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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발전 단지조성을 위한 풍력자원 평가 시 중요한 평가요

소 중 하나는 풍속전단(wind shear)이다. 지속적인 풍력발전

기(wind turbine)의대형화에따라회전자(rotor) 직경이증가

하게되었고이에따라회전자에높은풍속전단에의한고응력

(high stress)이발생하여결과적으로구조적인하자유발의잠

재요인이되고있다. 김현구등(2005)에의하면우리나라는해

안지역의 풍력자원이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해안지역에서는 해륙풍에 의한

일간풍향, 풍속변동이상존하며특히해풍일경우에는바람이

해수면을지나서유입되므로풍속전단이작은데반하여육풍일

경우에는 육상의 지형지물에 의해 풍속전단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전술한풍력발전기회전자의구조적인안전성과내구성

측면을고려할때정 한풍환경분석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역에서 풍력자원 평가(김현구 등,

2003)를위해측정된풍황자료(wind data)를이용하여해안지

역풍속전단의형태를분석하고아울러제한된높이의저층측

정값을 풍력발전기 허브(hub) 높이의 고층으로 어떻게 외삽

(extrapolation)하여산정하여야할지에대한방법론을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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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중하나는풍력단지의장기간운 시경제성평가로, 이

를 위해서는 장기간 보정(long-term correlation) 분석이 필

요하다. 즉, 풍력자원 평가를 위한 현장실측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단기간 측정자료에 국한되므로 이를 통계적인 예측방

법을 이용하여 장기간 보정하게 되는데, 이 때 대상지역 인근

의 신뢰도 높은 기상측정소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보정-

예측(Measure-Correlate-Predict; MCP)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

형의 복잡성에 의해 측정지점과 참조지점 간의 선형적인 기상

학적 상관성을 가정한 MCP 분석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용이

있을지에대한확인및검토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형적

MCP 분석법(Walmsley & Bagg, 1978)과 행렬 MCP 분석법

(Woods & Watson, 1997), 그리고결합확률(joint probabili-

ty) MCP 분석법(Garcia-Rojo, 2004)을포항지역에적용하여

MCP 분석법 3종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별하 다.

2. 풍속전단형태분석

2.1 풍황측정개요

본 연구에서는 포항제철소 풍력발전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를 위하여 측정, 검증된 풍황자료(김현구, 2003)를 이용하

다. 풍황측정은Fig. 1에표시된바와같이경상북도포항시

일만에위치한포항제철소부지내바다쪽선단의등대입구측

정지점 #1에서 수행되었으며, 풍황측정기인 NRG-NOW

9200과9300 2식을설치하여20, 30, 40m 높이에서풍속, 풍

향, 기온을 측정하 다. 측정기간은 2001년 10월에서 2002년

11월까지 14개월간으로 결측은 없었으며 10분 평균자료로 수

합하 다. 참고로측정지점#2은보정목적의추가적인측정지

점이며, 분석결과가 정성적으로 측정지점 #1과 동일한 풍황특

성이확인되었으므로본연구에서는별도로고려하지않았다.

2.2 풍속분포지수산정

대기경계층(atmospheric boundary layer)은난류경계층의

일종으로 풍속의 연직분포는 로그법칙(logarithmic-law) 또

는 지수법칙(power-law)으로 근사할 수 있으나 공학적인 용

도에는 주로 활용이 간편한 다음의 지수분포식이 사용된다

(Stull, 1991).

V(z) = Vref(z/zref)
α (1)

위 식에서 V(z)는 지면높이 z[m]에서의 풍속[m/s]이며 Vref

는 기준높이 zref에서의 풍속 그리고 α는 풍속분포지수(wind

profile exponent) 또는풍속전단지수(wind shear exponent)

이다.

일반적으로풍속의연직분포형상을결정짓는풍속분포지수

α는준정상상태(quasi-steady state)를가정할때대기안정도

(atmospheric stability)와지면거칠기(surface roughness)에

의해결정되므로만일대상지역에해당하는풍속분포지수값을

알고있다면Eq. 1을이용하여임의높이에서의풍속을산출할

수 있다. 지면거칠기에 따른 풍속분포지수는 세계 각국의 관측

자료를 정리한 Davenport(1965)와 Counihan(1975)의 문헌이

대표적인 산출지침이며 우리나라는 건축물 설계시 풍하중 계산

을위한「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 2000)

과 그 해설서(대한건축학회, 2000)에 지역별 노풍도(exposure

category) 분류기준과풍속분포지수가제시되어있다.

건축기준에 따르면 포항지역은 대도시 주변지역 시가지 및

산림지역에 해당하는 노풍도 B(α=0.22)에 해당된다. 그러나

Fig. 1의등대입구측정지점#1은해풍일경우에는장애물이없

는해수면을거쳐바람이불어오므로노풍도D(α=0.10), 육풍일

경우에는포항제철소의공장건물과굴뚝에의한전단력이작용

하므로노풍도B로분류되어야할것이다. 한편Table 1에정리Fig. 1 Wind mast locations at Pohang Stee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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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와 같이 풍력발전기 국제 설계인증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998)에서는 정상가동 시 모

든 풍속등급에 대해 α=0.20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공인 인

증인 DNV(Det Norske Veritas, 2001)은 대기안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지수값을, 그리고 GL(Germanischer Lloyd)은

0.16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엇갈리는 풍속분포지수에

대한 제안기준은 풍속분포지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풍력발전에 있어서 풍력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풍속분포지수의 정확한 산

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Eq. 1로부터유도되는다음식을이용하여풍

속분포지수를산정하 다.

a = ln(V2/V1)/ln(z2/z1) (2)

위 식에서 첨자 1, 2는 풍황측정기의 각기 다른 높이, 즉 동

일한측정지점의20m, 30m 또는40m 높이를의미한다.

일정기간또는일정조건의풍속분포지수평균값은Fig. 2에

제시한예와같이40m 높이의풍속값을기준으로각높이에서

의 풍속을 산술평균한 후 이를 지수식으로 곡선접합하여 산출

하 다.

2.3 풍속전단형태분석

Fig. 3은 전술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별 풍속분포지수로

하계에는 낮고 동계에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지에서

측정된 경우라면 식물생장에 의해 하계의 풍속분포지수가 높

은 것이 일반적이지만(김현구와 최재우, 2002) 등대입구 측정

지점은식물생장의 향이없는곳이며, 따라서동계에포항제

철소를 거쳐 바다로 환기되는 남서풍 계열이 탁월한 관계로

풍상부에 위치한 공장건물과 연돌 등의 인위적 거칠기 요소의

향에의해풍속분포지수가크게산출된것으로판단된다. 

Fig. 4에 제시한 월별 풍향변동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경향

이 확인되는데, 2월은 계절풍에 의해 남서풍이 탁월하지만 풍

속분포지수가가장낮은9월은특히북풍계열의강풍이지배적

으로나타나고있어앞서의분석이유효함을입증한다.

한편 풍향별 풍속분포지수를 도시한 Fig. 5를 보면 역시 시

내와 포항제철소를 거쳐 바다로 환기되는 남서풍 계열에서 앞

서 분석한 공장건물에 의한 전단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에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동북풍 계열의 풍속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있다.

IEC DNV GL

Wind shear α=0.2
Unstable α=0.16

α=0.16

exponents for For all wind
Neutral α=0.22

For wind

normal operating speed 
Stable α=0.35

class I and II

conditions classes sites

Wind shear Equivalent to
Discussed

Equivalent to

exponents for shear exponent
but no firm

shear exponent

extreme α=1.13 in 
recommendation

α=0.55 in

events steady flow steady flow

Table 1 Summary of Wind Turbine Design Certifications

Fig. 2 Regression plot of wind profile exponent.

Fig. 3 Monthly wind profile exponents.

Fig. 4 Variations of wind direction.

(1) February 2002

(2) Sept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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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입구 지점에서의 방위별 출현빈도와 풍력에너지 도

(wind energy density)의 바람장미를 살펴보면(Fig. 6), 포항

지역의주풍향은남서풍과북풍이지만실제적으로풍력에너지

는해풍인북풍계열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풍속

전단에 의한 향은 상대적으로 육풍계열인 남서풍에 비하여

작은것으로판단된다.

Fig. 7은 풍속분포지수의 일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풍속분포지수의 평균변동폭 최대값은 0.1로 그다지 크게 나타

나고있지는않으며시간별변동폭을보면11시부터20시사이

의 해풍시간대에 비교적 변동이 적은 균일한 바람이 불어온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간보다 야간의 풍속분포지수

의변동폭과상한값이크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야간에는육

풍이지배적이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Fig. 8은 일간 풍향변동과 풍속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주간시간대의해풍풍속이타시간대에비하여강함을알수있

어 앞서 고찰한 풍력에너지 도 바람장미의 주풍향이 해풍인

북풍계열로산출되었던것과동일한해석임을의미한다.

Fig. 9는 풍속분포지수값에 따른 출현빈도를 도시한 그래프

로, 풍속분포지수의 산출구간을 20, 30m로 선택한 경우, 30,

40m구간으로 선택한 경우 그리고 20, 40m 구간으로 선택한

경우로구분하여도시하 다. 전반적으로저층구간인20, 30m

구간보다 고층구간인 30, 40m 구간에서 산출된 풍속분포지수

가높은지수값의출현빈도가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고층

에서는극한전단풍속이발생할확률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즉, 포항지역 풍황측정의 경우에도 α＞0.5의 출현빈도가

15%를초과하고있으며10분평균풍속에의한풍속분포지수가

0.75를 초과하는 큰 풍속전단이 발생하므로 구조적인 안정성

을 검토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Fig. 10은

실제로 2001년 11월야간시간대에발생한극한풍속전단의사

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극한 풍속전단의 지속시간이 12시간이

며 풍향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의 풍력하

중은피로파괴의요인이될수있다.

본연구에서분석한20~40m의저층구간에서도풍속전단의

형태는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은 반면 multi-MW 풍력발전기

의 허브높이는 일반적으로 65m 이상이므로 고층구간에서의

풍속전단에대한정 한분석이필요함을시사한다. 실제로현

재국내에서사용되는풍황측정기는주로40m 높이이지만풍

력발전기의 설치추세는 대형화에 따라 고층화되고 있어 풍황

측정높이와 풍력발전기 허브높이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

는추세임을고려할때지형적인요인으로풍속전단이클것으

Fig. 5 Wind profile exponents by wind direction.
Fig. 6 Wind roses of frequency and energy density.

(1) Frequency (2) Energy

Fig. 8 Diurnal variation of wind speed and direction.

(1) Variation of wind direction

(2) Variation of wind speed

Fig. 7 Diurnal variation of windprofile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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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단지후보지에서는 60m 이상의 풍황측정기를 이

용한 측정이 추천되며 또한 현재 가동중인 풍력발전기의 풍황

측정자료를이용한풍속전단분석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2.4 풍속높이보정

대부분의 경우 풍황측정기의 높이제약에 의해 풍속분포식

(Eq. 1)을이용하여측정풍속을풍력발전기허브높이의풍속으

로 보정하여 설계를 한다. 이때 높이보정 방법에 따라 외삽결

과에 오차가 포함되는데, 외삽된 허브높이에서의 풍력에너지

도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차가 세제곱으로 증폭되므로 풍속

높이보정은풍력자원평가및풍력단지설계시매우중요한부

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속의 높이보정에 따른 오차를 분석하기 위

하여풍황측정기30m 높이에서의측정풍속에Table 2와같이

여러 가지 조건별 풍속분포지수를 적용하여 40m 높이에서의

풍속및풍력에너지 도를산출하여상호비교하 다.

참고로 높이보정에 따른 풍속보정값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

하여L2-Norm을다음과같이정의하 다.

L2||xn|| =   ||xn||2 ;   xn≡ (3)

예측된 풍력에너지 도를 보면 월별 또는 풍향별 풍속분포

지수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풍력발전기 국제 설계인증에

서 제시하는 풍속분포지수가 유효한 보정결과를 제공함을 확

인할수있다. 그러나풍속예측값의L2-Norm을살펴보면비

록 풍력에너지 도의 예측은DNV와 IEC의 제안값이가장 좋

은 결과를 보 지만 이는 과소예측과 과대예측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며 실제적인 시간별 예측값의 누적오차는 주야간으로

구분된 풍속분포지수를 적용한 경우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장기간으로 확장한다면 풍력에너지

도의 예측값도 주야간별 풍속분포지수에 의한 산출결과가

가장 정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언급할 것은 본 연구에

서는 동해안의 특정지역 풍황측정에 대한 분석이므로 이러한

결과를일반론화하기위해서는보다다양한국내사례에대한

분석이요구된다.

3. 측정-보정-예측법응용

3.1 기상관측소활용

풍력발전 단지설계 시 풍황측정기에 의한 단기간 실측의 불

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장기간 보정을 수행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간 측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2개월간의 연속측정이 이루어져야 장기간 보정이 가능하며

단기간 측정이 9개월 이하일 경우 장기간 보정의 오차는 10%

를 초과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상당한 오

차를초래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역 풍속의 장기변화 추세의 고찰을 위

해 우선적으로 등대입구 측정지점으로부터 동쪽 5km 지점에

Vmast –Vref

Vref

N–1
∑

n=0

1
N√

Fig. 9 Distribution of wind profile exponents by height.

Fig. 10 Prolonged high wind shear event.

Method α WED[W/m2] % Diff. L2-Norm

Mast at 40m 257.29 - -

Monthly Fig.3 245.54 -4.6% 8.965

Annual 0.193 250.65 -2.6% 8.533

Day/Night 0.17/0.22 250.83 -2.5% 8.496

Directional Fig.5 244.61 -4.9% -

IEC 0.20 251.92 -2.1% 8.545

DNV 0.22 257.32 -0.1% 8.600

Table 2 Comparison of the predicted energy density at 40m-
height by using 30m-height measurements

*Night: 2200~0600



위치한포항기상대(Fig. 1)의장기간기상관측자료를활용하

다. 일반적으로1년간의단기측정을수행하 다고한다면우선

해당기간의 연평균 풍속과 월간변화가 장기간의 풍속변동 특

성과어떠한상관성이있는지고찰하여야하며이때인근의신

뢰도높은기상관측자료를이용하게된다. 이때간과해서는안

될것은참조지점인기상관측소의관측위치가과연그지역풍

황의대표성이있는지, 관측자료의품질이풍력자원평가에적

합한지에대한기상학적, 지정학적고려가반드시필요하다.

Fig. 11은 포항기상대에서 관측된 지난 20년간의 지면기상

및 상층기상 관측자료와 함께 포항제철소 부지에서의 풍속측

정값을비교한그래프로, 지표면 15m 높이에서측정된지면풍

속의경우계절적인변동폭이크게나타나고있지않지만라디

오존데를 이용한 상층기상 관측결과와 풍황측정기의 40m 높

이에서의 측정결과는 모두 계절변동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풍력자원 측정시 허브높이에 근접한 보다 높은

높이에서의 풍황측정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고 있

다. 참고로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표준압력면 1000hPa

에서의풍속은 1997년도하반기부터갑자기증폭된현상이나

타나고있는데, 이는동시점부터수신시스템의교체에따른측

정기기특성차인것으로확인되었다.

Fig. 12는 풍황측정기에 의한 단기측정 결과와(2001.10

~2002.11) 포항기상대 월평균 풍속 및 지난 20년간의 장기간

월평균 풍속을 비교한 그래프로, 단기간 실측기간의 포항기상

대관측풍속의월변화는예년과유사한양상임을확인할수있

으나 Fig. 11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면기상의 변동폭

이고층에비하여작기때문에이러한지면풍속비교의실효성

에다소간의의문이제기될수있다.

3.2 측정-보정-예측법응용

MCP(Measure-Correlate-Predict) 방법은두지점간의기

상자료를통계적상관분석법으로보정함으로써장기간풍속변

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MCP에 의한 풍속의

예측식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Vmast = a(dref, Vref)Vref + b(dref, Vref) (4)

여기서아래첨자 mast와 ref는각각측정지점과참조지점을,

V와 d는풍속과풍향을의미하며 a와 b는각각측정지점과참

조지점 풍속간의 선형보정계수 및 절편으로 참조지점의 풍속

및풍향범위의함수로결정되는계수값이다. 가장일반적인선

형적MCP 방법은 a와 b가단지참조지점풍향의함수로만결

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며(Walmsley & Bagg, 1978), 행렬

MCP 분석법(Woods & Watson, 1997)은 a와 b를참조지점의

풍향, 풍속의선형적함수로정의되는행렬로설정하되삼각행

렬(tri-diagonal matrix)로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풍속의 등급별, 풍향별 출현빈도의 결합확률(joint probabili-

ty)을이용한MCP 분석법(Garcia-Rojo, 2004)이제안되었는

데 기존 MCP와 비교하여 대폭적으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수있으며복잡지형에도적용가능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 MCP 방법을 포항제철소 부지의 풍

황자료에 적용하고 그 예측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방법간의 정

확도를상호비교하 다.

Fig. 13은 등대입구 측정지점과 포항기상대 참조지점간의

풍향변동을 상호비교한 풍향전환도이다. 그래프에서 보면 측

정지점과 참조지점은 특히 270~360도 구간에서 상대적인 풍

향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풍향의 상대변

동을 고려한 MCP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선형적 MCP 보다는

행렬MCP의예측결과가더정확할것으로예상된다.

Table 3은MCP 방법에따른측정지점의풍력에너지 도예

측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예상대로 선형적 MCP에 비하여 행

렬MCP의예측값이더정확하게산출되었으나3가지방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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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wind speed variation.

Fig. 11 Variations of wind speed at Pohang City.



결합확률 MCP 방법의 예측 정확도가 오차범위 2.5% 이내로

가장신뢰할만한수준임을알수있었다.

한편 Fig. 14는 풍향별 출현빈도를 비교한 그래프로 막대그

래프는 각각 측정지점과 참조지점에서 관측된 풍향별 출현빈

도이고 원형은 일반적인 MCP 그리고 삼각형은 결합확률

MCP의 예측결과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참조지점에서의

풍향만을고려한선형적MCP는풍향예측결과에상당한오차

가포함되었음이확인된다. 참고로Fig. 15는MCP 방법중결

합확률 MCP 방법에 의해 예측된 풍속의 시간변동을 도시한

그래프로경우에따라참조지점과측정지점의풍속차가10m/s

를초과하지만MCP 방법으로정확한예측이가능함을보여주

는일례이다.

3.3 분석기간별MCP 예측오차

본연구에서는MCP 기간에따른예측오차를실증적으로검

토하기위하여포항기상대로부터 일만을가로질러 15km 동

쪽에 위치한 호미곶 무인기상관측소를 각각 참조지점과 측정

지점으로 지정하여 MCP 분석을 실시하 다. Fig. 16은 MCP

기간을 3개월에서 5년까지 변화시켜가며 예측결과의 오차를

분석한그래프로MCP 분석을위한참조지점과측정지점의공

통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풍력에너지 도 예측결과의 오차가

15% 이상임에비하여 4년이상의장기간에대해MCP를수행

한경우에는오차가5% 이내로감소함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결합확률MCP 방법을적용하면이러한오차는대폭적으로감

소됨을확인하 으며또한MCP 분석을위한공통기간이길면

길수록 예측정확도는 향상되며 최소한 1년간의 측정기간이 필

요함은앞서설명한바와같다.

Fig. 17은MCP 기간에따른풍향예측결과를비교한바람장

미도로4년의기간으로예측한측정지점의바람장미는실제측

정결과와동일하게나타나고있지만 2004년 1년간의MCP 예

신재생에너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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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eer plots of wind directions at the mast and the reference site.

Fig. 14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wind direction at the mast,
the reference site  and the MCP predictions.

Method V[m/s] WED[W/m2] % Diff.

Mast at 40m 5.41 206.89 Ref.

Conventional 5.37 176.12 -14.9%

Matrix 5.38 183.16 -11.5%

Joint Prob. 5.39 212.00 +2.5%

Table 3 Comparison of the predicted energy density by MCP
methods

Fig. 15 Comparison of wind speed variations at the mast, the ref-
erence site  and the MCP predictions.

Fig. 16 Comparison of prediction errors of wind energy density
by MCP period.



측에 의한 호미곶의 바람장미는 주풍향이 다소 변형되어 나타

나고있다.

4. 결론

풍력발전기의 설계 또는 선정과 풍력단지 개발시 지속적이

거나 빈번한 높은 풍속전단의 출현은 설비의 구조 안전성 및

내구성의측면에서매우중요한고려사항이다. 반면높은풍속

전단은허브높이에서의고풍속을의미하므로오히려풍력발전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다각도의 측면에서

면 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제철소 부지 내

풍황측정자료를 이용하여 풍속전단 형태분석을 수행하 으며

해안지역 해륙풍 특성에 의해 육풍시 다소 큰 풍속전단이 발

생하며이를고려한외삽계산에의해풍력자원산출이필요함

을 확인하 다. 한편 풍력발전량의 장기간 예측시 사용되는

MCP 방법을 포항지역에 응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지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측정지점과 참조지점 간의 풍향편차가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선형적 MCP 방법에 비하여 행렬

MCP 또는 결합빈도 MCP 방법이 유효한 예측결과를 제시함

을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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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wind roses between the mas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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