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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블레이드용 익형 개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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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describes on airfoil shape design, crucial to core technique and 

algorithm optimization for the wind turbine blade development. We grasped the parameter to define

the airfoil shape in the wind turbine blade and aircraft, and the important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the airfoil. The airfoil shape function is selected by studying which is 

suitable for wind turbine blade airfoil development. The selected method is verified by to 

compare the generated airfoil shape with base airfoil. The new airfoils were created by the 

selecting shape function based on the well-known airfoil for wind turbine blades. In addition, we

performed aerodynamic analysis about the generated airfoils by XFOIL and estimated the point of 

difference in the airfoil shape parameter using the aerodynamic performance results which is 

compared with basic airfoil. This result data applies to the fundamental research for a wind 

turbine blade optimization design and accomplished the aerodynamic analysi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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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CL   : coefficient of lift
CD   : coefficient of drag
CM   : coefficient of moment
L/D : lift per drag
c      : camber
t       : thickness
α : angle of attack
Re   : reynolds number

subscript

U  : airfoil upper surface
L   : airfoil lower surface
★

1. 서 론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 발전의 발
전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
고 있다. 이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
의 성능 예측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성능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몇가지 방법으로는 새로운 
익형은 사용하거나, 로터의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제어부분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다. 로터 형상 
변화를 위해선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익형
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회전 속도, 루트 컷 길이, 
두께 분포, 트위스트 각등 블레이드 설계에 중요
한 파라미터들은 주로 익형의 성능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진다.1) 

이와 같이 익형 설계는 풍력발전기가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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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가 수
행되어지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에 사용되고 있
는 익형은 비행기에 사용되어지는 NACA 시리즈부
터 풍력발전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익형까지 매우 
다양하다.2) 

풍력 발전용 익형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시
작되어 많은 익형이 생성되어 있다. 이때 개발된 
대부분의 익형은 inverse design으로 설계되어졌
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미리 익형 표면의 압력 분
포를 예측하여 익형 형상을 수정하여 원하는 압
력 분포를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익형을 개발
하는 방법은로 그 당시 유동 해석에 제약이 존재
하는 solver로 인해 연구되어졌다. 현재는 유동
해석을 위한 solver의 기능이 개선, 향상되고 익
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형상 함수가 개발되어 
최적화를 통한 익형 형상 설계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3) 그러나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블레이드
는 회전방향의 속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효
과로 인해 설계한 익형의 특성이 완전히 맞지 않
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블레이드 
형상과 익형을 복합적으로 최적 설계하는 연구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익형의 형상에 대해 조사하고 
주요한 익형의 공력 특성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블레이드 최적 설계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익형 형상을 정의하는 형상 함
수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의 익형을 기반으로 하
여 새로운 익형을 생성하여 공력 해석을 통한 성
능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익형 및 블레이
드 최적 설계를 위한 익형 공력 해석 방식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 풍력 발전용 익형 특성

현재 개발된 풍력발전용 익형은 기존의 항공
기용 익형을 개량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요구사
항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이 장에서는 기존 항공
기용 익형을 대표하여 NACA 익형들의 특성과 익
형의 공력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2.1 NACA Series 익형

현재 개발된 풍력발전용 익형은 기존의 항공
기용 익형을 개량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요구사
항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이 절에서는 기존 항공
기용 익형을 대표하여 NACA 익형들의 특성과 익
형의 공력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2)

Fig. 1  NACA airfoil geometrical 
construction

2.1.1 NACA 4,5-Digit Series

NACA 4,5-Digit Series는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각각 4자리와 5자리의 숫자형식으로 된 이
름을 가지는 익형 집단이다. 각각의 자리수는 최
대 두께비, 캠버등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값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익형을 
생성하게 된다.

NACA 4-Digit 익형은 실속 특성이 좋고 받음각 
대비 압력중심의 이동이 적고 거칠기에 민감하지 
않는 반면, 최대 양력 계수가 작고 상대적으로 
높은 항력과 피칭 모멘트를 가진다. 주로 항공기
나 헬리콥터, 수직 수평 날개등에 사용되어진다.

NACA 5-Digit 익형은 최대 양력 계수가 크고 
피칭 모멘트가 낮으며 거칠기에 덜 민감하나, 항
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실속에 의한 익형의 운동
이 좋지 않다. 주로 일반 항공기에 많이 쓰이며 
헬리콥터와 비즈니스 제트기등에도 사용된다.

2.1.2 NACA 1-Series

NACA 1-Series 익형은 앞서 언급한 형태의 익
형과 다르게 익형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즉, 목표로 하는 압력 분포를 설정하고 그 압력 
분포에 맞추어 형상을 설계하는 inverse design
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
로 개발된 익형도 숫자 형식으로 된 이름을 가지
며 각각의 자리수도 최대 두께, 캠버등과 같은 
익형의 중요한 파라미터들과 연동되어 있다.

NACA 1-Series는 그 개발 특성상 최저 압력점
의 값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른 유동장에서 항력을 
줄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력은 낮게 생성된
다. 주로 비행기나 배의 추진 프로펠러에 사용된
다.

2.1.3 NACA 6-Series

NACA 6-Series는 1-Series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층류의 영역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양력이 낮은 
부분에서 항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익형들은 높은 최대 양력 계수를 가지며 운용
영역에서 낮은 항력을 가지게 되어 빠른 속도에
서 최적화 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운용영역 
밖에서는 높은 항력을 가지게 되며 피칭 모멘트
가 크고 실속에 의한 운동이 좋지 않으며 표면 
거칠기에 매우 민감하다. 주로 빠른 속도로 비행
하는 제트 비행기등에 사용된다. 

2.2 Airfoil Characteristics

2D 익형의 경우 그 익형의 공력 특성은 그림 2
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익형은 주변의 운동하
는 유동장에 의해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은 익
형의 형상과 유동장 흐름에 놓이는 받음각에 따
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같은 받음각일
때, 캠버(c), 두께비(t), 앞전 곡률(r)등의 익형 
형상 파라미터에 의해 운동하는 유동장이 익형에 
주는 힘의 경향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풍력 발전에 사용되어지는 블레이드의 경우는 
2D에서 구해진 익형의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
여준다. 이는 블레이드가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
에 생기는 원심방향의 공기흐름이 익형 형상과 
이루는 받음각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3차원 효과와 회전효과를 고려하지 않
고 설계한 경우 예측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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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해석 코드들은 이런 
효과들을 보정하여 해석에 사용하고 있다.

Fig. 2  익형에 작용하는 힘

3. 익형 형상 설계

익형 형상 함수에 대해 조사하고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기존의 익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익형을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성된 익형과 기
존의 익형을 XFOIL로 공력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
를 비교하여 보았다.

3.1 익형 형상 함수5)

익형 형상을 매개변수화하여 수학적으로 정의
하는 문제는 최적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문제까지 다루지 
않지만 새로운 익형을 생성하기 위해서 형상 함
수를 조사하고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1.1 Joukowski transformation

오래된 익형 형상 함수이다. 이 방식은 복소평
면에 있는 원형을 변형시켜 실제 익형의 형상을 
만드는 함수이다. 

   

                              (1)

3.1.2 Splines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근거하여 연속적이고 연
결성 있는 곡선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B-spline은 기저 함수를 사용하여 좀 더 다양하
고 미려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NURBS
는 B-spline을 더 일반적으로 만든 형태로 임의 
곡선을 만들기에 유리하다. Spline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1.3 Hicks-Henne shape function

Hicks-Henne 모델은 최근에 작거나 일반적인 
항공기의 기준이 되는 익형의 inverse design의 
최적화 문제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식 (2)
와 같은 “bump" 함수를 사용, 각 함수를 중첩하
여 익형 형상을 만들어낸다.

                                (2)

  

                                (3)

3.1.4 PARSEC

PARSEC은 음속이하와 천음속 영역에서 사용되
는 익형 형상정의를 위해 제안된 방식이다. 주된 
아이디어는 계수가 정의되지 않은 기본 선형 함

수와 익형을 표현하는 12개의 매개변수값을 조합
하여 수학적으로 익형 형상을 정의할 수 있는 함
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익형 형상을 정
의하는 매개변수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이
때, 식은 윗면(U)과 아랫면(L)이 따로 정의되게 
된다.

Fig. 3  PARSEC 익형과 형상 파라미터5)

미 정의된 계수를 포함한 식은 다음과 같다.

  





                        (4)

  
 




                        (5)

3.2 익형 생성 및 해석

S809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익형을 생성하
여 공력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
다.

x/c

y/
c

0 0.2 0.4 0.6 0.8 1

-0.4

-0.2

0

0.2

0.4

S809
S809MOD

Fig. 4  S809와 새로 생성된 익형

3.2.1 익형 생성

새로운 익형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PARSEC 형
상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기반 함수가 
필요가 없으며, 광범위한 영역의 익형을 생성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익형 형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익형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서는 위아래면의 곡률이 같고 끝전의 간격이 붙
어있는 익형을 생성하기 때문에 익형 형상 파라
미터는 모두 10개가 된다.

먼저 S809의 PARSEC형상 함수를 구하기 위해 
구배 추적 기반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10개
의 형상 파라미터를 구하였고 그 값을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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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은 새로운 익형 S809MOD를 생성하였
다.

3.2.2 공력 해석 수행 및 결과

S809와 생성된 S809MOD의 공력 해석을 위해서 

XFOIL을 사용하였다. Re는    × 와 

-10° ~ 20° 받음각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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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 v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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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 vs.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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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M vs. α

결과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Re영
역에서 기존의 S809 익형의 대비 수정된 S809MOD 
익형이 최대 양력 계수와 양항비, 받음각 변화에 
따른 압력 중심의 변화등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대 양력 계수부분
의 개선된 결과는 익형의 운용조건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이 해석결과로 보아 동일한 두
께비를 가지고 있는 두 익형이라도 캠버나 앞전 
곡률, 최대 두께의 위치등의 변화에 따라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로 수행되어 1차적으로 블레이드에 사
용되는 익형 설계 기술 획득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의 익형에 대한 조사 및 정리를 수행하였고 
익형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익형의 특성과 블레이드에 사용될 익형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익형 형상 설계를 위해 매개변수를 사용한 익
형 형상 함수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중 
풍력 발전용 익형을 생성하기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여 기존 익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익형 형
상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익형과 기존의 익형을 
같은 조건으로 공력 해석을 수행, 결과를 비교하
였고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식으로 충분
한 성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최적화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운용환
경에서 최적 성능을 낼 수 있는 익형 설계를 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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