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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단

지는 개별 풍력발전기의 배치와 풍향에 따라 전체 

발전량이 달라진다. 그 원인은 바람이 풍력발전단지

에 미치는 풍향 선상에서 앞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를 

지날 때 발생하는 ‘후류 영향(Wake Effect)’ 때문이

다. 후류 영향은 뒤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들의 유동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따라서 

이러한 후류 영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단지의 발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왔

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대 발전을 위한 목적 함수의 

최적화 계산 실행 시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전에 미리 

최적화된 풍력발전기 배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것이고[4-6], 둘째는 이미 구축된 풍

력발전단지의 레이아웃과 주변 환경 정보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처럼 모사하여 후류 영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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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운영을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7-10].

전자의 경우는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전에 미

리 진행하는 것이므로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풍향과 풍

속, 풍력발전기의 배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

어 지령치를 각 풍력발전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므로, 후류 영향 계산 소요시간 및 최적화 알고리

즘의 계산 소요시간의 개선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풍력발전단지의 레이아웃이 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풍향, 풍속, 주변 

환경에 의한 후류 값을 미리 계산해 놓고, 그 결과를 

룩업 테이블로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조회 및 운영하

는 연구 사례들이 있었다[10,11].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 사례들은 주로 RTDS (Real Time Digital

Simulator)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이거나 

일렬로 정렬된 연구용 풍력발전기 및 사이트를 이용

한 실험 사례가 대부분이며, 실제 상업 운영 중인 풍

력발전단지에서 실험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에 대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거의 모든 풍력발전단지들은 최대한의 수

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항상 모든 풍력발전기들

을 최대전력추종(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 모드로 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

기 때문이다[12]. 즉, 풍력발전단지의 운영자들은 현

재 선호하고 있는 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연구자가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로, 실제 상업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시

뮬레이션 환경과 달리 주변 지형의 변화, 이웃한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의 운영 여부 등 예기치 못한 변수

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미

리 계산된 룩업 테이블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에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

간으로 최적화된 제어 지령치를 계산해 내야만 상업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에서의 실험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후류 영향을 고려한 최대 발전 제

어 실험을 실제 상업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에서 

수행하기 위해, 제어 지령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지령할 수 있도록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 단축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 풍력발전단지에 허락을 구하

여 실험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예기치 못

한 이슈사항에 의한 유연한 로직 변경을 위해 스크립

트 기반 운영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했다[13]. 그리고 구축한 EMS에 실제로 발생했

던 이슈사항들의 해결을 위한 운영 로직 스크립트들

을 적용해 가며 실증 실험을 진행해 나갔다.

2. 풍력발전단지 출력 최적화 

2.1 단일 풍력발전기 후류 모델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실시간 최대 발전 

제어를 위해 Jensen 후류 모델을 이용했다[14, 15].

Jensen 후류 모델은 Fig. 1과 같이 풍력발전기 회전

자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단순한 선형 모델이다. 여기

서 는 회전자의 지름, 는 후류의 거리, 는 후류 

영역의 풍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후류 영역의 

지름을 나타내고 다음의 식 (1)로 도출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상수로서, ‘후류손실계수’를 나타내며 

후류 영역이 퍼져나가는 크기를 결정한다. 후류손실

계수는 경험적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

으로 육상에서 0.075를 사용하고, 해상에서 0.04를 주

로 사용한다[16]. 본 논문의 실증 사이트는 육상 풍력

발전단지이므로, 0.075를 후류손실계수로 사용했다.

2.2 후류 상호작용 모델

Jason R. Marden은 후류에 의해 감속되어 각 풍력

발전기에 가해지는 입력 풍속을 Katic이 제시한 운

동량 균형의 원리를 이용해 다음의 식 (2)와 같이 정

의했다[7,15].

Fig. 1. Schematic view of Jensen wa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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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는 i번째 풍력발전기의 입력 풍속이

고, ∞는 자유단 풍속으로서 풍력발전단지의 주변 

풍속을 나타내며,  는 후류에 의한 감속 풍속이

다. 감속 풍속에 사용된 는 유도 계수로서, 풍력발전

단지의 최대 발전 제어를 위한 최적화 변수로 사용된

다. N개의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

각 풍력발전기에 대한 감속된 풍속은 다음의 식 (3)

으로 정의된다.


  



∈      

 

 




→ 


(3)

식 (3)의 는 i번째 풍력발전기의 회전자가 형성

하는 면적이고, →는 앞에 위치한 j번째 풍력발전

기에서 발생한 후류 영역과 뒤에 위치한 i번째 풍력

발전기의 회전자 영역이 중첩하는 부분의 면적이다.

후류 중첩 영역의 형성 원리는 Fig. 2에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다.

Fig. 2. Wake overlap area between two wind turbines.

2.3 후류 영향을 고려한 출력 최적화

Jason R. Marden은 각 풍력발전기 출력  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식 (4)를 사용했다[7]. 여기서 

와   는 각각 공기 밀도와 출력 계수를 나타낸다.


  


 

 (4)

단, 풍력발전기는 ‘시동 풍속’과 ‘정격 풍속’이 존재

한다. 따라서 김연희는 식 (4)에 시동 풍속 _과 

정격 풍속  , 그리고 정격 풍속일 때의 ‘정격 출

력’인 를 적용하여 다음의 식 (5)를 제안했다[9].


   

 if_ ≤ ≤

 if   (5)

여기서 출력 계수인   는 발전량 최적화를 위

한 유도 계수 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6)으로 정의

된다[7-9,16].

     
 (6)

그리고 출력 계수 
 의 최댓값은 풍력발전기

의 최대 한계 효율인 Betz 한계, 즉 0.593이며 그에 

대한 풍력발전기 유도 계수 는 최대 0.333이 된다

[16]. 여기서 만약 입력 풍속이 정격 풍속 이상이면,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정격이며, 이로 인해 
 는 

식 (7)과 같이 상수로 결정되고, 도 식 (6)에 의해 

상수가 된다[9].

  


 (7)

최종적으로, 풍력발전단지의 전체 출력은 식 (8)

과 같이 정의되고, 최대 출력 제어를 위한 유도계수 

를 찾는 목적 함수는 식 (9)가 된다[7].

 
∈

  (8)

∈
∈

argmax  (9)

3.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 개선

3.1 제안 방법의 개요

풍력발전단지 실증 사이트의 풍향과 풍속은 시시

각각으로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의 

최대 출력을 위한 각 풍력발전기의 제어 지령치는 

풍향과 풍속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어 지령치의 최적화는 개별 

풍력발전기의 유도계수를 변수로 정의한 비선형 최

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

선형 최적화 알고리즘들은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

록 시간복잡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최적화된 

출력 제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 Fig. 3과 같

이 최적화 계산의 대상을 후류 밴드로 나누어 개별적

으로 수행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후류 영향이 후류 

발생 지점으로부터 무한하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

에 ‘후류 영향 거리 한계’를 두어 후류 밴드를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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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제안한다.

3.2 후류 영향 거리 한계

본 논문에서는 Jensen 후류 모델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기의 후류 영향을 계산한다. 2장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Jensen 후류 모델은 후류의 영향으로 인한 

풍속의 감속이 바람이 지나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2차함수의 특성상 후류의 영

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0에 수렴하기만 할 뿐, 0이 

되지는 않게 된다. 이런 조건으로 후류 밴드를 찾게 

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후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판단하게 되므로 후류 영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

하고 후류 밴드에 포함되는 풍력발전기들이 나타나

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후류 영향은 일정 거리를 벗어나

게 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IEC 61400-12 규정에

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기상 정보 측정을 위한 기상탑

(Met Mast, 다른 표현으로는 Measurement Tower)

이 후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위해, 그 위치를 

풍력발전기들로부터 회전자 직경의 2∼4배 사이에 

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2.5배가 권장되고 

있다[17]. 즉, 회전자 직경의 4배 이상의 거리가 되면 

후류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후류 영향을 전산 유체 역학(CFD: Compu-

tational Fluid Dynamics) 기반으로 분석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CFD로 정밀하게 분석했

을 때의 후류 영역 풍속은 Fig. 4에서 나타나듯이 회

전자 직경의 7배 거리에서 자유단 풍속의 99%로 회

복하고 있다[18].

이처럼 후류의 영향을 무시해도 될 실질적인 영향 

Fig. 4. CFD-based analysis result of the speed behind 

the wind turbine.

거리가 존재하므로, 해당 거리보다 멀리 위치한 풍력

발전기들은 후류 밴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후류 밴드를 탐색할 때 후류 영향 

거리 한계 안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들만 후류 밴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3.3 후류 밴드 탐색 알고리즘

Fig. 5는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들을 

후류 밴드로 나누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단, 모든 

풍력발전기의 집합 은 바람의 진행 방향 순으로 정

렬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알고리즘을 보면 의 후류 영향을 받는 를 찾았

을 때 가 기존에 만들어진 후류 밴드 에 속해

있는 경우, 현재 만들고 있는 에 기존의  를 

병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후류 밴드가 병합되는 

경우의 예시를 Fig. 6에 표현했다.

Fig. 6을 보면, 의 후류 영향을 받는 풍력발전기

Fig. 3. Overview of parallel optimization by wak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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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때는 는 전혀 상관이 없는 풍력발전기였

다. 대신 후류 영향 중첩 영역 →에 의해 가 후류 

밴드로 포함되었다. 그 다음 의 후류 영향을 받는 

풍력발전기를 찾을 때 →에 의해 와 가 후류 

밴드로 생성되어야 했으나, 가 이미 과 함께 후

류 밴드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류 밴드 { ,

}에 가 병합된다.

후류 밴드 { ,  , }의 경우는 의 후류 영향을 

받는 풍력발전기를 찾을 때  ,  모두 포함되었다.

단, 의 후류 영향을 받는 풍력발전기를 찾을 때 

은 이미 가 속해있는 { , } 후류 밴드에 포함되

어 있으므로 아무런 처리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후류 밴드 탐색 알고리즘의 12번째 행을 보면, 앞

뒤 풍력발전기의 거리 
가 후류 영향 거리 한계

인 보다 클 경우, 풍력발전기 의 후류 영향을 

받는 풍력발전기의 탐색을 종료하고 있다. 즉, 의

범위 안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들을 대상으로 후류 영

향을 고려하고, 그 뒤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들은 관심 

영역 밖으로 두어 의미 없는 탐색을 생략한 것이다.

Fig. 7을 보면,  값에 의해 관심 영역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a)에서는 최전방과 최후방 풍력발

전기의 후류 영향 중첩 영역으로 인해 모든 풍력발전

기가 후류 밴드로 묶여있지만, (b)에서는 후류 영향

이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다 먼 풍력발

전기들을 무시하여 후류 밴드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

었다. 그로 인해 후류 밴드 내의 풍력발전기들의 수

가 적어지게 되고,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4 후류 밴드별 최적화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들을 후류 밴드로 나누

어 출력 최적화 계산을 실행하여 전체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체 풍력

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최적화 계산과, 후류 밴드를 

적용한 최적화 계산의 소요시간을 비교했다. 여기서 

최적화 계산 알고리즘은 COBYLA(Constrained

Optimization by Linear Approximation)를 사용했으

며, 본 논문에서 실증을 진행할 풍력발전단지의 레이

아웃에 적용하여 실험했다.

Fig. 8은 후류 영향 거리 한계를 7D로 설정하고 

1: given       

2:  ←

3: ← 

4: for all ∈ do
5: ← 

6: if  is NULL then
7: ← 

8: append  to 

9:   ←

10: end if
11: for  ←  to  do
12: if    then

13: break
14: end if
15:  ← 

16: if  ≠ and →  then

17: if  is not NULL then

18: for all ∈ do

19: append  to 

20: 
 ←

21: end for
22: else
23: append  to 

24: end if
25: end if
26: end for
27: end for
28: for all ∈ do
29: if  ∉ and 

  then

30: append  to 

31: end if
32: end for

Fig. 5. Wake band search algorithm with wake distance 

limit.

Fig. 6. Examples of wake band 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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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풍향별로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전체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풍향에 대한 최적화 계

산 소요시간이 후류 밴드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보

다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실험하게 될 실증 사이트 

레이아웃에서, 모든 풍향에 대한 최적화 계산 소요시

간 개선율 평균을 각 후류 영향 거리 한계별로 나타

낸다. 단, 후류 영향을 전산 유체 역학 으로 분석했던 

사례에 의하면 7D 미만의 거리에서는 후류 영향이 

반드시 발생한다[18]. 따라서 7D의 후류 영향 거리 

한계부터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 개선율을 평가했다.

그 결과, 후류 영향 거리 한계가 7D일 때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이 약 93.94% 개선되고, 15D일 때는 약 

78.33%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5D 이상의 거리

는 풍력발전단지의 최대 너비를 넘는 거리이기 때문

에, 약 78.33%에서 더 이상 개선율의 변화가 없으므

로 Table 1에서 제외했다.

4. EMS 구축 및 실증

본 논문의 목표는 후류 영향을 고려한 실시간 최

대 출력 제어 로직을 상업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에 

적용하여 실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업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 유휴기

간이 없는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고 있어, 연구자가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

다. 그리고 실증 사이트에서의 실험 중에 시뮬레이션 

(a) (b)

Fig. 7. Separation of wake bands by region of interest setting. (a) No limit and (b) set limit.

Fig. 8. Comparison of optimization time before and after wake distance limit application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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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축해야 할 풍력발

전단지 EMS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예기

치 못한 변수로 인한 제어 로직의 변경이 용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단지 EMS를 다양한 설비 

데이터를 이용한 유연한 운영 로직 관리를 위해, 유

동적 태그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스크립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Fig. 9는 본 논문에서 구축한 

풍력발전단지 EMS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다.

풍력발전단지 EMS의 실증 운영 사이트는 제주도

에 위치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다. 전체 발전 용

량은 30 MW로,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한진산업

에서 제작한 2 MW 풍력발전기가 15기 설치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증 사이트를 기반으로,

Fig. 10과 같이 풍력발전단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15기의 풍력발전기와 Modbus 프로토콜로 통신하도

록 인터페이스 모듈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화

면에 운영 현황 데이터를 표시했다.

그리고 후류 영향을 고려한 최대 출력 제어 실험 

운영을 진행했다. 여기서 후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공기 밀도는 1.225 ㎏/㎥, 후류 손실 계수는 0.075, 후

류 영향 거리 한계는 7D로 설정했다. 하지만 실증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및 준비과정

에서 파악하지 못한 몇 가지의 이슈사항이 발생했으

며,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슈사항과 그

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결과를 설명한다.

4.1 기상탑 통신 인터페이스 이슈

본 논문에서는 후류 밴드를 탐색하기 위해 기준 

풍향을 기상탑으로부터 수집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당시 기상탑에 설치되어있던 데이터 수집 장치에 통

신 회선 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기상탑에 방문하여 USB 메모리 등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각각의 풍력발전기에 

설치되어있는 풍향/풍속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

류 밴드 탐색 기준 풍향을 직접 계산하기로 했다. 해

당 계산 로직은 본 논문에서 구축했던 유연한 운영 

로직 관리를 위한 스크립트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설비와 직접 인터페이스하지 않는 가상 태그 계산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적용했다. 스크립트 설정 화면

과 내용은 Fig. 11과 같다.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각 풍력발전기 

태그들을 가져와 배열의 형태로 선언했다. 그리고 각 

Table 1. Optimization time improvements by wake dis-

tance limits.

Wake distance
limit [D]

Optimization time
improvement [%]

7 93.94

8 92.77

9 91.96

10 88.66

11 86.28

12 84.25

13 80.13

14 79.90

15 78.33

Fig. 9. Configuration diagram of wind farm EMS.

Fig. 10. Real-time monitoring screen of wind farm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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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의 풍향을 나타내는 WindDirection 태그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풍향 벡터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결과는 EMS.WindDirection이라는 가상 태그에 

저장했다. 이로써 기상탑과의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

하여 알 수 없었던 후류 밴드 탐색 기준 풍향을 자체 

계산을 통해 산출하여, 후류 밴드 탐색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2 비정상적인 후류 현상 이슈 

후류 영향을 고려한 최대 출력 제어 기능을 활성

화하기 전, 후류 밴드 탐색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

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후류 현상이 발견되었다.

Fig. 12를 보면 8호기가 7호기에 의해 후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분 동안 발전량이 더 크

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서풍이 불 때 7호기와 8호기

에서 가끔씩 발견되었다. 해당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주로 7호기와 8호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서쪽에 위치한 채석장과, 실

증 사이트에 소속되지 않은 풍력발전기의 영향일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채석장의 경우는 땅이 깊게 

파여 다른 지대보다 고도가 낮아 바람에 왜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타 사이트의 풍력발전기는 기

동 여부에 따라 본 논문의 실증 사이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으로서 정확한 원

인은 불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 방향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뒤쪽의 풍력발전기보다 발전량이 적은 

풍력발전기의 경우는 반드시 후류 영향 최적화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맨 앞에 위치한 풍력발전기의 

풍속을 자유단 풍속으로 정의하여 후류 영향을 계산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유단 풍속 입력으로 인해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Fig. 11. Wind direction calculation script.

Fig. 12. Abnormal wake effec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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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g. 13처럼 비정상적인 후

류 영향이 발견될 경우 해당 풍력발전기를 후류 밴드

에서 제외시켰다. 비정상적인 후류 영향에 대한 예외 

처리 로직은 Fig. 5에 설명한 후류 밴드 탐색 알고리

즘 16행의 →
 조건에 논리곱 연산으로 추가하

면 된다. 따라서 앞뒤 풍력발전기의 풍속 비교 연산

을 후류 밴드 탐색 스크립트에 추가하여 실증 운영을 

진행했다.

4.3 풍력발전기 요(Yaw) 제어 이슈

풍력발전기 회전자가 바라보는 방향의 회전반경

을 ‘요(Yaw)’라고 한다. 실제 풍력발전기의 후류 방

향은 입력 풍향과 현재 요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

약 입력 풍향과 요 각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후류의 

방향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19]. 이러한 왜곡은 후

류 제어를 고려한 최대 출력 제어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과 제어를 위

해서는 실시간으로 풍력발전기의 요를 제어하여 입

력 풍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하지만 Fig. 14와 같이 

실증 사이트 풍력발전기의 입력 풍향과 요 각도에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증 사이트의 풍력발전기들은 개별적으로 풍향/

풍속계를 탑재하여 자체적으로 요 제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요의 제어가 기계적 제어이기 때문에 빈번

하게 제어를 수행하지는 않고, 수 분간의 지연을 두

어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후류 영역에 왜곡이 발

생할 여지가 다분한 상태였다. 물론, 실증 사이트의 

각 풍력발전기에 커맨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입

력 풍향과 요를 일치시킬 수도 있었지만, 기계적 제

어로 인한 고장이 염려되어 실증 사이트 운영사의 

반대로 직접 시도해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입력 풍향과 요 각도의 오차

가 특정 범위 내로 발생할 경우에만 후류 밴드를 구

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도 비정상적

인 후류 영향에 대한 예외 처리와 마찬가지로, 후류 

밴드 탐색 알고리즘 16행의 →  조건에 논리곱 

연산을 추가하면 된다. 해당 방법은 실증 사이트 운

영사도 찬성했으며, 계산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운영 

로직에 적용하여 실증 운영을 진행했다.

4.4 운영 결과 분석

운영 진행 단계에서 발생한 몇 가지의 이슈사항에 

대한 방안을 적용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을 다

시 진행했다. 단, 이슈사항 방안 적용으로 인해 후류 

밴드를 생성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제어 

동작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후류 

밴드가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고 제어 지속

시간도 매우 짧게 나타났다. 제어 실행 이력들 중 가

장 지속시간이 길었던 제어 사례는 약 47초였으며,

해당 사례의 분석 결과를 Fig. 15에 나타냈다.

Fig. 15를 보면, command 지령 지점부터 MPPT

재시작 지점까지 47초간 풍력발전기 14호기에 제어 

지령이 들어갔다. 처음 지령이 들어가고 나서 6초 후 

14호기가 제어 지령에 반응하여 출력이 저감되었으

며, 그로부터 69초가 지났을 때 최대 출력에 도달했

다. 제어 응답 시작 시점과 최대 출력 도달 시점의 

입력 풍속과 출력을 Table 2에 표시하고, 출력의 합

계를 이용하여 개선율을 계산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풍력발전단지의 실시간 최대 발전 제어

를 위한 EMS를 구현하여, 실제 상업 운영 중인 풍력

발전단지에 적용하고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Fig. 13. Exception handling for abnormal wake effects.

Fig. 14. Comparison of input wind direction and wind tur-

bine yaw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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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풍력발전단지의 실시간 최대 발전 제어란, 후

류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 풍력발전기의 최적화된 제

어 지령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제어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최적 운영을 위한 EMS의 실증 사이

트 실험을 완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

지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첫째로, 후류 영향을 고려한 제어 지령치 최적화 

계산 소요시간 개선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후류 밴드 기반 최적화와 후류 영향 거리 

한계 설정을 제안했다. 그 결과 후류 영향 거리 한계

를 7D로 설정하여 후류 밴드를 적용했을 때, 실증 

사이트의 풍력발전기 배치 레이아웃에서 계산 소요

시간이 약 93.94%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로, 유연한 운영 로직 변경이 가능한 EMS의 

설계 및 구현을 진행했다. 실제 상업 운영 중인 풍력

발전단지들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므

로, 실증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이 우려되어 

실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의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이슈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스크립트 엔진과 그에 대한 편집 기능을 

구현하여 대비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작업을 진행한 후, 완성된 

풍력발전단지 EMS를 실증 사이트에 설치하여 실험 

운영을 진행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기상탑 통신 

인터페이스 관련 이슈사항과 비정상적인 후류 현상

에 대한 이슈사항, 풍력발전기 요 제어 관련 이슈사

항 등이 발생했으며, 해당 이슈 사항들은 모두 운영 

로직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리

고 얻어낸 운영 사례들을 기반으로 실증 사이트에서

의 실험을 완료했다.

차후에 개선해야할 사항으로서, 운영 로직 스크립

트 수정으로 해결했던 이슈사항들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 요 

Fig. 15. Optimized control case for wake effects.

Table 2. Optimized control results for wake effects.

Time [s]
Wind speed [㎧] Power [kW] Improvement

[%]Front (#14) Back (#13) Front (#14) Back (#13) Total

0 9 5 852.66 123.37 976.03
32.21

69 9 7 891.75 398.66 12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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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관련 이슈사항의 경우는, 풍향과 요 각도의 불

일치로 인한 후류 영향 왜곡에 대응 가능한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현장 실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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