N 은 터빈의 개수를 나타낸다. Mosseti 와 Grady 등은 터빈의 성능을 예측할 

때 단순 출력 곡선만을 사용하였고, 후류 모델은 선형 모델인 Jensen 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후류 모델은 단일 터빈 뒤에서의 성능 예측에는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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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만, 단지에서의 성능 예측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단순하고,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BEMT 기법을 

이용하여 터빈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고, EVM 을 적용하여 터빈 뒤 후류 

속도를 예측 및 적용 하였다. 다양한 유속에서의 풍력 발전 단지 공력 최적 

설계에서는 목적함수를 연간 에너지 생산량(Annual energy production, 

AEP)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목적함수를 변화 시켜 적용 하였다. 

 
Cost

Object function
AEP

  (3.3.6) 

여기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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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하루 24 시간 365 일 가동 되는 것을 가정으로 n 개의 운용 가능 풍속 

범위와 m 개의 터빈에서 발생하는 출력(Power)과 각 터빈 위치에서 풍속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며, 본 연구에서는 Rayleigh 

distribution 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력과 소음의 영향을 서로 연결 시켜, 다음과 

같이 목적함수를 변화시켜 공력 및 소음 분야 간 통합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eqL nWT

Object function Cost
Power


  (3.3.8) 

소음 지도로부터 계산되는 등가소음도( eqL )의 평균 값을 취하여 전체 발전기 

수만큼 그 영향을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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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풍속) 

단일 풍속(12.5m/s)에서의 정격 출력 3.0MW 급의 터빈을 사용하였고. 최적 

성능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WT (Uo= 12.5m/s)   Power(kW)         Ct              Cp           Ueq 

=============================================================== 

    1                3119.5701         0.5654          0.4184         12.5 

    2 (  7D)          2191.4500         0.7487          0.4534         10.8 

    3 (11D)          2098.1499         0.7607          0.4584         10.6 

    4 (11D)          2086.2800         0.7614          0.4585         10.6 

    5 (11D)          2085.5000         0.7615          0.4585         10.6 

    6 (10D)          2052.1499         0.7619          0.4576         10.6 

=============================================================== 

   Total_Power         Cost        Object Function   Total Distance 

    13633.100         5.8786        0.4311978519        50.00 

Table 3.3.1 단일 풍속에서의 터빈 간 최적 배치 결과 

 

첫 번째 터빈은 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존 터빈의 성능 

그대로 출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고, 그 뒤 터빈 번호 옆 괄호에 터빈 간의 

간격을 표시하였다. 표시된 값이 최적 값이 되겠고, 이때의 성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높은 풍속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첫 번째 터빈에서 

너무 큰 간격을 설정 하게 되면, 뒤에 터빈들의 성능이 떨어지고, 너무 짧은 

간격을 설정하면, 해당 터빈의 성능도 떨어지고 풍속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에 좋지 못한 결과를 미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은 풍속을 

유지 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고 뒤따르는 터빈의 성능을 보장 할 

수 있는 터빈 간격이 설정되었다. 

 

(가동 범위 내 전 풍속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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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풍속 영역에서의 단지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전 풍속이 발생할 

빈도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보통은 발전기가 설치 될 지역의 사전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적용의 간단함과 더불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Rayleigh distribution 을 사용하였다. Rayleigh 분포 함수는 

지역의 평균 풍속 정보만을 필요로 하며, 평균 풍속이 높을수록 전 풍속 대에 

걸쳐 비교적 낮은 평균 풍속의 값들보다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Rayleigh distribution 을 통해 각 풍속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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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최적 해의 터빈 간 간격은 단일 풍속 조건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각 

풍속에서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Wind speed 

[m/s] 

Total Power 

[kW] 
Cost Object function 

5.5 1203.96 5.8786 4.8826 

6.5 2025.01 5.8786 2.9029 

7.5 3081.61 5.8786 1.9076 

8.5 4456.15 5.8786 1.3192 

9.5 6182.84 5.8786 0.9507 

10.5 8279.94 5.8786 0.7099 

11.5 10801.46 5.8786 0.5442 

12.5 13633.10 5.8786 0.4311 

13.5 16345.63 5.8786 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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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7836.67 5.8786 0.3295 

15.5 17896.35 5.8786 0.3284 

Table 3.3.2 단지 공력 최적 설계 (풍속-목적함수) 

 

(공력 및 소음 간 최적 설계) 

공력 및 소음 간 최적 설계를 위하여 아래 Figure 3.3.13 와 같이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구성 하였다. 성능 최적화만을 생각 할 경우 터빈에 의해 발생하는 

후류의 영향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성능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소음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대두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영향도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한 방안으로 원거리 소음전파 예측 

기법을 적용 하였고, 육상에 단지가 건설되는 경우라면 후류에 의한 영향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 개발에 있어 그 영향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2 장에서 기술한 터빈 블레이드 공력 설계 모듈과, 3 장에서 기술한 단지 

후류 및 단지 소음 전파 예측 모듈 들이 핵심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공력 해석을 위한 터빈 형상, 운용조건, 수음자 영역이 결정되면 이를 

입력 값으로 제일 먼저 공력 성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다. 2 장에서 기술한 

VLM 혹은 BEMT 기법을 활용하여 소음 해석을 위한 각 단면에서의 받음각, 

속도, 경계층 변수 및 성능 변수들을 기반으로 소음 예측 및 후류 속도 예측을 

수행한다.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는 다시 그 다음 터빈의 유입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터빈 수만큼 이 과정을 되풀이 하여야 하고, 소음 결과 갑은 3.2.1 에서 

기술한 음향 구를 생성하게 된다. 이는 구동 조건 및 대기 환경에 맞게 구성된 

소음원 데이터 베이스로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미리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각 터빈의 공력 성능이 완성되고, 소음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여기에서의 등가 소음도를 

목적함수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목적함수가 공력 설계만을 위한다면, 단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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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AEP 로 수정되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앞서 기술한 GA 혹은 MIGA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해를 갖도록 시뮬레이션 한다.  

 

 

Figure 3.3.13 공력 및 소음 최적 설계 알고리즘 

 

위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음의 공력 및 소음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주 풍향 방향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수음자 위치에서의 

소음 전파를 예측하여 풍력 발전 단지 배치 간격 설계를 수행하였다. 임의의 

풍력 발전단지 가로방향(바람 방향과 수직)의 길이는 직경의 5 배로 설정하였고, 

수음자의 위치는 단지로부터 직경의 10 배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수음자 위치마다 소음을 계산하여 진행하였다. 



 

79 
 

 

Figure 3.3.14 공력 및 소음 최적 설계 격자계 

 

앞서 단일 풍속 및 전 풍속 영역에서 공력 최적 설계를 수행 하였을 때 

Table 3.3.1 과 같이 터빈 간 최적 배치를 얻을 수 있었다.  

 

================================================================ 

 #WT (Uo= 12.5m/s)      Power            Ct              Cp          Leq    

================================================================ 

    1                3119.5701         0.5654          0.4184          42.7    

    2 (  7D)          2191.4500         0.7487          0.4534          46.2    

    3 (11D)          2098.1499         0.7607          0.4584          52.1    

    4 (11D)          2086.2800         0.7614          0.4585          53.3    

    5 (11D)          2085.5000         0.7615          0.4585          48.1    

    6 (10D)          2052.1499         0.7619          0.4576          42.7    

================================================================ 

   Total_Power         Cost        Object Function   Total Distance     Leq 

    13633.100         5.8786        0.1478700191        50.00        57.2 

Table 3.3.3 공력 최적 배치에서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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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Table 3.3.3 은 공력 최적 배치 결과에서의 소음을 연계한 목적함수 결과 

이다. 다음 Table 3.3.4 은 공력 및 소음을 연계한 단지 최적 배치 설계 

결과이다. 

 

================================================================ 

 #WT (Uo= 12.5m/s)      Power            Ct              Cp          Leq    

================================================================ 

    1                3119.5701         0.5654          0.4184          42.7    

    2 (  7D)          2191.4500         0.7487          0.4534          46.2    

    3 (10D)          2065.1699         0.7611          0.4575          51.6    

    4 (12D)          2117.1499         0.7609          0.4593          53.3    

    5 (11D)          2086.0100         0.7614          0.4585          48.1    

    6 (10D)          2052.2100         0.7619          0.4576          42.7    

================================================================ 

   Total_Power         Cost        Object Function   Total Distance    Leq     

    13631.560         5.8786        0.1475374699        50.00          57.0 

Table 3.3.4 공력 및 소음 최적 배치 해석 결과 

 

공력 최적 결과에서의 공력-소음 연계 목적함수는 0.14787 이며, 공력-소음 

연계 최적 결과에서의 목적함수는 0.14754 이다. 목적함수 값이 낮아야 좋은 

결과이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값의 차이가 날 정도로 공력-소음 간 연계한 

해석 결과에서 큰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결과로서, 앞 터빈의 추력이 높거나, 뒤 터빈에서 속도 감소가 심해 블레이드 

루트부 및 끝단 간의 속도 차이가 클 경우 그 만큼 소음의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공력에서 좋은 결과는 어느 정도 소음에서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소음을 낮게 유지 한 채로, 최적의 공력 성능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소음 고출력 단지 설계 모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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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풍력 발전 단지에서의 터빈의 공력 및 소음 전파 특성 분석을 위한 수치 

해석적 기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단일 터빈 및 풍력 단지에 적용하여 단지에서의 

공력 및 소음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풍력 발전 단지 공력 성능 예측을 위해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첫 번째 영역은 로터 성능 해석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먼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 예측 이다. 먼저 로터 성능을 예측 하기 위한 공력 해석 기법은 비선형 

와류 보정 기법을 사용한 블레이드 와류 격자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최적 

설계 단계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정상상태의 BEMT 기법에서 동적 후류 

모델을 적용하여 매 블레이드 회전 시 발생하는 유도 속도 성분을 계산 하여 비 

정상 상태에서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보정된 기법을 적용하였다. 공력 성능 해석 

기법은 NREL Phase VI 로터에 대해 수행하였고, 정상 상태 및 요 에러 발생 시 

출력 및 성능 계수를 비교 검증 하였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소음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저주파 

소음원과 광대역 소음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저주파 소음원 성분인 두께 및 하중 

소음은 블레이드 회전 시 발생하는 익형 주위 유동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 예측을 위해 음향 상사법을 적용하고 수치적 해석이 용이하게 

적용된 Farassat 1A formula 를 사용하였다. 광대역 소음원인 난류 유입 소음과 

익형 자체 소음은 Brooks 등이 제안한 반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풍력 단지에서의 성능 해석을 위하여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 예측을 위하여 

Ainslie 가 제안한 후류 기법을 확장 적용하였다. 기존의 모델은 2 차원 

평면상에서 거리 별 높이 방향으로의 분포 만을 예측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블레이드 회전 평면 상에서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Gaussian 

함수와 대기 안정성 모델의 유동 값의 함수로 된 경계 값을 적용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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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확장된 기법의 검증은 풍동 및 실 측정 데이터와 비교 하였고, 대기 안정 

상태에 따른 후류에서의 풍속 분포 값이 실험 및 측정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 

풍력 단지에서의 소음 전파 예측을 위하여 소음원 구를 구성하고,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 하였다. 소음원 구를 구성하는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터빈 사양 및 운용 조건에서 다수의 

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파 예측 시 계산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소음원 구가 구성되면, 음향 음선 이론을 적용한 음선 추적을 

통해 수음자 영역에서의 소음 전파 예측을 하게 된다. 음선이 소음원으로부터 

수음자 위치에 도달할 때 겪게 되는 대기에서의 굴절, 지면 근처에서의 반사, 

장애물을 지날 때 발생하는 회절 등을 고려한 예측을 하였다. 풍력 단지에서의 

소음값을 Prospathopoulos 의 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그 정확도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임의의 지형 형상을 도입하여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상기 개발된 기법들을 활용하여 풍력 단지에서의 공력 및 소음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지 내 후류 영역에 놓인 각 터빈에서의 성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빈 간 간격, 앞 터빈의 추력 변화, 대기 난류 강도 변화 및 대기 안정성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였다. 터빈 간격이 좁을수록 성능이 뒤 터빈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앞 터빈의 운동량 감소로 인해 뒤 터빈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앞 터빈의 추력이 상승하면 역시 운동량 

감소가 상승하여 뒤 터빈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대기 

난류 강도가 증가 할수록 성능 면에서는 이득을 발생하는데, 이는 대기 난류 

강도가 강할수록 후류 영역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후류 영역 끝단에서의 외부 

유동과의 혼합으로 인해 속도 회복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가 안정한 

즉, 고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심한 경우 블레이드 상∙하단 부의 속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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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발생해 루트 부 굽힘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고, 공력 성능 또한 줄어 들게 

된다. 이는 풍력 터빈이 정상 유입류가 아닌 요 에러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개발된 기법을 하나의 최적 알고리즘으로 

구축하여 터빈 간 간격에 따른 공력 및 소음 최적 결과를 도출 하였다. 특히 

단지 크기가 정해져 있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터빈 간격이 전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서 두 번째 터빈의 성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동량 감소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공력 및 소음 

최적화에 적합한 해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풍력 단지에서의 로터-후류 

상호간섭 및 소음전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로터 해석, 후류해석, 소음해석, 

소음 전파 등의 여러 수치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계산 

효율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2D 후류 모델을 Fully 3D 로 적용하지 

않고 Quasi 3D 로 변형 시켜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단지에서 풍향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오차 발생 소지가 있지만, 주 풍속 방향으로의 특성 분석에는 계산 

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도를 유지 한 채 개발 되었다. 

더욱이 단일 터빈 대 터빈, 즉 앞 터빈 바로 뒤 후류 영역에서의 속도 분포 등은 

풍동 및 실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높은 계산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터빈 기동 시 마다 계산 되는 소음 값을 사전에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소음 전파 예측 시에도 계산 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진행한 확정적(deterministic)접근 방법은 단지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를 발생 시킬 요소가 

존재한다. 실제로 3 장 1 절에서 언급한 Vindeby 풍력발전 단지에서의 후류 

측정값 역시 데이터의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측정의 평균값 비교가 

정확할지라도 단지 내에서 유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후류에서의 예측값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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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차 발생 소지가 있다. 더욱이 유동 상태에 따라 소음 특성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 접근 방법으로 인해 불확실한 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예측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류에서의 유동 불확실성에 대한 특성 

분석과 아울러 확률론적인(stochastic) 접근 방법을 이용한 공력 및 소음 예측에 

관한 추후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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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wake interaction and noise propag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wind farm were numerically studied. 

Several numerical methods were developed and they were integrated in 

order to consider their effects.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EMT, 

with the dynamic wake model was integrated as the method of aerodynamic 

analysis. Nonlinear vortex correction method based on vortex lattice method 

was also used for a better prediction of the effective angle of attack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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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distribution in the stalled and the separated flows. Moreover, the 

Farassat formulation 1A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thickness noise 

and the loading noise without the effects of the quadrupole sources. To be 

reduced a computation cost in the large analysis area, the acoustic sphere, 

the noise database of the turbine, was used as the Kirchhoff surface. The 

model based on the Ainslie's eddy viscosity model was modified for the flow 

analysis in far wakes. The model was validat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The outdoor sound propagation method was also integrat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the atmospheric states and the terrain. 

   The turbine spacing, the thrust changes of the front turbine rotor, the 

ambient atmospheric turbulence intensity and the atmospheric stability 

which are capable of changes of wind farm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The power of the rear turbine is reduced as the turbine spacing decreases 

and the thrust of the front rotor increases whereas when the ambient 

turbulence intensity is higher the higher power is obtained because the 

velocity recovery rates becomes higher. In addition, there is the power loss 

in the stable atmospheric condition since the rapid change of the wind speed 

negatively affects the aerodynamic properties. After the optimization of 

turbine spacing, it is observed that the spacing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turbine is the major design variable in terms of wind farm efficienc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ayout design considering with the entire 

momentum loss in the wind farm region should carried out. 

   In this study, the rotor-wake interaction problem and the noise 

effects in the wind farm were carefully carried out by the integrating the 

several numerical methods. The proposal methods are highly efficiency in 

terms of the computational cost while it maintains reasonable accuracy in 

the case of the column-aligned layou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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