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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기용 블레이드 공력해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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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erodynamic Analysis for the Wind Turbine Roto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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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describes ae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the HAWT (Horizontal Axis Wind
Turbine) rotor blade using general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The boundary 
conditions for analysis are validat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by the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ASA Ames wind tunnel test for S809 airfoil. In the case of wind 
turbine rotor blade, complex phenomena are appeared such as flow separation and re-attachment. 
Those are handled by using a commercial flow analysis tool. The 2-equation k-ω SST turbulence 
model and transition model appear to be well suited for the prediction.
The 3-dimensional phenomena in the HAWT rotor blade is simulated by a commercial 3-D aerodynamic
analysis tool. Tip vortex geometry and Radial direction flows along the blade are checked by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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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α : angle of attack, °(deg)
Ω : angular velocity, rad/s
R : rotor radius, m
V∞ : hub wind speed, m/s
Cp : pressure coefficient

subscrip

TSR : tip speed ratio
★

1. 서 론

최근 그린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 등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풍력 발전은 신 재생 에너지 분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풍차는 가장 오래된 원동기로, 유럽에서는 제

분과 양수 등으로서 700년 이상이나 이용되어 왔
고, 19세기 말에는 세계 각국에서 풍력 발전이 탄
생하고 그 후 덴마크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것
은 대형화와 새로운 설계 개념의 도입에 의한 고
성능화로의 걸음이었다. 특히 70년대 1차 오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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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이후 풍차의 재개발이 시작되어, 80년대 환경
문제의 대두로 풍력발전 도입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으나, 설비의 경제성 문제로 인해 관심
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러 해석기법의 
개발에 의해 풍력 터빈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고
유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 발굴이라는 흐름에 힘
을 얻어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풍력 터빈에 대한 최초의 해석은 Lanchester(2)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Glauert(3)에 의해 깃 요소 
운동량 이론(BEMT, Blade Element Moment 
Theory)으로 발전하여 프로펠러, 헬리콥터 로터 
및 각종 터빈 등을 포함한 회전체 해석의 기본 이
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
면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한 로터 블레이
드 주위의 유동장에 대한 해석을 위한 연구가 더
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 블레이드에 대한 해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풍력 발전 시스템용 블레이드
(blade)의 공력성능 예측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블레이드(blade) 공력 설계 시 공력 성능에 맞는 
단면에 따른 익형(airfoil)을 선정하고, 그 합에 의
해 전체 공력 성능을 추정하기 때문에 블레이드
(blade)의 2차원 단면에 대한 공력해석이 기본적
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력 성능 예측에 
필요한 해석 툴을 선택하고, 적합한 해석 경계조
건을 선정하기 위해 풍력 블레이드 공력 성능 검
증에 주로 쓰이는 S809 익형에 대해 CFD 기법 기
반의 상용 해석 툴인 Fluent(4)와 공개 해석 툴인 
X-Foil, JavaFoil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검증은 D. M. Sommers의 실험결과(5)와 R. B. 
Langtry의 CFD 해석결과(6)를 이용하였다.

또한 블레이드 3차원 모델에 대한 해석을 통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3차원 유동 현
상을 확인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블레이드 회
전에 따른 방경방향의 흐름을 표면유선을 확인함
으로써 검증하였다.

설계된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에 대해서 하중
해석 툴인 GH Bladed를 이용하여 공력 성능을 확
인하였다.

2. 유동장 해석

2.1 계산 격자와 경계조건

풍력 터빈 블레이드는 회전속도가 일정한 경
우에서도 블레이드(blade) 각 위치에 적용되는 속
도 및 받음각(α, Angle of Attack)이 달라지는 등 
유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위
해서는 적절한 격자 구성 및 난류모델 선정이 중
요하다.

그 중 계산격자는 수치해석 수행 시 해의 정
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해석에서는 
2차원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유동장 격자계
를 구성하였다.

익형 유동장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비압축성 
RANS (Ra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
기반의 상용 해석 툴인 Fluent를 이용하였다.(4) 압

력과 속도의 연계는 Coupled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대류항의 이산화는 2차의 정확도를 가진 풍
상차분법을 사용하였다. 내재적 시간적분을 적용
하였으며, 난류모델은 2 equations k-ω SST (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다.

2.2 로터 공력성능 해석

BEMT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를 기
반으로 하여 각종 손실 이론을 적용하여 공력 성
능을 예측하는 GH Bladed를 이용하였다.

BEMT에 의한 공력 성능해석은 로터 블레이드 
반경 방향으로의 흐름은 없다는 균일 순환조건을 
가정한다. 즉, 로터 블레이드 상류 측에서 유입
되는 흐름은 축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균일 순환조건에서는 블레이드 
반경방향의 상효작용과 함께 블레이드 각 지점에
서의 요소를 통과하는 흐름 사이에서 운동량 교
환이 일어나고, 따라서 블레이드 단면에서 압력 
강하를 겪게 된다. 이것은 초기 가정을 위해한다
는 문제가 있지만 계산된 성능 값의 오차가 적어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사용되고 있다.(7) 

이 BEMT 기반의 해석은 효율성 부분에서 뛰
어나 현 풍력 산업이나 회전익 로터 해석에 유용
하게 쓰이고 있지만, 더욱 정확한 성능예측을 위
해서는 Prandtl의 익단 손실 이론들과 같은 손실 
모델을 적용하여 보정되어야 한다.(8)

3. 해석 결과 및 분석

3.1 S809 해석 결과 및 분석

아래의 그래프는 익형에서 각 받음각에 따른 
압력 분포 값을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a)

    

(b)

Fig. 1 (a)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b) Pressure 
contour and stream line (α=1°)

(a)

    

(b)

Fig. 2 (a)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b) Pressure 
contour and stream line (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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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b) Pressure 
contour and stream line (α=14°)

(a)

    

(b)

Fig. 4 (a)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b) Pressure 
contour and stream line (α=20°)

 
Fig. 1 (a), Fig. 2 (a)에서와 같이 α=1°, 9°의 

경우 JavaFoil 해석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험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3 (a)의 α=14°의 경우 Fluent, X-Foil 해석
과 기존 해석 결과 모두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
고 있지만, JavaFoil 해석에서는 결과 값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Fig. 4 (a)의 α=20°의 경우 Fluent 해석의 경우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앞전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실속과 재부착의 
현상을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의 특성을 보면 저 받음각에서는 Fig. 1 
(b), Fig. 2 (b)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유동의 박
리나 재 부착 등의 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고 받
음각 영역에서는 Fig. 3 (b), Fig. 4 (b)에서와 같이 
유동의 박리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잘 포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해석결과 중 실험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JavaFoil의 경우 Panel 기법 기반의 해석을 
수행한다. Panel 기법에서는 이상유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받음각이 커져서 실속(stall) 영역에 
들어가면 박리 지점 예측 및 이후의 유동에 대한 
압력 분포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또한 
X-Foil 해석의 경우 기존의 해석과 거의 유사한 
정확도로 압력 분포를 예측하고 있지만 복잡한 
유동현상이 나타나는 고 받음각 영역에 대해서는 
과잉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해석 툴 모두 
경계층 영역을 계산하고 있지만 천이 지점 예측 
등에서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
다.

기존의 해석 결과는 α=14°에서 뒷전 부분에
서 생겨나는 박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압력 
분포를 제대로 예측하였으나, α=20°의 경우처럼 
앞전(leading edge) 부근에서 유동이 박리되어 재 
부착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해석에서
는 저 받음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박리와 재부
착 등의 복잡한 유동이 발생하는 고 받음각 영역

에 대해서도 정확히 유동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3.2 블레이드 성능해석 결과 및 분석

공력 성능계수는 블레이드 피치각 -0.5도와 
40도 사이에서 계산되었다. 해석 시 cone angle 
-3도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로터 블레이드 최
대 출력 계수보다 조금 낮게 예측된다. 계산은 
GH Bladed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9)

해석은 기존 블레이드와 개발 중인 블레이드
에 대해 수행하였다. Fig. 5는 블레이드 형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 그래프에서 실선은 개발 중인 블레이드
를 나타내고, 점선은 기존 블레이드를 나타낸다.

블레이드 형상은 거의 유사하나, 블레이드 중
간부분에서는 개발 중인 블레이드가 평균 약 5% 
정도 두껍고, 코드 방향으로 평균 10% 가량 짧다. 
이로써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기존의 블레이드와 달리 블레이드 끝단 부근
에서 25%가량의 pre-bend를 주어 형상을 달리 하
였다.

(a) (b)
Fig. 5 Comparison of blade shape((a) chord distribution, 

(b) pre-bend difference)

Fig. 6 Comparison of power 
coefficient at optimal pitch

Fig. 7 Comparison of thrust 
coefficient at optimal pitch

Fig. 8 Comparison of torque 
coefficient at optimal pitch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적 TSR은 기존 블
레이드와 개발 중인 블레이드 모두 동일하였다. 
개발블레이드의 출력계수는 터빈 운용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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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7에서 10 사이에서 2%정도 높게 예측되었다. 
또한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추력계수도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개발 블레이드가 정격 풍속
에 가까운 조건에 대해 약간 높은 추력 하중을 나
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Fig. 8에서와 같이 토크계수는 운용영
역에 대하여 개발 블레이드가 높게 나타났고 이
것으로 기존 블레이드에 비해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3차원 유동현상 예측

3.3.1 TSR에 따른 후류 형상

풍력 터빈 로터 블레이드에서는 유입 풍속에 
대해 회전 속도가 변하게 되고, 그 비(ratio)에 따
른 공력 성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유입풍속에 
대한 로터 회전에 따른 블레이드 끝단의 속도의 
비를 팁 속도 비(TSR, Tip Speed Ratio)  이라 정
의하고 여기서,

XTSR=
turbine tip speed
wind speed

=
ΩR
V∞

현재 3차원 형상에 대한 공력해석이 진행 중
이며, 그 과정 중에서 3차원 후류의 형상을 해석
하였다.

Fig. 9는 3개의 블레이드를 가지는 수평축 터
빈의 TSR의 변화에 따른 정상상태 후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TSR 영역의 경우(저풍속) 
후류들 간의 간격이 좁아 후류에 의해 생겨나는 
유도속도가 로터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VRS(Vortex Ring State)를 야기한다. VRS 상태에
서는 후류구조가 불안정하고 공력성능도 불안정
한 값을 가지게 된다.

XTSR=12.66 XTSR=10.13

XTSR=8.07 XTSR=7.27

XTSR=6.05 XTSR=5.19

Fig. 9 Predictions of the development of the vortex 
wake behind a wind turbine at various tip speed 

ratios.

풍속이 빨라짐에 따라 TSR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대해 후류의 형상 역시 달라진다. 즉, TSR
이 작아질수록 후류의 형상은 풍력 터빈의 하류 
방향으로 늘어난다. 로터가 바람으로부터 에너지
를 받아 최대 에너지를 생성시키면, 운동량을 잃

은 후류가 팽창한다. 그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성과 난류의 영향으로 후류가 다시 운동량을 
획득하여 서서히 수축하기 시작한다. TSR이 감소
할수록 후류가 더 빠르게 하류로 흘러가게 되고, 
출력 저하에 따라 팽창률이 감소하게 된다. 기존
의 연구 결과에서도 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9)

3.3.2 블레이드 반경방향 흐름

블레이드 압력 면, 흡입 면에 대한 압력 분포
를 살펴보면 블레이드 전반적으로 흡입 면에서의 
압력이 압력 면에서 보다 낮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양력 식 풍력발전)

더욱이 블레이드 70% 정도에서부터 압력차가 
더욱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는 풍력 터빈용 블레
이드에서 대부분의 출력이 끝단방향 70% 이후 부
분부터의 성능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a)
  

(b)

(c)
  

(d)
Fig. 10 Pressure contours at TSR = 2.91((a) blade 

pressure surface, (b) blade leading edge direction, (c) 
blade suction surface, (d) blade trailing direction)

(a)

(b)
Fig. 11 Blade surface stream lines at TSR = 2.91((a) 

blade pressure surface, (b) blade sucti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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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에 따라 블레이드 압력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낮은 TSR 영역의 경우 제어 피치 각이 
크다. 따라서 압력 면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음 양력이 발생하여 블레이드 회
전 반대방향(Counter Clock Wise)으로 양력이 발
생하여 로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피치 
제어 시점부터 블레이드 표면 압력 변화를 살펴
보면 Fig. 10과 같다.

Fig. 11에서와 같이 블레이드 표면 유선을 살
펴보면 스팬 방향의 흐름이 발생함을 볼 수  있
다. 이는 BEMT 와 같은 2차원 기반의 해석에서
는 고려 할 수 없는 3차원 유동의 특성으로서 3차
원 해석 시 블레이드 출력성능이 낮게 나타날 것
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다
양한 받음각(α)에 대하여 공력해석 및 2차원 보
델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격자 문
제, 난류모델 적용 등 해석 수행 시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 확인 하였다.

1) 비정렬 격자계 이용 : 해석에서 쓰인 비정
렬 격자계는 격자 생성 작업 시 소요시간이 정렬 
격자계에 비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한 해석으로도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유동 천이모델 (transition model) 가정 : 유
동 형태 가정을 살펴보면 2차원 해석에서는 층류
에서 난류로 천이되는 과정을 모사하는 천이모델
을 이용했을 경우,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
다.

3) k-ω SST(Shear Stress Transport) 난류모델 
적용 : 난류모델을 살펴보면 1 방정식 모델인 
Spalart - Allmaras 모델은 2차원 해석에서 주로 쓰
이는 비교적 간단한 난류모델이다. 본 연구를 통
해 2 방정식 모델인 k-ω SST를 이용하여 저 받음
각 및 고 받음각 영역에서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개발 중인 블레이드에 대하여 BEMT 기
반인 해석 툴을 이용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결과 기존의 블레이드 보다 성능이 향상
된 블레이드를 개발해 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하지만 CFD 기법 기반의 해석에서는 로터의 
후류효과 및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유동
현상에 대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블레이드 3차원 모델 해석을 통하여 TSR의 크
기가 줄어들수록 후류사이의 간격이 하류방향으
로 늘어나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하였고, 그를 통해 해석의 올바른 접근 방향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3차
원 유동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2차원 모델 기반의 
해석과 비교할 수 있는 3차원 모델에 대한 공력 
해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3차원 모델에 대하여 더욱 정밀한 CFD 해석
을 진행하여 BEMT에서는 고려가 되지 못했던 로
터 후류의 효과 및 복잡한 유동현상에 따른 공력

성능의 차이를 보다 정밀히 확인 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더욱 정확한 공력해석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좀 더 효율이 향상된 블레이드
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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