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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타워의 후류 불안정성 억제를 위한 수치연구

Numerical Analysis for Suppressing Unsteady Wake Flow on Wind Turbine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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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풍력발전기 성능은 유동의 안정성과 풍속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 불안정성은 풍력발전기의 성능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함께 유발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 후류에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타워 단면의 기초 형상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풍력발전기 타워 형상에

부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Karman vortex의 생성을 지연시키고 와류 간섭현상을 줄여 풍력발전기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타워 단면 형상에 대하여 양력계수 및 항력계수를 비

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지름의 1/2 길이의 자유류 방향 tip과 splitter plate를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 후

류 불안정성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풍력발전기 (Wind Power Generator), 후류 불안정성 (Unsteady Wake Flow), 와류 진동 
(Vortex Shedding)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 역학적, 진동학적, 구조 역학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nevoldsen과 Mork(1)는 블레이드의 비정상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피로파괴를 줄이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Barber(2)는 블레이드에서의 비정상유동이 풍력발전기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블레이드에 한정되어 있으나, 발전기 타워 후류의 

와류 진동이 블레이드로 전이되어 블레이드에서 유동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진

오(3) 등은 풍력발전기 타워에서의 와류의 진동수와 타워의 고유진동수가 비슷할 때 발생하는 공명에 대

한 수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Zdravkovich(4)는 풍력발전기 타워에 tip과 코일 등을 설치하여 후류에서 발

생하는 비정상유동을 억제하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에 발

생하는 와류 구조를 분석하여 와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타워 형상을 설계하고, 여

기에서 발생하는 Karman vortex와 같은 유체역학 및 점성유체역학 교과목의 물리현상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2.  해석 방법

2.1 구조물 형상 및 유동 조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4)에서 제시한 형상 중 와류 억제에 효과적인 형상 3개를 선별하여 구조물의 

길이와 각도에 대한 파라메트릭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조물은 tip, splitter plate, tip + splitter plate로 구성

된 5가지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각 형상에 대해 tip의 길이를 변화시켜가며 유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tip 
형상의 경우 반지름의 1/8, 1/4, 1/2에 대해, splitter plate 형상의 경우 반지름의 1/2, 1, 3/2에 대해, tip + 
splitter plate 형상의 경우 splitter plate 길이가 반지름의 1/2, 1, 3/2일 때 tip 길이가 반지름의 1/8,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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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타워의 반지름은 R로, 반지름 방향 tip은 p, 자유류 방향 tip
은 t, splitter plate의 길이는 s로 나타내었다. (Fig. 1) Fig. 3 ~ 7는 5가지 형상의 격자계를 나타낸다. 해석 

격자는 eMesh를 활용하여 약 40,000개의 O-type으로 제작하였고, 표면에서 첫 번째 격자 간격은 y+가 1
일 때의 간격으로, 원방 길이는 지름의 20배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주변의 평균 풍속은 약 

10m/s이며 (Reynolds # = × ), 이는 비압축성 유동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비

정상 난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D_Incomp-2.0 해석자를 활용하였다.

Fig. 1. 형상 개략도

Fig. 2. 기본형상 Fig. 3. Splitter Plate Fig. 4. Tip A

Fig. 5. Tip B Fig. 6. S. P. + Tip AFig. 7. S. P. + Tip B

3. 해석 결과

3.1 단순 구조물 설치에 대한 풍력발전기 타워 주변 유동 해석

Splitter plate나 tip 만을 설치하였을 때의 유동을 분석한다.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은 유체역학적으로 비

교적 간단한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며, 각 형상에 대한 와류 구조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3.1.1 Splitter plate 유동 해석

Splitter plate의 길이가 반지름의 1/2일 때 양력계수 진동의 진폭은 기본형상에 비해 1/3정도로 감소한다. 
이는 splitter plate가 타워 후방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상호 간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plitter plate
의 길이가 길어지면, 양력계수의 진폭이 기본형상보다 오히려 더 커진다. 이는 Splitter plate가 길어지게 

되면 타워 후방에 발생하는 와류가 splitter plate의 길이에 비례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성장한 와류가 박

리하게 되면 박리 시 큰 압력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항력계수도 splitter plate의 길이가 

길어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1.2 Tip A 유동 해석

Tip A 경우 tip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양력계수가 감소하고 항력계수는 증가한다. Tip의 길이가 길어짐

에 따라 타워 윗/아랫면의 유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변 유동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데, 이로 인

해 타워 윗/아랫면의 상대적인 압력 변화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양력계수가 감소하게 된다. 항력계수는 

tip의 길이가 길수록 증가하는데, tip의 길이가 길수록 타워 후방에 생성되는 와류의 크기가 커지며, 후방

에서 생성되는 와류가 타워 뒷면에서 보다 오래 유지되므로 압력손실이 커져 항력계수가 증가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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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형상

Fig. 8. 양력계수 Fig. 9. 유선 Fig. 10. 압력장

Splitter plate

(s/R=3/2)

+Tip B

(t/R=1/2)

Fig. 11. 양력계수 Fig. 12. 유선 Fig. 13. 압력장

기본형상
S.P.

(Splitter plate)
Tip A Tip B

Cl Cd s/R Cl Cd p/R Cl Cd t/R Cl Cd

원형 1.43 1.45 1/2 0.487 0.764 1/8 0.707 0.947 1/8 1.18 1.04

1 1.92 0.732 1/4 0.538 1.17 1/4 0.578 0.711

3/2 1.97 0.702 1/2 0.468 1.59 1/2 0.241 0.209

S.P.+Tip A
S.P.+Tip B

(s/R=1/2)

S.P.+Tip B

(s/R=1)

S.P.+Tip B

(s/R=3/2)

p/R Cl Cd t/R Cl Cd t/R Cl Cd t/R Cl Cd

1/8 0.580 0.522 1/8 0.639 0.751 1/8 0.641 0.562 1/8 - -

1/4 0.656 0.765 1/4 0.581 0.814 1/4 0.562 0.699 1/4 0.452 0.513

1/2 0.749 1.15 1/2 0.418 0.826 1/2 0.343 0.582 1/2 0.00151 0.202

Table 1. 각 형상에 따른 양력·항력계수

3.1.3 Tip B 유동 해석

Tip B를 설치한 경우 tip 길이가 길어질수록 양력계수와 항력계수 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tip이 타워 주

변 및 뒷부분의 유동의 형태를 유선형에 가깝게 유도하여 타워 주변 유동이 보다 안정되기 때문이다.

3.2 Splitter plate와 tip을 조합한 풍력발전기 타워 주변 유동

Splitter plate와 tip을 조합한 경우 형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동현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Splitter plate
와 tip이 만드는 복합적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3.2.1 S. P. + Tip A 유동 해석

Splitter plate와 tip A를 함께 설치하면 tip의 길이가 짧을수록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의 값이 작아진다. 
Tip의 길이가 짧으면 와류가 타워 근처에서 박리되고, splitter plate가 박리된 와류간의 간섭을 억제시킨

다. 반면 tip의 길이가 길면 타워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와류가 박리되어 splitter plate가 와류간섭

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양력계수 및 항력계수 감소 효과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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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S. P. + Tip B 유동 해석

Splitter plate와 tip B를 함께 설치하면 각 구조물 효과의 단순 중첩이 아니라, 새로운 유동 특성이 나타

난다. Table. 1.을 보면 splitter plate만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s/R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양력계수가 감

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R=3/2이고 p/R=1/2인 경우 양력계수와 항력계수가 기본형상에 비

해 각각 99.9%와 86.1% 만큼 감소하였다. Fig. 8 ~ Fig. 13은 기본형상과 s/R=3/2, p/R=1/2인 경우의 양력

계수, 유선, 압력장을 나타낸다. 유선 분포를 보면, 기본형상에서 와류가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반

면, s/R=3/2, p/R=1/2인 경우 와류가 tip과 splitter plate 사이에 정체되어 있고 주변 유동을 유선형으로 유

도한다. 이로 인해 타워 후방의 압력장이 상하 대칭적이고, 압력의 급격한 감소가 사라져 양력계수와 항

력계수가 크게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 양력계수 그래프를 비교하면 진폭의 감소 뿐 아니라 진동자체가 

상당히 억제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arman vortex에 대한 기본적인 유체역학의 배경지식과 EDISON_열유체 시스템을 활용

하여 풍력발전기 후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5가지 형상 중 3가

지 형상은 선행연구에 근거한 형상이고, 2가지 형상은 단순한 형태의 3가지 형상을 복합적으로 조합한 

경우이다. 단순형상 중 양력과 항력계수 모두 작은 값을 나타낸 구조물은 p/R=1/2인 tip B이다. Tip B의 

경우 tip이 주변 유동을 유선형에 가깝게 유도하여 후류 불안정성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복합된 형태

의 구조물로 인한 효과는 각각의 구조물로 인한 두 효과의 단순 중첩이 아니라 새로운 유동 특성을 만

들어낸다. 특히 s/R=3/2인 splitter plate와 p/R=1/2인 tip B를 함께 설치한 구조물은 주변부의 유동을 유선

형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와류를 tip과 splitter plate 사이에 정체시켜 타워의 후류 불안정성을 가장 효

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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