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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수평축 풍력터빈인 NREL Phase Ⅵ를 상으로 ANSYS FLUENT에서 제

공하는 LES와 FW-H 상사식을 이용하여 풍력발 기로부터 방사되는 주  공력소음을 수치 으로 

측하는 것이다. 풍력발 기 공력소음에 한 어떠한 실험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먼  정격풍속에

서 토크와 출력 등의 공력성능 수치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소음원 측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풍속

변화에 따른 공력소음 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수치성능결과는 약0.8%이내에서 실험결과와 잘 일치

하 다.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사극자와 이극자에 의한 총음압 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풍력터빈 허 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원방에서는 r
-1, 근방에서는 r-2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리가 두배 증가함에 따른 총음압 벨은 약 6dB 감소하 다. 

주제어: 수평축 풍력발 용 터빈, 공력소음, 총음압 벨, 단극자 소음원, 이극자 소음원, 사극자 소음원, 

 와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predict the low frequency aero-acoustic noise 

generated from the horizontal axis wind turbine, NREL Phase Ⅵ for the whole operating 

conditions of various wind speeds using large eddy simulation and Ffowcs-Williams and 

Hawkings model provided in the commercial code, FLUENT. Because there is no 

experimental data about wind turbine noise, we first of all compared aerodynamic 

performance such as shaft torque and power with experimentally measured value. 

Performance results show a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within about 0.8%. 

As the wind speed increases, the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and the sound pressure 

level by the quadrupole and dipole source show a increasing tendency. Also, sound 

pressure level is proportional to r
-2 in the near field and r-1 in the far fiel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istance from the center of hub of wind turbine. According to 2 times 

increase of distance, sound pressure level is reduced by about 6dB.

Key words: Horizontal Axis Wind Turbine, Aero-acoustic Noise,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Monopole Source, Dipole Source, Quadrupole Source, Tip V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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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국내·외 으로 풍력발 기의 보 이 격

히 증가하고 있다. 풍력발 기의 보 에 있어 과거

에는 출력성능에 을 두었지만 재는 출력성능

이 어느 정도 만족되기 때문에 부가 인 문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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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민가에 직 이 향을 미치는 소음 등이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풍력발 기가 

설계되고 생산될 경우 형식승인이 필요하면 이 경

우 소음평가도 필요하게 된다. 형식승인에 필요한 

항목  소음에 한 성능평가는  IEC WT-01 

체제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소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풍력발

기를 매할 때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풍력발 기 소음은 크게 기계에 의한 구조소음과 

유체에 의한 공력소음으로 구분된다. 풍력발 기 

소음  상 으로 향을 크게 미치는 공력소음, 

그 에서도  가청한계 범 에서 높은 주 수 역

의 난류 유입 소음(TIN)과 블 이드 자체 소음

(ASN)의 측에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그러나 주  소음의 유해성에 한 우려가 확

되면서 주  소음이 인체나 가축의 성장에 악

향을 주고, 소음의 불쾌도 증가에도 향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풍력발 기의 형화 추

세에 따라 블 이드 회 수가 낮아지면서 상 으

로 주  소음은 커지게 된다. 이에 풍력발 기의 

주  소음이 인체나 가축 등의 생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의 

주  소음 측과 평가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

해질 것으로 상된다.[2]

  본 연구에서는 NREL Phase Ⅵ 풍력터빈을 

상으로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공력소

음 해석을 수행하 다. Lighthill[3]의 동방정식

에 출발한 음향학  상사식인 Fflowcs-Williams 

and Hawkings[4] (이하 FW-H 모델)모델을 이

용하여 주  소음성분인 두께소음과 하 소음 그

리고 고주  소음성분인 난류소음을 측하고 분석

하 다.

2. NREL Ⅵ 풍력터빈
2.1 NREL Ⅵ 제원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은 2000년 5월에 NASA Ames 

Research Center의 wind tunnel(24.4m× 

36.6m)에서 연구용 풍력터빈인 Phase Ⅵ에 한 

실험을 성공 으로 완료하 다. 그 후 즉시, 

NREL은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해

석코드들의 해석능력 검증을 한 목 으로 

NASA Ames Research Center에서 수행된 실

험결과와 블 이드 형상 정보 등을 웹상에 공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블 이드 형상정보

를 바탕으로 정확한 형상구 이 가능하고, 비교  

쉽게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의 확보가 가능한 

Phase Ⅵ 풍력터빈 블 이드를 CFD 해석 상으

로 선정하 다. Phase Ⅵ 풍력터빈은 19.8kW의 

정격출력을 발생시키며 실속제어형 방식이다. 블

이드 직경은 10.058m이며, 회 속도는 약 

71rpm이고 2매의 블 이드가 장착된다. 자세한 

풍력터빈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Phase 

Ⅵ 블 이드 로 일은 S809 에어포일로 구성된

다. S809 에어포일은 21%의 두께를 가지며 실속 

제어형 풍력터빈의 출력성능 향상을 해 연부의 

표면거칠기에 비교  덜 민감하도록 설계되었다.

2.2 해석조건  해석격자 

  Phase Ⅵ 풍력터빈의 해석조건은 유입풍속 

7m/s ~ 25.1m/s 까지 5조건에 해 해석을 수

행하 으며, 7m/s 조건의 비정상해석 결과를 

NASA Ames wind tunnel에서 수행된 결과[5]

와 비교하 다. 본 해석에서는 소음실험에 한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정상해석의 공력성능 

결과가 실험값 범 내에 존재할 경우, 풍력터빈 주

의 소음원이 비교  정확하게 측이 되었다는 

Table 1: NREL Phase Ⅵ wind turbine
Number of blade 2

Rotor diameter 10.058m

Rotational speed 71.9rpm

Cut-in wind speed 6m/s

Rated power 19.8kW

Power regulation stall

Rotational direction CCW

Global pitch angle 5°

Hub height 12.19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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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의 해석결과

를 근거로 FW-H 모델을 이용하여 소음해석을 수

행하 다.

(a) Real model

(b) Analysis model

Figure 1: Wind turbine NREL Phase Ⅵ 

  Figure 1은 Phase Ⅵ의 해석모델과 실제모델

을 나타내고 있다. 블 이드 부분과 허 모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상에 한 치수는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해석모델의 형상을 구

하 다.

  Figur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해석도메인을 나

타내고 있다. 블 이드 반경길이를 기 으로 풍력

터빈 블 이드로 부터 입구까지는 2.5배, 후류방향

으로 3.5배, 반경방향으로는 3배의 공간해상도를 

확보하 다. 체격자수는 약 500만 셀이며, 직육

면체 격자와 삼각격자를 혼합하여 구성하 다. 경

계조건으로 입구는 속도경계조건, 출구는 압력경계

조건을 부여하 고, 블 이드를 포함한 일정 역을 

구성하여 외부도메인과 경계처리를 하 다. 한 

입구유입 난류강도는 0.2%를 용하 다.

Figure 2: Computational domain 

(a) Top view

(b) Front view

Figure 3: Measurement location of aero-acoustic noise

2.3 FW-H 공력소음 모델

  공력소음에 한 최 의 이론  연구는 1951년 

Sir M. James Lighthill[5]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 그는 공간상에 분출하는 Jet의 소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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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동방정식을 유도했으며 1955년 N. 

Curle[6]은 공간상에 정지하는 물체가 존재할 경

우에 공력소음을 계산할 수 있도록 확장시켰다. 그

리고 1969년에 J.E. Ffowcs Williams와 D. L. 

Hawkings에 의해  공간상에서 회 운동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경우에도 공력소음을 계산할 

수 있도록 FW-H[4]모델 식이 완성되었다.  

  질량  운동방정식에 움직이는 표면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 (1)의 FW-H 모델 식으로 표 이 

되며, 우변의 첫째항은 Lighthill 방정식의 생성항

처럼 변동하는 이놀즈 응력에 의한 소음인 사극

소음원이며, 둘째항은 물체표면에 의해 유체에 작

용하는 단 면 당 이극소음원 강도들의 분포에 의

한 소음을 나타낸다. 셋째항은 물체 표면 수직방향 

가속도에 의한 단극소음원의 기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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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원방에서의 음압 ′  

 =  원방에서의 음속

  = 물체 미소표면에서 각 방향 유체 국부속도

 = 물체 미소표면의 수직 유체 국부속도

 = 물체 미소표면의 각 방향 속도

 = 물체 미소표면의 수직 방향 속도

 = Dirac delta function

 = Heaviside function

 = 라이트힐 응력 텐서

 = 압축 응력 텐서

 

  Green Function의 를 이용하면 

FW-H 모델(8) 식 (1)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이 

식 (2)의 단일소음원, 이극소음원 그리고 사극소음

원 항으로 표 된다. Ma 수가 작은 경우 사극소음

원이 공력소음에 미치는 향은 작다고 알려져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극원에 한 향은 고려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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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3)으로 표 된다.

 
 

  




 

 







  




 
   




 
 

 
  




 

 





  




 
  




 

 
  
 



    


  (3)

  는 식(4)에 의해 정의된다.

   


    

    (4)

식 (3)의 [ ] 계산은 물체표면의 방출시간 를 기

으로 용이 된다. 찰자의 측정시간은 식 (5)

에 의해 계산이 된다. 여기서, 은 물체에서 찰 

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낸다.

  


 (5)

2.4 와류 모사법 

  최 로 아격자 응력에 한 모델을 개발한 

Smagorinsky는 응력들이 분자운동에서처럼 구배

에 의한 확산 과정을 밟는다는 이론을 제안했고 큰 

스 일 내의 아격자 스 일의 효과를 나타내는 아

격자 난류 성 모델을 사용하 다. 필터링된 비압

축성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8)은 

다음의 식 (6),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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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oussinesq 가정에 의해 식 (8)와 같이 간

략화 된다.

  


 

 (8)

여기서, ,  , 
는  응력텐서, 아격자 응력, 

아격자 난류 성, 변형률를 나타낸다. 

2.4.1 Smagorinsky-Lilly 모델

  FLUENT solver에서는 아격자 난류 성을 계

산하기 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하나가 Smagorinsky-Lilly모델이다. 이 

모델은 Smagorinsky[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

었으며, 식 (9)와 같다.

  
 (9) 

   min  

  여기서, , , , ,  는 혼합길이, 

 man 상수, 가장 가까운 벽면거리, 

Smagorinsky 상수, 그리고 격자 체 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Smagorinkey 상수를 0.1로 

설정하 다.

3. 풍력발 기 방사소음 측정 치  

소음해석 차
  풍력발 기의 소음평가는 풍력발 기가 세워진 

후 풍속에 따른 소음을 평가하는 것으로 IEC 

61400-11의 국제규격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 

국내에서도 IEC 61400-11과 동일하게 KS 규격

으로 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풍력발 기 방

사소음 측정 치를 IEC 61400-11 국제 규격에 

따라 지표면에서 터빈 블 이드 심 지 까지의 

높이 H와 터빈 블 이드 반경에 해당하는 D/2의 

합의 거리인 R의 기 치에서 소음해석을 수행하

다. Figure 3은 소음해석의 측정 치를 정면도와 

배면도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4는 공력소

음 해석 차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풍력발 기

에서 방사되는 소음원은 단극소음원(monopole 

source), 이극자소음원(dipole source) 그리고 

사극자소음(quadrupole source)이 있으며, 이들 

소음원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터빈 블 이

드가 시간에 따라 회 하는 비정상해석을 수행해야

만 한다. 하지만 비정상상태 해석시 해의 주기 이

고 안정 인 형태를 띠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므로, 본 해석에서는 모든 조건에 하여 정상상

태로 해를 수렴시킨 후, 이 결과를 비정상상태 해

석의 기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용하여 해석시

간을 단축시켰다. FW-H 소음모델의 소음원의 종

류  샘 링 방법 등을 설정하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각 시간마다 소음원 데이터가 시간  별

로 장이 된다. 따라서 최종 해석이 완료된 이후, 

5주기동안 장된 소음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

수  소음원 분석을 수행하 다.

Figure 4: Flow chart of aero-acou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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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고찰
  Figure 5는 시간에 따른 축토크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해석시간 0.4(s)이후부터 평균토크 

805.3 (N-m) 기 으로 약 17(N-m)의 진폭을 가

진 주기 이고 안정 인 변동토크가 발생이 되고 

있다. 시간 평균토크값은 805.3 (N-m)이며, 실험

결과와 약 0.8%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Figure 5: Time history of shaft torque  

Figure 6: Time history of power  

  Figure 6은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시간 0.4(s)이후부터 진폭 0.1 KW의 

주기 이고 변동 인 출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 평균출력은 6.06 KW이며, 실험결

과와 약 0.8%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Figure 7은 유입풍속 7m/s 조건에서 풍력터빈

에서 방사되는 소음원을 P1 치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변동으로 나타낸 그래 이다. 풍력발 기의 소

음원을 블 이드, 셀, 타워 그리고 3가지 부품을 

포함한 이극자소음원과 난류의 교란과 소산에 의한 

사극자 소음원의 합으로 표시하여 총 4가지로 분류

하 다. 셀과 타워에 의한 압력변동은 비교  미

미하게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블 이

드에 의한 압력변동이 사극자 소음원와 이극자소음

원의 합에 의한 압력변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사극자 소음원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유추가 된

다. 따라서 풍속에서 풍력발 기 방사소음에 주

로 향을 미치는 소음원은 블 이드인 것으로 

단이 된다.

Figure 7: Comparison noise source of wind turbine 
component for wind speed of 7m/s 

  Figure 8은 유입풍속 7m/s 조건의 P1 치에

서 풍속변화에 따른 A 보정된 음압 벨을 나타내

고 있다. A 보정 곡선 특성상 주 수 역에서 

큰 보정이 취해지므로 100Hz 이하에서는 상

으로 작은 음압 벨을 나타내고 있다.  주 수 

역에서 난류의 교란과 소산에 의한 사극자 소음

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400Hz 까지는 블

이드에 의한 방사소음과 이극자와 사극자 합의 방

사소음은 비슷한 음압 벨을 보이고 있으나, 

400Hz 이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00Hz 이후 주 수 역에서는 

셀과 타워의 향이 다소 강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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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sound pressure level for 
wind speed of 7m/s 

Figure 9: Comparison of sound pressure level for 
variation of wind speed

  Figure 9는 유입풍속 변화에 따른 P1 치에서

의 사극자소음원과 이극자소음원(블 이드, 셀, 

타워)의 합에 의한 A 보정된 음압 벨을 나타내고 

있다. 풍속변화에 따른  주 수 역에서의 음압

벨 변화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입풍속이 증가할수록 특정주 수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는 이산소음(discrete noise)이 두

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블 이드 끝단에서 

발생하는  와류(tip vortext)와 블 이드 루트

(root)에서 박리된 유동이 허 와 부딪히면서 발

생하는 압력변동에 의한 것으로 단이 된다.

  Figure 10은 풍력발 기 주 의 와류분포를 시

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시간에 따라 블 이드 끝단

에서 와류가 주기 으로 방출이 되며, 블 이드 

루트 역에서도 다소 미미한 와류가 찰된다. 

NREL Phase Ⅵ 실제모델은 블 이드 끝단에 라

운딩(rounding)처리가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이에 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 모델링 작업시 이를 반 하지 않았다. 풍력터

빈 블 이드  형상에 따라  와류에 의한 방사

소음이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만약 해

석 모델링 작업시 블 이드 끝단에 라운딩을 반

시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면 블 이드 끝단에서 

발생하는 와류강도가  결과보다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단이 된다. 

  Table 1은 유입풍속 변화에 따른 풍력터빈 소음

원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풍속이 7m/s인 경우, 

총음압 벨은 66dB, 이극자 소음원인 블 이드, 

셀, 타워는 각각 62.9dB, 39.4dB, 36.7dB, 사

극자 소음원은 52.4dB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극자에 의한 방사소음보다 블 이드에 의한 방사

소음의 약 10.5dB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유입풍속이 증가할수록 모든 소음원의 음압 벨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풍속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은 약 6dB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 수 역인 

500Hz까지만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실제로 고주 수 역을 포함하여 해석을 수행할 

경우, 풍속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이 얼마

만큼 증가할지에 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추후 

고주 수 역을 포함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ure 11은 풍력터빈 허  심에서 블 이드 

직경 D의 거리변화에 따른 총음압 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값은 특정 주 수에 한 음압 벨 값이 

아니라, 모든 주 수에 해 음압 벨 값을 분하

여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풍력터빈 허  심에서 

후류방향으로 거리가1D에서 2D까지 2배씩 증가

함에 따라 음압 벨은 각각3.3dB, 4.8dB씩 감소

를 하며, 2D에서 64D까지 2배씩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은 5.2~6dB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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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formation-invariant contour according to variation of time for 7m/s of wind speed 

Time : 2.76(s)

Time : 2.84(s)

Time : 2.92(s)

Time : 3(s)

Time : 2.8(s)

Time : 2.88(s)

Time : 2.96(s)

Time : 3.0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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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ero-acoustic source strength for variation of wind speed

  이처럼 감소율이 다른 이유는 FW-H 모델 식에 

의해 음압 벨은 근방(Near field)에서는 r-2, 원

방(Far field)에서는 r-1에 비례해서 감소하기 때

문이다. 풍력발 기 크기에 비해 소음측정 지 이 

풍력발 기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다고 간주

를 하게 되면, 풍력발 기는 컴팩트 소스

(Compact source)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론 으로 거리가 두배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은 

약 6dB 감소하게 된다.

Figure 11: Variation of OSPL from hub of wind 
turbine for 7m/s of wind spe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REL Phase Ⅵ 풍력터빈을 

상으로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공력소

음 해석을 수행하 다. Lighthill[3]의 동방정

식에 출발한 음향학  상사식인 FW-H[4] 모델을 

이용하여 주  소음성분인 두께소음과 하 소음 

그리고 고주  소음성분인 난류소음을 측하고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정상상태 해석결과 축토크와 출력은 

0.4(s)이후부터 주기 이고 안정 인 변동 토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험결과와 약 0.8%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2) 유입풍속 7m/s 조건에서 특정 치의 압력

변동에 셀과 타워에 의한 향은 미미하며, 주로 

블 이드에 의한 압력변동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이 된다.

  (3) 유입풍속이 변화에 따른  주 수 역에서 

음압 벨 변화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

만, 풍속이 증가할수록 특정주 수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는 이산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유입풍속이 증가할수록 모든 소음원의 음압

벨은 커지고 있으며, 풍속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은 약 6dB 증가하고 있다.

  (5) 풍력터빈 허  심에서 후류방향으로 거리

가 1D에서 2D까지 2배씩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

은 각각 3.3dB, 4.7dB씩 감소를 하며, 2D에서 

64D까지 2배씩 증가함에 따라 음압 벨은 

5.2dB~6dB씩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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