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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Study on Aerodynamic Performance and Wake Flow Field
for a MW-Class Wind Turb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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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study between computational-fluid-dynamics simulation and wind tunnel test 
for a megawatt-class wind turbine is conducted. For the study, flow-field in wake, basic aerodynamic 
performance, and effect of the yaw error for a 1/86 scaled-down model of the NREL offshore 5 MW 
wind turbine are numerically calculated using commercial software “FloEFD” with k-ε turbulence 
model. The computed results are compared to the wind tunnel test performed by the constant-velocity 
mode for the model. It is shown that discrepancy are found between the two results at lower tip-speed 
ratio and higher yaw angle, however, the velocity-defection distribution in the wake, the torque 
coefficient at moderated and high tip-speed ratio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wind tunn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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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용량 수평축 풍력터빈은 5 MW 급 이상

이 실용화 되고 있으며 20 MW 급 용량 풍력터

빈의 설계가 시도되고 있다[1]. 또한, 풍황 조건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

도록 단위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풍력단지에서 풍력터빈이 다른 풍력터빈의 후

류에 놓이게 되거나, 바람이 풍력터빈의 로터 회전

면에 수직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 출력 감소가 발

생되어 전력 생산량 감소가 발생된다. 또한, 풍력

터빈에 비정상 및 비 칭 하중 변동 등에 따른 진

동 발생으로 부품의 수명 감소를 유발시켜 풍력터

빈의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게 된다. 바

람의 비 칭성이 발생되는 경우 풍력터빈은 출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요 시스템(yaw system)을 가동

시켜 블레이드 축이 바람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제

어한다. 그러나 작은 요각(yaw angle) 변화에 무거

운 풍력터빈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오히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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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품의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MW급 풍력터빈으로 조성되

는 풍력단지의 경우 20년 이상의 운용 보장 뿐 아

니라 최적의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풍황 

조건에서의 기본적인 성능뿐 아니라 요각 변화에 

따른 성능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2-7]

이러한 형 풍력터빈의 성능 예측에 한 연구

는 실증시험 결과를 활용한 연구, 풍동시험을 이용

한 연구와 그리고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증시험의 경우 실제 운용 조건에서의 시험

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 결과에는 기

본적인 공력 성능뿐 아니라 바람 속도 및 방향 변

화, 난류도 변화와 기계적 마찰 성분 등이 포함되

어 있어 정확한 공력 성능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풍동시험의 경우는 균일한 흐름 뿐 

아니라 다양한 풍황 조건 등 설계 조건의 풍황 조

건이 정확히 모사된 상태에서 시험 수행이 가능하

며, 정밀한 시험 수행으로 정확한 자료 제공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형의 설계 및 제작에 

상 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풍동 시험부 크

기의 제약 등으로 축소모형을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에 

반해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연구는 모사된 점성

유동 및 격자 생성 등에 일부 제약이 있지만 실물

에 한 성능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CAD 프로그램 및 자동 격자 프

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격자 생성에 많은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알려진 상용 소프트웨어인 FloEFD[11]

을 사용하여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해 NREL 5MW 해상풍력터빈

(NREL offshore 5 MW baseline wind turbine) 로터 

블레이드의 축소 모형의 풍동시험이 수행된 결과

와 공력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풍력터빈의 기본적인 공력 성능 및 요각 변

화에 따른 성능 변화와 후류 유동장에서 속도 결

핍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풍동시험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후류 유동장의 수치적 가시화를 

통하여 요각 변화에 따른 풍력터빈의 후류 유동장 

구조 변화를 연구하였다.

2. 풍력터빈 모형 형상 및 수치적 기법

본 연구에 사용된 블레이드는 NREL 의 5 MW 

해상풍력터빈 형상의 1/86 축소 모형이다[8,12]. 이 

풍력터빈의 실물 직경은 126 m이며 세 개의 블레

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수평축 풍력터빈이다. 시동

풍속, 정격풍속 그리고 정지풍속은 각각 3 m/s, 

11.4 m/s 그리고 25 m/s이다. 블레이드를 구성하는 

에어포일은 원형실린더, 델프트 학교(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제시된 5개의 에어

포일과 NACA 64 계열 에어포일 하나가 사용되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상은 실물의 1/86 크기

이며, 블레이드의 끝단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유선 형태로 페어링(fairing) 되어 있다. 허브의 

길이와 직경은 각각 0.152 m과 0.180 m인 타원형 

형태로 설계, 제작되었다. 페어링 부분을 제외한 

블레이드 반경(R)은 0.72 m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동시험 모형은 블레이드의 회전과 토

크 및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장치가 폭과 

높이가 각각 0.18 m인 사각형 형상의 나셀 안에 설

치되어있다. 모형에 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8]에 제시되어 있다.  

Fig. 1. Blade-model configuration of the NREL 
offshore 5 MW wind turbin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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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grid around the wind turbine model.

본 연구에서 풍력터빈의 공력 성능 및 후류 유

동장 해석을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FloEFD 

ver 17[11]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1980년  러시아에

서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

램으로 3D CAD 프로그램 및 육면체의 자동격자 

생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형상설계 및 수정, 격

자 생성, 계산 및 후처리 과정이 모두 가능한 동시

병행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열·유동 해석이 가능할 뿐 아

니라 다양한 재료 물성치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으

로 다양한 수치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설계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CAD 프로

그램과 연계하여 설계 중에 다양한 형상변화를 반

영하여 성능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NREL의 5MW 해

상 풍력터빈 축소모형의 풍동시험 결과와 동일한 

기 조건과 균일한 입구 속도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난류 모델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블레이드의 

회전은 sliding 기법을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사용

된 셀 수는 약 2.9 백만개이며, Fig. 2에 FloEFD에 

내장된 자동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풍

력터빈 모델 주변 격자를 나타내었다.

3. 결과 검토

FloEFD를 사용하여 NREL 5 MW 해상 풍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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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rmalized mean velocity change in the 
wake (Wind tunnel test [8])

빈의 후류 유동장에서의 3차원 속도분포를 계

산하여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풍동시험은 

블레이드 윗면과 아랫면의 시위의 각 10% 지점에 

경계층을 천이시킨 형상으로 정격풍속 조건인 풍

속 11.4 m/s에서 회전속도 1,045 rpm으로 수행되었

다. 풍동시험은 3차원 열선풍속계를 사용하여 각 

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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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rmalized mean velocity change in the 
wake (FloEFD)

것이다. 속도분포는 길이방향(x)으로 반경의 0.083 

배에서 5.083 배까지, 반경 방향으로는 0.16에서 

1.62 배까지 측정되었다. FloEFD의 입력조건은 풍

동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풍

동시험 결과[8]를 Fig. 3에 FloEFD로 해석된 결과

를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r은 블레이

드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경방향 거리를 R은 블레

Fig. 5. Vorticity contour around the wind turbine 
model (ψ=0o , U=11.4 m/s, Ω=1,045 rpm)

이드의 반경을 나타낸다. 삼차원 평균속도 um, vm, 

그리고 wm은 후류에서의 속도이며 그림에서는 자

유흐름과의 속도차인 결핍속도를 풍속 U로 무차

원화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도결핍 현상이 블레이드의 끝단 부근과 허

브에 근접한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며, 길이 방향으

로 멀어질수록 속도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현상

이 FloEFD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풍동시험 결

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반

경 방향과 길이 방향으로 결핍된 속도가 회복되는 

경향도 두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 5에서 FloEFD를 사용하여 계산된 후류 유동장

의 와도분포를 보면 블레이드에서 발생되는 와류 

생성 및 후류 방향으로 전파되는 경향이 매우 적

절하게 모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ig 3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경의 0.5배 이내의 매

우 근접한 후류 영역에서는 수치적으로 계산된 결

과가 풍동시험과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풍동시험이 블레이드 윗면과 

아랫면에 흐름을 난류로 천이 시켰으나, FloEFD에

서 제공하는 난류 모델이 이를 적절히 모사 시키

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 요각 0°의 정격속도 조건에서 고정된 

풍속에서 회전속도를 변화시켜 계산된 기본 형상

에 한 토크계수( ) 변화를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풍동시험은 풍속을 고정시

키고 블레이드의 회전수를 300 rpm ∼ 2,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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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rque coefficient curve for the wind 
turbine model.

으로 변화시켜 수행된 결과이다. 이때 블레이드 반

경 70%에서의 시위 기준 레이놀즈 수는 6.4 × 104 

∼4.4 × 105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개 

끝 속도비 (λ)가 약 6 이상에서는 FloEFD를 사용

하여 계산된 결과가 풍동시험 결과와 매우 일치되

는 경향을 보이지만, 날개 끝 속도비가 6 이하에서

는 풍동시험 결과보다 큰 토크 계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풍동시험이 수행된 레이놀즈 수가 

천이 등의 복잡한 유동을 보이는 영역이지만, 낮은 

날개 끝 속도비 조건에서 수행된 계산에는 

Standard k-ε 난류 모델이 풍동시험이 수행된 유

동장을 제한적으로 모사되어 그 차이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낮은 날개 끝 속도비까지 

정확한 블레이드 표면 위에서의 유동 모사를 위해

서는 블레이드 상의 유동 천이 등을 보다 적절히 

모사 할 수 있는 난류 모델 등의 추가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FloEFD을 사용하여 풍력터빈의 요각(yaw angle)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해석하였다. 계산은 풍동

시험과 동일하세 정격속도 11.4 m/s, 회전속도 

1,045 rpm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풍동시험시 요각

에 따른 토크계수만 제공되어 요각 변화에 따른 

유동장 구조변화를 해석하고자 요각 변화에 따른 

후류 유동장을 계산하여 요각 0°에서 후류 유동장

에서의 와도 분포를 Fig. 7에 요각 15°에서의 와도 

분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입되는 흐름각 변화에 따라 후류의 비 칭

Fig. 7. Vorticity contour of the wake field (top 
view, ψ=0o, U=11.4 m/s, Ω=1,045 rpm)

Fig. 8. Vorticity contour of the wake field (top 
view, ψ=15o , U=11.4 m/s, Ω=1,045 rpm)

성을 관찰 할 수 있으며, 후류의 속도 결핍 정도는 

상 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블레이드 끝단에서 발생되는 와류의 강도는 요

각 15°의 경우가 빠르게 붕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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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요각을 0°∼30°를 5° 간격으로 변화 시키면

서 성능을 계산한 결과를 Fig. 9와 Fig. 10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 는 요각 0°일 때의 토

크계수와 출력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풍동시험의 경우 요각이 증가할수록 

토크계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각이 10° 

이내에서는 그 감소폭이 매우 적지만 10°이상에서

는 요각 변화에 따른 토크의 감소가 매우 큼을 볼 

수 있다. FloEFD를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 그 감소

되는 경향은 풍동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

만, 요각 10° 이상에서는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시 

그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를 출

력계수( )로 나타낸 Fig. 10의 경우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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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rque coefficient variation by yaw angle 
for the wind turbine model (U=11.4 m/s, 
Ω=1,045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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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ower coefficient reduction by yaw-angle 
variation for the wind turbine model 
(U=11.4 m/s, Ω=1,045 rpm).

처럼 요각 10°에서는 약 1 % 이내 차이를 보이지

만 요각 30°에서는 그 차이가 약 27 %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요각 변화가 클수

록 흐름의 박리 등 복잡한 유동 특성을 보이는 블

레이드 부근의 경계층 내의 흐름을 사용된 난류 

모델이 적절히 모사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풍황 조건에서 보다 정확한 유동

장 해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FloEFD에서 난

류 모델링 등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FloEFD를 사용하여 NREL 5 MW 해상풍력터빈

의 1/86크기 풍력터빈 모형의 후류 유동장 및 성능

을 계산하여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풍력

터빈의 후류에서의 속도결핍, 정격출력 이상의 날

개 끝 속도비와 요각 10° 이내의 낮은 요각에서의 

토크 및 출력계수는 비교적 적절히 모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후류 유동장등의 가시화 

결과는 요각 변화에 따른 유동장의 구조 변화를 

적절히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낮은 날

개 끝 속도비, 블레이드에 근접된 부근에서의 유동

장 그리고 높은 요각 등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해

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four- equation 

transition SST 난류 모형 등을 포함한 경계층 내의 

천이 및 난류 유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난류 

모델의 추가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AD 프로그램 및 자동 격자 프

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형

상 후보군에 해 빠른 성능 해석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FloEF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NREL 5 

MW 해상풍력터빈의 블레이드의 성능 및 후류 유

동장 해석을 수행하여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86 축소된 풍동시

험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된 풍동시험 결과와 계산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풍력터빈 후류의 

속도 결핍 현상, 정격출력 조건에서의 기본적인 성

능 및 낮은 요각 범위에서의 성능 해석 결과는 풍

동시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낮은 날개 끝 

속도비 및 높은 요각 범위에서는 풍동시험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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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추후 보다 높

은 신뢰도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블레

이드 부근의 경계층 내의 천이 및 난류를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난류 모델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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