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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 전산유체역학해석에서 비균일 그리드
무차원 연직거리의 난류모델에 대한 영향특성

A Study on the y+ Effects on Turbulence Model of Unstructured Grid

for CFD Analysis of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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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imensionless wall distance, y+ effect on SST turbulent model for wind turbine blade.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Phase VI wind turbine was used for the study, which the wind tunnel and 

structural test data has publicly available. The near wall treatment and turbulent characteristics have important role for 

proper CFD simulation. Most of the CFD development in this area is focused on advanced turbulence model closures 

including second moment closure models, and so called Low-Reynolds (low-Re) number and two-layer turbulence models. 

However, in many cases CFD aerodynamic predictions based on these standard models still show a large degree of 

uncertainty,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use of the  -equation as the turbulence scale equation and the associated 

limitations of the near wall treatment. The present paper demonstrates the y+ definition effect on SST (Shear Stress 

Transport) turbulent model with advanced automatic near wall treatment model and Gamma theta transitional model for 

transition from lamina to turbulent flow using commercial ANSYS-CFX.  In all cases the SST model shows to be superior, 

as it gives more accurate predictions and is less sensitive to grid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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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전산유체역학(CFD)
1)-9)은 풍력터빈에 대한 출력 

및 공력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치해석법

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법으로 블레이드 요

소법(BEM)과 보텍스법(VM) 등이 있지만, 블레이드 

요소법과 보텍스법은 블레이드 각 2차원 단면에서 

스팬길이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원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

으며, 풍동실험10),11) 등을 통해서 결정된 공력(양력, 

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수치

해석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이들 해석법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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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풍동실험결과 및 적용모델 등에 의존한다. 

이에 비해서 전산유체역학1)-9)은 연속적인 유체영

역에서의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풍력터빈 블

레이드의 3차원 풍압분포 및 공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산유체역학의 난류모델에 의한 해석결과

는 영역의 그리드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

으며, 따라서 유효한 해석결과를 위해서는 그리드생

성에 유의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수행한 실물크기 NREL Phase VI 

풍력터빈10),11)에 대한 전산유체역학해석을 위한 기본

연구로, 비균일 그리드에서 Shear Stress Transport 

(SST) 난류모델의 무차원 연직거리(y+) 영향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상업용 전산유체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NSYS-CFX를 이용하였으며, 해석결과

와 NREL에서 제시한 풍동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

하여 3차원 풍력터빈의 무차원 연직거리에 따른 각

각의 난류모델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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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SA Ames Research Center와 NREL Phase VI wind turbine
10,11)

<Fig. 2> Pressure tab and Sectional shape of Blade10,11)

2. NREL Phase VI 풍력터빈 블레이드

본 연구에서는 풍력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전산유

체역학해석을 위한 대상모델로, 풍동실험결과를 얻

을 수 있는 <Fig. 1>과 같은 NREL Phase VI 풍력

터빈을 적용하였다10)
. NREL에서는 풍력터빈 블레

이드에 대한 3차원 비정상상태 거동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 실물크기 풍력터빈을 개발하였고, 풍속에 

따른 출력, 추력 등의 계측자료를 공개하였다. <Fig. 

2>는 블레이드의 단면형상 및 3차원 CAD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는 72RPM으로 

고정되었고, 최소 5m/s에서 최고 25m/s의 풍속에 

따른 공력특성을 평가하였다. 

3. 인접벽 모델(Near wall modeling)

전산유체역학에서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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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function formulation >

<Low-Re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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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undary layer and near wall treatment

표적인 그리드 생성 조건으로는 영역의 전체크기, 

무차원 연직거리(y+), 경계층 높이 등이 있다. 이러

한 그리드 요소 중 벽(wall)에서의 무차원 연직거리

(y+)는 경계층(boundary layer) 주변에서 정상상태, 

비정상상태 난류모델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난류모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5

이하의 조밀한 무차원 연직거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며, 각각의 연구논

문의 그리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수치에는 변화

한다. 따라서 전산유체역학에서 적용된 난류모델의 

정확성은 인접벽(near wall)의 모델링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유동에서 벽 인근의 경계층은 유

동특성에 따라 내부층(inner layer)과 외부층(outer 

layer)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부층은 유동의 난류

특성에 따라 점성 내부층(viscous sublayer), 버퍼층

(buffer layer), 로가리즈믹층(logarithmic layer, fully 

turbulent layer)로 구분된다. 이중 점성 내부층은 

벽과 가장 인접한 층으로, 난류가 발생하지 않는 층

류(lamina)층이고, 그 외부에는 난류가 지배적인 로

가리즈믹층이 있다. 버퍼층은 점성특성과 유동의 난

류특성이 공존하는 층이다. 로가리즈믹 특성이 벽주

변에서의 풍속을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가

정하면, 유동 전단응력(shear stress)은 벽에서 특정

거리의 속도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벽함수

(wall function)이라하고, 속도의 로가리즈믹 특성을 

벽의 로그범칙(log law of the wall)이라 한다. 

벽면법칙(law of the wall)은 난류 경계층

(turbulent boundary layer)에서의 벽전단(wall 

shear)과 속도분포(velocity profile)의 관계를 의미

한다. 경계층 내부 안쪽의 벽면과 가까운 부분에서

는, 정규화과정을 통해 특정한 속도분포가 발생하

며, 이러한 특정 속도분포특성이 인접벽면모델의 기

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벽함수 모델은, 정밀한 인접벽면 그리

드를 생성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벽과 첫

번째 요소의 중심이 위치한 로그법칙 지역(log-law 

region)을 연결한다.

점성 내부층모델 혹은 저 레이놀드수 모델은 정

밀한 점성 내부층 그리드를 만들 수 있거나, 분리

(separation), 천이(transition), 열전달(hear transfer) 

문제 등의 문제와 같이 반드시 정밀한 점성 내부층 

그리드를 만들어야할 경우에 사용된다<Fig. 3>.

벽함수의 적용 시에는, 완충층과 내부층 모델링시

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차원 연직거리

(y+)는 이상적으로 15 이상이어야 하며, 작은 레이

놀드수 모델의 적용 시, 내부층 해석을 위해서는 무

차원 연직거리(y+~1)의 평균값으로 약 1정도로 그

리드를 생성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 벽 경계층에서

의 수치해석적 높은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차

원 연직거리의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경계

층 주변에서의 높은 해상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전산유체역학프로그램인 

ANSYS-CFX를 사용하여, 인접벽면(near wall) 유동

해석 시 벽함수(wall function)에서  정밀한 그리드

의 저 레이놀드 수 인접벽(low-Re near wall)모델로 

부드러운 자동 전환이 가능한 자동 인접벽면 처리

(automatic near wall treatment)
12)모델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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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undary layer definitions : 1st 

layer thickness

4. 무차원 연직거리(y+)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유동영역의 정의를 위해서 비균일

격자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균일격자를 사용할 

경우 무차원 연직거리(y+)의 정의가 용이하고, 격자

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균일격자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영역의 형상이 복잡

할 경우 균일격자의 모델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격

자생성과정이 비교적 쉬운 비균일격자3),6),8)를 사용

할 수 있다. 이중 Sezer-Uzol et al.
3)
, Li et al. 

(2012)6)은 무차원 연직거리, y+값을 제시하지 않았

기 때문에 그리드의 특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대신 

이들의 논문에서는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NREL에서 제시한 풍동실험값과 비교를 수

행하였다. Lanzafame et al. (2013)는 무차원 연직거

리, y+ 값으로 1로 설정하여 영역의 비균일 그리드

를 생성하였고, Fluent에 의한 해석결과는 NREL의 

풍동실험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차원 연직거리에 따른 자동 인

접벽면 처리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서 <Fig. 4>와 같은 서로 다른 인접벽 최소 그리드

두께를 가지는 비균일 그리드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무차원 연직거리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1)

where, 

  : dimensionless distance from wall

 : friction velocity(shear velocity)

  : distance from wall,  : dynamic viscosity

  : kinematic viscosity,  : fluid density

5. 전산유체역학 해석모델

회전하는 풍력터빈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주변영

역과 회전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을 설정하였다. 풍

력터빈 블레이드의 길이는 약 R=5m(5.03m)이며, 

따라서 회전지름은 약 2R(10m)이다. 주변영역의 도

메인 가로-세로 및 길이방향 거리로 각각 4R(20m) 

정사각형과 6R(30m)을 설정하였고, 회전영역의 지

름과 길이방향 거리로 각각 2.4R(12m)과 3.6R(18m) 

설정하였다. 풍력블레이드의 회전속도는 72RPM으

로 고정된 상태에서 ANSYS-CFX의 정상상태

(steady state)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5m/s, 7m/s, 

10m/s, 13m/s, 15m/s, 20m/s, 25m/s의 7가지 풍

속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NREL의 

풍동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Fig. 5>는 본 연

구의 해석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문제의 설정

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인용하

였다4)~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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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type

1st layer 

thick.

Edge y+ 

(max.)
Average wall y+

Mesh1 1.00E-06 0.38 0.1

Mesh2 1.00E-05 3.51 1.0

Mesh3 1.00E-04 27.27 10.0

Mesh4 1.00E-03 146.61 100.0

<Fig. 5> Domain and mesh model

6. 해석결과의 분석

<Table 1>은 <Fig. 4>의 그리드에 대한 무차원 

연직거리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적용된 풍

속은 25m/s이다. 따라서 그리드 조건에 따른, 무차

원 연직거리는 각각 y+<1.0, y+<5.0, y+<30.0, 

y+<150.0으로 정의할 수 있다. 블레이드의 표면 중, 

에지에서 가장 큰 무차원 연직거리, y+가 계산되는

데, 블레이드에서 천이, 분리가 발생하는 곳은 블레

이드의 상-하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무차원 연

직거리의 값이 더 중요하며, 에지에서의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 

<Table 1> y+ value according to the 

condition and position of grid

<Fig. 6>, <Fig. 7>은 <Table 1>의 Mesh1 

(y+<1.0), Mesh4 (y+<150.0)의 경우에 대한 난류모

델에 따른 회전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적용된 난류모델은, SST(Gamma theta), SST, 

  ,     이며, 추가적으로 Lamina모델에 의한 

결과를 추가하였다. 전체 그리드모델에 대해서 SST

모델의 경우, 유동의 천이를 고려한 SST-Gamma 

theta 모델의 결과와 SST모델에 의한 해석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특히 그리드의 무차원 연직

거리가 큰 Mesh4의 경우, Gamma theta 천이모델

의 고려에 의한 영향은 거의 미미하여, SST모델과 

SST-Gamma theta 모델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였다. 

그 이유는 Gamma theta 모델을 이용해서 천이현상

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밀한 그리드(y+<1.0)

가 요구되지만, 그리드 모델 Mesh4의 경우 그리드 

무차원 연직거리, y+값이 매우 크고(y+<150.0), 그

리드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천이, 분리현상을 정

확히 해석할 수 없었다. 이는 해석알고리즘 및 난류

모델의 오류가 아닌, 각각의 난류모델 및 해석목적

에 적당한 그리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한 현상이다. SST난류모델은    난류모델의 단

점을 수정한 모델로써 저 레이놀드수 문제해석문제

에 적용할 수 있으며, 유동의 분리형상의 매우 정밀

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 레이놀드수 문제에 적용 가능한    난류모

델의 경우, SST난류모델에 비해서 스톨영역(stall 

region)인 13m/s, 15m/s의 풍속에 대해서 해석오

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esh4

와 같이 그리드의 질이 나빠질수록    난류모델

의 해석오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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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rmal force coefficient along spa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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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rust : SST(Gamma theta) turbul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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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angent force coefficient along spa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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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ssure coefficients in sections : 10m/s, 15m/s cases, SST (Gamma theta)

   난류모델은 저 레이놀드수 문제에 적용할 

수 없는 난류모델로써, 인접벽 모델을 위해서 벽함

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벽함수의 유효성 확보를 위

해서는 11.06 이상의 최소 무차원 연직거리를 확보

해야한다. 따라서 Mesh4와 같이 큰 무차원 연직거

리를 가진 그리드 모델에 의한    난류모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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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ectional velocity contour according to the y+ values : 1５m/s wind speed case

우, 7가지 모든 풍속에 대해서 수치해석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Mesh1, Mesh2, Mesh3의 그리

드모델에서는 수치적 불안정성에 의한 발산이 발생

하였다.    난류모델에 의한 해석결과는 SST모델 

및 NREL의 풍동실험에 비교해서 오차가 발생하였

지만, 정밀한 인접벽 모델이 필요한    모델에 

비해서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8>, <Fig. 9>는 각각의 그리드모델에 대해

서 SST-Gamma theta 모델에 의한 회전력과 추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5m/s, 7m/s, 10m/s 풍속

과 같이 스톨발생이전에서는 모든 그리드모델의 해

석결과가 거의 동일하였다. 이후 스톨영역인 

13m/s, 15m/s에서는 그리드모델 Mesh1(y+<1.0)이 

NREL의 풍동실험결과와 가장 근사하였고, Mesh2 

(y+<5.0), Mesh3 (y+<30.0) 순으로 오차가 증가하였

다. 그러나 가장 큰 무차원 연직거리를 가진 Mesh4 

(y+<150.0)는 그리드 모델 Mesh2, Mesh3에 비교해

서 더 정확한 해석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이는 

Mesh4의 부정확한 수치해석결과에 의한 회전력이 

계산되었기 때문으로, <Fig. 10>과 같이 Mesh4의  

접선 공력계수는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추력의 

경우, 그리드 모델에 따른 추력의 결과는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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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Fig. 9>. 이는 추력이 주로 <Fig. 11>의 수

직 공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수직공력은 블레이드

표면의 접선방향으로 흐르는 유동과 달리 유동의 

분리, 천이에 의한 영향이 적고, 따라서 그리드 모

델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Fig. 12>는 7가지 풍속 중 스톨 이전(10m/s)과 

스톨 이후(15m/s)의 대표적인 풍속에 대해서, 무차

원 연직거리에 따른 단면에서의 풍압계수(pressure 

coefficient)를 나타낸 것이다. <Fig. 12>에서 10m/s 

풍속의 경우 무차원 연직거리에 따른 풍압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스톨이전에

서는  무차원 연직거리에 따른 인접벽에서의 SST- 

Gamma theta 난류모델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난류 및 분리의 영향이 큰 스톨영역에

서의 풍속(15m/s)에서는 무차원 연직거리가 커질수

록(y+<30, y+<150) 풍압계수 분포의 오차가 더 크

게 계산되었다. 이는 <Fig. 8>, <Fig. 10>의 무차원 

연직거리에 따른 토크 및 접선 공력계수의 분포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무차원 연직계수가 커질

수록 스톨영역에서 인접벽에서의 유동의 난류, 분리 

및 천이와 같은 비선형 특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Fig. 13>은 Mesh1, Mesh4에서의 난류모델(SST- 

Gamma theta,   )에 따른 단면에서의 속도계수

(velocity coefficient)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13>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단면에서의 

속도계수1.0을 초과하는 영역이며, 이는 단면에서의 

풍속이 기준속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영역을 의미한

다. 따라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일수록 난류의 

특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Fig. 13>에서 무

차원 연직거리, y+<1.0 인 SST-Gamma theta 난류

모델인 경우, 30.0% 단면의 인접벽에서 유동의 분리

현상이 명확히 나타났지만, 무차원 연직거리가 매우 

큰 경우(y+<150.0)는 y+<1.0의 경우와 달리 유동의 

분리현상이 리딩에지 부근의 벽에서만 발생하였으

며, 오히려  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큰 무차원 연직거리 값이 적용된 그리드는 인

접벽을 정밀하게 모델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벽

에서의 유동의 분리, 천이 현상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첫 번째 요소의 중심이 로그법칙 지

역에 위치하는 벽함수를 사용하는  의 결과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밀한 인

접벽면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SST- Gamma 

theta 난류모델과    난류모델의 해석결과가 유

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전산유체역학 해석프로그

램인 ANSYS-CFX를 이용하여, 비균일 그리드에서 

무차원 연직거리(y+)에 따른 SST 난류모델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해석결과 SST 난류모델은   , 

   난류모델에 비해서 모든 그리드 모델에 대해

서 안정적인 수치해석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스톨영

역에서의 해석결과는 인접벽 그리드 해상도에 영향

을 받았으며, 가장 정밀한 Mesh1(y+<1.0) 그리드 

모델에서 가장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며, NREL의 풍동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한 공력거동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Mesh4 그리드 모델과 

같이 높은 무차원 연직거리를 가진 그리드 모델의 

경우, 인접벽에서의 천이현상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

문에 SST, SST-Gamma theta 천이모델의 해석결과

는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동 

인접벽면 처리모델은 SST,    난류모델에 대해

서 그리드 모델의 수치해석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벽함수를 사용하는    난류모델의 경

우 Mesh4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만 수렴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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